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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수목표 및 강의개요(Course objectives & Description)

1) 교수목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이란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고, 물리과학에 관련된 제반 현상과 원리, 주변 학문과의 관계,

물리과학의 응용 및 사회에서의 역할 등에 관하여 조명한다.

2) 강의개요

이 강의에서는 인류 지식 역사의 일부로서 과학의 발전과, 이로 인해 인류 사회가 변화

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중요한-대중에게 잘 알려진-과학자들의 삶과 업적, 성

공과 실패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리스 시대의 자연철학자들과 천문학자

들의 업적을 재평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대 물리학의 태동과 양자역학 등 현대 물리

학의 확립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물리학 지식의 확립과 물리학자들의 업적을 알아봄으

로써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현대 사회에서 물리학의 역

할을 재조명해 보게 한다. 본 강의에서 과학사나 일반물리학을 강의하지는 않으나 과학

사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나 중요한 물리 개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

고자 한다. 많은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강의는 빔프로젝터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강

연의 형식을 따르나, 도해, 사진, 실험 동영상, 전산모의실험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물

리 개념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2. 주교재(Required textbook)

차명식, ‘물리과학의 세계’ 부산대학교 출판부 (2012)

3. 평가방법(Requirements & Grading)

중간고사 (30%)

학기말 고사 (30%)

숙제 혹은 Quiz (30%)

출석 및 강의 참여 (10%)



4. 주별 강의계획(Schedule)

주 별 강의 및 실험․실기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과목 소개 설문조사

제2주 고대그리스의 자연철학과 천문학 주교재 1장

제3주 중세 아랍의 과학/천문학 혁명 주교재 2장, 3-1,2,3

제4주 물리학의 탄생, 뉴턴 역학
주교재 3-4, 4-1,2

과제 혹은 Quiz-1

제5주 뉴턴 역학, 파동 역학 주교재 4-3부터 4-8

제6주 원자론과 열역학 주교재 5-1,2,3

제7주 전자기학과 광학 주교재 5-4,5,6

제8주 중간고사

제9주 고전물리의 완결 및 현대물리 태동
주교재 6-1

중간고사 풀이, 과제-2

제10주 양자역학 주교재 6-2

제11주 양자역학의 응용 - 소립자 주교재 6-3

제12주 양자역학의 응용 - 반도체 주교재 6-4

제13주 상대성 이론
주교재 7-1,2,3

과제 혹은 Quiz-3

제14주 우주론 주교재 7-4

제15주 물리과학과 예술, 인체와 물리학 ppt-자료

제16주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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