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글 하세호 강릉본부 조사역

지역
본부

작은 나눔 큰 기쁨

대학생 시절,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유난히 어린 아이들이 너무 좋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던 시험
공부에 한창 열을 올리던 27살 정도였을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어린이 복지단체에 소액이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기 시작했고 교회 봉사모임을 통해 소외계층 어린이 과외봉사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로 이래저래 바쁘다는 이유로 과외 봉사활동은 하지 못하고 그냥 금전적인 기부만 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
다. 사실 봉사활동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릉본부에 발령을 받고 보니 본부 차원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으
로 도움을 드리는 한센환자 후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공부방 지원 등의 활동도 있었고 인적·물적 도움
을 드리는 강릉 종합사회복지관의 독거노인 급식봉사활동(일명 밥퍼)도 있었습니다. 밥퍼 활동은 직원들끼
리 순번을 정해서 매달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가는 만큼 크게 부담스러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직접 어르신
들을 뵙고 현장에서 몸으로 해야 하는 봉사이니만큼 괜히 가서 방해만 하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처
음에는 부담감이 적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하는 일은 배식과 설거지 등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설거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고 집에
서도 자주 하던 일이라 양이 많은 것 이외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배식은 처음 해봐서 그런지 생각
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콩나물국과 같이 깔끔하게 안 떠지는 건더기가 들어 있는 국은, 국물과 건더기
의 적정비율을 맞춰서 국그릇에 신속하고 깔끔하게 담아내기란 초보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작업이
었습니다.
복지관의 봉사활동은 정말 오랜만에 하는 봉사다운 봉사여서 보람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일하면서 서툰
점이 많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작은 아쉬움도 많이 남곤 합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그저 잠깐 시간 내서 급식 판에 음식을 담
아 드린 것뿐인데 이런 나를 보고 너무 고마워하시니 오히려 내가 더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의 작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서 세상의 오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봉사를 마치고 나면 ‘맞아…. 나는 누군가 도와주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어느새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 아닌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제 쌀쌀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강릉본부에서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따스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가을날입니다.

♣ 강릉종합사회복지관은 1995년 개관하였으며, 강릉본부의 밥퍼 봉사활동은 2008년 2월에 시작되어

매주 두 번째 금요일에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들의 급식 배식과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43
BANK

OF

KOREA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