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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봉사활동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공동체는 겨울을 맞아 농한기에 접어들었지만 이듬해 지을 농사를 겨울에 준비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도 여전히 바쁩니다. 더욱이 코로나 19 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있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조차도 

어려워지면서 “고립”은 점점 심해져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만히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선택’의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나눔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외롭고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과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찾아가던 무료급식이 횟수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끼라도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신부님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셨는데 우리의 활동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며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인천교구의 

한 젊은 신부님이 나눔에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운전 봉사를 부탁드렸습니다. 단지 결심하고 선택했을 뿐인데 모든 

것이 이미 준비 되었다는 듯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 월 7 일 육개장 100 인분을 준비해서 봉고에 실은 후 남대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한 남대문 수입상가 

입구에는 이미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Association of Major  Superiors of  

Religious in Korea) 소속의 다른 수녀회 수녀님들 다섯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수녀회인데 도움을 

청하니 약속 없이 기쁘게 달려와 주셨던 것입니다.   

노숙인 분들에게 뜨끈한 육개장 한 대접씩 안겨드리니 정말 좋아하셨는데, 겨울 그늘진 찬바람에 국그릇이 얼마나 빨리 

식든지 안타까웠습니다. 작년 여름 수확해 쪄서 피정할 수녀님들을 위해 얼려뒀던 옥수수를 몽땅 가져와 

노숙인분들에게 나눠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찰지고 좋은 것만 남겨뒀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몫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에 순간에 마련하신 포도주와같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손을 

내미셨는데 육개장이 다 떨어져 안타까워하다가 옥수수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나 옥수수 되게 좋아하는데.” 하시면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광주리에 남은 빵을 모아라.”라고 하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열 두 광주리에 가득 빵이 

남아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마다에 가득가득 생명의 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빵은 나눌수록 차고 넘치는 

생명의 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Let us dream」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험에 있을 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위기를 느끼고 있는 지금, 이제 행동해야 하는 때임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