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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릿쿄대학 ESD연구센터(ESDRC)는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교육)가 다양한 사회 활동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07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ESD)」에 있어서 실천 연구와 교육 기획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도의 

문부과학성 오픈리서치센터의 정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다양한 연구 활동의 

전개가 국내외로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

 ESD연구는 환경・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학제적 연구입니다만, 

종래의 연구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연구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종합적인 「교육의 재방향 설정」의 제언, 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실천, 지도자・
교육자의 인재양성, 연구 활동・실천 활동의 네트워크 형성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 연구센터는 「환경 교육」과 지역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 이 

분야에 있어서 「허브」 기능의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연구 및 실천 활동은 테마별로 아시아, 태평양, CSR, 통괄이라는 4개의 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정기적인 연구회는 물론 심포지엄, 강연회, 워크숍, 세미나 

등의 공개를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내용이나 연구 및 실천의 성과는 이하의 웹 사이트에서 수시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직관을 중시한 차세대 CSR의 확립을 위하여

글로벌화가 진척되고 

또한 모든 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힌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들의 생활이나 기업 활동이 자연환경 혹은 세계의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는 물론 자연도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추구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이나 기업 활동이 세계의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논리적 사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과제에 대한 「감성」과 「직관」을 소중히 합니다.

지속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차세대 CSR로서 

ESD(지속가능발전교육)를 활용한 기업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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