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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김장 나누기

□ 개요

 ㅇ 행사명 : 사랑의 김장 나누기

 ㅇ 일  시 : 2017.11.28(화) 14:00 ~ 18:00

 ㅇ 내  용 : 수지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관내 장애인 가구에 김장 나누기

 ㅇ 참석자 : 이사장님 회계운영실, 경영지원실 및 KEA 직원 60여 명 

 ㅇ 작성자 : 회계운영실 강지연 대리

□ 내용

 매일 먹는 김치지만, 직접 김장을 해보는 것은 처음이다. 사실 김장철

이 다가오면서 때 되면 매번 당연하게 받아서 먹던 김장김치가 생각나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이었다. 연말이면 여러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식상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내게 결핍이 생기고, 당

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왜 그 많은 활동 중에서도 

“김장”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가까운 마트만 가도 수십 종류의 김치를 손쉽게 살 수 있는 시대인데

도, 자식들 먹이겠다고 때 되면 억척같이 그 수고스러운 일을 기꺼이 

해내는 어머니들의 사랑, 김장하는 날이면 삶은 돼지고기와 갓 치댄 김

치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던 따뜻함, 객지 생활에 지치고 

힘들 때 엄마김치 한 조각에 가슴 뭉클해졌던 그리움과 고마움... 김장

김치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이 버무려져 있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생에 처음 해보는 김장이 소외된 이웃과 나누기 위한 것이라서 그 의

미가 더욱 짙게 전해졌다. 김장이 처음인 직원들은 서툴기는 했지만, 복

지관에서 나오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서로 도와가면서 200kg이나 되는 

양의 김장을 순식간에 끝냈다. 모두들 내가 담근 김치를 소외된 이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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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 역시 

김치를 치댈 때 이 김치를 받게 될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힘들다고 하

지 말라는 만류에도 해마다 김장을 해왔던 엄마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노력했다. 이 김치 속에 엄마 마음과 비슷한 정성과 사랑을 담으면, 받

으시는 분들도 내가 엄마 김치를 받았을 때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증대상가구 선정에서부터 김장까지 수지장애인복지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서에서 절감한 예산으로 구매한 기부물

품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에 맺은 소중한 인연으로 향후에도 지역 

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갈 수 있기를 바

라본다. 또한, 김치 속에 버무려진 KEA 직원들의 마음이 지역 내 장애

인 가구에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