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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함을 벗자
최한나

3월의 어느 날, 여성과학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미아교수님으로부터 WeWe원고
청탁을 받고 20여일의 망설임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내 오늘, 보고서가 아닌 글
을 쓰기 위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특별한 것도, 특별한 직업도 아닌 일반 회사원인 나에게 무슨 특별한 소재가
있으련만, “강교수님이 왜 나를 ?”이라는 자문을 통해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 이후의 행보는 짐작이 가능하리라.
그동안 매주 수요일, 학회 이메일로 받아 공으로 얻는 선물로 편안히 읽기만 하였던 다른 분들의
에세이를, 대한환경공학회 홈페이지 WeWe 메뉴에 탑재된 글들을 찾아 꼼꼼하게 다시 읽었고, 지금
까지 다양한 직장생활에서 무엇을 했나 되짚어보면서 강교수님은 나에게 특별한 글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환경을 전공한 선배여성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
었던 얘기를 통해 한창 활동하고 있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여성 환경공학도에게 또 하나의 직업
적응 사례를 통해 용기를 주고자 하는구나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잘난 체(^^)를 해보기로 했다.
나는 가지고 다니는 외장형 하드를 1년 전에 4번째로 교체하였다(외장형하드를 사용한 것은
2004년부터다). 하드를 교체할 때마나 불필요한 파일을 정리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는 점점 커져
지금은 1TB(Terabyte)짜리다. 학부졸업이후 석사과정부터 지금까지 22년간의 환경인으로 지내오면
서 파일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너무 많은 파일의 정리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금은 학교, 경기도청,
태영, 그리고 몇 개의 일반(자료, 개인 등) 폴더로 구분해서 관리중이다. 학교, 경기도청, 태영 폴더
는 나의 직업변천사다. 물론 그 이전 엔지니어링사에서 44개월간의 기록은 사회 초년생 시절이
니 업무내용은 회사컴퓨터에 남겨놓았고 나에겐 참여했던 프로젝트명 등 간략하게 정리된 건설기
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 파일이 유일하다. 학교폴더는 석박사과정과 박사취득 후 모교내
독립 연구소(두번째 직장)에서 행적이고, 경기도청은 세 번째 직장이었던 공직생활, 태영은 현재의
기록이며, 지금 나는 태영건설에 4년째 근무 중이다. 석사과정과 첫 번째 직장생활 후 박사과정
을 제외하면 16년간 4군데에서 근무를 했으니 평균 4년마다 이직을 한 셈이다. 엔지니어, 연구자,
공무원, 건설인으로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 혹자는 능력 있다 하고 혹자는 참을성 없다고 하겠지만,
첫 직장을 비롯한 전 직장에서 동료들과 지금까지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전자
일거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을 정도(正道)로 여기는 시절, 나의 행보는 이해를 구하기 힘들
었고 특히 전혀 다른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더 그랬다(경력을 쌓기 위해선 같은 분야 이직이
맞다고 판단하니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IMF때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박사 후에는 고소득의
직장보다 연봉 3천만원의 연구소를 선택하고 비록 전문계약직이었지만 공직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거의 없는 건설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설
렘도 있었지만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품은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결정의 기준점은 나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이며, 이렇
게 한 결정은 언제든지 옳았다. 물론 빠른 길은 아닐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직장과 집에서 기대 이
상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었다.
가끔 환경분야 여성후배들이나 회사 내 여성부하직원들에게“애는 어떻게 키웠느냐”,“시댁
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느냐”, “남성들 틈에서 회사생활 어떻게 했느냐”등, 유사한 질문을 하고
특별한 묘수를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 평범하기까지 해서 미안할 뿐이다.
지금까지 사회생활동안 여자라서, 아줌마라서 들어야 하는 말과 겪어야 하는 상황은 똑같이 겪었
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기에는 나의 기준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것도 안 되는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즉, 나의 목표와 삶의 우선순위에 비해 이런 것들은
굵은 나무 몸통에 붙은 얇은 곁가지에 불과하고 이러한 곁가지는 잘라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살짝 아프겠지만 빨리 아물고 그쪽으로 빠졌던 영양분은 몸통과 열매로 집중된다. 그래서 나의 스트
레스는 유효 장소와 기간이 정해져 있다. 회사에서 받는 건 회사에서만, 집에서 생기는 건 집에
서만 유효하고 그 기간도 가급적 당일이다. 그래서 나는 늘 오늘은 무슨 스트레스가 올까 기대하며 출
근을 한다.
답 없는 고민에 빠져있는 나에게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 몇 권의 책을 후배들에게 추천하면서
글을 마친다.
1. 정상에서 만납시다 : 첫 직장에서 목표에 대해 고민할 때
2.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박사과정 중 이게 맞을까 고민할 때
3.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 주위의 편견과 입방아로 집중 못할 때
4. 선물(The present) : 삶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때

< 필 자 소 개 >
▶ 최 한 나
▶ (주)태영건설 기술연구팀 부장
▶ 대한환경공학회 재무부이사
▶ 회원번호3573/정회원/평의원
▶ hnchoi@taeyo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