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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의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학습 영역인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강조하
는 총체적인 학습 접근방식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의뢰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ESD 및 GCED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내용
(예: 국가법, 정책 및 의도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 대상 국가로는 코스타리카, 일본, 케냐, 레
바논, 멕시코, 모로코, 포르투갈, 한국, 르완다, 스웨덴 등 10개국이다. 이 연구 
결과는 선정 국가별, 교육단계별로 나타나는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주요 양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ESD와 GCED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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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교육이 문해력과 수리력 그 이상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에서 교육은 평화, 지속가능발전, 보다 큰 정의, 사회적 형평성 및 성평등을 구축하는 것이
어야 합니다. 

국가의 사회와 경제가 심한 변화를 겪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들이 번영하고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이는 교육이 문해력과 수리력 그 이상을 다룰 수 있도록 보장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교육은 평화, 지속가능발전, 보다 큰 정의, 사회적 형평성 및 성평등을 구축하는 것
이어야 합니다. 요컨대, 위기에 처한 행성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의 인본주의적 비전은 SDG 4 교육 부문의 세부목표 4.7과 교육 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 특히 지속
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에 관한 유네스코의 모든 업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ESD와 GCED는 학습자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ESD와 GCED의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이라는 
세 가지 상호 연계된 학습 영역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 학습 영역은 학습자를 역량 강화와 변혁의 길로 이끄는 총체
적인(holistic)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의뢰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ESD와 GCED의 핵심인 세 가지 학습 영역이 유네스코 권역별로 
2개국씩 선정된 10개국의 취학전, 초등, 중등 교육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보고서가 국가적·지역적 수준의 교육 정책 입안자, 교사, 교육자, 연구자, 시민사회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실천
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고를 위한 양식(food for thought)’, 영감, 사실 등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연구
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교육단계의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되고,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사회
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Stefania Giannini)
교육 사무총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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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일부분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4번 교육 부문에 편입되어 있다.	특히 세부목표	4.7은	ESD
와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ESD와	GCED를 증진하는 데 있어,	상호 연결된 세 가지의 학습 영역인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은 가치 기반의 총체적
인 접근방식 즉 변혁적인 학습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UNESCO	2015).

연구 문제

본 연구 보고서는 전 세계의 유네스코	5개 권역에서 선정된 국가들의 취학전교육(pre-primary	education,	PPE:	유치원),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PE:	 초등학교),	 전기 중등교육(lower	 secondary	 education,	 LSE:	 중학교),	 후기 중등교육
(upper	secondary	education,	USE:	고등학교)에서	ESD와	GCED	학습을 하는 데 이 세 가지 학습 영역이 우선시되는지의	여부
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살펴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연구 대상국은 코스타리카,	일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모
로코,	포르투갈,	한국,	르완다,	스웨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ESD와	GCED의 학습과 관련해	세 가지 학습 영역 중 각	
영역에 대한 상대적 강조를 파악하기 위해 이 영역들이	4개의 교육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교육단계별,	국가별로 검토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형식 교육에서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선정 국가의 법률,	정책 및 의도된 교
육과정(intended	curriculum)의 내용을 분석했다.	하지만 고등교육,	성인교육,	비형식교육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검토하
지 않았다.	교과 수업 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실행된 교육과정(implemented	curriculum,	교실에서 배우는 것)이나 교과서에	
관한 정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데이터 출처는	
공개된 문서와 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연구 가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한다.

•	 ESD와	GCED의 효과적인 교수 및 학습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학습 영역을 모두 연계·개발해야 한다.

	 →				인지적 영역:	전 세계,	권역,	국가,	지역사회의 이슈,	다양한 국가 및 국민들 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비롯해,	지속
가능발전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				사회·정서적 영역: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며,	가치와 책임,	공감,	연대,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
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감당한다.

	 →			행동적 영역: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	 ESD와	GCED의 교수·학습에 있어 각 영역은 수직적으로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수평적으로는 각 단계별 관련 교과 영역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영역에 동일하게 초점을 맞추고 동일하게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다른 국가와 교육단계,	
교과 영역에 반드시 가장 적절하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덜 균형 잡힌	ESD와	GCED에 대한 접근방식을 취할 경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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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들은 자신의 일상적인 행동을 바꿀 수 없으며,	좀 더 포용적이고,	정의로우며,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
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도 없을 것이다.

•	 또한 정책과 교육과정이	ESD	및	GCED	학습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출수록,	더 나은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된	
교육과정이 의도된 교육과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뚜렷한 학습 목표는	ESD	및	GCED	주제의 교육을 우선
시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주요 결과

	 →			선정된 국가 및	4개의 교육단계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공통된 양상이 나타난다.	

	 →				전반적으로	유치원 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ESD와	GCED의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강조는 감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인지적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는 증가하고 있다.	행동적 영역에 대한 강조는	
다른 두 영역보다 낮고,	모든 교육단계에 걸쳐서 비슷한 편이다.

	 →				이 연구 결과는	국가 간 차이를 보여준다.	스웨덴,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는 전반적으로	ESD와	GCED	학습에서	
인지적 영역을 더 강조하는 반면,	케냐,	레바논,	모로코,	한국 등은 사회·정서적 영역을 강조한다.

	 →				모든 교육단계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비슷한 수준으로 중점을 둔 국가는 한 군데도 없다.	일부 국가에서는	2-3개의 교
육단계에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중점을 비교적 비슷하게 두고 있다.	ESD	및	GCED	학습과 관련해	특정 영역에 최소한의	
중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거의 대부분이 행동적 영역이며,	주로 중등교육 단계에서 나타난다.	

	 →				국가 교육법은 다른 문서 유형에 비해	ESD와	GCED에 대한 언급에서 사회·정서적 영역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GCED와	ESD	주제와 관련해,	모든 문서 유형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사실은	GCED	코딩 자료가	ESD	코딩 자료보다 대략 두	
배 더 많다는 것이었다.

	 →				세 가지 학습 영역 중	인지적 영역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교과 교육과정이다.	사회·정서
적 영역은 모든 교육단계에서는 언어를 포함한 기타 필수과목에서,	그리고 취학전교육 및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일반 교
육과정에서 약간 더 중점을 두고 있다.

	 →				모든 국가 교육 문서에서	GCED	내용은 인지적 영역보다 사회·정서적 영역에 더 중점을 둔	반면,	행동적 영역에는 덜 중점
을 두었다.	ESD	내용은 행동적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에 더 많은 중점을 둔 반면,	사회·정서적 영역에는 가장 중점을 두지	
않았다.	

	 →				ESD와	GCED에 대한 상대적 강조는	(i)	2006년 이전,	(ii)	2006-2014년,	(iii)	2015년부터 현재까지	3	차례의 연구 기간에	
걸쳐 상당히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는	2015년부터 발행된 문서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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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들을 강조한다.

1.		다양한 양상:	이 연구는 상호 연관된 세 가지 학습 영역인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 각각에 대한 강조가 교육단계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정한 맥락과 제도,	요구 등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총체적(holistic)	학습의 중요성:	국가마다 강조하는 바가 다르지만,	이 연구는 국가들이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학습 영역
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시너지 효과와 총체적 영향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교과별 학습 영역 비중:	이 연구는	ESD와	GCED가 포함된 교과 영역에 따라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ESD와	GCED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은 주제를 가르치는 교과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는데,	이는 교과 영역이 세 가지 학습 영역 및	ESD와	GCED	학습 전반에 대한 강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전학교적(whole-school)	접근법:	유네스코는	ESD와	GCED에 대해	‘전학교적	접근법’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교육제도
의 경우에는 명시적 교육과정(explicit	curriculum)과 교수법을 통해,	또한 모든 교육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학교 교육의 물
리적 운영 환경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교육제도 및 교육기관의 거버넌스 우선순위를 통해	ESD와	GCED를 모델
링하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5.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교육과정과 정책 자료만을 검토했다.	세 가지 학습 영역과 관련된 학습 과정 및 결과를 탐구하기 위
해서는 실제 교실 현장과 학교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향후 연구에서 필요하다.	

주의 사항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그래프는 유네스코가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정량적 데이터는 유네스코가 의뢰한 
연구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관련 국가의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문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모든 공식적인 정책이나 약속을 포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개괄한 것은 아니다(부록 B와 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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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의 이해

모든 국가들이 SDG 세부목표 4.7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네스
코는 ESD와 GCED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둘 
사이의 연관성과 중첩성을 인식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은	 모든	 사람이	 문화다양성을	 존
중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적으로	온전하
고,	경제적으로	생존가능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
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
다(UNESCO	2014,	20).

•	 세계시민교육(GCED)은	모든	연령의	학습자가	더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포용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	지
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UNESCO	2015,	14).	이것은	“정치적,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호의존성과	지역,	국가,	세계	간의	상
호연결성을	강조하는	더	넓은	지역사회와	인류에	대한	소속
감”을	증진하고자	한다(UNESCO	2015,	14).

	

세부목표4.7

ESD에 대한 국가 체제의 대부분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
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
ment, 2005-2014) 이전이나 그 기간 중에 착수되었다. 환경
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
산, 인류의 생존과 같은 주제는 일반적으로 ESD에 뿌리를 두
고 있다. 또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심이 겹친다는 점에서 
‘GCED 관련’ 주제도 종종 포함된다. 

GCED는 2012년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에서 도입되었지
만, GCED의 핵심인 평화 및 인권 교육 등의 요소들은 GCED
가 글로벌 의제에 도입되기 훨씬 전부터 많은 국가들에 의해 
주창되어 왔다. 일부 국가에서는 ESD 관련 주제들이 GCED에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GCED 관련 주제들이 ESD에 포함되
어, 이 두 주제 사이에는 공통점이 생길 여지가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ESD와 GCED
를 분리해서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주제 간의 상호연결성과 
중첩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ESD와 GCED는 모두 SDG 세부목표 4.7에 포함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들은 ‘유엔 SDGs 국가평가보고서(Volun-
tary National Reviews)’ 제출 및 글로벌 지표 4.7.11)에 대
한 보고를 통해 SDG 세부목표 4.7의 달성을 위해 자국이 취
하고 있는 조치에 관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글로벌 지표 
4.7.1은 “성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ESD와 GCED가 모든 교육
단계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 교육, (d) 학
생 평가에서 주류화되어 있는 정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UN 
Statistics Division 2019).

이 보고서에서는 ESD와 GCED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와 연계
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다(부록 B 참조). 
분석 상 일부 주제는 GCED와, 또 다른 주제는 ESD와 더 밀접
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심이 서로 얽혀 있고 글
로벌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동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연
구 결과는 ESD 및 GCED 학습 주제를 함께 고려한다. 

세 가지 학습 영역 세 가지 학습 영역

ESD와 GCED 학습은 상호 연결된 세 가지의 학습 영역, 즉 인지
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통해 더욱 증진된다 (UNESCO 
2015, 2017; Battiste 2000; Brookings Institution, 2017; 
UNESCO-APCEIU 2015).

1) 		유네스코는 「1974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
에 관한 교육 권고」에 따라 4년마다 실시하는 보고 과정을 통해 글로벌 지
표 4.7.1에 대한 데이터를 회원국으로부터 수집한다. 유네스코는 ‘SDG 지
표에 관한 기관간 전문가 그룹(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글로벌 지표 측정을 위한 작성 방법론
을 개발했다.

2. 연구 배경

 SDG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
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
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발전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한다(U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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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르(Delors)는 그의 보고서인  『학습: 감춰진 보물(Learn-
ing: The Treasure Within』(UNESCO 1996)에서 학습의 네 
기둥, 즉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을 설명하
고 있다. 이와 관련된 휴리스틱(heuristic, 발견적 학습법)은 
학습에 대한 다양한 고려사항과 총체적이고 구체화된 학습 접
근법을 포함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학습법은 환경, 
문화, 형평성, 사회 정의 등의 이슈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가
치뿐만 아니라 깊은 이해와 지식 함양까지 가능케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별도의 영역들로 제시되어 있지만, 총체적 학습을 
이해하기 위한 휴리스틱은 이 세 가지 영역들이 서로 얽혀있
고 중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인지적	영역은	세계와	그	복잡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력으로	구성된다(UNESCO	2015,	2017).

•	 사회·정서적	영역은	학습자가	21세기	삶과	일의	도전에	대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하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협력하
고,	협상하며,	창조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기술,	태도,	가
치를	포함한다.	이	영역은	또한	학습자가	타인을	존중하고	평
화를	이루며	성취감을	느끼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해주는	가치,	태도,	동기	부여	및	자기	성찰을	개발할	기회
를	제공한다.

•	 행동적	영역은	학습자가	공감적이고	존중하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설적인	관계를	형성
하도록	한다.	또한	이	영역은	가까운	주변	및	그	이상의	환경에
서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는	지역사회(지역적	또는	세계적)	
프로젝트에	건설적으로	참여하는	행동	역량을	가리킨다.	마
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은	학습자가	지역사회	규범이나	폭넓
은	사회	전체	규범에	따라	학습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수행된 유네스코 연구(예: UNESCO 2015; UNESCO-
MGIEP 2017; UNESCO 2017) 및 기타 보고서(예: UNFPA 
2018)를 바탕으로,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영역은 본 연구의 기
본틀이 되었다.

또한, 다른 접근법들도 본 연구가 양질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Casel 2013; Durlak et al. 2011; Greenberg 
et al. 2003; Leach, Dunn and Salvi 2014; O’Conner et al. 
2017; Wenger 2009 참조).

국가 선정 세

이 연구를 위해 세계 전 지역에서 10개 국가(코스타리카, 일
본, 케냐, 레바논, 멕시코, 모로코, 포르투갈, 한국, 르완다, 스
웨덴)가 선정되었다. 이 국가들은 정책과 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실행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SD 및/또는 GCED에 대
한 기여가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중앙집권화된 교육제
도를 갖추고 있어 선정되었다. 동시에 이 국가들은 기초교육, 
유아교육 취학률, 이수율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
라 역사와 국가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세계의 모든 권역을 대표하지만, 연구 결과에서는 
권역별로 특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부록 A는 이 연구에
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의 선정 기준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 방법

부록 B는 문서 수집 및 코딩 과정 등 방법론적 기초에 대한 심
층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여기서의 논의는 연구 결과를 이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만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형식 교육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법률, 정책, 의도된 교육과정 등을 살펴
보았다. 고등교육, 성인교육, 비형식교육과 관련된 공식적인 
내용은 검토하지 않았다. 교과 수업 계획안을 검토했지만, 실
행된 교육과정(교실에서 배우는 것), 교과서, 학생의 학습 성
과에 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총 263개의 정책 및 교육과정 문서, 즉 
국가 교육법, 국가 교육 전략 계획, 국가 교육과정 체제, 국
가 ESD/GCED 관련 문서, 국가 교과별 교육과정을 검토했다. 	
실질적인 근거 자료로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문서와 자료 중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만을 포함	
했다. 하지만 모든 공식적인 정책과 활동을 전부 완전하게 검
토한 것은 아니다. 문서 수집 과정에는 국가 교육부 및 타 공공 
영역의 웹사이트 검색, 확인된 문서를 검증하고 추가 문서를 
제안하기 위한 국가 전문가의 조언,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입수하기 어려운 문서의 전자본이나 인쇄본을 요청하기 위한 
국가 해당 부처와의 직접 서신 등이 포함되었다. 263개 문서	
(국가 당 18-39개, 평균 26개 문서) 중 거의 3분의 2가 교과
별 교육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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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UNESCO 2015; European Commission 2017a,b; 
UNESCO IBE 2016; UNESCO-MGIEP 2017)에서 사용된 코
딩 작업을 기반으로 작성된 이 연구의 코딩 체계는 아래와 같
이 ESD 및 GCED 주제를 8개의 범주로 분류했다. 

    1. 문화다양성과 관용

2. 평화와 비폭력

3. 인권과 성평등

4. 환경적 지속가능성

5.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6. 인간의 생존과 웰빙

7. ESD에 대한 세 개의 기둥(three pillars) 접근법

8. 	기타 ESD와 GCED의 의도된 학습 	 	
(UNESCO 2016b) 

이 코딩 체계의 첫 6개 코드는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974년 11월 19일 회원국들이 채택한 「국제이해, 협력, 평
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1974)
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UNESCO 
1974, 2016b, 2018). 또한, 코드 7은 ESD에 대한 통상적 지
칭인 ‘사회, 경제, 환경’ 교육, 즉 ESD의 ‘세 개의 기둥 접근법
(three-pillars approach)’을 위해 추가되었다. 코드 8은 코
드 1-7에서 다루지 않은 ESD 및 GCED 학습 내용(코드 1-7
에서 코드화될 수 있는 세부 내용이 없는 도덕이나 인성 교육 
등)을 위해 추가되었다. 또한 학습 영역들은 아래와 같이 코
드화되었다.

1. 인지적 영역

2. 사회·정서적 영역

3. 행동적 영역

4. 기타(다양한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는 접근방식)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4개의 교육단계(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ESD 및 GCED 주제와 관련된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 영역을 분석했다. 이는 공식 문서
를 읽으면서 코딩을 하는 사람인 코더(coder)들이 정확한 키
워드나 용어보다는 각 핵심 개념의 의미를 검색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정보의 단위(units of information)’가 코딩
을 위해 확인되었고, 코딩 준거(coding reference)에 필요한 
모든 텍스트가 코드화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단일 문장이, 다
른 경우에는 여러 문장으로 된 긴 부분이 하나의 코딩 준거로 
코드화되었다.

연구 한계 세

•	 각	문서	유형별로	필요한	모든	문서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
도록	국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의	신중한	문서	수집	과정
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	발견된	문서의	개수,	초점,	길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7개	언어로	작성된	263
개	문서	연구의	범위로	인해	연구	기간	내에	질적	문서	자료의	
심층적인	분석이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추가적
인	맥락을	제공하지	못했다.

•	 코딩	구조와	분석은	ESD와	GCED를	분리되는	별개의	독립체
로서	보다는	전체로서	다루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ESD
와	GCED	학습	주제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ESD나	GCED	중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는	복잡하고	자주	겹친다.	또	다른	국
가에서는	‘ESD’와	‘GCED’라는	특정	용어들이	적어도	현재	
사용	중인	교육과정	문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	 많은	문서가	ESD와	GCED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SDG	4와	
세부목표	4.7보다	앞서서	작성되었다.	최근에	발행된	문서는	
국가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ESD와	GCED	분야	관계자들이	
작성한	지침이나	우수한	자료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몇몇	국
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현재	개발	중에	있지만,	이런	자
료는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연구의	목적상	분석되지	않았다.	

•	 이	연구	결과는	비록	실행된	교육과정이나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및	교육과정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연구의 기획은 의도된 정책과 교육과정 문서들
이 어떻게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교수 활동,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 학교의 학습 환경, 학생의 학습 성과 등으로 구체화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추가 작업을 위한 유익한 기반이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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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이번 장은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선정 국가의 유치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이 ESD와 GCED에 대한 노력에 
있어서 우선시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는 ESD와 GCED 학습의 다양한 주제나 관점에 대
한 상대적인 강조를 각 교육단계별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문서 유형, 교과 영역 교육과정, 문서 발행 시기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핵심 결과를 보고한다. 

주의 사항

아래 그림에서 ‘언급 비율(percentage of references)’은 
분석된 문서에서 특정 항목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상대적 
횟수를 나타낸다. 그래프의 아래쪽 끝에 있는 글자 ‘N' 옆
의 숫자는 특정 항목이 국가 문서에서 코드화된 총 횟수를 
말한다. 

낮은 코딩 횟수(n<10)에 기초한 결과는 표본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문서 유형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학습 영역별 백분율의 총합계가 
100%가 아닌 경우도 있다.

•	 학습의 네 번째 영역인 ‘기타’가 코드화되었지만 그림에
는 포함되지 않았다.

•	 여덟 번째 코드인 ‘기타 ESD 및 GCED’ 학습이 코드화	
되었지만 그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1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인지적 영역의 비중은 증가하고, 
사회·정서적 영역의 비중은 감소한다

선정된 10개국에서 학교 교육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중학
교와 고등학교로 이동함에 따라, ESD와 GCED 학습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언급 비율은 증가하고,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언급 비율은 감소한다. 행동적 영역에 대한 언급 비율은 약간 
증가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교육과정은 흔히 장소(즉, 주변 지역사회 및 자연)
와 아동의 삶에 일상적인 실천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면
서 행동 지향적인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고학년, 그리고 특히 중등학교의 학생들은 인지 
학습과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세
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더 큰 복잡성을 인식해
야 한다.

하지만 세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고 
사회적 과제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방식(예: 젠더에 기반한 폭
력에 대처하거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및 오염 등과 같은 문
제에 대한 해결책 협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전반
에 걸쳐 사회·정서적 기술 및 행동적 기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연령에 맞게 시민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저학년의 경우 인지적 및 행동적 학습 영
역이 사회·정서적 학습 영역만큼 중요하다.

그림 1에 따르면, 수집된 연구 문서에 나타난 모든 ESD와 
GCED 학습에서 인지적 영역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총 
1,192회, 사회·정서적 영역은 1,085회, 행동적 영역은 635회
였다. 

그림 2는 그림 1을 교육단계별로 정리한 것인데, 유치원 교육
에서 언급된 횟수 중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이 차
지한 비율은 각각 29%, 52%, 17%였다. 그림 1은 교육단계
별로 각 영역에 대한 언급 비율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유
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까
지 각 영역에 대한 강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고등
학교(48%)에서 인지적 영역의 언급은 그 이전 단계(29%에
서 42% 사이)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림 2 또
한 학습 영역별 ESD 및 GCED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을 분
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각 교육단계 내에서의 차이를 강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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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 교육단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습 영역별ESD와GCED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2.		교육단계별(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결과#2

ESD와 GCED의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 양상은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가들은 세 가지 학습 영역 중, 특히 인지적 영역 및 사회·정
서적 영역에 대한 강조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그림 3 참조).

일부 국가는 세 가지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크게 강조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에는 —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는 다소 
덜 하지만 — 문서들이 사회·정서적 영역 또는 행동적 영역보
다 인지적 영역을 훨씬 더 강조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레바
논, 케냐, 모로코, 한국에서는 사회·정서적 영역이 더 우세하다. 
일본의 경우는 다른 영역에 비해 행동적 영역이 좀 더 높다.2)1

2)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MEXT)이 제시한 추가 정보에 의하면, 실
제 학교에서는 세 가지 영역이 학교교육법과 교육과정에 기초해 균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ESD와 GCED 학습에 대한 5,000개 이
상의 언급 가운데 약 40%는 인지적 영역, 35%는 사회·정서
적 영역, 24%는 행동적 영역이 차지한다.

이러한 패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유
는 많은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유는 특정한 경
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어 중등교육에서 흔히 그렇듯이 ‘시
험 중심 교육(teaching to the test)’ 정책 및 수업의 경우에
는, 사고 및 사실적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 지배적일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연구 대상 국가에서처럼 다
른 학습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을 더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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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가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결과#3

연구 대상 국가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단계별 
ESD/GCED 학습에서 각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 양상이 
국가 간 차이를 보인다

ESD와 GCED의 각 학습 영역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는 국가
마다 다르다. 인지적 영역에 대한 초점이 증가하고 사회·정서
적 영역에 대한 초점이 감소하는 전반적인 패턴을 따르는 국
가는 60%에 불과하다.

그림 4부터 그림13까지는 교육단계별, 국가별로 각 학습 영역
에 따라 코드화된 내용의 비율을 나타낸다.

르완다 및 한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패턴이 유치원부
터 고등학교까지 사회·정서적 학습에 대한 상대적 비율은 감
소하는 반면, 인지적 학습의 비율은 증가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일치한다. 일본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그 정도가 덜하다. 

케냐는 상황이 매우 다른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이에서 사
회·정서적 학습이 크게 늘어나고 인지적 학습은 크게 줄어들
고 있다.

레바논이나 모로코 등과 같은 국가는 거의 모든 교육단계에서 
다른 영역보다 사회·정서적 학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양상과 상당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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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케냐: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5.				르완다: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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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레바논: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7.				모로코: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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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일본: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9.				한국: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N=42)

 
(N=106)

 
 (N=106)

 
 (N=193)

26%

36%

38%

32%

28%

40%

41%

18%

42%

45%

20%

35%

 
(N=55)

 
(N=161)

 
 (N=228)

 
 (N=113)

20%

56%

22%

26%

45%

27%

39%

37%

23%

52%

21%

24%

 
(N=12)

(N=31)

 (N=26)

 
 (N=27)

42%

33%

25%

39%

19%

42%

65%

19%

15%

74%

15%

 
(N=0)

 
(N=28)

 (N=20)

 (N=35)

10%

54%

25%

21%

55%

35%

0%

0%

0%

83%

17%

0%
11%

유치원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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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포르투갈: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11.				스웨덴: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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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코스타리카: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13.			멕시코:교육단계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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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4

10개국의 교육과정 중 8개국에서 적어도 한 가지 학습 
영역은 15% 미만의 비율을 차지했다

10개 국가 중 8개 국가에서 적어도 한 가지 학습 영역이 15% 
미만의 포함 비율을 나타낸다(표 1 참조). 이것은 해당 교육단
계의 국가 문서에 코드화된 모든 언급 중에서 해당 영역에 대
한 언급이 15% 미만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
례들 중 4분의 3은 행동적 학습 영역에 해당된다.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적어도 한 가지 학습 영역에서 집중을 
덜 받는 교육단계는 중등교육 단계이다. 각 교육단계와 전체 
교육단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영역과 가장 적게 강조되는 
영역 간 비율의 차이는 3%p(퍼센트포인트)에서 63%p에 이
르는 반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모든 교육단계에 걸쳐 모든 영
역이 비교적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다. 

모든 4개의 교육단계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비슷한 수준	
(영역 간 차이가 20% 이내)으로 중점을 둔 국가는 한 군데
도 없었다. 코스타리카는 4개의 교육단계 중 3개의 단계에
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비교적 비슷하게 초점을 두고 있고, 

일본과 한국은 2개의 단계에서 그러하다. 코스타리카의 경
우, 취학전교육에서 학습 영역 간 차이가 6%p로, 각 학습 영
역이 상당히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세 가지 영역을 비교적 고르게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대로 케냐에서는 취학전교육 단계에서 집중을 가장 많이 받
은 영역과 가장 적게 받은 영역 사이에 46%p의 차이가 나는
데, 이것은 특정 학습 영역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표 1에서 음영 처리된 24개의 칸은 해당 교육단계의 해당 학
습 영역에 초점을 둔 내용이 15% 이하인 것을 나타내며, 그 
중 16개는 행동적 영역이고, 11개는 중등교육 단계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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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육단계별 및 국가별 학습 영역의 포함 비율

ESD 및 GCED 학습에서 행동 중심 접근법의 상대적 부재는 
여러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ESD와 GCED에
서 행동 중심 교수법이나 학습 성과에 대한 강조가 증가했는
데도 불구하고, 주류적인 교육과정 접근법은 종종 추상적 지
식의 중요성과 인지적 학습 영역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게다
가, 전통적인 시험 주도형(test-driven) 교육제도는 행동 중
심적 학습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포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ESD 및 GCED에서 연령에 맞는 행동 반응을 파악
하고 가르치는 것은 취학전교육과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쉽
지 않다. 어린 아동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예: 친절), 가정(예: 재활용), 지역공동체	
(예: 노인돌봄센터에서 자원봉사)에서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더 넓은 범위의 사
회적 행동에 참여할 능력은 제한적이다. 한편 야외 학습이나 
공동체 기반 학습을 통해 현지 지역과의 접촉과 같은 행동 중
심 교수법은 취학전 및 초등학년을 포함해 모든 연령대에서 
매우 성공적일 수 있다.

35% 29% 35% 6%

72% 12% 16% 60%

31% 34% 32% 3%

34% 37% 28% 9%

44% 28% 27% 17%

26% 36% 38% 12%

32% 28% 40% 11%

41% 18% 42% 24%

45% 20% 35% 25%

39% 23% 38% 16%

27% 59% 12% 46%

9% 72% 19% 63%

56% 38% 6% 50%

70% 7% 23% 63%

33% 52% 13%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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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일본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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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역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백분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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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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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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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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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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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1

0%1 100%1 0%1

44% 51% 5%

40% 48% 12%

28% 65% 8%

37% 55% 8%

41% 43% 14%

58% 35% 6%

37% 47% 15%

49% 17% 34%

46% 35% 18%

43% 29% 29%

46% 50% 4%

41% 45% 14%

31% 49% 20%

40% 46% 14%

42% 33% 25%

39% 19% 42%

65% 19% 15%

74% 11% 15%

56% 19% 25%

27% 73% 0%

26% 58% 16%

45% 36% 19%

49% 31% 18%

41% 40% 18%

1

0%1 0%1 0%1

54% 25% 21%

55% 10% 35%

83% 17% 0%

66% 18% 16%

학습 영역

멕시코

모로코

포르투갈

르완다    

스웨덴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백분율 차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1 레바논과 스웨덴의 취학전교육의 비율은 총 언급 횟수가 작아(10 미만)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주: 	1)		위 표에서 3개의 열로 되어 있는 학습 영역별 수치는 국가별 및 교육단계별 각 학습 영역의 언급 비율을 가리킨다. 음영 처리된 칸은 해당 교육단계에서 
해당 학습 영역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비율이 15% 이하임을 나타낸다. 

	 	 2)		백분율 차이(%) 수치는 각 교육단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학습 영역과 가장 적게 강조된 학습 영역 간 백분율 점수 차이(percentage points)를 의미
한다. 낮은 숫자는(예: 코스타리카의 취학전교육과 증등교육) 학습 영역 간 강조의 격차가 비교적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숫자는(예: 케냐와 스
웨덴의 중등교육) 영역 간 강조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 국가의 각 교육단계 내에서 수치의 합이 100%가 아닌 것은 ‘기타’ 카테고리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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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5

ESD 및 GCED 학습과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는 문서 유
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국가 교육법은 인지적 및 행동적 학습에 덜 초점을 맞추고, 
사회·정서적 학습 영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반대
로 다른 유형의 문서에서는 영역별 비율이 비교적 비슷하다. 
또한 문서 유형별로 보면 GCED와 관련해 코드화된 학습 내
용이 ESD의 약 2배이다(그림 15 참조). 

그림 14에 의하면, 국가 교육법을 제외한 나머지 문서 유형에
서는 세 가지 학습 영역의 적용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영역에 대한 초점이 
모든 수준의 국가 정책 입안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떤 면에서는 헌법적, 도덕적 틀에 기초한 법적 의무를 규정
하는 국가 교육법에서 사회·정서적 영역을 더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 유형 전반에 걸쳐 ESD 학
습 주제와 GCED 주제에 대한 언급 비율의 일관성이 두드러	
진다. 또한 이 그림에서 코드화된 내용을 나타내는 N 수치로 
표기된 각 문서 유형의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별
교육과정

그림	14.			문서 유형별 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15.		문서 유형별ESD및GCED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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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6

연구 대상 국가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일반’ 교육과정	
(주로 취학전 및 초등 교육과정)이나 ‘언어’ 및 ‘기타 	
필수’ 교과 영역에 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 중 인지적 영역에 대한 비중이 더 크다

‘일반’ 교육과정(주로 취학전 및 초등 교육과정)이나 ‘언어’ 및 
‘기타 필수’3) 교과 영역에 비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 중 인지적 영역의 비중이 더 크다. ‘일반’ 교
육과정은 물론 ‘언어’ 및 특히 ‘기타 필수’ 교과에서는 사회·정
서적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약간 더 강조되고 있다. 

그림	16.				교과영역별(일반,사회과학,4)자연과학,언어,기타
필수)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학습에대한
언급비율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의 맥락에서 ESD와 GCED를 제시할 때 
인지적 영역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은 많은 교육제도가 중등
교육에서 ‘학문적’ 내용이나 이와 관련된 표준화된 시험에 우
선순위를 두는 경향과 일치한다. 

이러한 인지적 영역에 대한 강조가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영
역을 발전시키는 교수법과 균형이 맞지 않을 때, 학생들은 
ESD와 GCED의 표준화된 시험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ESD 
및 GCED의 적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정서적 헌신이나 행동적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과#7

ESD와 GCED 학습 및 학습 영역은 문서 발행 시기에 따
라 차이가 있다
ESD와 GCED 주제에 대한 상대적 강조는 세 시기(2006년 이
전, 2006-2014년, 2015년-현재)에 걸쳐 비교적 일관되게 나
타난다(그림 17 참조). 하지만 학습 영역은 다른 결과를 보인
다. 보다 최근 문서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의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최근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8 참조). 

그림	17.			문서발행시기별ESD와GCED학습에대한평균
언급횟수

주: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해당 시기 동안의 총 언급 횟수를 해당 시기의 	
문서 숫자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3) 	‘기타 필수’ 교육과정의 예로는 의사소통 기술, 창작 예술, 경제학(르완
다), 도덕(한국), 정치학(르완다), 종교(케냐, 르완다), 사회·정서적 기술	
(멕시코) 등이 있다.

4) 		‘사회과학’이란 용어는 사회, 역사, 지리 및/또는 시민의식/시민윤리 등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가리킨다. ‘기타 필수’라는 용어는 ESD또는 
GCED와 특별히 관련된 핵심과목은 아니지만 여전히 필수과목을 지칭하
며, 이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특정 교과 
영역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모든 교육단계의 교육과정 문서를 말하며, 
교과별로 편성되지 않은 취학전 및 초등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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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OECD 2018), 최근에 수정된 정책 문서와 교육과정
은 다양한 학습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는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작성된 문서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문서에 비
해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가 명백하게 2배 이상 증가했다. 여
러 학습 영역을 포함시키려는 생각이 뿌리를 내리면서, 많
은 국가들이 학습 과정과 학습 결과에서 인지적, 사회·정서
적, 행동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쏟을지 더욱 분명해
질 것 같다.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 일본, 한국은 모두 최근에 	
교육과정을 수정했는데, 2개 이상의 교육단계에서 세 가지 
학습 영역 모두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8

ESD 주제보다 GCED 주제에 상대적으로 더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 문서 유형 및 교육단계에서 ESD 학습
에 비해 GCED 학습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2배 정도 더 높다
(코드화된 내용의 63% 대 32%). 

그림 19는 ESD 및 GCED 주제별 내용에 대한 분류뿐만 아니
라, ESD와 GCED 학습 주제와 관련된 전체 내용의 비율을 국
가 전체 및 국가별로 보여주고 있다. 

10개국 전체에 걸쳐 코드화된 내용의 60% 이상이 GCED 학
습에 집중되었다. 연구 대상 국가에 대한 원그래프(pie chart)
에는 GCED를 강조하는 국가부터 ESD를 강조하는 국가까지 
배열되어 있다. GCED에 가장 중점을 두는 국가들은 한국, 모
로코, 레바논(코드화된 내용의 74–79%) 등이고, ESD에 가장 
중점을 두는 국가들은 스웨덴, 포르투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코드화된 내용의 40–50%) 등이다. 관련 내용의 약 5%는 도
덕이나 인성교육과 같이 ESD와 GCED 주제 항목 1–7에5) 속
하지 않는 ‘기타 ESD 및 GCED’ 내용이다. 1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는 데 몇 가지 요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ESD와 GCED에 대한 주제 및 전반
적인 범주가 코딩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몇몇 GCED 주제
가 많은 국가에서 ESD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하다(예: 인권과 성평등). 

5) 		ESD, GCED 및 ‘기타 ESD/GCED’ 내용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표 5를 참
조. GCED 내용은 문화다양성과 관용, 평화와 비폭력, 인권과 성평등 주제
와 관련된 코드를 포함한다. ESD 범주로 코드화된 내용으로는 환경적 지
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간의 생존과 웰빙, 그리고 ESD에 대
한 세 개의 기둥 접근법 등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다. ESD/GCED의 의도된 
학습과 연관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7개 코드 중 어느 하나에도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은 텍스트는 ‘기타 ESD/GCED’로 코드화되었다. 

주: 	그림에 나타난 수치는 해당 시기 동안의 총 언급 횟수를 해당 시기의 문서 
숫자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정책 및 교육과정 문서의 발행 시기는 1997년부터 2018년까
지 걸쳐 있으며,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년)의 시작과 종료는 물론, GCED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교육우선구상’(2012-2016년) 등 ESD와 
GCED의 주요 이정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이정표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와 기타 많은 기구들이 ESD
와 GCED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과 지침을 발표했다. ESD
와 GCED에 대한 국가 계획 및 전략을 게재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교육부들이 늘어났고, ESD와 GCED를 증진하고 지역 	
차원의 시범적 접근방식을 촉진하고자 국가 및 지역 단체	
들이 구성되었다.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란 용어가 2017년에 지속가능발전목
표(SDG) 4 교육 — 세부목표 4.7 — 의 진전사항을 측정하
기 위한 핵심 지표에 포함된 이후, 평화교육(1981년), 인권
(1995-2004년), 성평등(베이징, 1995년) 등과 같은 이전의 
이니셔티브들이 GCED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전문적인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ESD 관련 학습 
주제에 대한 비중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고, GCED 
관련 학습 주제에 대한 비중은 최근 문서에서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그림 17).

그림 18과 관련해, 교육 활동이나 학습 결과에서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강조가 점점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예: Berman, Chaffee, Sarmiento 

그림	18.			문서발행시기별인지적,사회·정서적,행동적
학습에대한평균언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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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 결과는 해당 국가에서 문서가 작성되고 있는 시점
에 이용가능한 접근성의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레바논은 모두 이 연구에 활용된 교육과정 문서
가 비교적 적었지만(각각 19개와 18개), 교과별 교육과정이 
발표된 시점이 거의 20년 정도 차이가(각각 2015년과 1997

년) 난다. 한국이 레바논보다 ESD와 GCED에 대한 언급 횟
수가 4배 이상 더 많은 것은 아마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SD 및 GCED 자료 및 접근방식이 최근 수십 년 동안 더 보
편화되었다).

그림	19.		10개국전체및국가별ESD와GCED학습주제에대한언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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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향으로는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기존 접근법, 이미 
잘 구축된 프로그램, 현지 문화에 적합한 접근법이나 언어 등
에 대한 그 동안의 노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기타 
ESD/GCED 내용’이 많은 것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에서 도덕을 매우 강조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GCED의 모든 측면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다루는 도덕을 독립된 필수과목으로 도입하기 시작
했다. 

결과#9

ESD 관련 키워드 용어별 빈도는 차이를 보인다

모든 문서에서 검색된 ESD 관련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지

속가능발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그 다음이었으며, ‘환경교육’은 가장 적게 사용된 용어였다	
(그림 20).

ESD의 용어에 대한 키워드 검색은 모든 조사 대상 언어로 수
행되었다. 그림 20은 ESD의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둔 내용의 
비율을 국가별로 나타낸다. 몇몇 국가에서 환경교육과 ESD에 
대한 접근 이력을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문서 전체에 걸쳐 레
바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ESD(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용
어가 환경교육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차이는 일부 문서의 발행 시점과 관련이 있다. 일례로, 레바
논의 교과별 교육과정은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년)이나 지속가능발전목표(2015년) 이전인 1997년에 나온 
것이다. 

그림	20.		국가전체및국가별연구대상문서에나타난ESD관련용어들의사용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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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10

학습 영역별 비중은 ESD와 GCED 주제 간에 차이가 	
있다

모든 문서에서 GCED 내용은 인지적 영역보다 사회·정서적 영
역에 더 중점을 두었고, 행동적 영역은 덜한 편이다(그림 21). 
ESD 내용은 행동적 영역보다 인지적 영역에 더 비중을 두었
으며, 사회·정서적 영역에 가장 적은 비중을 두었다. 

그림 21.  GCED/ESD 내용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그림 22는 GCED와 ESD 주제별로 각 학습 영역의 비중을 보
여준다.

이는 교육단계에 따른 각 학습 영역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1(그림 1과 2)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결과 #1에서 나타
난 것처럼 저학년의 경우 ESD와 GCED에 사회·정서적 영역
이 더 많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초기 교육단계에서 
GCED 주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과거에는 환경 주제가 종종 자연과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지만, 연구 결과가 시사하듯이 환
경 주제는 앞으로 인지적 학습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 

문서의 발행 시기를 감안해보면, 이는 ESD와 관련된 인지적 
학습 영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림 22.    GCED와 ESD 주제별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에 대한 언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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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양상

상호 연결된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학습 영역 모두에 
초점을 두는 것은 ESD와 GCED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보
장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각 학습 영역에 대
한 상대적인 강조는 교육단계, 국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서
로 다르다. 특정 국가의 교육 배경, 제도, 각 교육단계에서 다
루어야 할 요구 등은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 양상과 
더불어 여러 교육단계에 걸친 이들 영역의 학습 양상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총체적(holistic) 학습의 중요성

강조의 양상은 국가와 교육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이 연구는 
국가들이 사회·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이러한 영
역들이 그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은 물론, 세 가지 학습 영역
이 계획적으로 통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
다. 학습자의 사회·정서적 측면들이 연계될 때, 또는 참여적
이고 행동 중심적인 교수법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고 기억
에 남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인지적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교과별 학습 영역 비중

ESD와 GCED 학습이 통합되어 실행되는 교과 영역에 따라 
학습 영역에 대한 강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
부 교과 영역(예: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과목)은 본질적으
로 특정 학습 영역(즉, 인지적 학습)에 더 잘 맞추어져 있어
서, 다른 영역들보다 한 가지 영역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이
런 점에서, ESD와 GCED의 이해관계자들은 세 가지 학습 영
역에 대한 가치를 모든 교과 영역의 수업 계획안, 교과서, 교
사용 지도서에 명시적으로 언급할 수 있도록 통합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을 개별 과목과 단시간 블록(block)으로 구성
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의 총체적인 학습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교과 학습의 통합과 블록타임제를 허용하는 
대안 모델이 더 나은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학습 과정과 학
습 성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 실천 학습이 하
나의 예가 된다. 

4. 전학교적(whole-school) 접근

유네스코는 학생들이 교과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높이면서 
자기 주변의 학습 환경에서 ‘실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ESD와 GCED에 대한 전학교적 접근을 권고한다. 또한, 비교
과 활동의 확대를 통해 ESD와 GCED의 사회·정서적 및 행동
적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 긴밀한 연계
는 ESD와 GCED에 대한 총체적인(holistic) 접근을 용이하
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모든 접근방식
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부
의 약속과 우선순위를 이행하고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적절
한 교수법과 교원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5. 향후 연구

이 보고서는 핵심적인 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문서를 검토
했다.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충해서 분석하면 ESD와 
GCED의 교수·학습을 더욱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밖에 학습자의 가족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
에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총
체적인 학습 접근법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과 정책 문서에 나타난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학습
이 교실과 학교 활동에서 교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도된 학습 과정, 특히 교과에 기
반한 교육과정이 어떻게 학습자의 사고, 태도, 가치관, 행동 
등에 의도된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혀
져야 한다. 

ESD 및 GCED과 관련된 학습 과정과 성과를 탐구하기 위해
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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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네스코 권역별로 2개국씩 10개국이 선정되었다(표 2 참
조). 초기에는 각 권역별로 여러 국가들이 고려되었지만,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이 이루어졌다. 

    1. 안정적이고 비교적 중앙집권화된 교육제도

    2. GCED 및/또는 ESD에 대한 노력

    3. 	열람 가능한 정책 문서, 전략 계획, 국가 교육과정 체제	
 및 교과별 교육과정 

    4. 국가별 해당 분야 전문가(개인 전문가 또는 기관) 활용

표	2.		선정된10개국목록

세계의 다양한 교육제도를 정확히 반영하기에는 그 수가 너
무 적지만, 10개국의 최종 표본에는 면적, 언어, 교육제도의 
역사, ESD와 GCED 활동 형태 등이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국가별로 평균 26건의 공식 문서를 분석해, 주
요 결과 및 전반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광범위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했다. 물론 유네스코 5개 권역이 모두 대표되었
지만, 이 연구는 주요 질문에 대한 지역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4개의 교육단계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교육 — 의 정책 및 교육과정을 우선순위로 검토했다. 
따라서 교육단계별로 10개 교육제도의 엄선된 특징을 비교
하고 대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표 3은 다음과 같은 특성
에 대한 가장 최근의 교육제도 정보를 보여준다. 

•		의무교육의	연령대

•		각	교육단계의	연한

•		단계별	총	취학률	또는	순	취학률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의	이수율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	및	중학교	최종학년	진급율

•		국가	수준의	읽기	학습	평가가	초등교육	초기와	말,	그리고	
중등교육	중간	또는	말에	시행되는지	여부.	

이를 바탕으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초교육 단계: 모든 국가는 기초교육 단계에서 출석을 
의무화하고 6-7세 아동이 학교에 다니도록 요구한다. 라
틴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와 멕시코에서는 의무교육이 각
각 4세와 3세에 시작된다. 의무교육 기간은 르완다가 가
장 짧고(6년), 멕시코가 가장 길다(15년). 대부분의 국가
는 9년 또는 10년이다.  

2. 		취학전교육: 대부분의 국가에서 취학전교육은 3년이다. 
모로코, 케냐, 코스타리카는 이보다 짧고, 스웨덴은 길다. 
모든 국가의 초등학교 과정은 6년이고, 중학교 과정은 3
년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2년인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고
는 대체적으로 3년 과정이다.

3. 	취학률: 취학전교육의 총 취학률은 대한민국, 스웨덴, 포
르투갈, 일본, 레바논에서 가장 높으며, 모로코와 르완다
에서는 상당히 낮다. 이 수치는 공립 및 사립의 취학전교
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6)1

4. 	보편적 교육: 보편적(또는 거의 보편적) 초등학교 및 중학
교 교육은 기준이 된다. 중학교의 취학률은 레바논이 낮
고(76%), 정확한 수치는 누락되어 있지만 케냐와 르완다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스웨덴, 포르투갈, 일
본과 코스타리카는 고등학교에서 매우 높은 취학률을 보
였고, 모로코, 멕시코, 레바논에서는 전체 고등학생 중 약 
3분의 2만이 등록되어 있다.

6)	 이 연구는 정부의 학제와 관련된 정책 및 교육과정 문서에 초점을 맞춘 반
면, 일부 국가에서는 주로 비국가 부문(non-state sector)에서 취학전교
육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케냐, 르완다

아랍 국가 레바논, 모로코

아시아 및 태평양 일본, 대한민국

유럽 및 북아메리카 포르투갈, 스웨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코스타리카, 멕시코

유네스코 권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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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율: 이수율은 10개국의 교육제도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단계 모두에서 르완다의 이수
율이 가장 낮고 스웨덴이 가장 높다.

6. 	학습 평가: 전체 표본 국가 중 약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 저
학년에서 읽기에 대한 학습 평가를 실시했다. 모든 국가

들이 초등학교 말과 중학교 과정 중에 학습 평가를 진행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레바논은 초등학교 말에, 르완
다는 중학교 과정 중에 학습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연구대상국가의국가교육제도 특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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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2-6-3-3 3 77 8 105 84 NA 99 NA 71 81 NA 42 Y Y Y

7-12 3-6-3-3 0.2 21 2.5 133 54 1 82 NA 28 37 NA 18 N Y N

6-15 3-6-3-3 0.2 85 1 93 NA 0.4 98 764 NA 52 664 NA N N Y

6-14 2-6-3-3 1 54 4 112 NA 3 90 89 NA 65 71 NA Y Y Y

6-14 3-6-3-3 3 87 7 98 NA 7 100 100 NA 103 97 NA N Y Y

6-14 3-6-3-3 1 98 3 97 NA 3 100 94 NA 101 100 NA N Y Y

6-14 3-6-3-3 0.3 93 1 105 NA 1 NA 99 94 NA 98 65 N Y Y

7-15 4-6-3-3 0.5 94 1 125 NA 1 100 100 100 108 99 93 Y Y Y

4-16 2-6-3-2 0.1 78 0.5 110 95 0.5 85 95 67 57 89 55 Y Y Y

3-17 3-6-3-3 5 72 14 104 96 14 97 91 88 94 70 53 Y Y Y

권역별
국가

연령대별
의무교육1

연령별�및�단계별
학교교육�참여 국가�수준의�읽기�학습�평가�실시

초등교육 
중/말2

중등교육
중/말2

케냐

르완다

아랍�국가 

레바논 

모로코

 

일본

한국

  

포르투갈

스웨덴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프리카

아시아�및�태평양

유럽�및�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 

정의:	 	GER(Gross Enrolment Rate)=총 취학률; GIR(Gross Intake Rate in last grade of L2)=중학교 최종학년의 총 진급률; L1 com(Net completion 
rate, primary)=초등학교 순 이수율; L2 com(Net completion rate, lower secondary)=중학교 순 이수율; L3 com(Net completion rate, upper 
secondary)=고등학교 순 이수율; mill(millions)=백만; TR(Transition Rate from last grade of primary to L2)=초등학교 최종학년에서 중학교로의 
진학률; L2 NERT(Total net enrolment rate, lower secondary)=중학교 총 순 취학률; L3 NERT(Total net enrolment rate, upper secondary)=	
고등학교 총 순 취학률.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처는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 2019』 (http://gem-report-2019.unesco.org/
downloads/)의 통계표(Statistical Tables)이며, 유네스코통계국(UIS)이 처음 수집하고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각주:	 	1) 	이 데이터의 출처는 유네스코통계국(UIS)이며, 여기에서 최근 의무교육 규정과 제도 구조를 개혁한 케냐와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업데이트한 멕시코는 	
제외되었다. 

	 	 2) 	이 데이터는 2015-2018년 사이에 실시된 평가를 말한다. 출처: 유네스코통계국(http://data.uis.unesco.org/index.aspx?queryid=3409#) 및 『세
계 교육 현황 보고서 2019』, 표2. 

	 	 3)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합친 것이다. 
	 	 4) 2012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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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본 연구 방법은 유네스코와 파트너들이 수행한 연구(예: 
Browes 2017; Cox 2017; European Commission 2017; 
UNESCO-IBE 2016; UNESCO-MGIEP 2017; UNESCO 
2015; UNESCO 2017)를 활용해, 세 가지 영역의 교수·학습
이 선정 국가들의 국가 교육 문서에 교육단계별로 반영되는
지 여부와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
고 있다. 

문서 유형

분석한 증거 자료로는 연구 대상 국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
는 다섯 가지 유형의 문서 즉, 국가 교육법, 국가 교육 전략 계
획, 국가 교육과정 체제(national curriculum frameworks, 
NCFs), 국가 ESD/GCED 관련 문서 및 국가 교과별 교육과정
이 포함되었다(아래 상세한 내용을 참조). 이 문서들은 ESD
와 GCED 학습 목표에 국가 정책에 대한 현재 유효하고 적절
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7) 이 연구의 실제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8) 12

1. 	국가 교육법: 모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준수해야 하
는 특히 교육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규정 또는 법적 체계.

2. 	국가 교육 전략 계획 및 공식 교육 정책: 국가 교육 계획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는 전략 기반 문서(예를 들어, 
취학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양
질의 교육 제공 개선, 형식교육의 목표와 목적 수정, 학교
와 교사의 거버넌스, 관리,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이슈 등).

3. 	국가 교육과정 체제: 국가 교육제도의 접근방식과 내용
을 요약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기준. 일반적으로 NCF에
는 교과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안을 형성하는 학습 내용
의 개요, 핵심 역량, 학습 결과 등이 포함된다. 일부 NCF

7) 협의 과정에서 교과서와 교사 교육 자료의 분석도 논의되었다. 그러나 그
러한 문서들을 분석하는 데 수반되는 시간, 비용 및 복잡성은 할당된 예산
과 기간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의 학교는 다양
한 교과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반면, 또 일부 다른 국가들의 학교는 
정부가 출판한 또는 정부가 승인한 교과서만을 사용할 수 있다. 	

8) 범주 1부터 4에 속하는 문서를 이 연구에서는 ‘상위 수준’의 정책 문서라 
부른다. 이러한 문서 분류는 UNESCO-MGIEP(2017)에서 사용한 분류에 
따른 것이다.

는 과목과 학습 내용에 대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제
공하는 반면, 다른 것들은 훨씬 더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
하고 학습 내용과 결과를 보다 추상적인 용어로 언급한다
(UNESCO-MGIEP 2017; UNESCO-IBE 2016).

4. 	국가 ESD/GCED 관련 문서: ESD 및/또는 GCED에 특히 
초점을 맞춘 취학전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의 공식적인 
정책이나 정책 문서. 이 범주는 비영리단체, 기업 등이 교
사를 위해 준비했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되거나 배포되지 
않은 자료와는 달리 교육부가 발표했거나 지원한 또는 공
식적인 정부기구와 연계된 문서로 제한된다.

5. 	교과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습 목표: 교과별 교육과정
(또는 수업 계획안)은 교사가 특정 과목이나 학년 수준	
에서 다루어야 하는 소재, 주제, 활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
하며, 주로 각 주제나 주제별 영역에 정해진 수업 시간 배
당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
들의 교육제도를 비교한 후, 이 5번째 범주의 문서에 다음 
학년의 수업 계획안을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1) 유치원 최
종학년,9) 2) 초등학교 4 학년, 3) 중학교 2학년(전기 중등
교육 8학년), 4) 고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후기 중등교
육 10학년 또는 11학년). 취학전교육 및 일부 초등교육 환
경에서는 ‘일반’ 교육과정이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고등	
교육 단계에서는 ESD와 GCED 주제는 여러 과목들, 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초등교육이 종료되는 무렵과 중등교육 전반에 걸친 
시기는 개별적인 교과별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기로, 분
석된 핵심 교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i) 사회과학(필수과목
의 경우 사회, 역사, 지리, 시민의식/시민윤리 등 최대 3개
의 과목), ii) 자연과학(일반 과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최대 3개의 필수과목), iii) 언어 및 예술(외국어를 제외한 
최대 2개의 필수과목).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특히 ESD 
또는GCED와 관련된 ‘기타 필수’ 과목들이 각국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포함되었다(도덕, 정치 등 최대 2개의 필수	
과정).3

9)	 취학전 교육과정 문서 — 국가 교육과정 또는 교과별 교육과정 — 는 연구 
대상 국가 10개국 중 8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부록 B —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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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수집

10개국에 대한 문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수집되었다.

	 1단계

	 각 국에서 현재10) 사용하고 있는 주요 문서로 스프레드시
트를 완성하기 위해 교육부, 주요 국가 기관, 유네스코 기
관(예: IBE, IIEP, UIS 등), 공공영역(public domain) 출
처의 웹사이트에 대한 수동 검색이 실시되었다.4

	 2단계

	 그 이후에 데이터 수집 스프레드시트를 미리 선정된 국가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했다(부록 C 표 7 — 국가별 전
문가 목록). 이전의 유네스코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예: 
UNESCO-IBE 2016; UNESCO-APCEIU 2017), 국가별
로 교육이나 교육과정 정책, 특히 ESD 또는GCED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받
았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문가들에게 이미 확인된 문서
가 가장 최신 문서이고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
견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문서나 다른 관련 문서를 
제안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국가에 포함시켜야 할 
‘기타 필수’ 과목에 대한 문서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필수
과목 영역이 ESD와 GCED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질문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맥락적인 세부사항이나 ESD와 GCED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았다.

	 3단계

	 제안된 문서가 공공영역이나 다른 출처에서 입수할 수 없
는 경우, 교육부 혹은 공인된 행정기관에 문서의 전자본이
나 인쇄본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팀에게 하드 
카피를 우편으로 부치도록 했다. 이러한 경우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및 지역사무소의 지원은 매우 중요했다. 

263개의 문서가 연구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었으며(국가 당 
18-39개, 평균 26개 문서), 이 중 거의 3분의 2가 교과별 교
육과정이었다. 표 4는 각 국가의 연구 문서에 포함된 문서 유
형별 문서의 수를 보여준다. 그러나 문서의 숫자나 문서 유형
의 숫자 그 자체가 ESD와 GCED에 대한 국가들의 활동 및 노
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반드시 문서에 포함된 관련 

10)	 문서의 발행일이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했지만, 모든 경우 각국
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로 확인되었다. 	

정보의 범위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마다 ESD/
GCED를 우선순위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ESD/GCED에 대한 접근방식을 정책과 교육과정 자료에 상
세하게 설명하는 범위 또는 교사 교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그것들을 다루는 범위 또한 다르다. 

문서 코딩 및 분석

코딩 체계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ESD 및 GCED와 관련된 학
습 영역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전 연구에서 배운 통찰
과 교훈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예: European Commission 
2017; UNESCO-IBE 2016; UNESCO-MGIEP 2017).

1단계 분석 과정은 두 개의 코딩 범주를 사용해 모든 연구 문
서의 관련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수동으로 코딩하는 것이었
다: i) ESD와 GCED 학습(8개 코드)과 ii) 학습 영역 (4개 코드) 
(표 5 참조).

8개의 ESD와 GCED 코드는 다음과 관련된 학습을 포함한다. 
즉, 문화다양성과 관용, 평화와 비폭력, 인권과 성평등, 환경
적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인간의 생존과 웰빙, 
ESD에 대한 세 개의 기둥 접근법, 기타 ESD와 GCED의 의도
된 학습 등이다. 

4 개의 학습 영역 코드에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기
타가 포함된다. 8개의 ESD와 GCED 코드 체계는 유네스코가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1974)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한 체계를 적용한 
것이다(UNESCO 1974, 2016b, 2008, 2018). 또한 이 연구는 
‘ESD’ 또는 ‘사회, 경제, 환경’ 교육(즉, ESD에 대한  ‘세 개의 
기둥’ 접근법)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을 위해 코드 7을, 그리고 
코드 1-7에서 다루지 않은 ESD와 GCED 학습 내용을 위해 코
드 8을 추가했다. 

코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제에 대한 간략한 작업 정
의와 상세한 예(표 5)를 개발했다. ESD 및 GCED 학습 주제
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연구
가 두 가지 학습을 모두 다루기 때문이다. 코드에 대한 예들
이 포괄적이지 않아 코더(coder)들은 다른 유사한 내용을 코
딩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ESD와 GCED의 의도된 학습과 관련된 내용만이 ESD와 
GCED 학습으로 코드화되었다(예: 학생의 학습 목표나 학습 
성과, 교육과정 우선순위, 교육학적 접근). 본 연구의 초점이 
ESD와 GCED 학습에 맞추어진 점을 감안하면, 학습 결과와 
관련이 없는 폭넓은 세계시민의식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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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코드화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ESD와 GCED 
우선순위 지정의 중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언급이나 의도된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세계시민의식/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배
경 정보는 코드화되지 않았다. 

‘범주 1: ESD와 GCED’에 이미 코드화된 텍스트 내용만이 ‘범
주 2: 학습 영역’ 코드 중 1개 이상의 코드로 전환되었다. 텍
스트는 그 내용에 따라 범주 1과 2의 여러 개의 코드로 적절
하게 전환될 수 있었다. 

유네스코 마하트마 간디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연구소
가 발간한 보고서(UNESCO-MGIEP 2017)의 방법에 따라, 
이 수동 코딩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정확한] 키워드와 용어 
보다는 핵심 개념의 의미’를 검색했다(23쪽). 기존의 질적 연
구 절차를 바탕으로 코더들은 코딩을 위한 ‘정보의 단위’를 
확인했고, 코딩 준거에 필요한 모든 텍스트가 코드화되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단일 문장이, 다른 경우에는 여러 문장
으로 된 긴 부분이 하나의 코딩 준거로 코드화되었다. 후자는 
ESD/GCED 학습 또는 학습 영역 코드와 일치하는 내용을 논
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장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발생했
다(표 5에서 정의함).

유네스코는 텍스트의 관련 부분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코
딩함으로써, 해당 문서, 문서 유형,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문서 
및 전체에 걸쳐 초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코
딩의 접근방식은 문서가 ESD/GCED 학습과 학습 영역에 대
한 준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초점의 범위와 세부사항과
도 관련된다고 가정한다. 

2단계 분석 과정에는 ESD와 GCED에 대해 이미 코드화된 텍
스트 내에서 정확한 핵심 용어와 약어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 
검색이 포함되었다(다양한 언어의 키워드 검색은 표 6 참조). 
이 과정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등
과 같은 여러 가지의 정확한 용어가 문서에서 어느 정도 사용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1단계와 2단계의 분석을 위한 코딩 및 번역 작업은 프로젝트 
팀장과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조정 하에 8명의 코더들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었다. 코더들은 다른 연구 국가의 언어(아랍
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중 한 가지 언어 능력으로 선정되었다. 그들은 ESD/GCED 	
학습 주제에 정통했고, 코딩 과정 연구 교육에도 참여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 전체의 코딩 패턴을 비교
하기 위해 코더 간 신뢰도 테스트를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코더들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의 데이터 관리와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NVivo 11의 네트워크 버전이 사용되었다. 
여러 장소에 있는 코더들이 데이터 세트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코딩이 동일한 데이터 세트에서 유지되
고, 2단계에서 단어 검색이 가능하고, 데이터 세트 전체에 대
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팀은 NVivo를 이용
해 다른 코드와 비교하거나 문서 발행일, 문서 유형, 교육단
계, 해당 국가 등 다른 관심 요소들과 비교해 각 코드의 상대
적인 코딩 빈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질적인 내용을 정량화
하여 ‘매트릭스 쿼리(matrix queries)’를 실행하는 과정, 다
양한 코딩 범주와 데이터의 다른 속성들 간의 관계를 설정

표 4.		권역별및국가별로수집한문서유형

권역 국가   국가법
 

  

아프리카 케냐 1 3 3 3 18 28

르완다 1 11 2 0 25 39

아랍�국가

아시아�및�태평양

유럽�및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및 
카리브해 

레바논 0 4 1 0 13 18

모로코 1 5 4 3 24 37

일본 1 1 4 1 14 21

한국 2 2 1 0 14 19

포르투칼 1 2 2 7 18 30

스웨덴 1 3 4 4 12 24

코스타리카 1 4 3 0 15 23

멕시코 3 3 1 1 16 24

                                                                         합계 12 38 25 19 169 263

국가�교육
전략�계획�및

정책
국가�교육과정

체제

국가
ESD/GCED
관련�문서

교과별
교육과정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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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코딩 범주, 코드 정의 및 예시 

하는 과정은 표준적인 NVivo의 분석 방법이다(Bazely and 
Jackson 2013). 또한 질적 데이터의 추출 내용은 여러 결과
와 관련하여 다음 장에서 예시로 제공된다. 이미 소개된 국가 
개요와 상세한 코더 노트(‘메모’)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가
적인 맥락적 정보를 제공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 질문 및 
목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연구 결과들이 최종 보고서에 포함

되기 위해 선택되었다. 

본 연구의 검증 과정에는20명의 국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에 대한 검토는 물론, 8명의 외부 검토자와 유네스코 직원들
의 광범위한 검토 과정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로 나온 피드백
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코딩 범주 1: ESD/GCED 관련 의도된 교수·학습 

코드 정의 코드화된 내용의 예1

1. 문화다양성과 관용 관련 학습 
이 코드는 문화다양성(언어, 민족, 인종, 종교 및 다른 형태의 
문화다양성 측면)을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관용 및/또는 문화다양성과 상호존중에 
대한 이해 증진을 포함한다.

• 국제 또는 문화간 이해, 연대, 협력 

• 문화간, 종교간 대화 

• 지역, 국가 및/또는 세계시민성 

2. 평화와 비폭력 관련 학습
이 코드는 평화 구축, 조정, 갈등 예방 및 해결, 평화교육, 
비폭력교육, 화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 민족과 국가간의 우호적 관계

•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도전, 평화적인 해결 촉진, 타인을 포함하여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극단주의 예방 

• 집단 따돌림, 언어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등 다른 형태의 폭력 예방 

3. 인권과 성평등 관련 학습
이 코드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기본적 인권을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권은 인간 행위의 일정한 기준을 
설명하는 도덕적 원칙이나 규범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자연적, 법적 권리로 보호된다. 성평등은 고정관념과 엄격한  
성 역할, 편견에 의한 제약 없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남녀 모두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평등, 포용 및 차별 금지(예: 성별, 신분, 인종, 계급, 장애 등)

• 정의와 공정

•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돌봄, 타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 
공평한 나눔, 성평등 증진

4.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학습 
이 코드는 고갈이나 악화 방지 및 환경의 질과 건강을 위해 환경과 
책임 있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의 자원 생산과 소비는 이 범주 대신에 아래의 코드 5에서 
코드화되어야 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학습(예: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학습)을 논의하기 위한 ‘자원’에 관한 언어를 
사용하는 텍스트는 코드 5 보다는 여기서 코드화되어야 한다. 

• 지구 돌봄, 자연 보호

•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5.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관련 학습
이 코드는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자원, 제품, 서비스 
사용에 있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은 자원과 에너지 효율,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녹색 일자리를 
촉진하는 것이다. 천연자원의 생산과 소비는 이 코드에서 
코드화되었다는 점을 유의한다. 

•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 녹색 경제, 녹색 일자리

• 지속가능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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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간의 생존과 웰빙 관련 학습
이 코드는 건강한 환경 시스템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사회적 
안녕과 조화로서 정의되는 인간의 생존과 웰빙을 위한 또는 
이에 관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코드의 특징적인 열쇠는 인간의 생존과 웰빙을 위한 환경 
보건의 필요성이다. 생활 수준 향상, 삶의 질 등이 환경 보건의 
필요성이나 인간 웰빙의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코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한다. 

• 인간의 웰빙, 재해 위험 예방 등과 관련된 환경 보건 

•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의 건강 

•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7. ESD에 대한 세 개의 기둥 접근법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이나 사회, 경제, 
환경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포함된 텍스트. 이 노드(node)
에 코딩하기 위해 세 개의 기둥 모두를 언급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ESD’라는 정확한 용어 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함께 논의 

8. 기타 ESD와 GCED의 의도된 학습
ESD/GCED의 의도된 학습과 연관이 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7개의 
코드 중 어느 것에도 분명하게 포착되지 않는 텍스트.

예: 	위와 같이 코드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도덕 또는 
인성 교육 

코딩 범주 2: 학습 영역 

코드 정의 코드화된 내용의 예2

1. 인지적 영역
이 코드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 GC)/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SD)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사고력의 향상과 관련된 ESD/GCED 학습 내용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분석하다, 추론하다, 평가하다, 종합하다, 
지식을 적용하다, 개념화하다, 해석하다 또는 추정하다, 통합하다, 
묘사하다/설명하다, 비교하다 및 대조하다, 인지하다, 구별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다, 독립적인 사고를 하다, 
창의적 사고를 하다

2. 사회·정서적 영역
이 코드는 학습자가 GC/SD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정서적 기술 
증진과 관련된 ESD/GCED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공감하다, 감정을 관리하다, 대인관계 기술을 개발하다, 타인을 
배려하다, 편견이나 선입견을 피하다, 포용적이다, 협동적이다, 
친절하다, 자기 주장을 고수하다, 협상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차별 없이 배려와 동정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개발한다, 인내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ESD/GCED 주제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계발한다, 
책임감을 느낀다, (특정 사회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없이)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포용적인 소속감을 기른다

3. 행동적 영역
이 코드는 GC/SD에 관한 ‘행동 역량’이나 의도적인 행동의 촉진과 
관련된 ESD/GCED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개인이나 집단 행동을 수행한다, 학교 활동이나 행동주의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한다,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사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한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활한다, 책임 있는 소비자가 된다, ESD/GCED목표에 
부합하는 환경 또는 사람 중심의 행동을 수행한다 

4. 기타
이 코드는 여러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에 사용되었다. 여기에는 학습 영역이나 접근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ESD/GCED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습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는 
생활/교육에 대한 토착적이거나 총체적인 접근방식

1 6가지의 코드 원칙과 관련된 학습을 위해 문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나 언어. 유사한 언어나 내용 역시 6개의 코드로 코드화되어야 한다. ESD/GCED의 
의도된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6가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모든 텍스트는 코드 8로 코드화되어야 한다. 

2 학습 영역을 위한 문서에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나 언어. 이것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며 유사한 내용도 코드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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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용어 약어 용어 약어 용어 약어 용어 약어

영어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Environmental
Education

EE Sustainable
Development

SD

일본어

Chikyu Shimin
Kyoiku
(地球市民 教育)
or Global
Citizenship
Kyoiku
(グローバル
シティズン
シップ教育)

GCED Jizoku Kanouna
Kaihatsu no
tameno Kyoiku  
(持続可能な開発のため
の教育)

ESD Kankyo Kyoiku 
(環境教育）

없음 Jizoku Kanouna
Kaihatsu (持続可
能な 開発)

SD

한국어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 교육,
글로벌 시민 교육

GCED 지속가능발전교육 없음 환경교육/ 	
환경 교육

없음 지속가능발전/
지속 가능 발전

없음

스웨덴어
Utbildning
för globalt
medborgarskap

없음 Utbildning för
hållbar utveckling

없음 Miljöutbildning 없음 Hållbar utveckling 없음

스페인어
Educación para
la Ciudadanía
Mundial

ECM Educación para
el desarrollo
sostenible

EDS Educación
ambiental

EA Desarrollo
Sostenible

DS

아랍어
 ةنطاوملا ىلع ةيبرتلا

ةيملاعلا

없음 ةيمنتلا لجأ نم ميلعتلا

ةمادتسملا

없음 ةيئيبلا ةيبرتلا 없음 ةمادتسم ةيمنت 없음

포르투갈어
Educação para a
Cidadania Global

ECG Educação para o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EDS Educação
Ambiental

EA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DS

표 6.		키워드 검색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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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문가 #1 전문가 #2

아프리카

케냐 Andrew Riechi 
교육행정계획과, 나이로비대학교 

Mary Kangethe
차장, 유네스코케냐위원회 

르완다 John Rutayisire 
전 르완다교육청, 현 컨설턴트

Jean-Damascene Gasanabo
CNLG(르완다 인종말살 진상조사위원회), 인종말살 
국가연구문헌센터

아랍 국가

레바논 Norma Ghamrawi
교육학부, 레바논대학교 

Maysoun Chehab 
유네스코 베이루트지역사무소

모로코 Abdennassar Naji
모로코 교수질향상협회

Abdellah Chekayri
알 아카와인대학교(이프란)

아시아 및 태평양

일본 Hikaru Komatsu
교토대학교

Jeremy Rappleye 
교토 대학교
Sugata Sumida
알바니대학교/히로시마 대학교 

대한민국 Seungmi Lee(이승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SueHye Kim(김수혜)
고려대학교 

유럽 및 북아메리카

스웨덴 Gabriel Bladh
사회과학교육, 칼스타드대학교 

Eva Friman
스웨덴지속가능발전교육국제센터(SWEDESD) 및 웁살라대학교
Sverker Lindblad
예테보리대학교 

포르투갈

Maria Helena Mariano de Brito 
Fidalgo Esteves
리스본대학교 

Luísa Teotónio Pereira  
유럽 글로벌교육 네트워크(GENE)
José Pedro Amorim/Isabel Menezes 
심리교육과학부, 포르투대학교(Dalila Coelho 보조)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코스타리카 Astrid Hollander/Ricardo Martinez
유네스코 코스타리카지역사무소 

Alicia Jiménez
지구헌장 인터내셔널 사무국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멕시코

Sylvia Schmelkes/
Raquel Ahuja Sánchez/Pamela 
Manzano Gutiérrez 
국립교육평가원(INEE) 

Péter Bagoly-Simó 
훔볼트대학교(베를린) 

부록 C — 국가별 전문가 목록

표 7.		국가별 전문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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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 코딩 신뢰성 평과 과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언어와 원어민 코더
가 개입하는 문서의 내용 분석에서는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딩 체계가 복잡한 이 연구에서는 더욱 
그렇다. 코더 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의 질적 및 
양적 평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제1차 질적 평가 – 모든 코더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문서 
유형(총 12쪽)의 하위 항목(subsection)에 대한 코딩을 
완료했다. 이 코딩은 한 줄씩 평가를 마친 후 토론을 위해 
팀으로 보내졌다. 이 평가를 바탕으로 코드 정의를 명확
히 하고, 개인 및 전체 피드백을 코더들에게 전달했다.

2. 양적 분석 – 모든 코더가 세 번째 문서의 하위 섹션에 대한 
코딩을 완료한 후, 이 코딩을 팀이 개발한 이상적인 코딩 
체계와 비교했다. 그리고 NVivo를 이용해 코드 및 팀 구
성원 간의 양적 카파값(kappa score)과 일치도 및 불일
치도를 계산했다.

3. 코드 평가 – 이 과정에서 일치도가 낮고 코딩 점수가 낮
은 문제가 있는 코드가 확인되었다. 두 개의 코드(ESD-
GCED-평화와 비폭력, 학습 영역-행동적)를 제외한 모든 
코드는 코더들 간에 만족스러운 일치도 수준을 가진 것
으로 평가되었다. 모든 코더들이 코딩에 비슷하게 접근했	
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개의 코딩 패턴이 평가되	
었다.  

4. 제2차 질적 평가 – 모든 코딩은 다시 한 줄 단위로 검토되
었으며, 코더들 간에 불일치한 모든 텍스트 발췌문은 팀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쳤다. 다시 한번 코드 정의를 명확
히 하고, 코더들에게 개인 및 전체 피드백을 전달했다. 

2단계 코딩 신뢰성 평가의 결과인 코딩 일치도는 아래와 	
같다. 위의 3단계와 4단계를 통해 수정된 ‘평화와 비폭력’과	
‘행동적 학습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ESD/GCED 	
하위 주제와 학습 영역에 대한 일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노드    일치도(%)

ESD-GCED\1. 문화다양성과 관용    91.22

ESD-GCED\2. 평화와 비폭력     67.58

ESD-GCED\3. 인권과 성평등 98.37

ESD-GCED\4. 환경적 지속가능성      100.00

ESD-GCED\5.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0.00

ESD-GCED\6. 인간의 생존과 웰빙      100.00

ESD-GCED\7. 기타 ESD-GCED 내용 91.14

학습 분야\행동적 56.95

학습 분야\인지적 75.17

학습 분야\기타 100.00

학습 분야\사회·정서적       81.94

부록 D — 코딩 신뢰성 평가 과정

표 8.		2단계 코딩의 일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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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ESD와 GCED 학습이 10개국에 걸친 다양한 학습 
영역과 다른 요소들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향후 작업에 대한 고려사항을 알
리기 위해 연구의 한계점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국가 선정 및 방법론 — 유네스코 권역별로 2개국씩 총 10개
국의 선정이 전 세계 및 각 권역의 다양한 국가와 교육제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선정 기준 내에서 선택된 10개국은 
규모, 언어, 교육제도 구조, 역사 등에서 다양하다. 

국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서 수집 과정의 목적은 문서 유형
별로 필요한 모든 문서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에서 이용되고 있는 문서 수의 차이, 
이 문서들의 다양한 초점이나 길이의 차이 등이 모두 각 국에
서 코드화할 수 있는 내용의 상대적 범위에 반영되었다. 

7개 언어로 된 문서는 관련 언어의 원어민 7명의 코더들에 
의해 코드화되었다. 주요 연구 팀이 감독을 했고, 필요할 경
우 국가 전문가들이 추가 지원을 했다. 

연구 기간을 고려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를 다루면서도 코
딩 체계와 작업 정의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였지만, 주제별 수동 코딩 빈도수 표 4의 코딩 체계 참
조)뿐만 아니라 용어의 키워드 검색(표 5 참조)을 통해 일반
적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7개 언어와 263개 문서로 이루어
진 이 연구의 범위로 인해 질적인 문서 데이터의 심층 조사나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등은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
서 결과 분석이나 해석에 대한 보다 폭넓은 맥락을 제공하지 
못했다. 

코딩 — 코딩 구조와 분석은 ESD와 GCED를 분리되는 별
개의 독립체가 아니라 전체로서 다루는 것은 물론, ESD와 
GCED 학습 주제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었다. ESD
나 GCED 개념 중 어느 한 가지에 전념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게 자주 겹친다. 또 다른 
국가에서는 ‘ESD’와 ‘GCED’라는 특정 용어들이 적어도 현재 
사용 중인 교육과정 문서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오래된 문서 — 이 연구에 코드화된 문서들의 발행일은 약 
1997년부터 2017년까지로, 이것은 많은 문서들이 ESD와 
GCED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SDG 4와 세부목표 4.7 보다 
앞서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발행된 문서들
은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ESD와 GCED 분야 관계자들이 
제작한 지침이나 우수한 자료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발 중에 있지만, 이러
한 자료들은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상
태여서 본 연구의 목적상 분석되지 않았다.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 이 연구 결과는 
비록 실행된 교육과정이나 실제 수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
하고 있지 않지만, 정책 및 교육과정 문서에 대해서는 잠정적
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정서적 및 행동적 학습의 경우, 
교사들이 학습을 구성하는 방식, 예를 들면 그룹별로 또는 개
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행동 및 장소 기반 학습을 포함하는 
역할극이나 활동 등을 이용하는 방식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만큼 중요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기획은 의도된 정책과 
교육과정 문서들이 어떻게 교과서, 교수·학습 자료, 교수 활
동,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 학교의 학습 환경, 학생의 학습 
성과 등으로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추가 작업을 위
한 유익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부록 E — 연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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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추출물에서 코드화된 내용 출처

“행동할 때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감정’, ‘공감’ 및 ‘존중’에 
주목하면서 사회·정서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는 예를 보여준다. 	
‘행동하는 것(acting)’과 ‘하는 것
(working)’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 교육단계에서 사회·정서적 
학습이 어떻게 행동적 영역과 
연결되는지 보여준다. 

일본: 문부과학성. (2018). 『유아원교육 
요령 해설(幼稚園教育要領解説)』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 생활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한다.”

위와 같음 일본: 문부과학성. (2018).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 지리역사편(高等学校学
習指導要領解説地理歴史編)』

“모든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문화의 기여를 …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지적 (예: ‘이론적 지식’), 행동적	
(예: ‘실천적 지식), 사회·정서적	
(예: ‘이해’) 영역으로 코드화됨. 

멕시코: 2030 의제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 4: 양질의 교육
(Objetivo de Desarrollo Sostenible 4: 
Educación de Calidad)」.

“학생들은 그들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그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비로소 자신들이 속해 있는 환경, 
사회, 문화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습득하게 
되고,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변화 속에서 
역동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행동적 영역(예: ‘역동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 사회·정서적 
영역(예: ‘책임감이라는 개념을 
습득’)으로 코드화됨.

포르투갈: 교육부/기초교육국(2004). 	
『교육과정 구조 및 프로그램, 기초 교육 – 	
제1기(Organização curricular e
programas, Ensino básico – 1.º Ciclo)』. 
리스본: 교육부(편), 제 4판. 

“학제간 연구의 결과인 이 이니셔티브는 감정적, 
신체적, 정신적 차원으로부터 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정서적인 성숙의 증진을 지향하는 
정서적 및 통합적 성교육을 장려한다. 이런 
의미에서, 통합적 비전에 따라 이 연결 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정서적인 성숙을 발전시키는 것은 인간의 공존 
및 우리나라의 학생, 가족, 지역사회의 삶의 질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동적 영역(예: ‘신체적 차원’), 
사회·정서적 영역(예: ‘정서’, ‘정서적 
성숙’), 기타(예: ‘정신적 차원 ⋯ 
지향하는)로 코드화됨.

코스타리카: 교육부(2014). 『제도적 
기억 2006-2014. 파괴적인 교육: 우리가 
원하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용기(Memoria 
institucional 2006-2014: La Educacion 
subversiva: Atreverse a construir el pais 
que queremos)』.

“기초교육의 제공은 다음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 … (i) 기초 교육 제공의 목표로서 평화, 통합, 
유대, 관용, 포용을 증진한다; (j) 사회의 민족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촉진하는 
교육을 통해 혐오 발언과 부족주의를 제거한다; 
(k) 애국심, 국민성, 단결, 연대 의식, 존중을 
기르기 위해 학습자에게 관련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전한다.”

케냐: 「기초교육법」(2013).

표 9. 분석 문서에서 학습 영역별로 코드화된 추출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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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와 동정심: 학교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증진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배려가 교육제도의 특징을 이루어야 한다. 
그 누구도 성별, 민족성, 종교 또는 다른 신념, 
트랜스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성적 지향성, 연령 
또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나 기타 모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외국인 혐오와 
무관용은 지식, 공개 토론 및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처해야 한다. 스웨덴 사회의 국제화와 국경간 
이동성의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함께 
생활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아 인식과 
공동 문화유산의 참여를 통해 타인의 조건과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개발하는 데 중요한 안전한 정체성을 기른다. 
학교는 사회적, 문화적 만남의 장소이며,  
그 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능력을 강화할 기회와 책임이 있다.”

인지적(예: ‘이해’), 사회·정서적	
(예: ‘동정심’, ‘공감 능력’), 행동적	
(예: ‘참여’) 영역으로 코드화됨.

스웨덴: 스웨덴 국립교육청(2010). 	
『헌법 전집(Constitutional Collection)』, 	
제37권.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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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8A%D8%A9%20%D8%A7%D9%84%D9%88%D8%B7%D9%86%D9%8A%D8%A9%20%D9%88%D8%A7%D9%84%D8%AA%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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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rdp.org/files/%D8%AA%D9%81%D8%A7%D8%B5%D9%8A%D9%84%20%D9%85%D8%AD%D8%AA%D9%88%D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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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crdp.org/files/%D8%AA%D9%81%D8%A7%D8%B5%D9%8A%D9%84%20%D9%85%D8%AD%D8%AA%D9%88%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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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dsarskolan


64

부록 G — 코드화된 문서 목록

Bild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

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BIL01%26tos%3Dgrsar&sv.
url=12.5dfee44715d35a5cdfa889e

Moderna	spark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MSP01%26tos%
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Engleska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

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ENG01%26tos%3Dgrsar&sv.
url=12.5dfee44715d35a5cdfa889e

Idrott	och	hälsa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

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IDR01%26tos%3Dgrsar&sv.
url=12.5dfee44715d35a5cdfa889e

Svenska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SVE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Biologi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BIO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Fysik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FYS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Kemi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KEM01%26tos%
3Dgr%26p%3D-p&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Geografi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GEO01%26tos%
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istoria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HIS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Religionskunskap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REL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Samhällskunskap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SAM01%26tos%
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Teknik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

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TEK01%26tos%3
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BIL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BIL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lsar11-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BIL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MSP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MSP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MSP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ENG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ENG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ENG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ENG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IDR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IDR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ar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arskolan/laroplan-for-grundsarskolan?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SAIDR01%26tos%3Dgrsar&sv.url=12.5dfee44715d35a5cdfa889e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SVE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SVE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SVE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BIO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BIO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BIO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FYS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FYS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FYS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KEM01%26tos%3Dgr%26p%3D-p&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KEM01%26tos%3Dgr%26p%3D-p&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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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kolverket.se/undervisning/grundskolan/laroplan-och-kursplaner-for-grundskolan/laroplan-lgr11-for-grundskolan-samt-for-forskoleklassen-och-fritidshemmet?url=1530314731%2Fcompulsorycw%2Fjsp%2Fsubject.htm%3FsubjectCode%3DGRGRGEO01%26tos%3Dgr&sv.url=12.5dfee44715d35a5cdfa21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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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목표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국가별 교육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세계시민교육(GCED)의 증진을 위해 유네스코는 
상호 연결된 세 가지 학습 영역인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을 강조하
는 총체적인 학습 접근방식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가 의뢰한 연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ESD 및 GCED의 
교수·학습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내용
(예: 국가법, 정책 및 의도된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반영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연구 대상 국가로는 코스타리카, 일본, 케냐, 레
바논, 멕시코, 모로코, 포르투갈, 한국, 르완다, 스웨덴 등 10개국이다. 이 연구 
결과는 선정 국가별, 교육단계별로 나타나는 세 가지 학습 영역에 대한 주요 양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ESD와 GCED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국가별 교육 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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