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일시 : 2014.11.10(월)~11.12(수), 3일간 

ㅇ 장소 :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 시 국제회의장(Nagoya Congress Center) 

ㅇ 주제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배우다(Learning Today for a Sustainable Future) 

ㅇ 세부일정 

일시 시간 주요내용 

11.9 

(일) 

오전 별도 일정 없음 

19:00~21:00 
일본정부 주관 환영리셉션 

(Welcome Reception host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11.10 

(월) 

09:15~12:00 
개회식(Opening Plenary)  

ㅇ 주제 : 지난 10년을 축하하며(Celebrating a Decade of Action) 

12:00~14:00 점심 및 사진촬영 

14:00~16:00 라운드테이블 토론 (High-level roundtable) 

16:00~16:30 휴식 및 기자회견 

16:30~18:45 

테마별 워크숍 I (Workshop Cluster I) 

ㅇ 주제 : 지난 10년을 축하하며(Celebrating a Decade of Action) 

테마 1.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ESD Concept) 

테마 2.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ESD Policy) 

테마 3. 국제적으로 공인된 발전목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공헌 (Contribution of ESD in meeting the 

internationally-agreed development goals) 

테마 4.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지역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이해당사자간 네트워크(Development of local initiatives and 

multi-stakeholder networks for ESD) 

테마 5.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혁신적 교육법 및 

학습접근법(Innovative teaching and learning approaches to ESD) 

테마 6.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Mobilizing 

partnerships for ESD) 

테마 7.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DESD and ESD) 

19:00~21:00 환영리셉션 

11.11 

(화) 
09:00~10:30 

총회(Plenary 2) 

ㅇ 주제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방향제시 

-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로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 

(Reorienting Education to Build a Better Future for All - 



ESD as an integral element of quality education) 

10:30~11:00 휴식 

11:00~13:15 

테마별 워크숍 II (Workshop Cluster II) 

ㅇ 주제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방향제시 

테마 1. 초기 유아교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테마 2. 초등 및 중등교육(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테마 3. 고등교육 및 연구(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테마 4. 기술·직업훈련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Green Skills) 

테마 5. 교사 교육(Teacher education) 

테마 6. 커뮤니티 교육(Non-formal and community learning) 

테마 7. 정보통신기술((ICT) 

테마 8.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혁신적 학습공간 및 

기회(Innovative learning spaces and opportunities for ESD) 

테마 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및 세계시민의식(Educa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13:15~15:15 점심 

15:15~17:30 

테마별 워크숍 III (Workshop Cluster III) 

ㅇ 주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Accelerating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테마 1. 식수 및 위생관리(Water and Sanitation) 

테마 2. 해양(Oceans) 

테마 3. 에너지(Energy) 

테마 4. 건강(Health) 

테마 5. 농업 및 식량안보(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테마 6. 생물다양성(Biodiversity) 

테마 7. 기후변화(Climate Change) 

테마 8. 재해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DDR) 

테마 9.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테마 10. 기근근절의 맥락에서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in 

the context of poverty eradication) 

테마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인류정착(Sustainabl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11.12 

(수) 

09:00~10:30 

총회(Plenary 3) 

ㅇ 주제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Accelerating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개발 

(Enhanc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through 

education) 

10:30~11:00 휴식 

11:00~13:15 

테마별 워크숍 IV(Workshop Cluster IV) 

ㅇ 주제 : 2014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아젠다 설정 

(Setting the Agenda for ESD beyond 2014) 

1. 전인적 21세기형 능력 촉진(Promoting holistic 21st-century 

competencies) 

2. 다양한 단계의 정책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접목(Integrating 

ESD in policy at different levels) 

3.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4. 지속가능발전교육 발전에 있어서 지역 이니셔티브의 역할 

(Role of local initiatives in advancing ESD) 

5.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기관적 접근(Whole-institution 

approaches to ESD) 

6.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지지 촉진(Catalyzing support for ESD) 

7. 2014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모니터링 및 분석틀 공유

(Monitoring 

and reporting frameworks of ESD beyond 2014) 

13:15~15:15 점심(Lunch break) 

15:15~17:15 

폐회식(Closing Plenary) 

ㅇ 주제 : 2014년 이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아젠다 설정 

(Setting the Agenda for ESD beyond 2014) 

17:30~18:15 기자회견(Press conference) 

출처: http://www.unesco.org/new/en/unesco-world-conference-on-esd-2014/  

http://www.unesco.org/new/en/unesco-world-conference-on-esd-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