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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대학원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각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
(LPCD)이 얼마 만큼인지 아느냐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다.
LPCD는 매년 환경부에서 발행하는 상수도 통계에 전국적인 데이
터가 다 들어있어, 보고서를 쓰거나 할 때 참고하였기에 300L 안
팎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루에 물을 얼마를 쓰는지에 대
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매달 집으로 날라 오지만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본 적 없던 관리비 영수증에서 1
개월분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고, 가족 수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30일로 나누고
나니 내가 쓰는 양이 대략 250L/일 정도 된다는 것이 쉽게 계산 되었다.
교수님께서는 250 L라는 용량이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정수기 물통이 20 L인
것을 고려해보라며 하루에 정수기 물통 12개정도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다.
그저 알고 있던 수치를 내 생활에 대입해보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보
다 많은 물을 쓰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물을 쓸 때 의식을 하고 덜 쓰려
는 행동을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였다. 이후 나도 수업시간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학
생들에게 던지게 되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나누어보면 서로 비슷하게 느끼고 물 쓰
는 행동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만큼 시민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하는 분야가 없을 것이다. 인식이 바뀌
어 행동의 개선에 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시스
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저 시민에게 불편함만을 강요하거나 겁을 주는 수준으로
는 빠르고 지속적인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의식적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제안되어야 한다.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은 주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각 사업에 대한 적합한 이
슈를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교육 내용이 시민들에게 큰 효과가 없었다면 막연하게
환경을 생각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으로만 비춰지지 않았는지 반성해봐야 한
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은 단발성에 그치고, 그 내용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어떠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아도 찾기 어려
운 경우도 많다.

대한환경공학회는 다양한 환경 분야의 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회원들은
각 분야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며, 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지 정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들을 제시해 준다면 많은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따라
서 학회에서는 대학이나 기관에서 환경공학인을 양성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더 많은 국민이 환
경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이슈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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