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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천에 대한 나의 어릴 적 기억은 좋은 것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
다. 갈수기에 어른들이 동네 경운기들을 하천변에 죽 나열하여 물은 논에 양수하
고, 그곳에서 물고기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잡아 몇 달 동안 하천에서 물고기 구
경을 하지 못하였던 기억과 겨울철이면 배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던 어른
들을 따라다니던 기억도 있다. 동네 어른들이 농경지에 농약을 살포 후 강에 무
단 방류해서 하천의 물고기가 떠오르던 기억은 지금도 끔직하다.
생각하면 심각한 환경파괴의 현장을 그 때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것이었고, 홍
수 때 하천이 범람해서 허리까지 차오르던 흙탕물을 건너며 떠다니던 분변과 동물사체들에 기겁
하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지금 안동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참 많이도 변했다. 특히 남
안동IC가 생기고부터 마을 앞 도로와 하천이 정비되고, 마을 내 집들이 한 채씩 양옥으로 변해가
더니 현재는 일반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마을 인근에 농경지가
있어 경작을 하는 정도일 것이다. 뻥 뚫린 도로와 그 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 잘 정비된 하천
과 그 양안을 내지르는 제방, 현대화된 주택 등 신식 건축물 등을 보노라면 어느덧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내기조차 힘들어진다.
지금의 나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한“환경과학”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대학 강의와 사
업을 병행하며, 사회라는 전쟁터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전형적인 도시인의 모습이다. 내 고
향이 산업화․도시화에 발맞춰 개발과 정비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약 20년
동안 도시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 또한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내 자신과 내 고향의 모습이 옛날
과 많이 다르듯이 지금 나에게는 내 고향 안동과 낙동강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북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동에는 영양, 청송, 서에는 예천, 남에는 의성, 북에
는 영주와 봉화가 인접한 교통의 중심지로 태백산맥이 시를 동서방향으로 횡단하여 북쪽에는 봉수산
(570m), 미면산(461m), 연점산(871m) 등 높은 산지가 솟아있고, 남서쪽은 보문산(643m), 백자봉
(369m), 갈라산(570m) 등의 산지가 병풍모양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낙동강!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금태봉 동쪽 계곡에서 발원한 황지천이 남하하여 경
북 울진군 석포면에서 낙동강으로 물줄기가 형성된다. 유역은 동경 127°29′~129°18′, 북위
35°03′~37°13′ 사이의 한반도의 남동부에 위치하고, 유역면적은 남한면적의 약 25%인
23,384.21㎢, 유로연장은 510.36㎞이며, 방사상과 우상의 혼합형 하천이다. 유역의 동서장은 약
120㎞이고, 남북장은 약 200㎞이다. 또한, 낙동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
광역시를 비롯하여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및 강원도의 일부로서 총 3개 광역시, 5개 도, 19개 시,

14개 구, 23개 군, 31개 읍, 315개면으로 구성되며…”
직업병일까? 이는 얼마 전 “낙동강(2구간)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정리하였던 내용이다. 지금 내 머릿속의 안동과 낙동강은 정겨운 고향과 내가 뛰어놀
던 놀이터가 아닌 그저 객관적인 자료와 산술적인 숫자에 의해 분석해야할 하나의 대상으로 자
리 잡고 있는 것이다.
나와 내 고향의 모습, 더 나아가 내 고향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확실히 과거와 많이 다르다.
변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고향과 내 고향에 대한 나의 인식! 아니 현재의 한 인
간이 인간 서로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이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금 내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조차 그 옛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까? 아마 그 대답은 “글쎄?” 혹은 “아니오”일 것이다.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개발과 보전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환경을 위한다는 것.” 즉, 어떤 행위가 환경을 위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히 구분
할 수 있는 경계선은 없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이라는 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을 갖고 있지만,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고 지키는 것만이 최선일까?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간직하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
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전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 우리 환경인들만의 욕심일 것이다.“얼마나 개
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느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사회와 환경의 수준을 얼마나 업그레
이드 시키느냐?”라는 화두는 분명 이 문명사회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환경인이 짊어지고 가야할
무거운 짐임은 틀림이 없는 듯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연과 문명의 아우름은 어딘가에는 존재한다
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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