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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멀티플레이어
김용철

안녕하십니까. 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이택순 교수님 밑에서 석사과정을 하
고 있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말주변이 없고 필력도 부족한 저로써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저의 꿈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지도교수 이택순 교수님과 강미아 위
원장님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의
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
상’이고 두 번째로 사용되는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사용되는 두 가지
의 의미는 다르지만 공통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과 ‘현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하나만을 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꿀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의 인상 깊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꿈을 꾸게 되기도
합니다. 줄곧 간직해오던 꿈을 목표로 달려가고자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잊고 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유치원생 때 꾼 꿈, 초등학생 때의 꿈, 중학생 때의 꿈,
고등학생 때의 꿈이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고 거창하기만 했던 꿈들이 점차 깎이고 다듬어
져 지금은 다소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꿈이 미래에 또다시 바뀔지도 모르지
만 지금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꿈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부 3학년일 때, 환경정책과 비전에 관해서 토론하는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론석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셨고 환경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담당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중 한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
당시, 한 분야에만 몰두해서 정통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저에게는 이 말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학부를 졸업하여 대학원에 입학을 한 후 여러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공부를
하면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한다’라는 이 말이 점점 더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러다 ‘과
연 어떤 사람을 멀티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멀티 플레이어란 ‘하나만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전공들을 공부해야하고 각종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모든 분야에 능
통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멀티 플레이어는 축구에
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축구에서는 공격수 이면서도 수비로 전환되면 재빠르게 수비로
이동하여 공격을 차단하고, 좌우를 넘나들며 플레이를 펼치는 말 그대로 어떤 포지션이든 가능한 선
수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자

신의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면서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다른 포지션을 커버하며 종횡무진 필드
를 누비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간혹, ‘선수를 하면서 감독, 코치, 구단주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
이 진정한 멀티플레이어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멀티 플레이어
가 아니라 슈퍼맨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멀티플레이어는 1인 4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드를 벗어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서 다재
다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꿈꾸는 환경 멀티플레이어도 환경공학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로 잔가지를 뻗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슈퍼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 플레이어는 누구나 노
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환경공학이라는 필드 위를 누비는 멀티 플레이어가
되도록 무던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 대한환경공학회 여성과학위원회 주관 특별세션 : The Power in Your Dreams 스피치 주제발표 정리
※ 비영리법인 <사람과미래환경>으로부터 응원상으로 받은 격려금으로 이 책을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필 자 소 개

>

▶ 김 용 철
▶ 국립창원대학교 환경공학과 연구원
▶ 회원번호7462/정회원
▶ aaa410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