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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헌균

직접 특강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환경지식함
양 보다는 초등교육기관의 실적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석하는
학생들 역시 지식함양 보다는 시간 때우기용으로 참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가 없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는 올바른 환경문제 인식이나 지식함양은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1990년 국가환경교육법 (The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ct)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법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유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들 역시 매우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유소년 대상 환
경교육 프로그램으로 EPA에서 실시하고 있는 Na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NEETP)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직교사들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있는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어린 학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이들의
환경교육은 단순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집중하는 호기심 중심의 단기
적 교육이 아니라 환경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실제 환경교육법에서는 ‘환경문제에 관한 특정 이슈나 관점에 치우치
지 않고 환경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고찰할 수 있게 함으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독
려하기 위해 The Presidential Innovation Award for Environmental Educators
라는 수상제도를 만들어 환경교육에 기여한 교사(유치원 ~ 고등학교)들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The Environmental Youth Awards를 제정하여
환경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
그램과 보상제도는 어릴 때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선진
시민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시
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환경전문가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관심사에서 벗어나 비전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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