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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도시에서 살고 싶은 꿈
이윤섭

날씨가 정말 좋아졌다. 집에 있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길가의
화창한 개나리는 내 마음도 노랗게 물들이는 듯하다. 이렇게 햇살이 따사롭고
산에 들에 봄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에는 건강에 나쁘다는 자외선을 듬뿍 쬐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저기를 마냥 걷고 싶다. 그런데 시내를 걸어 보자니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시내 곳곳에 널려 있는 동그란 맨홀에서 새어
나오는 악취가 속을 메스껍게 하고, 걷고 싶었던 나를 주저하게 만든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천 달러를 넘고, 2014년 기준으로 무역 규모가 세계 아홉 번째로 큰 대
한민국에서 국가의 경제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정말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전국 곳곳에서 국민
을 괴롭히고 있는 악취가 아닌가 싶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것은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때 지나게 되는 자유로 주변의 난지물재생센
터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일 것이다. 지금은 다른 길도 많이 생겨서 센터 주변의 도로를 피할 수
있지만, 이 도로를 지났던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고통이었을 것이다. 물론, 지금도 매일
이 길을 지나쳐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
다. 이제 또 화창한 봄날이 시작되고 날은 더워 질 터이니 악취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 아닌가?
서울시에서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완료되기 까지는
아직도 8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현재로서는 차창을 꽉 닫고 이 길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우리 주변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참 많이도 있다. 주택의 정화조와 하수도 연결부, 길
거리의 하수도 맨홀,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 음식물 쓰레기 수집 장소, 공장, 음식점, 주유소, 차량,
그리고 보행 흡연자까지..
정부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들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음식점, 하수관로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2013년에만 2,159건에 이르는 등 악취 민원의 75%가
악취배출시설외의 비신고대상에서 발생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가 없는 향기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국민 모두가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들이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규제, 하수가
정체되지 않고 하수처리장까지 잘 흘러가도록 하는 적절한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 청소 수거
차량과 음식 쓰레기 저장 장치의 현대화, 정화조의 주기적 청소 등 방법들은 이미 우리 모두가 알
고 있다. 문제는 앞에서 열거한 주체들이 악취를 없애는데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갈 것이다.

2년 전 중국에 근무를 할 때, 중국인들에게 왜 한국을 방문하는 지 물었던 적이 있다. 엄청나게
크기만 한 중국의 도시와 달리 한국의 도시는 아기자기 하고 깨끗하며 공기도 좋아 방문을 한단다.
그 말을 듣고 덜컹 겁이 났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도로의 악취가 없어 졌을
까? 혹시 도시를 걷다가 맨홀에서 나오는 악취를 만나게 되면 어쩌지?
어린 시절,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의 꽁무니에서 나오는 파란 연기를 흠뻑 들이마시며 트
럭을 뒤 쫒았던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라 경제가 정말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그 것이 우리에게 향기였다.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향기가 우리 주
변을 꽉 채우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 필 자 소 개 >
▶ 이 윤 섭
▶ 국회 새누리당 환경수석전문위원
▶ 前 환경부 환경정책관
▶ 前 중국 공사참사관
▶ 前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