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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소통의 지천태
김상래

에세이를 통한 공감과 소통의 온라인 소식지“WeWe(Women environment
Wednesday essay)”, 이것은 대한환경공학회 여성(女性)과학위원회에서 매주
수(水)요일에 전회원에게 선사하는 귀한 소식지이다.
환경, 여성, 그리고 물! 젠더와 물문제는 국제행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참석했던 국제행사인 제3차 세계물포럼에서도, 지난해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제7차 세계물포럼에서도 그랬다.
매년 여성의 날(3월 8일)과 물의 날(3월 22일)을 전후로 여성과 물, 여성과 가난, 여성과 평등에
대한 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물부족국가에서의 물은 그들에게 생명임에
틀림없다. 이들 지역의 여성들 특히 어린 여성에게 물은 가족을 위한 봉사를 넘어 숙명이자 업보로
여겨진다.
몇 해 전 K-water 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대전하수처리장에서 일을 마치고 다음날 부여
현장에 일이 있어 근처인 유성구에 숙소를 잡았다. 저녁을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라 K-water연구
원에 근무하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 심산이었다. 퇴근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연구원으로 오라고 한다. 상하수도와 관련한 이런저런 연구장비와 시설물들을 견학하고
연구원 건물들을 둘러보던 중 굴뚝처럼 솟아있는 조금은 특이한 구조물에 시선이 갔다. 마치 여러
사람이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듯 한 콘크리트와 철제가 조합된 조형물이다. 조형물을 소개하는 안내판
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 “지천태괘, 땅이 하늘에 있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 괘로써 . 중략..
하늘의 물을 받아 땅의 생명을 번영시키는 치수의 사명을 담고 있다.”
주역은 바로 64괘에 대한 해설이다. 그 중 11번째가 지천태인데 지천태괘(地天泰卦)를 이렇
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싶어, 역시 물을 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물의 대순환을 통해 소통하고 만물과
교감하는 내용을 담은 수자원공사다운 생각이라고 느낀 바 있다. 주역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통일되어
있는 것을 양(陽)이라 하고, 끊어져 분열되어 있는 것을 음(陰)이라고 한다. 건(乾)괘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통일되어 있는 하늘(天)을 뜻하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는 반면 곤(坤)괘는 모든
것이 제각각 나뉘어져 분열되어 있는 땅(地)을 뜻하고 아래로 향하는 성질을 가졌다. 선천적으로
하늘은 내 몸밖에 있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내 몸은 남들과 구분된다. 또한 나는 거대한
우주에서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미미하고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이 몸을 나라고 간주하는
생각과 감정은 늘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다. 지천태는 이러한 내적인 분열과 갈등이 극복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 있어야 할 하늘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어야 할 땅이 위로 올라가는 지천태는 땅의 기운이 아래로 향하고 하늘의 기운이 위로 향하여
서로가 만나 화합과 소통으로 변화하는 매우 길하고 이상적인 괘인 것이다. 괘에서 한줄 한줄을
효라고 하는데 효는 아래쪽이 나와 가까운 것이다. 나와 거리가 먼 외부에 해당되는 위쪽은 분열되어

있는 곤(坤)괘이고 나와 가까운 곳 나아가 가장 가까운 내면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건괘이다.
건(乾)괘가 내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안의 정신, 생각과 감정이 통일되어 있을 수 있을까?
오감을 통한 인식과 생각과 감정은 늘 분열되어 있다. 이것이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찰나적인
경험에 그친다. 하지만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시공간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나라면
그 나란 무엇인가? 조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감정이 다르고, 내가
기억하는 과거는 시간에 따라 변해 가면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데 그럼에도 어제와 오늘을 이어
주는 10년 전에도 나이고 오늘도 나인 그 무엇인가가 있단 말인가? 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가? 불변하는 정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그 시공을 초월한 나는 정보는 아니지만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주체이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보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들은 서로의 크기와 형식이 구분되어
보이지만 모두가 0 아니면 1이다. 하드디스크는 컴퓨터가 아니며 그 안의 정보 또한 컴퓨터라 할
수 없다. 정보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CPU가 컴퓨터의 본질인 것이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에게 공통된 것은 인식된 오감과 생각과 감정의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주체이다. 정보를 인식하는 주체가 나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분열된
정보가 아닌 순수한 인식인 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때 나라고 인식되는 것은 더 이상 나일 수
없다. 그것은 내가 인식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카메라로 카메라를 찍으면 사진일 뿐 카메라가
아니다. 내가 나를 인식한 순간 그것은 대상이고 정보일 뿐 이미 정보를 인식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것은, 인식활동과 인식된 모든 정보는 곤이다.(주역에서 곤괘는 사람의 사고력에 해당된다.)
인공지능 Alphago가 극강의 사고력을 요하는 바둑을 정복했다. 기계의 등장으로 관우나 장비처럼
힘센 사람이 더 이상 영웅이 아니게 되었듯이, 전자계산기의 등장으로 인간의 수리능력이 더 이상
사람을 차별하는 능력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는 인간의 사고력으로 사람이 차별 당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제 인류는 육체적 힘이나 두뇌의 사고력은 기계에 양보하고 더 깊은 생명의
속성인 하늘과 같은 순수한 의식을 찾아야 할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지천태는 흔히 남녀의 차별이 극복된 모습으로 설명하지만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성별,
계층간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다른 생명 나아가 환경과도 하나 된 세상을 의미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 하려면 세대내의 갈등과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생물종간의 갈등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감과 소통으로 변화를 꾀하는 지천태 세상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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