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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몇 년 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버지니아주의 페어펙스
(Fairfax city, VA)에 초여름 즈음하여 방문한 적이 있다. 휴식 차 방문했으나
기말시험으로 그들이 한국에서의 나보다 더 바쁘다.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니 할 일없는 내가 아침 준비하고 낮에도 한가하니 저녁 준비까지 하여야
한다. 할 수 없이 전철로 30분 거리인 워싱턴디시의 스미스소니언 협회
(Smithsonian Institution)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향후 미국을 이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스포츠계에서는 프로
테니스 선수인 안드레 애거시(Andre Agassi)를 지목한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정치분야에서는 힐
러리 클린턴을 지명하였다. 애거시는 테니스 상금을 전액을 문제아 고등학교에 기부하였으며, 힐러
리는 영국의 대처와 견주어 미국에서도 여성대통령의 탄생을 갈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미국을 이끌어온 과학기술계의 환경분야 인물로는“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저술하여 화학물
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고하고 이를 전 세계적 환경운동으로 확산시켜서 1992년 리우회담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나은 레이첼 루이즈 카슨(Rachel Louise Carson)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이보다
미국의 자연을 지킨 더 중요한 과학문화로 인디안의 가죽 무드질(tanning)공정을 소개하였다. 생가
죽은 그대로두면 썩고 건조하면 단단해지기 때문에 부패방지 및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나무
껍질이나 식물뿌리에서 탄닌(tannin)을 추출하여 단백질과의 환경 친화적 화학반응제로 사용하였
다. 크롬염이 나오기 전인 50여 년 전까지도 식물성 탄닝 방법은 계속하여 사용해 왔었다 한다.
우리에게도 환경보전에 대한 우리 조상의 자연사적인 지혜와 더불어 산업발전에 익어 오른 오늘
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히스토리가 필요하다.
2012년 제6회 세계 물포럼은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개최되었다. 3년 후인 제7회 세계 물포럼이
우리나라 대구경북에서 주체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학계 및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세계
물포럼의 취지 및 목적은 세계적인 물문제 의제제안 및 정책과 이것의 실행에 있으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물문제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여 위급한 나라는 아프리카였다. 이와 같은 물문제 해결
의 일환으로 국제협력사업이 매년 이루어져 왔었으며 대표적인 단체로는 미국의 USAID, 일본의
JAICA였으며 그 동안 실행업적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배포하였다. 국가별 지원금을 살펴보면 아프
리카에 집중적으로 원조가 지원되었을 줄 예측하였으나 지원금의 50% 이상이 개발도상국인 동남
아시아의 수자원개발, 물분배 및 상하수처리 시설에 치중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력생산과 더불어
공업용수 무상보급 후 산업시설 설치가 빠른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할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자금회수가
아프리카 보다는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EU –china 에서는 이미 2005년부터 양자강 및 황하
유역에 세계 물포럼을 통하여 인적교류 뿐만 아니라 통합 수자원관리 시스템을 무상으로 보급하였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R&D를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환경부 주관의 사무소도 개소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기대치 이하였으며 몇몇 기업도 마찬가지였다. 도와주고 다시 찿아
오는 국제사업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뒤늦게나마 KOICA에서는 최근 해외 무상지원사업 규
모를 1조원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물산업이 블루골드 사업이라는 것은 시설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받는
일종의 고리대금업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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