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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혜진   사진 이동훈 

주말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조용했을 창원산업보건센터가 시끌시끌하다. 

센터 테니스장에서 세탁봉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창원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은 익숙하고 능숙한 솜씨로 빨래를 하기 시작했다. 

빨래를 하며 나누는 이야기에는 웃음이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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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자녀들과 함께 봉사할 때면, 신나게 빨래

를 밟으며 봉사가 아닌 하나의 놀이로 인식한다. 

봉사는 힘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쌓는 추억이 되

는 것이다. 직원들 역시 서로 바빴던 일상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 바쁘다. 묵은 

때를 벗겨낸 빨래는 탈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로 

전달한다. 깨끗하게 헹궈 탈수한 빨랫감을 다음 

직원에게 전달하면 힘을 모아 빨랫줄에 걸기 시작

한다. 빨래를 말리는 과정에서도 차근차근 걸어야 

나중에 빨래가 섞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직원들. 

그간 봉사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들이 직원들 사이

에 하나둘 자리 잡았다.

센터에 불어오는 나눔의 바람

유난히 맑은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줄

마다 걸려있는 이불과 방석들을 보니 뿌듯함은 배

가된다. 창원산업보건센터는 세탁봉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

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연탄기증 및 배달을 

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급식봉사와 의료봉사도 진

행한다. 21명의 직원은 아동복지시설 ‘꿈 놀이터’ 

일상 속에서 추억을 쌓는 방법, 봉사

편한 옷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돌아다니고 조끼

를 입은 사람들도 눈에 띈다. 두 손 가득 짐을 들

고 오는데, 무슨 짐인가 싶어 자세히 다가가 보니 

빨랫감이 한가득이다. 창원산업보건센터 직원들

은 일 년에 두 번, 대형세탁물 빨래가 힘든 홀로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의 빨래를 모아 세탁봉사를 

하고 있다. 이 세탁봉사는 대한적십자사 봉사단체

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었는데, 작년 4월 세탁 장

소를 창원산업보건센터로 옮기면서 센터 직원들

도 참여하게 됐다. 10월 27일에 있었던 이번 봉사

활동에는 적십자사 봉사회원과 창원센터 직원 40

여 명이 센터를 분주히 오가며 봉사 준비가 한창

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혼자 사시는 분들의 세탁물을 수

거한 직원들은 적십자사 봉사회원들과 함께 세탁 

준비가 한창이다. 50가구에서 많게는 70가구의 

빨래를 모아 세탁하다 보니 빨랫감이 섞이지 않게 

사진을 찍는 것부터 시작한다. 줄지어 기다리는 

빨랫감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찰나에도 노련함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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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월 7만 원씩 15

년간 기부하고 있다. 센터 직원들이 다양한 방법

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센터 직원들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노선호 원장을 필두로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직

원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사는 봉사가 

되었고 이러한 나눔의 바람이 직원들 사이로 번

져 센터에서 다 함께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눔의 문화가 자

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덕분에 작년 1월 14일에는 

창원사회봉사단체(창원 따사모)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빨래가 말라있었다. 바람을 맞아 바

짝 마른 빨래들은 차곡차곡 접어 다시 가정으로 

창원산업보건센터에 있어 봉사란 꾸준함이다. 처음

에는 단발적으로 시작했던 봉사가 매년 이어져 지금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선

호 원장은 센터를 집으로 표현하며 말을 이었다. “우

리 집에서 우리 집 사람들이랑 함께 하니까 편하기

도 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

실 세탁봉사는 세탁지원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센터

에서 물을 대고 앞마당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마디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익숙한 공간에서 직원들과 함께 봉사한다는 것. 이는 

40여 년간 봉사활동을 하며 봉사가 습관처럼 베인 

노선호 원장의 모습과도 닮아있다. 익숙한 듯 자연스

럽게 이어지는 선한 바람이 창원산업보건센터에 불

어오고 있다.

돌아갔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탁물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탁물이 아니라 서로

를 생각하는 정이 오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세탁

봉사에는 직원들과의 유대감을 만들고 나아가 지

역사회의 이웃들과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창원

산업보건센터의 마음이 담겨있다. 

연대하는 사회, 

창원산업보건센터가 만들어갑니다
글 창원산업보건센터 노선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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