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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래의 어린이들에게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푸른색 하늘이 아닌 회색하늘과 산성비를 퍼붓는
구름을 그릴 수 있겠다’ 라고 말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후, 나는 온난화 문제에서부터 투발루
섬에 대한 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환경보호단체나 그에 관한 책, 동아리
등에서는 학생들에게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를 인식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
리지 않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시키게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그 다짐은 그 날, 그 때
의 다짐일 뿐 하루가 지나면 어김없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며 짧은 거리를 다닐 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학교의 친구들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뛰어 놀지 못해 아쉬
워한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가 자기가 마신 음료수를 담은 병을 분리수거 하지 않은 일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친구들은 잘 모른다. 분리수거 되지 않은 병은 재활용이 되지 못해 땅에 묻히거
나 쓰레기산에 묻히거나 태워져 버린다. 태울 때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이 대기 오염을 이루어 미
세먼지 심각 수준이 되는 것이다. 꼭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일이 아니다. 육식주의자들의
과도한 육류 섭취, 사람들의 불필요한 차 사용 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말이 곧 환
경오염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안 게 부끄러울 따름이다.
주말에 폭염을 피해 도서관에 온 적이 있었다. 그 때 지구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다룬 책을
읽어보았었다. 그 책에는 지구가 해로운 물질 때문에 아파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 안에 자기 스스
로 자신을 치료하는 능력인 “자생능력”을 지구가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인
류는 지구에게 그 어느 정도의 시간도 주지 못한다. 여기서 잠깐! 양심적으로 말하자면 그 어느

정도의 시간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지 않는다”가 더 정확하다. 결국 우리는 지구가 자생능
력을 발휘하는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고, 읽고, 말했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않았던 그
행동들을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