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se Edutech, Wonderful Earth
WeWe(187)-2019-07(06.12)

세 번의 선택
최한나

지금부터 30년 전, 나는 매우 단순한 이유로 환경공학과를 선택
했다. ‘서울은 공기가 나빠서 못 살겠다’라며 주말에만 잠간 왔다 가시는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가 내게 모종의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너무나 생
소한 학과명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담임선생님은 입학원서의 학과 란
을 비워둔 채 다른 과로 설득시키기 위해 많은 이유를 나열하셨다. 왜
그때 설득당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오리무중이다.
대학에서 학습한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전공과목
은 졸업할 때쯤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였지만 아무것도 제대
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대학원 진학이 사회로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당시 국내에서 이슈였던 수질분야를 선택하였다. 석사 후 용역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나의 전문성에 대한 뭔가 모를 아쉬움이 따라다녔다. 4년째 되는
해 늦가을, 나는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물론 분야는 수질이었으나
혐기성소화, MBR, R/O 등 그 당시 비주류 분야였고 졸업 후 당연히 전공과 관련성
이 낮은 직장에 들어갔다. 비주류 전공자를 찾는 곳이 없었다.
환경공학을 선택하고 30년이 흘러 오늘의 나는 그동안 선택했던 전공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간 거쳐 온 직장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에 몸담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관련 학과 학생들은 여러 개의 환경관련 기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
학원을 진학할 때 이슈가 되는 분야를 선택한다. 이는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필승
전략이리라. 그러나 잠간 생각해보자. 취업은 전공을 선택하는 시점보다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선택시점에 취업이 유망한 분야를 기준으로 미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내가 졸업 때까지 그 분야가 계속 이슈가 된다면 금상첨화이겠
으나, 환경분야는 급변한다. ‘돌고 도는 인생’이란 가요가 있다. 나는 ‘돌고 도는 환
경’이라 부르고 싶다. 몇 년 전만해도 하수, 상수 등의 수질이, 또 얼마 전에는 혐기
성 소화 등의 폐기물이, 현재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이 주요 이슈가 되
고 있다. 이슈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많다는 것일 뿐 전부라는 것은
아니다. 환경은 다양한 매체로 상호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 있어 하나가 모든 것
을 해결할 수 없다. 다만 내가 선택한 분야가 그 시대의 이슈와 접목되는 점을 찾
고 부족한 역량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그 분야에서 한 점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것
이 세 번의 선택을 통해 얻은 나의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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