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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 작은집 두 번째 입주작가

글·사진 이수연(wordplay7@naver.com)

자연에서 찾은 삶의 방식,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다
8월 22일, 늦은 장마에 뜬금없이 비가
오다가다 했다. 그날은 오랜만에 해가
반짝 얼굴을 내밀었다. 해가 기울어도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고, 인간

더위가 가시지 않았다. 가쁜 숨을 내쉬

은 그중 하나일 뿐이죠. 농촌에 사느냐,

며, 대동 작은집에 도착했다. 시원한 바

도시에 사느냐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모

람이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저녁 여덟

두 우주에 함께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

시, 옥상은 이미 한바탕 공연을 펼친 후

야 해요.”

였다. 다큐멘터리 <자연농 final straw>
을 만든 패트릭 라이든과 솔밧(강수희)

“자연 본래의 모습을 보는 인식을 가져

이 사람들 앞에 섰다. 이들은 대동 작은

야 해요. 인간은 농사를 지으면서 흙을

집의 두 번째 입주작가였다. 22일 상영

기름지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

회에에서는 대동에서 만든 책과 다큐멘

럴 필요 없어요. 땅에 손을 대면 반대의

터리 <자연농 final straw>을 공개했다.

결과가 초래돼요. 그대로 두면 동물이

그들은 지난 6월부터 대동 작은집에 머

나 곤충, 식물이 알아서 땅을 기름지게

물며 다큐멘터리 <자연농 final straw>

‘잡초와의 싸움’, 농부가 농사를 정의할 때 종종 쓰는 말이다. 조금만 신경 쓰

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마무리 작업을 함께 했다.

지 않아도 금방 풀이 자란다. 농부는 매일 밭에 나가 그 풀을 뽑거나 죽이는

“아직 완벽하게 완성한 영상은 아니에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잡초가 무성히 자란 밭은 농부가 그 소임을 다하지

“이 지구가 얼마나 기적 같은 곳인지 몰

요.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서 음악 녹음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게으른 농부’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자연농

라요. 이 기적 같은 곳에 사는 모두가

작업을 하고, 조금 더 수정해서 가을부

법은 그 게으름을 허락하는 농법이다. 자연을 공경하고, 땅을 갈지 않으며 풀

함께 살아가야 해요. 잡초도 마찬가지

터 천천히 상영회를 할 예정이에요. 씨

을 뽑지 않는다. 화학 비료와 퇴비도 주지 않는다. 자연에 ‘아무것도 하지 않

예요.”

앗을 던져준다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는 농법’이다. 동물의 분뇨로 작물을 키우는 유기농법과도 구분한다.

영상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보

“사실은 저희도 처음부터 자연농법을 명확하게 알고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것

고,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품었으면

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서 듣고, 보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농사방법이기도

좋겠어요.”

하지만 삶을 사는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다큐멘터리 <자연농 Final Straw>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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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초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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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시다시피, 인류는 그렇게 하고지 않는

수 있으면 뭔가를 소유하지 않는다.

다. 농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농약을 뿌

“만약 수희(솔밧)를 만나지 못했다면 실리콘 밸리 어딘가, 비싼 아파트에

리는 것은 세 알 중 두 알을 지키려는 행동

앉아서 일하고 있었겠죠. 수희와 함께 지내며 많이 배웠어요. 이제는 다

이다.”

른 사람의 눈을 많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기분이 좋았던 때가

자연농 농부, 작가, 최성현, 강원도 홍천

미국에서 살던 공간을 정리하고 영국에 갈 때였어요. 그때가 2012년 여
“농부들을 보면서 우리가 당장 농사를 짓

름이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였거든요. 짐가방 몇

지는 못하지만, 도시에서 최대한 자연에 해

개로 생활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씩 줄이니까 참 행복했

로운 일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우리가

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소유라는 게 어쩌면 인간만 가진 욕심일

이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제안하고 싶어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진 것을 내려놓고, 이미 만들어진 것

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

을 활용하면 필요없는 것을 덜 생산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니까 편하다고 대형마트에서 음식을 사 먹
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농법으로 기른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자란다

작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서울에는 조
다큐멘터리 <자연농 final straw>

금씩 마켓이 생겨나는 추세인데 대전은 정

실리콘 밸리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던 라이든 패트릭과 출판사 편

말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채소 꾸러미를 주

집자로 일하던 솔밧은 2011년 여름 카우치서핑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만

그들이 영상에 담은 농부들은 모두 삶의 이

많은 사람이 시도했다가 포기해요. 그렇게 작물 기르는 데 성공한 사람

문해서 대동에서 하나씩 요리해 먹었죠. 자

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왔다. 자연농법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이들을 물

치를 탐구하는 철학자 같았다. 땅에 있는

들은 정말 철학자가 되는 것 같아요. 땅을 갈지 않고, 잡초와 벌레, 풀을

연농법으로 기른 작물을 구하기 가장 쉬웠

리적으로 이어주었다. 하지만 이전에 이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자신이 원

벌레, 곰팡이, 잡초로 분류되는 모든 풀에

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양보하고 다 함께 사는 방법을

던 곳이 스코틀랜드였어요. 스코틀랜드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었다. 그리고 지금 자연과 함께 살아가

하나씩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인간관계를

터득하는 거예요.”

파머스 마켓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주 농부

는 사람들을 만나며 조금씩 변해 갔다.

맺고 푸는 데에도 자연스럽게 관점을 넓힐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자연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했다. ‘생

들이 마켓을 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나날이 경험이 쌓이고, 좋은

수 있다고, 농부들은 말한다. 자연에 있는

산성’이 최대 목표가 되면서 인간에게 공생이란 낱말은 없었다. 더 많은

부분 유기농이나 자연농에 관심이 많아서

인연이 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넓어지고요. 3년 전에 패트릭을 처음

것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들여다보며 살았

작물을 더 빨리, 더 보기 좋게 키워내야만 했다. 자연농법은 그것이 최우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맥도날드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나무에 비유했거든요. 커다란 나무로 자라

던 사람들, 그들이 만난 많은 농부가 자연

선이 아니라고 조용히 인간을 타이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말 한

서 쓰는 달걀도 자연방사 유정란이에요. 만

서 시원한 그늘에서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고

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 지 알고 있었다.

마디, 모든 우주는 연결되어 있고, 지구라는 별에 사는 우리 모두는 존재

약 맥도날드에서 그런 음식을 팔지 않으면

말했었어요. 아직은 한참 어린 묘목이지만, 이런 경험이 큰 나무로 성장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저희가 많이 변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어떤 것도 함부로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그

먹지 않겠다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

하는 양분이 되겠죠. 앞으로는…. 정말 몰라요. 일단 8월 말에 대동을 떠

했어요. 자연농법을 시행하는 농부들은 하

것이 농부들이 자연과 함께 살며 깨달았던 삶의 이치다.

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먹거리

나고, 서울에 조금 있다가 바로 미국에 갈 거예요. 거기에서 3개월 후에

파동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관심

는 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다큐

나같이 행복해 보여요. 그들도 처음에는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대요. 자연농법이 워

“콩 세 알을 심는다. 한 알은 새를 위해, 한 알은 벌레를 위해, 나머지 한 알

있는 사람이 늘고, 그들이 꾸준한 목소리를

멘터리를 완성하겠죠. 이렇게 떠도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낙 정해진 법칙이 없어서 그래요. 지역의

은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몫은 세 알 가운데 한 알이다. 대단한 양보다. 그렇

내다보니까 전체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도 많지만, 모두의 이해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좋

기후와 땅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

게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새와 벌레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가진

두사람도 먹거리부터 시작해 조금씩 바꿨

은 동반자를 만나서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에 그것을 가늠하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

것을 나누며 사이좋게 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다. 휴지 대신 손수건을 쓴다. 소비자로 끊

행복해요.”

기까지 엄청난 실패를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떨까. 정말 인간은 세 알 가운데 두 알을 흔쾌히 다른 동물에게 주는가.

임없이 뭔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될

82

+ 패트릭 라이든과 솔밧의 더 많은 이야기 www.finalstr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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