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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We에게 보내는 편지(2/2)
김광수

환경보전과 개발사이의 갈등은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국가를 대상으로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인고의 긴 시
간이 필요하다. 살충제의 위험성을 예고하여 오늘의 환경운동을 세계화 시킨
미국의 레이첼 칼슨은 죽은 후에야 성과를 보았으며, 샨사댐 건설을 반대하
여 5년간 외국자본 및 건설을 지연시킨 중국의 다이 칭(戴 晴)도 10년 이상
의 시간을 필요로 하였었다.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Wangari Muta Maathai)는 사막화되어가는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하여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데 그의 일생을 바쳤다.
한때 우리에게는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으나 지난 몇 년간 조용하기만 하다. 다음 정권의 주인들
은“녹차 라떼”라는 불명예를 가진 4대강 사업의 보 가동을 보류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았
다. 이는 몇 억 년 간 자연이 만들어 놓은 하천의 화학적・생물학적 기능을 무시하고 이・치수만
의 물리적 목적만으로 건설했기 때문이다. 지율스님의 천성산 도롱뇽만 기억에 남고 4대강사업에
대한 우리 학계의 목소리는 미약했고 방관했었다. 그 동안 강 속 물고기들은 안녕하신지 궁금하다.
국제연합 산하에는 국제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가 있으며 환경 분야에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그리고 우리나라가 발족하여 만든 기후변화대응관
련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이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대학원 과정
에 통상전문가, 물류전문가 과정을 도입하여 입학 경쟁률도 매우 치열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의 역할을
들을 수가 없다. 기업 비즈니스 목적만의 인력을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유엔기구에서 우리
나라 역할은 공무원을 단기 파견하여 수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
상을 높이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세계의 흐름을 알고 국제적으로 인적네트워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물포럼 등의 국제행사의 진행에서 중요
한 역할자인 코디네이터나 패널은 유럽인들이 대부분이다. 아시아인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며 심지
어 우리나라가 발제한 글로벌녹색기구의 사무총장조차도 외국인인 형편이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안타
까운 현실이다.
대한환경공학회의 여성과학위원회(강미아 위원장)는 지난 19대부터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바로

2014년

3월

12일에

출발한

WeWe가

그것이다.

여성과학위원회의

WeWe(Women

environment, Wednesday essay)는 여성과학인들이 리드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고 젠더 간
의 이질성을 보완하면서 회원들 그리고 잠재적 회원들과의 공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모든 회원들이 매주 수요일 선물로 받고 있는 WeWe는 소통을 통한 화합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한다.

WeWe는 2014년 3월 12일, 제1호로 출발하여 오늘 130호를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학회의
여성환경전문가들이 고군분투하며 세대와 젠더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면서
환경인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강화하고 또 발전시켜왔다. 고맙다.
처음은 안동 하회마을 얕은 물에서 시작하였으나 이미 3년이 넘는 긴 여정을 해왔다. 이제 낙
동강을 휘돌아 대양으로 나가야 할 때가 도래한 듯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경인들이 관
심을 가질 논제와 우리 미래 환경을 논할 콘텐츠를 고민하여야 하며 여성과학위원회의 활동이 강
화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우리나라 환경의 과학사적 정리”, “국제
사회에서의 품격유지 및 인재양성”, 그리고 아직도 미제인 “4대강 사업결과의 마무리” 등도
고민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우리 환경학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WeWe가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 환경인 모두의 축제가 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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