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0
1
9
유
네
스
코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정
책
포
럼

2
0
3
0년
을
위
한
지
속
가
능
발
전
교
육

(
E
S
D
}
,

한
국
은
어
떻
게
준
비
할
것
인
가
 

-, 0 .JL"zt i 
2030|o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19. 11 .29 (금) 13:30-17:30 

유네스코회관 11증 유네스코홀 

· · ·m· · · · · · · · · · · · ·0 鬪霜
一Z;
"[\| : 

: 
United Nations • Korean 

Educational, Scien ti fic and • National Commission 
Cu ltural 0『ga nization • fo『 UNESCO 

국제연합 •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회가구 • 한국위원회 

G _, 0 t:::I 
.LL ＝r기 

Ministry of Education 



_0 
.JL"zt i 
203ok::l-

TT네스코 ESD 정책 포럼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一一` ; "[\| : 
: 

United Nations • Korean 
Educational , Scientific and • National Commission 

Cultural Organization • for UNESCO 

국제연합 •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회기구 • 만국위원회 

2019. 11 .29 (금) 14:00-17:3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G _, 。 므 
..ll. ＝T 기 

Ministry of Education 





유네스코헌장(前文)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그 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세워야할곳도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동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이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그들의 불일치가 너무나 자주 전쟁을 일으켰다. 

이제 막 끝난 무서운 대 전쟁은 인간의 존엄, 평등, 상호촌중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부인하고, 

이러한원리 대신에 무지와편견을통하여 

인간과 인종의 불평등이라는 교의를 퍼뜨림으로써 일어날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문화의 광범한 보급과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한 인류의 교육은 

인간의 촌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원조와 상호관심의 정신으로써 완수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다. 

정부의 정치적 . 경제적 조정에만 기초를 둔 평화는 

세계 국민들의 일치되고 영속적이며 성실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적.도덕적 연대 위에 평화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헌장의 당사국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객관적 진리는 구속받지 않고 탐구되어야 하며, 

사상과 지식은 자유로이 교환되어야 함을 확신하면서, 

국민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을 발전 확대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생활을 더옥 진실하고 더옥 완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단을 사용할 것을 동의하고 결의한다. 

이에헌장의 당사국들은 

세계 국민들 사이의 교육적, 과학적, 문화적 관계를 통하여 

국제연합의 설립 목적이며 또한 국제연합 헌장이 선언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의 복리라는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창설한다. 

1945년 11 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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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행사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3:30-14:00 잠가자등록 

•개회사 
14:00-14:20 개회 

(김광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14:20-14:30 기념사진촬영 

•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14:30-14:40 ESD 동향소개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 지속가능발전목丑와 교육 
14:40-15:10 기조강연 

(권기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국가환경교육센터장) 

15:10-15:40 주제발표 

• ESD와 세계시 민교육의 필요조건으로서 민주시 민교육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5:40-16:00 휴식 

좌장: 이선경 ESD한국위원회 위원장 / 정주교육대 과학교육과 교수 

•학교 

안재정 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사 

• GAP 파트너 기관(PNS) 

16:00-17:20 종합토론 박수연 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지역사회 

제현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청 

손동빈 서울시교육정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17:20-17:30 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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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행사개요 

口추진배경 

0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2016-2030년)가,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SDG4-교육2030 실행계획(Framework for 

Action)이 채택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이들 목표 중 교육이 단일 목표(SDG4) 인 동시에 SDGs 

전체의 달성을 위한 요건임을 강조하면서 SDGs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요구함. 유네스코가 

선도 기관(lead agency)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 또한 SDG4 뿐만 아니라 SDGs 목표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부각되고있음. 

O 올해는 ESD에 있어 중요한 시 기 임 .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ESD 국제 실천 프로그램 (Global Action 

Programme, GAP, 2015-2019년)의 마무리와 함께, 차기 실천 프로그램(ESD for 2030, 2020-

2030년)을 위한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식 런칭과함께 구체적인 이행 체계를수립 

할예정임. 

O 한국의 경우 특히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ESD 분야 전문위원회인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이하 ESD한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내 ESD 관련 사항이 반영·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개진되어 옴. 더불어 2000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는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부 정책 및 계획의 총괄 및 실천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2018넌에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SDGs를 이행하고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한 바 있음. 

* ESD한국위원회 개요 
— 2009년 8월 설립(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한국위원회 규정」 에 의거) 
- 목적: ESD에 대한효율적 참여, 국내 차원의 관련 인식 확산 및 사업·활동활성화 

- 위원: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정부부처, 기관/단체, 개인 전문가등 20인 이내 

※ 현 5대 위원(2018. 7. 1 — 2020. 6. 30): 이선경 위원장(청주교대 과학교육과 교수) 등 17인 

— 주요내용: 정기회의(연 2회) 개최, 위원의 ESD 활동 지원,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 심의 등 

0 ESD for 2030의 이행 체계와 관련해 유네스코에서는 GAP의 기존 5개 핵심 활동영역(정책 반영, 학습 

및 훈련 환경 혁신, 교육자, 청소년, 지역사회)은 유지하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기반한 국가 차원의 

공식 이니셔티브(Nationwide Multi-Stakeholder Initiatives)를 구축해 국가 단위로 ESD를 증진할 

계획입 이와함께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분야 핵심 파트너들간 네트워킹(Nerworkingofkey 

partners, NKEP)을 별도로 구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전 세계 ESD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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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포럼개요 

0 행사명 : 2019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포럼 

0 일시: 2019. 11. 29 (금) / 14:00-17:30 

※ 참가자 등록시간: 13:30-14:00 

0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O 참가자: ESD한국위원회 위원, 국내 ESD 및 SDGs 전문가,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제 포함 한위 ESD 

사업/활동관계자등 

0 주계: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O 주요내용 

- ESD for 2030 제계 수립 및 이행 준비에 대한 국제사회 최신 동향 공유 

- ESD for 2030 국가 이니셔티브 구축 관련 한국 차원의 정책적 준비 및 운영 체계 수립 방안 논의 

- ESD GAP 참여기관 등 국내 ESD 이행 핵심 주체별 활동 내용 공유 및 계언 

O 기대효과 

- ESD for 2030 전략 수립 및 이행에 대한 국내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협의 및 실천 의지 고양 

— 향후 국내 ESD for 2030 이니셔티브 구축 및 운영 시 포럼 결과 참고/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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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잠가자 소개 

개회사/축사 

김광호 사무총장 

71조강연 

권기태 위원장 

주제발표 

이재영 교수 

개회사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충청북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거쳐 현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전문원, 교육부 교육정책과 과장, 주OECD 대표부 참사관,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전문관 등 오랜 기간 교육 분야에서 활동했다. 

기조강연 

1996년 환경과공해연구회를 시작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대통령소속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만들고, 기본전략을 이행했다. 

희망제작소에서 부소장, 소장권한대행을 지냈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정책을 연구해 왔다. 현재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략분과위원장으로 법제도 개선, SDG추진, 인식(교육)확산 등을 맡고 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이자 사회혁신연구소 대 

표이다. 

주제발표 

이재영 교수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환경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환경교육센터장, 유네 

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자문위원, (사)한국환경 

교육학회 혁신이사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사건중심 환경탐구,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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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성열관 교수 

종합토론 

이선경 위원장 

안재정 교사 

경희대학교 교수이며,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위스콘신대학교(미국)에서 교육과정 

및 수업 (Curriculum & Instruction)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대의 교육(문음사, 2004), 수업시간에 자는 아이들: 교실사회학 관 

점(학이시습, 2018) 이 있다. 공저서에 The State and the Politics of 

Knowledge(Routledge) 가 있으며, 최근에는 The Strong State and Curriculum 

Reform(Routledge)과 Understanding PISA's Attractiveness(Bloomsbury) 집필에 챕 

터 저자로 참여하였다. (<Curriculum Inquiry> , <Comparative Education> , 

<Oxford Review of Educationl> 등 세계적인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실었다. 

종합토론 - 좌장 

청주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교수로 있으며, （사)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2005년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전략 개발에 참여한 

이래 현재까지 ESD 영역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과학교육 및 환경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환경 

교육, 과학교육 영역에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역량, 교사교육, 학교전체적 접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 

시민교육의 통합 방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중일환경 

교육네트워크(TEEN), 환경과학교이니셔티브(ENSI),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사 

교육네트워크(INTEi)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종합토론 - 패널 

2004년부터 경기도에서 환경교사로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환경교육 공부를 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도 송내고등학 

교에서 ESD 교과중점 학교, 꿈꾸는 환경학교 둥의 사업을 바탕으로 학교 

환경교육과 ESD의 가능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다. ‘미래과학 환 

경을 부탁해‘, ‘지구를 살리는 영화관’ 등 청소년 환경 교양서 등을 집필 

했으며,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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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팀장 

제현수 위원장 

났
 
손동빈 장학관 

종합토론 - 패널 

2011년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부터 교육사업 담당 PD(프로 

그램 디자이너)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교육사업팀 팀장으로 통영RCE, 

세자트라숲의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의 문제에 관 

심이 많아 청소년학을 전공하고, 보다 문화적 맥락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보고자 교육인류학을 더 공부했습니다. 타문화에서의 자원활동 경험이 

한 사람에게 주는 전환적 경험을 연구하면서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맥락에서의 경험이 주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1 

년, 태어나고 자라온 대도시 서울을 떠나 지방 소도시 통영에서 좋은 사 

람들과 함께 작고 귀한 경험적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합토론 - 패널 

2001년부터 지금까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현재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학부교육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원주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넌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델을 실 

험하고 있다. 

종합토론 - 패널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이며,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부소장직을 맡았으며, 당 

산중, 대영중, 영남중, 영원중, 신도림중학교에서 현직 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저서로는 다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 ‘혁신학교, 한국교육의 

미래를 열다’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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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발표 및 토론 자료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ESD) 동향 소개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오혜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장) 



[2019 유네스코 ESD 정책포럼] 국제사회 ESD 동향 소개 

2030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for 2030, 2020-2030) 

오혜재(유네스코한국위원희 교육팀장) 
2019. 11. 29 (금) 

~ ; 

麟. :• : 
뚜업四:=～ 
O0巴""山 · EUNEOOO 

극嶋연합 •• 네스모 

글 •• 뺄룬뤽기구 • ·국뛰뺑띠 

SUSTAINABLE 
DEVELOPMENT 

G(:)ALS 

| Post-GAP 준비를 위한 국제사회 주진 현황 

제72자 유엔종회(2017) 

제204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8) 

범세계적 협의과정(2016-2018) 

제206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2019) 

제40자 유네스코 총회(2019) 
제74자 유엔종회(2019) 

ESD 국제호1의 (2020, 독일 베를린) 

• 유네스코, ESD 선도기관 역할 재확인 
• ESD = SDGs 달성의 필수 요소 

• Post-GAP 체계 구축 제안 

• 희의, 온라인 자문 둥 

• ESD for 2030(2020-2030) 기획안 채택 

• ESD for 2030 최종 승인 

• ESD for 2030 공식 런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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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6EX] ESD GAP(2015-2019)의 주요 성과 및 개선사항 | 

• 5개 우선 활동영역(Priority Action Areas)* 가운데 生셉 

영역(정책 학습 환경 교육자, 지역사회)에서 목표 달성 
* 정책{PNl), 학습 환경{PN2)， 교육자{PN3)， 청소년{PN4), 

지역사회(PNS) 

* 유네스코한국위원회(PN2),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성과 국제이해교육원{PN3), 통영RCE{PNS) 

• GAP 파트너 네트워크 내 상호 교류 및 지원 
• (비)형식교육 대상자(2,600만 명) 대상 ESD 실시, 관련 
프로젝트기획 

• ESD 교육가 200만 명 대상 훈련 및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료조정 

• 5개 PN 파트너 간 상호 연계 빛 협력 강화 필요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 

개선사항 • 정부 주도 하의 ESD 가시성 증대 필요 
• 기타: 관련 모금활동 빛 연구에 대한 투자 증대, 모니터링/ 

평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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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 

O 목표: SDG4-교육2030을 비릇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의 이행에 

ESD가 기여 

O GAP과의 비교 
• GAP의 5개 우선 실천영역(PN) 유지 

공통점 • 글로벌 네트워크 
• ESD 국제상(유네스코-일본 ESD상) 유지 

• SDGs 달성에 대한 ESD의 기여 

개선점 • 호1원국별 이니셔티브 구축(영역별 파트너 네트워크 단일화) 
• 데이터 수집, 과정/트랜드/조l신발전 현황 모니터링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0 3가지 핵심전략 

지솜가능발전이 증진을 위한 함습자별 인식 

혀-,시 L.처 -, 시 三:치 L. 
혁신강화 

(복잡다단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tra nsformative action) 

개선 의지 함양, 비판적 사고 잊 분석, 공감 
및 연대 증진 등) 

'지속볼가능한 발전'이 요인에 대한 보다 

구조적변화 
심도 깊은 이해 및 해결 방안 마련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 간 균형, 각기 

(structural changes) 
다른 일상생활 내 도시/주거/식량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발전된 

미래 기술활용 죄신 기술활용 
{technological future) (녹색 기술, 첨단 기술과 관련된 민간/기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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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O 유네스코의 역할 

ESD for 2030 국가 이 니셔티브(NAMSI, Nationwide Multi-
Stakeholder Initiatives) 구축 독려 및 관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기반한 국가 이니셔티브 구축 필수 

국가적 • 국가 이니셔티브는 (비)정부, 또는 두 가지 성격 모두를 지닌 
자원 준체가구축가능 

• 이니셔티브 구축/운영 관련 국가별 재원 마련 
• 국가별 이니셔티 t::I 구죽을 위한 대륨별 회이(regional 

information meeting, 2020-2021} 개조1 예정 

국재적 
핵심 파트너 간 네트워킹 (NKEP, Networking of key partners) 

• 전 세계적으로 선발된 유관 분야 파트너들 간 네트워킹 
자원 

• 2 년 단위 네트워크 호1의 개조l 

기타 모니터링 

'2030년을 위한 ESD'(2020-2030) 개요(계속) 

O 향후 ESD for 2030 주진계획(안) 

시기 셰부내용 비고 

2020년 
공식 런칭을위한 

유네스코 ESD 국제회이 

2020-2021년 대륙별 준비회의 
제1회 국제 네트워크 희의 

(2021 년) 

2022-2024년 ESD for 2030 이행 
제2회 국제 네트워크 희의 

(2023 년) 

2025 년 이행 증간점검 

제4호1 국제 네트워크 희의 

2026-2029년 이행강화 
(2027 년) 

제 5회 국제 네트워크 희의 
(2029 년) 

2030년 이古“ 죄츠 처기 o OE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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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표 및 토론 자료 - 기조강연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권기태(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 

2019. 11.29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전략전문위원장) 

순서 

I • 미래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ESD 

ll.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현황 

Ill.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교육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현활 

IV .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록표 이행현황 

V. 다시 생각해보는 ESD 방향성 

VI. 진단과제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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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변회와정책적시사점 
그리고,ESD 

3 

國!I

■ 석합포 

區
三

| 2019년 지속가능성 핫이슈 ] 

률
 
。

[ 2019년 지속가능성 이머징이슈 기 
툴평홍 수지원 

뺄' _̀/ D 충지 :WBCSD2019년 지속가능성전망밋동향 

식량및건강 

‘ 대기질 
`` 

---
鴨

정신건강 

| 

• SustalnAbiUty 
Trends 2019 

에너XI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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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외에너지 도시와모빌리티 순환경제 식량과자연 사랑 기업가치의재정립 

서상대나 상신 원가의 하리예 도시는 기후번화예 대만 적응 내컵 페가 1i 밉생라 지언무숙 옵해 홀인 라쓰달의 위원隨 섀타의 비용이 성1인에 따 미국의 사와색'11무'l(SRn t>g 
합입어 데L1자 시스1l 진한이 선 덕맙격 기설01년 대&I설 강‘t 현상은 글로벌 가차사솔 협리을 EAT-t,,.,;,떠 보고사는 식2건. 사와러 향釋 안접•I가는대 었기 시산아 2016넌 신년미비 마預 

시서적으로 가숙치외고 있욥 鄒I 힝 필요로 힙 글로멀 언덩 명태의 사가능'II산목표 1soo,1. 기후 'I'll 엮幽'"마’隣았 a가밍 

온기스 녁2김은 여진01 a2I 중국01 스마타!티룹 규모에 잊지 
헝, 01나사티브가 쉬＂실 것멀 번'I'll초성을닷숴벌간밀어정일 

모토 유당의 통이슈가 논의외 네트납, 'II석이샤마. 싱가모바 

마고 있g 턴새 시밍급인 성설 현실악어는내 주도석 억합을 IC!와 신소비새 무싱으료 인대 사게양면I,lo. 띤마건 12.3 구급가 'ii 것아머 EU의 입밉 등 자’岡보l와마南 
으로는 지구 덩균혼도가 3 3t 합AIOI 내만 분석01 밑R합 소비'-Iii의 때시성 리수 재도대 0E새슐益굴닙5寧 으므안간뜨지모한건석0| 기냐뮐 

甲 'It십일 수 았는 ．블럭스완 
싱음아여, 따리입김 깁축다11뮬 

선기지둘기에 내민 규서 떼더리 
미한 수율려01 롭어지고 있을 놈식물 수미랑 걱지을 홀이고. 

말대나길 시대의 얀다’1 빼미비 한심의 며따 두자혼 가업기 
답싱~I가야덕R륙밉 "18 및 인프리로의 시론유입01 벼12겅제논 모든 산업 업품에 

석의 잘가바마 식맙 냥湘i 
딱새맥 2맡아어)루 드먼드 서다”머 ESG (안겅 샤 

모를리6의 웍산으로 기후대응 .,,,뎀 진환율 육신어고 았응 걸 KIAt 그 중요삼라 업상<IOI 
꿈OVI위언가울라우수 

신2대대인바른반아가아십덥 K|내구좌 리스크 B라릅강하게 

억망당＂q민성2':!lfll 기실신망입 
십궁합것입 g구려고 2읍 

시료훈 모멀리디 서비스물떼 미레 알자각 싱을대 대민 기업 
위업단고있웅 

대인 7|U8학이주燒1 잉 
소바시 신호와 순혼강자는 도Al 

툴01 구세티되고있흡 函는 핼 지가샤미일만으로 
식길 사스년외 변여물 가속학답 

인시되기사칙!J_ 
것밈 

D 줄지 : WBCSD2019년 지 속가능성 전 망 및 등항 5 

_ 
- | 미래트렌드 | 
Social 

✓ 인구감소 및 조고령사회,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절과 여가 건강 관심증대 

✓ 1인 가구 등 c~ ;가지관과 개인화 심화 ·墨화롭!. 

✓ 로봇, 센서, 유전자, 수소기술 등혁신기술 고도화 
Technological 

✓ IoT. AI, 빅데이터, 조연결 등4차산업혁명의 가속화 •• • 
✓ 저성장과 제조업 등 질적 변화, 인프라의 노후화 가속화 

Economic | 
✓ 양극화 및 격차의 학대, 공유경제 학대 •• 
✓ 기후변화 및재해주1약지역 증갸 불확실성증대 

Environmental I 
✓ 지역환경오염 등새로운 환경이슈 [店i •• 
✓ 한반도, 동북아 변화 글로벌 사회화 

Political | 
✓ 자지분권 확따따 협지, n虐원주주의 증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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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 독일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ur Arbeit und Soziales: BMAS)는 너匡워구취FlT 디지털화되는 
산업사회어因 변화될 노동촨경을 ‘노동 4.0(Arbeit4.0)’으로 명명하고, 67H 영역어µPl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함(BMAS, 2017) 

• (디지털화에 따른직업군의 번회와고용의 감소등) 미레개 디지털화어匠 불구하고 모든 인간물기 직장을 
가지게될것인가? 

•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들이)미레의 노동에 어팅게 영향을 미질 것인가? 

• 데이터의 축적과 사왕기 점점 중요한 이슈가되어가는 상활어11-1 노동X巴1 개인정보 보호는 어립게 이루어 
질수있을것인가? 

• 미레의 서HIOtµ1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게 될 경우 인간노동을 보조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우固 어떠한 방 
식으로 기겨權을 랄응하여야할 것인가? 

• (시공간적 자원어µ1 노동의 유연성 문제)미래의 직업서H는 보다탄력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는 바, 시간적, 
공간적인 자원어休回 유연성이 노동Xrc을 위하여 어떠한 구처因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가? 

• (디지털화에 따른 기업조직의 규정) 더 이상고전적인 기업의 시스템어는· 상응하지 않을 것으로전망되는 
미레의 최첨단 기업들은 사회보장지원어k1 어떠한 형Ells브새롭게 구성되어야할 것인가? 

-
• 산업 4.0의 핵십은‘생산세계가 개인에대한통제를넘어스스로소비에반응하고학습하여적절히연동하는세 

계를갖추는것’ 
• 평생학습은이러한시대에서개인단위의자기역량계받은물론,학습사회· 학습경재· 학습제계를구죽하여 

서로의 지식을초연걷하는형대로 Lt<Jf가야함 
• 모든사림이생애주기와무관하게학습해야하며학습이곧일상인사화기술과자본은묻론개인의생각또한학 

습을 지원하는 '자기 조직적인 학습제계가 필연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음 

• 국제적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인간형 로봇이 등장하면서 감정을 인지하고 El-'2.J욜 공감하는 인간의 정서에 주목 하 
고 있음 자기 자선율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더와사회에서 전혀 다른 El£_!을 이해하고공감하면서 관계 를 형 
성하는 것 또한 시민으로서 갖추IOI 렬 역량으로 봄 

,.... • 미국 지역사회에서 시작된 사회 정서적 학습법은자기 이해, 자기 통재 사회적 인식 대인관계 능력『 책임 있는 의 
사결정 등 571지 감정 영역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에 지역사회와협업하고프로젝트를 실천하는 학습과정 을 거 
침 

• 지식욜습득하는 방향보다 사회성욜학습하는 방항욜강조하며『 협업하는과정어µ1 E1-'2J욜 공감하고함께 일하 는 
법을자연스럽게 학습럴수 있음 

• 프로젝트기반학습은학습자가 복잡한과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에 필요한 역량욜 배우는과정으로 스스로 재 
안·기획하고 함께 학습하는 동료와협력하고 공동으로 문재를 해결함 

• 더나은프로젝트학습운영방법과철학욜연구하는HQPBL은프로젝트학습시고려해야탈기준으로지적도 전 
과성쥐,실제성,공적인결고傾}，협업‘프로젝트관리,성찰등 67f지를 재시함 

• 프로젝트기반학습에 팔요한학습주도성을족전하고평가하기 위한기준으로 종6가지 부분율4단계 수준으로 
L四 평가 데이블을구성하였음 

• 평가내용은 성장하려고하는노력과싣전, 도전 의식, 학습에 대한도전과성찰등이 있으며 즉정지는 발현, 개 발, 
숙닫,상우1 등으로나누어 평가할수있음 

• 몇 개 프로젝트를 하였는지 양적으로 즉정하기보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습자가 얻□匠}상장하였는지 질적으로 

평가하는기준에가까움 

D 충지 :정책공방, 은평 평생학습중기계력연구,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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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의 ESD 10년 ~(2005-2014) 

• U N, 일본과 스웨덴의 제안에 근거하여 2002 년 12월 57차 회기어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0년 교육{DESO) 시작하기 위한 45/254 결의안 

재택 

• UN, UNESCO를 DESD 주관기관지정 

• UNU-IAS, 전세계 ESD를 족진하기 위한연락망개발족진 

• UNEP, 환경 및지속가능성에 대한국제산학협력(SUPES) 창설 

9 

-
Global Action Program(GAP, 2015-19) 

• ESD에 대한GAP 목표 

• 기존의 교육 및 학습을 ESD의 방향성으로 재조정 

• 지속가능발전을 족진하는 모든 의제, 프로그램 및 촬동어因 교육 

및학습강화 

• GAP 우선순위활동 

• 정책선진화 학습 및 교육환경 혁신, 교육XJ:2.| 역량구축 

청년 역량강화 및 노동력 동원 지역사회어因 지속가능한솔루션 

7뜹화 

10 

18 



-
ESD for 2030 {2020-30) 

• 목표 
• UNESCO는 현재구조적인문제를포함한프로그램개발 

• GAP 구현을통해얻은교훈을확인하기위한현상파악완료 

• 전망 

• GAP의 기촌5개 핵심 활동영역은유지하되,ER변!이해관계X頃에기 

반한국가자원의 공식 이 니셔티브(NationwideMulti-Stakeholder lni 

tiatives)를 구측해 국가 단위로 ESD를 증진계획 

• 전세계적으로선발된유관분야핵심파트너들간네트워킹 (Nerwor 

king of key partners, NKEP)을 별도로 구축해 정기적으로전 세계 ES 

D 이행현황을점검예정 

국7卜지속7浩빌·전목표(K-SDGs) 

수립주진현황 

11 

대통령소속 & 환경부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료로 재구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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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운영현황 | 

• 2000년 ~2006년 (1~3기)：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호| 설립 및 운영 

• 2006년 ~2008년 (4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공포,제 1차 지속가능발전기본 

계 획 (2006-201 0) 

• 2008년 ~2010년 (5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적 근거 변경 

• 2010년 ~2015년 (6-7기)： 제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1-2015) 

• 저탄소녹색성창기본법 제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변겹(대통령 ➔ 환경장관)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지속가능발전법'으로변경) 

• 2016년 ~2017년 (8기)：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16-2020) 

• 2018년 (9기)～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低―었XB) 수립 및 지속법개정추진 

공식명제3차지속가능발전 기몬계흰(2016-2020) 변경계흰 

• 지속위 소속변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상정(2019.11.7) 

13 

| 지속가능발전교육주진 현황 I 

• 2008년까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ESD 콘트롤타워 역할수행 

• ESD기본전략및이행계획수립,추진,점검 

• 교육파정에 SD교육추가및강화(주5일제대비교육콰정개편) 

• ESD 연구학교지정운영 

• 지속가능발전교육교재발건,사례중심확산 

• 2008년 이후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중심으로ESD 전개 

• ESD 프로젝트인증제,콜로키움,레인보우프로젝트등 

• 교사연수, 교육자료의 발간, 기간협 력, RCE 추진 

• 통영RCE를시작으로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의확산 

• 통영, 울주, 인제, 인천, 창원 RCE ➔ 통용RCE가 활성화 

• 서울도봉구청이신규로RCE 인증을진행중임 (2019) 

• 일부학교와교사를중심으로세계시민교육,ESO 시범학교운영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을중심으로3E찍혹쑨& 

20 



I UN은 제70자유엔종회(2015.9)에서 磁芸뿌SDGs 채택 4 
2016~2030년, 종 15년 동안 시행 

鬱器臨盟盟G《'§ALS

國口驛(7.:
7:너:1111國[%;國 
巳i툰ILiJB 으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5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비전 I 

K-SDGs의 공식 명 칭 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제3자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16,..'35)의 변경계획" 

@ 

... 
춥 N.,., < 숭 

사람 XP·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사람이사람답게 모든세대가누리는 삶의질이향상되는 인권보호와 자구촌 

살수있는사회구현 께끗한환경보전 경제성장 낭북평화 협력강화 

• 반곤감소및 사회안전망강화 • 건강하고 안전한물관리 • 좋은일자리확대외 • 성평등보장 • 자판협력강화 

• 식랑인보 및 자속가능한 • 에너-x.1의 찬환경적 생산과 경싸성장 · 불평등해소 

농업강화 소U| • 사회기반시설구축 · 인권 - 정의 · 평화 
• 건강하고행복한삶보장 • 가후변화대응 R&D 확대및경저遠징 

· 교육중진 • 해앙생태계보전 • X除가능한 소비4성산 

• 포용적이며 인전하며 희목 • 육상생태계보전 증진 

력있는도사와주거지조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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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 주진 체계도 | 

-
관계부처협의체 1 1 국장급협의체 (완경부 i년 주재) 

4 
사첩적공론화 

기재부 _jjl_육부 복지부동 23개 〔유성) 50Gs관계부처 
·국가 SDGs 포럽 (원탁회와) ' ' .(운영) 문기별 1 회 

부처 참여 간사: .iil육부, 함경부용계청 ·입밴국민설문조사 

실무 T/F (각장급함경부국강주재) 

' （구성) SDGs관계부처 t · (운영) 일 1 회뿔2시수AII 
*간사: _iii_육부, 합경부 통계청 

A 

민관한森작업텐 l’t!‘iElB6「 Ein | 이해관계자 그룹(K-MGoS) 

시C민단세 서진은가.펭계천은 드?I 궁 폴頂區壅國國,5 챕윈 여성/가축 청년, 청소년 , 노동자, 
T윈국 4연구소박사. 교수。 층 농민, 이주 민, 동웅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420청 상여 .il.옥戶계. NGO. 지역공동계. 지광경부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주진과정 | 
K-SDGs 목표 · 지 표제계 마련 

K-SDGs 작업 반 운영 
(4 ~ 5월) 

K-MGoS 그룹별 입장보고서 작성 
(5월) 

1자 국민 대토른호1 개최 
(6월) 

K-SDGs 목표·지표제계 마련 
(6월) 

K-SDGs 2030 목표 · 이행계획 수립 

K-SDGs 작업 반 운영 
(J ~ 8월 , 9 ~ 10월) 

K-MGoS 그룹별 입장보고서 작성 
(10월) 

2자 국민 대토른호1 개조1 
(11월) 

K-SDGs 2030목표 및 이행계획 마련 
(12월) 

• 작업반 429명 , 이해관게자그룹 132명 , 지역별순회토론회 1 천여명 , 

상하반기 국민태토론회 1 천여명 , 태국민설문조사 2천명이 참여하는 

전국민 프로젝트로 전행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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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뽐繼1 ,. · 腐iI疆M-

지속 
지속 

육상 
글로 

빈곤 농업 보건 
여 성 물 기후 

경제 가능 
가능 

해양 생 태 
사회 벌 

목표 종계 
퇴지 발전 증진 

교육 역량 위생 변화 Ao-tx o卜 도시 
소비 

보존 계 
제도 파트 

강화 관리 대옹 생산 구축 너 쉽 
구축 

증진 
보존 

강화 

종 192 8 10 10 18 10 11 28 18 11 21 11 12 11 13 
계 

민 87 4 4 6 8 3 5 14 8 7 10 3 5 5 5 

관 72 3 3 3 7 6 4 10 5 2 10 6 5 2 6 

헉卜 33 1 3 1 3 1 2 4 5 2 1 2 2 4 2 

정소 노동 과학 지방 
교육 

장애 
지역 

이주 동물 
구분 여성 농민 人L-| 0디 NGO 공동 저O 녀 L-

년 자 기술 정부 학계 인 제 멘 복지 

총계 132 13 4 3 6 7 27 3 13 11 21 11 12 11 13 

기관 90 8 3 3 3 7 17 3 4 4 17 12 2 2 5 

국민 42 5 1 。 3 。 10 。 9 7 2 4 1 ~9 
。

| 국민첩며고Ri | 

지역별 순회토론회, 제1~2자 국민 대토론회, 부대행사 

// 

K-SDGs 피드백 참여 

/ 

) 
g
및

/
 

{
교
핥Z

-

言
錢
尸

-
검

l
.
 

j 

·
向K

강
’
 

• 국민대토론회패널 및 게시판참여 

• 지역별순회토론회국만참여 

@
~ 

K-SOGs 확산 간접 창여 
••• 己을., 

· K-SDGs 대국민 인식도조사 

· K-S□Gs 홍보대사 참여 

· K-S□Gs 공모전 참여 

多

동남권(6.7) 서 남권 (6 .8) 

K-SDGS 전국 지역별 토론회 

수도권 (6.12) 
K-MGoS 간담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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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G 세부목표및지표구성,주요지표 | 
K-SDGs 주요지표 

분야 주요지.fl. 

•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바율 
• 남성 대비 여성 잉금비율 
• 노인빈곤율 

사회 •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 업무상 사망사고 만인율 
• 국공립유치원이용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7년대비 
2030 목표값실정 

36.8%' 一31.0%

65 9% 一85 . 5%
46.5% 一 31 .0% 
24 . 3 一 11 9 
0.52 ·0.22 
24 0% 一 44 . 0%

5.9% · 4.6% 

• 주요 옅총위기총 복원율 74.3% · 90.0% 
환경 • 갯벌 목원연적 {km21 0.2 一 6.0 

• 신환경농업 인충면적 비율 /49% · 10% 

• GDP 대비 연구개빌비 비종 4 23% .. 一 4.29% 

겅제 
- R&O 과제 사업화 성공뮬 51.6% 一 52.9% 
• 사업정빼기물 재합용룹 75.8%' • - 95.4% 
• 친환경차보급대수 9 7만대 一 880인대 

K-SDGs 세부목표 및 지표 구성 

총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목표* 
122 4 5 9 10 7 7 4 7 5 5 8 11 4 8 8 14 7 
(141 1-1 1-1 131 1-1 [Ol (3l I1l 1-l 111 1-) (-1 (31 111 1-l I 1l 111 I-) 

지표* 
218* 8 11 18 27 9 14 7 11 8 10 19 20 6 14 13 14 9 
11221 15) 17) 191 161 111 (12) 151 141 141 171 19) 1121 161 181 141 11 41 191 

정궂1표 4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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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DGs 목표 내용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214개지표) | 

빈곤 

식량/농업 

건강1월빙 

교육 

성평등 

물 

어|너지 

일자리E영제성장 

산업화危拉신 

불평등 

목표 1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 2 식량안보및지속가능한농업 강화 

목표 3 건강하고행복한삶 보장 

목표 4 교육중진 

목표 5 성펑등보장 

목표 6 건강하고안전한 물관리 

목표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 8 좋은일자리확대와경제성창 

목표 9 사회기반시설 구축, R&O 확대 및 경제성장 

목표 1 0 불평등해소 

도시/공간 목표 11, 포용적이며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와 주거지 조성 

지속가능뜨出땝산 목표 1 2 지속가능한소비성산 증진 

기후변화 목표 1 3 . 기후변화대응 

해양생태江|원 목표다 해양생태계 보전 

육상생태刀f원 목표 1 5 , 육상생태계 보전 

정의/A1 | 도 목표 1 6 인권정의 ·평화 

글로벌 파트너십 목표 17, 지구촌협력 강화 23 

| K-SDGs 발전방향 | 

• K—SDGs 지표별보왼 

• 헌재까지수립된전체 214개 지표중 26개 신규지표는2019년내에 

통계산출방법을개발한이후목표치를설정하는방향으로추진 

• K—SDGs 모니터링 · 평가방법론확립 

• 국가지속가능성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며 진단하는기준으로활용 

• 사회적여론을통한비전공유및홍보 

• K―SDGs는정부부처및지자체뿐만아니라전국민적의참여를통하 
여달성가능 

• K—SDGs 릴레이 포럼개최 

• K—SDGs 17개 목표를4개의 주제별로구성하고9차례 포럼콰 대토론 

회를통해 수정보완방향 논의 진행중(‘ 1 9.5--- 현재) 

> 최종논의된 K-SDGs 지표및 서뷰목표는 
'2020년 저14자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2021~2010)' 수립 시 빈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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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 1 

4- 2 

세부록표 10 

국가지속가탕발전목표 중교육뷘갸 
(Goal4) 목표 및 서뷰목표현황 

25 

지표27{UN 대비 신규 6) | 2030 묵표지 

- PISA : 85. 5(' 1 7) ~3개고驛궁 

-TIMSS : 98. 9(' 1 7) 99.0(2개 학교 

소관 

부저 

모든 0등 1 성별과| 적 짊끌〕 급,4개고트평균) 
매유무비 관계없。 o호법성취도국제평갸침) 

※ 출저잊근거 

하고효과적인학습성고 PISA 홍법성취도국서비교견구및 뀌MSS(국 

틀거둘수있도록양철2 제수학괴학교육추이)결과 교육부 

무상초已충二교육의평 중학교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 

등한이수를보장한각 가 시햄을 통한 학습성취 수준및 
0 국가차원의 학습성과지표산출 

정의적특성결과산출 

※ 출저밋근거· 자체기본계획 

0(신규)신처四건강,학습,심리A 臣|적 안녕(W:J-

困트몬에서발달정도가정상적인하1 1이하 통자산출방법개발 

모든 아동서머 1 양질의 영 여O 1:2.1-\slO /l:J |율 

유卜보육및교육서H|2 O (신규) 초등학교취학전 체계적인 유가교육 - 58('17) 75 
교육 

의 이용기회를 보장눙 과보육서비스 이용클:%） ※ 출저맞근거 부처 내부검토 

24('17) 44 
부록 

여 초등교육에 대비혼 

다 
0(신규曰공립유차원괴어린O I집이용률(%) 

※ 즐저잊근거: 부처 내부검토 
지부 

O 긍정적인가정학습및 양육환경을경험하는 
통계산출방법개발 2 

영유아H|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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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튼학습자들내게성별과 장개 - 48('17) 48 

席무에 관계없이 적정 비용으로 
O 씬규江등교육)|수율%) 

※ 촐저맞근거: OECD 

4-3 D는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고 교육부 

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고 
O(신규)학생 1 인당고등교육공교 

통계산출방법개발 

圈|대해평등한접근을보상첸각 육비의민간부담비율 

취업, 양질의 일자리, 청업 활돈 - 35.8('17) 38.4 

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 0 평생학습참여율(%) ※ 출저잊근거 

술 동적절한기술을 가진 청 A 

한국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섀庄DD 교육부 
4-4 

넌 및성인의 수를실질적으 로 
- 16.1 ('17) 18 고용부 

증대한다 
O 직업교요훈련경험H 떨% ※ 출저맞근거: 부처 내부계획(17년 대 

비 10% 令별f설정) 

O 모든지표에성별장애, 취약겨튿볕 
통계산출방법개발 

분리통겨 |모깁 

匡육어林1의 성룸평등을 해소듐巨O 취학콜(%) 통계산출방법개발 

징애인, 이주민 취약상황에 처.A.한J (다문화호뎅학업중균율) 교육 

4-5 아동 등 취약계층JI 모튼 千亡 - 1.32 ('17) 1.00 
부고 

의 교육과직업훈런에 평등하게 접 
※ 출지밋근거 

O 학업중단율(%) 용부 
근할수있도록한다 主 성별장애인여부등에대한통계지 

표는추후개발 

* 부처취합자료 

설인문해율(수준1이하H |율) 

모든 청소년과 다수의 성인 :（언 어) 2.2('17)2.0 

4-6 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 O 청소년 ·성 인 문해율:%） :（수리)42(17)4.0 교육부 

록한다 ※ 출저밋근거 

PIMC(국제 성인역량조사) 

O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서머IA |민교 - 정성평J K이행여부) 

지속가탕랄전, 인권, 성평등 평 ※ 즐저밋근거 
육관련국가교육정책 이행 

화와 비폭력문화 황산, 세겨林 부처내부검토 

민의식, 문호口양성 존중과 X 

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호티 J 0 교육고잉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 정성평J KO |행여부) 

4-7 여 등에 대한교육을통해을모 훑큰등1 및세계시민교육요소포함 ※ 출저맞근거 교육부 

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부처내부검토 

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니I0 세자시민교육교수역량김園교권연- 1,374(17) 8,000 

할수있도록한다 
수적인원명) ※ 출저밋근거 

부처취합자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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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2) 100 

아동 징애인, 성볕을고려한무 
JO학교 내진보강클(%) 

※ 출저밋근거 : 부처취합자료 

시설을 건립개선하고, 안전하IO ~甘스치1:1 |율(%) 
교육부 4- 8 

巨 비록력적이며, 포용적이고효 
~ Wee • We Educa1ion 학 +교생 WJei※- 57.5('17) 100 

고園인 흐붙춘갑경을제공훈恒十, Emotion(학생들의 즐거운 출저잊근거 : 부처취합자료 

욜워한상담역할} 

포용적이고 양질의 교육을위하 -1 C( 1 7KKD평균 

OCCP 대l:J | 고등국국육공효泊 |정부부담I※ 즐저 빛근거 
모든 교육단계어林1의 충분한 고 교육부 4- 9 

비율(%) OECD(GDP 대비고등교육공교육비정 
육재정을확보한다 

부부담 H| 율) 

O 보육교사승전문학사이상학위 

소지자비율 
목표치설정필요 

웅앗1 7K|속감소 

모든교육단자에서 양질의 교육 O특수고털인당특선책堂仁 
※ 즐저잊근거 : 부처취합자료 교육 

4-10 을제공동 卜J I 위한 O 공립유치원 정규교사배치 비율 - 66.9('17) 100 부 복 

교人틀충분동|확보한다 
(%) ※ 즐저잊근거 : 부처취합자료 지부 

0초중등전문상담교사 - 61.7('17) 100 

배치 비율(%) ※ 출저및근거 : 부처취합자료 
- ' ( 

교육분야Xl4i가탕발전목표 이행현황 

교육부 발표자료(19.10.8)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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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포응하는 지속가능국가 |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구현 | 

1 모두가누리는교육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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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이행) 기조 학력 보장을 위한 츰종한 안전망 구축 

✓ 교실 내 보조인력 투입을 통한 기조학력 결손 예방('19 년 62교 시범학교) 

✓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기조학력 부진학생 종합적 지도('19 년 4,018교) 

(4 -2 이행)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실현 

✓ 국공립유지원 이용롤 ('19.4.) 28% ➔국공립유지 원 이용룰 40% 확대 목표(‘22) 

✓ 사립유지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200명 이상 유지원) ➔ 사립유지원 에듀파인 전면도입 목표('20) 

(4- 3 이행) 대학생 학비 잊 주거부담 완화 

✓ 대학입학금 단계적 페지(국공립 '18, 사립 ~ '22)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8. 2.25➔2.20%) 

일반상환학자금 생랄U| 대를한도 증액(연200 ➔ 300만원) 

(4-3 이행)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세대간 학력격자 해소 

✓ 제4자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18-'22)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성인친화적 교육제공 강화 잊 전문대학을 평생직업의 허브로 육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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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이행) 증등 직업교육 학생 비증 확대 

✓ 기존 직업계고 학급 수 확대,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통해 직업계고 학생 비증 확대('18 년 18.5%) 

(4 -4이행) 평생학습 참여 확대 

✓ 저소독증, 장애인 등 소외계증에 '평생교육 바우저 지원' 학습비 부담 경감 

* '18 년 24억원 (5천명 내외) ➔ （향후) '22 년까지 누적 4만5천명 목표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 지원, 유연화된 학사제도 도입 유도로 학습부담 경감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19) 26개교 ➔ (향후) '20년 이후 40개교 

(4-5 이행)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 

✓ 특수학교 수, 특수교사 정원 점자 확대 

(4-5 이행)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내실화 

✓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다양한 교육수요 반영 맞춤형 지원, 진로 직업 프로그램 운영 ✓ 

33 

(4-6이행) 문해교육 기호1 확대 
✓ (문해교육 지원 확대) 향후 5년간 문해교육 희망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 기회 재공 

* '18 년 43만명 一 (향후) '22년 64만명 

✓ (생활문해 지원 강화) 실생활 중심 기조능력 개발 위해 언어문해와 연계한 생활문해 영역 지원 

* '18 년 정보문해교육 -+ '19 년 건강문해교육 一 (향후) '20 년 관광문해교육 

(4 - 6이행) 문해교육 범위 잊 대상 지속 확대 

✓ 다양한 유형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원(지역별, 분야별 프로그램, 농산어촌 문해교육) 

✓ 생활문해교육 분야 확대위한 교과서 개발, 교사 교육 지속 주진 

✓ 다문화, 탈북 등 신문해계중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4-7이행) 지속가능발전 및 세계시민교육 이해 확산 

✓ (교사역량강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역량강화 연수로 전문가 양성 내실화 

* '19 년 누적인원 2,606명 ---+ （향후) '22년 4,000명 ---+ '30 년 8,000명 

✓ (수업지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보급 및 학교급별 맞춤형 교육기반 조성('17~) 

✓ (예비교사지원) 고등교육기관 내 세계시민교육 강좌 지원('19 년 10개 대학 강좌 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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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이행)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생 교직원의 안전의식 잊 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4-8이행)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습환경 조성 

✓ 조중등학교 Wee클래스 설지 비율 확대 

* '19 년 61.6% ➔ （향후) '22년 73.7% ➔ ＇30년 100% 

(4-9이행) 일반재정지원 확대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대학의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자원에서 재정지원사업 재구조화 

✓ 건학이념과톡상강점분야등을살려발전해나갈수있도록대학X頃성을강화하는일반재정지원사업주진 

(4-9이행) 고등교육 재정학대 노력 

✓ 고등교육 재정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OECD수준(GDP대비 1.1%）으로 지속 확대 

(4-10이행) 교원 수급 확대 노력 

✓ 조 중등 교과교사는 '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학보 

✓ 유지원, 특수, 비교과(보건, 전문상담 등)교사는 각 영역별 특수성, 법정정원 확보을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연계한 법정 정원 학보 

* 공립유지원 정규교사 배지비율 '17년 66.9% -+ (향후) '22 년 86.9% -+ '30 년 100% 35 

SDG4-교육2030 협의체 구성 및 이행노력 

SDG4-교육2030의 국내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교육부와 유관 교육기관들과 협의제 설립 ('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국)와워킹그룹대표7|관업무협약제결안9 

뻑 
• SDG4-교육2030 포럼 (2017-) 

• 카드뉴스 제 작(2018) 

• SDG4-교육2030 연 구보고서 

발간(2019) 
• SDG4-교육2030 국내 중기 

이행전략(2020-2023) 수 

립주진 

구분 

종괄 

사무국 

운영 
위원 

SDG4-교육2030 협의제 구성 

기관 역렬 

교육부(국지區육협력담당관) 워킹그룹대표가관선정윤영모니터링 

유니1스코한국우1원회(교육팀) 운영실무g꼬狂幻워킹고릅공동 g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중등교육워킹고룹운영(:i:Gl.1) 

육아정색연구소 영유아교육워킹고룹운영(:£Gl.2) 

한국대학교육협의호 고등교육워킹고룹운영紅G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교육워킹고룹운영紅Q꼬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교육형평성워킹고롭운영紅Q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워킹고롭운영(또gg 

유네스코아대국재0|해교육원 q五莊詞킹그롭운영5Q、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口워킹그룹운영(법분야) 

한국교육개발원 모내터랑보고워킹고룹운옙법꾹촨놋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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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보는ESD 방향성 

37 

I 방향성 및 추진 전 략 — 기 본 가치 와 철 학 

+ Quality Education(UN SDGs) 

l
l;
曰

―m
터
 

區籠
티
 

國
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군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중진" 

L 공평한 양질의 무상 조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 

2. 영유아 발닫교육, 보육 맞 쥐락 전 교육에 대한 접근 

3.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접근 

4.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적협한기술(교육) 

5.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 계중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런에 펑등하게 접근 

6. 문해력과 수리력 성취 

7 지속가능발전 중진을 위해 럴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 

A 안전하고 비푹력적이며 포용적이고효과적인 

학습환경 

B. 장학금 싣칠적으로 학대 

C. 자걱을 갖준 교사 공급 설칠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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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항성 및 추진 전 략 - 기 본 가치 와 철 학 | 
+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Education 2030(UNESCO) 

20 15년 유네스코 글로 

벌학습드시 네트워크창설 

UN SDGs Ir, 

4번 양질의교육, 

이행 족진을 위해 
11 번 지속가능한도시 t, 
전세계학습도시 간 

협럭 저1계구죽 및 

사례 공유 ,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 평생학습으1 층진 잊 학습도시에 

대한 버전 주구에 앞장서는 도시 

- ＇학습도시 구죽에 관한 북경 

선언문 ' .＇학습도시의 핵심특장 

재 택에 동의하는도시 

힉습도시구축의 

포말적싱과 

학습도시의주요 
구요소 _ 
학습도시구축의 

기초요건 — 
[합j) UN ESCO 굴르닫학습드시 안'-!1서 ,굶8 

_I 
미대세대에 대한책임을위에 

내가사는 지역의 성장과지속가능성욜 위해 

지역 경자~I 랄성호R良혁신욜 위해 탄력적이머 유연한정책과재도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미래를 민들기 위해 Why? 
시민으로서의역량욜기우기위해 

지역내사회통합을위해 

시민들의주체성욜높이기 위해 

포용성을찾기위하여 

변화하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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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SD의 무엇욜 어떻게 배음 것인가 

어명게실천랄것인가 

변화에 조응하는제도와정색을 
어명게만들어걀것인가 

ESD에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하는가 

Howto 

어디서누구와배울것인가 

누가, 어떻게,무슨프로그램을 
기획하고진행할것인가 

지역애서 적용랄해법은 있는가? 

X|속7梅발전을위한교육성과를 
어믿게평가탈것인가 

진단과저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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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 확산노력 | 

• DESD, GAP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노력과 달리, 우리나라는과거 10여 년간 

국가의 무관심'＇속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증심으로ESD를 확산하는노력 

• 일부대학연구자,교사를증심으로ESD 시범교육의명맥을유지 

• 민선 5~6기 지방정부를거치면서지역혁신을위한지속가능발전정책의도 

입과확산, 평생학습분OIOl因 접목시키려는노력 

• 지방정부,공무원교육원시민대상지속가능발전교육의확산 

• 환경교육네트워크,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호1,시민사회단체 등지역사회에 

서 인식확산과지속가능발전강사양성을위한[.R梵頃활동전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Goal 4의 설정으로븐격적인주진시도 

• 지속가능발전법으1개정을통해시스템복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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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 확산한계 1 

• ESD 총괄국가기관의모호또는책임성 부재 

• KSDGs중 교육분야의 도전적 목표 설정 미흡 

• 인력양성확대미흡 

• 전문가중심에서시민중심으로확산미흡 

• 환경영역 증심의 콘텐츠 

• 프로그램의확장미흡 

• 지역사회속으로확장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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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ESD 주진시스템구축 

•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한 콘트롤E伴l 구축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등) 

• E輕륜托또는국무종리를중심으로하는 콘트롤타워(Al속우隔因뮤축 

• 혹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 교육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역할강화 

• 교육부가 제도권 교육과 평생학습분야에서 ESD 확산 

• 교육부 역할은 환경중심교육어因 벗어난 ESD본연의 교육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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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ESD 인력양성 확대 지원 

• 학교중심 ESD 인력양성 지원 

• 조중고어因 정규교육괴정내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강화 

• 교대, 사C~I ESD교육 강화 

• 지역사회 ESD 인력양성 지원 

• 대학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커리큘럼 운영 지원 

• 지역사회어µ1 지속가능발전 교육자 양성 

• 기업에서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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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ESD 콘텐츠확장프로그램의 ER변| 

• 환경영역어因 벗어난 콘텐츠로 확장하는 노력 

• 지역X圈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 시민참여를기반으로하는프로그램 

• 지역내 학습과 실천이 연겨l£1는 프로그램 

• 새로운 시민주제를 발굴, 양성하는 프로그램 

• 지역내 확산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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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 

ESD 주제와대상의확대 

• 학교, 공무원 교육어因 벗어나기 

• 전문가중심의 ESD에서 시민과지역중심의 ESD 실천으로전환하기 

• 지방정부가시민사회지속협 등과함께 ESD를 지역내 n濱속으로확 

장하며, n昞민들과 함께 평생학습의 자원어因 지원하기 

•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등어IA1 ESD 

를 기업과산업계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지역 RCE의 활성호壇 통해 권역별 ESD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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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표 및 토론 자료 - 주제발표 

환경교육과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관계설정 

이재영 (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부위원장/국가환경교육센터장)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새로운 관계 설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이재영 

(공주대학교, 국가환경교육센터) 

생태문명은 어디에 있는가? 

Ecological Footprint and Human Development Index of 
Count『i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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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2 

생태문명은 
어디르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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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과 세계 환경교육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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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EE for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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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대상(내용) 방법 목표 접근법 

1기: 수질, 내기, 쓰레기, 십각성 인식, 분산적 
친환경행동교육 

생활환경 소음,악쥐 개인적 싣천 (다학문적) 

2기: 숲, 강, 바다,습지, 생대적 감수성, 
자연세험교육 제험적 

자연생대 Allo 큰 C] 든 C 생명윤리 

3기 기후변화, 에너지, 시스템적 사고, 통합적 
통합적 탐구교육 

지구환경 미세먼지, 해양오염 사회적 실천 (간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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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사회) 증심의 교육과정 

사화 3.0 산업사회 사회 4.0 성보사회 
사회 5.0 조스마트사회 

(지속가능사회) 

자유주의 0-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8 사회민주주의 

학교 1.0 학교 2.0 학교 3.0 

국7 卜즘심 개인증심 사회증심 

교과즘십 + 표준교육과정 기 반 + 통합적 교육과정 시 역화 + 

표준화된교육과정 학생의 선 택권 일부 보장 학생의 선 택권 확대 

국가경쟁력 학습자개인의 지식과역량 
공동제 안에서의 개인 역람 

(경쟁력과공생력의 균형) 

효율성, 표준성 다양성, 자율성 통합성, 공동재성 

강의법 (교사' 학문 증십) 탐구법 (학습자, 개인 증십) 팀 프로젝트법 

지식 증심 지필평가(수능) 지필평가 + 잠재력 평가(수시) 정답 없는 문제해결력 

학교교육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향한 장의적 민주시민의 양성 

키워드 교육의 영역 역량 7因

지속가능한 K-SDGs / 환경교육 통합적이고 (지구적) 시스템적인 사고 통합성 

생대문명 설학, 역사, 지리, 윤리, 환경교육 마을과 지역의 전통(생대)지식 지역성 

장의적인 과학교육과 예술교육, 수학 과학기술과 예술적 상상력의 연계 장의성 

민주시민 정지, 사회, 문화교육, 언어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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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프로젝트란? I SCI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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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행힐프로직트계학아여변화틀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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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표 및토론자료-주제 발표 

ESD와 세계시 민교육의 필요조건으로서 

민주시민교육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민주시민교육에서 키워주고자 하는 역량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또는 지구시민 

교육)에서 필요한 시민역량과 많은 측면에서 중첩된다. UNESCO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ESD 

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 

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세계시민 

교육에서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경을 넘어 실천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 두 개넘은 민주시민교육과 많은 공통점이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ESD에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 

를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었고,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세계시 

민이라는 의식과 전지구적 실천을 더 강조한다. 

최근 ESD와 민주시민교육이 자주 등장하고 강조되는 바, 이 글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략히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ESD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까? 둘째, 한국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조건은 무엇일까? 셋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넷째, 오늘날 사회변동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는가? 

다섯째, 적극적인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냐아가야 하는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8년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내실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2018)가 밝힌 민 

주시민교육의 개념은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이다. 이를 단위학교에서 교사들이 

공유하고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 역량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 

과같다. 

O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O 타인의 권리와 촌엄성을 촌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O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O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0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O 약자를보호하고 정의와상생의 원칙에 따른협력과 연대 

유엔은 2010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선포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모색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적 위상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였다. 한국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 

(environment education)이 발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은 환경교육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단순히 환경교육의 분야로만 국한한다면 그 

의미가 단지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감환(reduced)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지속가 

능발전이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요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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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때 미래세대의 필요는 ―환경의 보존을 중요한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현 세대의 

자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충족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보호를 넘어서 빈곤, 성불평등, 인권, 

평화, 인간의 기본권의 실현 둥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 

는 산적해 있다. 이렇듯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렴적으로 보면 후속 세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구 자원과 환경을 과잉 개발하거나 남용하지 않기 위해 현 세대에게 의식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를 발산적으로 정의하면 사회적(불평등, 사회정의 등), 경제적(빈곤, 양극 

화, 분배정의 등), 생태적(환경, 주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 

천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은 ESD나 세계시민교육과는 서로 공통점이 많지만 동시에 다른 개념이 

다. 이 두 관계를 기계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지만 필자가 보기엔 민주시민교육은 ESD나 세계시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 또는 필요조건이 된다. 이는 교육부(2018)가 제시하는 민 

주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엿볼 수 있다. 

0 민주적인 내용을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필수적 

0민주시민교육은 특정한 인식이나 시각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서의 

자기 형성 과정이 필요 

— 학생들이 자선의 의견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학생과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형·협력형 수업으로변화필요 

0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함양할수 있도록토의·토론, 주제중심 프 

로젝트 수업 둥의 교수학습방법 활용 

— 다양한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참여 · 실천하는 학습 필요 

또한 학교에서의 평가방식은 ESD를 포함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이냐 세계시민교육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역시 ‘‘수업은 협력적으로 진행하였으냐, 평 

가는 서열화 중심의 기촌 방식을 고수할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목표 달성 불가’’라고 인식하고 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과 서열화로 대표되는 결과중심의 평가관에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 

는 평가관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총괄식 지필평가는 지양하고 모둠활동에 대한 학생 개별 평가, 

학생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행평가 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큰 변화이자 발전이다. 이에 민주시민교육은 ESD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것 

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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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되어야 할 한국적 특수성 

한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ESD,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관점인 세계시민교육(지구시민교육)을 

실천하기에 현실적 조건이 녹녹치 않다. 이러한고총은고려되어야할한국적 특수성이라볼수 있 

다. 그중에서 첫째, 한국은 그 지리적 특성에 의해 타문화와의 접촉이 적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 

다. 한국사회는 원래 순혈주의 가치관이 강한데다가 분단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육상교통으로는 

갈 수 었는 외국이 없다. 이러한 지리적 폐쇄성으로 인해 타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 

적 적은 편이다.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논의가 무성한 EU 지역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다. 이에 한국 

적 모형은 이러한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보다 실천적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폐 

쇄성은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는 일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타문화의 접촉이 여 

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쟁적 민족주의로 인해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즉 국제경쟁 

력 강화를 세계화와 둥치시키는 도구주의적 사회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른 인종, 

언어, 문화, 전통, 관습을 가진 이주민을 새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심리적 저항 

감이 심하다. 박흥순(2009)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인들의 심리에 내재된 ‘복제 오리엔탈리즘’의 분 

석틀로 설명하고 었다. 한국인들이 백인 중심의 문화에 대해 선망하면서도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 

해서는 열등한 것으로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백인들이 동양을 바라 

보는 오리엔탈리즘(Said, 1979; Hall, 1997)이 이제는 한국인들의 한국이주민에 대한 시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다. 

셋째, 국가의 위상에 비해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인권 의식이 고양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강 

순원, 2000). 한국의 국계적 위상이 날로 성장해왔던 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인권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90넌대 이전에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이 군사정권의 유지라 

는 정치적 필요와 성장 위주의 경제적 가치에 밀려나 있었기 때문이다(허수미, 2008). 

넷째,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분단 상황은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에서 발전에 저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 탈북자(북한이탈주민)의 문 

제,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지구시민교육의 일부로 통합될 필요가 였다. 우선 북 

한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분단 후 사회주의 체제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으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 

의 ‘다름’이 승인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이경희, 2010).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대 

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공촌할 수 있는 관용과 포용력에 대한 태도 교육을 생략한 

채 지구시민교육이 수행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이상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 이외에도 학교의 문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학교 문화는 일제식 수업과 획일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학교문화는 지속가능발 

전교육은 물론 지구시민교육에 적합한 학습방법과 호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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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을 충분한 정도로 수행할 수 있기에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과 이에 따른 제약이 있 

다. UNESCO(2006)나 Oxfam(2006)에서 권고하는 수준에서의 지구시민교육을 지향하면서도,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계안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적 특수성과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한국적 특수성 현 단계에서의 주안점 

지리적 폐쇄성과 순혈주의 체험과 감정이입의 학습전략 

도구주의적 세계화관점 변화지향적 세계화관점 재택 

인권의식의 상대적 미약 글로벌 교육과 인권교육의 연계 

분단현실과북한이탈주민 증가 글로벌 이슈에 북한 문제 포함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과 수업 실전교육과 주요 문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 

첫째, 지리적 폐쇄성과 순혈주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지구시민교육에서는 체험과 감 

정이입의 학습전략이 특히 중요하다. 지리적 폐쇄성과 강한 순혈주의적 가치관은 지식전수 위주 

의 교육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삼열, 2003; 양영자, 2007). 즉, 한국에서는 학생 자신 

이 지구시민이라는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는데 필요한 타문화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 

아에 대한 체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감정이입과 체험 중심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아, 

빈곤, 전쟁으로 인한불행, 인권 침해 사례 둥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불러일으킬 수 있는공감중 

심의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경쟁지향적 국제화 교육을 지양하고 변화지향적 세계화 관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 단계에서 한국인들이 쓰고 있을 수 있는 ‘하얀 가면’(Fanon, 1967)에 대한 탈식 

민주의적 성찰이 필요하며(강순원, 2000; 노혜정, 2008), ‘세계화=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등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없다면 지구시민교육은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이중 

적 시선을 갖게 되는 사회적 심리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Sleeter & Grant, 2003) 이주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적극적 교육이 필요하다(박홍순, 2009) . 다문화교육과 지구시민교육 

은 그 개념상 동일한 것은 아니나 다문화교육 없이 지구시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 

다(Banks, 2008; 장인실, 2006)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교육은 지구시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의 

위상에 비해 인권의식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강순원, 2000), 범교과적으로 학습되는 인권교 

육에서 지구시민교육을 연계하여 일국/글로벌 차원에서의 인권의식 수준을 현저하게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들어와서 사회적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처음으 

로 포함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독립된 단원으로 그 지위를 갖게 되었다(허수미, 

2008). 한국사회 내에서의 인권교육이 미약하다면 글로벌 이슈로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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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이슈와 글로벌 수준에서의 인권 문제 

를 동시에 통합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요청된 

다.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교육보다는 인권의 실현 교육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강순원, 2000)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넷째,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 교육 전략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북한이탈주 

민이 증가하고 었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들이 정착과정에서 겪는 폭력, 소외, 착취 등의 문 

제에 대해 의식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박찬석, 2009). 김선화(2009)는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와 동화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보다 ‘이주자’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름’이 존중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지구시민교육의 주안점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중요 

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학생들이 북한과 관련된 ‘다름’에 대해 관용의 태도가 없고 북한이 

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세계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와 공존하고자 하는 태도 

가 었기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입시경쟁적 교과 일변도 학교교육과 획일적 수업문화를 고려할 때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 

구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과제이다. 이에 선택과 집중의 방 

법, 즉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아와 인권과 같이 가장 시급한 내용부터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보인다. 한국의 교육문화에서는 지구시민교육에서 자주 활용해야 하는 실천, 토론, 사회적 행동, 

‘논쟁적 공공 이슈' (controversial public issues)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 건 이 취 약하다. 현 국가교육 

과정에서 지구시민교육은 범교과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각 교과에서 이 

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찬옥, 2004). 이와 같은 학교문화의 한계를 인식 

하면, 한국에서의 지구시민교육은 -적극적인 지구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이 

전 단계에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출발하여 점차 여건을 성숙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민주시민교육을 갱신하는 사회적 조건 

민주시민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갱신된다. 민주시민교육은 그 시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의 방향은 오늘날의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오늘날의 다양한 사회변동에 직면하여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 

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으로, 성인 세대가 

성장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은 사회의 축도이며, 교육과정은 사회적 쟁송 

의 산물이다(Bernstein, 2000). 이론 인해 교육과정은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며, 사회변 

동의 어떤 측면이 교육과정을 갱신하도록 만드는가 역시 쟁송의 산물이다. 이러한 쟁송에 참여하 

면서, 나는 오늘날 주요 사회변화 중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교육과정의 갱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댜 

첫째, 후기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 노동시장의 불안정, 고령화 사회 등의 도래에 따른 가능성과 

위험에 대처해야한다. 

둘째, 학습자의 사회적·경제적 차이에 의해 발생된 학습 격차를해소하는것은물론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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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해치고 있는 현존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사적 이익에 매몰된 메마른 인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삶과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 

여적 시민을길러 민주주의를발전시켜 나아가야한다. 

다섯째, 세계화된 지구촌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는 태도와 빈곤 해결, 평화, 인권 신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시민성을 길러야 한다. 

이에 따라 나는 오늘날의 사회변동은 다음과 같이 교육의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비교육적 관행과 소외를 극복하는 교육 

@ 더 나은 미래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적 공동체 교육 

® 미래 사회의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 우리가 원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민주적 시민교육 

교육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교육 

이란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실현해 냐가야 하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사회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립되지 않는 사회 

—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 어떤 사람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인본주의 사회 

—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 
- 누구나 예술적 삶을 누릴 수 있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 

— 타인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 
- 인간의 삶을 소외시키고 억압하는 사회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책임감 였는 시민 

으로이루어진사회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은 사회정의와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며,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5. 민주시민교육의 3가지 방향 

1) 사회정의 교육 

학교는 학교공동체의 민주적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Michael Apple이 그의 최근 저서, 〈민주적 학교〉 (Democratic Schools)에서 주장한 ‘민주적 학교’ 

는 사회정의 교육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마이클 애플에게 민주주의는 단지 과정으 

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가 평등하게 승인되는 사회구조의 원리이며 불평등한 현실 

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는 Nancy Fraser(1997)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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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세 가지 정 의 의 원칙 인 재분배 (redistribution) , 승인 (recognition) , 대 표(representation)를 연 

상케 한다. 실제로 최근 Michael Apple의 저작에도 Fraser의 정의론적 관점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교육사상에서 표방된 학교 모델이 〈민주적 학교〉라 한다면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러한 

학교는 진보주의적이면서 민주적이어야 한다. 조금 더 풀어 쓴다면 좋은 학교란 토론, 체험, 교사 

와의 인간적 관계에 기초한 학생중심 교육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불평등, 인간의 존엄성, 소수자들 

이 대표되도록 하는 사회정의 교육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사회정의 교육은 불평등을 교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불평등이 어떤 식으로 존재 

하는 지 탐구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학생이 속한 인종, 젠더, 문화에 대해 가르칠 때 그 정 

체성이 동등하게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물질적 자원이나 가치의 분배를 결정하는가의 문 

제, 즉 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표되고 있는가에 내해 알아보고 그 대표 상태가 불평등하다면 이 

를 교정할 수 었는 방법을 찾도록 교육해야 한다. 

2) 메리토크라시 극복 

경쟁과 차별은 바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하 

고 었다. 한국은한국전쟁 직후 계급형성이 미약했던 사회에서 산업화를거처 계급분화를상당히 

구축하였다. 이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득권을 세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오늘날 매우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최근의 사회변동은 새로운 정체성 

을 만들어내고 었다. 그것은 대체로 유동하는 사회로의 변동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관련이 된다 

(Bauman, 2000; Beck, 1992). 인구구조의 변화, 규범의 급속한 변화, 비정규직의 양산, 조기은퇴 

와그에 따른자영업의 포화, 청년실업, 1 인가구의 증가, 의사소통방식의 변화등 다양한사회변동 

이 인간의 일상적, 직업적, 금전적, 윤리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인본주의적 가치를 중심으 

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데모크라시 과업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는 가치판단의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기계적으로 합의할 수는 없을 것이 

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어떤 사람도 

촌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인본주의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한다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 

한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상이라 본다. 더욱이 최근의 사회 

변동을 고려할 때 위험과 불안은 ‘한 배를 탄’ 한국이라는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당면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회과나 도덕과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같은 가 

치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동시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학생들 

로 하여금 민주적 공동체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참여와 실천의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유의미 

한 타자로부터 모방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데모크라시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필요한것은학교가민주적인 일상공간이 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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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등의 잠재적 교육과정 구축 

오늘날 학교에 만연한 참여거부 또는 참여기피 -교실붕괴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의 문계는 

인권, 평등, 사회정의, 인정과 같은 주제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교실은 하나의 사회조직이다. 그 

러므로 이 조직의 문화와 그에 따른 역할기대는 심리학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는 

‘수업의 문화’ 또는 ‘수업의 질서’라는 주제로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다. 교실은 하냐의 문화를 가 

진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보통 이를 게임에 은유하는데, 한 행위자가 게임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상대방 행위자가 이를 의미있게 받아들여야만 게임이라는 규범이 성립될 수 었다. 이는 

상대방이 자선을 게임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범이 통하는 게 

임에서 스스로 촌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게임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과 다른 행위자가 자선의 행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규범이 통 

하는 교실사회에서 그냥 이해도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한다면, 그 학생은 이미 게임의 참여자 

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이 끝나기만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전략 중 하나가 참여기피 ―주로 수업시간에 자는 것- 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자도 되는 사람’ 또는 ‘수업방해 하느니 자는 게 나은 사람’으로서 

의 정체성, 즉 ‘투명인간’으로서의 위치에 놓여있다.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는 문제를 문제시함’에 있어 자는 학생들 편에서, 그리고 그들 

의 권리옹호 관점에서 수업의 윤리적 질서를 변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지 ‘자는 학생 

이 없는’ 수업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수업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의식적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화두는 바로 도구화된 가치의 전복으로서만 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단지 활성화된 수업에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수업소외를 인권, 사 

회정의, 인정, 권리옹호의 문제로 인식하고 수업 자체가 평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있다. 

교실문화를 긍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업의 윤리적 분위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한 학생도 소외됨 없이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서 공적 권리를 영위할 수 있도록 수 

업의 윤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업혁신 과제는 수업개선의 소극적 관점을 넘어 평등 

과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공성 관점의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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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발표 및 토론 자료 - 종합토론 

종합토론 

좌장: 이선경(유네스코ESD한국위원회 위원장/정주교대 교수) 

패널: 안재정(부천 송내고등학교 교사) 

박수연(통영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제현수(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위원장) 

손동빈(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ESD for 2030, GEDE 우리는 경쟁자인가? 협력자인가? 

안재정 (송내고등학교 교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중 교육 분야 목표 및 세부목표 현황을 보면 4.7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확대의 차원에서 교사역량 강화, 수 

업 지원, 예비교사지원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SDGs의 목표 4.7 

에 대한 한국적 목표 설정이다.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정신,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위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 

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출처 : http ://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 - development-goals >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가지 목표가 충분한가?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대학교 내에 세계시민교육 강좌를 지원하면 SDGs 4.7 이 달 

성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 유네스코 ESD 정책 포럼의 키워드는 ESD for 2030을 준비하기 위한 세계시 

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민주시민교육(Democratic Civic Education) 그리고 환경교육 

(environmental education) 에 대한 관계 설정인 것 같다. 위와 같은 4가지 교육을 

GEDE1)로 표현하였다. 

고림 1 교육의 관계와 위치 설정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 

육,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의 관계를 어 

떻게 그려낸 수 있는가? 발제자의 의견 

처럼 이를 ‘미래’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 

해 교육적 합의와 사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의 대 

원칙이 합의의 교육과정을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발제자의 원고 제목처럼 민주시민교육이 앞선 두 가지의 교육(ESD와 세계시민교육) 

의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영역 

1) 게뎨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는 1832년부 자주 폭발하는 활화산 이름이기도 하다. 4개의 용어가 
자주 개념적으로 폭발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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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에도 부합하는 표현이다. 즉, 민주주의가 정착 또는 사회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상 

태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이후 ESD를 

표현할 때, 환경, 사회, 경제로 분류하는 부분에 

서 민주주의가 제외하는 것처럼 표현된다. 이는 

발제자가 언급한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 

건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의 총론적 

인 개념을 실행을 위한 각론의 개념으로 낮추어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 

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을 보면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조건 근거를 교육부(2018)가 제시하 

는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에서 찾고자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보편적인 교수학 

습방법에 대한 언급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평가 

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묻고, 일정 수준 이상 

의 지식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GEDE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로 생각 

된다. 지식이 없는 실천은 공허한 외침이다. 실천이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가치는 

통하지 않는다. 물론 그 반대로 성 립한다. 

우리나라에서 GEDE의 용어에 대해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 구글 트렌드와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지난 4년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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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속가능발전의 4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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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교육 판경교육 

• ;<.|슥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림 3 네이버 데이터랩(2016.01.01.~2019.11.24.) 검색어 유입량 

네이버 데이터랩의 경우 지난 4년간 2016년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2017년 이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부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교육의 경우 큰 

변동 없이 3위 정도의 경향성을 보였다. 

구글의 경우 네이버와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그림 4와 같이 다른 3개의 교육 

에 비해 환경교육이 확실한 차이를 보이며,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각 포털을 이용 

하는 목적과 이용자의 성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평균 

환겅교육 42 

』,
그림 4 구글 트렌드(2016.01.01.~2019.11.24.) 검색어 유입량 

단순한 검색어 유입량으로 GEDE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지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가 모호하고, 메리토크라시가 심한 한국 교육의 

현실 속에서 어떤 협력 모델을 끌어내는 것은 계속 조율이 필요하다. 

발제자가 언급한 한국 사회의 경쟁과 차별은 바로 승자독식의 사회구조, 그리고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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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떠받치고 있는 메리토크라시에 기초하고 있고, 이는 교육계에도 유효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사적으로 ESD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0년대부터 교 

육현장의 실전 경험을 쌓으며, 성과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ESD for 2030 

에 중요한 시사점을 계공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발제자의 언급처럼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이는 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 1> 2015 개정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체계 

二|~三|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 

환경과 
인간 

환경의 
체계 

지역 

환경과 

지구 

환경 

환경의 
의미 

인간의 
환경 영향 

환경 체험 

생태계의 
구성과 
상호작용 

환경 문제 

및 보전 

지역 환경 

탐구 

자원과 

에너지 

환경은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환경관은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 
의 관점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인간 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미 
친다. 

우리는 체험을 통해 자신이 살 
아가는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를맺는다. 

생태계는 인간을 포함한 물, 공 
기, 흙 생물 등으로 구성되며 이 
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환경 문제는 생태계 내의 복합 

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며 환 

경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우리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 

다 

각 지역은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지역 환 

경 안에서 살아간다 

인간이 이용한 자원과 에너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의 이용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지구의 환경 변호庄곤 넓은 시공 

지구 환경과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 

환경 문제 경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과 사 

회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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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다양한 의미 
·환경관과 나의 관점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 

·체험과공감 
·학교 환경 탐사 

·생태계의 의미와 구성 요소 
•물, 공기, 흙, 생물 등의 역 
할과소중함 

•물, 공기, 흙, 생물 등과 인 
간과의관계 

•환경 문제와 물 공기, 흙 

생물 인간 등의 상호작용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 

면 

·환경 문제 해결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자신이 사는 지역의 환경 

O| 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참 

여 방식 

·지역 환경 탐구 수행 

·에너지 이용으| 변천과 환경 
여햐 
°C, 

·자원의 의미와 우리 지역의 

자원순환 체계 

·에너지 이용에 관한 쟁점 

·지구 환경과 지구 환경 

문제의 특성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 
닌卜人 l 
C, ---, 

·다양한 관점과 의견 
비교하기 
•자신의 경험과 느낌 
을표현하기 
·조사하고 해석 
하기 
·타인 의견 경청 
하기 
•탐구를 계획하고 수 
행하기 

·상호영향분석 
하기 
·해결 방안 도출 
하기 

·사례에서 의미 도 

출하71 

·실천방안 구상 

하71 

•타인 의견 경청 

하71 

.(현황 역할 특징 

등)조사하기 

·탐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자료 분석하고 

설명하기 

•해결 방안 설계 

하71 

·해결 방안과 

영향 평가하기 

·사례에서 의미 도 

출하기 

·해결 방안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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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 
지구의 기후는 변화해왔고 현 

.7| 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재도 변하고 있으며, 인간 활동 

기후 변화 | 은 기후를 변화시키고 기후 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화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노력 

지속가능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경계, 사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발전 회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방 ·지속가능발전의 해석과 적 
·(의미와 중요성, 필 

향을제시한다. 요。 
요성 등) 설명하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바람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사회 •조사하기 

지속 지속가능한 직한 현재와 미래 사회의 모습에 체제 ·타인 의견 경청 
7冷한 사회와삶 대한 소통과 합의 과정이 중요하 •함께 그리는 지속가능한 사 하기 
入}회 다. 회의모습 •다양한 관점과 의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인의 
비교하기 

환경정의와 생활양식과 사회 체제의 변화를 
·환경정의와참여 방식 ·소통을통해합의하 

참여 이루려면 환경정의의 추구와 시 
·사회 변화를 위한 우리의 참 기 

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 

2015 개정 교육과정 환경 과목의 목표는 학습자가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개인 

으로서 환경과 타인을 배려하는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체계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 

도록 하는 데 있다. 

<표 2> 2015 개정 고등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체계 

자연, 생태, 환경 개념은 비슷하지만 
•자연, 생태, 환경의 개념 

·다양한관점과 
환경관 | 다르며, 환경에 대한 관점에 따라 인 의견 비교하기 

간의위상은달라진다. 
•환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 

•용어나 개념을 
정의하기 

환경윤리의 대상은 인간에서 동물 ·동물복지, 생명윤리, •자신의 입장과 

환경과 환경윤리 을 거쳐 모든 생물, 비생물, 미래 세 생태윤리 견해 제시하기 

인간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무 ·타인 의견 경청 
하기 
·영향조사하고 
추론하기 

환경 체험은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 
•일상적, 직접적인 자연 체험 ·사례에서 의미 

환경 체험 | 하고자신과지역의 관계를더 잘 
·체험을 통한 지역의 이해 도출하기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발견하고느낌 
표현하기 

환경은 사회체계와 생태계의 상호 
·개념과 실제 세계를 

환경체계의 ·환경 체계 구성과 상호작용 연결하7] 

구성 
작용으로 형성되고 변화히는 복잡 

·전통 생태지식과 지속 가능성 ·요소 간의 관련성 파 
환경의 하고 역동적인 체계이다. 악하기 
체계 ·발견하고 열거 

생태겨는 육상·습지·수생 생태겨匡- ·생태계의 특성 하기 

생태계 | 나눌 수 있으며, 항상성을 유지하기 •생태계의 종류 ·상호관련성 분석하기 
위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생태계의 변화 •실천방안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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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는 산업화와 소비사회, •대량생산소비사회 하기 

환경과 정보화와 지식사회, 다원화, 위험 •환경권과환경 갈등 •영향조사하고 

사회체계 사회 등 사회체계의 변화와 밀접하 •위험사회와환경정의 추론하기 

게 연관되어 있다. ·환경과 예술 ·자료분석하고 
설명하기 

•자신의 입장과 

•물환경 견해 제시하기 
생태계와 생태계와 사회체계는 물, 토양, 대 

·토양환경 ·타인과토의하기 
사회체계의 기, 생물등생태계 구성 요소를매 

·대기 환경 ·타인의 경험에 
상호작용 개로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한다. 

·생물환경 공감하기 
·해결 방안도출 
하기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이고 심층 
•물, 토양, 대기 환경 
A國] •탐구문제 설정하기 

환경 사례 적으로 환경 사례를 탐구할 때 지 
·생물 및 생명윤리 환경 사례 •탐뗄계획하고수행 

심층 탐구 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가 
·기후 변화와 에너지 하기 

능하다. 
환경사례 ·해결 방안과 

음식, 주거, 교통, 소비는 중요한 ·음식 관련 환경 주제 
영향평가하기 

환경 ·사례에서 의미 도출하 

탐구 생활 주제 생활환경 주제이면서 개인과 공동 ·주거 관련 환경 주제 기 
환경 탐구 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구성하는 ·교통관련 환경 주제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핵심 요소이다. ·소비 관련 환경 주제 ·의미와시사점 발견하 

환경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프로젝트 학 ·문제 탐색, 문제 설정 
기 
•해결 방안 도출하기 

E 습은환경 문제와같이 복잡한현 •탐구 계획 수립, 역할 
•의미 토론하기 프로젝一 상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다. 분담, 발표및 평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의미와 중요성, 필요 

지속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과학기술의 양면성, 성 등) 설명하기 
사회체계 적정기술 ·시사점 발견하기 

지속 
으로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환경재난과안전 •탐색하고방안모색하 
7冷한 기 
人}회 ·일상생활과삶의 양식 ·비교하고견해제시하 

지속가능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녹색 산업과 일자리 기 

삶의 양식 삶의 양식을 추구해야 한다. 
•형평성, 참여 •합의를통한 

참여하기 

지난 20여 년간의 학교 교육에서 환경교육 경험치는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이 함께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발전시킬 때 현 한국적 특 

수성을 극복할 방안이 마련될 수 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2017년부터 ESD 교과중점 학교와 환경학교 운 

영 사례 둥은 시사점을 갖는다. 그동안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의 환경교육은 전통적으로 

연구학교 중심의 운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의 연구학교(에너지 시범학 

교, 환경보전시범학교, ESD 시범학교 등)가 학생들의 교과 교육과정을 별도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일회성 행사나 단기성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바탕 

으로 2017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학교 환경교육 모델이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과 ‘꿈꾸는 환경학교’이며, 이를 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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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이란 "특정 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로써, 자유수강제의 개념을 적용 

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 운영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과 진로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을 교과(군)의 경계 없이 학생 선택의 범위를 최대화한 학생중심 개 

별 교육과정이다.”이다. 

이와 관련지어 본교에서는 ‘ESD 교과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 

운영의 배경은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 등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 

지 못한 환경문제와 같은 환경 요인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주요 위험 요소로 부각이 되 

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본연의 특성인 개성과 창의성 신장을 바탕으로 이를 

융합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미래 사회의 문 

제를 정확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과 적응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제의 해결 프로세스를 스스로 찾아 

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 즉 환경과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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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미래 

박수연(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교육사업팀장) 

2015-2019 UNESCO GAP 네트워크의 성과와 과제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달 중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는 유네스코의 향후 10년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ESD for 2030"에 대한 결의안2) 

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90여개 기관이 참여해 

온 국제실천프로그램 (GAP) 이후의 또 다른 10년의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영RCE 세자트라숲은 지난 2015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국제기구, 도시네트워크 

사무국 등과 함께 유네스코 국제실천프로그램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통영 

RCE 세자트라숲이 속한 PN5는 지역사회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RCE도시를 지정하는 유엔대학을 비롯한 각종 도시네트워크 사무국과 우수 

사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간 보고서를 통해 GAP 

의 5개 우선 영역 각 분야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영RCE가 속한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5,685개의 시민사회 기관들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2,390개의 ESD 활동(프로그램)으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 

고했습니다3). 

통영RCE4) 역시 지난 2015년 세자트라숲과 센터를 오픈하고, 하드웨어를 활용하여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교사,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교육관광 인프라를 

구축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지역사회 시민교육 기관과의 네트워크, 전 유초 

중고등학교 교사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에 내실을 다지고자 하 

였습니다. 2020년에는 기초지자체 단위를 넘어서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통영 

RCE의 청소년 ESD 프로젝트인 브릿지 투 더 월드의 도내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한 

환장지속가능발전교육 선택교과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도 단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 

지고 향후 10년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2) 40 C/23 Framework for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for Susatainable Development(ESD) 
beyond 2019 

3) 유네스코 발표자료‘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ners in action-Global Action 
Prograame(GAP) Key Partners' report(2015-2018)'(2019. 7. 베트남 하노이) 

4) RCE: Regional Centre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UN대학이 지정 
한 지속가능발전교육도시. 통영은 국내 첫 번째, 세계 8번째 RCE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는 
통영 (2005), 인천(2007), 울주(2011)，인제 (2013)，창원(2015)가 있으며 도봉구가 2019 지정을 기 
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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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 강화, 지역사회를 살리는 힘 

많은 일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가장 첫 번째로 꼽히곤 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유네스코 본부와 통영 

RCE 세자트라숲이 함께 개최한 지역사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유네스코 심포지 

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된 심포지엄에는 유네스코 학습도시 연구 

소, 유엔 대학교, 국제 강한 도시 네트워크,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 (ICLEI) 탄력 도시 

네트워크 등 국제 도시네트워크 대표부와 우수 도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 

다. 

3일간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본 참가자들은 앞으로 ESD 

for 2030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대의 강화를 무엇보다 강조했으며,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ESD와 연결하여 수행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시 

민들의 역량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전과제로는 지역사회 관계 

자들로서 특히 지방정부가 교육 시스템이나 교과과정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 

에 ESD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정부가 ESD를 형식교육이 도입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ESD를 확산하는 바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앙정부 차원의 ESD 추진 체계를 갖추고, 그 안에 모든 관계 영역 

을 하나로 모으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첫 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과,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도 그에 적절한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데,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ESD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 

가 ES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ESD를 잘 해나가는 한 두 지자체의 사례가 과연 상황도 예산도 사람도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ESD 추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것과 ESD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중앙정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보와 사례가 수도권에만 편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RCE 도시, 지속가능발 

전협의회 등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평생학 

습사 양성과정,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ESD를 배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일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계의 양 날개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각 지역사회의 목소리와 사례를 담아내고 서로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실질적인 네 

트워크, 즉 정보공유체계가 마련되고, 학교에서 ESD를 배운 평생학습사와 교사가 지역 

사회에 배치된다면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을 넘나드는 지역사회의 ESD 확산과 이를 

통한 SDGs의 실현을 함께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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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이행의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교육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SDGs 지역화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UNRISD(UN 사회개발조사연구소)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개념을 ‘지역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행하며, 

모니더링 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UNRISD, 2017) 특히 SDGs 이행 과정의 지속가능 

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SDGs의 지역화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고유한 문제들을 발견 

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협력하며, 변혁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다. 또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며 지역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포용적이며 참 

여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변혁적 지속가능발전의 

지역화 이행 주체 중 하나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지방의제 21의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성이라는 국제적 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한 지역 기반 민관 거버넌 

스 조직이다. 지난 20년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활동과 경험을 기반으로 SDGs 이행에 

협력적 지역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SDGs 지역화에 기여하고 있다. 

(정무권 외, 2019)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실질적 행위자로서의 시민, 지역주민과 함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는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과 경험, 사회적 

자본 등을 기초로 하는데 여전히 한계와 간극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지긴 했지만 우 

리사회의 자치, 분권 수준과도 맞닿아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난 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SDGs 이행을 위한 교 

육 프로그램 개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교육에 대해 평가와 향후 방향을 제시 

한 바 있다.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진해 온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사업은 지 

속가능발전 개념을 전달하면서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는지 

를 보여주었다. 향후 SDGs 이행을 위한 교육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지 

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중요성과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이해까지를 포괄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기초―심 

화―전문 과정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연계를 고려하며 설정되어 

야 한다.（오수길, 2018)' 하지만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에 내한 문제 인 

식의 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을 위 

한 의사결정 과정과 행동 방식 등, 지역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러한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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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것이며, 또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 동 

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성찰과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에 따라 최근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전국대회를 계기로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까지의 지속가 

능발전교육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거버넌스)의 구축, 

지역 인력의 양성, 지역사회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 17개의 목표 중 교육은 단일 목표 (SDG4) 인 동시에 SDGs 전체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실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ESD)은 

SDG4 뿐만 아니라 SDGs 전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SDGs 시대에 ESD는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교육 

전반의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선경, 2018) 이 같은 관점은 지역사회 차원, 

SDGs 이행의 지역화의 측면에서도 역시 강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차원에서 교육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거나 논의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간략히 짚어본다. 일단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의 확보,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 

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구축이 필 

수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과 지방정부의 협업 역량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SDGs,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 

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내용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축적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곤퇴치와 사회적 

포용성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발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지역사회의 번영과 공정한 기회 등 이른바 지역사회의 변혁을 

위한 역량강화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성, 삶의 현장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추구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고유 목표 

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과정의 특성상 그 동안 

교육이 특정분야,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들 

어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영역에서 사회, 경제 영역으로의 확장, 교육과 실천의 동합 등 다방면으로 동합적 

관점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확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평생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함께 교양적 교육, 소 

양교육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폭넓게 진행되어 지역 사회의 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 지속가능발전 해결책 구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 

력이 필요하다.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도하는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역 

량을 제공하는 교양적 교육, 소양교육으로의 확장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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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유네스코 ESD 정책포럼 토론 

손둥빈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장학관) 

1.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서 ESD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혁신과의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환 

경교육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생태전환교육을 통해 도달할 목표로 ESD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지도자료(초등3~4학년용 및 중등 

1학년용, 학생용, PDF파일)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과 위생,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해양생태계 보존, 지구촌 협력 등 4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 

다. 2019년에는 나머지 주제를 다루는 초중등용 각 1종씩 총4종을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 ESD관련 정책이 시도교육청 각 부서에 산재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ESD를 직접 다루는 부서는 교육혁신과의 과학영재정보화교육팀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생활교육과의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팀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기 

획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ESD,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일적으로 유 

기적으로 정책으로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많은 업무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은 칸막이 행정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자 자신에서 주어진 업무 

에 충실하고 몰두하다보니 다른 부서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ESD, 세계시민교 

육, 민주시민교육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학자적 주장이 서로 다른 점에서 정책 담당 

부서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수용하여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열관 교수님은 ESD, 세계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가 있 

다면 ESD에서 미래와 현재의 관계를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시민교육에서 

는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세계 시민이라는 의식과 전지구적 실천을 더 강 

조한다'’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주제는 이외에도 인권, 

평화(동일)， 상호문화(다문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강 

조하는 주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를 강조하지만, 통일문제와 관련지어 생 

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다인종 국가의 경우 상호문화가, 갈등이 심한 경우 평화의 

문제가,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인권과 민주주의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들 주제는 개 

별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공동의 기준에 따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갈 때 다룰 주제이기 

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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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 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제 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과 같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준과 입법 

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준하고 입법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과정이 곧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 

럽 전 세계가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 나가고 그것을 수용해 내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세계 

시민교육이자 ESD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루는 것으 

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독일의 정치교육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일 

은 전체주의를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전후 최대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을 곧 민주주의 즉 정치교육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체적으 

로 이런 경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이해할 때, 학 

교 현장은 이외 다양한 주제를 병렬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인 

권은 인권대로, 평화는 평화대로, 상호문화는 상호문화대로 별도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들은 상호 깊은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심에 집중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가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 

주시민교육은 5가지 주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 

우 민주시민교육은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우리교육청은 2015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한 이후 ‘‘교복 입은 시민'’ 정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미래의 시민이 아니라 현재의 시민으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주체로서 자신의 시민적 삶의 역량을 함양하자는 것입니다. 위에서 민주시민교 

육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것을 학생의 입장 

에서 보면 학생시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자신의 방식에 따라 추구하는 가 

치를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교 교실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원적 가치 세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런 상황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교육 원칙을 필요로 합니다. 주제별로 그것을 어떻게 다 

루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논쟁점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떤 원칙에 따라 무엇에 

유의하며 교육해야 하는지 등을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교육에 대한 

수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서로 이야기 아흔 것이 ‘안전'하다 

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현실을 보여주겠다는 명목아래 또 논쟁을 살리겠다는 명목아 

래 무분별하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상기시키거나 고통을 야기하는 주장들을 가감없이 

노출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거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환대’이다. 난 

민은 어쩔 수없이 고향을 떠나 온 존재들로 그들의 고향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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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 

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환대는 우리의 ‘아량’을 베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 

과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5)와 같은 유의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 

다. 

6. 이런 점에서 우리교육청이 개발하고 있는 자료는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기획·운영팀에서는 생태, 성평등, 역사, 인권, 청소년, 평화라는 주 

제를 학교현장에서 다룰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 「지구온난화 1.5」 중에서 「정 

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 "여성차별철폐협약'’, "역사서술과 역사교육(역사교과서)에 

관한 UN보고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UN 청소년 2030 전략'’,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 ”을 해제하고 논쟁점, 교육원칙을 담은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의 "2019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료제작을 위한 집필원고(2차검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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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속가능발전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SDG4-교육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16-2030년) 
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서, 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던 유엔 새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0-2015년) 
의후속사업입니다. 

2015년 제70차 유엔 정상회담에서 유엔은 정부 및 시민사회가 더불어 노 
력해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를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이들 목표는 세계 
의 빈곤 증식과 평화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힘써 이 
루어야할과제입니다. 

SDGs는 MDGs가 추구하던 빈곤 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범세 
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 
화, 지구 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들을 동시에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SDGs는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라는 범주를 추가해, 
MDGs에서 다루지 않던 폭력이나 분쟁의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인 대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k"- I!"幽= C·효 

15 ~생태계 

.:: — 
16 말겁:』도 17 麟盆

¥ 
® ® 

SUSTAINABLE 
DEVELOPMENT 

GC1ALS 

74 



한편 이들 목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SDG4)은 ‘‘포용적이고 공평 
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2017/8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GEM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적으로 2억 6천 4백만 명의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 
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SDG4의 취지이며, 이를 위해 7개 성과 목표와 3개 이행 수단을 정했 
습니다. 

。 ®0 0 
o o o 

One global education goal by 2030: 
10 ta rgets to be reached 

The 1 O targe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4 encompass 
many different aspects of education. Seven targets are of expected 
outcomes and three are means of achieving these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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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4의 성과 목표 및 이행 수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
표
 

성
목
 

행
단
 

이
수
 

4.1.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평한 양질의 무상 조등교육과 중등교 
육의 이수를보장한다. 

4.2.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교육, 
보육 및 쥐학 전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의 조등교 
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4.3.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의 양질의 기 
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 
근을보장한다. 

4.4. 2030년까지 쥐업, 양질의 일자리, 장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 등 적합한 기술을 지닌 정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 
으로늘린다.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쥐 
약한 상황에 저한 아동을 포함한 쥐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 
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 

4.6. 2030년까지 모든 정소년과 상당수 성인 남녀의 문해력과 
수리 력 성쥐를 보장한다.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맞 지속가능 생 
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맞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맞 기술 
습득을보장한다. 

4.a. 아동, 장애, 성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개선하며 모 
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제공한다. 

4.b.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죄빈국, 군소 
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 등이나 선진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 
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및 공학분야를 포함 
한 고등교육에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한댜 

4.c.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죄빈국 맞 군소도서개발국에 
서 교사훈련을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자격을 갖준 교사 공급 
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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