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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회 2 2             구자현

1. 교수의 교육철학

 학생들을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수행함을 통해 스스로 풍요롭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키워내고자 한  
 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갈 때 스스로 행복할 수 있으며 사회에도 유익을 끼칠 수 있  
 는 사람이 된다. 인간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격과 교양 및 전  
 문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것이 토대가 된다. 학생들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문적  
 소양뿐 아니라 자연과학적 소양도 함께 겸비함으로써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 사회에 다방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2. 교과목 개요

 시사적인 환경 문제들을 과학적, 사회적으로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여 현대의 환경관을  
 반성하여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을 배양한다. 환경 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에 관련된 관점을 이해  
 하고 환경에 대한 관념과 이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핀다. 환경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고 환경 문제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스스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과목 학습목표

 1. 현대의 환경관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환경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시사적인 환경문제의 원인과 양상, 해결 방안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4. 쟁점이 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거를 들어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교재 및 참고도서(※입력형태:교재명/저자/출판사/기타)

주교재  인간과 환경/하상안, 배혜룡, 이경호, 정근욱 지음/형설출판사/2002 

5. 주차별 수업 내용

주차 제목 내용

1 강의 소개 강의 소개 / 현대의 환경관

2 고대 그리스의 환경관 우연론과 설계론 

3 기독교의 환경관 유대 기독교 전통, 린 화이트, 머턴, 호이카스, 직선적 시간관 

4 진화주의의 출현 진화주의, 화석의 유기체 기원설, 18-19세기 지질학, 생물진화설, 팽창 우주설

5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의 원인, 피해, 대책, 오존층 파괴의 원인, 피해, 대책

6 지진과 판구조론 지진 발생의 원인, 판 구조론, 지진 발생의 양상, 지진 및 쓰나미 대피 요령

7 수자원과 수질오염 물의 중요성, 수자원 현황, 수질 오염, 수자원 확보

8 황사와 미세먼지 황사의 원인, 피해, 대책, 미세 먼지의 원인, 피해, 대책 

9 핵 에너지와 방사능 핵에너지의 역사, 핵은 깨끗한 에너지인가?  방사능의 측정과 피해 

10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생태계의 특성, 생태학적 지위,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종

11 에너지 위기와 신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 고갈, 신재생 에너지

12 환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환경 협약과 의정서,  환경 단체 

13 종합토론 환경을 위한 윤리,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