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 개요

ㅇ 기관명 :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ㅇ 일 시 : 2019.9.6. (금) 13:00 ~ 15:30
ㅇ 내 용 : 사회적협약(MOU) 및 봉사활동 ·가전제품 지원
ㅇ 참석자 : 효율기술실 임직원 10명
ㅇ 작성자 : 효율기술실 이윤철 대리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현황>
ㅇ 설립목적 : 최선의 서비스와 최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직업재활분야의 리더로서 사회통함을 이루어 낸다.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ㅇ 인원현황 : 직원 총 72명(
)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52명(70%)

□ 내용

ㅇ 대동사회 大同社會
(

다 같이 더불어 잘 산다’ 라는 뜻이다.

), ‘

우리는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한다. 누군가는 현재에 만족하고, 누군가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영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삶을 누군가와 나누면 행복은 더욱 커지지 않을는지...
9월에 방문한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은 나에게 아니,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당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끝에
결론은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

으로 결론이 모아졌다. 하여, 여러 방법을 생각한 끝에 굿윌스토어
라는 곳을 찾아 접촉을 하게 되었다. 먼저, 해당 지점의 대표님과
통화를 했을 때, 흔쾌히 응해주셨지만 한 편으로는 단발적으로 끝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도 하셨다. 우리가 원했던 바와 정확
하게 일치했다. 개인적으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대표님이 말씀하시길 굿윌스토어는 한 매장에서 하루에 각종 물건이
2,000점 이상이 판매되므로 물품 기증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
정상적인 유통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활동을 찾고 있는 우리의 사회공헌활동에는 적합
한 곳이라 판단이 되었다. 또한 물품기부뿐만 아니라 중고물품의 선별,
매장판매, 포장작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가 가능하므로 적합한 방식
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대표님과 한 번의 면담과 여러 번의 통화를 거치며 사회적협약
(MOU)을 서로 맺고 꾸준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
렸고 대표님과 해당 담당자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협약·봉사활동 당일 시설의 대표께서 굿윌스토어의 설립 이력과
목표, 비전,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 번 해당 기관과 같이 협약을 하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럽고
기쁘게 느껴졌다. 협약식 때도 장애인 사무실에 계셨던 장애인분
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것 또한 그들의 해맑은 미소 때문이었을까...
너무 좋았다.
사실 협약·봉사활동 당일에 기증할 에어컨을 배달하고 싶었지만,
울산에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 점 때문에 미리 배달을 시켰다.

사회적협약(MOU) 및 기념사진촬영

에어컨 기증(이관)

매장으로 직접 배송시킨 에어컨 외에 올해 기증할 제품들의 대부분은
물량이 다소 많고, 무게가 무거운 제품들이 많아 밀알송파점에는
놓을 장소가 부족하여 보관하지 못한다고 하여 미리 연락을 취하고
이천의 굿윌스토어 창고에 일단 보관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증물품(이관)
빠르게 협약식을 마치고 난 후에 해당 지점의 사무실과 매장 등을
둘러보고 대표님이 직원들과 직접 어울리면서 일할 수 있는 매장
정리를 추천해주셨고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자원봉사자와
직원들과 함께 짧지만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솔직히 개
인적으로도 놀랐는데, 해당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물건을
사 가는 것이다. 물론 기업체에서 싸게 재고를 넘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쓰지는 않는 제품을 기증하면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깨끗하게 손질한 물품들을 손님들이 싸게
사갔다. 이 판매수익은 해당 지점의 장애인분들의 월급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매장에서 나름(?)분주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눈이 마주친
직원 분은 저를 향해 씨익 웃고 있었다. 직원 분은 부끄러움 때문
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고 부끄럽게 하이파이브를 요청했다. 조금은
당황하였지만 하이파이브와 함께 환호로 호응을 해주었다. 그 순간만
큼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매장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닌 제2의 집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50여
명의 장애인분들에게 이 곳은 집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 미소에서 그것이 느껴졌다.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부끄럽지만
나도 그들과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하지만 아니
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아쉽지만 다소 짧은 시간인 2시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인사를
주고받고 나오면서 앞으로도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정말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주위에는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먼저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기대한다. 이번에 내딛은 첫 걸음이 아주 긴 길이 될 수 있기를...

-

에필로그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에 도움을 주시려면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6
홈페이지 ： www.miralgoodwill.org
전화 : 02-6913-9135

-

사회공헌 활동 담당자를 위한 팁 : 사회공헌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단발성이며 보여주기 식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