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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인천본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송월동 동화마을 근처에 있는 섭리
노인복지센터에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
다. 아침부터 눈발이 흩날리던 지난 1월 16일에도 약속시간인
오전 9시 30분이 되자 본부 직원들이 하나둘씩 섭리노인복지센
터 앞마당에 모였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수년간 센
터를 지키고 계시는 원장 수녀님(사라 수녀님)께서 내주신 커피

니들께서 지내시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선 안부 인사를

를 하나씩 들고 계셨습니다. 처음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드리고 건강은 어떠신지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야

모든 것이 낯설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설레기도

기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직원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집중

하면서 수녀님을 기다렸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으

해서 듣고 말씀도 재미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와서 단

신 분들은 ‘이맘때쯤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지’ 하면서 오

지 몇 분 정도 이야기하는 것뿐이지만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좋아

늘의 할 일을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 우리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이분들에게

수녀님께서 오시자 눈이 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을 텐데 이렇게

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두시간 정도 이어진 봉사활동은 마지막에 따뜻한 커피 한잔과 함

겨우내 쌓인 실내먼지를 말끔히 청소하고 이곳에 계신 할머님들

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센터

과 말동무도 되어주면서 이부자리도 깨끗이 정리해 달라고 부탁

를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도구 등을 비치해놓은 작

고 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지원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

은 방에 들어서니 물품들이 소박하게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는데

고 있다고 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수녀님과 자원봉사자들 몇 분께서는 이

직원들은 비어 있는 방부터 침대와 방바닥에 쌓여 있던 먼지들을

곳 말고도 다른 복지센터에 있는 지역 소외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말끔히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

반찬을 만들어 제공해주시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셔서 다시 한

도는 대걸레를 이용해서 빈틈없이 닦아냈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번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봉사하는 데 들인 노력보다 훨씬 많은

계단 틈 사이도 구석구석 닦아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는 할머

것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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