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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친구들

참좋은 이야기

김정환 봉사자님
돌아보면 이제는 아련한 추억 저 너머 어디쯤에
이곳을 처음 찾았던 때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벅찬 감정과
그동안 미뤄두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푼 기대가 어우러져
저는 빠르게 봉사활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막 사회에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으니
아마도 2007~2008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 봉사활동들 속에서 두 가지 활동에 특히 심취하였는데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는 활동과
서울역 일대 노숙인 분들과 식사를 나누는 밥퍼 활동이었습니
다.
처음 이곳을 방문해 활동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완성된 음식과 조리기구들을 서울역 지하도로 옮긴 후
그곳에서 배식을 했었는데,
서둘러 식판을 받아들고선 채 앉을 새도 없이
선채로 벽을 보고 급히 식사하시던 모습이
당시 20대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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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이야기
추운 날씨에 두꺼운 옷을 껴입고서
무거운 음식과 장비들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행여나 넘어지거나 떨어뜨릴까 가슴을 졸였던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그대로 느껴지는듯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사내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월 1~2회씩 참좋은친구들을 방문해 봉사하면서,
10년을 훌쩍 뛰어넘는 시간동안
꾸준히 참여를 이어가는 최장수 봉사 단체가 되었는데,
그 시간과 과정들 속에서 평범한 IT전공자였던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기로 마음을 굳힐 수 있었던
여러 경험과 기억들 속에는
이곳 참좋은친구들에서 보고 또 배웠던
나눔의 기쁨과 봉사의 즐거움이
큰 씨앗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005년 소천하신 고 김범곤 목사님과
이후 그 빈자리를 굳건히 지켜 오신 신석출 이사장님의
의연함을 뵈면서 그 한결같은 헌신에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회사를 옮기게 되면서
거의 찾아뵙지 못하고 있음에도
늘 배려와 관심으로 변함없이 살펴주시는
참좋은친구들 신석출 이사장님과 박성수 사무국장님께
이 글을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자주 뵙지 못해 속상하고 송구합니다.
일간 두 팔 걷어올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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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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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나눔
서울 홍성교회 (서경철 담임목사님)
커피와 라면 후원해주셨습니다
서상식님께서
사랑의 빵 후원해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사회봉사부
기도팀 김인숙 성도님 외 팀원분들께서
1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님들께서
10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소망교회 사회봉사팀
10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대웅제약과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사랑의 응급의약품 후원해주셨습니다.
본푸드서비스(주)
맛있고 영양있는 도시락 200개
기부해주셨습니다
베라웨딩출장뷔페 대표님께서
도시락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나눔봉사단 단원분들께서
10만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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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야시장 이인술 대표님께서
소고기 2.5kg 후원해주셨습니다.
강민재, 강민영 후원자님께서
맛있는 고기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서도비엔아이(주) 김원석 대표님께서
30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주)제우메디컬에서
치약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신성로터리클럽에서
3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남경기님(소망교회)께서
50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과천은파교회
김정두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옷과 마스크 기부해주셨습니다.
영원무역(성기학 대표이사 회장님)에서
형제분들에게 옷과 가방 기부해주셨습니다
모닝포커스
쌀 10kg*8포 후원해주셨습니다
구세군에서
꿀목 드링크와 크런키 과자
후원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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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에서 쌀 10kg*54포 후원해주셨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정성봉목사님) 광천재래김 후원해주셨습니다.

페이지 6

참좋은친구들

중구푸드뱅크에서 호박, 손소독제 33박스 후원해주셨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정성봉목사님)
천수만쌀 20kg*77포 후원해주셨습니다.

페이지 7

참좋은친구들

서울시자원봉사센타와 중구자원봉사센터에서
얼음땡 캠페인 행사인 아이스팩과
얼음물을 모아 나눔박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목동 지구촌교회 김에스더 권사님께서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 기부해주셨습니다.

페이지 8

참좋은친구들

소망교회 사회봉사팀 성도님들게서
지붕수리 목적헌금 3,160,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담아주신 귀한 기부로
노숙인분들이 사회로의 복귀와 희망의 불씨를
하나하나 밝히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귀한 기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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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소식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백년화편 이조우 회장님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매일
밥알찹쌀떡 5박스씩 후원해주십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중구푸드뱅크를 통해
파리크라상 여의도1지점, 여의도2지점에서
매일 파리크라상 빵을 후원해주십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중구푸드뱅크를 통해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크리스피 매장에서
매일 크리스피 도넛 후원해주십니다..

노숙인분들 한끼식사를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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