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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떤가?”

매일 아침 아빠는 창밖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스마트 폰으로 날씨를 확인 하신다.
언제 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매일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겨 주신다.
봄날은 이제 예전의 봄이 아니라고 하신다.

예전의 봄?

아빠의 봄은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봄 보다 좋았던 것이 분명한데, 나는 아빠의 봄을
알지 못한다. 참 궁금하기는 하다. 아빠의 그 따뜻하고 언제나 맑았던 봄은 어땠을까?
하늘은 그 파랑이 물감처럼 뚜렷하고, 창 너머 먼 산은 그 초록이 바로 눈앞에 가까이
있듯 하다 하셨다. 아빠는 옅은 파랑과, 짙은 초록을,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를 언제부터인가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아쉽고 또 무섭다고 하셨다.
난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무서워 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았다.

“아빠~~ 미세먼지가 많아 하늘이 조금 뿌옇다고 무서워 할 것 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빠는 그렇지 않다면서 설명을 해 주셨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정말 작은 먼지란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
서도 정말 무섭고 조심해야할 것이 바로 미세 먼지란다.”

사람의 폐 속 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 기관지와 폐에 조금씩 쌓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
면서 결국의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 뜨려 아프게 만든다고 하셨다. 또 하늘에 떠다니면서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야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식물의 잎 표면에 쌓여 광합성, 호흡작용과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다. 결국 식물도 병이 걸려 죽게
되고, 그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도 점점 죽게 되고, 그 초식 동물을 먹이로 삼는 육식 동물도 죽
게 되고. 이 작은 먼지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다. 정말 아빠 말을 듣게
되니,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같았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악당
을 어떻게 하면 우리 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 나라에서 많은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라고 하셨다. 아빠도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지 않
고 걸어 다니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신다. 미
세먼지는 공장에서 많이 나오기도, 석유에서 나오는 기름을 태우는 차에서 많이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서 전기 차나 수소 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석탄이나 석
유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공장을 친환경, 태양열이나, 수력, 풍력 등의 에너지로 바꾸려
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내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실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다. 어른들처럼 에너지를 만들지도 못하고, 아빠처럼 자동차를
운전하지도 않는데, 나는 미세먼지를 만들지도 않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정리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 또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을 일반 쓰레기로 마구잡이로 버리면,
어떤 경우에는 땅에 묻히고 어떤 경우에는 태우게 되는데, 그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엄청
나온다고 하셨다.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잘
정리하고 구분해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나무심고 잘 가꾸는 것이라
고 하셨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숲이 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생각해보

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숲에서는 좋은 공기가 많았던 것 같다. 정말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일들이다. 이 어렵지 않은 일들을 실천하면 언제 가는 지금의 봄이
아닌 아빠의 봄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빠가 그리워하는 매일 매일 맑고 맑은 그 봄을 보
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