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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봉사활동

지금까지 얻어 온 보상 중에서 내가 기여한 노력은 얼마나 될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라고 하기
엔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많은 것들을 주위로부터 받았다. 내가 다녔던 학교,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들,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노력
하고 보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맺었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했던 노력은 사람들 사이 얽힌 관계망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을 이용한 행동이었다. 나는 그동안
숟가락만 얹은 걸지도 모르겠다.
♥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와 그 관계망 속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내 주변 다른 이들까지
살펴보게 되었다. 가까운 사람들뿐만이 아닌 아무 상관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까지 눈을 돌려 보았다.
무심코 지나치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에게 내가 모르는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장학금과 같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것들부터 다른 이들이 사회에 베푼 선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었을 측정
할 수 없는 무언가까지, 나는 그저 내 노력보다도 운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는 사
람들을 보자면, 이상하게도 가진 것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만 자주 보게 되는 것이다. 미디어에 등장하
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화려함을 쫓을수록 누군가가 더 철
저히 외면받을 것이란 건 내게 불편한 고민이었다. 동시에 가끔 보이는 어려운 사람들과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 대하여 갖게 되는 타자화된 시선이 싫었다.
♥
점차 빈곤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되어간다.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은 도시개발로 없어지고 원자화된 빈곤

행복을
찾아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내게 그 단어가 가진

한 사람들은 고시원으로, 반지하로, 그렇게 숨어들어 갔다. 개인의 고립이 심화하여갈수록 빈곤한 사람

의미를 고민하고 있을 때면 나는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내려버렸고, 길지

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그리고 빈곤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접하지 않는 한가한

않았음에도 내 삶은 그렇게 여러 번 방향이 바뀌어왔다. 여전히 어떻게 살

시간에 가끔 등장하는 정도로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의 관계망과 그 안에서의 작용으로 우리 사

아가야 하는지 답은 보이지 않고 방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간절했던 순간들

회가 굴러간다고 생각했을 때 외면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

을 겪어가며 앞으로 계속 끌고 갈 생각 하나 정도는 건지지 않았을까 싶다.

워진다. 작년 5월 처음으로 서울역에 가서 ‘천사’ 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억지로라도 이들을 계속 만나야
한다고 다짐했었다. 어디서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던,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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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사랑, 건강, 취업, 합격과 같이 많은 이들이 열망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 곁에 있는, 같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

하는 단어들 뒤에는 필연적으로 노력이 언급된다. 아마 나도 살아오면서 노력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

람들이다. 많은 분이 경제학에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셨던 것을 떠올려본다. 서로 돕

을 테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것이다. 노력과 뒤따라오는 보상은 꽤 달콤하고 잠깐의 뿌듯함을 주기에 충

는다는 이타적인 마음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계속

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토록 찾고 싶었던 행복에 가까워지는 느낌도 들게 해주었다.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

♥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랬던 시간이 분명히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한

한 달에 한 번 하는 활동으로 너무 거창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겠다. 이제 시작이다. 학생

편으로 내가 가진 모든 관심을 나에게만 돌렸던 순간이기도 했다. 내가 얻은 보상은 오로지 내 노력 때

신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기에, 아직 많은 것을 모르고 배워가고 있다. 거창해 보일지라

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등장하지

도, 봉사라는 이름 아래 서울역에서 했던 활동이지만 오히려 내가 배웠던 점을 써보고자 했다. 앞으로

않았다. 어쩌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변명하고도 싶지만, 그것만으로 이유를 삼기엔 내 상황

도 행복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것이다. 다만, 이제 다른 이들의 행복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되었

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모르겠다.

다. 서울역에서 ‘천사’ 들을 만난 덕분이다.

2015 November

Bank of Korea News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