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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물, 물 그리고 사람(1/2)
장수명

예로부터 물은 사람들을 모았다. 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루었고,
시내가 있는 곳에 동네가 생겼다. 강 옆에는 사람들의 도시들이 들어섰다. 물은
가는 곳마다 물로 사람의 길을 만들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이어지는 곳마다
항구가 생기고 서로 다르고 낯선 사람들의 만남과 교류가 일어났고 상업과 산
업이 발전했고 사람들이 부흥했다. 맑은 물이 많이 모여드는 곳, 그곳에 사람들은
모이고 문화와 문명의 숲과 꽃을 피웠다.
그 곳에서 종교와 신화가 생겨났고 예술이 창조되었다. 그곳에 세운 나라와 왕국들도 번영하였다.
이것은 물이 생명을 기르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물로 채워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물
은 사람들에게 마실 것만 아니라 먹고 살 것들을 가져와 주었다. 물은 수초를 키우고, 물고기를 먹이
며, 나무와 꽃, 풀들이 자라 숲을 이루게 한다. 그렇다. 이 지구에 이토록 풍성하게 뭍 생명들이 모여
사는 것도 모두 물이 사람과 그 생명들을 모아 살도록 허용할 만큼 풍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달을 탐사하고 화성을 탐색하여 물의 흔적으로 찾고자 하지만, 이 세계에 흔해 보이는 한 방울의
물도 찾기가 쉽지 않다. 태양의 빛이 가는 별들과 위성이 많지만, 풀 한포기, 꽃 한 송이 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물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신비가 정작 물의
신비이지 않은가.
누구나 일상에서 물과 만나지만,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긷는 큰 기쁨을 맛본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는 물은 ‘학교 약수터’에 가서 받아(길어)온다. 전통의 동네 우물도 아니
고 산속에 있는 샘터도 아니다. 수도꼭지로 지하수를 받는 것이고, 물통도 플라스틱 병이지만, 콸콸 흘
러내리는 신선한 물을 열 개가 넘는 병속에 넘치게 받는 이날은 온 몸과 마음이 충만해서 넉넉함
이 가슴에 넘친다. 가슴 벅찬 충만으로 성스런 순간이다. 이것은 세상의 돈, 권력, 명예를 다 가진
것 부자의 만족 같은 것이 아니라, 초저녁 떠오르는 만월을 마주할 때, 어린 시절 동네 누나의 은
은했던 미소의 눈빛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런 풍족함이다. 소년 시절 친구들과 놀이 일과를 저녁
밀려드는 어둠과 함께 끝내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나를 맞이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콧노래
를 부르며, 껑충껑충 달리던 그 행복감 말이다. 집으로 돌아와서 마시는 한 잔의 달콤한 물맛은 그
행복의 절정을 이룬다. 지금도 나는 물을 가득 채운 플라스틱 물병들 옆에서 한잔의 신선한 행복을
마신다.
뭍 생명들을 기르고, 사람을 모으고 인간의 문명에 풍요를 선사하던 물, 마른 목을 축이게 함으로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이보다 우리를 더 큰 행복하게 만드는 이 맑고 깨끗한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일
까? 물은 어떻게 이렇게 맑아질 수 있었을까? 물 자체 흔히 H2O는 순수하다. 하지만, 물은 지금 자
연 속의 많은 것을 담고 있고 특히 인류가 만든 문명의 결과인 다른 것들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이 풍성해지고 맑아지는 것은, 이 맑은 물을 길어올 수 있는 것은 이 지하수는 스스로 낮아
짐으로 땅 속으로 바위 속으로 내려가고 내려감으로 순수해지기 때문이다. 흙들을 지나고 수풀의 뿌리
들에 물을 적시고 더 깊은 곳을 지나가는 동안 숲과 뿌리, 바위와 흙들이 오염된 물을 씻어내지 않는
가? 물은 그저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겸손히 내려갈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풍성해지고 깨끗해지지
않는가. 물의 겸손, 물의 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윗물이 맑지 않아도 아래물이 맑을 수 있
는 예외적인 물의 도리다.
비가 와서 큰물이 되어 홍수로 넘치는 강을 보면 무섭고 신비하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들을
볼 때 큰물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신을 잃기도 한다. 푸른 바다의 크고 깊은 물은 신비를 잦아낸다. 온
갖 용왕 이야기, 이상하고 거대한 물고기, 신비한 전설의 기원들은 알 수 없는 바다의 검푸른 신
비로부터 나왔다. 큰물은 우리에게 경계와 풍요와 경배의 대상이다. 맑은 물이 우리의 생명에 기쁨
을 주었다면, 큰물은 인류에게 위대한 문명을 이루게 했다. 거대한 강과 광대한 바다는 물결로 넘
실거리는 저 풍요로 온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운다. 저 저력의 물들의 집회, 큰물들의 집합은 어
떻게 생겼는가? 신비를 자아내는 바다와 강의 깊이로 물들은 어떻게 모여드는가? 이들에게 특별한
작전이라도 있는가? 한 방울의 비와 이슬, 한 조각의 서리와 눈으로 시작된 물들은 풀, 나무와 바위
를 거치고 계곡을 이루고 시내를 만들어 강으로 바다로 큰물이 모여든다. 빗방울이 작은 실개천로 실
개천이 강으로, 강들이 바다에 이르는 비법은 너무 단순하다. 낮은 곳으로 가고 자신을 받아주는 모든
곳을 향해 들어가고 그 곳에 자신의 길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낮은 곳은 넓다. 낮은 물들은 큰물
이 되면, 낮은 곳의 높낮이를 채우고 평평하게 만들다. 큰물은 그 속에 모든 높고 낮은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여 하나로 만들어 낸다. 물의 길, 물들이 함께 하는 도의 단순함이다. 물이 스스로를 맑히는 비
법과 스스로 크게 되는 비법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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