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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열림을 통해 배우는 삶의 기쁨

개선사업

■ 봉사활동과의 인연
“2011년 제가 속한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한국의료재
단 민관협력사업 공모에 라오스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였는데, 마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라오스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빈곤을 함께 해결하고 생명과 평화의 보편적 가
치를 위해 창립된 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으로 활
동 중인 한동헌 교수는 2011년부터 라오스의 오지마
을에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해왔다. 라오스의 유명관광지, 루왕프라방에서도
더 떨어진 오지마을 푸쿳군 라자이보건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봉사활동은
하루 하루 시간이 소중하기만 하다.

■ 현지생활에 적응 및 주요봉사활동
한동헌 교수는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봉사형태를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1회 행사처럼 끝나는 봉사활동 보다는 현지 주민들에게 근본적
인 도움을 주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라오스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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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물공급 시설 마련 등의 위생환경개선사업까지 도움의 손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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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는 보건위생교육은 물론 현지 보건의료인을 교육하고 화장실
필요한 곳은 한 두 곳이 아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첫 활동을 시작할 무렵 현지 직원을 채용했는데, 저희 뜻과

라오스에는 현재 여러 대학교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의

맞지 않아 갑작스레 한국에서 새 직원을 채용해 라오스로 파견을 보내야 했는

학대학원도 뜻 있는 교수와 학생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라오스 의료봉사활동

데 그때가 가장 어려운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주도적인 역할과 사업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

그 이후 다행히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는 실정이다.

얻고 있다.

“제 여건이 허락되는 만큼 라오스 봉사활동은 계속할 예정이고 사업 규모도

“저야 일년에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만 방문해 봉사 할 뿐입니다. 정말 백의의

더 확대해 나가고 싶은 게 제 바램입니다.”

천사 같은 분들은 현지에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들이지요. 재래식 화장실과 오

라오스는 보건위생교육은 물론 현지 보건의료인을 교육하고 화장실 및 물공

염된 식수, 무더위 등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최선을

급 시설 마련 등의 위생환경개선사업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한 두

다하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곳이 아니다.
“저의 부족한 재능이나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

■ 앞으로의 계획

다.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 체험하며 배워나가겠습니

“라오스 현지에서 NGO단체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라오스

다.”

는 공산국가라 외국인의 NGO 이외에는 사회단체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등록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한동헌 교수의 말과 행동 속에

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operation permit 을 발급받아 3개월 비자로 오

‘살아있는 지식의 중요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가는 실정이라 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오스 정부와 MOU
를 맺는 것이 저희 단체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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