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의 가치]

고등학교 2학년 때 봉사동아리를 계기로 가게 된 어르신 말벗 봉사

활동은 책임감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가게 된 첫날, 무단으로 빠지는 친구가 있었고 각자 한 명씩
한 분의 어르신을 담당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친구의 역
할을 메꿔줘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또한 우린 힘든 역할
을 미루기 급급했고,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로 시키는 활동만 하며 봉
사활동에 임했습니다. 그저 봉사시간만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
이 든 저는 동아리 시간을 통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사정이 생겨
못 오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화를 하
면서 봉사활동 때 적극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짚어보자 다들 평소에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볼 기회가 많지 않아 어색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이야기 소재와 다양한
활동들을 제안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봉사에 임하자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한 분은 청각장애로 인해 말이 어눌하신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저와 의사소통이 잘 되질 않자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로 인한 언어장애에 대해 정보를
찾아보았고 대화를 할 때 입모양과 몸짓을 크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팀별로 노래를 부르는 활동이였던 ‘백점
노래방’ 이라는 활동에서 좋아하시는 가사를 계속 천천히 읊어드리면
서 가사의 의미를 몸짓으로 크게 표현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적극적으

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도 마음을 열고 같이 여
러 가지 몸짓과 수화를 동반하며 저를 따라서 노래를 해주셨습니다.
노래와 대화를 하는 내내 무척 즐거워하시고 고마워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또한 이 경험을 계기로 언어에 있어서 불편함을
가진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
동을 통해 저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분들께는 큰 의미가 될 수 있
다는 걸 느꼈고, 저의 행동이나 말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 한마디의 가치를 느꼈던 활동이 있는데,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무료급식보조를 하는 것이
었는데, 처음에는 '노숙자'라는 단어에 있어 저도 모르게 편견이 있었
습니다. 그래서인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실
수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급식판을 갖다 드릴 때마다 노숙자분들께

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주시며 오히려 저에게 힘들지는 않냐고 물어봐
주셨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보며 여태껏 편견을 가지고 봉사
활동에 임했던 제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의 태
도를 고쳐야겠다고 다짐하며 배식을 할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드리며
한 번씩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고, 저의 한마디가 그분들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대
할 때 편견을 가지지 말고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대해야겠다고 생각하
게 된 뜻 깊은 경험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