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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다

방수길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대만의 칼을 가는 노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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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평생을 부엌칼을 갈며 살아온

저 단순해 보이는 타워크레인 하나를 설치하기 위해서 각

노인은 대만 특급 호텔 주방장들에게 생명의 은인으로 대우

기 다른 현장 환경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를 받는다고 합니다. 요리의 대가들은 칼은 곧 생명이라 여

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과 그 고민들을 최적의 판단으로 풀어

기는데, 노인은 그 칼들에게 숨을 불어 넣는 역할을 누구보

가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게 할 정도의 논리들이 질서 정연

다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 넥슨 현장의 타워크

이 노인이 칼을 가는 모습은 겉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칼을

레인은 주변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간섭이 발생

가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

하여 충돌의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람들은 노인의 칼을 가는 기술이 아주 단순하고 그다지 큰

주변 현장들과 크레인 높이를 수시로 조율하여 충돌이 발생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간당 적재하는 양을 세밀하게

노인이 수 십년 걸쳐 축적된 칼을 가는 노하우와 고민들이

계산하고 그 계산 값을 비용으로 환산하여 효율적인 크레인

보다 더 쉽고 정교하게 칼을 가는 기술로 진보되었던 것을

가용 댓 수를 산정했습니다. 비록 일부의 사례이지만 이 두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갈은 칼을 사용해본 주

가지 사례를 놓고만 보더라도 단순해 보이는 일을 정교한 칼

방장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 가는 노력들을 엿 볼 수 있었습니다. .

이 이야기가 불현 듯 생각이 난 이유는 차세대 건설리더

이 후로 OJT기간 내내 여수의 철근가공 공장과 광주의 콘

아카데미 4주차 현장 OJT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그 동안 건

크리트 배처 플랜트 견학 그리고 넥슨 현장 미장공사 인력운

축을 배워 오면서 스스로 건축을 무식하고, 단순한 일로 생

영 회의 참관 등에서 건축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속에 녹아

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즉, 대만의 칼 가는 노인 이

있는 고민들과 논리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고, 그 것을 타

야기 속의 일반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워 크레인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던 그것처럼 무지에서 나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OJT 교육을 받으며 하나 둘 깨지기

는 단순함이 아닌 복잡하면서 정교함이 묻어 있는 새로운 것

시작 했습니다. 그 생각들의 변화에 대한 마중물이 되었던

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것이 타워크레인 설치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에 사로 잡혀 있던 스스로의 편견을 버리

건설 현장에 언제나 하나 이상은 반드시 우두커니 서있는 타

고, 대만의 일류 요리사들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스며

워크레인은 제 안의 지적영역에서‘무거운 건설 자재를 운

들어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속적으로 고찰해야 겠다는 생

반하는 그냥 타워크레인
‘이었습니다. 왜 이 타워크레인이

각을 하며, 고 스티브 잡스 덕분에 더욱 유명해진 윌리엄 블

이 장소에 세워지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며, 어떻게

레이크의 시‘순수의 전조’
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알의

운반되는지 그리고 몇 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누군가가 한 고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민들은 배제한 체 그냥 공사현장에 당연히 서있는 그것 이었

그대 손바닥 안의 무한을 쥐고/ 한 순간 속에 영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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