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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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이모 저모

지체장애인 특수학교 경제교육 실시
대구경북본부는 7월 13일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인 대구보건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대구 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보건학교는
지체부자유인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
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사회적응 교육
을 실시할 목적으로 1966년 설립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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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마을 주민 초청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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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본부는 7월 29일 1사 1촌 자매결연 마을인 충남 공주 초봉

다. 지난 6월 고등학교 과정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본부

리 마을의 어린이와 주민 20명을 초청하여 상호유대를 강화하는 자

에서 경제교실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직접 대구보건학교를 방문

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마을 주민 및 어린이들은 우리 지역본부

하여 중등부부터 고등부 2학년 과정 학생까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서 화폐의 취급 및 관리 등 한국은행이 하는 일을 둘러본 뒤 오후에

‘바람직한 금융생활’
이라는 주제로 경제교육을 하였다. 강의 중에 강

는 한국조폐공사의 화폐박물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시관을 견학

사가 낸 여러 가지 퀴즈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등 교육에 대

하였다. 대전충남본부는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초봉리 마을

한 열의만큼은 여느 다른 학생에 뒤지지 않았다. 강의가 끝난 후 강사

과 농번기 일손 돕기, 마을 농산물 사주기 등의 행사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 학교로부터 대형편지가 배송되어 왔는데 강의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쓴 감사편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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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영나영회, 창암재활원 봉사활동

울
산
본
부

김
명
현

구
자
천

통
신
원

통
신
원

생활 경제교육을 통한 장애인 대상 봉사활동

제주본부의 느영나영회는 7월 24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창암재활원

울산본부는 7월 22일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창암재활원은 중증장애인들이 입소하

울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재미있는 생활경제’
라는 주제

여 치료와 교육을 받는 곳으로 제주본부는 5년째 이곳에 후원물품을

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울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울산지역 장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들은 장마로

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2005년 2월에 설립되었으

인해 무성하게 자란 재활원 외부의 잡초를 제거하였다. 무더운 날씨

며 현재 3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날 강사로

로 인해 제초작업이 무척 힘들었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나선 기획조사팀 최수일 차장은 어려운 경제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교육 참석자들은 평소

마칠 수 있었다. 토요일의 달콤한 휴식을 궂은 일로 대신하였지만 오

에 접하기 어려웠던 경제이야기, 화폐에 관한 이야기 등에 큰 관심을

히려 이러한 봉사를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나타내는 한편 연말연시 생색내기용 관심이 아니라 평소 사회적 관심
이 덜한 곳에 직접 방문교육을 실시해 준 데 대하여 큰 고마움을 표시
하였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울산본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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