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
전 세계 사람들과 지구상의 생물, 그리고 미래까지 염두에 두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학습입니다.
※ESD는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약칭입니다.

일본 환경성 ESD 캐릭터 “허그”

ESD란 무엇일까요?
<현재의 지구 환경>
지금 지구상에는 온난화, 쓰레기 문제, 생물의 멸종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생활을 계속하면 지구 환경은 점점 나빠질 거예요.

전 세계에 산더미처럼 쌓인 많은 문제들
환경 과제
ㆍ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
ㆍ계속 늘어나는 쓰레기
ㆍ생물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 등

경제 과제

사회 과제

ㆍ소득격차

ㆍ인구문제

ㆍ빈곤 문제

ㆍ식량문제

ㆍ에너지 문제 등

ㆍ대량생산/대량소비 등

우리가 이 지구에 계속 살면서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재검토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ESD가 필요합니다!
ESD를 통해 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흐르는 소면으로 예를 들면...
이 사람도 다음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
없이 소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을
수 없게 돼
곤란해집니다.
부모(현재의 사람)
자식(현재의 사람)
손자(미래의 사람)

ＥＳＤ를 통 한 행 동 변 화

다음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 없이
소면을 먹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음 사람을 배려해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다음 사람을
생각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부모(현재의 사람)
자식(현재의 사람)
손자(미래의 사람)

모두가 흐르는 소면을 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자, 미래를 향해 행동해요!
환경, 경제, 사회의 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를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SDGs라고 해요.

SDGs란
지속가능한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이념으로 삼아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약칭입니다.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명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고방식을 크게 전환해 나가야
해요. 이를 위해 일본의 환경성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로 ESD를
실천해 보자!
① 문제 인식하기!

② 문제를 자세히 조사하기!

예 ㆍ예전에는 집 근처의 강에서 헤엄칠 수

예 ㆍ강물은 어디에서 흘러와서 어디로

있을 정도로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흘러가는 걸까?

잡을 수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ㆍ강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지금은 물고기도 적고 물도 탁하다.

ㆍ강물이 오염된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생활과 관계가 있을까?

③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④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기!

예 ㆍ우리가 사는 집들에서 나온 생활배수가
강물 오염의 원인인 것 같은데,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ㆍ가족 또는 학교에서 모두와 대화를

예 ㆍ가족과 대화해 친환경적인 세제를
쓰기로 했어.
ㆍ반 친구들 모두가 힘을 모아 집에서
나온 생활배수가 강물 오염의 원인임을

해보면 어떨까? 모두가 지혜를 모으면

지역 사람들에게 알리는 포스터를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

만들었어.
ㆍ지역 사람들과 협조하면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커다란 힘이 돼요!
일본
환경성 대신관방 환경교육추진실
2020년 2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