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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전 세계의 고등 교육에서 놀라운 점은 상당한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대학은 전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사회의 요구에 맞춰 지식 영역을 넓히며 세대에
따라 변화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을 사회 정의와 및 지속 가능한 환경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를 다룬다. 따라서 전 세계의 많은 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나는 30 년 동안 어떻게 고등 교육 기관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국제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관(CID)과 국제 개발의
석사 과정(MPA/ID)을 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 에서 설립하도록 도왔다.
2002 년에 Colombia 대학교에 근무하면서 2002 년부터 2016 년까지 Colombia 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Earth Institute 를 설립했고 몇몇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박사 학위, 학부 전공, 여러 석사 학위)을 시작했다. MacArther 재단의 도움으로
Masters in Development Practice (MDP)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30 개의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2 년부터 UN 의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를
이끌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경험은 나로 하여금 전 세계의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가르치고, 연구하고,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얻게 해 주었고 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대학의 주요 원칙의 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 책은 대학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합의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기후 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이 지속가능 발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가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기해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며 환경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장이다.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사회 정의,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 여러 분야가 참여해야 하며 다양한 학문, 기관, 부서, 방법을 이용해
다루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문가는 경제, 사회 정의, 사회 조직과 환경 관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 세 분야는 교차 지식이다. 예를 들어 환경 관리는 지구
과학(기후, 지질한, 해양학 및 생태학)뿐만 아니라 농업, 보존, 도시 계획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환경 공학은 에너지 시스템, 수문학 및 산업 생태학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물론 교수나 학생은 이러한 모든 분야가 요구하는 지식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모든 훈련과 연구는 여러 분야 간의 연관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제를 다루는데 필요한 지식,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료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추구하는
지식의 범위도 포괄적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인 과학 지식, 기술 지식(공학, 농업
및 공공 보건), 정책(경제, 정치), 인문학(심리한, 윤리, 교육학)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구체적인 과제는 대학의 교과 과정과 연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함할 지에 관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학
프로그램은 대학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주요 과제는 17 개의 SDGs 에서 언급되었으며 이는 빈곤과 기아 해결(SDG1,2),
보건(SDG3), 교육(SDG4), 물과 위생(SDG6), 재생 에너지(SDG7), 양질의 일자리(SDG8), 지속
가능한 환경(SDG11-15), 수명 및 기회의 불평등이 감소된 사회(SDG5,10,16,17)를 포함한다.
각각의 과제는 여러 학문의 지식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나는 대학이 다음의 4 가지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대학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기관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Colombia University 는 Earth Institute 를 설립해 과학, 공학, 공공 정책을 융합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나는 감사하게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대학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등 교육(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주요 과제(빈곤 감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룰 수 있을지를 여러 학문의 측면에서 교육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은
때로는 지방 정부 혹은 국가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공학 및
정책 분석에서 학생들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교육은 지속 가능한 개발에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분석 도구의 예시로는 통계 및 계량, 시뮬레이션 모델링이 있다.

세 번째로 대학들은 교수진과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수준 높은 분석과 조언을 해주어야
하며, 이런 노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19, 빈곤 종식, 친환경 연료 대체,
멸종 위기 동물 보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학, 공학, 정책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대학은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인재들이
있지만 많은 대학에는 여러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공동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이에 대한 방해 및 반대, 제도적 지원의 부재)가 많다. 내 경험에
따르면 교수진과 학생들의 활동에 관한 분석과 조언은 매우 보람 있고 높은 사회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자극이 된다.
네 번째로 대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국제 대학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코로나 19 통제,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과 광업 공급망의 재설계)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제적
협력은 UN 의 지속 가능한 개발 솔루션 네트워크(SDSN)의 주요 목적이며 이에 맞춰
대학은 국제 대학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SDGs 의 달성을 위해 SDSN, 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United Nations University, Association of Commonwealth Universiti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World University Network 와 같은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나는 1,300 개 이상의 대학, 연구소, 비정부 기구, SDSN 의 구성원,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SDSN 은 전 세계에 대학에 도움이 되고자 이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SDGs 를 위한 교육(ESDGs)의 가속화를 위한
영감과 안내를 제공한다. SDGs 를 위한 교육의 가속화에 대학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대학이
세계적 과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경제 발전,
사회 정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Jeffrey D. Sachs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의 의장

개요
대학과 고등 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를 실천하기 위해 연구,
교육, 학습, 캠퍼스 운영 등의 방면에서 노력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어떻게 대학이
SDGs 를 위한 교육(ESDGs)을 지원해 학습자들이 SDGs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기술, 생각
방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SDGs 가 2030 년까지 성취되기 위해서는 10 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사회의 문제(코로나
19, 기후 변화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긴급 해지고 있다. 대학은 ESDGs 를 확장해 더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면 “새로운 일상”의 필요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
ESDGs 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에 기반하면서 ESD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이슈, 목표를 포함한다. 또한 대학이 어떻게 SDGs 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안내서의 목표는 ESDGs 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왜 대학이 ESDGs 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ESDGs 를
기관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지와 ESDGs 의 실행을 위해 대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학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안내서는 더 많은 자료, 도구와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ESDGs 는 대학의 중요한 임무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에서 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고유한
위치에 있고 ESDGS 의 실행이 대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효과적으로 SDGS 를 다루기 위해서는 SDGs 와 연관된 복잡한 문제에 관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SDGs 실천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
지식은 다음과 같다.
·

지속 가능한 개발과 SDGs 에 대한 기본적 이해

·

복잡한 과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술

·

어떻게 SDGs 에 각각의 전문 분야가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문 지식

·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음가짐

대학은 ESDGs 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고유의 의무가 있다. 대학은 사회에서 여러 학문의
일반적, 전문적, 직업적 교육을 수백 명의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수많은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렇기에 그들에게 ESDGs 를
제공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
그리고 ESDGS 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학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학생과 직원에게
대학의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고 대학 내부 및 외부의 혁신적인 파트너십과 협업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SDGs 의 실현을 위대 대학은 현존하는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기본적인 사업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은 기존의 학습과 교육 방식을 통해 ESDGs 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파악하고 있지만,
현재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기본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의 환경, 역량과 시작점에 따라서 ESDGs 의 실전을 위해 대학이 어떤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다음은 대학이 ESDGs 의 실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

ESDGs 가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학은 ESDGs 를 대학의 영향력 내의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과 직원과 같이 대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

•

SDGs 의 광범위한 특성을 고려하면 ESDGs 는 대학의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교육
및 학습 활동에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활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학습자들의 ESDGs 관련 기술, 역량, 사고방식의 발전을 위해 대학은 새로운
“혁신적 학습 방식”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적 학습 방식”은 기존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활동이며 새로운 활동의 예시로는 학문 간 융합, 활동 기반 학습,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이 있다.

ESDGs 를 위한 대학의 접근 방식의 예시로는 인식 향상, 융합 전공, 기존 학과
커리큘럼과의 통합, 프로젝트 기반 수업, 방과 후 활동, 리더십 프로그램, 학생 주도 활동,
MOOCs 같은 온라인 수업,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학위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ESDGs 각각의 분야에서 깊이, 접근방식, 지속성의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다루는 유일한 접근방식은 없다. 그러므로 ESDGs 의 실천을
위해 대학은 다양한 접근 방식을 융합해야 한다.

ESDGs 를 대학에서 채택하는 것은 조직적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대학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대학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ESDGs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 전체가
전략적으로 ESDGs 에 참여하는 것이다. ESDGs 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거나 기존 활동을 수정해야 하므로 대학의 입장에서 ESDGs 확장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 중 일부는 교육과 학문 분야 구성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전략적인 ESDGs 실천 과정을 위해 대학은 다음과 같은 5 개의 단계를 따를 수 있다.
1.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정리한다
2. ESDGs 를 위한 역량과 소유권을 구축한다
3. 우선순위, 기회 및 격차를 파악한다
4. SDGs 를 통합, 실행하고 결합한다
5. 모니터링, 평가하고 소통한다
대학 지도자, 교직원, 학생과 대학의 파트너와 같은 광범위한 대학의 내부 및 외부의 이해
관계자는 앞에서 언급된 5 개의 단계에 기여할 수 있다. 각 이해관계자의 기여는 ESDGs 의
실천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ESDGs 와 연관된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외부적인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할 수 있다. 대학은 이런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ESDGs 실전 어려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ESDGs 의 채택이 빠르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ESDGs 의 채택을 위해 대학이 겪어야 하는 변화는 크고 긴급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점진적 접근 방식(5 단계 전략)은 충분하지 않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운영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변화를 위한 한 접근 방식은 “제 2 운영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제 2 운영체제”는 ESDGs 지원을 위한 혁신적인 메커니즘과 접근 방식의 개선을 목표로
하며 현존하는 대학의 운영 체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대학의 운영 방식과 함께 진행될 수 있다.

이 안내서에 대해서
2017 년에 SDSN Australia, New Zealand & Pacific 지부는 Australasian Campuses Towards
Sustainability (ACTS)와 세계 SDSN 와 함께 대학에서 SDGs 시작하기: 대학교, 고등 교육

기관, 학문 부문을 위한 안내 를 출판했다. 이 출판물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의
실천을 위한 각 기관 1 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각 기관이 어떻게 연구, 학습 및 교육,
캠퍼스 운영과 리더십을 통해 목표 도달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서술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대학이 “SDG 를 실천할 사람”을 교육과 학습을 통해 육성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각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식과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 목표와 관련된 복잡한 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의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이 안내서에서는 “SDGs 를 위한 교육 (혹은 ESDGs)”로 지칭할 것이다.

대학에서 SDGs 시작하기 보고서는 대학 내의 ESDGs 에 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가 출판된 후 ESDGs 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더욱 자세한
안내가 필요했다. 복잡한 21 세기 사회에서 모든 학습자에게 ESDGs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E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대학의 독특한 역량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대학은 ESDGs 와 대학의 기관, 직원과 학생이 ESDGs 를 논의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ESDGs 관련 활동은 대학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 학습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방식을 찾고, 새로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 따라서 ESDGs 활동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대학에서 ESDGs 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학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ESDGs 를 추구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ESDGs 를 실천하고 있는 대학의 새로운 자원, 도구, 사고 및
학습을 기반으로 이전의 안내서[1]에 언급된 정보를 보충하고 개선하여 대학에게
ESDGs 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안내서는 ESGDs 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학적인 측면을 다루지만 ESDGs 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안내서는 대학이 SDGs 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학에서 SDGs 가 주요
교육으로 다루어지는 사례를 보여주고, SDGs 교육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보일 수
있는 지와 실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서술할
것이다. 또한 SDGs 실천을 위해 필요한 안내, 자료, 사례 연구를 제공하여 SDGs 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

1이

안내서에 사용하는 “대학”이라는 용어는 대부분 대학, 직업 훈련학교 등을 포함하며 보다 광범위하게
고등교육 및 고등 교육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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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은 왜 대학이 SDGs 강화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하고
특히 SDGs 를 위한 교육에 관해 서술한다.
2 장은 대학에게 ESDGs 가 주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는 대학이 SDGs 를 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왜 ESDGs 의 실천이
전통적인 대학의 구조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지 서술한다.
3 장과 4 장은 어떻게 대학이 ESDGs 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ESDGs 접근 방식이나 SDGs 에 대한 교육 활동 등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3 장은 현재 대학의 구조와 과정에서 ESDGs 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4 장은 ESDGs 의 시행을 가속하기 위한 대학 내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한다.

이 안내서는 대학에서 ESDGs 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은 안내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대학에서 교육과 학습에 참여하는 직원 (예를 들어, 지도자, 선생, 교수, 커리큘럼
관리자, 교육 지도자, 교육 및 학습 지원 부서 교직원)



대학 지도자



캠퍼스 및 운영 서비스 부서, 국제적 참여 부서, 기금 조성 부서, 연구 및 학술 부서



대학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참여하며 영향을 미치는 외부 이해 관계자 (예를
들어, 정부, 대학 네트워크, 전문 기관)

이 안내서가 대학과 이해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고 기관 내의 SDGs 실천을 독려할 수 있길
바란다.

사례 연구
이 안내서에는 SDGs 를 시작하고 지원하는 대학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도움이 되는 사례 연구의 출처와 더욱 자세한 정보는 blog.upm.es/education4sdg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사례 연구는 안내서에서 한 개의 부문의 예시로 언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 연구는 여러 부문과 연관된다. 사례 연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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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DGs 를 위한 교육: 대학의 중요한 임무
대학은 사회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특히 대학이 집중해야 하는 SDGs 를 위한 교육(ESDGs)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SDGs 를 위한 교육은 학생과 다른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이들이 어떻게
현재 및 미래 위치에서 SDGs 를 다룰 수 있는지 도와주는 것이다.
SDGs 의 성취가 2030 년으로 약속된 지금, 사회의 복잡한 문제는 더욱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사회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후 변화[2]와 코로나 19 전염병이
있다. 이런 사회 문제들은 환경, 번영과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런
상호연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야 한다. ESDGs 를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하게 되면
대학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 장은 왜 대학에게 ESDGs 가 중요한 임무인지를 설명한다. ESDGs 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ESDGs 실천의 중요성과 어떻게 대학이 ESDGs 를 시작할 것인지를 서술한다. 또한 1 장은
ESDGs 실천에 있어 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지 언급하며 대학이 ESDGs 를 실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나열한다.
1.1 ESDGs: SDG 실행의 중요한 조력자
2015 년 9 월, UN 의 세계 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우리 세계의 변혁: 2030 지속 가능 발전
의제[3]를 채택했다. 이 의제는 최근 가장 중요한 국제적 합의라는 평가를 받는다. 의제의
중심 내용은 17 개의 SDGs 와 169 개의 세부 목표(그림 1)이다. 이 목표는 모든 국가가
2030 년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빈곤과 기아의 종식; 환경 저하 해결 및 기후 변화 대처; 모두의 번영과
건강을 위한 노력; 평화롭고 포괄적이며 정의로운 사회 육성을 포함한다.
SDGs 는 다양한 사회, 경제 및 환경적 문제를 다루며 SDGs 를 해결하는 것은 현재 사회와
경제 운영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협업하고 상호 연결되며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이에 참여해야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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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련 기술과 지식, 사고방식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이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
SDGs 의 실천을 위해서는 여러 분야와 전문가들이 지식을 쌓고 역량을 길러야 한다. 이는
명백히 여러 SDGs 세부 목표에 명시되어 있다(부록 B 참고). 특히 SDG 4.7 은 “2030 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쌓도록 요구한다.”
이 의제를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주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의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이 의제에 참여할 중요한 역할, 의무,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 장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ESDGs 는 현재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 다루어 지고 있지 않다.

그림 1: 지속 가능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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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SDGs 실천을 위한 대학의 역할
대학은 ESDGs 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ESDGs 뿐만 아니라 대학이 SDGs 의
실행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1]. 이는 교육, 연구, 혁신,
지역 사회 리더십의 중심인 대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학의
도움 없이 모든 SDGs 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내용)
* 연구: SDGs 연구, 학제 간 연구, 혁신 및 해결방안, 지역 및 국가적 시행, 연구를 위한 역량
강화
*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교육, SDGs 실천을 위한 직업, 역량 강화, SDGs 실천에
청년 참여 독려
* 운영: SDGs 에 일치하는 운영, SDGs 를 대학 보고에 포함
* 외부 리더십: 사회적 참여, 여러 부문간의 협업, 정책 발전 및 지지, 사회적 헌신 입증
그림 2: SDGs 에 대한 대학의 기여([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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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대학은 학습과 연구와 같은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ESDGs 의 실천을 위해서는 대학이 현재 활동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하며 기존
운영 방식을 넘어서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2015 년부터 대학은 SDGs 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모든 학업과 서비스
기능에 걸쳐서 SDGs2 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 구현하는 했으며 나아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과 자원을 개발하고자 노력하다. 그 결과 SDGs 와 관련한 다양한 출판물,
컨퍼런스, 협력 활동, 보고와 자금 지원 계획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은 SDGs 를
바탕으로 연구진, 교수와 학생이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기회로 바라보았고 대학의
전략적인 목표에 SDGs 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관심, 혁신과 실험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아직까지 SDGs 의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더 발전이 필요한 부분은 SDG 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다.
대학은 사회 구성원에게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기술 및 역량을 제공해 SDGs 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시민, 전문가, 소비자, 사업가의 역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전문가와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다음은 사회가 ESDGs 를 통해 SDGs 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

범위: 2015 년에 전 세계적으로 2 억 1 천 4 백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했고[5], 이는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숫자와 기회이다.

•

ESDGs 의 분야에 대한 책임감: 대학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을 제공해 사회에 기여할 책임감을 갖고 있다.

•

다양한 학습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은 학사, 박사 학위, 직업 교육, 전문
교육, 경영 교육, 온라인 학습, 외부 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자와 현직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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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인용하기에는 너무 많지만 일부 주요 자료는 부록 C 에 나와 있다.

•

학습 및 교육 전문 지식: 대학은 학습과 교육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학과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

광범위한 전문 지식: 대학은 학부와 교수진을 통해 SDGs 가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다.

•

사회에서의 특별한 역할: 대학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른 사회의
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대학의 역량과 책임감은 대학이 왜 ESDGs 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대학이 ESDGs 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

관련성 및 평판: SDGs 는 지역 및 국가 정부, 세계적 기관, 자금 기관, 시민 사회와
민간 부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SDGs 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

•

대학의 매력을 높여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다.

•

다른 부문과의 관계를 촉진 및 강화할 수 있고 이는 대학이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른 학부와 대학 내의 기관 사이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

•

대학의 중요한 역할, 영향, 사회적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다.

•

미래 지향성: SDGs 를 위한 교육의 지원은 대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택하고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용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기술이다.

•

경쟁력: 대학은 SDGs 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되고 비교될 수 있다.

•

SDGs 는 공식 교육 기관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방해하는 장애물(자금 부족, 동기부여의 결여)을
극복할 기회이다.

•

자금: 정부 기관, 국제 은행, 자선사업기업가 같은 지금 조달자들은 SDGs 의 성취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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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에 관한 법률: ESDGs 를 시작하는 것은 많은 대학이 SDGs 와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에 약속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3.1 장과 부록 C.6 참고). SDGs 와 기후
문제의 더딘 진전은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학은 대학이 약속한 부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인재 양성: 대학의 교직원은 SDGs 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를
만들고자 한다. SDGs 를 대학 운영, 교육 커리큘럼과 연구에 포함하는 대학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직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

•

현장 실험실: SDGs 의 실행을 위해서는 소비, 생산, 투자, 주택 및 상호작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현장 실험실”과 같은 새로운 관행이 실험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

혁신적인 파트너십: SDGs 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부문이 모두
균형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대학은 이에 맞춰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주를 지원하여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학은 SDGs 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기회를 갖고 있다. 이 안내서는 이런 기회를
언급하여 대학 내의 지도자들이 대학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영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하지만 ESDGs 를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2 장은 ESDGs 의 정의와
어떻게 ESDGs 가 대학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2 장의 내용과 같이 ESDGs 의
여러 측면은 대학의 “평상시와 같은” 학습과 교육 구조와 맞지 않을 것이다. 3 장은 기존
구조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실제로 E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할 것이다. 4 장은 어떻게 대학이 사회적으로 SDGs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8

2. 대학 내 SDGs 를 위한 교육 준비
SDGs 를 위한 교육은 대학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SDGs 를 위한 교육
안에는 여러 요소가 있으며 이런 요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잠재적인 학습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ESDGs 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올바른 방식은 없으며 각 기관은
그들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2 장의 목표는 대학에서 E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어떻게 대학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기회를 파악하고 ESDGS 를 실전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것이다.
대학 내에서 ESDGs 가 구현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ESDGs 의 여러 영역과 각
영역이 어떻게 대학과 연관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내용은 2.1-2.4 장에서 언급되고
있다. 2.5 장에서는 ESDGs 구현과 관련된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결정을 내릴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칙과 접근 방식을 요약한다. 2 장의 구조는 그림 3 이 보여준다.
2 장은 ESDGs 에 포함된 내용과 교육 방법(특히 2.1 및 2.2)을 다루지만, 2 장의 핵심은
어떻게 제도적인 접근으로 ESDGs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한 것이다. ESDGs 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이 안내서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부록 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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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2.1): 지식,
기술, 마음가짐

혁신적 학습
방식(2.2): 학제 간,
상호작용, 활동 중심

학습자(2.3): 학생,
직원, 전문가,
지역사회

ESDGs 의 실천과
주류화를 위한
고려사항 (2.5):
우선순위, 깊이,
범위, 접근 방식

방법(2.4) : 공식적,
통합 커리큘럼,
캠퍼스, 지역사회

그림 3: 대학내의 ESDGs 실천 방법 파악

2.1 ESDGs 의 요소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ESDGs 는 사람들에게 전공과 상관없이 SDGs 가 포착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사고방식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ESDGs 는 복잡성, 불확실성, 가치관의 갈등(환원주의적 경향), 더딘 진행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개인, 공동체 및 기관에 이런 과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주어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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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ESDGs 가 무엇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ESDGs 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ESD)[7,8]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ESD 의 기초와 방법론에 기반을 둔다. ESD 의 지식과 기술의 토대는 ESDGs 실행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7].
ESD 가 ESDGs 의 주된 요소이지만 이 안내서에서는 ESDGs 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ESD 를 넘어서는 교육적인 접근 방식은 SDGs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ESDGs 는 더 넓은 이슈, 목표와 방법론에 ESD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 ESDGs 의 예시로는 세계 시민 교육[9,10], 미래를 위한 교육[11], 혁신과
기업가정신[12],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탈 식민지화[13], U 이론[14],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이 있다[15]. 또한 이 안내서는 SDGs 에 대한 대학의 참여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의 고유한 사회적 위치와 기회를 서술할 것이다.
ESD[7] 및 기타 교육적 접근방식에 따르면 ESDGs 는 다음과 같은 고유한 요소를 포함한다.
•

SDGs 를 다루는 모든 학습자의 일반 교육과 관련한 교차 기술 및 ‘주요 역량:
체계적 사고, 비판적 사고, 자기 인식, 성찰, 통합 문제 해결, 예측하고 규범적이며
전략적인 협업 능력, 창의성, 기업가 정신, 호기심 및 학습 능력, 인간 중심 사고,
사회적 책임성, 협업 역량, 간 학문적 기술, 비판적이며 윤리적인 분석 기술,
영향력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행동 통찰력, 다문화 기술,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

지속 가능 개발 문제에 대한 교차적 이해: 이는 모든 학문과 전문분야의
학습자들에게 필요하다. 예시로는 지속가능개발과 관련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다.
인권, 사회 정의, 자연과 사회 및 경제의 상호작용과 의존성, 다양성, 양성평등,
지속가능성, 세계 시민권, 평등성이 있다. 또한 지속 가능 개발의 세계적 및
지역적 과제(기후 문제, 불평등)와 여러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16].

•

SDG 체계와 어떻게 SDG 가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 SDG 에 대한 이해는 지속
가능 개발의 오래된 과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SDG 와 2030 의제에
대한 이해, 의제의 목적과 중요성, 의제와 다른 세계적 협약 간의 관계, 여러
국가와 SDG 간의 관계, SDG 의 주요 개념(예를 들어 포괄성, 상호 연결성, 시너지,
불가분성), 어떻게 SDG 가 다양한 부문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어떻게 SDG 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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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지식 및 기술: 어떻게 SDGs 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문제가 각 전문
분야(학문 및 학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와 어떻게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SDGs 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문 지식 및 기술의
예시로는 경영[17], 공학[18], 행정[19], 학문 연구[20], 건강[21], 학습[22], 정보와
소통 기술[23] 등이 있다.

•

사고방식: SDGs 의 체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배우는 것은 SDGs 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ESDGs 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동기를 심어주어야 한다.

•

네트워크: SDGs 와 다른 복잡한 지속 가능 개발과 관련된 과제를 다루는 것은 여러
부문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대학은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며 다양하고 여러 학제가 결합되어
있으며 연결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통해 학습자들은 더 의미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여러 기술과 사고방식은 중요하지만, 이는 동시에 교육방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혁신적 학습 방식은 2.2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2.2 ESDGs 를 위한 혁신적 학습 방식
대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ESDGs 를 실천하기 어렵다. 이는 SDGs 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변함에 따라 SDGs 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및 지역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SDGs 는 모든
범위의 소프트 스킬(2.1 부)과 부문 간의 협업이 필요하며 상황에 맞는 적합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ESDGs 의 목표는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위자가 되도록 권한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7].
이런 SDGs 의 특성을 다루기 위해 ESDGs 활동은 기존 대학의 표준 관행이 아닌 다양한
혁신적 학습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24]. 새로운 방식의 예시로는 간 학문적 활동, 활동
기반 학습과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이 있다. 2.2 장은 왜 이런 예시가 ESDGs 의 실천에
있어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대학에서 각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현재 대학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활동이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진행되고 있지
않다. 3 장과 4 장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과 접근방식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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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간 학문적 활동
간 학문적 활동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SDGs 를 교육하는 데 필수적이다.
•

SDGs 는 기존 학문과 전문 분야의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SDGs 의 기본적인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는 대학 내 다른
학부에 속해 있는 학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

SDGs 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 각 목표의 성취는 다른 목표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른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해야한다[25]. 상호연결성은
ESDGs 의 대표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학은 ESDGs 를 진행할 때 여러 학부
또는 단과 대학은 연결하여 기관들이 함께 미래 사회의 해결방안을 위한 적합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ESDGs 활동은 하나의 SDGs 의 목표를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해도 항상 다른
학문의 내용과 다른 학문과의 상호연결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SDGs 과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간 학문적 활동은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다른 대학 강의 및 전문가 초청, 여러 학부 및 프로그램 간의 간 학문적 연구팀 결성,
학생들에게 실용적으로 상호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2.2.2 활동 기반 학습
SDG 관련 과제의 복합성과 다면성은 단순히 강의 기반 접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ESDGs 를 실제 세계의 프로젝트나 현실 과제(캠퍼스 생활, 지역 사회, 지역 기관)와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

학생들에게 어떻게 SDGs 해결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준다.

•

학생들이 SDGs 관련된 현실 문제에 깊이 있게 참여하고 SDGs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한다.

•

학생들이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ESDGs 를 통한 간
학문적 기술과 능력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이 SDGs 가 자신의 삶과 미래 직장에 적용할 수 있고,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교수진 및 학습과 교육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개인적 및 전문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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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의 협업, 교수진을 위한 새로운 연구 기회와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

최신 주제를 바탕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을 대학과 학생들이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여러 학습 및 교육 활동, 공식 커리큘럼, 방과 후 활동, 학생회 활동 혹은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진행 방식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인턴십, 활동 중심 수업과 활동 기반 대학원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SDGs 측면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 자문,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

“현장 실험실”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26,27].

•

SDGs 어려움의 해결방안을 고안하는 학생을 위한 해커톤 혹은 창업 교육을 한다.

•

수학여행, 모의 UN 활동 및 해외 대학과의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2.2.3 다수 이해 관계자 참여 활동
ESDGs 활동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 과제의 해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SDGs 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찰력 있는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사회
문제를 삶과 연관 지을 수 있으며 SDG 문제가 대학을 넘어 어떻게 현재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이해관계자를 독려하는 것은 대학이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해관계자는 정부, 시민 사회, 민간 부문, 지역 사회 구성원 혹은 대학 내의
전문가(대학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성, 기업가 정신, 대학과 산업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는 전문가)일 수 있다.
이런 이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ESDGs 에 참여할 수 있다.
•

일일 선생님, 인터뷰 대상, 온라인 학습, 학생 프로젝트에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생에게 전문 지식이나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학생 프로젝트와 관련된 아이디어, 멘토링, 피드백 및 평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

프로젝트 파트너로서 연구 및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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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혁신적 학습 방식
·

수업 계획과 보조 활동 보완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oney Bee 계획 (George Mason University)

·

Sustainability Bootcamp 와 SDGs 소개 (Western Sydney University)

·

세계적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지식 쌓기 (Harvard University)

·

SDGs 를 위하는 혁신적인 학생 육성 (University of Geneva & Tsinghua University)

·

긍정적 에너지 기금 (Millersville University)

·

SDG 영향 측정 도구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

SDGs 실전 연습: 혁신과 사회적 영향 (Thiagarajar College of Engineering)

·

Smart Campus Newton (Centro Universitário Newton Paiva)

·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Philadelphia 내 SDGs 의 지역화 (University of Pennsylvania)

·

“당신의 행동” - SDGs 의 게임화 (Dublin City University)

2.3 학습자
대부분의 사람은 SDGs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2.1 장에서 언급된 ESDGs 의
요소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전문가이든 시민이든 간에 SDGs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SDG 4.7 에서도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 가능할 발전을 위한 지식을
얻을 것을 요구한다.
이 장은 대학이 접근할 수 있는 “학습자”의 범위를 매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대학은 광범위하고 창의적으로 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은 지역 사회, 국가, 세계 공동체와 같은 많은 대형 기관과 복잡한 여러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류의 학습자들이 있다. 학습자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학부, 대학원 및 연구 활동의 전통적인 학생들은 대학 내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자
집단이다. 학생들은 대학 내 ESDG s 의 실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직원, 전문 교수 및 대학의 지도자와 같은 대학 직원도 학습자의 한 분류이다.
이들은 대학 내 ESDGs 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각 전문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ESDGs 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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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특강이나 경영진 교육과 같이 대학에서 진행되는 비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참가자도 ESDGs 의 학습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학습자들은 정부,
민간 부문이나 시민 사회와 같은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으며 다른 국가(SDGs 가
집중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학생이나 교수일 수 있다.

•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혹은 지역 사회와 같은 다른 부문의 대학 파트너도
ESDGs 의 학습자이다. 이들은 대학과 함께 협업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

대학의 지역 사회 혹은 대학이 학문 혹은 대학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공동체를
포함하는 전체공동체도 ESDGs 의 학습자이다.

사례 연구: 전체 공동체
·

EduKid-CE: 순환 경제 사회에 젊은 층이 관심을 갖도록 도움 제공(United Nations
University & Cairo University)

·

공동체가 지역 개발을 위해 SDGs 를 기본 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
제공(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St. Gallen)

·

OD 수업 (University of Murcia)

·

SDGs 대표자 수업 (Universität Hamburg)

2.4 ESDGs 실행을 위한 방안
2.3 장에서 명시된 학습자들의 종류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
또한 광범위하다. ESDGs 와 관련된 정보, 기술과 사고방식의 범위가 넓고 여러 학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에서 ESDGs 교육과 학습은 비공식적 및 공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1 은 2.3 장에서 언급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각각의 교육 방안을 요약한다.
이런 방안을 통해 ESDGs 를 교육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28]:
1. SDGs 에 집중하는 새로운 과목, 프로그램, 계획을 개발한다. SDGs 실천에 필요한
지식, 기술과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모든 SDGs 에 대한 전반적이고 깊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제 간 활동이나 대학 간의 협업이 필요한 활동에
적합하다.
2. 기존 활동과 커리큘럼에 ESDGs 요소를 통합한다. 이 방식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하나의 전문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활동에 도움이 되며, 각 학문과
SDGS 간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입증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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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잠재적인 ESDGs 학습자와 교육 방법
학습자

방법

전통적인 학생

수업 자료, 과제, 학급 활동, 학급 프로젝트나 수학여행과 같은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학습
예비 과정 혹은 대규모 온라인 수업 (MOOCs)
정규 과목과 병행하는 활동 및 학생 참여 활동
동아리 및 학생 주도 활동
환영 및 오리엔테이션 활동
봉사 활동
대학 내부 및 외부 현장 실험실 활동
대학원 연구 지도 프로그램
장학금, 인턴십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커톤 및 창업교육
대학 웹사이트 및 학생 주도 커뮤니케이션
수업/강의/프로그램 목록
교육 및 학습 지원 서비스 (도서관과 같은 서비스)
캠퍼스 시설에 대한 설명

대학 직원

새로운 직원 오리엔테이션
전문성 개발 활동
직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제공
대학 웹사이트 및 직원 주도 커뮤니케이션
캠퍼스 시설에 대한 설명
SDG 에 대한 직원 참여 활동

비 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및 참가자

경영 교육, 전문가 교육 및 성인 교육
직업 교육
성인 교육
어학 교육
대학 입학 준비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MOOCs

전체 공동체

공공 행사와 지역 사회 지원 및 참여 활동
공연 및 전시회
고등학교 프로그램
캠퍼스 외부 현장 실험실 계획
세미나 및 회의
MO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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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학 내 ESDGs 를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2.1 장에서 2.4 장까지는 ESDGs 의 여러 요소(지식, 기술, 사고방식)를 설명하고 있으며
ESDGs 의 학습 대상과 학습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모든 대학이 ESDGs 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택해야 하는 일관된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각 대학은 여러 방법을 융통성 있게
조합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2.5 장의 목표는 E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대학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2.5.1 ESDGs 시행을 위한 일반적 접근 방식
대학은 ESDGs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다. 여기서 소개하는 접근 방식은 대부분 “전통적인”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이지만 다른 분류의 학습자에게 이용할 수 있다.
•

인식 개선: 소셜 미디어 캠페인, 직원 및 학생 출판물 기사 혹은 공공 이벤트를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학생과 직원에게 SDGs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SDGs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간 학문적 강의: 간 학문적 수업은 학생과 직원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과 SDGs 의 간 학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강의는 짧은 비공식적 및 참여형 수업(학생 및 직원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또는 학점이 인정되는 학기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 수업은 온라인[29],
일대일 수업이나 쌍방향 웹사이트로 진행될 수도 있다. ESDGs 의 실천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ESDGs 관련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만들거나 주된 선택 강의
수업 혹은 리더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과 직원을 위한 필수 수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

SDGs 에 집중하는 학과 중심 수업: SDGs 에 대한 특별 수업 혹은 학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각 학과나 전문 분야에서 어떻게 SDGs 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도록 해준다. SDGs 수업은 입문 혹은 핵심 강의, 선택 강의, 프로젝트 기반 강의
및 학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다.

•

기존 학과 커리큘럼 통합: ESDGs 의 주요 개념, 원칙이나 예시는 학과의 특성과
수업에 적용될 수 있다. ESDGs 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수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업에 ESDGs 의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기존 수업에서 SDGs 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거나 SDGs 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면
된다. 또한 학과와 연관된 ESDGs 의 기본 원칙은 각 학과의 기본 수업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통합 과정을 위해서는 ESDGs 가 학습 결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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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중심 프로젝트 수업: SDG 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지속 가능성과 SDGs 를
일반적인 프로젝트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속가능성 요소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하며, 프로젝트의 목적과
프로젝트가 이해관계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해야 한다.

•

SDG-중심 정규 과목 병행 활동: 취업 준비 과제, 캠퍼스 개선 프로젝트나 현장
실험실과 같은 정규 과목을 병행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ESDGs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ESDGs 에 기반하는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활동은
기존의 공식 커리큘럼과는 다르게 학생들이 스스로 혁신적인 설계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SDG 중심 리더십 프로그램: SDG 중심 리더십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리더십을 기르고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과 내에서 진행되거나 대학
내에서 진행될 수 있다.

•

학생 주도 활동: 전 세계의 학생들은 SDSN Youths 의 SDG 학생 프로그램이나
개인적인 계획을 통해 동료 학생(및 대학 직원)을 SDGs 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고 있다. 이런 학생 주도 활동은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창의성, 열정과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독려하는 활동은 더욱 학생들의 SDGs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은 안내, 멘토링, 교육, 자금 조달, 공간 마련, 잠재적
파트너 연결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 주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30,31].

•

MOOCs 과 같은 온라인 학습 도구: 대학은 MOOCs 나 다른 온라인 기반 학습
도구를 통해 여러 학습자에게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SDG
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기관이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여 내부 전문
지식이 없는 ESDGs 의 격차를 메울 수 있다. 단 콘텐츠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교수진이 학생의 필요에 따라 응답할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학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SDGs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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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일반적인 접근 방식
인식 개선
·

SDG 에 대한 소통 캠페인: “SDG 목표를 세워라! 너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ència)

·

SDGs 연극 (University of Brescia)

정규 과목 병행 활동
·

모두를 포함하기 (Monash University)

·

긍정적 행동: SDGs 사회적 서비스 공동체 프로젝트에 적용 (Tecmilenio)

·

SDGs 유동성과 세계 시민 인식 프로그램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지속 가능성 과제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Vienna)

학과 커리큘럼
·

SDGs 에 미래 교육자의 행동 참여 요구 (Arizona State University)

·

점을 연결해라! 적극적 학습과 산업 참여를 통해 교실이 SDGs 를 실천하도록 도움 제공
(Monash University Malaysia)

·

기존 수업에 SDGs 포함 (Monash University Malaysia)

·

국가적 SDGs: 예산, 감사와 신뢰성 (Universidad Pública de Navarra)

·

사업의 목적 다시 생각하기: 빈곤 퇴치 (SDG1) 포함 (The University of Sydney)

·

SDG 탐험가- SDGs 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수업 도입 (Business
School Lausanne)

·

국제 사회에서의 건강에 대한 권리 (Universidad de Cantab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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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학문적 커리큘럼
·

간학문적 수업 실천: SDGs 를 기반으로 하는 간학문적 수업을 교실에 도입하기
(University of Bristol)

·

간학문적 석사 학위에 SDGs 도입 (Monash University)

·

공통 목표를 위한 간학문적 학습 (James Cook University)

·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SDG 안내 도구 (Tyumen State University)

·

17 개의 SDGs 행동을 위한 대학 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Düsseldorf)

·

지속 가능성: 요소 및 의사 결정 수업 (King Juan Carlos University)

·

지속 가능한 Sainji: SDGs 체험 (Anglia Ruskin University)

·

Los Angeles 문제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 SDGs 실천을 위한 LA 내 인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DGs 에 대한 간학문적 및 혁신적 학습 방식(Windesheim Honours College)

온라인 수업
·

SDG 아카데미 수업을 기관의 학습 프로그램에 적용 (Kepler)

·

지식의 민주화 - MITx MicroMasters 프로그램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Whakawhitinga Kōrero: 비디오를 통한 SDGs 에 대한 간학문적 교육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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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SDGs 실행 방안 검토
2.4 장에서 언급된 실행 방안은 모든 ESDGs 에 동일하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표 2 는
대학이 여러 대안을 검토할 때 고려하면 좋은 원칙을 보여준다.

표 2: ESDGs 실행 대안을 비교할 때 대학이 고려하면 좋은 원칙

2.3 장에서 언급된 학습자 중 대학은 가장 많이 접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을 ESDG 의
우선순위

실천 과정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대학이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자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처음은 “전통적인” 학생들이며 다음은 순차적으로 대학 교직원, 비 학위
프로그램에 참가자 및 학생, 협업 프로젝트 파트너와 커뮤니티이다. 대학은 기회가 되면 다른
그룹에 ESDGs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SDGs 의 일부 요소(2.1 장)의 구현하는 데에는 각 특성에 맞는 교육적 접근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구분해야 한다:


지속 가능 개발 문제와 SDGs 에 대한 “교차적” 이해를 다루는 일반 지식. 이러한 유형의
‘지속가능성 문맹 퇴치’는 캠퍼스 강의에서 교과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학 간 또는
전문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다.

적합성



전문 분야별 지식. 분야별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 (각 학문의 특정 영역에서 공식 수업,
교과 과정 또는 학생 주도 활동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혁신적 학습 방식(2.2 장). 학습자가 ESDGs 의 간 학문적 기술, 역량, 사고방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2.2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혁신적 학습 방식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강의 자료가 아닌 수업 관련 프로젝트, 정규 과목 병행 활동,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가장 잘 전달된다

깊이

2.4 장에서 언급된 여러 방법은 학습자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과 사고방식의
측면에서 내용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캠퍼스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된 학위를 비교했을 때 각 방법이 다루는 내용의 깊이는 다르다.
낮은 수준의 활동은 실행에 덜 집중적이며,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학생에게 SDGs 와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그 자체로 “SDG 실현가”를
양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에 지속 가능한 발전 학위와 같이 매우 심층적인 활동은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소규모의 학생들에게만 적합하다.

도달 범위

각 방안은 잠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학습자 수의 측면에서도 동일하지 않다. 도달 범위는
일반적으로 내용의 깊이와 반비례하며, 이는 ESDGs 실천 과정의 어려움 중 하나이다.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22

표 3 은 앞에서 언급된 ESDGs 접근 방식을 2.5 장에서 나열한 원칙에 기반하여 평가한
내용이다.
이 평가는 어떻게 대학 내에서 ESDGs 가 실천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

모든 학습자에게 모든 ESDGs 의 요소를 제공하는 하나의 접근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방식은 장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학은 여러 접근 방식을 적절히
조합한 후 이용해야 한다

•

기존 학과 커리큘럼에 ESDGs 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의 ESDGs 의 요소를
다루는 학습 방법이다.

•

혁신적 학습 방법은 소수의 학생에게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도달 범위와 깊이가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거나 더 많은 학생에게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ESDGs 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 전체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통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뤄질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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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 내 E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깊이와 도달 범위에 대한 지표 평가. 설계 및
제공 방법에 따라 평가와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주의를 요한다.
잠재적 깊이
접근 방식

잠재적 접근 범위
일반적 지식

전문 지식

혁신적 학습 방식

인식 개선

높음

중간

낮음

낮음

간 학문적 예비 수업

낮음/중간(의무가
아닌 경우)

높음

낮음

중간/높음

기존 학과 수업에 ESDGs
요소 추가

높음

높음

높음

낮음

SDG-중심 프로젝트 수업

낮음

중간

높음

중간

SDG-중심 정규 과목 병행
활동

낮음

중간

낮음/중간

높음

학생 주도 활동

낮음/중간

중간

낮음

높음

MOOCs

매우 높음

높음

높음

낮음

SDG-중심 리더십
프로그램

Low

높음

낮음/중간

매우 높음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학위

Low

매우 높음

높음

매우 높음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24

3. 대학 내 ESDGs 실행 확장 및 강화
2 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학이 ESDGs 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몇몇 대학과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1 장의 내용과 같이 사회가
SDGs 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영향력 범위 내에서 ESDGs 를 더 많은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내용의 깊이를 심화해야 할 필요와 기회가 있다.
이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ESDGs 를 확장하는 것은 대학이 기존 활동을 바꾸거나 새로운
활동을 추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ESDGs 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없으므로, 대학은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대학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ESDGs 의 주요 특징인
행동 중심 학습, 간 학문적 학습, 다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활동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기존 대학의 학습 및 교육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처음에 이런 활동을 실시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장은 대학이 대학에서 SDGs 시작하기[1] 보고서에서 언급된 5 개의 단계를 기반으로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세스(3.1 장)를 제안함으로써 대학이 ESDGs 의 구현을
강화하고 확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학이 직면할 수 있는 과제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방안(3.2 장)을 알아본다. 대학 내부 및 외부 이해
관계자들이 전략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다(3.3 장).
3 장에서 언급되는 5 개의 단계는 대학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SDGs 를 효과적으로 성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이른 시일 내에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14]. 4 장은 대학의 변화가 왜
필요하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추가로 기존 운영 방식과 변화된
방식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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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SDGs 실행 단계
대학에서 SDGs 시작하기[1] 보고서는 대학이 SDGs 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하는 3 가지
내용인 인식, 기회 파악, 운영 원칙을 설명했다. ESDGs 에 3 가지 내용이 접목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

인식: 대학이 현재 ESDGs 를 위해 하는 노력을 파악하고 인정한다.

·

기회 파악: 대학 내의 다양한 부서가 ESDGs 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각
부서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ESDGs 의 특징을 실천할 기회를 찾아본다.

·

운영 원칙: 대학 전체가 ESDGs 를 ‘정상적 운영’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대학 거버넌스 및 프레임워크게 통합한다. 또한 ESDGs 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식별하기 위해 전략적 프로세스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략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ESDGs 를 지원한다.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SDGs 시작하기 보고서는 SDGs 를 강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5 개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래 그림 4 에 설명되어 있다. 이 5 개의 단계는
ESDGs 의 구현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식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정리한다

기회

2. SDGs 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한다.
3. 우선순위, 기회, 격차를 파악한다.

운영 원칙

4. SDGs 를 통합하고 시행한다.
5. 감독하고, 평가하고, 소통한다.

그림 4: ESDGs 의 실행을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1]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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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정리한다
현재 대학이 ESDGs 와 관련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학의 ESDGs 과정의 시작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ESDGs 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ESDGs 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자원과 전문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진행에 대한 이해와 여러 계획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상황에서 ESDGs 를 강화할 방안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이미 진행된 내용 파악: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교수, 부서, 연구진, 교육 혁신 집단,
학생회 등), 활동의 결과(기술, 내용, 주요 결과물, 교육 목표 등)를 파악한다.

•

어떤 ESDGs 의 요소가(일반 지식, 전문 지식, 변화하는 학습 방식 등) 교육 및
학습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와 주된 학습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다.

•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자원과 특정 SDGs 와 ESDGs 및 혁신적 학습 방식에
대한 전문가를 파악한다.

•

학생, 직원, 동아리 및 공동체에서 SDG 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행동의 영향을 확대할 방법을 생각한다.

•

학생과 교직원의 지속 가능성 이해(예: Sulitest [16]) 및 인식(예: 설문 조사[32-34])
수준을 기준으로 ESDGs 실행 상황을 평가한다.

이런 평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Step 2: SDGs 에 필요한 역량을 구축한다
대학이 성공적으로 ESDGs 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여러 이해
관계자(3.3 장 참고)가 ESDGs 에 참여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해 관계자의 예시로는
ESDGs 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및 학부의 지도자가 있고 실제로 ESDGs 를 실행할 방안을
파악하는 학부 및 학과의 교직원이 있다. 추가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에서 ESDGs 를 발전하고 전달하는 학생도 이해 관계자에 속한다.
ESDGs 와 같은 복잡한 의제를 실행하는 것은 아직 ESDGs 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역량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3.2 장은 ESDGs 를 실천하는데 마주하는
개인적인장벽을 논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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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우선순위, 기회와 격차를 파악한다
1 단계에서 수행한 정리 내용은 각 대학이 현재 상황과 목표(예: Laloux[3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포괄적인 ESDGs 실행을 위해 조직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접근하기) 사이의
주요 격차를 식별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논의에 최대한 다양한 대학의 이해 관계자가
참여시키는 것은 관련 역량과 참여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유용하다.
SDGs 를 위해 어떤 노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와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격차를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격차는 ESDGs 와 관련된 내용과 기술, 또는 SDG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되고 대학의 조직적 측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Step 4: SDGs 를 통합하고 시행한다
대학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한 후에는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를 파악하거나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시행착오 및 업 스케일링 활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의 특성, 시작점, 강점, 약점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학이 ESDGs 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 대학의 필요와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맞는 계획은 SDGs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러 방면에서 SDGs 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음은 대학이 ESDGs 실행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하면 좋은 활동의 예시이다. 각
대학은 대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어떤 활동이 가장 대학의 특징에 맞는지 알아본 후
효과적으로 여러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

진입장벽과 어려움 해결: 2 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학 내 ESDGs 를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기존 운영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활동을 추진해야
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개인적, 조직적 및 외부적 과제를 마주칠 수
있으며, ESDGs 의 실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몇몇 과제는 쉽게 예측할 수 있지만
다른 과제는 실행 도중 인지하게 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대학은 문제를
인정하고 이에 적응해야 한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과
자원이 들어갈 수 있고,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며, 활동을 재평가해야
할 수도 있다. 3.2 장은 대학이 ESDGs 실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공통된 과제와
어려움을 나열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보여준다.

•

대학 전체의 접근 방식: 대학은 SDGs 를 대학의 전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이 비전이
모든 연구, 운영과 리더십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SDGs 는 캠퍼스 운영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운영 체제는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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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헌신: 대학의 SDGs 에 대한 공적 헌신과 약속은 ESDGs 실행 과정을
지원하고 과정이 전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SDGs 실행에 있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 대학이
공식적으로 SDGs 에 참여함을 보여주는 방안은 없지만, 대학은 지금까지
SDGs 를 위해 진행해 온 노력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다(부록 C.6
참고).

•

상징성 있는 전략적 목표: 상징성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것은 대학 내
ESDGs 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Step 5: 감독하고 평가하며 소통한다
ESDGs 관련 활동의 진행 과정에 관해 보고하는 것은 활동의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성을 높이며, 실행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사회 속에서
대학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입증할 기회이다.
대학이 SDG 4.7 과 ESDGs 에 참여했음을 측정하고 보여주는 보고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은
없다. 이는 2.1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ESDGs 가 여러 방면에서 해석될 수 있으며 수치화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몇 년간 전문 교육기관이 발표한 여러 SDG 에 관한 보고 체계는 ESDGs 의 과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보고의 예시는 부록 C.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DGs 의 과정을
측정하는 도구는 각자 다른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각자 다른 ESDGs 의 특징이 보고에
반영되었다. 또한 측정 도구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측정 도구는
ESDGs 의 학습 결과보다 ESDGs 실행 범위를 측정했다. 대학은 다양한 측정 도구를
검토해서 각 대학에 맞는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SDGs 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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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 ESDGs 실현 구현하기
·

STEM 교육에 세계적 이슈를 통합하는 연구 (Universitat Politècnica de Catalunya)

·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학 간의 네트워크 형성(RUS)
(Politecnico di Torino / RUS)

·

SDGs 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대학의 운영 방식 개선 (Politecnico di Torino)

·

커리큘럼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통합: 학교 교육의 노력 (The University
of the West Indies)

·

교육자 훈련 프로그램에 SDGs 소개: 어떻게 SDGs 를 강의에 통합할 수
있는가 Universidad de Cantabria)

·

매달 하나의 SDGs 실현하기: 지속가능한 안테나 프로젝트 (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

UAM 의 SDG 캠퍼스 실험실 (Universidad Autónoma de Madrid)

·

대학 공동체가 SDGs 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Universitat Politècnica de València)

·

대학 내 SDGs 프로젝트 (RMIT University)

3.2 주 된 어려움 및 과제와 해결방안
3.2 장은 대학이 ESDGs 를 실행할 때 자주 마주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한다. 어려움과
과제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SDG 실천에
맞도록 대학의 구조를 개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부분의 과제와 어려움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SDGs 가 복잡한 과제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학에서도 아직 ESDGs 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ESDGs 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추가로 ESDGs 의 실천을 위해서 대학은 때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므로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과제는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외부적 과제라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각 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인적, 조직적
그리고 외부적 과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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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인적 과제
3.2(Step2)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대학 내 ESDGs 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대학 지도부, 학습 및 교육 직원, 학생)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런 이해관계자는 ESGDs 에 참여하거나 ESDGs 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

마음가짐: 변화를 꺼리거나 ESDGs 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역량: 새로운 시도를 위한 시간과 자금의 부족,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식 부족,
ESDGs 의 요소와 어떻게 ESDGs 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식 부족, 지속
가능성이나 SDGs 에 대한 잘못된 이해, 적절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학습 방법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다음은 대학이 이런 과제를 해결할 방안이다.
•

•

ESDGs 를 실행하는 것의 장점을 보여준다
o

ESDGs 를 기관이나 학교가 각자의 목표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1.2 장에서 언급된
ESDGs 의 이점을 활용하여), 개인의 목표를 발전할 기회(새로운 전문적 기술을
습득하고 개인적 만족을 높일 수 있다)를 제공한다.

o

현재 대학 내에서 진행 중인 ESDGs 활동과 활동의 결과를 보여준다(포럼, 시상식,
소통을 통해).

o

뛰어난 직원과 학생을 참여시킨다.

개인이 ESDGs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

지속 가능한 개발과 어떻게 ESDGs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수업을
제공한다.

o

직원과 학생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ESDGs 활동(멘토링, 간
학문적 활동,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SDG 관련 프로젝트, 경험을
학우들 끼리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을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육한다.

o

대학 내 직원과 학생에게 ESDGs 교육 자료(수업 자료, 사례 연구)를 공유한다.

o

직원과 학생이 ESDGs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금을 마련한다.

o

교직원이 SDGs 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의 목표가 전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SDGs 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안내를 해주는 역할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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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과 학생이 ESDGs 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o

ESDGs 활동을 공식적(승진 인센티브 혹은 학위 수여)이거나
비공식적(시상)으로 인정해준다.

o

자금, 리더십 기회 혹은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2.2 조직적 장해물
기관의 구조, 원칙, 과정, 리더십과 역량 및 자원의 부족은 ESDGs 의 실행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ESDGs 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여러 학문과 이해
관계자가 ESDGs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ESDGs 를 실행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조직적 과제의 예시이다.

•

조직적 변화의 어려움: 커리큘럼 개선, 계획 작성 및 고용에의 과정에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과 의사 결정자 및 행정부 간의 연결성 부족, 위계질서, 혁신 부족,
잘못 설정된 인센티브, 문화적 관습과 리더십의 부족은 대표적인 조직적 변화의
어려움이다.

•

교육 및 학습, 연구 및 운영, 학생회와 같은 대학의 여러 분야와 학문 간의 협업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

ESDGs 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자원의 부족(자금, 인적 자원, 기술, 정보와
전문 지식의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

아래에서 소개될 방법을 통해 대학은 여러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
과제는 현재 대학의 구조에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학 구조의 변화(4 장)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

ESDGs 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o

대학이 ESDGs 에 참여함을 약속해야 하며 이 약속이 대학의 연간 계획
보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o

ESDGs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인적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

o

대학 내 여러 부서와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업 활동을 진행한다.

o

신뢰성을 위해 ESDGs 실행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보고한다.

ESDGs 에 대한 대학 간, 학문 간 협업을 지원한다.
o

여러 학부와 대학이 참여하는 ESDGs 활동에 대한 공정한 자원 분배(경비,
수익), 시간 분배, 신용 할당 및 평가 구조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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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대학 간, 학문 간 협업할 수 있는 공간,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캠퍼스
기반 현장 실험실 계획과 같은 활동을 통해 각 영역 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협업을 장려하는 문화를 만든다.

o

지속가능성과 간 학문적 연구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과 연구 및 교육 기관의 전문성을 이용한다.

o

대학 및 학부의 중요한 과제의 일부로서 ESDGs 관련 간 학문적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 내부 및 외부의 전문 지식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다.
o

대학 내 SDGs 전문성을 파악하고 이를 커리큘럼을 작성할 때 반영한다.

o

다른 학부, 대학 및 기관의 강연자를 초대한다.

o

공동 학위와 연구를 위한 다른 대학과 협업한다.

o

MOOCs 나 다른 온라인 기반 학습 도구를 이용해 교육 격차를 해소한다.

o

SDSN 이나 책임감 있는 교육 관리 원칙 (UN PRME)과 같이 대학 내 ESDGs
실행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에 가입한다.

ESDGs 에 다수 이해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행한다.
o

경제적(예: 전담 직책에 자금 지원), 기술적(예: 파트너십 협약 템플릿,
파트너십 중계에 대한 접근), (파트너 형성과 부문 간 협업 지원을 위한) 전문적
지원을 통해 대학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o

ESDGs 활동을 기획할 때 산업 파트너, 통합 수업, 지속 가능한 기관, 주력 협업
연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기존 대학의
파트너십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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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외부적 장해물
대학의 외부적 환경이 대학이 ESDGs 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결국 대하기 ESDGs 를 실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제도적 환경: 대학이 정당성, 자원 및 지원을 얻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여러 원칙과
요구 조건은 대학의 ESDGs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환경에는 다양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관계자, 자금 및 계약 체결 환경, 외부 기관의 평가 혹은 인가를
요구하는 구조, 전문 인증 기관이나 국제 표준 기관의 인증, 국내적 및 국제적 대학
평가와 같이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다. 또한 대학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대학의 ESDGs 를 계획할 때에는 학생들이 초등 및 중등
교육 기관에서 ESDGs 에 관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여건은 대학이 어떤 SDGs 의제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193 개의 UN 국가가 SDGs 를 채택했지만, 의제의 여러 분야의
우선순위와 지원은 각 집단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시장의 영향력과 경제적 상황도
대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지식수준: SDGs 는 새롭기 때문에 아직도 SDGs 를 완벽하게 다룰 방법과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ESDGs 활동은 실험이 필요하며 각 활동의 영향은 엄격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활동의 결과는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

대학이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외부적 환경이 대학의 비전을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ESDGs 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지지한다:
o

정책 결정자, 품질 보증 기관, 인증 기관, 대중 매체 및 다른 규제 기관과
협업하여 새로운 정책, 규제, 규정과 표준을 설정하여 SDGs 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든다.

o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학이 개별적인 주체이거나 협회 및 기관으로 참여한다.

o

학생들이 ESDGs 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하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초등 및 중등 교육 과정에 ESDGs 가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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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부 및 외부의 ESDGs 관련 노력을 평가하고 이를 본받는다:
o

교육자들이 ESDGs 활동의 영향과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고 각 활동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o

ESDGs 관련 활동, 사례 연구, 출판물을 대학 내부 및 외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o

ESDGs 관련 학문 연구와 ESDGs 실행을 지지한다.

o

ESDGs 교육자들이 ESDGs 관련 연구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3 이해관계자

ESDGs 실행의 주된 기관의 역할을 하는 대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 각 이해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ESDGs 실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에서 SDGs 가 빠르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3.3 장에서는 대학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각 이해관계자가 ESDGs 를 실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표 4 에 요약되어 있다.
•

대학의 대부분 관계자(외부 이해관계자 포함)는 다양한 방식으로 ESDGs 실행에
참여할 수 있다.

•

각 이해관계자는 대학의 명령 없이 각자의 영역에서 ESDGs 를 시행할 수 있다.

•

대학 혹은 교수진/학교 차원에서 의사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도 ESDGs
활동에 참여하고 ESDGs 실천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이해관계자는 대학뿐 아니라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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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어떻게 다른 이해관계자는 대학 내 SDGs 를 위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자

대학에서 ESDGs 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대학 지도부




대학 내 모든 학습자에게 ESDGs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 내 ESDGs 를 실시할 수 있는 전략적 과정을 만들고 이를
지원한다.

대학과 학부의 교육 및



현재 대학이 진행중인 ESDGs 활동과 직원 및 학생의 참여를
파악한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ESDGs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대학의 ESDGs 진행 과정을 측정한다.



교육자가 ESDGs 를 시작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자원과 인센티브를

지도부와 지원 서비스 기관

제공한다.



졸업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SDG 기술을 포함한다.
학부 간 장벽을 허물고 학부 간의 협업을 지원한다.

교수진(상사, 수업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




수업 계획표에 SDG 분야, 개념, 연구와 기술을 포함한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능동적인 수업 방안을 이용한다.

등)



외부 전문가를 수업에 초청한다. (강연자, 멘토, 교육 센터 등)




교육을 통해 세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
수업에 간 학문적 과제를 포함한다.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학습 및



교육 활동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교육한다.
학부와 학교가 ESDGs 를 위한 전략적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ESD 전문가

도와준다.


대학에서 진행 중인 ESDGs 관련 활동을 평가하고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을 공유한다.

대학 간 지속 가능성 발전



SDG 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내부 역량을 구축한다.

기관



ESDGs 를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준다.




간 학문적 활동과 대학 간의 협업 활동을 지도한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다루고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간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ESDGs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외부 이해관계자와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새로운 운영 체제를 도입한다.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SDGs 에 관해 협업해(실험,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SDGs 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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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지원 서비스, 대학 운영
기관, 학생 참여 기관

학생



ESDGs 관련 방과 후 활동, 학생 주도 활동 및 다른 대학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존 방과 후 활동에 ESDGs 요소를 통합하고 학생들이 ESDGs 관련



지식, 기술과 사고방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계획한다.
각 학생이 캠퍼스 내에서 SDG 를 실천할 방안을 제공한다.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결정할 때 ESDGs 를 고려한다.
대학, 학부/학교 지도부, 수업 코디네이터나 강사진이 ESDGs 를
수업에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

정부 및 정책결정자




ESDGs 관련 정규 과목 병행 활동에 참여한다.
기존 동아리와 학생회에 ESDGs 를 통합한다



SDGs 에 대해 다른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다.



대학이 공공 정책을 만들기 위한 현장 실험실로 사용되도록 대학을
지원한다.

대학 네트워크 및 협회



간 학문적 연구와 SDG 과제에 대해 교육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학 간 협업을 지지한다.
대학, 정부, 사기업과 시민 사회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심포지엄, 세미나, 사례 연구 발표, 안내 문서, 공동체와 같은
방식을 통해 ESDGs 교육 관련 내용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 국제적 기관 및 다른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ESDGs 실행
과정에서의 중요한 대학의 역할을 보여주고 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된 정보를 제공한다.

전문 기관, 교육 수준 보장



ESDGs 관련 요소를 졸업 요건에 포함한다.

기관, 대학 보고 기관



의미 있는 ESDGs 결과를 평가, 보고 및 대학 순위를 측정할 때



반영한다.
대학에게 ESDGs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이 각 커리큘럼에
ESDGs 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업, 정부, 시민 사회 파트너



연구 및 교육에 참여한다



학생들이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대학과 협력해서 조직 내 SDGs 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박사
학위를 개발한다.

기부자



기부금이 SDGs 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며 대학이 책임감 있게
SDGs 에 기부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기부를 위한 SDG 중심의 투자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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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DGs 를 위한 대학의 변화
이전 내용에서는 어떻게 대학이 ESDGs 의 요소를 전통적인 체계와 과정에 통합할 지에
대해 다루었다. 2 장에 나온 사례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대학은 이미 이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접근 방식은 상대적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서 많이 이용된다.
이런 점에서 3 장은 전통적인 체계에 ESDGs 를 통합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대학은 운영 방식을 꽤 바꾸어야 한다. 이는 SDGs 가
급진적인 변화를 각 나라에 요구하며 SDGs 의 실행을 위해서는 활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계해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체계에 점진적으로 운영 방식을 변화하는
방식은 긴급하고 복잡한 SDGs 과제를 다루고 실제 변화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Waddell[36]은 단순한 점진주의를 넘어서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시스템의 변화는 대학의 운영[14]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 안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점진주의를 넘어서는 운영 방식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 안내서에서 논의된 것처럼 대학과 높은 교육 기관은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과 역량을
제공해 정신적 및 사회적 운영 체제를 만들 수 있다[14].” 그러나 이 역할을 위해서는
기관들이 규모와 깊이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대학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를 위한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독립된 오래된 기관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대학은 급진적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다. 하지만 SDGs 는 이 변화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많은 상위 교육 기관은 이미 SDGs 를 변화의 근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SDGs 의
실현을 위해 빠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교육 기관은 전체적으로 빨리
작동하고 있으며 깊이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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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학의 변화를 위한 “제 2 운영 체제”
대학이 조직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과정은 기존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대학은 변화하는 동안 위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에 맞게 실천 가능한 접근 방식은 “제 2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제 2 운영체제는
적절한 변화를 계획하고, 기존 대학의 관리 체제를 보완한다. 제 2 운영체제는 대학의
전통적인 질서와 지속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민첩한 네트워크로서 전통적인 질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 대학의 관리 체계는 일상적인 대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 조직된 제 2 운영체제와 협업할 수 있다.
제 2 운영체제의 주된 기능은 아래와 같다.
•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형성된 공동체[38]

•

최소한의 규모: 사람의 수, 구조, 목표

•

새로운 조직의 기능: 통합, 배려, 촉진, 깊은 경청 및 대화, 호기심, 동정심 및
용기[14]

•

중요한 일상 업무(대화, 책임, 정보 흐름 등)를 촉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 [39]

•

자기 관리, 전체성, 점진적 목적의 증진[35]

•

새로운 관리 및 조직 (중앙 집중 방식에서 생태계 방식으로)[35]

•

시연/ 영감을 주는 프로젝트 개발

•

다양하고 합법적인 구성과

•

빠른 결과 도출

제 2 운영체제는 그 자체로 혁신적인 철학과 운영방식에 맞춰 운영되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여러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떠올릴 수 있는 대학 내
15-20 명의 사람으로 구성될 것이다. 운영체제의 구조는 사례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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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운영체제는 대학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대학 구조를 개편하여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이 과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이다[37].
만약 대학 행정, 학부, 직원 및 학생들 간의 공동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대학은 새로운
시도를 기존 대학 질서를 바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위해서는 강한 리더십이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대학은 변화를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을 택하고 있다. 4.2부에서는 다
양한 예시를 보여줄 것이지만 모든 예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대학 전체의 교직원을 참여시킨다.

•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

실제 국제적 문제에 집중하여 연구와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캠퍼스를 현장 실험실로 사용한다.

제시된 사례 중 3 개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제 2 운영체제”를 이용했다. 네 번째 사례는
공동의 비전에 대한 강한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이다. 이 네 가지 사례는 모두
최근 예시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런 미래를 위해서는
대학 사이에 정보와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대학 간의 교류를 독려한다.
SDSN 은 SDGs 실현을 위해 전 세계의 대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계획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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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 연구

4.2.1 itdUPM, 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Universidad Politécnica de Madrid (UPM)은 SDGs 를 수행하기 위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했으며 현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의 주된 이유는
대학 내의 양방향의 소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5 참고). 하향식
계획(정부 차원에서 허락된 대학 전략)은 교직원 및 학생들의 비현실적인 전략에 대한
낮은 참여, 부담스러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교직원들, 과정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황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장애물은
대학 내 변화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준다. 반면에 학생과 교직원이 설계하는 상향식
계획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없는 경우,
혹은 위로부터 충분한 정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다. 결과적
하향식 계획과 상향식 계획을 연결하는 중간 구조가 있어야 한다.

그림 5: 대학 내 존재하는 양방향성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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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맥락에서 itdUPM[40]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개발하여 조직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제 2 운영체제(Kotter 에 의해
고안됨[37][41] )로 등장했다. 2014 년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 itUPM 은 혁신적이며
교육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다. 제 2 운영체제는 전통적이지 않고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조직적인 구조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또한 기존에 고립되어 있던 아이디어와 계획이
실현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관계형 업무 수행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

다른 유형의 조직 생성: 2012 년에 교직원과 연구진은 동시에 학문 연구 센터와
itdUPM 에 속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이 설계 되어 인센티브 정책의 착오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동료 평가서를 동시에 두 개의 센터에서 검토할 수
있다.

•

새로운 마스터 프로그램 설계[42]: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제 간 교육
커뮤니티가 개발되었다. 이 공동체는 교수진이 혁신적 방식으로 학점 시간을
배치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예를 들어 프로젝트 기반
학습 학기[43]이 있다. 중요한 추가 혜택으로 참여 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새로운 공동체도 만들어졌는데 이 공동체는 itdUPM 관리팀을 구성하는 주요
인재를 양성한다.

•

샤이어 협업[44]: 기업, 시민 사회와 기관, 공공 행정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에티오피아의 난민 캠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활동은 대학의
주요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샤이어 협업은 대학 내
itdUPM 에 관한 관심을 높였으며 itdUPM 은 현재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하였다.

•

Iberdrola Chair[45]: 대학은 과거에 민간 기업과 함께 교수직을 부여하였으나 이런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동했다. itdUPM 과
Iberdrola 는 이처럼 위험성이 있지만,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예: 고위 경영진의 보너스 지표로 SDGs 의 달성 포함) 결과적으로 주요
민간 기업과 대학의 혁신적이며 성공적인 관계는 itdUPM 이 대학 거버넌스에
대한 합법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대학 외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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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플랫폼: EIT Climate-KIC[46]가 후원하는 심층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후 환경 개선을 향한 도시 변혁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itdUPM 은 마드리드의 변화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시의회와 같은 다른 관계자와 협업하여 대학이 새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각화 하고, 대
학 리더십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교수진에 참여를 독려하게 되었으며 지식, 토
론, 행동의 장소로서 대학을 시민과 연결하였다.

•

SDG 세미나[47]: 2018 년 10 월부터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R&D&I 를
지원하는 새로운 유럽 프레임워크인 Horizon Europe[50](2021-2027)에서 채택한
‘목표 중심적’ 연구[48,49] 개념에 기반하여 만들어졌다.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
자들과 학업 경력자(교수에서 박사과정 학생 까지) 사이의 여러 지점에서 협력하
는 문화를 장려한다. 연구진들(교수부터 박사 학위 학생)은 편안하고 수평적인
분위기의 워크숍에서 2030 의제(현재는 ‘에너지 전환’과 ‘순환 경제’)가 2030 년
까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임무에 대해
논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 공동체(하향적 계획)는 2030 까지 탄소 제로 캠퍼
스 달성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 지역
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대학의 지도층에게 계획을 전달한다.

정리하면 itdUPM 의 프로젝트들은 대학의 관리 구조부터 교직원까지의 관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대학의 리더십은 교직원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로 학생이나 교수진에 의해 시작된 계획은
대학 내의 다른 부서들과 연관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여러 itdUPM 의 운영 원칙이 서로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itdUPM 의 목표는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사람들이
의미(목적)를 깨닫고, 숙달(깊은 기술 개발)되며, 구성원(개성을 존중하는 공동체)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51].

•

협업, 경청, 해석 및 행동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 공유

•

의미 있는 물리적 공간 생성: 닫힌 문이 없고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벽이 있는
공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시간과 자원의 관리에 세심하며 개인적인 관계 존중

•

존경받고 의미 있는 기회를 요구하는 교수진, 연구진, 기업, 동문, 프리랜서
(+240 명)의 네트워크 형성

•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입증

•

모든 과정에서 창의성에 초점을 두어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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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itdU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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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Monash 지속 가능 발전 기관
Monash 지속 가능 발전 기관(MSDI)은 국제 문제와 SDGs 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학습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관이다. MSDI 는 Monash 대학교의
제 2 운영체계이며 SDGs 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여러 혁신적인 계획을 진행하였다.
2006 년에 Monash 대학교는 MSDI 를 설립하였다. MSDI 는 여러 학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협력해 혁신적으로 SDGs 가 제시하는 복잡한 과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현재 150 명이 넘는 직원과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있으며 MSDI 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주력 프로젝트들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

호주 Cimate Works 는 Monash 대학교와 자선단체의 파트너십으로서 호주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배출을 2050 년까지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

호주 Behavior Works 는 세계 문제의 해결방안을 연구진 및 전문직 종사자들과
함께 찾는 연구 기업이다.

•

MSDI Water 는 Monash 주변에 있는 학부와 기관의 수자원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지원한다.

•

Revitalizing Informal Settlements and their Environments (RISE)는 인도네시아와
피지의 환경을 회복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역화와 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여러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

U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은 MSDI 가 개최하는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로 대학 및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SDG 시행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이다.

•

혁신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접근 방식과 역량을 포함시키는 공공정책 혁신
프로그램

•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은 대학원 과정과 학사 과정에 행정부 교육,
역량 강화와 학생 리더십 활동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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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I의 업무 진행과 성공에 기여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실제 세계 문제와 현재 필요에 집중한다. MSDI 는 연구한 내용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고 정책과 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역량을 측정한다.

•

Monash 대학 내부 혹은 외부의 학문, 산업, 기업 및 민간 사회와 함께 협업한다.
협업은 MSDI 의 활동의 기본이며 문제 인식, 계획 설립 및 실천 등 모든
MSDI 과정에서 협업이 이용된다.

•

혁신, 기업가 정신, 실험, 전략 구상 방안에 대해 개방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속 가능한 개발 과제에 관한 시스템을 혁신한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 및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외부와 협력하고 영향력에 집중하는 MSDI 의 업무 수행 방식은 MSDI 프로젝트의 진행,
파트너십 구축, 짧은 시간 내에 업무 수행, 정부 및 기업의 운영 방식과 일관된 업무
수행이 유연하게 도와주었다. 또한 MSDI 가 여러 학문 및 비 학문적 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MSDI 의 직원은 정부, 기업, 지역 사회에서
종사하고 있고 전문 분야가 어떻게 작동하며 각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다.
또한 간 학문적 및 초 학문적 연구, 교육, 참여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MSDI 의 성공과 연관이 있다.

SDGs 를 위한 교육은 MSDI 의 중심이다. MSDI 는 지속 가능한 개발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부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가 없는 기관으로서 MSDI 는 독특한 위치, 구조,
네트워크, 역량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MSDI 는 Monash 대학교에서 독특한 간
학문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참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를 끌어내고
실용적인 기술, 지식, 사고방식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대학 내부 및 외부의 학생들과 청중을 위한 공식적인 학위 프로그램 및 수업, 정규 과목과
병행하는 수업, 대학원 연구, 전문적인 발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MSDI
활동의 예시이다.
•

환경과 지속가능성 석사과정. 이는 여러 학부가 협업하는 학위로서 과학, 예술
학부, Monash 경영 대학과 MSDI 의 참여로 진행 된다. MSDI 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석사 리더십 프로그램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업 파트너와의 협업을 위한
주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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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스텝. 이는 Monash 대학교 학생들이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2020 년에 20 주년을 맞이한다.
기존에는 지속 가능한 환경이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SDG 의제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경험 위주의 워크숍과 지속 가능성 컨설팅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

행동 변화 대학원 연구 산업 파트너십 (GRIP) 프로그램. 이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정부와 비정부 기관의 실무자들과 협력하여 공공 정책 이슈를 다루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MSDI 와 학부 교수진의 도움을 받는다.

•

환경 지속가능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미래 보건 인력 교육. 이는 MSDI 가 의학부,
간호 및 보건 과학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보건
전문가들이 ESD 개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기후 변화와 비즈니스 리스크. 이는 경영진 교육으로 고위 관리자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기업 전략에 기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McKinnon 연구소. 이는 비 당파 및 비영리 단체이며 대학과 자선 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설립되었다. 복잡한 세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 정치인과 연방
정치인들을 위해 전문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SDG 관련 지식과 기술을 경영 교육에 포함해 Monash 경영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가르친다. 한 부서는 B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실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

모두 함께. 이는 MSDI 가 이끄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으로 예술, 법률,
교육, 경영, 디자인과 건축 학부와 협력하여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Monash
대학생들에게 소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회적 포용 과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과 MSDI 는 같이 협업하여 작업했다. MSDI 가 이러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과제를 탐색해 왔다. 이 여정은 연구소, 대학 그리고 주변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계속되고 있다.

사례 연구: MSDI ESDGs 계획
·

Leave No One Behind(모두를 포용하는 정책)

·

학제 간 석사 과정에 SDGs 통합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47

4.2.3 Sunway 대학교
환경 지속 가능성은 Sunway 대학의 DNA 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Sunway 대학교는 한때
채굴된 황무지의 불모지였던 곳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학문 단지의 일부분이다. 오늘날,
채굴 구멍은 회복되었으며 회복된 지역은 Sunway 도시의 중심이다. Sunway 도시는
현명한 디지털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화를 통해 도시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열 집열 지붕이 있는 높은 보행로는 도시의 모든 부분을 연결하고 시내버스 고속
교통 시스템은 도시를 Klang Valley 의 2 개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연결한다. 그리고 빗물
추적 시스템은 Sunway 교육 단지가 물을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 농업
벤처 기업은 창업을 시작하고 있다.
1986 년에 세워진 Sunway College 는 2004 년에 Sunway University College 로 발전했고
2011 년에 Sunway 대학교가 설립되었다. Sunway 대학교는 말레이시아의 유일한 비영리
대학으로 자선 단체인 Jeferrey Cheah Foundation (JEF)가 소유주이다. Jeffery Cheah 는 지속
가능 발전의 실무자이며 경험을 통해 교육적 접근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의 발전의
핵심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Sunway 도시는 경제적으로 활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진취적이고, 문화적으로 활기차며,
지역 자치에 참여하는 친환경적인 소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 아래 탄생했다. 오늘날
Sunway 도시는 교육의 허브이며 (Talylor’s 대학교와 Monash 대학교가 Sunway 도시에
위치한다)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친환경적인 많은 기업의 본사가 Sunway 에 있다.
Sunway 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계획은 2015 UN 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반영한다. 개별
부서들은 자체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함을 느꼈으며 이를 통해 환경
저하를 방지할 수 있었다. 대학교는 주 전체에서 사용을 금지하기 7 년 전인 2010 년에
폴리스타이렌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2012 년에는 재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6 년에 Sunway Group 의 임무에 SDGs 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면서 Sunway 대학교는 제 2
운영체제를 도입했다. Sunway Smart Campus Committee(SSCC)는 2017 년에 세워졌고
캠퍼스 내 정책과 계획을 구상하고 혁신하며 권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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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CC 는 회고 경영진, 여러 서비스 부서, 학부 및 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대표를
포함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캠퍼스 내 친환경 활동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 주제와 연관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처음부터 진행되었다. 또한 운영
및 사회 기반 시설을 세우기 위한 회의와 캠퍼스 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활동도 함께 추진되었다. 계획이 시작되면 빠르게 계획에 대한 운영 기준이
세워진다. 이는 점진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추구하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조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이다.
첫 2 년 동안 SSCC 는 여러 캠퍼스 계획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2018 년에 시작한 캠퍼스
내 태양 에너지 프로젝트는 여러 에너지 절약 목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 절약
목표는 탄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학생과 연구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개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Sunway 대학교는 2 백만 RM 이상을 현재 설치된 600kwP 의 용량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후 6 년간 투자 회수 기간을 보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첫걸음이다.
또한, Sunway 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Sunway 대학교는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하는 말레이시아의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

Jeffery Sachs Center on Sustainable Development (JSC)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와 교육의 지역 기관으로 2016 년에 세워졌다. 2018 년에 지속가능발전 경영
석사과정 (MSDM)을 설립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화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르쳤다. JSC 는 또한, 제조업, 금융 서비스업, 정부 등 다양한
업종에 맞는 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SDM 은 앞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학습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할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

Sunway iLabs 는 2017 년에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가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다.

•

미래-도시 연구소(The Future-cities Research Institute )는 JSC 가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2019 년에 세워졌으며 Sunway 도시를
실험실로 이용하고 있다. 기관은 오염, 교통 혼잡, 범죄, 공공 보건과 정보 격차와
같은 문제에 집중한다.

•

2019 년부터 학업 표준 및 품질(the Academic Standards and Quality )부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학부 과정을
재설계했다.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49

•

Sunway 대학교는 국가의 SDG 과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기관으로서 2019 년
지속 가능한 발전 해결방안 네트워크 말레이시아 지부를 주관하게 되었다.
2020 년 후반부터 SDSN-Asia 본사를 유치할 예정이고 더 넓은 아시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앞으로의 12 개월 동안 SDSN-Asia 는 SDG Academy 를 주최할 것이다. ASG
Academy 는 세계 지식 허브로 2014 년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좌를 국제적인 공공재로 제공하고 있다.

Sunway 대학교는 SDGs 를 수용하는 기관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와 지식을 가진 학생을 배출하는 기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와 기업 및 시민 가회와 협력하는 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년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Sunway 대학은 지역 사회에서 SDGs 를 적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욱 큰 국가적 및 지역적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림 7: 지속가능성을 캠퍼스 공동체에 포함하기 위한 10 가지의 현명한 지속 가능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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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Pretoria 대학교
Pretoria 대학교는 사회의 중요한 일부분인 연구 집약적인 대학으로서 현재 및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사람을 개발하고 지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UN 의 지속
가능한 목표 (SDGs)에 따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부문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야 하는
당위성에 기반한다고 보며, 이는 연구, 교육 및 학습과 참여와 같은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SDGs 성취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인지한 Pretoria 대학교는 2015 년에 SDGs 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SDGs 에 참여하고 있다. Pretoria 대학교는 SDGs 를 대학의 주요
기능과 통합하고 SDGs 관련 활동이 대학을 넘어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8 참고)

그림 8: Pretoria 대학교가 SDGs 를 성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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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행동 실천
SDGs 에 대한 집중은 대학의 전략 계획-2025 년이라는 최고 수준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대학의 전략 계획은 여러 주제 가운데에서도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대학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와 협업하는
활동,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집중하는 활동 등이 있다. 이런 대학의 방향성은 SDGs 의
핵심 내용인 사람, 행성, 번영, 평화, 협업과 일치한다.
이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Pretoria 대학은 여러 안내 원칙을 세웠으며 이 원칙은 기관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대학이 SDGs 에 헌신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런 원칙은 통
학문적 접근, 협업과 혁신, 다양성 및 포괄성,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에 맞는 일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포함된 관리 체계와 과정은 대학 내의 연관성,
투명성, 통합성, 책임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 및 시행
지속 가능성과 SDG 와 관련된 지식을 교수진의 업무에 통합하는 것은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 안목과 세계적인 안목을 갖춘 리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업무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SDG 와 해당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파악한 후 기관 전체에 걸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활동은 SDGs 를 교육 방식에 통합하는 것, 학문 프로그램에 지역 사회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 SDGs 성취에 연구 활동이 기여하는 것이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지역 사회 및 공공 부문의 요구 사항 해결에 중심을 맞춘 연구 활동, 공공 부문 기관에 대한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단기 수업, 대중을 위한 수업,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대학은 통 학문적인 접근 방식을 SDGs 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이용하였다. 통
학문적인 접근 방식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대학 지도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 연구
테마 (Institutional Research Themes)의 승인을 통해 활동이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천 공동체 (Communities of Practice)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설립되고 장려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적인 학문 프로그램의 예시로는 지역 사회 기반 경험 학습,
혁신적인 대중과의 상호작용 기술, COVID-19 로 인한 가상 교육으로의 전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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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영향력 형성
꾸준히 SDGs 를 대학의 기존 운영 방식과 통합하는 것은 활동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SDGs 전반에 걸친 무수히 많은 활동은 참여, 전략적 계획 설립, 학문 및 비
학문적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및 네트워크 형성, 지역, 국가 및 대륙 수준에서 정책과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Pretoria 대학은 세 개의 통 학문적 협업 플랫폼인 미래
아프리카 (Future Africa), Javett 아트 센터, 엔지니어링 4.0 발전을 설립했으며 현재 네 번째
플랫폼인 Innovation Africa@UP 를 작업 중이다.
대학교의 리더십의 몇가지 예시로 다음 활동이 포함된다. SDG 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방 접근 연구를 수집 및 태그하는 남아프리카 SDG 허브 호스팅; SDG 2 를 위한
유엔의 아카데믹 임팩트 허브 개최; 유엔의 책임경영교육원칙(PRME) 옹호; 그리고 식량
안보와 식량 시스템 전환에 대한 아프리카 연구 대학 연합 (ARUA)의 적극적 협업이 있다.
남아프리카 SDG 허브 관련 업무는 Pretoria 대학교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서 다양한 상을 받고, 타임즈 고등교육영향평가 순위와 최근 UniRank 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의 계획
Pretoria 대학교는 계속해서 설명한 방향(SDGs 를 실천하는 계획)을 추구할 것이다.
끊임없이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이다. Pretoria 대학교는 통합적
사고, 행동 학습 및 보고의 반복적 순환이 행동의 일관성을 높이며 더욱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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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약어 & 용어
용어 참고 사항
일반적인 대학 용어들은 세계 각지에서 다르게 사용된다. 아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안내서에서는 어떻게 용어들이 사용되었는지 설명한다.
강좌
Course

“강좌”라는 용어는 지역별 3 로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이 안내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이용한다.
 단위: 한 학기에 걸친 학업 단위 (“과목” 또는 “모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프로그램: 학위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성 요소

학부
Faculty

대학의 학부는 (1) 대학의 분과 또는 (2) 세계 각지의 학술/지도 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용어를 구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1. 학부(Faculty)/학교(School)
2. 교직원(Faculty members)

대학
University

이 안내에 걸친 “대학”이라는 용어는 넓은 범위의 3 차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고차원의 교육 기관, 대학, 직업 훈련 학교를 포함한다.

약어

3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ESDGs

Education for the SDGs SDGs 를 위한 교육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대규모의 온라인 강의

PRME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책임 경영 교육의 원칙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S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해결방안 네트워크

UN

United Nations 국제 연합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https://en.wikipedia.org/wiki/Course_(education) (마지막 접근 2020 년 8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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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ESDG 관련 SDGs 와 세부 목표
다음은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SDGs 와
세부목표이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content=2)
SDG

세부목표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7 2030 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를 포함하여 소규모
비즈니스 및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한다.

12.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2.8 2030 년까지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생활양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한다.

13. 기후변화 대응
13.3 기후변화의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강화한다.
13.b 여성, 청년, 지역 사회외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여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효과적인 계획과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장려한다.
16. 인권, 정의, 평화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한 모든 단계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제도 강화)

17. 지구촌 협력 확대
17.9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발도상국의 국가계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 목표지향적인
역량강화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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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선정된 자료
ESDGs 와 ESDGs 의 선도자인 SDG 에 대한 온라인 자료는 무수히 많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대학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 속에서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록에서는 대학
내 ESDGs 의 실행의 지원하는 주요 자료를 보여준다

C.1 일반적인 자료


SDSN Australia/Pacific (2017) Getting started with the SDGs in universities: A guide for
universitie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the academic sector. Australia, New
Zealand and Pacific Edition.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Australia/Pacific, Melbourne.



UNESCO (2017)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arning objectives.
UNESCO, Paris.



UNESCO (2014) Roadmap for Implementing the Global Action Programm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ESCO, Paris.



HOCH-N (2019) Sustainability Governance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beta
version) [English version]. Sustainability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develop –
network – report (HOCHN), Berlin.



PRME (2020) Blueprint for SDG integration into curriculum, research and partnerships.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New York.



Verhoef, L & Bossert, M (2019) The University Campus as a Living Lab for
Sustainability: A Practitioner’s Guide and Handbook.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Hochschule für Technik Stuttgart.



Several publications from the Elsevier World Sustainability Series, edited by Walter
Leal Filho, contain many case studies on ESDG-related topics. Recent examples include
Universities as Living Lab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on University
Campuses: Learning, Skills Building and Best Practices, and Implementing Sustainability
in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C.2 사례 연구 자료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Case study website 는 이 안내에서 언급된 모든
연구 사례를 포함한다.



The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는 몇 년간 SDGs 의
구현에있어 교육을 통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다. 논문은 회의 공식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2019, 2018, 2017



PRiMEtime Blog 는 PRME 참여자들의 실천과 어떻게 지속 가능성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세계적인 교육 관리에 포함할지에 관한 내용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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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ustainable Campus Network (ISCN) Sustainable Campus Best Practice
reports: 2018 WEF-ISCN Report: Educating with Purpose 와 2017 WEF-ISCN Report:
Educating for Sustainability.



Elsevier World Sustainability Series 출판물은 Walter Leal Filho 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ESDG 관련 주제에 대한 여러 사례 연구를 포함한다. 최근 예시는 Universities as
Living Lab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Sustainability on University Campuses:
Learning, Skills Building and Best Practices 와 Implementing Sustainability in the
Curriculum of Universities 를 포함한다.

C.3 온라인 자료 및 도구


SDSN’s SDG Academy 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SDGs 에 대한 무료 온라인 수업과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Digital Learn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은 더 높은 교육 방식에 SDGs 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된 Hambur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 의 온라인 자료와
수업을 수합한 것이다.



Campus as a living lab 는 지속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일반적인 안내, 도구, 자료와
지원을 제공한다.



SDG Impact Assessment Tool 는 무료 온라인 학습 도구로서 학생과 선생님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어떻게 행동, 조직, 혁신이 SDGs 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Sulitest 는 지속가능한 읽고 쓰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온라인 시험이다. 이
도구는 고등 교육 기관이 진행률을 측정하거나 관찰 및 보고를 위해 여러 학생
집단의 결과를 종합하는 데 이용된다.

C.4 G 글로벌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SDG Academy – Community of Practice 는 동료 학습과 가장 좋은 실천 방식 공유,
맞춤형 자원 개발, 연구 기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고등 교육 기관, NGO, 열이 기업 및 관련 정부 기관이 모인 공동체를
만든다.



SDSN Youth – SDG Students Program 학생들이 모여 SDGs 에 대해 배우고 이에
참여하며 행동을 취하는 세계적인 학생 허브 네트워크이다.



Principles for Responsible Management Education (PRME) 은 전 세계 경영대학원과
협력하여 경영 대학 학생들이 SDGs 성취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해와 능력을
갖추는 것을 도와주는 계획으로 UN 의 지원을 받는다.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AIM2Flourish은 경영전문학교가 학생에게
SDGs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기업 영향에 대해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SDGs를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을 연구하며 기업 지도자
혹은 사회 기업가를 인터뷰하고 긍정적인 사업 혁신 이야기를 쓰고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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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SDG 관련 측정 및 보고 프레임워크


Official UN SDG indicators: 2019 년 후반에 UN 은 SDG 지표 4.7.1 을 발표했다. 이
지표는 (i) 세계 시민 교육 (ii) 성평등과 인원을 포함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이 모든
수준,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 지도, (d) 학생 평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한다. 이 방법론은 국가 보고에서 이용되는 것이 목적이며 3 차
교육에 ESDGs 를 포함한다.



Sustainability Tracking, Assessment & Rating System (STARS):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AASHE)의 프로그램으로 STARS 는
여러 분야, 운영, 교육 과정 및 캠퍼스 참여와 같은 ESDG 관견 분야에서 기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보고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AASHE 는 최근에
어떻게 STARS 의 기관이 SDGs 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출판물을
발간했다.



Times Higher Education (THE) Impact Rankings: 2019 년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SDGs 를 대학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순위를 매긴다. 필수
지표인 17.iv 는 2020 년 순위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SDGs 를 위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SDG Accord: 이 협정은 정성적 자체 평가 조사를 개발해 대학이 기관의 통합, 대학
내의 모든 분야(ESDGs 관련 분야 포함)에서 SDGs 에 대학의 기여 및 대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PRME Sharing Information on Progress (SIP) Reports: PRME SIP 보고서는 경영 대학
교육 과정이 PRME 원칙을 학업 활동, 교육과정, 조직적 실천을 통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현재 많은 보고서가 SDGs 를 통합하고 있다.



The SDG Dashboard: Dashboard 는 보고, 시각화, 데이터 분석 기구로서 PRME 와
다를 세계 경영 학교들이 SDGs 를 발전하는 데 미치는 기여(교육 포함)를 보여주기
위해 Saint Joseph’s University 가 개발했다.



Indicator system of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과
SDGs 에 대한 경영대학의 기여를 측정하기 위해 PRME 라틴 아메리카와 Caribbean
지부가 개발한 세부 지표 시스템이다.



Sulitest: 온라인 시험 도구로서 지속 가능한 글 읽고 쓰는 능력을 측정한다. 이
도구는 고등 교육 기관이 여러 학생의 결과(진행률 측정, 모니터링 및 보고)를
집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isting institutional reporting: 대학은 연간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다양성 및
통합성 보고서를 통해 이미 SDGs 교육과 학습과 관련된 지표를 이미 보고하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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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SDG 와 관련된 대학의 노력
다음은 ESDGs와 관련된 대학의 노력이다. 모든 대학의 헌신은 SDGs를 발전하기 위한
연구, 교육, 운영, 사회적 역할을 포함하지만, 헌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활동 내용은 달라진다. 활동의 초점은 SDGs 준수 및 보고 요구사항, SDGs 실현을 위한
지원, 지역적 초점 등이 될 수 있다. 기관은 여러 프레임워크 중에 자신의 필요에 가장
맞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다.


University Commitment to the SDGs 은 SDSN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지부가
관리한다.



대학 지속 가능성 네트워크의 국제 연맹의 SDG Accord



Declaration on University Global Engagement UN 의 Institute for Training Research 와
Association of Public & Land-grant Universities 의 협업



Declaration on the role of Universi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DGs Big Tent
Consortium 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대학과 지역 사회 파트너들의 세계
네트워크이다.



International Sustainable Campus Network의 ISCN Sustainable Campus
Charter 2018



Declaration on University Global Engagement에서 발전한 University Global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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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ESDGs 를 지원하는 대학 SDSN 프로그램
D.1 SDG 학술원
SDG 학술원은 SDSN 의 주된 교육 계획 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최고의 교육
자료를 만들고 이를 공공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4 년부터 SDG 학술원은 20 개의
수업을 만들었으며 이 수업은 190 개 국가의 약 300,000 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제공되었다. 수업은 MOOCs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다양한 국제 청중들을 위해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은 학생, 연구진, 전문가, 정책 입안자 혹은 다양한 조직이다.
SDG 학술원의 국제 교수진은 지속 가능한 발전 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식 교환이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SDG 학술원의 모든 과정은 석사 학위 입문
단계이며 대부분은 다양한 분야, 관점, 전통의 강사진을 초빙한다. 이들은 학술가 혹은
실무자이다. 강사진은 수업 초반에는 학습자들이 배경지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수업
과정이 끝나면 학습자들이 우리 시대의 긴급한 세계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 (UPP)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SDSN 에 속해 있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지 20 개 이상의 대학이 16 개의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다. 추가로 SDG 도서관에는 1,200 개 이상의 강의 녹화가 대학교와 대학원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수업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다. 게다가 Global Master’s in
Development Practice (MDP)는 발전 교육에 관한 국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고 26 개의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진행될 프로젝트에는 온라인 SDG 백과사전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다.

Accelerating Education for the SDGs in Universities

60

D.2 청소년 SDSN
청소년 SDSN 은 어린아이들에게 SDGs, 파리 협정에 대해 교육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85 개 국가 이상에서 학생회, 청소년 주도
및 청소년 중심 단체, 청소년 역량 강화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1,000 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SDSN 은 청소년이 SDG 와 파리 협정의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역적으로
기여할 환경을 제공한다.
회원 단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책을 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한다.
청소년 SDSN 은 청소년 역량 강화와 SDGs 의 발전에 집중한 다양한 이벤트를 주최하며
참여한다. SDSN 의 대표들은 전 세계적으로 워크숍과 세미나의 진행을 도우며 고위급
회의와 정상회담에 참여한다. 예시로는 Vatican 청소년 심포지엄, 청소년 회의, 세계
청소년 날이 있다. 400 개 이상의 발표와 연설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대화, 정책
입안, 2030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해결 방안 중심 계획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현재 청소년 SDSN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제공한다.
•

Global Schools Program: 특히 K-12 학년에 초점을 둔 SDGs 에 관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도구를 학교와 교사에게 제공한다.

•

Youth Solutions Program: SDGs 와 관련되고 젊은 전문가와 학생들이 이끄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다루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홍보한다.

•

Local Pathway Fellowship: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적 노력에 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젊은 도시 혁신가에게 도시 전문가, 조직자와 학자들과 지식
및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개개인 학습
네트워크이다.

•

SDG 학생 프로그램: 대학 캠퍼스 내 공간을 만들어 SDGs 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 SDGs 에 관해 배우고 이에 참여하여 마침내 지속 가능의
중요성을 졸업 후 그들의 직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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