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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도 참 깔끔하다. 조금만 음식에서 냄새가 나거나 색이 이상하면
절대 그것을 먹지 않고 외출을 하고 나면 반드시 손을 30초 이상 씻는다. 요즘에는 미세
먼지가 너무 많아서 잠깐 밖에 있다가 들어오더라도 내 몸에 붙은 미센 먼지를 없애기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한다.

하지만 아무리 청결을 강조해도 미세 먼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또 외출 후 샤워를 했다고 해서 미세먼지로부
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미세 먼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균이 떠오른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몸에
세균이 있을 것 같고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 하면, 미세먼지가 각
종 질병과 심지어 치매까지 일으킨다는 말에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른들은 이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아무리 중국 정부에 부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 먼지를 없앨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도 공장에서 매

연이 나오고 자동차 중에서 특히 경유차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모든 잘못을 중국으로 돌
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 먼지의 총량을 월
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미세먼지의 총량을 계산하여 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미세 먼지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얼마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가 있고 중국 측으로부터 대형 공기청정기를 가동할 것을 명령하여 우리의 환
경을 보존할 수 있다.

나 혼자 깔끔하게 산다고 해서 깔끔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이 운전을 잘 해야 우리 모두가 사고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도 함께 노
력할 때에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미세 먼지가 많은 날이 점점 늘어나자 맑은 날이 올 때면 그 날이 너무도 고맙다. 그런
날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작은 매연도 하늘에게 매우 미안할 것 같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이제야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어서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좋겠다. 가장 깨끗하고 깔끔한 나라
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