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활동

글 최준 포항본부 조사역

지역
본부

‘사랑의 노년의 집’ 봉사를 다녀와서….
포항본부 직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2주에 한 번씩 ‘사랑의 노년의 집’ 이라는 곳에
서 배식 봉사활동을 합니다. 서울에서 ‘나눔 공동체’ 라는 곳으로 봉사활동을 갈 때
에는 토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하고 여러 가지 짐을 옮기는 것부터 배식,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모두 해야 했지만 ‘사랑의 노년의 집’ 에서의 봉사활동은 배식과 뒷정
리만 하면 되어 하는 일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4~5명이라
는 비교적 적은 인원이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랑의 노년의 집’ 이 포항시의 지원
으로 장소와 기본적인 근무인력이 배치되고 봉사활동을 간 단체는 근무인력의 지휘
하에 담당업무만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노년의 집’ 으로 식사를 오시는 분들은 그 이름처럼 대체로 나이가 지긋하
신 노인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허름하고 낡은 유모차를 지팡이 삼아 느릿
느릿 오셔서 본인의 순번을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다시 느릿느릿 각
자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한번은 식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한 할머님께서 반찬 통
을 들고 오셔서 거기에다가 본인이 먹다가 남은 밥과 반찬을 주섬주섬 담고 계셨습니
다. “할머니 그거 가져가셔서 뭐 하시게요?” 라고 여쭈어 보니 할머니는 행여나 이러
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스러워 하는 눈빛으로 “내가 이거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아서
이렇게 담아놨다가 저녁에 먹으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면서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본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마도 ‘사랑의 노년의 집’ 으로 한 끼의 식사를 때우러 오시는 분들은 노년의 나이에
형편이 좋지 못한 분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들 중에는 그 할머니처럼 그곳에서의
식사가 한 끼의 식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독거노인일 텐데 어딘가
의 작은 방에서 그 작은 반찬 통에 우겨 담은 차가운 밥과 반찬을 가지고 혼자서 식사
를 하실 그분들의 저녁을 생각하니 30~40분의 봉사활동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
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것은 화장실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짧
은 봉사활동이지만 출발할 때는 귀찮아서 가기 싫다가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가슴
한구석에는 뿌듯함이, 다른 한구석에는 안타까운 마음과 스스로에 대한 반성, 부끄러
움 등 여러 감정과 생각이 한가득 차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시 일상에 파묻혀 지내
다 보면 이러한 감정과 생각이 점차 희미해지고 일상의 감사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가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한 마음의 정기검진 같
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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