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환경안전선언문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려면 학문
뿐 아니라 안전의식 수준에서도 어느 선진대학 못지않은 혜안과
여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마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비율이 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과 지금까지 대학 안 밖에
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돌아보면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대학, 또는
선진국으로 자부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대학 내에서는
1999년 원자핵공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학생 사망자가 발생하
였고, 밖으로는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대구 지하철 화재(2003년) 등 우리의 기억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안전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랜 세월 땅
밑에 누적되어 타성화된 개인의‘안전 불감증’
과 사회전체의‘적
당 안일주의’
가 원인이 된 예고된 재난인 셈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현실을 들여다 볼 때, 그 핵심적 원인 중 하나로
‘안전교육의 부재’
를 손꼽게 됩니다. 초,중,고교에서의 교육은 논
외로 하더라도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깨우
쳐 주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지 않은 채 연구 업적만을 강조함
으로써 안전의식이 결여된 학생들을 사회에 진출시켜 온 점 등은
대학사회가 깊이 반성해야할 점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
은 그 결과가 대학내부의 연구실험실 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
니다. 현재의 피교육자인 학생이 미래에 산업체를 비롯한 사회전
반에서 주역을 맡을 일꾼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지닌 안전의식이
사회전반의 안전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방이후 우리대학은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이 된 우수한 인재
를 길러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지식과 기술만
을 갖춘 인재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된“안전불감증”
을
치유하고 선진화된“안전문화”
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할 인재를
키워야 될 시점입니다.
교육자로서 제가 자주 되새기는 명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
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스스로가 그 중요성을 가슴으로 느낀 사
람만이 그 문제를 솔선해서 실천해 나간다”
는 것입니다. 물론 안
전사고를 줄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천 방안도 중요합니다. 그러
나 무엇보다‘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
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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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대학교가‘안전 교육’
의 새 장을 열고자 합니다.‘안전 불감증에 빠진 국가’
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의 역동적 일꾼이 될 학생들을 교육시켜 내보냄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이 공적가치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모두
에게 사랑받는 대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서울대학교는 2005년 1월 환경안전관리 규정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즉, 이공계
대학원생 및 연구원들에게 실험실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환경안전교육 수료증을 받지 않으면 실
험실을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이와 같은 결단에 우리나라 대학 모두가 동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서
울대학교가 지닌 환경안전교육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안전문화 정착에 모든 대
학이 합심하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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