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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여행 심포지엄 보고 (2/2)
여성과학위원회

3251 환경인 네트워크 “공감”

여성과학위원회의 위원들(남성 위원도 있으니 여성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은 몹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는 사람들이다. 이들과 몇 번만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공사다망한 삶의 무대의 주
인공이 바로 이들 임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원들은 바쁜 사람들이다. 이렇듯 공사
다망한 중에 시간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학회 여성과학위원회 위원 뿐 아니
라 공감여행에 참여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단순히 시간을 내는 차원을 넘어 시간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다. 시간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좋은 사회에 요구되는 좋은 사람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사람이란 자신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 시련의 경험이 수련이 되는 과정까지도 사회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식견과 에너지를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돌려주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세상에서 얻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인지하여야 하는 것이나 말
하자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원이다.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는 누군가의 노력이 누군
가의 힘에 의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많은 구성원들이 좋은 사회라 여기게 될 것이다. 좋은 사
회라는 환경은 또 다시 좋은 사람을 육성하고 배출하여 함께 하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공감여행 심포지엄 2부에서는“3251 환경인 네트워크 공감”출간을 자축하였다. 2014년부터 함
께 여성과학위원회을 이끌며 펠로우십을 발휘해주신 위원들과 비영리법인 사람과 미래환경의 회
원들이 세상에 내어놓은 선물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읽힐 수 있는 솔직함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가치이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놓음은 웬만해서는 하기 힘든 고백적 무대이다. 나아가 드러낸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언행
일치는 더 더욱 힘든 고행 자체일 것이다.
책“공감”에는 32세에서 51세에 이르는 환경인들이, 하기 힘든 고백적 무대에서 앞으로의 언
행일치로 좋은 사람이 될 것을 약속드리는 것일 수도 있다. 책“공감”에는 젠더의 조화를 이루고
세대 간의 간극을 채우려 노력했으며, 다양한 환경인의 삶의 무대를 배경으로 구성하였다. 사립전
문대학부터 서울대까지, 민간기업부터 정부기관까지, 그 소속이 무엇이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좋
은 사람이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환경전문가 21인과 선배환경인 3인이 참여해 세대와
지역의 조화를 이루면서 환경전문가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총 60편의 글을 담았다.
금력과 권력으로 다수의 공감없이 움직이는 갑의 사회가 아니라 다수가 공감하며 더하고 곱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을의 사회를 위해서 세상에 내어 놓는 보통사람들의 선물이라 여겨주시면 더 없
이 고맙겠다. 읽는 이의 삶에 타인의 희로애락을 더할 수 있는“공감”이기를 소망한다. 전국 서
점과 인터넷 서점에서“공감”을 만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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