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1학기 수업계획서

교과목

이수구분 선택교양 학수번호 YP144 분반번호 001

교과목명 저탄소사회와대안적삶 학점 2 시수
강의 2

실험실습(실기) 0

담당교수

성명 김해창 전화번호

상담시간 이멜 통해 수시 E-Mail

개설학과 및 

수강대상

개설학과 창의인재대학 교양학부 개설학기 1

대상(권장)학년 2 대상(권장)학과 전 학과

교과목개요

○지구온난화문제는 21세기 최대 과제로 저탄소사회 만들기와 이에 따른 대안적 삶의 모색이 현대 지식인에

게 절실히 요구됨�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학제적 접근과 학문융합적 사고 육성이 필요�

○저탄소사회 만들기를 대안경제체제적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를 가

진 대학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음�

○저탄소사회 만들기와 자신의 삶을 연결시킴으로써 수강자들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

을 것임

교과목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교수 방법 평가도구

현재 자신의 삶과 우리사회에 대한 성찰을 이

끌어낸다
강의, 과제 과제, 기말고사

탈자동차, 탈원전에너지전환에 대해 이해한

다
강의, 과제 과제, 기말고사

환경친화적 조세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강의, 과제 과제, 기말고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해

한다
강의, 과제 과제, 기말고사

도농상생, 생태관광, 저탄소사회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이해한다
강의, 과제 과제, 기말고사



수업관련

홈페이지/

게시판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이러닝으로 첫수업의 경우 실시간 비대면 수업, 15주째 기말고사만 실시(중간고사 생략)

수업유형

대면수업 [ ] 블렌디드러닝 [ ] e-러닝 [V]

비대면수업시 참고사항 [비대면 수업 출석 및 과제 제출 확실히 할 것]

블렌디드러닝 :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수업

e-러닝 : 첫수업, 시험을 제외하고 모두 비대면 수업

수업방식
강의 [V] 발표및토의 [ ] 실험/실습/실기 [ ] 현장실습 [ ] 팀프로젝트 [ ]

기타 [  ]

학습자 중심

교수법

PBL [ ] 플립러닝 [ ] 서비스러닝 [ ]

기타 [  ]

성   적   평   가

평가항목 비율 평가항목별 안내 및 채점기준

출석 20

중간시험 0

기말시험 50

과제물 30

-과제물 평가 시 주요 평가 항목 안내

내용의 독창성 [ ] 내용의 논리성 [ ] 내용의 충실성 [ ] 주제 적합성 [ ]

자료 활용의 적절성 [ ] 과제작성 형식의 적합성 [ ] 기타 [ ]

발표 0

-발표 평가 시 주요 평가 항목 안내

내용의 독창성 [ ] 내용의 논리성 [ ] 내용의 충실성 [ ] 주제 적합성 [ ]

자료 활용의 적절성 [ ] 발표시간 및 형식 준수 [ ] 발표내용 전달력 [ ] 질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 [ ]

기타 [ ]

수시시험 0

실험/실습/실기 0

기타 0

상대평가

등급별비율

교양(기초, 선택, 융합) : A(25%), A+B(65%), A+B+C(100%), A+B+C+D(100%), A+B+C+D+F(100%)

※ 위 비율은 강좌의 수강인원, 강의구분(실험/실습/실기), 수업방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서명 저자 출판사

교재 및 참

고문헌

참고자료 재난의 정치경제학-코로나시대 대안찾기 김해창 미세움

교재 저탄소 대안경제론 김해창 미세움



15주간 수업계획

주 수  업  계  획
과제 및 

참고자료

협동수업 담당자 

및 시간

1

수업계획서 발표�

교수 소개�

학생 소개�

자신의 삶과 우리사회에 관한 생각나누기�

기후변화 개념, 영향, 원인

기후변화 관련 영상�

*다음시간 수업 전까지 과제1 제출

2

탈자동차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자동차와 온실가스�

-탈자동차를 위한 정책�

-자전거의 재발견

*과제1: 자기소개수강동기, 생활 속의 환경실천 이야기(A4 2장)seablue555@naver.com으로 기한 엄수 제출

3

탈원전에너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발전의 위험성, 원전사고의 피해�

-원전과 발전비용�

-원전과 지역경제�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4

공공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공사업과 환경파괴적 구조�

-공공사업의 경제적 효과�

-타산지석 일본의 사례분석�

-공공사업 개혁방안

5

환경친화적 구조와 탄소금융�

-배출부과금�

-환경세, 탄소세, 토빈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인센티브, 보조금�

-기본소득, 탄소배출권거래, 탄소금융

6

자연에너지와 지역경제�

-지역자원과 에너지자립�

-자연에너지와 지역산업�

-자연에너지와 고용창출�

-완전고용에 대한 도전

*다음시간 수업 전까지 과제2 제출

7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SVS)�

-환경경영, 환경회계�

-사회책임투자(SRI)�
*과제2: CSR 사례 2가지 정리 소개(A4 4장) seablue555@naver.com으로 기한 엄수 제출

8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3만엔 비즈니스

9

도농상생�

-지산지소, 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

-도시농업�

-도농상생비즈니스

10

공정무역과 생태관광�

-환경규제와 국제무역, 생태발자국, 탄소발자국�

-생태관광 개념과 실태�

-생태관광 기본 가이드라인

*다음시간 수업 전까지 과제3 제출

11

사회적 금융, 지역화폐, 지역재단�

-사회적 금융의 개념과 실태�

-지역화폐의 개념과 실태�

-지역재단의 개념과 실태

과제3: 사회적 금융 사례 2곳 정리 소개(A4 4장) seablue555@naver.com으로 기한 엄수 제출

12

저탄소도시 만들기와 거버넌스�

-도시의 변천�

-거버넌스를 통한 저탄소만들기

13

저탄소도시의 선진사례와 지자체의 환경정책 형성방안�

-저탄소도시 선진사례 소개�

-지자체의 환경정책 형성방안

14

창조적 리더십과 기업가정신, 라이프브랜드�

-창조적 리더십의 개념과 실제�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실제�

-라이브브랜드의 개념

15

기말고사



수업관련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