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미명하(未名河)
글 _ 캉 자오펑(Kang, Zhaofeng)·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원

중국에서 KIAS로 왔을 때가 3월 중순경이었다. 캠퍼스 산 중턱 나무들 사이로 새싹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꽃들이 피어있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스치는 따뜻한 바람에서 봄이 머지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이다.
같은 피부색, 같은 얼굴, 가방을 메고 서울 골목골목을 걸어 다니면,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어 외에 내가 낯선 이국의 이방인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사실 이곳은 북경보다 습
하고, 공기가 훨씬 깨끗하며, 나무도 많다. 하지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이따금
하곤 한다. 나의 고향, 중국 남부 시골, 그곳의 봄에는 마치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비가 자주
온다. 고향 사람들은 사막에서 이글이글 타는 듯한 고통을 전혀 느낄 일이 없을 것 같다.
나는 KIAS 주변을 정말 좋아한다. 비록 이곳 또한 주택과 도로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지만, 어
디까지나 서울 번화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항상 자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
리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시의 급박한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편
안함과 안락함을 준다.
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나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KIAS 북쪽(혹
시 다른 방향일 수도?)에 흐르는 작은 강이다.
그 당시 표지판을 보고 있어도 무슨 뜻인지 완
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미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억울하니 그 강을 ‘미명하’라고 불러
본다. 중국 베이징대학의 유명한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미명호(未名湖)다.
미명호의 원래 뜻은, ‘이름없는 호수’다. 그러
나 사실 그 뜻과는 달리, 미명호의 명성은 천
하를 뒤흔들 만큼 대단하다. 서울의 ‘미명하’는
광활하고 탁 트인 웅장함은 없지만, 사람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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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보여준다. ‘미명
하’의 전체적인 모습은 나를 놀라게 한다. 완곡
하고 조용한 강줄기가 견고하고 요란한 고가다
리와 함께 도시 가운데를 따라 길게 뻗어있다.
‘미명하’는 본래 조류 보호구역이기도 한데, 계절
탓인지 강변에서 노닐고 있는 새 몇 마리만 드물
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고가다리에 서 있는 뻣
뻣하고 우울한 사람에게 이곳의 풍경은 상상하
지 못했던 의외의 기쁨이다.
고가다리 아래 남쪽 강변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경치가 펼쳐진다. 사람 키 높이 정도의
갈대들이 가지런히 서서 짙은 가을 정취를 풍기고 있다. 갈대는 그 주위를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해 질 녘의 강바람을 맞으며 태연히 이리저리 몸을 흔든다. 가끔 갈대숲 사이로 보이는 새들은 이
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놀라 황급히 나무숲 옆으로 도망을 간다. 갈대가 마침 가지런하고 반듯하게
내리막길을 두 갈래로 갈라놓는다. 한 갈래는 길이 아주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거나 자전거가
겨우 통과할 정도다. 다른 한 길은 외부의 주택지구와 근접해 있는데, 넓히려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다. 위쪽으로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몇몇 농구장, 배드민턴장, 그리고 아이들 놀이터
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다. 미니공원도 작은 쉼터도 하나 보이는데 공원 안에는 각종 꽃과
풀들이 자라고, 벤치도 몇 개 늘어서 있어서 마치 내 집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다.
걷다가 피곤해지면 바로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물 한 모금 마시면서 먼 곳에서 천천히 좁아지는
물길을 바라본다. 물길 앞쪽 고가다리와 옆으로 이어지는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나중에 비
로소 깨닫게 된다. 먼 곳에서 신 나게 달려오는 사람들은 뜻밖에도 강의 저편, 더 먼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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