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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힘
강미아

매년 6월 5일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UN이 환경보전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도(公道)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던 만큼 세계환경의 날은 그 의미
가 깊고 환경인으로서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그 무엇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6월 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으며, 1997년엔 서울에서
UNEP 주최의 '세계 환경의 날'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15년에 성인이 되었으니, 올해는 제
21회를 맞이하였다. 지난 6월2일, 대한환경공학회의 여성과학위원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의 여성
위원회의 일꾼들과 함께 “자동차 타는 환경인”을 주제로 융합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기획단
계에서 환경인 100분이 함께 하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믿고 진행할 만큼, 우리 대한환경공학회
여성위원회의 합심과 협력은 고조에 달하였기에 우선 지면으로 감사를 드린다.
당일 대한환경공학회의 회원 그리고 잠재 회원들께서도 함께 해 주셨기에 한국자동차공학회 여성
위원회에서 이십여분이 오셨지만, 위원장인 나로서는 모르는 얼굴이 거의 없었다. 박세문 한국여성
과총 회장의 환영사와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축사 후에 자동차에 대한 진실을 지식으로 얻어 질
의응답이 오고 갔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현상들에 대해 고민하는 이성적 사고력을 갖
춘 환경인들께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감사를 드린다. 자동차를 전공하지 않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분주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쪼개어 함께 자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님은 우
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로 인해 얻은 삶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나누고 더할 수 있도록 함께 한 환경인들이 바로 우리 대한환경공학회의 회원분들
이시며 회원이 되실 분들이시라고 믿는다.
융합((融合)은 화합할 융(融)에 하나 되는 합(合)이 함께 해야 가능 한 것이다. 합치기 전에,
혹은 잘 합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화합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모니((harmony)가 없이는 융합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리라. 또 생면
부지의 타인과 화합할 수 있으려면 타자의 형편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나는 이번 심포지엄의 융
합을 위해 화합할 수 있는 거리를 창조(?)하느라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도 다녀왔
고, 환경부 차관실에 들러 이미 확답 받은 정연만 차관님의 축사참여에 대해 확인하고 또 확인
하고 환경부 소책자(미세먼지, 친환경자동차 분야 소책자)를 내어 놓으라고 대기관리과 담당사무관
을 귀찮게 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건 등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 부

탁하는 것도 마음의 짐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도 싫은 내색 없이 시간을 잘 맞추어 책자
가 인쇄될 수 있도록 해 주신 환경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얼마나 에너지를 쏟았는지 심
포지엄 후에 얼굴에 뾰로지가 크게 나서 피부과에 가서 주사까지 맞았다. 뽀로지로 병원가 주사 맞
기는 오십 평생 처음이었다. 이 피로감은 대한환경공학회를 믿고, 여성과학위원회의 활동에 각자
의 소중한 시간과 주머니를 터는 에너지까지 진심으로 쏟아 부어 주는 100여 분들의 정성에 비하
면 약과라는 것을 잘 안다.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실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있는 소책
자를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환경부 정책입안자들이 진실을 향해, 전공자가 아니어도
가닥이 잡히는 정보들을 내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다소 하
모니가 덜 이루어져 융합의 힘이 적게 느껴지신 분이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
린다.

융합이 제 힘을 다 받아 작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실감

하였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선의 노력을 하여 진정한 융합의 힘을 맛보게 해 드리고 싶다.. 여
성과학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일꾼들은 남남이 만나 “님이 되는 플랫폼”을 잘 조성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춘 대한환경공학회의 소중한 자원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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