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찬란했던 여름의 나날들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2017년의 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준 캄보디아 해외봉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내가 올 해 7

월 12박 13일동안 다녀왔던 KT&G복지재단의 해외봉사는 크게 교육봉사와 노력봉사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봉사

는 콕찬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노력봉사는 학교 외

벽 페인트 작업과 도서관 건축 작업으로 나뉘어진 봉사였다. 사전에 단원들과의 수 차례 리허설을 통해 준비를 

했으며 스스로도 잘 할 수 있다고 다짐하며 캄보디아의 땅을 밟았다. 생각보다 덥고 습했던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한 채 첫 날이 지나고, 노력봉사와 교육봉사가 시작되었다.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학교 외벽을 칠하기 위해 먼지

를 터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먼지를 털다 보니 눈과 입에 먼지가 들어가기도 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계속 서서 작업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학교가 깨끗해지고 있음이 눈으로 보여서 뿌듯했

다. 아이들은 우리가 노력봉사를 하는 첫 날부터 학교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일까.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아이들이 와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만들어주기

도 했고 나를 콕 찌르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 때 느꼈다.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왜 걱정했지? 언어

는 말 그대로 장벽에 불과했다. 우리를 보기만 해도 좋아하던 아이들이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와 마주보며 

짧은 영어를 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도서관 건축 봉사는 뼈대만 있던 구축물에 벽돌을 날라 지붕

을 쌓는 작업부터 시작되었으며 바닥에 모래를 퍼 날라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난생 처음 해 보는 삽질이라 

서툴렀지만 군대에 다녀온 단원들이 알려주기도 해서 조금 익숙해졌고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물론 허리가 아팠지

만 왜인지 모를 끈기도 생겨서 다음 날도 자청해서 도서관 팀에 들어갔다. 이번에도 모래 삽질이겠거니 했는데 

설상가상, 이번에는 무거운 돌을 운반하는 작업이었다. 땀을 정말 비 오듯이 흘렸고 도중에 그만두고 싶던 순간

도 있었으나 단원들 어느 누구도 불평 한 마디 없이 묵묵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반성했다. 또한 아이들이 쉬

는 시간에 지쳐서 앉아 있는 나의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며 힘을 주었다. 나는 다시 힘을 냈고 팀원끼리 힘

을 합쳐 노력한 결과 예상보다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많이 해 갔으며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만난다는 생각으로 설레었던 교육봉사. 미리 준비를 

많이 한 덕에 교육봉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으며 첫 수업은 이름표 만들기였다. 단원들이 먼저 예시를 보

여주고 한 명 한 명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보며 이름표를 만들어 주었다. 캄보디아에서의 나의 이름은 “지니” 였

고 나의 수업은 부채에 한국문양 그리기와 바람개비 만들기였다. 한국의 전통 문양인 단청에 대해 설명하고 미리 

준비한 부채의 도안에 자유롭게 색칠하게 했다. 내가 주진행자로서 처음 하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수업 전에는 긴

장을 많이 했다. 그러나 막상 수업이 시작되고 교실 앞에서 아이들을 바라보자 긴장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연

스럽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아이들과 그들의 눈망울이 참 예뻤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만든 부채를 다음 날에 가지고 와서 부치고 내가 더워하니까 부채질을 해주기도 했다. 말도 잘 통하지 않

고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나를 이렇게 따라줘서 정말 고마웠다. 쉬는 시간에도 역시 아이들은 나와 함께 있었고 

몇몇 아이들은 “I love you 지니”라고 외치며 내 등에 업히기 일쑤였다. 나의 두 번째 수업이었던 바람개비 만들기



                                                         

는 다행스럽게도 비가 오지 않아 운동장에서 바람개비를 날려볼 수 있었다.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하며 운동장으

로 나가고 다 같이 뛰며 바람개비를 날려 보았는데, 색색의 바람개비와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잘 어울렸다.  

만남이 있으면 언제나 헤어짐도 있는 법.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운동회 날은 우리의 작별 날이

었다. 물론 아이들은 몰랐겠지만 나는 운동회 당일 아침부터 자꾸만 마음 한 쪽이 아팠다. 운동회는 여러 종목과 

춤으로 진행됐고 우리 반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알려준 상어가족 춤을 추었다. 율동을 기억해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자 너무 귀여웠다. 그렇게 운동회는 순식간에 끝나고 아이들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 다가왔다. 절대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건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아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콕찬 초

등학교에 있는 동안 한 명이라도 아이들 이름을 더 외우고 쉬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한 번 더 안아줄 걸 하는 아

쉬움이 너무 컸다. 특히 날 좋아해주던 몇몇 아이들은 교실 밖으로 나와 계속 손을 잡고 있었고 심지어 버스 앞

까지 따라와서 나에게 인사를 해주었다. 처음에는 시간이 대체 언제 갈까 막막했는데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는 이

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좋았다. 사실 나는 어린 아이들을 귀엽다고 느낄 정도였

을 뿐 잘 놀아주는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어떻게 놀아줘야 하고 친해지지 못하면 어쩌지 고민도 했었는데 아이

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저 우리가 옆에 있다는 것 만으로 행복해 했다. 아이들 덕분에 힘을 

얻었을 때도 많았다. 무더웠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던 캄보디아였지만 내 키의 절반만한 아이가 자전

거 뒤에 날 태워주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게 해 줄 땐 어느 툭툭이도 부럽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에게 직접 만든 

꽃다발과 화관, 실 팔찌 등을 주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주고자 갔던 봉사였는데 오히려 내가 배웠고 

한 층 더 성장한 것 같다. 나는 KT&G복지재단의 협력동아리인 ‘해다미’에서 정기적으로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

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해외봉사 이후로 더욱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다. 캄보

디아에 다녀 온지 어느덧 3달이 다 되어가고 그 사이에 다른 여러 일도 있었지만, 아직도 나는 그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또한 조금이나마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만들어준 팔찌를 착용하고 다닌다. 물론 매일 새

벽부터 일어나 봉사를 하고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 일정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단원들 

모두 함께여서 행복했고 큰 탈 없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캄보디아 콕찬 초등학교에서의 12박 

13일은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고 내 인생의 찬란한 순간이었다고 감히 말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