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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문소상 팀장
자금순환팀

매년 연말이면 한은 간부들이
찾는 봉사활동 장소는 인사동에 위치한 노인복지

간부 봉사활동
후기

센터이다. 이곳은 종로에 모이는 노인들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던 탑골공원, 종묘공원 등의 성
역화 작업에 따라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한다.
하루 평균 이용인원이 2,500여 명에 이른다고

내가 담당한 ‘수저전달’이 가장 수월한 역할이었음
에도 일을 마친 후에는 약간의 고됨을 느낄 정도였

인사동
노인복지회관
급식
봉사활동

리’, ‘식기세척’ 등을 담당했던 연로하신(?) 간부들
의 고됨은 더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2천여 명 어
르신들의 한 끼 식사도 보이지 않는 봉사자의 수고
가 없으면 유지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니 서울의 노인문화중심지 역할을 하는 셈이
식당으로 들어서는 어르신들의 표정에 외로움과

처로 자리를 잡은 곳이다. 외국관광객과 젊은이

‘나눔’에 인색하다는 자

쓸쓸함이 만연해 있었다. 종종 친구들과 어울려

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젊음의 거리 인사동 한

책감이 들 무렵 게시판에

즐거운 점심시간을 갖는 분들도 있었으나, 대개는

줄을 미처 몰랐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간부 봉사활동은, 대개
는 토요일 점심식사 시간에 맞추어 급식제공 봉사
를 해 오고 있다. 3백여 명 수용공간에서 약 2시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며, 매일 종로에 모인 노인분들의 점심식사 제공

편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못 위의 잠

으니, 노동 강도가 더한 ‘배식’, ‘식판전달’, ‘잔반처

올라온 ‘봉사활동’ 안내
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홀로 오신 남자분들이 많았다. 그 연세가 족히 팔

나름 용기를 내어 동참

순은 되는 것으로 보이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한 노인복지회관 급식 봉

을 겪으신 분들이다. 황폐한 땅에 터전을 마련하

사활동을 하면서 언론 등

여 지금의 우리를 길러 낸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

을 통해 접하였던 ‘고령
화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 앞에 놓

의 무게를 어르신들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모습이 교차하면서, ‘아버

간 30분간 2천여 명의 급식을 제공해야 하니, 60

인 ‘노인문제’를 생각해보

지’들의 외로운 인생을 ‘못 위의 잠’으로 묘사한 시

여 명의 봉사인원이 각자 위치에서 쉴 틈이 없다.

는 계기가 되었다.

인(詩人)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비...”.  ‘130만명이 넘는 독거노인’, ‘지하철 택배’, ‘임상알바’, ‘OECD 노인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빈곤율 최고’, ‘노인자살률 최고’ 등의 우울한 언론 보도가 아직도 ‘못 위의 잠’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을 벗어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분들의 얼굴빛

반쪽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이 쓸쓸하고, 그 발걸음이 흔들리는 이유일 것이다. 정작 우리 사회의 고령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문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뒤이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은 2차 베이비붐세대(68~74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30년대에 더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욱 두드러질 터이니, 종로의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돌보는 손길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도 더 필요해질 것이다. ‘봉사의 손길’뿐만 아니라 ‘돌봄경제를 위한 정책·제도

때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화의 손길’도 절실히 요구된다. <보이지 않는 가슴:돌봄경제학(The Invisible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Heart)>의 저자 낸시 폴브레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돌봄이라는 ‘보이지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않는 가슴’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일깨워준다.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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