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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퇴직한 지 어언 9년의 세월

와서’ 라는 제목의 내용을 너무나 감

이 지나가네요. 당행 근무 당시 좋은

격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북본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

부 직원도 많지 않아 업무에도 바쁘

만 후배들의 많은 도움으로 정년까

실 텐데 봉사원들께서 몸소 노인복

지 근무했습니다. 퇴직이 엊그제 같

지 회관에서 그 많은 어르신을 위해

은데, 9년이란 세월이 정말 믿어지

봉사했다는 소식을 읽으면서 제가

지 않네요.

한 일처럼 매우 기쁜 마음에 한은소
식에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퇴직해서도 매월 은행에서 보내
주는 한은소식지를 첫 장부터 맨 마

한은소식을 읽으면서 저도 재직 시

지막 장까지 다 읽어봅니다. 읽을 때

봉사활동과 동아리 등 모든 일에 적

마다 한은소식 담당자에게 감사함을

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마음이 이

마음으로 전하며, 한국은행 직장이

제야 후회가 됩니다. 태미원 조사

얼마나 소중하고 존경스러운 직장이

역은 전북본부 신우회 회장(기독교)

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으로서 바쁜 본인의 업무에도 불구
하고 매주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회원들과 함께 예배

퇴직 후, 사회 친구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다 보면 퇴

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일에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직 전 다녔던 직장과 현 생활 등을 이야기하는데, 나

항상 환한 미소와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마음으로 자

는 “지금도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매월 은행소식지를

기 몸과 같이 직장동료를 편안하게 대해 주십니다. 매

보내준다.”라며 자랑을 합니다. 친구들은 “참 좋은 직

월 넷째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전북본부 나

장이다.” 라고 한국은행 칭찬을 아낌없이 합니다. 그

눔회 자원 봉사원들과 전주시 덕진구 노인 복지회관에

럴 때마다 저는 비록 퇴직은 했지만, 마음이 뿌듯하고

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퇴직을 하였지만,

한국은행 직장이 나에게 “평생의 삶의 터전이었구나!”

저도 동참하여 봉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봉사원들과의

라고 다시 한 번 회상해 봅니다.

만남도 갖고 싶습니다.

저는 한은소식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지역본부 코너

존경하는 한은 직원 여러분!

를 펼쳐 봅니다. 지난 12월에도 잊지 않고 보내주셔

저는 오로지 전복본부에서만 근무하여 전복본부 나눔

서, 지역본부 소식란 중 전북본부 코너란이 처음 보일

회 자원봉사회를 칭찬했습니다. 다른 한은 직원 여러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나눔회의 회장인지

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는 모르지마는 온고을 나눔회 ‘무료급식 봉사를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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