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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슈와 관련된 교수, 훈련, 학습 및 관련 자료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자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및 훈련 도구>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접근’이 제공하는 혜택과 이에 대한

교육의기여방안에있어정부, 지역사회및개인이보다심도있게이해할수있도록이끌어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 및 실행 내용을 점검·향상

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구다. 이 책은 회원국 및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기초 교육 시스템을 위한 기존의 교육 계획 및 전략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이를 해결

할수있도록조언해준다. 아울러지속가능발전교육의관점에서교육계획, 전략및프로그램평가

를위해확인이필요한사항들의목록도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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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한국어판을발간하며

10억 명이 넘는 인구가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층인 현실 속에서 세계는 기

후 변화 가속, 금융 경제 위기, 대량 소비 확산, 인간 안보 위협 등의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

습니다. 이러한 전지구적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중요성이 함께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지속가능발전

은현재와미래를살아가는우리모두를위해달성해야할공동의임무입니다.

1996년 발간된 유네스코의『들로르 보고서』(Delor Report)는“어떤 교육을 선택하느냐가 곧

어떤 사회에서 살아갈 지를 결정”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생산, 소비,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전체적(holistic)인

실현을 꾀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개인의 태도와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 주된 가치를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

요한 역량과 책임을 키우기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구 공동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

엔은‘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계획을 수립하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국의 교육적 대응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유엔은 유네스코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사업의 선도기관(lead

agency)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범세계적인 착근 및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

할을당부했습니다.

어느덧‘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마무리하는시점이다가옴에따라, 전세계적으로그간추

진되어 온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지역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평가·모

니터링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결산을 위해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발표·논의될 전 세계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현황 및 성과

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한 지표(indicator)

의개발이절실합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모니터링 지표 개발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에

서도 2000년대 후반부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비롯한 국내 유관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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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의 광범위성과 불명확성, 대중의 관심 및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지표개발작업은녹록치않은실정입니다. 또한‘지역적연관성(local relevance)’과‘문

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이라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행 전략에 기반한 지역

적·국가적·국제적 차원의 평가·모니터링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표

의 견본(template)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적·포괄적 지표가 우선적으로 제

시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유네스코는 2010년에전세계회원국별로자국의지속가능발전교육정책을평가·모

니터링하는 데 응용할 수 있도록『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정책 및 실행 평가도구』(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 A Policy and Practice Review Tool)를 발간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계획 및 준비,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활용한 국가 정책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활용한 질적 학습 결과 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 렌

즈’를활용한실행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자등 5개의모듈로구성된『지

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모니터링 작업에 있어 기초적이고 유용한

기준을제시할수있는자료입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그간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

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마무리와 2014년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를 준비하고, 더 나아가‘2014년 이후

(Post-2014)’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국내 지속

가능발전교육 파트너들이 이 지침서를 요긴한 이정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지속가능발전교

육렌즈』한국어판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적인 정치가인 윈스턴 처칠은“진정한 천재성은 불확실하고, 위험하며, 상충되는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관문인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모니터링 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무쪼록이지침서가작은천재성을발휘할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2013년 5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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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발간하기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사무국은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4가지핵심목표가운데하나인, ‘기존교육프로그램의재정향(reorienting

existing educational programmes)’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고자『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준

비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광범위함을감안해이발간물은학교차원에서의공교육시스템

재정향에초점을맞추기로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여러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성되었다. 로얄멜버른공과대

학교(RMIT, 호주)의 존 피엔(John Fien) 교수는 폭넓은 아이디어와 개념을 짜임새 있게 정리

해 초고를 준비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맡았다. 이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그룹

(UNESCO ESD Lens Group)과‘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참조 그룹(DESD Reference Group)

이이초안을내부적으로검토하고의견을주었다. 사우스뱅크대학교(South Bank University,

영국)의 제네스 파커 박사가 2번째 초안을 작성했고, 로데스대학교(Rhodes University, 남아

프리카 공화국)의 헤일라 로츠시싯카(Heila Lotz-Sisitka) 교수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 내‘지속

가능발전교육 10년’담당 사무국에서 이 초안을 편집하고 최종 확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지원

을 제공했다. 전(前)‘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사무국 직원인 산토쉬 카트리(Santosh Khatri)

가이모든과정을조율했다.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관점을 확보하기 위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초안은 5개 유네스

코 활동 지역 가운데 3곳(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안에서 선정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초안 수정작업을 진행했고,

이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이를 다루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은 현재의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가완성되었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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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인가?

2009년 100개가 넘는 국가의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세

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ESD)에서 만든「본(Bonn) 선언문」1에는 다음의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

전례 없는 20세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빈곤과 불평등은 너무

나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갈등들은

평화의 문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

인금융경제위기는지속불가능한경제발전모델과단기이익에기반한실행의위

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량위기와 기아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지속불가능한 생산

및소비양식은현세대및미래세대의선택권과지구생명체의지속가능성을타협

� 기후변화가보여주듯이 � 하게만듦으로써생태적측면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21세기의 10년으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세계는 상당히 많은, 복잡다단하면서 상호

연결된 발전 및 생활방식에 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지속

불가능한 사회를 만든 가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해결

책으로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 노력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

게는 이러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역량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행동 및 변화의 향상을 위한 모든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력

을 결집시키는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

able Development, DESD, 2005-2014)’의 이행을 통해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 유

엔 회원국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의 목표를 지지하고, 회원국 내 정책 입안자 및 실무자들로 하여금 교육, 특히 형식 교육

(formal education) 체제가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재조정하는 과정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종합적인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 기술, 가치를국가교육계획내모든영역에통합시킴으로써, 생활방식및행동이모두

에게 보다 지속가능하고 정당한 사회를 추구하도록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모두

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보완하고,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

ment Goals, MDGs)’의 목표를 공고히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의 질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연계성을강화하는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3

1 「본(Bonn) 선언문」(유네스코, 2009).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87/188799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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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은각국가정부로하여금국가별교육제도및전략, 적절한국가발

전 계획에‘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이행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도록 요청하고 있

다.2『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이는

서로 다른 교육적 맥락을 비롯한 국가별 정책 및 실행 요구에 활용할 수 있다. 비록‘처방전’

은아니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관점을활용해국가정책및실

행 현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침 및 시발점을 제공해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계획

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국가 교육 정책 및 교육 목표를 검토하고,

질적학습결과를평가하고, 교육체제 � 교과과정, 학습자료, 평가및교사교육등 � 의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준다. 이 도구는 여러

단계의 교육 체제에 융통성 있게 활용 가능하다. 몇몇 도구들은 정책 입안자에게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 외 다른 도구들은 학교 내 교장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다. 이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모든도구들은국가, 지방, 지역또는구역내교육체제를보다제도적으로재정향시키

는 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시범적으로 실시3한 결과, 이 도구

가 국가 및 소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 및 이행에 있어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데도움을준다는사실이밝혀졌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가다루고있는핵심질문은다음과같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경험의 질을 알리고 강화하는 데 있어 교육 정책, 교과

과정 및 기타 지원 과정을 어떻게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에 적절히 통합할 수

있을것인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은유및도구활용하기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라는 은유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에서는 교육 평가 과정을 인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lens)’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지속가능발전교육’의 눈과 함께‘새로운 눈으로 다

시 보는 것(looking again with new eyes)’을 장려하고 있으며, 사물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

록 도와준다.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수많은 종류의 렌즈가 있는

데, 예컨대 안경의 렌즈를 생각해 보자. 이들은 초점을 맞추고, 사물을 또렷하게 보게 하거나

4

2 유엔총회결의안 A/RES/57/254.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2/556/12/PDF/

N0255612.pdf?OpenElement. 

3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유네스코 지역 3곳 � 아프리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 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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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있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카메라의 렌즈는‘순간을 포착할 수 있도록’, 현미경

의 렌즈는 세부적인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책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국

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렌즈’로 간주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습 결과 및 실행

평가를 위한 렌즈로도 활용 가능하다. 문화가 대상,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하듯이『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방법도확산되어그역할을다할수있을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사물을 다양한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발전교육도 결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국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와 관

련해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학습에 대한 기존의 철학과 이론은 지속가능발

전교육 실행 방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업화, 도시화, 소비지상주의, 생계 수단의 선택, 활

용가능한자원, 세계화와같은사회적변화에영향을미치는지배적인양식및요소들은다양

한 장소에서 각기 다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

역 문화와 역사, 토착 지식, 그리고 이들과 범세계적 지식과의 연관성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을비롯해지속가능발전교육의해석및이행방법을좌우할것이다. 언어와교육제도내해당

언어의 사용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다양한맥락에서진전되는방식에영향을주는요소들이많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에

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모임을 구성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책의 평가 문항,

특히『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는이에대한좋은시발점을제공해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개요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 정책 및 실행을 평가하기

위한도구를제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이책에서는다음의교육영역을다룬다.

○지속가능발전에대한이해및교육을위한영향

○국가발전정책을비롯해국가발전정책과교육정책간관계

○교육목적과더불어정책평가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에대한재점검

○지속가능발전교육이질적학습결과에기여하는방법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수및학습의질적향상을지원하는방법

○교과과정 기획, 교수법, 교수 및 학습 자료, 평가 이행, 교사 교육 실행, 학교 운영 등을 실

현·향상시키는데있어지속가능발전교육의역할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실행 참여 및 관련 내용의 맥락화 증진을 위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평가문항’세트가 활용되었다. ‘평가도구’와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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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문항은 도구 활용을 위한 방향 및 제안, 그리고 의사 결정 및 실행 계획의 기회를 제공·

장려한다. 이들 내용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교육 시스템 내 여러 단계

(예: 국가정책단계, 학교및교실내실행단계)의교육평가를허용하도록고안되었다.

이들 평가문항 및 도구는 강력한 영향이 미치는 영역과 우수 실행 사례를 확대하는 전략, 지

속가능발전교육 정책 및 실행 내 격차, 그리고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설계되었다. 각각의『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들은 지속가능발전교

육을 통한 교육 발전에 있어 무엇이 달성될 필요가 있는지를 명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

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전략적 계획과 더불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를 명

시해 줄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제안한다. 이 책의 말미에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과

정에서 야기되는, 실행 계획 결정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계획이 제

시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교육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여러종류의평가도구(도표 1 참조)들을포함하고있다.

○평가도구 계획 및 맥락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 및 맥락화를 계획·구축하

는 데 도움을 줄 2가지 평가도구가 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1, 2). 방향성

이 있는 이들 도구는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에 협력

하고자하는다양한영역집단에게유용하다.

○정책평가도구: 국가 교육과 발전 정책에 반영된 교육 목표를 재정향하는 데 도움이 될 3가

지 평가도구가 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3, 4, 5). 이들은 교과과정 계획자,

교육정책입안자,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조정체계에서가장활용도가높을것이다.

○질적학습결과평가도구: 질적 학습 결과 평가에 특별히 초점을 둔 2가지 평가도구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 7). 이들 도구는 교과과정 계획자, 교육 정책입안자,

교육 체제 내 다양한 단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 실무자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교사, 학교 운영자, 교과과정 자문위원, 교과서 집필자 및 교사 교

육자들에게도이들은매우유용하리라본다.

○실행평가도구: 교수및학습전략·방법, 교과과정개발, 학습평가, 학습자료, 지속가능한

학교, 교사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실행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6가지 평가도구가 있

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8, 9, 10, 11, 12, 13). 국가 정책입안자에게 요긴한

도구들이지만, 교사, 학교 운영자, 교사 교육자, 교과서 집필자, 교과과정 자문위원을 비롯

한 기타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관계자들[예: 비정부기구(NGO), 대학]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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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잠재적 활용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 잠재적 활용자 및 수혜자는 아래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으로 나아

가기위한교육의재정향과관련된기관및개인실무자들이다.

○교육부 및 부서,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교육기관(예: 학교, 대학)과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

는사회구축을담당하는관계정부부처및부서(예: 산업부, 농업부, 문화부, 환경부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포럼 및 위원회(여러 국가에서 국가 지

속가능발전교육조정체제를구축함)

○자문제공및회원국지원을담당하는유네스코및기타유엔기구

7

다양한이해관계자및
교육정책입안자

다양한이해관계자, 
교육정책입안자그리고/또는
실행대행자들

계획및맥락화평가도구

평가도구 1, 2

국가교육정책평가도구

평가도구 3, 4, 5

질적학습결과평가도구

평가도구 6, 7

실행평가도구

평가도구 8, 9, 10, 11,12, 13

도표 1: 다양한평가도구와평가과정을위한폭넓은참여체계를제안하는도구들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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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기서잠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와 6은 특정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의미

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가장 유용하다. 또한 국가적 그리

고/또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

을 준다. 따라서 모든『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사용자들에게 다른 도구들을 활용하기에

앞서이 2가지도구를먼저사용할것을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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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와 개발 기관 자문위원, 국가 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관련 주체들을

포함한기타개발분야파트너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및기타학교공동체구성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 가시적혜택

시범 실시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및 교육 체제 전반에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이 파악되었다. 그 가운데 다음의 4가지 혜택

이자문을통해정기적으로발견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토론촉진:『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 결과로서 이어지는 토론은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련 활동에 대한 가속화를 촉진한다. 예컨대‘렌즈’라

는 은유는 교과과정 개발과 예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교사 교육에서 특히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서 간 지속가능발전교육 토론을 증진한다. 또한『지속가능발전

교육 렌즈』는 교육자 간에 관련 교수 및 학습 방법, 지식 및 실행의 격차 등을 포함하는, 지

속가능발전교육개념에대한토론을촉발시킬것이다.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결집:『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

을 연결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

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예: 관련 부처, 교육자와 개발 파트너)들로 하여금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협력하고, 교육 분야의 도전 과제와 앞서 나가는 교육 전략을 파

악할수있도록결집시켜준다.

○지속가능발전 시각에 기반한 국가 계획 평가 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국가 발전

계획에 대한 평가, 빈곤 감소 및 보다 많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전략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문화의 가치 및 역할과 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향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장려한

다. 이와 함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을 주류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

가교육계획및전략(영역간관련정책까지)에대한평가도지원할수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통합·학습·달성을 위한 체계 제공:『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

가능발전을 위한 학습을 안내하는 아이디어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행 정도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 달성(예: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도구 개발의 기초로서) 단계를 평가

하는 범위(parameter)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기후 변화와 같은

관련 과제들을 형식/비형식/무형식 학습에 통합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교

육의 질과 연계성 향상에도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보다 개별적이고 공통적인 행동을 촉

진하는 토론을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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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
듈

1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계획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활용시나리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도표 2 참조). ‘지속가능발전교

육 렌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축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평가도구 2와 6과더불어평가문항에활용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도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실행 계획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보다

많은 평가문항 및‘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들을 활용할 때 세세한 평가 및 실행 계

획에있어사용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의다양한목적

1 단계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에 대한 인식/

합의 형성
평가와기획

목적(들)

- 지속가능발전과지속가능발전교육에대한

토론촉진

- 국가적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에대한근본적인개념이해구축

- 국가적·지역적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및교수법에대한친밀감증대

목적(들)

- 지속가능발전교육의비전수립

- 진행중인프로그램및자료파악

- 역량격차및수요파악

- 국가, 기관또는개인적차원에서의 (미래) 실행

계획구성

렌즈 활용: 이 단계에서는 토론 증진이 가장 중요하므

로,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없이평가문항

에대해토론하라. 대신핵심개념에대한합의를도출

할 수 있도록 카드나 플립차트(flip chart), 온라인 회의

용 프롬프트(discussion prompts)를 활용하라. ‘지속

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와 6은 비전 수립에

있어활용이가능하다.

렌즈 활용: 평가 및 계획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토론이 필요하므로 방향 설정, 진행 중인 사업 평가,

격차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를 명확

히 하는 데 있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를 활용하라. 이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다양한‘지속

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에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라.

2 단계

도표 2: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활용의다양한목적

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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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조정기구 및 비공식 토론을 통한

정부 부처 간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협력을 장려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국가교육정책개정시에도사용할수있다.

○교과과정 개발:‘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학자, 교과과정 개발자 및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의 질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련성을 중요한 주제로 간주할 수 있도록 토론 촉진 및

인식 고양에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자료, 그리고 기존의 교수 및

학습 내 지속가능발전교육 통합을 위한 교수법 지침을 알리고, 이를 발전·형성시키는 데

에도도움을줄수있다.

○고등교육/연구: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또한 고등 교육 및 연구 기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우선 순위 주제 및 이슈들 � 연구 의제에 영향을 주고 교육 혁신을 고취시킬 수 있

는 �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과정 내 고등

교육의참여는연구수요및격차를파악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데, 이는교육에서문화,

환경, 사회및경제간상호관련성에대해고등교육기관이참여하도록장려한다.

○교사교육(현직교사연수): 학교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에 교사와 교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실행 차원의 평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지속가능발

전교육 렌즈’평가도구는 많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 평가 문항 및 도구는 교사들이

기존에 실행되어 온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사 교육 프

로그램에서활용할수있다.

○교사 교육(예비 교사 연수): 교사 교육기관은 국가적 맥락에서 미래의 교사들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맥락화할 수 있다. 강사 및 예비 교사들은 지속

가능발전 주제를 다루는 학습 목표를 분석하고, 혁신적인 교수 접근법 및 자료에 대한 토

론및논의를증진하는데있어‘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활용할수있다.

○학교: 학교는 교사, 학생, 교장, 부모, 지역사회 주민이 전 학교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학습 촉진을 목적으로, 학교 환경 � 교수법 및 자료를 포

함하는 � 의 평가 및 적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포럼을 통해‘지속가능발전

교육렌즈’를활용할수있다.

○지역사회(비형식 교육에서‘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의 역할):‘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한학교가지역사회학습의중심이될 수있도록하는지역사회/학교운영을지도

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학교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간 일관

성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활용을 위한 지역사

회 과정은 교사, 지역 기관, 지역 정부, 구역 사무소 직원 간에, 그리고 청소년과 부모 간에

또래 대 또래(peer-to-peer) 방식의 교육 모델을 통해 시작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성인교육프로그램에도활용될수있다.

○학습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또래 대 또래

교육 모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문제 � 특히 지속가능한

학교와학습을위한건강한환경의발전과같은 � 를어떻게다룰것인지에대한토론을시

작할때활용가능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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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
듈

1

전 시스템적관점 및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맥락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떤 단계에 놓여 있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

람들과관련이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영유아기부터성인기에이르기까지모든학습가능

공간 � 형식, 비형식, 무형식 � 과연계되는평생학습의필수영역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

즈’는 국가 교육 체제, 정책 및 프로그램 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위치를 조정하는, 교육에

대한 전 시스템적 접근(whole system approach)에 기반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전

시스템적 접근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폭넓은 사회·경제·환경·문화 정책을 교육 목표와

밀접하게 통합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든 맥락 안

에서 어떻게 발전·실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도표 3 참조). 이 모든

요소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정책 및 실행

과정을 위한 접근법의 일환으로서 이해관계자들 간 활발한 네트워크, 연계, 교류 및 상호 작

용을권장하고있다.

도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의통합적맥락

국가적·지역적차원의

교과과정/기술적자료

사회, 환경, 경제, 문화:

동의/법/정책

국가/지역환경에대한

정보/지식

직원훈련을포함한

모든단계의

교육에대한정책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맥락

사회정의에대한

맥락및이슈들

(예: 소수민족, 불평등등)

국가, 민간및

시민사회영역내

기존의지속가능발전교육

언어와문화:

토착적·지역적

지속가능발전지식

교육의역할/목적에대한

국가, 지역, 지방의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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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활용계획

이 도구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를 활용해 정책 및 실행 평가 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 몇

가지핵심사항을제시해준다.

활용 주체: 국가 정책입안자, 지속가능발전교육 주도 기관,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이해관

계자들로구성된포럼혹은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조정포럼/위원회

실용적 조언: 지속가능발전교육 주도 기관(교육부)은‘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추진을

위해소규모과업전담반(task team)을소집해야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의맥락화:

이러한방식대로‘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를활용할수있는가, 

아니면보다맥락적으로요긴하도록적용할필요가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착수를위한역량: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가기존의프로그램및예산주기에

통합될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및과정단계:

초기회의가필요하고, 이것이가능한가? 

초기경우에서시스템의어느단계가평가되어야하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의어느영역이우선순위가될것인가? 

후속조치는무엇인가? 

평가를위해어떻게일정을잡아야하는가?

기존시스템내‘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의통합: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가연계될만한기존의평가회의가

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에대한참여: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과정이지속가능발전교육에대한

국가적논의및참여를강화시키는데사용될수있는가? 

이해관계자및네트워크가관여해야하는가?

계획을위한질문
계획을위한 누가, 언제까지,

질문에대한답변 무엇을해야하는가?

1(Intro-모듈1)수정1  2013.5.9 5:26 PM  페이지14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15

모
듈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방향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망라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간

략하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학습과정이며, 그자체로서지속가능발전에기여한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흔히‘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로 알려져 있는,

세계환경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간한 역사

적인 보고서인『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1987)에서 정의된 것이다. 이 보고

서에는 지속가능발전을“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4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

4 세계환경발전위원회(1987). 『우리공동의미래』,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과정에대한지식공유및지원모색:

타국가와협력이가능하거나,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과정을

지원해줄수있는지역기관이있는가? 여러분의목적에부합할수

있도록도출또는적용가능한타국의사례가있는가?

연구역량: 

지속가능발전교육평가를위한정보및평가지원을제공할수있는

연구역량(예: 대학그리고/또는과학기관의참여)을보유하고있는가?

모니터링및평가과정에대한기여: 

평가가‘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모니터링보고서에기여할수

있는가? 그리고평가가타보고서시스템[예: ‘모두를위한교육(EFA)’

보고서,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보고서등]에통합될수있는가?

기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과정을어떻게조직(예: 선도주체가

누구인가? 어떻게타이해관계자들이해당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

초청할것인가?)해야하는가?

계획을위한질문
계획을위한 누가, 언제까지,

질문에대한답변 무엇을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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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사회의 구성원, 한 국가와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간을 비

롯한모든생명체가의존하고있는생명유지시스템의통합을보장하는것이다. 

1992년 지구정상회의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된「의제21」(Agenda 21)은 다양한 주요 영역에서

합의와 협약을 도출했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재정향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훈련 및 공공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제21」을 이행함으로

써지속가능발전교육을포함한많은영역에서의진전을위한터를닦았다.

지구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

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는 사회 및 환경의 목적이 경제 발전의

목적과 균형있게 통합하는 데 지속가능발전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다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사회, 환경, 경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지속가능발전의 3가지 기둥임을 재확인했으며,5 문

화또한가치, 다양성, 지식, 언어, 역사, 문화와연계된세계관이지속가능발전관련문제들을

인지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점으로 인식

되었다. 문화는지속가능발전교육의실행방식에도영향을미친다. 

때때로‘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의미,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혼란스러운데, 이에 대해 뉴질랜드 환경의회위원회가 발간한 지속가능

발전교육보고서는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 세대 및

미래 세대가 의존할 생명 유지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번영하기 위한 끝없는

탐구다. 공정성, 정의와 같은 다른 중요한 개념들처럼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목적

지인 동시에 여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개념 사례를 제안하고 있는데,7 이들 모두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다. 

16

5 유엔(2002). 「지속가능발전에관한요하네스버그선언」.

http://www.un.org/esa/sustdev/documents/WSSD_POI_PD/English/POI_PD.htm. 

6 환경의회위원회(2004). 『변화: 학습과지속성을위한교육』참조. 뉴질랜드정부, 웰링턴. 14쪽.

http://www.pce.parliament.nz/assets/Uploads/Reports/pdf/See_change_report.pdf.

7 이러한 개념 사례들은 유네스코가 2002년에 발간한『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10년

의노력에서얻은교훈』에서제시되었다. 이보고서는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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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지속가능발전의개념사례

지속가능발전은‘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 복지와 생태계

건강 간의 강한 유대관계에 대해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새천년개발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사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더불어 생태계와 그것

이 제공하는 편익의 손실이라는 2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빈곤, 에이즈,

말라리아, 모성 보건 위험, 성차별, 열악한 교육 등 다른 문제들을 보유한 국가에서 더욱 심

각하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흔적은 지속가능한 형태의 에너지에 대

상호의존성: 인간은 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는 개인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활동

및주변자연환경을모두연결하는한시스템의일부다. 

다양성: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생물학적·문화적·언어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질과 생태계 보전에 있어 이러한 각각의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및가치를이해할필요가있다.

인권: 모든 인간에게는 믿음, 발언, 법에 의한 집회 및 보호의 자유뿐만 아니라, 기초 교육, 식량, 거처, 보건 및 평

등한기회로의접근과같은권리를행사할수있는환경을위한양도불가한인권이있다.

전지구적 평등 및 정의:‘세대 간 평등’이라고 일컫는 이 원칙은 전 세계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있어권리및수요가충족되는것을강조한다.

미래세대의권리: ‘세대간평등’이라고일컫는이원칙은오늘날우리가형성하는생활방식에대한선택권이언

제나미래세대가우리에게주어진동일한범위의선택권을수용하는능력에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강조한다. 

보전: 자연계는 인간이 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할 수 있는 회복 가능하고 유한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우리가형성하는생활방식에대한선택권은이러한자원들에대한장기적인지속성과더불어, 자연의실용적

인가치뿐만아니라그본질적인가치를위한자연보전의필요성을중시할필요가있다. 

경제적활동성: 경제성장은지속가능발전이라는틀안에서, 모두가만족할만한삶의질에필요한자원을활용할

기회와기술을보유할수있는경제적활력의동태에의존한다.

가치와생활방식에대한선택권:우리가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미래에기여하는생활방식에대한선택권을만

들고있음을보장하기위해서는인간복지, 경제적활력, 환경의질에대한관심을반영하는가치들이필요하다.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동기와 기술을 보유하

고있을때, 환경과다른사람들에대해보다더관심을가질수있다.

예방 원칙: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복잡하며, 문제에 대한 과학적 자문은 종종 불완전하거나 여러 가지

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불확실한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분별력 있게 행동해

야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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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의 소실, 기후, 과소비, 식량 안보, 물 부족, 보건과 인

간 복지 간 관계와 같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도전 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함께 생각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여러 국제 포럼에서 지속가능성이 가장 희망하는 목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환

경과 발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르다. 보전은 환경 보호의 일부로서, 인간이 의

존하는 생태에 대한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산업혁명은 성장과 개발을 위한 모델을 도입했고, 이로 인해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과 생명 유지 시스템의 훼손이 발생하면서 환경 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동시

에 인간성에 대한 압박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빈곤층 및 소외 계층의 삶을 향상시키는 변

화와 부자들의 소비 감소에 대한 요구가 있다. 과소비와 평등한 자원의 공유 사이에서 절충

점을 찾고, 보전, 환경 보호, 쓰레기 관리와 같은 목표와 더불어 평등한 기반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인간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긴장 관계들이 형

성된다. 이러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회에서는 기본

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과

소비와 지나친 쓰레기 발생에 따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이 2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지역적·국가적·지구적 차원에서의 평등, 공

정성, 사회 정의 및 환경 보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 모두 경제적 사고와 실천의 재정

향, 그리고 문화적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제공하려는 교육의 재정향

또한 필요로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 안에서의교육의역할

교육은 국가 발전 목표를 지원하고, 사회의 수요와 열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보고서『학습: 내재된 보물』(Learning:

18

‘지속가능하게’산다는 것은 환경을 훼손하거나, 미래 세대가 떠안을 문제를 산적하게 하거나 그러한 문제

를다른나라에전가하지않고모두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방법을모색하는것이다. 이는우리에게무대책

이 초래할 결과와 더불어 사회 내 모든 차원에서 혁신과 변화를 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필요로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역할은 사회 모든 영역 내 모든 차원에서 이러한 개념 및 능력을 교육, 훈련, 공공 인식

시스템에통합시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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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easure Within, 들로르 보고서, 1996)8은 교육이 여러 갈등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다

루는데목적을두어야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전지구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전지구적 시민이되어 그들이

속한국가및공동체내삶에서활발히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보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장단점을 균형 있게 바라봄과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고 그들이 속한 문화 안에서

이루고자하는바를달성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전통과 현대성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 역사와 문화적 전통에 대해 감사해하고 소중

히 여기면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게끔 이를 윤리적인 분별성 및

협력기술과균형을이룰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장기적 고려와 단기적 고려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 인내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수

요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면서, 단기

적목표와장기적목표간에균형을잡는방법을학습할수있도록도와줘야한다. 

○경쟁과 협력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 스스로 추진하는 모든 것에서“동기를 부여하

는 경쟁, 힘을 부여하는 협력,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연대”의 원칙이 균형을 이루는 데 최선

을다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 간의 갈등: 교육은 젊은이들이 스스로의 정신적인 측면,

문화적 전통 및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교육은 점차 물질적이고 소비

주도적으로변화하는사회에서젊은이들이다원주의를존중하고, 타인의복지에대해관심

을가지기위한활동에비판적이고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기존 교과과정과 새로운 주요 지식 영역 간의 갈등: 교육의 목표에서 가장 우수한 전통 교

과과정 내용은 자기 이해(self-knowledge),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복지를 보장하는 방

법,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자연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보전하는 방법과 같

은새로운주요학습영역과균형을이루어야한다.

교육은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필요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은 모든

사람(학습자)이 그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그의 삶, 가족, 친구, 멀고 가까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개인적·지역적·사회적·국가적·지구적 발전의 중심에

서 있을 필요가 있다. 이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에 동참하고, 사회적·문화적·공동

체적 복지에 기여하고, 그가 선택한 생활 방식이 자연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앞서 언급한 타인 및 지역적·국가적·지구적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과 관계

를맺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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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 들로르 (위원장) (1996). 『학습: 내재된 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유네스코 21세기 세계교육위원

회 보고서, 파리 유네스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unesco.org/delors/delors_e.pdf)

를통해온라인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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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르 보고서』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새로운 세기에서“가장

지적이고 정치적인 도전 가운데 하나”라고 명시하고 있다. 『들로르 보고서』는“이러한 거대한

도전들이교육정책수립시고려되지않[을수있]는가?”라고질문하면서다음과같이주장한다.

지속가능한 인간 발전, 사람 간 상호이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개선에 기여함으로

써 교육 정책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울 수 있는 방법(마련)을 위해서

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교육 목표와 방법 모두에 관심을 돌리

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들로르보고서』이후, 특히공정성, 자원활용및부족, 지역적·지구적차원의소비및오염,

그리고 무제한적인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간 긴장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갈등

이 생겼다. 지속가능발전 자체는 생태적 지속성, 경제적 활동성,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원칙

간의 지속적인 연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새로운 갈등이『들로르 보고서』에 잘 드러나 있지

는 않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맥락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개념및 과정에서는다루어

지고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6 참조).

지속가능발전교육의배경

스톡홀름에서개최된인간환경에대한첫주요회의(1972) 이후, 환경교육에대한국제권고

안이 제안되었다. 이를 기초로 리우 지구정상회의(UNCED, 1992)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회 내 교육의 역할에 대한 몇몇 중요한 지침을 채택했다. 교육, 훈련 및 대중 인식을

다루고 있는「의제 21」(Agenda 21)의 36장(UNCED, 1992)은 국가, 시민사회와 기업을 포함

한 다양한 기구 내 폭넓은 대표자들의 참여를 통해 도출되었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을 향한 교

육, 훈련, 및 대중 인식의 방향을 재정향하기 위한 광범위한 체계로 이어졌다. 지속가능발전

의 추진을 위한 교육, 훈련 및 대중 인식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리우 지구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로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SSD)는곧바로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채택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사업의 일환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지탱하는‘기둥’인 사회, 환

경, 경제, 문화의 통합과 균형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및 실천 능력을 중요시한다(‘지속가능

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 참조). 각 지속가능발전교육 영역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서 다음의

내용을강조하고있다.

○사회: 변화 및 발전에서 사회 제도의 역할에 대한 이해. 더불어 사회 통합, 권리 및 사회 정

의 관련 문제, 존중, 배려, 의견, 관리 과정, 합의 도출 및 갈등과 차이의 해결에 대해 표현

할기회를제공하는민주적·참여적체제에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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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태계와 더불어 생명력을 불어넣는 생태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존중·배려, 내

재적 미(美)와 다양성, 자원 활용의 한계와 이러한 시스템의 취약성, 그리고 사회·경제

정책 개발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인간 활동과 건강,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기여

○경제: 생계와 인간 및 환경의 복지를 동시에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습득. 더불어 환경적·사회적 정의를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소비를 평

가하는 노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한계/위험/잠재성과 이것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에대한감각습득

○문화: 종교와 철학의 역할을 포함하는, 개인의 선택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즉, 타

인과 관계를 맺고 자연 세계를 형성·변화·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가치 및 관계를

표현하는데활용할창의적수단들

제시된 각각의 차원에 있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 경제, 환경 및 문화 간 밀접한 관계에

대한이해를증진시키는것이어야한다.

「의제 21」36장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형식 교육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학습에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대중적 인식의 차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적 학

습의 개념은 다양한 지역적·세계적 환경에서 나타나는 지속가능한 학습 환경을 설명하기 위

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의 도전 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변적

이고적응력이뛰어난‘학습기관(learning organization)’의설립도포함된다. 학습기관과더

불어, 지속가능발전 과정을 위한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학습은 형식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통한 현장 및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업무 공동체를 비롯한

보다광범위한사회에서얻은, 최신정보에근거한조언을학교및교실에반영할수있다.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회의(UNESCO World Conference on ESD)’에서 도출한

「본(Bonn) 선언문」9은지속가능발전교육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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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Bonn) 선언문」(유네스코, 2009).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87/188799e.pdf.

21세기의지속가능발전교육

1.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 및 학습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은 양질의 교육을 촉진하며,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 이는 현재 및 미래의 도전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위해필요한가치와원칙, 그리고실천에기반한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각각의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우선 과제, 그 중에서도 물, 에너지, 기후 변

화, 재해 및 위험 감소, 생물다양성 감소, 식량 위기, 보건 위험, 사회적 취약성 및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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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의통합적요소

지속가능발전은 고정된 기술적 개념이 아닌,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계속

적으로 진행되는 발전 계획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또한 계속적인 발전 및 신(新) 사

고를 위해 열려 있는 학습 여정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은 지식, 기술, 가치를 통합하며, 특

정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 안에서 이행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문제는 지역적

인 동시에 전 세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지속가능발전과 연계되는 것은 지식의 지역

적·범세계적 형태를 통합하도록 돕고, 전 세계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장려하며, 지역의 문제 및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 다문화 대화를 촉진하게 됨을

뜻한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식을 (분석 및 평과 과정을 목적으로) 가치 및 기술과‘분리’

해 생각하는 것이 유용하긴 하지만, 이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비롯해 변화를 위한 실천

의맥락에서어떻게통합되었는지를생각해보는것이보다실용적일것이다.

○지속가능발전관련지식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학문성 및 간학문성은 형식

교육 문화에 대한 도전 과제가 된다. 이는 또한 학습에서 일부 전통 문화 형태를 비롯해, 서사

식그리고/또는주제별학습에도존재하는체계적사고의필요성을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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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은 체계적·통합적 접근을 통해 회복 가능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교

육 및 훈련 과정에 새로운 연관성과 질, 의미, 목적을 불러온다. 이는 형식/비형식/무형식 교육의 맥락과

더불어, 평생학습과정내모든사회적영역과연관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정의, 평등, 관용, 충분성 및 책임감의 가치에 기반한다. 이는「지구 헌장」(Earth

Charter)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성평등, 사회 통합, 빈곤 감소를 촉진하며, 배려, 통합, 정직성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한 삶, 민주주의와 인간 복지를 지원하는 원칙들로 뒷받침되는 교육이다.

환경 보호와 복원, 자연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 지속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형태 해결하기, 공

정하고평화로운사회건설또한지속가능발전교육의또다른중요한원칙들이다. 

4.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비판적 접근, 장

기적 사고, 혁신 및 권한을 강조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역적 차원부터 국제적 차원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환경, 경제, 사회와 문화적 다양성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고려

한다. 

5. 사람들의각기다른요구및구체적인생활환경과연계해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

기술을제공하며, 지역문화를비롯해새로운아이디어및기술을포함하는실천및지식을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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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은 학생들로 하여금 범세계적인 생태적·경제적·사회적 체제 안에서 밀접하

게 관련된‘큰 그림’을 보게 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 본인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 경제, 사회, 문화 간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발전은 지역적 지식과 전 세계적 지식,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현존하는 문제

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간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 

참조). 

○지속가능발전을뒷받침하는가치

문화와 더불어 삶의 형태의 거대한 다양성 속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인간이 공동의

운명을 지닌 채‘인류’라는 하나의 가족과‘지구’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점을 인

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공평성, 자연에 대한 존중, 보편적 인권, 경제 정의, 평화와 상호

이해의 함양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삶의 윤리를 택하기 위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이러한 윤리

를 성문화한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동의 목표 및 공유 가치에 대한 10년에 걸친, 범세

계적 문화간 대화의 산물인「지구 헌장」이다. 「지구 헌장」(www.earthcharter.org)은 평화,

사회 정의, 국제적 대화 및 지속가능발전법의 원칙을 비롯해, 다양한 유엔 회의에서 도출된

결과물 및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적 틀에서의 고려 및 지역적 적용을 위한 광범위한 국

제적 가치 및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윤리적 체계

로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승인된「지구 헌장」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귀중한 교

수 도구다.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은 교육의 재정향이 교육 시스템 내에서 촉진하고 있는

가치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 참조).

○지속가능발전강화를위한사고및의사결정기술

오늘날의학생들은내일의의사결정자다. 그들이미래에직면하게될문제및이슈들은현재

당면하고있는과제와는다를것이다. 따라서교육시스템은변화에계속적으로적응하고, 지

속가능성으로나아가는데 미리대비할수있도록사고및의사결정을발전시키는기회를제

공해주어야한다. 이러한방식을통해학생들은지속가능발전관련이슈에대해어떻게조사

하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지속가능발전 원칙·개념·가치에 대한 기존 혹은

새로운 이해에 따라 의견을 구축하고 지지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은 지속가능

성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더불어, 자신들의 결정 및

행동이미래에가져올결과에대해인식할필요가있다. 이는충분히정보가숙지된상태에서

윤리적으로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능력에필요한기술까지포함한다. 몇몇기술들은지속

가능성을 위한 주요 요소로서, 조사 기술, 대안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기획·실천·

평가기술등이있다(‘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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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시민권고취를위한지식, 기술및 가치의통합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지역사회와 기관, 보다 넓게는 국제 관계에서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시민의식(citizenship)은 매우 중요한 주제

로 다루어져 왔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에서의 적극적이고 충분히 정보가 숙지

된 시민의식은 교육의 중요한 결과물이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 참조). 성공

적인 시민의식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이슈 및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

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학교 및 지역사회 내 변화를 불러올 지역사회 기반 프로젝트 및

지속가능발전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실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

해야 한다. 관련 사례로는 평화 구축 활동, 혹은 생태적 손실 감소를 위한 복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내사회적관계를향상시키는일등이있다(이외에도다른사례들이많이있다). 

이와 더불어 작고 복잡한 지구상에서 그려나가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큰 그림은‘세계시민의

식(global citizenship)’에 대한 인식과 함께, 기후 변화와 같은 핵심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필요한 범세계적 협력 및 합의의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실천 역량은 대안을 예상하고, 다양한

비전의 기저를 이루는 가치 및 이해 관계를 명확히 하며, 그러한 비전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

는 역량을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는 계획하고, 실천하며, 적극적이고 충분히 정보

가숙지된시민의식을위해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기술을개발하는것을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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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 
지속가능발전교육의통합적요소

이 평가도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영역 � 사회,

경제, 환경, 문화 � 과 연계될 수 있는 지식/가치/기술 관련 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체계

의 가치는 아래의 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각각의 요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발전

을 실천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통합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발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해서 고려하는

것이중요하다.

활용 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 및 실천 과정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 그리고/

또는 (여러영역에걸친) 지역차원의이해관계자. 지속가능발전교육을맥락화하기위해고안된

이평가도구는국가적혹은지역적차원에서지속가능발전교육에대한공동의이해를구축하는

데도움을준다. 이도구와관련해제시되어있는질문들은다양한맥락에서지속가능발전교육

의지식, 기술및가치를통해생각하고, 이들을위한우선순위를파악하는데도움을준다.

실용적조언: 이 도구를 손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의 각 영역(사회, 환경, 경제,

문화)을 담당할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고, 이들이 전체 그룹에 관련 내용을 보

고해모두가함께개선해나가라.

지속가능발전영역

사회

쭚올바른국정운영

쭚사회적차별

쭚포괄

쭚양성평등

쭚지역사회구축

쭚보건

쭚 HIV/AIDS 및생식보건

(reproductive health)

쭚인권

쭚평화

사회및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지식영역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사회가어떻게운영

되고변화하는가?

쭚다양성및포괄성

쭚보건및복지

쭚갈등여파, 갈등해결및

평화구축

쭚지역사회와국제사회간

복합적연계

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

사회적가치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국정운영에있어

민주성, 투명성과책임

의식의기준강화

쭚무차별, 포괄, 공정성및

사회정의

쭚의사결정참여및정의

로의접근

쭚성(性)을비롯한다른형

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

기술의파악및우선순위

정하기예시:

문해및소통기술

쭚지속가능발전을위한

(여러교과목영역을

아우르는) 학습및

소통의도구로서언어및

숫자를활용(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행동하기,

보기, 세기, 측정하기등)

(포괄적이아닌지시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지식

(「지구헌장」에기초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태도및가치

(지속가능발전의

4가지영역과모두연관된) 

지속가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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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영역

토의초점

쭚당신의맥락에서앞서

언급된것이외에도

어떤사회적이슈

들이중요한가?

쭚당신의맥락에서지속

가능발전을위해어떤

사회적이슈들이

우선적으로고려될

필요가있는가?

환경

쭚생물다양성

쭚기후변화

쭚삼림벌채

쭚사막화

쭚에너지

쭚천연자원보전

쭚신선한물

쭚자연재해

쭚오염

토의초점

쭚당신의맥락에서앞서

언급된것이외에도

어떤환경적이슈

들이중요한가?

쭚당신의환경에서지속

가능발전을위해어떤

환경적이슈들이

우선사항인가?

쭚책임감있고윤리적인

관리형태

쭚인권및책임감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발

전교육을통해증진될수

있는가?

환경및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지식영역의파악

및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환경적이슈및지속

가능한대안관련지식

쭚자연순환에대한지식

(예: 탄소순환)

쭚생태계(그리고생태계의

서비스)의탄력성및취

약성

쭚의사결정에영향을미

치는지역적·전지구적

차원의생태계보전

관련지식

쭚생태적시스템관련

인간개발양식의효과

쭚생태계훼손예방을

비롯해생물다양성의

손실, 오염및기타위험

예방

쭚환경, 사회, 문화와경제

간관계를비롯해이들

이생태계및생태계

서비스에미치는영향에

대한지식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수

있는가?

태의공정성및포괄성에

대한확인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발

전교육을통해증진될수

있는가?

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

환경적가치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생태적통합보전및

생명공동체에대한배려

쭚훼손된생태계복원에

필요한윤리적행동

쭚훼손예방

쭚예방의원칙

쭚 (인간, 비인간을모두포

괄하는) 생명체및생명

공동체에대한존중및

배려

쭚미래세대에대한존중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수

있는가?

비판적인문해, 연관성있는

사고및분석

쭚통찰력및이해를가지고

읽고보는능력

쭚논리적·비판적추론을

통한정보의평가·분석

을목적으로하는정보의

취합및관리

쭚경험및직감을증거, 

분석및기타지식자원

에연계시키기

쭚 질문, 문제및대안적

선택에대해창의적으로

사고하기

쭚시스템, 관계및순환의

측면에서사고하기

쭚미래사고

사회적기술, 자신감및

공감

쭚자신, 그리고타인과

관계된자신에대한

이해및감사

쭚책임감, 적응력, 기업가

정신, 변화관리및의무

등사회적·업무상습관

쭚관용, 팀워크, 협상및

리더십

쭚다양한이해관계를

평가·존중하는능력, 

창의적이고평화로운

갈등해결

(포괄적이아닌지시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지식

(「지구헌장」에기초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태도및가치

(지속가능발전의

4가지영역과모두연관된) 

지속가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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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영역

경제

쭚과소비

쭚지속가능한소비

쭚빈곤및형평성

쭚농촌개발

쭚도시화

쭚이주

토의초점

쭚당신의맥락에서이외

에도어떤경제적

이슈들이중요한가?

쭚당신의환경에서지속

가능발전을위해어떤

경제적이슈들이

우선사항인가?

문화

쭚문화유산

쭚문화적가치

쭚문화적보존

쭚문화적회복

쭚문화적비판

쭚토착지식

쭚종교및신념체계

토의초점

쭚당신의맥락에서

이외에도어떤

경제적이슈들이

중요한가?

쭚당신의환경에서

지속가능발전을위해

어떤경제적이슈

들이우선사항인가?

경제및지속가능발전과

연관된지식영역의파악

및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성장및발전의지배적

인이론및실천의변화

쭚다양한경제모델

쭚내부성과외부성

쭚경제적불평등

쭚제한적인지구안에서

의계속적인성장가능

성에대한논쟁

쭚과소비의영향

쭚빈곤의영향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

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과연관된

문화지식영역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문화적이슈, 가치시스

템, 유산, 신념등현존

하는동시에지속가능

발전을위해가치있고

필요한것

쭚지속가능발전을위한

지역문화와전지구적

문화간연결

쭚지속가능발전을위해

필요한문화보존

그리고/또는문화적

비판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

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

경제적가치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윤리적·사회적·환경

적의무로서의빈곤

타파

쭚부와자원의보다

공평한분배및공유

쭚 생산및소비패턴에

있어지구의재생산

능력, 인권및지역사회

복지를보호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

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에필요한

문화적가치의파악및

우선순위정하기예시:

쭚지구및모든생명체에

대한존중

쭚생명공동체에대한

관심

쭚타인과그들의

복지에대한관심

쭚형평성의원칙및

타인에대한존중

쭚인간의존엄성, 신체적

건강및정신적행복

쭚관용, 비폭력및평화

이들이어떻게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해증진될

수있는가?

책임감있는기술활용

쭚학습및지속가능발전

실천·해결을위한기술

사용능력

쭚책임감있는기술과

경제, 사회, 환경을

연계시킬수있는능력

쭚적절하고지속가능한

기술의선택및

활용하는능력

쭚지속가능발전의

원칙및실천과

관련된다양한

기술들의영향력을

평가하는능력

쭚자연시스템의한계

속에서활동하는능력

쭚새로운지속가능발전

기술및평가를촉진하는

산술적·과학적능력

토의초점

쭚이외에도지속가능발전

의강화를위해어떤

능력이개발되어야

하는가?

(포괄적이아닌지시적인)

지속가능발전교육지식

(「지구헌장」에기초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태도및가치

(지속가능발전의

4가지영역과모두연관된) 

지속가능발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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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의실천에있어사회·환경·경제·문화의지식, 기술및가치의통합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을통해활발한정보시민의식구축을위해위의요소들을어떻게융합할것인가?

쭚어떤지역적/국가적/전지구적이슈와지속가능발전관련질문들을조사할필요가있는가? 

쭚기존의대안은무엇이며, 이는어떻게실천될수있는가? 

쭚어떤대안적인실천및미래가계획·상상·실천될수있는가?

쭚지속가능발전실천의이행에있어어떤계획이필요한가?

지속가능발전실천및대안의이행을검토하는데있어어떤평가·모니터링과정이실행되어야하는가? 

이 문항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사회·환경·경제의 지식, 기술 및 가치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과정을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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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평가문항과평가도구

이장에서는다음의국가정책평가문항을다루고있다:

○ 평가문항:국가발전정책과지속가능발전교육간에어떤연관성이있는가?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육의목적에미치는영향은무엇인가?

○평가문항:지속가능발전교육이어떻게국가교육정책에영향을미치는가?

평가문항들은다음의평가도구들이뒷받침해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3:국가발전정책내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4: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교육의목적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5:국가교육정책내지속가능발전교육

이장은국가발전목표, 교육목표, 국가교육정책간의보다큰시너지창출에목적을두고있

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원칙을국가발전정책에통합시키거나, 지속가능발전교육의원칙을포함

시키기위해현재국가발전정책의목표혹은방향을변경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혹은지

속가능발전이 적절하게 국가 정책 환경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할 수

도있다. 아래제시된정책‘바퀴’(도표 4)는이처럼서로연결된정책환경의특성을보여준다.

도표 4: 정책‘바퀴’

5
W
L
]
TM
��

국가발전정책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국가발전정책

(예: 새천년개발목표, 경제정책,

에너지정책등) 간연결고리는

어디에있는가?

교육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은교육목표에

어떤영향을미치는가?

교육목표가사회의지속가능발전에대한

관심을반영하고있는가?

국가교육정책
국가교육정책이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화적문제(지속가능발전교육문제)를

적절히다루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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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국가발전정책과지속가능발전교육간에

어떤연관성이있는가?

목표

국가 발전 정책에서 어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기회가 있으며, 이러한 발전 정책이 지속가능

발전관점에서교육의역할을어떻게조망하고있는지조사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국가교육및개발담당정책입안자, 국가발전파트너, 교육및개발이해관계자

방향

모든 국가 구성원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 개발 과정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혹은

자산에 의존하게 된다. 예컨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을 위해 천연 자원에 의존하는

반면, 더 많은 선진국들은 생계를 위해 기반 시설이나 지식 기반 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다. 발전 정책은 대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이러한 자원들에 중점을 두

며, 국제시장을 조건부 요소(conditional factor)로서 고려한다. 최근 발전 정책은 점차 지속

가능발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는 추세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국가 발전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을 현실화시키는 데 필요한 도구 및 관

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 및 학습은 정책의 고안과 실행 모두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학습은 정책에 대한 피드백(feedback)도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을 시험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지속가

능발전은 종종 정책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영역들을 아우르는, 중지를 모아 수립한(joined-

up) 정책을 요구한다. 이는 곧 지속가능발전이 조직적 차원의 도전 과제 � 사람들로 하여금

영역 간에 협력하고, 장벽을 넘어 소통케 하는 � 를 제시함을 의미한다. 자원 활용, 인간 발전

및 환경 관리와 관련된 정책에 포함시키면 다양한 정책 영역들을 상호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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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3을 통해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아래 목록의 영역에

해당되는 최근 국가 정책 및 전략 문서를 확보하고, 이들 영역에 핵심적인 이해 관계 및 지식

을 보유한 사람들을 평가 과정에 참여시켜라. 평가시 참가자들에게 국가 정책이 지속가능발

전의 여러 가지 상호 연계된 차원들을 어떻게 증진·저해하는지를, 그리고 이들 정책 간 연계

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하라(평가도구 3 활용). 이들 참가자에게 정책 내 교육 목적이 무

엇인지, 그리고가능한지속가능발전교육의기회로어떤것이있는지질문하라.

평가에는다음의몇몇정책들을포함할수있다.

○ 경제발전 ○인구

○ 지속가능발전 ○환경

○ 빈곤감소전략 ○지역발전

○ 보건 ○교육

○ 문화 ○고용및훈련

관련 정책이 파악되면 정책 체계에 따라 조직화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 성취에 있어 어

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라. 지역 및 하위 지역 정책 또한 평가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정책이 너무 많다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루고, 나머지는 나

중에평가하거나보다장기간에걸쳐진행되는과정내에서평가한다.

의사 결정에 있어「본(Bonn) 선언문」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의를 활용하거나(<

모듈1: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계획 및 준비> 내‘지속가능발전교육’부분 참조), ‘지

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에서 당신이 개발한 실천 계획을 활용하라. 발전 정책 내 지

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과 관계된 정책 자원을 파악하라. 연계성(interlinkage)에 대한 평가가

가장중요하다. 

정책 평가 과제의 다양한 영역들은 특정 정책 관련 지식을 보유한 여러 그룹들이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평가 내용들을 플립차트에 한 데 모은 후 벽에 붙여놓고 보라. 이를 통해 피드백을

감안하는 동시에, 정책 내 모순 및 긴장을 파악 � 새로운 정책 개발 혹은 정책 변화에 있어 중

요한 부분인 �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어느 영역이 가장 강

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의 어느 영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더불어 국가 정책 평가는 국가 정책이 기후 변화, 생물다

양성의 손실, 빈곤 감소, 국제 인권 혹은 식량 안보 등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수있도록국제개발및이슈들과의연계에있어정보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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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단계

○여러동료들과함께결과를평가하라.

○평가에 그룹을 활용하고 있다면 새롭게 대두되는 양식, 긴장 및 정책 이슈들에 대한 논의

에대응할시간을가져라.

○정책변화및지속가능발전교육을새로운기회에대해논의할시간을가져라.

○핵심결과및논의내용을일부추진하기위한의제를개발하라.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이슈가제기될수있는기타정책포럼에대해논의하라.

○네트워크구성, 전문가/연락처목록작성등이가능한지상의하라.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우선 순위에 기반을 둔, 보다 심도 있는 정책 평

가를요구할가능성을고려해보라.

실천 계획및 수립하기

○ 3개의 핵심 실천사항을 결정하고, 이 문서의 맨 뒷부분에 있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

실천계획에추가하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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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3: 
국가발전정책내지속가능발전교육

이 도구는 국가 발전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역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발전 정책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들 정책을 이행하

는 데 있어 기존에 자원을 분배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

들정책에통합될수있는구체적인기회를포착할수있을것이다.

활용 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 및 실행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영역에 걸

친) 국가적그리고/또는지역적이해관계자

실용적조언: 국가발전우선사항들은많다. 따라서결과비교및실천계획확정을함께추진

하기에 앞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선택한 후, 정책 평가 과제들을

관련전문가그룹에게배분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영역

사회

환경

(생태)

지속가능발전의다양한

영역과관련된모든

정책, 전략, 계획및

이해관계자를기입해라.

예: 사회적안녕, 보건,

주거, 사회서비스등을

포함하는복지정책

예: 환경보호, 국립공

원, 주요기관의역할등

을위한핵심목표들을

아우르는국가환경

계획

다양한정책/전략

그리고/또는이해관계자

가말하는, 교육에기대

되는역할을기술하라.

예: 사회통합, 시민의식,

사회적갈등중재에서의

교육의역할

예: 교육기관은물과

에너지의보전을비롯해

지역적생물다양성을

증진해야한다.

당신의분석/토론을

통해도출된개선점및

기회를기술하라.

예: 이주, 난민공동체

에대한이해등의관점

에서의세계시민의식

예: 기후변화에적응

하면서그영향력을

상쇄시키는동시에, 

지역공동체의회복성

을증대시키는국가

차원의노력에대한

학교의기회

이들정책을지원

하는자원, 그리고

추가적으로필요한

부분을기술하라.

정책명

그리고/또는전략계획명
교육의역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기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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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관련영역

경제

문화

연계성

(interlinkage)에

대한평가

예: 경제전략, 고용및

훈련목표, 주요산업

및지역등에대한

지원·개발을포함하는

국가 5개년계획

예: 문화유산, 관광, 

미디어, 예술지원등을

포함하는국가문화

정책

예: 지역공동체활성화

유지및대도시로의이

주제한이목적인, 지방

산업내활동을위한

개발기술에있어교육

의역할

예: 문화유산에대한

학습, 문화활동등에

참여, 문화에대한

선행학습

예: 지속가능한/사회적

기업의발상에대한

교육상만들기

예: 자연및환경을

기리는문화적전통, 

노래, 서사선지식의

동원

정책명

그리고/또는전략계획명
교육의역할

지속가능발전

교육의기회
자원

이러한영역들은어느정도연결되어있는가? 영역사이에는

어떤갈등이존재하는가? 영역간더큰정책시너지를창출하기위해서는

무엇이필요한가?

시너지보장을

위해복수의

자원이분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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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육의목적에미치는

영향은무엇인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육의목적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를평가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국가교육정책및개발정책입안자, 국가발전파트너, 교육및개발관련이해관계자

방향

교육 목표에 대한 국가 성명(national statement)은 종종 보다 광범위한 정책적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3에서 강조했듯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 사항이 포함되도록 교육 목표를 재정향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폭넓게 지

원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다.

교육을위한지속가능발전교육목표의사례로서다음의 2가지를들수있다.

○지역적·국가적·전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환경적·경제적·문화적

차원의상호의존성을이해하고가치를부여

○지속가능한미래의달성으로연결되는태도, 기술및역량을개발

대체로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긴 하지만, 교육의 국가적 목표는 사회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평가도구 2에서 다루었듯이) 사회 내 변화가 새로운 지식, 가

치, 태도, 기술 및 역량의 개발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해볼 때, 사회적 재정향을 꾀하는 어

떤 프로젝트든지 교육적 측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회적·교육적 변화에 있어 언제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과 발전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의 전통과 지식에 어떻게 기반을

두고 이들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다. 새로운 지식과 전통적 지식 간에는 종종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다원주의와 다양성, 그리고 권력-지식 간 관계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판단이 필

요하다.

2(모듈 2)수정1  2013.5.9 5:28 PM  페이지37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평가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 가치,

태도, 기술과 관련해 경제, 사회, 환경 및 문화 간 연결 관계를 조망했다. 교육 목표 평가의 지

침으로서이러한체계와평가도구 2의결과물을활용하라.

교육의 국가적 목표에 대한 성명을 포함한 문서들을 확보하라. 확보한 문서들 중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국가적 목표를 다루고 있거나, 정책이 항상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보

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정부 부처 혹은 그룹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는 교육 목표의

여러 측면을 다룰 수도, 초·중·고등 분야 교육 목표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목표들 간에 극

명한차이점이있을수도있다.

평가도구 4에서는다음과같은과정을제안한다.

○국가정책성명에구체화되어있듯이교육의핵심목표를파악하라.

○이들목표의지식, 기술, 가치, 그리고태도의추정치를분석하라.

○ (평가도구 2에서 반영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기술 및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이들목표가어떻게변화하거나향상될수있는지를생각해보라.

○분석이 완료되면 (평가도구 2에서의 당신의 분석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기

술및가치를포함시킴으로써교육목표를재서술하라.

후속 조치단계

○ (평가도구 2에서 파악된) 당신의 맥락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

도록교육목표를어떻게재설정해야하는지생각해보라.

○교육 목표의 공식적인 변화를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파악하라. 이를 위해 어떤 계획

을 세워야 하는가? 이 계획이 형식 교육의 평가 주기 및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되어야 하는

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우선 사항 및 지속가능발전 이슈와 관련해 보다 심도 있게 평

가하라.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 평가 작업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도록 2-3개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

책의맨뒷부분에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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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4: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교육의목적

이 평가도구는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여러 단계에서 명시된 국가 교육의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활용 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 및 실행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영역에 걸

친) 국가적그리고/또는지역적이해관계자

실용적조언: 이 도구를 교육 시스템 내 특정 단계 혹은 영역(예: 고등 교육)과 함께 활용하거

나, 교육 시스템 내 여러 단계 혹은 영역(예: 기초 교육, 중등 교육, 고등 교육, 성인 교육 등)

에초점을맞출수있는실무그룹을찾아라. 필요시이표를확장시켜라. 

교육목표및

이들의자원에대한

국가성명

(핵심인용문을

선택하라)

예: 교육부: 

‘교육의목적은

모든사람들을

21세기의삶을위해

준비시키는것’

예: 초등교육의목표:

‘강력한평생학습

사회를위한기초를

다질수있는, 양질의

초등교육에대한

접근기회를모든

이에게제공’

예: 미래지향적이나,

정확한정의가

없음

예: 교육적접근에

대한사회적형평성

강조. 질적교육에

대한정의가여전히

없음

예: 지식, 가치, 태도

및기술은보다명확

하게표현가능

예: 질적교육은이

모든요소를포함

하고있는것으로

정의가능

예: 21세기의삶에지

속가능발전및지속

가능발전교육요소

포함가능

예: 질적교육을지속

가능발전교육의측면

(지식, 기술및가치,

그리고능동적시민

의식및지속가능한

실천에있어이들요

소들의통합적용)과

연계시켜정의가능

예: ‘교육의목적은

모든사람들을

삶과지속가능한

미래를위해

준비시키는것’

예: 강력한평생학습

사회및능동적시민

의식을위한기초를

다질수있는, 양질의

초등교육에대한

접근기회를모든

이에게제공하는

것이목표

지속가능발전의

강조영역: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강조된교육적측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가치, 

태도, 기술

(평가도구 2 참조)

기존의그리고/또는

잠재적인지속가능

발전교육의측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강화될수

있을것인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재서술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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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및

이들의자원에대한

국가성명

(핵심인용문을

선택하라)

예: 중등교육의목표:

‘직장생활에대비

하는모든학습자들,

그리고권리및의무

를인식하는책임감

있는시민을준비

예: 고등교육의목표:

‘국가의경제적·

사회적복지를발전’

필요시연관된

기타요소추가

예:  교육의직업적

목표가경제적측면

을강조하고, 시민의

식의사회적측면

언급

예: 사회및경제에

대한기여모두를

언급

예: 업무적지식과

더불어시민의식

(권리및의무)의

가치및태도도강조

예: 전문가들은사회

에필요한바를기여

하기위해이모든

요소를필요로할수

있음

예: 지속가능발전교

육의환경적·사회적

시민의식, 그리고세

계시민의식과의연계

언급가능

예: 지속가능발전교

육학습범주에환경

적·사회적·경제적

요소를추가할필요

있음

예: 모든학습자에게

직장생활과더불어

권리, 의무및지속

가능발전에대해

인식하는책임감

있는시민의식을위해

준비를갖추게하는

것이목적

예: 생태적통합을

존중하는동시에, 

국가의경제적·

사회적복지증진이

목표

지속가능발전의

강조영역: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강조된교육적측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가치, 

태도, 기술

(평가도구 2 참조)

기존의그리고/또는

잠재적인지속가능

발전교육의측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강화될수

있을것인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재서술한

교육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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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어떻게국가교육정책에

영향을미치는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 정책의 모든 측면에 있어 어떻게

통합될수있는지조사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국가 교육 및 개발 담당 정책입안자, 국가 발전 파트너, 교육과 개발 이해관계자, 학교 차원에

서의교사·교장·지역사회

방향

교육 정책, 전략 및 정책 지침 관련 문서들은 교육의 방향을 제공하고, 우선 사항 및 지향점

을 설정한다. 이들 방향 및 우선 사항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전략 및 정책 지침 문서가 수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교과과정 구성, 교수 및

학습 전략, 평가, 교실에서의 학습 자료, 학교-지역사회 간 관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포함

된다. 이 모든 정책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활용할 지식, 가치, 태도 및 기술을 통해 학습 시

스템이 지니고 있는 간접적인 효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모든 정책들은 학

습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예: 특정 맥락에서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한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국가 교육 정책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스템의 관점에서

고려함으로써, 하나의 정책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룰 필요

가 있다.

평가 과정

○이 평가도구는 하나 이상의 주요 국가 교육 정책(예: 교과과정과 학교 운영 및 조직에 영향

을미치는주요정책, 학생안전및복지를관할하는주요정책)에활용되어야한다.

○ 보다 손쉽게 사용하려면 평가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지속가능발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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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렌즈’평가도구 5의 특정 관점을 다루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종합 토론에서 보고하게

하라.

후속 조치단계 및실천 계획수립하기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육 정책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

어이평가를활용하라.

○ 3가지 핵심 실천 사항을 결정해, 이를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

육렌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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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5:
국가교육정책내지속가능발전교육

이 평가도구는 선정된 2-3개의 주요 국가 교육 정책(예: 교과과정 정책, 학교 운영 정책, 학습

자복지정책)과함께활용해야한다.

활용 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 및 실행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여러 영역에 걸

친) 국가적그리고/또는지역적이해관계자, 그리고/또는학교교장및교사

실용적조언:이작업은그룹을나누어그룹별로각기다른정책을평가하도록할수있다.

(기초, 중등, 고등등

여러교육영역에

적용하기위한)

정책영역

교과과정구성

교수및학습전략

교실에서의

학습자료

예: 국가교육계획

예: 국가교육계획

예: 국가교육계획

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기술및가치에

대한제도적인접근

포함

예: 교과과정

기획위원회,

교과과정

자문위원들

예:  교과과정자문

위원들은학교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행에있어제도적

으로접근할수

있도록보다많은

지원을제공해야함

정책명

첫행에서명시한,

교육의다양한측면

에대한조언이포함

된정책혹은교과

과정의명칭을

기입하라.

정책이말하고자하는

바가무엇인가?

문서가지속가능발전

교육에대해실제로

어떻게언급하고있는지

기술하라. 이문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시스템적접근법

(예: 문화적·환경적·

사회적·경제적측면을

포함하고있는가?)을

다루고있는가?

관련지원서비스및

학교를위한자원

다양한지원서비스

를비롯해, 학교가

이같은조언을실행

하도록도와줄수

있는자원들을

목록화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시키기위해

누가무엇을실행할수

있는가?

다양한이해관계자들

을비롯해, 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합

시키기위해필요한

요소들을목록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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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학교-지역사회간

관계

교사의전문성

개발

디자인, 건설, 

그리고쓰레기/

화장실/에너지/

물관리를포함하는

학교건물관리

어린이들의보건및

복지 (식품포함) 

학교교통수단

예: 평가에대한

가이드라인및

시험

예: 국내학교법

예: 국내교사교육

정책

예: 표준입찰서에

명시되어있는

학교디자인

요구사항

예: 학교보건및

영양을위한

가이드라인

예: 국내학교법

예: 지속가능발전교

육에대한문제가시

험에포함될수있도

록보장

예: 표준입찰서에

지속가능한구매

정책관련조항포함

시키기

예: 지역에서생산된

영양가높은식품의

구매, 지역사회서비

스의제공을권장

예: 보다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이선호되

어야함

시험기관

(examination board) 

교과과정자문위원들

예: 학교운영이사회

예: 학교급식업체

직원, 지역사회주민

예: 지속가능발전

교육의관점들을

조사하는방법과

관련해시험기관

위원및교사들에게

훈련기회제공

예: 계약자들을위한

지속가능한구매

관련지침을제공할

수있도록소책자/

정보자원제작

아이들에게건강한

식사를제공할수

있도록학교급식업

체직원및지역사회

주민들을대상으로

훈련실시

(기초, 중등, 고등등

여러교육영역에

적용하기위한)

정책영역

정책명

첫행에서명시한,

교육의다양한측면

에대한조언이포함

된정책혹은교과

과정의명칭을

기입하라.

정책이말하고자하는

바가무엇인가?

문서가지속가능발전

교육에대해실제로

어떻게언급하고있는지

기술하라. 이문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시스템적접근법

(예: 문화적·환경적·

사회적·경제적측면을

포함하고있는가?)을

다루고있는가?

관련지원서비스및

학교를위한자원

다양한지원서비스

를비롯해, 학교가

이같은조언을실행

하도록도와줄수

있는자원들을

목록화하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합시키기위해

누가무엇을실행할수

있는가?

다양한이해관계자들

을비롯해, 지속가능

발전교육을통합

시키기위해필요한

요소들을목록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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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어떻게질적학습결과를

향상시킬수있는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질적 학습 결과를 낳는 데 있어 어떻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기존의질적고민들을어떻게다룰수있는지를평가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국가 정책입안자, 교사, 교과과정 개발자, 시험 담당 공무원, 교과서 집필자, 지속가능발전교

육에관심이있는이해관계자

방향

「본(Bonn) 선언문」(유네스코, 2009)10에는“교육의 질적 수준은 지속가능한 삶을 추구하고,

사회 활동 및 수준 높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치, 지식, 기술 및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여야한다”는내용이명시되어있다.

‘질(quality)은 누군가의 사회가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는 역동적인 개념이 되어왔다. 미래지향적인 사고 및

기대를장려하는것에대한중요성은점차커져가고있다. 질에대한과거의개념은

더 이상 충분치 않다... 서로 다른 맥락에도 불구하고, 질적 교육(quality education)

을추구하는데있어공통의요소들이많다. 이들요소들은모든사람들 � 여성과남

성 � 을그들이속한지역사회의구성원이자이세계의시민으로서적극적으로역할

을다할수있도록준비시키는데보탬이되어야한다.’(유네스코, 2003).11

질적 교육에 대한 전지구적인 논의는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에 대한 교육적 연구에서 기

10 「본(Bonn) 선언문」(유네스코, 2009).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87/188799e.pdf. 

11 질적교육에대한교육부라운드테이블, 유네스코, 200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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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며, ‘모두를위한교육’의핵심중점사항들을보완하는역할을담당한다. 그러나질적수

준에 대한 논쟁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현재 어떤 학습 시스템이 학습자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민에서도 대두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유

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모두 매우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러한

문제들과어떻게부합하고상호작용할까?

질적 교육과관련된 핵심 사항

○좋은, 건강한, 그리고지속가능한삶을영위하기위해활용가능한지식, 기술, 가치, 역량

○문해(과학적 문해 포함), 산술 능력, 삶에 필요한 기술 및 다양한 지식 역량, 그리고 이들을

다양한맥락에서적용할수있는능력을달성

○현재와미래를위한학습및자질의적절성및관련성

○진보, 그리고 다양한 맥락에 대한 지식의 전달(예: 초등학생에서 중등학생으로, 학교에서

지역사회로등)을위한교육역량구축

○개인의잠재력및사회적가치개발

○가족, 지역사회를비롯해보다넓은사회의지원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6과 7은지속가능발전교육이여러상호작용방식안에서

어떻게 질적 교육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교육의 질적 강화는‘지속가능발

전교육 10년’과‘모두를 위한 교육’사업의 핵심 목표다. 다음은 이러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질적교육에대한한가지관점이다.

질적교육은개인, 가족및지역사회구성원, 세계사회의일부로서학습자와관련된

학습을반영해야한다. 질적교육은과거를이해하고, 현재와연결되며, 미래에대한

관점을보유하고있다. 질적교육은지식구축과더불어모든형태의지식에대한기

술적인적용 � 개별적으로도, 그리고다른이들과도관계되어역할을담당할수있는

특별한개인들에의한 � 과연관되어있다. 질적교육은문화와언어, 보다큰맥락과

연계된개인의가치, 그리고현재의형평성을촉진하고지속가능한미래를독려하는

삶의중요성이지니고있는역동적인특성을반영한다(Pigozzi, 2003:5). 

질적 교육은 특정 교과과정의 내용(예: 교과과정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전수 가능한 기술과

같은 보다 포괄적인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질적 교육의 이행을 가능

케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삶 전체와 관계된 지식, 기술, 가치 및 역량의 발전을 통해 이를

달성하는 것이다. 『학습: 내재된 보물』12(들로르 보고서)은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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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 들로르(위원장) (1996). 『학습: 내재된보물』(Learning: The Treasure Within), 유네스코 21세기세계교육위원회보

고서, 파리 유네스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http://www.unesco.org/delors/delors_e.pdf)를 통해

온라인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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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가지중심축(pillar)을기반해수립해야한다고제시한바있다.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 지식과 지혜를 존중하고 이를 탐색하기 위한 지식,

가치및기술

○실천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 생산적인 고용 및 여가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해 필

요한지식, 가치및기술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 ― 국제적/문화간/공동체 협력 및 평화

를위한지식, 가치및기술

○되기위한학습(learning to be)―개인과가족의복지를위한지식, 가치및기술

여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폭넓은 범위와 목표(개인과 집단으로 하여금 태도 및 삶의 방식

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갖추게 함)를 고려할 때, 학습의 5번째 중심축이 추가될

수있다.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학습(learning to transform oneself and society)13 ― 지속가

능한미래를위한지식, 가치및기술

이들 5가지 중심축은인간에게요구되는필수학습도구(예: 문해력, 구두표현, 산술능력, 문

제 해결 능력)와 기초 학습 내용(예: 지식, 기술, 가치 및 태도) 모두를 제공하는 교육의 기초

를 제공한다. 이들 학습 도구 및 내용들은 인간이 생존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일하며 살아가고,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고, 타인에게 공감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학습을 지속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학습을 지속하는 데 목적을

두고있다.14

평가 과정

앞서 언급한 5개의 중심축에 기반하고 있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은 질적 학

습 결과 평가를 위한 흥미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는 질적 학습 결과를 평가·모

니터링하는 데 있어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러한 아이디

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발전될 수 있다(‘지속

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니

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의평가과정을비롯해평가·모니터링지표및초점을개발하

는데있어영향을미칠수있음을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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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네스코방콕사무소. 

14 교육에대한이러한결과물은「‘모두를위한교육’세계선언」(좀티엔, 1990, 제1조, 제1절)에목록화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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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에 이어, 평가도구 7을 활용해 당신의 교육적 맥락에서

핵심적인 질적 고민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이러한 질적 고민들을 다루는 데 있어 어

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 이 활동을 질적 학습 결과의 평가·모니터링을

위한추가적인지표를개발하는데활용해보라.

이 2가지 평가도구 활동은 당신의 교육적 맥락에서 질적 의미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2가지평가를활용해질적고민을다루는데도움을줄수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우선순위영역을파악하라.

후속 조치단계

○평가가 끝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질적 학습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어떤 것들이 이행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 예컨대 어떤 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하는지, 기존의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학습 자료가 어

떻게수정되어야하는지, 교과과정에어떤변화가필요한지등을생각해보라.

○실천계획을만들고, 이를기존의교과과정, 교사교육, 평가과정에맞게조정해보라.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 평가 작업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도록 2-3개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

책의맨뒷부분에있는 <모듈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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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6:
지속가능발전교육과질적학습결과

이 평가도구는 질적 학습 결과에 대한 사고방식으로서『들로르 보고서』(Delors Report)가 제

안하고 있는 21세기 교육적 틀을 사용한다. 이러한‘기둥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

며이들은서로통합될필요가있다. 따라서이평가는이들모두를포함하고있다. 

활용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과 정책 실행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 그리고/

또는 (여러영역에걸친) 지역차원의이해당사자, 그리고/또는학교장과교사

51

모
듈

3

학습의기둥

알기위한학습

실천하기위한학습

지속가능발전교육은형식/

무형식/비형식교육과

관련이있으며, 맥락을고려

하며내용을다루고, 세계적

이슈와지역적우선순위를

포함하며, 탈학문적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단일

학문분야에소속된것이

아니라모든분야에걸쳐

있다. 

평가문항:

이러한관점들이어떻게

질적학습결과를향상

시킬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지역적

필요, 인지, 상황에기반하고

있으나, 지역적필요의충족

은종종국제적인영향과

결과를불러온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정신적

예: 기존의학습결과는

내용에초점을맞추고

내용및문맥적접근을

허용하지않고있다. 

예: 기존의학습결과들은

학습자들을지속가능성의

실천에참여시키고있지

않다(이슈에대한지식만이

추구되고있다). 

예: 교과과정은내용과

문맥을모두균형있게

다루고있다. 

예: 교과과정은지역적·

세계적지식의정보에

기반한지역지속가능성

실천에대한학습자

참여를포함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질적결과를

가져올수있는가?

기존의학습결과검토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과차이가있는가?

질적학습결과가

성취되었는지를나타내는

평가·모니터링

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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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기둥

더불어살기위한

학습

되기위한학습

모델로부터이러한모델과

개념이탐색되고평가될수

있는지속가능성실천으로

의전환을촉진시킨다. 

이것은기업가정신과

창의력개발을포함한다. 

평가문항:

지역적필요, 인지, 상황에

기반한지속가능성실천및

학습경험참여가학습

결과와어떻게통합될수

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속가능발전의기저를

이루는세대간, 세대내

형평성, 사회정의, 자원의

공평한분배, (다른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참여의

원칙에기반한다.  

평가문항:

어떻게이러한원칙들이

질적학습결과를강화

시키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평생학습을장려한다. 

이는지속가능성개념의

진화적특성을수용하고

있으며, 학습의가치에대한

중요성을강조한다.

평가문항:

어떻게학습을위한학습

(즉, 평생학습능력) 접근과

지속가능성에대한이해를

예: 기존의학습결과는

세대간, 세대내형평성을

포함하고있지않다. 

예: 기존에있는학습

결과는공동체참여를

허용하지않는다.

예: 기존의학습결과는

지속가능성에대한

계속적으로변화하는

관점을포함하고있지

않다(지속가능발전을

‘고정된것’이라고

표현하고있다). 

예: 교과과정은

세대간, 세대내

형평성을포함한다. 

예: 교과과정은공동체

참여의기회를포함한다. 

예: 교과과정은학습자들이

다른맥락에서의지속가능

성이해를검토하는기회를

포함해야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질적결과를

가져올수있는가?

기존의학습결과검토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과차이가있는가?

질적학습결과가

성취되었는지를나타내는

평가·모니터링

지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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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학습의기둥

개인과사회의변화를

위한학습

계속적으로다듬는능력이

학습결과에포함될수

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공동체기반의사결정, 

사회적관용, 환경적관리,

적응가능한인력, 

삶의질을위한시민의

역량을구축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참여적·사색적접근을통해

가능하다. 

평가문항:

어떻게이러한접근들이

학습결과에통합될수

있는가?  

예: 기존의학습결과는

사색적인접근을

포함하지않는다.

예: 교과과정은사색적인

기량을키울수있는

기회를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떻게질적결과를

가져올수있는가?

기존의학습결과검토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과차이가있는가?

질적학습결과가

성취되었는지를나타내는

평가·모니터링

지표개발

토론을위한질문:

이질적학습결과에대한평가가교과과정평가에반영되려면어떤과정이

있어야하는가? 누가여기에관여해야하는가? 

어떻게평가·모니터링을위한지표가다른‘평범한’평가·모니터링프로그램과

통합될수있는가?

유의점: 이 평가도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에서 각 과목이 질적 학습 결과를 증진시키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개별 과목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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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7: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교육의질적고민

이 평가도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떤 방법으로 몇몇 핵심적 교육의 질적 고민들을 다루는

데 기여할 것인지를 고려하기 위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의 평가 과정에 기반

하고있다. 

활용주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정책과 정책 실행에 통합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국가 그리고/

또는 (여러영역에걸친) 지역차원의이해당사자, 그리고/또는학교장과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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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지속적인삶을

살기위해활용가능한지식, 

기술, 가치, 역량

문해성취도(과학적능력포함), 

산술능력, 삶의기술, 

여러맥락에서적용가능한

다양한지식역량과능력

학습의적절성과연관성, 

현재와미래를위한자질

예: 고용주들은학생들의학습이

직장까지연결되지않고있다고

보고한다. 가족들은초등교육이

어떻게생계에도움이되는지

인식하지못하고있다. 교육

제도는과소비를불러일으키고

있다. 

예: 문해력과산술능력시험에서의

낮은성취점수, 많은시민들이

스스로문서작업을하지못한다.

과학적능력이시대에뒤떨어진다. 

예: 학생들은그들의자격요건들이

미디어를통해접하게되는미래의

도전과제를위해그들을대비시키

기위한것임을모른다. 학습패키

지와전달은학생의생활방식및

노력과들어맞지않는다. 

예: 고용주들과함께지속가능

발전교육계획을수립함으로써

사업내지속가능성을교과과정에

포함시켜라. 지속가능한삶과

기회에대한지역차원의정보를

제공하는초등교과과정의요소

들을시험해보라. 소비절감에

대한학습프로그램을소개하라. 

예: 문해력과산술능력의교수법을

지역사회현실의지속가능성문제

와연결시켜라. 시민의식을위한

문해력을지속가능발전교육과

시민의식교과과정에포함시켜라.

복잡성을다루는과학교과과정을

도입하라.  

예: 교과과정과전달방식을

결정하는협상과정에학생들을

참여시킨다. 지역적지속가능성

평가를미래이슈그리고/또는

고용혹은사업관련기회를파악

하기위한학습의일부로여겨라.

미래의다른거래및직업을위해

지속가능성자격요건을제시하라. 

당신의환경에서발생하는

세부문제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해결책에

기여할수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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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맥락(예: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학교에서

지역사회까지등)에서의지식

전달과진보를위한교육역량

구축

개인의잠재성과사회적가치

개발

가족, 지역공동체학습, 

사회로부터의지원

당신이속한맥락에서발생하는

기타구체적인질적고민들이

있는가?

예: 최근초등교육을받기시작한

모든학생들을위한중등교육

교사를훈련시킬수있는

자원이나훈련과정이부재함

학교의지식활동은범위가좁아

다른맥락에적용하기힘듦

예: 개인적·사회적 발전과

개개인의 다양한 성과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학업

성취만으로 측정된 교육 결과,

교육결과는항상개별화되어있음

예: 학교교육은부모와지역

공동체로부터배우는지식을

고려하지않는다, 학교교육은

지역적·토착적지식을약화

시키며세대간장벽을형성하는

것으로여겨진다. 사회는학교와

새로운지식및연구결과를

공유하는것에관심이없다. 

예: 미래도전과제에대비해

시민들을준비시키고지속가능한

삶을위한전략을마련하면서

기존의인프라를활용해저비용의

지속가능발전교육기반지역사회

대학개발을위해비정부기구(NGO)

와연결짓기, 지식전달경험을위한

문제해결교수법이행

예: 지속가능발전을위해모든

사람들의참여가매우중요하다는

지속가능발전교육시민의식의

기풍을조성

예: 교과과정에서지역및가족의

지식을사용하는창의적인방법으로

비정부기구와시민사회이해당사자

를포함하는위원회설치

과학자들이학교와교류하고최신

혁신사항을공유할수있도록돕는

프로그램개발

당신의환경에서발생하는

세부문제영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해결책에

기여할수있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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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평가문항과평가도구

교육의 실행은 교육과 훈련 제도의 거시적·중간적·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하면

서 여러 단계에 걸친 과정이다. 이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능한 교육 실행을 검토

하는것은불가능하며, 매우힘든과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과정의 목적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향한 교육의 전략적 재정

향에서중요한몇가지핵심적인실행영역이선정되었다. 가장중요한것은실행평가문항과

평가도구가 교육 제도 내의 다른 수준, 다른 과목 및 학습 영역에서도 사용되며 그리고/또는

다른 교육 이해당사자들(예: 초등학교 교사, 교사 교육자 혹은 교과서 집필자 �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에의해서도사용된다. 

따라서 실행 평가문항 및 평가도구 활용자들은 우선 이 평가도구를 어느 그룹과 함께 작업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해당 그룹에 어떻게 이 도구를 적용해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교육 실행과 관련된 다른 활용자 그룹에서(큰 변경 없

이)도같은도구를이용할수있을것이다. 

이장에서는다음과같은실행문항들을다루고있다: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향상된교수및학습을어떻게지원할수있는가?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심사들이 어떻게 교과과정 과목이나 학습 영역에서 통합될

수있는가?

○평가문항: 학습자료가어떻게지속가능발전교육을통해향상될수있는가?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학생학습평가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지속가능한학교를만드는데어떻게도움을줄수있는가?

○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사교육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다음의‘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들이평가문항들을뒷받침하고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8: 교수및학습전략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9: 교과과정내지속가능발전교육의통합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0: 지속가능발전교육과학습자료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1: 지속가능발전교육과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2: 지속가능발전교육과지속가능한학교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3: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교사교육

4(모듈 4)수정1  2013.5.9 5:30 PM  페이지59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이 모든 평가도구들은 학교 교사가 활용할 수 있다. 전 세계에는 7천만 명의 교사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그들의 교수 활동을 평가하기 시작해야 한

다. 따라서 이 문서는 교사와 학교 운영자에게 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의 사용

을 권장하며, 그들이 국가적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 과정에 이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도록 돕는다. 한편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이 평가도구의 활용을 권장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현장, 학교, 교실, 교사 교육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요긴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조정위원회와 포럼은 지속가능발전교

육의 정책과 이행이라는 2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평가도구는 지속가

능발전교육의 거시적·중간적·미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상호 작용과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가능하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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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향상된교수및학습을

어떻게지원할수있는가?

목표

다양한교수및학습전략이변혁적학습을가능케하는데활용될수있는방법을고려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 교과과정 개발자, 시험 관리자, 교과서 집필자, 교과

과정 자문위원, 국가 정책입안자 및 이해관계자. 개별 교사 및 교사 모임도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방향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과과정 내 모든 영역에서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것은 곧

지식, 가치와 태도, 사고와 의사 결정 능력, 능동적인 정보 시민, 지속가능성 실천에 참여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이슈, 지역 및 세계

적 사회 문제를 조사하고 그들이 선택한 지속가능성 실행에 참여하기 위한 실천 능력을 개발

하도록하는기회의제공을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통해서학생들은분석의방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실행, 개념, 이슈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하고 확장하며, 정보의 다양한

출처 및 유형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대안적 관점을 탐색하고,

긴장과 갈등에 대처하며, 그들만의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및 활동을 통

해 인간의 복지와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 그룹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우

게될것이다(‘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와평가도구 6 참조). 

이러한 교수 및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법은 학습자 및 실행 중심의 접근법과 학생들에게

기본 개념과 정보를 가르치는 데 매우 유용한 전통적인 교사 중심 접근법들을 연결시키는 것

을 포함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변혁적 학습 접근, 즉 변화를 지향하는 학습 과정을 권장한

다. 드라마나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교수법은 비변혁적이거나(그것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 한다), 아니면 변화를 추구하는 좀더 비판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변혁적 학습 강화의 방법, 예를 들어 실천 능력 접근법의 사용

을 권장한다. 실천 능력 접근은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한 지식과 문제(예: 건강 및 위생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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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 그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문제에 의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받는지,

대안이무엇인지에대해탐색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그들은또한변화에필요한가치

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대안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키며 사회적·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움과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의사결정능력을키우는실생활의경험을지닌학생들을포함한다. 또한실천능

력이 있는 학생들은 학습 및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평가, 고찰, 재구조화시킬 수 있

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변혁적학습과겸할수있는교수전략의조합을필요로한다. 

평가 과정

평가도구 8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교수 및 학습 전략에 대

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3가지 단계의 과정을 제공한다. 이 평가는 일반적인 교육, 특정

과목 혹은 특정 교육의“범주(bands)”(예: 유치원 교육, 초등 교육,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

에서이루어지는교수및학습에서도사용될수있다. 

○먼저 교수 및 학습 접근법을 평가하고자 하는 교육의 영역을 선택하라. 예컨대 교육 수준

및 과목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예: 초등학교에서의 지리 교수법). 또한 이 평가는 통합적

인주제나다른과목에서나온주제(예: 물에대한주제)에대해서도사용될수있다. 

○ 1열은 일반적인 교사 중심 접근법에서 학습자 중심 접근법까지의 교수 및 학습 전략을 나

열한 것이다. 나열된 전략을 평가하고 평가된 수준 혹은 주제 영역에서 활용된 다른 혁신

적인전략이있다면이를추가하라. 

○ 2열에는 당신의 주변 환경에서의 예시 그리고/또는 이러한 교수 전략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을위해어떻게쓰일수있는지작성하라. 

○ 3열에는이러한방법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의변혁적학습과정과함께쓰일수있는방법

을제안하라. 

후속 조치단계

○지속가능발전교육교수및학습전략활용을강화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결정하라.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러한 접근법들을 교사 교육 및 학습 자료에 통합시키기 위해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

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 문서의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듈5: ‘지속가능발전교육 렌

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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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8:
교수및학습전략

이 평가도구는 교사 중심 및 학습자 중심 접근법 사이의 균형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접근법들

이지속가능발전교육학습과정에결합될수있는방법을도모한다. 

활용주체: 해당 과목 교사 혹은 교사모임, 단계별 혹은 학년별 교사모임, 자신의 활동을 평가

하고싶은교사

실용적 조언: 시작 전 평가할 주제 분야를 지정하라.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와

6을사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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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설명: 학생들은개별혹은그룹별로특정이슈에대한

연구및보고를수행한다.

교사주도및학생주도의스토리텔링:관련이슈를제기하는

이야기들

초청강연자:지속가능발전이슈및문제/해결책과관련있고

적절한이야기를하는사회, 환경, 문화또는경제분야의다양한

분야의강연자

교사주도학급토론: 예: 2개팀으로나누어논쟁하기

학생그룹토론:학생들이정한진행자와주제로진행

경험적학습: 피드백을포함해공동체/지역환경에서특정

과제수행

교육드라마: 학생들은지속가능발전교육과연관된이슈를

연극으로표현한후그에대해토론한다. 

학습과정: 

1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등

_____ (단계/과목영역)을위한교수및학습전략과접근법

당신이처한

상황에서의예시와

이들을과목교수법에

활용하는방법

이러한전략이

변혁적학습과

결합될수있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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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그림, 표, 그래프, 지도등의분석: 학생들은그룹별로정보를

분류하고이를보고한다. 

영화, 비디오혹은컴퓨터프로그램연구: 학생들은종합적으로

평가견적요소를고안하고개별적으로내용을기입한다. 

탐구학습:학생들은그룹별로연구할주제를선택하고, 과제를

분배하며결과를합친다. 

가치의명료화및분석: 학생들은논란의여지가있는결정에대해

토론하고, 그와관련된가치들을파악하고스스로의결정을옹호

한다. 

시뮬레이션과역할놀이:갈등상황에있는다양한집단들의

역할을맡아이슈에대해토론한다. 

미래의문제해결: 학생들은미래문제(예: 물공급)에대해토론

하고가능한해결책의방사형도형(spidergram)을그린다. 

현장학습: 교실밖학습(예: 지역쓰레기장답사및보고)

지역공동체시민의식프로젝트: 지역공동체주민과함께하는

수업기획및프로젝트참여

기타접근방법을나열해라.

(예: 사례연구, 비판적미디어분석, 또래교수법등)

_____ (단계/과목영역)을위한교수및학습전략과접근법

당신이처한

상황에서의예시와

이들을과목교수법에

활용하는방법

이러한전략이

변혁적학습과

결합될수있는방법

유의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면서언어와

산술능력을최대한

발전시키도록노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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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관심사들이어떻게교과과정과목이나

학습영역에서통합될수있는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다양한 교과과정 과목이나 학습 영역에 통합될 수 있는지

를평가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사, 교과과정, 시험관리자, 교과서 집필자, 교과과정 자문위원, 국가 정책입안자, 지속가능

발전교육에관심이있는이해당사자

방향

형식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련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및 특정 과목 영역

의 목적과 목표, 지식의 선택과 정렬, 선택된 교수학습법, 교사들이 선택한 예시와 학습 자료,

학습모니터링및평가방식, 전체기관차원의학습환경이그것이다. 서로다른‘지속가능발

전교육렌즈’평가도구는이모든문제를다루고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이미 충분히 내용이 많은 교과과정에 추가해야 하는 새로운 내용이나 과

목이 아니다. 물론 학생들은 지역, 국가, 세계 사회에 대해 잘 알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준

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주제, 이슈, 문제들 � 과소비, 빈곤 감소, 기

후변화, 교통, 물과위생, 평화와인권과같은 � 을공부해야한다. 

단일 주제 접근법은 학생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 환경, 경제, 문

화적 측면이 포괄하는 모든 이슈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만들 수 없다(‘지속가능발전교육 렌

즈’평가도구 2와 6 참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점점 한 분야의 전

문가들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학생들이 모든 과목 영역에 접근할 수 없다면 지

속가능발전에 대해 배우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이슈들을 학제 간 관점에서

바라볼 기회가 필요하다. 한 유네스코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연구를 개별 과목과 학

제간학습 2 가지모두에통합시켜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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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교육의 기본 전제는 삶의 모든 형태가 전체성과 상호의존성을 지니듯

이 삶을 이해하고 지속하려는 노력에도 통일성과 전체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는 학제 간 연구 및 실천 모두를 요구한다. 물론 이것이 전통적 학문 분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제적 초점은 주요 돌파구와 발견에 필요한 깊이 있는 조

사를가능하게하므로매우필요하고도움이된다.15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사회적 평등, 경제적 활력, 문화 다양

성, 환경적 통합성과 연관된 주요 핵심 원칙들의 통합에 기반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복잡한

지속가능발전 이슈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이해들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넓은 범위의 학문 분야 � 생태학, 지질학, 지리학, 경제학, 금융과

법률, 역사, 문화학, 사회학, 예술 등 � 에서 나오는 개념을 차용·통합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탈 교과과정적 초점은 모든 과목에서의 학습이 교과과정 내 개별 과목과 관

련된 지속가능발전 원칙 및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다음은지속가능발전교육(평가도구 2 참조)과관련된핵심개념의예시들이다.

○상호의존성 ○지구의평등및정의 ○경제활력

○다양성 ○가치및삶의방식선택 ○민주주의와시민참여

○인권 ○보존 ○사전예방원칙

평가 과정

평가자들은‘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9를 사용하기 전에 평가도구 2와 6을 먼저 작

성하도록 권장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차원의

상호 연관성을 다루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해 어떤 것들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형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개념이 모든

수준의 교과과정과 반드시 관련 있는 것은 아니며, 수업계획서에서는 어쩌면 보다 간단한 용

어로다르게표현될수도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9가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수준의 교육이 평가되어야 하

는지를 결정하라. 이 평가도구가 워크숍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수준의 그룹을

동시에평가할수도있다. 

이 평가도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과과정에 현재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움이될것이며, 어떤변화혹은개선이가능한지를파악하게해줄것이다. 

66

15 유네스코(1997). Op.cit., para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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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단계

○이것이 끝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이 다른 과목이나 분야에 어느 정도로 통합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어떤변화와개선이필요한지파악하라.

○또한 어떻게 학제 간 접근 방법이 강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예: 중복되는

주제혹은유사한개념등).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 평가 작업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책의맨뒷부분에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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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9:
교과과정내지속가능발전교육의통합

이평가도구는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과과정으로통합되고있는범위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것을‘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2와 6의결과와함께사용해라. 

활동주체:교사, 교과과정계획자, 부서의장, 교과과정자문위원, 국가정책입안자및지속가

능발전교육에관심이있는이해당사자

실용적조언: 이 평가를 위해서 과목별 그룹을 형성할 수 있으며, 각 과목별 그룹은 평가를 수

행하고 최종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활

동이다. 또한 이 활동은 교과과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 교과과정 담당 부서에서도 활용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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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학습영역

수업계획서혹은

교과과정문서
목적 개념, 주제혹은예시

농업

예술

상업과비즈니스

모국어

예: 예술, 음악, 춤

가이드라인

이칸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있는수업계획서나

교과과정문서명을

기재하시오.

이칸에는학습목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어떻게

반영하고있는지(첫째열),

그리고둘사이에

어떤차이가존재하는지

기재하시오(둘째열).

(사회, 문화, 경제, 환경)

이칸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하는개념, 주제와

예시를나열하고

(첫째열), 둘사이에

어떤차이가존재하는지

나열하시오(둘째열).

평가되어야할교육의단계: 

선택: 초등학교이전_______   초등학교_______   중학교_______   고등학교_______   또는특정학년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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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학습영역

수업계획서혹은

교과과정문서
목적 개념, 주제혹은예시

제2외국어(추가언어)

보건과체육

가정학/소비자학

미술, 디자인과기술

(정보통신기술포함) 

수학

종교교육

과학

사회

기타과목

(예: 관광학)

예: 영어수업계획서

예: 과학수업계획표

예: 구술문화의통합

(스토리텔링)

예: 과소비

이칸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있는수업계획서나

교과과정문서명을

기재하시오.

이칸에는학습목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어떻게

반영하고있는지(첫째열),

그리고둘사이에

어떤차이가존재하는지

기재하시오(둘째열).

(사회, 문화, 경제, 환경)

이칸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반영하는개념, 주제와

예시를나열하고

(첫째열), 둘사이에

어떤차이가존재하는지

나열하시오(둘째열).

평가되어야할교육의단계: 

선택: 초등학교이전_______   초등학교_______   중학교_______   고등학교_______   또는특정학년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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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학습자료가어떻게지속가능발전교육을통해

향상될수있는가?

목표

기존의학습자료를지속가능발전교육내용및교수법에맞추어평가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사, 교과과정, 시험 관리자, 교과서 집필자, 교과과정 자문위원, 국가 정책입안자 및 지속가

능발전교육에관심이있는이해당사자

방향

이 학습 자료 평가는 학습 자료의 다양성과 연관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

전교육은 새로운 수업 자료 고안에 도움을 주면서, 학습 자료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지역 신문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에서

문제 및 이슈들은 모두 학습을 위한 자원이다. 학습 맥락의 구축 및 그들과 환경의 관계 또한

학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 중 대부분은 문서가 아닌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더적극적이고참여적인학습방법을요구한다.

몇몇 국가의 학교 및 교사들은 교과서와 같은 기본적인 학습 자료조차 얻지 못하는 반면, 다

른 국가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를 가르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자원

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우 모두 문화적·지역적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교

과서, 도서관 책, 사진 모음, 도표와 지도, 영화와 비디오, CD-ROM, 인터넷 등과 같은 자원들

이 이용가능하다. 인터넷 상에는 지역적 맥락에 적용하거나 자료를 구상하기 위해 사용할 만

한폭넓은예시들이무료로제공되고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또 다른 핵심적 관점은 자원을 더 넓은 학습 자원과 연결짓는 것이다. 박

물관, 미술관과 같이 마을과 도시에서 가용한 자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질문을 제기

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식물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아이디어와

경험을 위한 풍부한 자원이며,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것과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다. 지속가능발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 정부 기관, 시민사회 조직들도 실용적인 학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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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업 문서, 강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토론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삶

그리고/또는 지역 시장 및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 자원 및 학습 요소로서 자급자족 공동체나

농업 공동체 방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과 기술 기반 사업의 현장 방문이다. 지방 정

부의 문서와 계획도 유용한 학습 자원이며, 이는 종종 교육 목적의 자료를 생산한다. 나아가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자원의 기법으로서 학생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에서 활용하기 위한 학

습 자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학교와 대학에서 얻은 지식을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또

는 환경적 이슈를 알리는 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든 접근 방법

은 교육이 복지 및 삶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한 질적 문제들을 다룬다. 학생들이 지속가능발

전교육의 관점에서 자료를 학습하려면 지식이 많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관심이 많고, 능

력있는교사의지도가매우중요하다. 

평가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0을활용·평가하기전에평가해야할교육단계와과목

을 결정하라. 1열에 가용한 자료 유형을 나열하라.‘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와 6

을 활용해 자료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기술,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 평가도구는 당신이 출력된 자료와 상업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 문화적·지역

적으로확보가능한학습자료및자원을활용하도록권고한다. 

후속 조치단계

○현재부족한새로운자원의생산을파악하기위해제2의격자혹은차트를제작해라.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1에 대한 평가와 새로이 필요한 자원의 목록을 활용해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 및 이슈에 중점을 둔

학습자료를활용해라. 

○학습 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학습 자료를 일반 공급

체계에 통합시키는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예: 이는 학습 자료 공급을 담당하는 교육출판사

혹은 교육부와의 워크숍을 포함할 수도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목적을 위한 학습 자

료활용을강화하기위해교사교육/훈련프로그램이필요할수도있다).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 평가 작업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도록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실천 계획>에 추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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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0:
지속가능발전교육과학습자료

이 평가도구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와 6의 결과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

도구는학습자료를지속가능발전교육의내용과교육학적측면에서평가한다. 

활용 주체: 교과서 집필자, 국가 교과과정/책 선발 위원회, 교과서를 선정하는 교사, 국가 지

속가능발전교육포럼혹은조정위원회

실용적조언: 국가 자료 평가 후 과제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라. 학교 교사도 이 과제를 그룹

으로나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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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판매되는)

교수학습자원

교과서

동화책

도서관책

도표및포스터

사진모음

지도

통계정보

신문과잡지

실험실장비

현장장비

컴퓨터프로그램및

CD-ROM 

가용한학습자원에서

주제의논의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역량, 가치를

반영하고있는가?

(평가도구 2 참조)

가용한학습자원이

변혁적학습을

중점적으로다루는

동시에의사결정과

시민의식을증진시키고

있는가?

가용한학습자원이

맥락과연결되어있는가?

연구및조사중심학습을

권장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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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출판·판매되는)

교수학습자원

인터넷접속

역할놀이및교육놀이

영화및비디오

기타

B. (문화적·지역적으로

이용가능한) 

교수-학습자원

가용한문화자원

(예: 이야기, 박물관자원,

토착지식자원, 초청

연설자등)을나열하라.

가용한환경자원

(예: 자연보호구역, 

지역습지, 건물현장)을

나열하라.

가용한문화적·

지역적자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기술, 가치를

개발하기위해어떻게

활용될수있는가? 

(평가도구 2 참조)

예: 지속가능성실천에

대한토착적지식

예: 환경적영향에대한

지식

생태계및생태계

서비스에대한지식

가용한문화적·지역적

자원이적극적이고

변혁적인학습, 의사결정,

시민의식의목적을

강화시키기위해어떻게

활용될수있는가?

예: 지속가능성실천

예시에대한토착적

지식

문맥적으로가용한

문화적·환경적자원이

어떻게형식교과과정

내용을발전시킬수있고

연구및조사중심학습에

활용될수있는가?

예: 환경영향에대한

약식평가를진행한다.

가용한학습자원에서

주제의논의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식, 역량, 가치를

반영하고있는가?

(평가도구 2 참조)

가용한학습자원이

변혁적학습을

중점적으로다루는

동시에의사결정과

시민의식을증진시키고

있는가?

가용한학습자원이

맥락과연결되어있는가?

연구및조사중심학습을

권장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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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학생학습평가에

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을고려함으로써평가방식이어떻게바뀔수있는지생각해본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사, 교과과정, 시험 관리자, 교과서 집필자, 교과과정 자문위원, 국가 정책입안자, 지속가능

발전교육에관심이있는이해당사자

방향

이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학생 학습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다양한 학습 결과와 각기 다른 학문적 능력에 가치를 두는 평가 방식에 기여할 수 있다. 지속

가능발전교육에 포함되는 학습 유형은 시민의식의 성취와 실천적 응용 학습 및 능력을 파악

하는 평가 기술에 대한 확대된 포트폴리오를 감안하고 있다. 여기서 평가란 학습에 있어 학생

들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고, 부모님에게 보고하며, 잠재적 고용주 및 기타 교육 기관이 활

용할 수 있는 성취도 증명서를 제공하는 목적의 학생 학업 성취 모니터링 과정을 의미한다.

종종 평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학생들이 성공을 위한 최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학습경험을지도하는데활용된다. 이러한서로다른목적들은서로다른 2 가지

유형의 평가인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와 누적평가(summative assessment)가 만들

어지는계기가되었다.

지속가능발전교육평가는형성평가와누적평가모두에통합될필요가있다. ‘지속가능발전교

육은 다른 요소를 평가해야 하는가, 아니면 같은 요소를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은지속가능발전교육과평가에대해생각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질문이다. 지속가능발전교

육 평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업 성취도

평가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시험 내용에 반영해 점수를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양적인 방법으

로이루어질수있다. 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지역공동체프로젝트활동혹은학생행동능력

개발의질적측면에대한평가기준을활용해) 질적인방법으로도이루어질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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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들을 평가하려면 평가 및 교과과정 기획과 수행되고 있는 학습 활동

에 대해 창의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다 도전적인 활동들은 주로 질적 평가와 절

대 평가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변혁적 학습 및 행동 능력 개발에 대해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이

절대적인질적평가문항들을사용할수있다.

해당학생은

○다루어져야하는문제나이슈를파악하는데기여했는가?

○해당이슈를광범위하고다양한지식출처를이용해조사했는가?

○이슈와관련된최신정보를찾았는가?

○이슈와관련해대안적인미래의비전을구상했는가?

○무엇이필요한지에대한현실적전략을제안했는가?

○이후에무엇을해야할지에대한의사결정에도움을주었는가?

○동료들과협동심을발휘해일할수있는가?

○그러한이슈에대한대화와토론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했는가?

이러한 교육적 과정 외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는 어떤 이슈나 주제(예: 과소비)에 관련

된문화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관점의통합정도를반영한다. 이를고려한다면평가틀

에는다음과같은질문이포함될수있다.

해당학생은

○그이슈/주제의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측면을파악했는가?

○왜, 그리고어떻게이와같은다양한측면이그이슈/주제에기여했는지파악했는가?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 그 이슈/주제의 어떤 측면에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결정했

는가?

이 예시들을 통해 우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평가할 때, 지식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

한 평가뿐만 아니라 조사 및 실천 프로젝트 혹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고려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이들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가 교육 과정에 피드백을 주

는방법에대한예시를제공하고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기존의 교수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기존의 실천 방식

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예컨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은 지식을 평가할 때는 그러

한 지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고, 능력을 평가할 때는 학생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

로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학생이 그 능력(예: 의사 결정 능력)을 활용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 가치를 평가할 때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어떤 가치가 평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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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그 결과는 무엇일지에 대해 질문(예: 경쟁력의 가치 � 그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고에

기여하는가, 아니면기여하지않는가?)할수있다.

평가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1을 활용해기존의평가 형식을검토해보고, 지속가능발

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평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제안된 평가 형식이 질적

학습 결과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6에서 논의한 대로 논

의하라. 

후속 조치단계

○실행되고 있는 평가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생각해보라. 토론을한후실천계획을수립해라. 

실천 계획수립하기

○이 평가 작업을 보다 진전시킬 수 있도록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실천 계획>에 추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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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1:
지속가능발전교육과평가

이 평가도구는‘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2, 6, 8의 결과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이 도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루기 위해 평가 방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고려하

고 있다. 

활용주체: 평가와 시험을 담당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교사, 과목별 위원회, 교과과정 자문위

원,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혹은포럼

실용적 조언: 어떤 과목이 평가되어야 하는지 표시하라. 이 과제는 과목별 혹은 단계별로 그

룹을 나누어 진행될 수 있고, 거시적인 정책 개발 평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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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유형

정규수업시험

학기말고사/시험

과정/학교이수시험

정기적인형성평가

실습/프로젝트평가

또래대또래평가및

자가평가

기타

지속가능발전교육지식과

지속가능발전교육목표를

평가하기위해

이평가전략이어떻게

수정되어야하는지를

설명하라

� 평가도구 2와 6 참조

학습에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접근법

(예: 지속가능발전교육

기술, 변혁적학습)을

평가하고자할때

이평가전략을어떻게

활용할수있는지설명하라

� 평가도구 2와 8 참조

지속가능발전교육

가치(예: 시민의식,

사람들과환경에대한

존중등)를평가하고자

할때이평가전략이

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

설명하라

� 평가도구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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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평가기법

다지선다형시험

지도혹은도표해석

단어시험

O/X 시험

단답형시험

(문단길이의답안)

이해도평가시험

강의혹은간결한

구두발표

토론

역할극

정식에세이

자유에세이

현장답사보고서

도서관그리고/또는

인터넷조사에세이

포스터, 예술품혹은

창의적인발표

프로젝트포트폴리오

기타(예: 건설및모델

구축) 

토론사항

이러한평가방법이어느정도로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제안(평가도구 6 참조)하고

있는질적학습결과 � 알기위한학습, 실천하기위한학습, 더불어살기위한학습,

되기위한학습, 개인과사회의변화를위한학습 � 를평가하고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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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지속가능한학교를만드는데

어떻게도움을줄수있는가?

목표

학교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원칙과 실천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선과 변화

가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어디인지살펴본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사, 학교운영자, 학부모, 학교에관심이있는다른지역공동체이해당사자들

방향

이 평가는 학교 교과과정 및 기타 활동들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교육 원칙과 실천을 반영하

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 교과과정 평가는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학교와 교실의 환경 및 구조 등 모든 측면에 대한 의식적 사고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학생의 학습을 이끌고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안내된

(guided)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며, 학교 목표, 가치, 정책, 사회 및 환경적 실천과 같은 학교

교육요소가미치는영향을일컫는다. 

전 세계의 많은 교육 제도는 지속가능한 학교 관리 및 교과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 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지속가능한학교”, “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 학교”, “녹색 학교”, “친환

경 학교”, “환경 학교”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이러한 정책

틀의 초점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형식적·무형식적 교과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모델

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전략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 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 시스템적 접근을 돕는 셈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학교가 지속가능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지원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전시스템적접근은“지속가능한학교”가다음과같은

5 개영역의활동기획에관심을가져야한다고제안하고있다.

○형식교과과정에서제공하는수업은지속가능발전교육의목표와원칙을반영해야한다.

○문화적지속가능성을지원하기위한정책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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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지속가능성을지원하기위한정책및절차

○경제적지속가능성을지원하기위한정책및절차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절차(‘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12의 지

속가능한학교평가참조)

1 번째항목은형식교과과정을일컫고, 나머지항목은학습시스템또는무형식적학풍및운

영 절차와 관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정책 및 절차는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

능성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치 및 원

칙에기반해야한다.

지속가능한 학교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과 교과과정 지침서(예: 사회적 지속가능성 실천에 영

향을미치는교내인권정책)가있을것이다. 또한학교에는지속가능발전교육에대한종합적

인 정책 지침서가 있을 것이고, 혹은 교과과정 내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 있는 학교-지역공

동체 참여, 성(性) 문제, 다문화주의, 인종 차별 반대, 교내 환경 정책, 교내 건물과 구내 관리

에 대한 정책 및 지침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없다면‘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도구 12나 학교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기타 도구(‘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12 포

함)를이용해정책을개발(예: 학교가지역에서생산된건강한음식을구매함으로써학습자들

의 영양 상태와 식습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생산 및 소비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강화

시킴)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학교-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관계 및 파트너십을 입증하는

학교지속가능성프로젝트를개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

성과를 5분야로 나누어 (아마도 매년) 정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학교 평가 계획의 표준이

될 수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는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흐름에 통합될

수 있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가는 교내 지속가능성 관련 토론과 의사 결정의 장을 여

는기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평가 과정

학교에 평가팀을 구성하라. 평가 혹은 감사팀은 교직원, 교사, 학생, 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

자로구성되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학생들의수업프로젝트로서진행될것이다.

평가도구 12는 학교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더욱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초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맥락이나 학교 혹은 국가의 상

황에맞게변형·활용할수있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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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단계

○평가 완료 후 학교 지속가능성 행동 계획을 세워 학교의 정책 및 전략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라. 

○학교 지속가능성 행동 계획의 진행 정도를 관찰하기 위한 평가·모니터링 과정을 만들어

라. 이과정에서학습자와부모를포함한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할수있다. 

실천 계획수립하기

○학교 지속가능성 평가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

고, 이들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실천 계획>에 추

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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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2:
지속가능발전교육과지속가능한학교

이 평가도구는 학교 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전 시스템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도구는 학교로 하여금 교과과정적 및 문화적·환경적·경제적 관점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핵심 분야에서 파악하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학교가 변화와 개선을 위

한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학교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설정하는것에서부터시작하라. 

활용주체: 학교관리팀, 교사, 학생, 부모, 학교공동체

실용적조언: 교사, 부모, 학습자, 학교 경영자를 포함한 학교 지속가능성 그룹을 만들어 평가

를 진행하고 학교 전체에 보고하라. 학교는 평가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학교 경영진의

승인을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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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위한

교과과정및

학교전체발전영역

형식교과과정

학습제도/

전체학교평가

교과과정구성

교수학습전략

교실학습자료

평가실행

교사전문성신장

학교건물및용지

설계및공사

에너지이용과절약

교과과정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요소

교과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요소

가용한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료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는평가방법

교사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화적차원

경제적/환경적차원

평가영역(평가시

학교정책및실행, 기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도구참고)

학교지속가능발전교육

전시스템적접근에대한

기여의증거(평가도구

2, 6, 7, 8, 9, 10, 11 사용)

학교정책및실행의

향상및발전을위한

의견과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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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위한

교과과정및

학교전체발전영역

기타

수도이용과절약

종이이용과절약

쓰레기관리

학교교통수단

학교음식

성평등

아동친화교육

학습/신체장애가있는

학생에대한지원

학생들의지역봉사활동

프로젝트참가

학교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지역공동체참여

학교의사결정과정에서

의학생참여

지역경제, 지속가능한

생계, 지속가능한삶의

방식으로서참여

경제적/환경적차원

경제적/환경적/문화적차원

환경적/경제적차원

경제적/환경적/사회적차원

경제적/사회적/문화적차원

사회적/문화적차원

사회적차원

사회적차원

사회적/문화적차원

사회적차원

사회적차원

경제적/환경적/문화적차원

평가영역(평가시

학교정책및실행, 기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도구참고)

학교지속가능발전교육

전시스템적접근에대한

기여의증거(평가도구

2, 6, 7, 8, 9, 10, 11 사용)

학교정책및실행의

향상및발전을위한

의견과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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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학교 평가

84

형식교과과정

1. 학교지속가능발전교육의목적과목표를명확하게

언급하는정책이있다. 

2.  지속가능발전교육이하나의주제로교과과정전체를

아우르며효과적인조정이이루어진다.

3.  학교는지속가능발전이슈를모든과목에도입하기위해

다방면으로노력한다. 

4.  학교는전학년에서지속가능발전이슈에대한

교수자료를충분히갖고있다. 

5.  학교는지속가능발전에대한교수법의효과성을

정기적으로평가한다. 

형식교과과정점수소계

시작단계

1

보통

2

우수

3 

매우우수

4

사회적지속가능성

6.  학풍과교과과정은성평등이슈에민감하다.

7.  학생들에게지역공동체문제해결을돕는데건설적으로

참여할수있는기회와능력이주어진다. 

8.  학풍과교과과정은학생들에게세계공동체시민으로서의

삶을준비시킨다. 

9.  신체혹은학습장애가있는학생을포함해모든학생의

특수한요구가충족되고있다. 

10.  모든직원은학생들의긍정적행동을위한갈등해결

전략에능숙하다. 

사회적지속가능성점수소계

시작단계

1

보통

2

우수

3 

매우우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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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지속가능성

11.  학교는가능한한재활용품을사용하며적극적이고

종합적인재활용정책을갖고있다. 

12.  학교는에너지효율을적극적으로촉진·이행한다. 

13.  학교는지구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는자원을

구매·사용한다. 

14.  학교건물과주변환경은생활및학습을위해

미적으로뛰어난환경을제공하고있다. 

15.  학교는자연에대한관심및책임성있는태도를

적극적으로홍보한다.

생태적지속가능성점수소계

시작단계

1

보통

2

우수

3 

매우우수

4

경제적지속가능성

16.  학교의자원분배에있어경쟁이아닌협력과

공유의문화가모델이되고있다.

17.  학생들은학교및지역공동체프로젝트진행의

기회를통해일종의비즈니스능력을배우고있다. 

18.  학생들에게학교의자원분배와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진다.

19.  유지를중요시하는문화는교내모든건물과

장비가잘유지·보수되도록한다. 

20.  학교의기금마련활동은윤리적인원칙을반영한다. 

경제적지속가능성점수소계

시작단계

1

보통

2

우수

3 

매우우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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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지속가능성

21.  자부심, 상호존중, 인도적사회관계를양성하는학풍

22.  학생들에게다문화사회에서의삶을적절하게

준비시키는학풍및교과과정

23.  학교는교내및지역공동체내문화적다양성의

구축을위해적극적으로나선다.

24.  학교는교내및지역공동체에서적극적으로활동한다.

25.  모든사람들이중요하며, 모두가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있다는것을증명하는학풍이있다. 

문화적지속가능성소계점수

시작단계

1

보통

2

우수

3 

매우우수

4

5 개의 소계 점수를 아래의 표에 옮겨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라.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점수가 낮은 항목을 통해 학교가 취

해야하는변화와미래실천계획및우선순위를알게될것이다. 

형식교과과정

사회적지속가능성

경제적지속가능성

생태적지속가능성

문화적지속가능성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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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문항: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사교육에

어떻게영향을미치는가?

목표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사교육실행에얼마나통합되었는지를평가한다.

누가 이평가에 참여해야 하는가?

교사 교육자,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 조정위원회 혹은

포럼

방향

현재 전 세계에는 약 7천만 명의 교사들이 있고, 이들 각각이 모두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심

에 서 있다. 이 때문에 적절한 교사 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지속가능

발전교육 렌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관련해, 교사 교육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다음

과같은이유에서중요하다.

○정책 개발 및 기획은 교사들이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무지하거나 실행 동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실용적·맥락적지식의핵심출처는실무자들이다. 또한그들은보다

넓게공유될수있는창의적발전의출처이기도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역성의 활용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과 학교의

가용한특정기회를긴밀하게연결시키는전략을배우는것이중요하다. 

○교사들은 평화 및 사회 통합과 같은 교육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교육의기본을이해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이 문화적 이해, 환경적 지속가능성, 보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교

육에대해알아야할필요가있다.

○교사들이 그들이 속한 학교를 지속가능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이해해

야할필요가있다. 

예비교사교육과관련해, 유네스코의‘지속가능성을추구하는교사교육의재정향을위한지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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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및권고사항’은다음과같이주장한다.

교사 교육기관은 교육 분야 국제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미

래 세대의 지식과 능력을 좌우하는 교육 제도 안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개 교육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원대한 희망으로 간주

된다. 교사 교육기관은 이러한 미래가 가능하도록 교육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핵

심 변화 요소다.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목표인 폭넓은 지식, 사고, 의사 결정 능력, 가치와 태도, 시민

의식을 갖도록 교사들이 교과과정 기획, 학습 자료 선택, 학습 경험 기획 방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는 것을 돕는 교사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

발 이전에 훈련을 받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

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르

친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대안적 비전을 제시·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이

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경험을 기획할 지식 및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상당히 중

요하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사 훈련 프로그램에서 성찰적 실천을 위한 기회를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발전교육렌즈’에서보여진다양한방법으로상호적차원을강화할수있도록돕는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성찰적 실천에 중점을 두고 혁신 및 평가의 순환을 포함하는 행동 연구

접근교수법을권장한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지역적맥락에적합하게학습능력을적용한다

는 점에서 실무자들을 창의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교사 훈련은 이러한 능력들이 모든 학습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개발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의 상호작용적 차원은 교사들을 교실 밖으로 이끌어내고 교육적 지도력이 사회적 자원으로

여겨지는 사회 속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연결시켜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권장하고 있

는 학교 및 사회 영역 간의 공동 작업 개발은 학교 전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지역적 지식을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사들이 지역공동체와 상호 관계를 맺고 부모들이 학습에 더

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은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정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 기준을 보유한 모듈을 사

용할수있다. 

평가 과정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도구 13은 국가, 기관 혹은 프로그램 차원에서 활용 가능하다.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차원에서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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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실천 사항은 무엇인지, 교사의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역

량은어떠한지기술하고실천가능한계획혹은변화를파악하라. 평가도구 13은거시적차원

(예: 국가 교사 교육 제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로부터 시작)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및 평가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대학 등에서의 교사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차원의 활용은

더보다광범위하고거시적인차원의평가과정을위한정보를제공할것이다. 

후속 조치단계

○평가 완료 후, 형식 및 내용의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반영을 위해 교사 교육 프로

그램이구조화되는데필요한핵심변화를파악하라.

○이러한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과정을 고려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수립하라.

실천 계획수립하기

○교사 교육 평가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셋 혹은 그 이상의 우선 실천 사항을 결정하고, 이들

을이책의맨뒷부분에있는 <모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에추가하라.

89

모
듈

4

4(모듈 4)수정1  2013.5.9 5:30 PM  페이지89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도구 13: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교사교육

이평가도구는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사교육에얼마나통합되었는지에초점을맞추고있다. 

활용 주체: 교사 교육자 혹은 교육자, 교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국가 지속가능발전

교육조정위원회/포럼

90

A. 교사교육프로그램

모든교사에게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인식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과과정전체의

우선순위로인식되며, 교사교육에서

교육과정전반적이고주제에따른

프로그램이정책, 기관그리고/또는

프로그램수준에서개발되고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예비교사프로그램의

모든핵심과정(예: 교육학, 교과과정이론, 

교과과정기획, 다양한과목의교수를위한

응용교과과정연구)에포함되어있는가? 

교사들이필요시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심화된이해와능력을키울수있도록

하는예비교사교육프로그램내일련의

선택과목들에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어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내에교사들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실천·개선시키기위해

헌신하고역량을키울수있도록

돕는지속적인직업개발프로그램이

존재하는가? 

각평가문항과관련있는

기존활동
가능한계획/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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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속가능발전교육관련역량

교사들은지속가능발전교육이국가발전과

교육의목표달성에있어중요하다는

사실을이해하는가? 

교사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의철학, 목적,

특성을이해하는가? 

교사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이질적교육에

기여한다는사실을이해하는가? 

교사들은아동개발과학습이론이

지속가능발전교육에정보를제공하고, 

이를향상·강화한다는사실을

이해하는가? 

교사들은어떻게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과과정간의주제로실행될수있는지

이해하고있는가? 

교사들은모든과목이지속가능발전교육과

연관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과교육에통합되었을때이를더욱

풍요롭게한다는사실을이해하고있는가? 

교사들이이슈에대한세계적·보편적

지식과관련해공동체및지역적지식을

활용하는전략을세우고있는가? 

교사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의폭넓은

목표를성취하기위해다양한교수및

학습접근법의활용능력을키우고

있는가? 

각평가문항과관련있는

기존실천사항
가능한계획/변화

4(모듈 4)수정1  2013.5.9 5:30 PM  페이지91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5(모듈 5)수정1  2013.5.9 5:31 PM  페이지93   mac001 Adobe PDF 2438DPI 200LPI  T



 

95

모
듈

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천계획은각평가도구에서나온실천계획을강화시켜목표를설

정하는데도움을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맥락화와이해

국가적‘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과정이계획되어있는가? 

(평가도구 1)

지속가능발전교육이포괄하는것이

무엇인지에대한공동의이해가존재하는가? 

(평가도구 2)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과정을완성한후

행동방침 3-5개를나열하라

언제까지완성되어야하는가?

누가참여해야하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국가정책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과국가발전정책간의

관계가명료하게이해되고있는가?

(평가도구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육목표에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평가도구 4)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국가교육정책에

적절하게반영되고있는가? 

(평가도구 5)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과정을완성한후

행동방침 3-5개를나열하라

언제까지완성되어야하는가?

누가참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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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학습결과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질적학습결과에

어떻게더욱기여할수있는가?

(평가도구 6)

지속가능발전교육이현재교육의

질적문제를어떻게다룰수있는가?

(평가도구 7)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과정완성후

행동방침 3-5개를나열하라

언제까지완성되어야하는가?

누가참여해야하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실행평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변혁적학습을지원하는

새로운교수및학습전략에기여할수있는

것은무엇인가? 

(평가도구 8)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과과정과목이나

학습영역에보다통합될수있는방법은

무엇인가? 

(평가도구 9) 

지속가능발전교육사고가학습자료의

개발및활용에더욱통합될수있는

방법은무엇인가? 

(평가도구 10)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육평가에

보다더통합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평가도구 11) 

지속가능발전교육이지속가능한학교를

만드는데어떤도움을줄수있는가? 

(평가도구 12) 

지속가능발전교육이교사교육에

보다더통합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 

(평가도구 13)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

평가과정완성후

행동방침 3-5개를나열하라

언제까지완성되어야하는가?

누가참여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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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실천계획에 추가될수 있는사항

○실천 계획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은 무엇인가? 실천 계획이 기존의 자원, 평

가구조및순환과어떻게통합될수있는가?

○다음‘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는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이 어떻게 차기 국가 교

과과정및교육평가과정에영향을미칠것인가?

○‘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평가과정이어떻게확장될수있는가?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평가 과정이 어디[예: ‘모두를 위한 교육’보고와 같은 교육 보고

과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가보고서와 같은 국가 발전 보고, 혹은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보고서]로보고될것인가? . 

○국가 그리고/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기존의 체계를 평가해야 할

필요가있는가? 이는현재진행중인지속가능발전교육에대한평가와실천계획을촉진시

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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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발간한『지속가능발전교육렌즈』(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Lens)의한국어판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 2005-2014)’의평가·모니터링을위한‘지속가능한렌즈’

 

esdkorea.unesco.or.kr
www.unesco.or.kr

유네스코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슈와 관련된 교수, 훈련, 학습 및 관련 자료의 활용을 증대시키고

자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 및 훈련 도구>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 시리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구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접근’이 제공하는 혜택과 이에 대한

교육의기여방안에있어정부, 지역사회및개인이보다심도있게이해할수있도록이끌어준다.

『지속가능발전교육 렌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 및 실행 내용을 점검·향상

시킬 수 있도록 안내하는 도구다. 이 책은 회원국 및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기초 교육 시스템을 위한 기존의 교육 계획 및 전략을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이를 해결

할수있도록조언해준다. 아울러지속가능발전교육의관점에서교육계획, 전략및프로그램평가

를위해확인이필요한사항들의목록도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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