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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디찬 바람이 코끝을 스치지만 햇살의 따스함이 느껴지는 날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곳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맑은 하늘과 맑은 웃음
이 가득한 위닉스 마을이라고 해요. 푸른 숲과 맑은 공기로 둘러싸여 웃음꽃이 피어나는 곳이지
요. 잠시 신기한 곤충들과 흐드러지게 핀 꽃들을 감상해 볼까요? “두리번~ 두리번 스으윽~슥.” 어
떻게 감상은 즐거우셨나요? 참으로 자연은 아름답고 신비롭죠? 그 곳에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쑥쑥 자라나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말로만 들어도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 곳에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들어 볼까요?
하나! 나무를 심고 가꿔요.

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셋!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요. 넷!

세제 사용을 줄여요. 자~ 어땠나요? 참 쉽죠? 우리가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 같은 규칙들은 위닉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거래요. 햇빛, 공기, 바람, 물 등은 우리 생활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환경들이니까요. 즉,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보호가시 위한 방법
인거죠.
지난번 이 곳에 아랫 마을인 파닉스에서는 초미세 먼지로 몸살을 앓았대요. 화창한 봄날에도
공기오염으로 인해 외출 시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했고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하니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네요. 인근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요. 수 많은 사람에게서는 이상한 소문까지 돌
았대요. 그것은 다름아닌 ‘환경재앙’이라고요. 하늘에서 벌을 내린거라네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렸고오, 목이 아프고 계속 기침을 했대요.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
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인 호흡기 질환도 생겨 났대요. 심하게는 폐암으로 건강을 위협하기도 했다
니까요.
말로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고 끔찍하죠? 지금의 파닉스 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맑은 하늘과 맑
은 공기를 몹시도 그리워한대요. 환경의 재앙을 너무나도 무섭게 경험한 탓이겠죠? 그래서 파닉
스 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 대책을 마련 했다네요.
여러분! 과연 그게 무엇을까요? 우리도 다 함께 곰곰히 생각해 봐요! 머릿속에서 무언가 떠올랐
다고요? “아~ 예. 바로 그거 맞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큰 소리로 다함께 외쳐볼까요? 하
나! 나무를 심고 가꿔요. 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요. 셋! 차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요. 넷! 세
제 사용을 줄여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파닉스 주민들이 겪었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요. 만약 공기가 더
심하게 오염된다면 우리 모두가 무거운 산소통을 짊어메고 생활할 수도 있다잖아요. 생각만으로
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함께 이 네가지 규칙을 실천에 옮겨봐요. 우리나라 전
체를 우리의 힘으로 위닉스 마을로 바꾼다면 이 얼마나 뜻 깊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겠어요?
“아, 맞다! 그 동화 같은 세상이 보고 싶다구요?” 제가 그만 깜빡 잊을뻔 했네요. “누구라도 상
관 없습니다. 여기는 맑은 하늘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활짝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늘시 맑은구 별이 쏟아지는 마을의 위닉스로에요.
많이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 곳은 항상 열려있답니다. 땅에는 꽃과 풀들이, 하늘에는 맑은 구름이
항상 대기하며 마중 나갈 준비중이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안~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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