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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여수는 아름다은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이다. 싱싱한 물고기와 해초, 조개들이 풍성하
게 나온다. 각종 수산물을 파는 서정시장은 우리 엄마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다. 엄마께서 아침 일
찍 시장에 가시면 내가 좋아하는 꽃게도 사오시고 새우도 사오신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사오
셔서 구워주시면 정말 맛있다.
지난 여름에 엄마를 따라 서정시장에 간 적이 있다. 시장 입구 연등천에는 여수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는 바닷물이 들어온다. 밀물 때에는 엄청 많은 물이 그득하게 밀려 오는데 내가
그곳에 갔던 때에는 마치 사리 때여서 물이 들고 있었다. 그언데 다리 위에서 어른 몇 분이 아래
를 내려다 보고 계셨다. 나는 궁금해서 엄마 손을 잡고 다리 난간으로 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 속에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엄마 저거 봐요. 아, 저 큰 물고기!”
“응. 숭어구나.”
“엄마, 저거 뜰채로 건져도 되겠네, 잡을 수 있겠어요.”
엄마는 숭어를 지켜보던 눈을 내게로 돌리며,
“안돼, 저 물 좀 봐라. 저렇게 더러운 물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냐?”
엄마 말씀대로 시커먼 물에는 기름띠가 둥둥 떠있었다. 옆에 계시던 어른들도 아깝다고 하시며
물고기만 바라보셨다. 우리가 가정에서 흘려보내는 더러운 물이 하수도를 타고 연등천으로 내려
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엄마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언젠가 TV에서 본 오염된 바다
에서 사는 기형 물고기의 등이 휘어진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 속으로 이대로 계속 더러운

물을 버리면 바다 속에 사는 여러가지 생명들이 다 병들 것 같아 안타까웠다. 엄마는 그 물고기
나 조개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병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토요일 오후에 시내에 갈 일이 있어 다시 여수교를 지나가 되었다. 그때는 바갓
물이 많이 빠져나간 썰물 때여서 연등천의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빠져나간 하천의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깨진 음료수 병, 찢어진 비닐
조각, 운동화, 심지어는 떨어진 냉장고 문까지 보였다. 또 가정에서 버려지는 하수도 배관이 악취
를 풍기며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저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를
병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다. 어쩌면 내가 보았던 숭어 떼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
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연등천을 살릴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봐도 쉽
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여수시민 모두가 더러운 물과 쓰레
기를 줄여 철저하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후 얼마 전에 나는 우연히 저녁 뉴스에서 연등천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를 줍고 바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며 나는 조
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서정시장에 갔을 때에 하천을 파헤쳐 커다
란 배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아저씨, 지금 무슨 일을 하셔요?” 하고 여쭈었다.
“응, 정화조 공사한다.”
“그럼 이제 물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개천도 썩지 않고 바다도 깨끗해지지.”
나도 모르게 반가움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큰 목소리로 엄마께 말씀 드렸다.
“엄마, 이제 연등천 숭어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 물이 맑아지면 숭어를 잡아도 되겠지.”
엄마도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여기저기 파헤쳤던 다리 아래를 보며 금방 깨끗
한 바닷물이 가득 찰 것 같아 신이 났다.

커다란 숭어들이 떼지어 자유롭게 올라와 다리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연등천이 되기를 마음
속으로 빌었다.
맑은 시냇물이 철철 바다로 흘러가는 연등천과 더욱 아름다워진 우리 고장 여수의 멋진 풍경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