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국제 심포지엄
ESD 와 교원양성교육
미래를 만드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지속 개발 교육, ESD)은, 환경 문제를 포함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ESD 를 국제 협력 중에서 글로벌인 시점을 기르면서 실시하는
것은, 협력 상대국 뿐만 아니라 국내의 교육 현장에 있어도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10 년 DESD)의 전반기가 끝나고 있는 지금도,외국
뿐만 아니라 국내의 교육현장에 있어서도,ESD 라는 말의 인지도는 높다고 할수 없고, 교육
실천도 충분히 행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의 심포지엄은, 2008 년도 「국제 협력
주도권」교육 협력 거점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시해, ESD 의 시점을 가진 교원
양성이나 학교 지원 등, 지금까지의 일본의 성과를 재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개발 도상국의
현상을 배워, JICA 나 유네스코, 유엔대학등의 네트워크의 활용도 포함해, 글로벌인 ESD 의
추진을 향해서 어떠한 국제 협력이 가능한가의 검토를 실시하고 싶습니다.
기일

2009 년 2 월 22 일(일)

회장

센다이 국제 센터

시간

오전 10 시부터 오후 5 시

(２F)

일반 공개, 입장 무료

프로그램
１０：００

１０：３０ 개회

미야기교육대학학장

사회

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장

후지타 히로시씨

타카하시 타카시조 (5 분 )

문부과학성대신관방 국제과국제협력정책실 국제협력조사관 이와이 아쯔타케씨 (5 분 )
JICA 동북지부장

카이 나오키씨(5 분 )

일본 유네스코협회연맹사업부장 데라오 아키히토씨(5 분 )
ACCU 교육협력과과장 시바오 토모코씨(5 분 )
１０：３０ １２：００ 기조강연

사회

국제이해교육연구센터 후지타 히로시

교원양성과국제협력의 본연의 자세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위원장 타무라 테츠오씨
１３：００ １５：００ 세션１
학교에 있어서의 ESD 실천의 현상과 과제
사회

무사시공업대학강사

○ 외국으로부터의 리포트 (순서대로 통역 )
「벨리즈」(15 분 )

사토 마사히사씨

「네팔」(15 분 )
○ 「마다가스카르 지원의 교육 실천 활동」(15 분 )

(순서대로 통역)

마다가스카르 국립틴바자자 동식물공원 환경보전교육부장
환경교육실천연구센터준교수

사이토

치에미

○ 「일본의 대학에 의한 ESD 의 진행상황 」(20 분 )
나고야 대학 대학원 준교수 키타무라 토모히토씨
○ 「국제협력 주도권과 국제이해교육」(20 분 )
미야기교육대학 환경교육실천연구센터장 나가무라 마츠타카시씨
(토론)
１4：4５ １6：3０ 세션２
「글로벌리제이션안의 교원양성과 학교지원」
사회
인사

미야기교육대학교수 코가네자와 타카아키

유엔대학고등연구소

명집 칸바시 히로시씨

○ 「외부기관과의 제휴와 학교내의 시스템 만들기」(30 분 )
토운 초등학교 교장 테시마 토시오씨
○ 「교원 양성 대학에 있어서의 ESD 의 추진」( 각 15 분 」
홋카이도교육대학학 쿠시로교 ESD 센터장

이쿠카타 히데키씨

○ 「대학에 의한 학교 지원：유네스코·스쿨 지원 대학간네트워크」( 각 15 분 )
이와테대학교원양성기구교수 타나카 요시베에씨
토호쿠대학 대학원 환경과학연구과 준교수

아사카마 히로시씨

오카야마대학원환경연구과준교수 모우리 시노씨
(토론)

１７：００?１９：００ 교류회

(센다이 국제 센터내의 레스토랑)

미야기현내의 신규가맹교의 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