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글 안군원 투입산출팀 조사역

본부

나눔공동체, 작지만 따듯했던 봉사활동
매월 첫 번째 토요일마다 서울역 근처의 동자동 나눔공동체에서
한국은행 자원봉사회원들이 모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 조사역인 저는 입행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대학 시절에 주로 했던 교육봉사 활동과는
다른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원장님 부부께서 이른 시간부터 약 4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면 봉사자들
이 도착하여 그날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조금의 과장을 보태서 임무라고 하지만 실은 배식, 서빙, 설거지
등 담당을 나누는 것입니다. 원장님이 그날 온 인원을 보고 배정해 주시는데,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서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궁금해하는 이때가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무를 부여받은
뒤엔 준비한 음식과 식기들을 차에 실어서 근처의 따스한 채움터라는 건물로 옮겨 식사 준비를 합니다. 배식
을 시작하고 서빙, 설거지, 잔반 처리 등 각자 맡은 일을 두 시간 남짓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어느덧 그날의 봉
사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나눔공동체에 들어서는 문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몇 장의 종이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
니다. 알고 보니 식사를 하러 온 노숙인 분들이 무엇인가를 적은 종이였습니다. 잘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가
적힌 종이도 있었고, 매우 깔끔한 글씨가 적힌 종이도 있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니 그분들의 소원이 적힌
매우 소박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양한 소원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은 많은 사람에게 집을
지어 나누어주기, 어머니 모시고 효도여행하기, 대학생활 딱 한 달만 해보기, 아들, 딸과 놀이공원 가서 같이
놀아주기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소원이었던 것입니
다. 평소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과 불평을 표출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순간
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혹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숭고한 뜻을 지닌 사람들이 하는 고귀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
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봉사활동은 일상생활 그 모습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봉사활동을 마치고 나서
과연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보기엔 정
말 하찮은 일이라도 그 작은 손길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지
만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세상을 더욱 선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는. 그리고 이처럼 따뜻한 마
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기에 더욱 좋은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누군가에게는 달콤한 토요일 늦잠자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번 일지도 모르는 누군가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나온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에 더 행복한 토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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