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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화학교육과

교 수 명 박종석

수업목표

교      재

주차 주차별 학습내용 차시(모듈) 차시별 학습내용 학습목표 학습목차 PPT 슬라이드 수

1 강의 소개

1. 수업에서 목표로 하는 점

2.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3. 수업 관련 공지사항

25

2 과학이란 무엇인가
1. 과학이란 무엇인가.

2. 과학과 과학자
21

3
현대 과학과 과학사 이해의 필

요성
1. 과학사 이해의 필요성 15

1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의 물

질관

1. 탈레스

2. 엠페도클레스

3. 아리스토텔레스

12

과학과 인간 그리고 인간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인류가 일구어온 과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김성근(2010), 교양으로 읽는 서양과학사, 안티쿠스., 김영식(2008), 과학,역사 그리고과 학사, 생각의나무., 조지형옮김(2016), 빅히스트리, 해나무., 이민용옮김

(2006),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이끌리오.

차승은옮김(2016), 창의적인 삶을 위한 과학의 역사, 에코리브르., 이종흡옮김(2009), 서양과학의 기원들, 나남., 심지언옮김(2009), 지도로 보는 세계 과학사,

시그마북스., 박미용등역(2010), 현대과학의 이정표, Gbrain.

김병순옮김(2003), 사회, 법체계로 본 근대과학사 강의, 모티브북., 전대호옮김(2006), 과학과 기술로본 세계사 강의, 모티브북., 김영식등(2013), 과학사, 전파과

학사., 박성래(2015), 친절한 과학사, 문예춘추사.

박성래(2012), 한국과학사상사, 책과함께., 박성래(1998), 한국사에도 과학이 있는가, 교보문고., 문중양(2006), 우리역사과학기행, 동아시아.

1 과학사 이해 길라잡이

1. 과학사 이해 과목의 개요 및

목적을 파악하고 수업에 필요

한 정보를 습득한다.

2. 과학사 이해 과목의 필요성

과 과학, 과학자의 의미를 설명

할 수 있다.

2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와 과학

1.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이 어떤 물질관을 가졌는지 말

할 수 있다.

2. 고대 그리서 자연 철학자들

의 과학적 사고를 설명할 수 있

다.

과학사의이해



2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의 물

질관

1. 원자론자

2. 데모크리토스

3.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의

물질관

12

3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의 과

학적 사고

1. 인간의 사고방식

2. 플라톤의 이성

3. 아리스토텔레서의 경험

18

1 헬레니즘 시대
1. 알렉산더의 동방원정

2. 헬레니즘
13

2 헬레니즘 시대
1.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2. 무세이온
12

3 과학자들

1. 에우클레이데스

2. 에라토스테네스

3. 아르키메데스

12

1 중세의 시대적배경
1. 시대적 변화

2. 중세 시대
13

2 수도원과 과학
1. 수도원

2. 수도원과 과학
17

3 연금술
1. 연금술의 탄생

2. 연금술의 전파
14

1 르네상스
1. 번역의 시대

2. 서유럽 연금술
12

2 과학혁명 1. 과학혁명 12

3 과학혁명
1. 베이컨

2. 데카르트
14

1 지구 중심설
1. 천동설

2. 프톨레마이오스
14

2 지동설
1. 지동설

2. 코페르니쿠스
12

3 지동설
1. 케플러

2. 갈릴레이
13

2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와 과학

3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자

1.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

이 어떤 물질관을 가졌는지 말

할 수 있다.

2. 고대 그리서 자연 철학자들

의 과학적 사고를 설명할 수 있

다.

1. 헬레니즘 시대 속 과학을 파

악할 수 있다.

2. 고대 그리스 자연철학자들과

헬레니즘 시대의 과학자들을

비교할 수 있다.

4 중세의 과학

5 르네상스와 과학혁명

1. 중세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

할 수 있다.

2. 중세과학의 특징을 시대적

배경속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르네상스의 의미를 파악해서

과학과 연관시킬 수 있다.

2. 과학혁명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6 우주의 중심과 지구

1. 우주의 중심에 대한 과학자

들의 논의과정을 따라갈 수 있

다.

2. 지동설이 과학혁명의 한 가

지 사례임을 파악한다.



1 자연관
1. 마술적 자연관

2. 기계론적 세계관
17

2 자력과 중력
1. 자력에 대한 사고

2. 자력과 중력
16

3 중력법칙
1. 뉴튼

2. 중력법칙
14

1 우주탐험과 망원경
1. 망원경의 발명

2. 우주 탐험
23

2 우주탐험과 망원경 1. 빅뱅이론 16

3 우주 팽창과 허블법칙 1. 허블법칙 15

1 지구의 대륙
1. 팡게아와 울트라 팡게아

2. 대륙이동설
15

2 대륙 이동의 힘
1. 맨틀대류설

2. 해저확장설
13

3 판구조론 1. 판구조론 18

1 연소와 플로지스톤설
1. 베허와 슈탈

2. 프리스틀리
16

2 화학혁명과 라부아지에
1. 화학혁명

2. 라부아지에
17

3 화학자
1. 돌턴

2. 멘델레예프
14

1 고대 철학자의 원자론
1. 물질의 근원

2. 고대의 원자론
18

2 근대 물리학과 원자론 1. 근대 물리학과 원자론(1) 17

3 근대 물리학과 원자론 1. 근대 물리학과 원자론(2) 18

1 다윈과 자연선택설 1. 다윈 이전의 진화설 17

2 다윈과 자연선택설
1. 다윈

2. 자연선택설
23

7 천체와 지구의 통합

1. 천체와 지구의 운동을 관통

하는 개념을 파악한다.

2. 중력법칙이 도출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8 지구 시간의 확장

9 움직이는 대륙

1. 과학도구의 발명이 과학지식

의 생성에 기여한 것을 파악한

다.

2. 우주 팽창을 허블법칙으로

1. 지구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

는 과학자들의 업적을 파악한

다.

2. 판구조론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10 연금술로부터 화학으로

11 물질의 근원

1. 플로지스톤설 의미와 폐기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여러 화학자들의 화학 발저

에 공헌한 바를 설명할 수 있

다.

1. 물질의 근원에 대한 사고가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어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2. 근대 물리학자들의 원자 구

조 이해 과정을 설명할 수 있

12 생명의 다양성

1.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제시하

게 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2. 멘델의 유전법칙을 파악하고

재발견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



3 멘델의 유전법칙 1. 멘델이 유전 법칙 13

1 후원자
1. 후원자

2. 행운, 불운의 과학자
18

2 과학학회 1. 과학학회 24

3 과학학회 1. 18세기 과학의 대중화 19

12 생명의 다양성

13 과학자의 후원자와 과학학회

1.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제시하

게 된 과정을  따라갈 수 있다.

2. 멘델의 유전법칙을 파악하고

재발견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

1. 과학자들에게 후원자가 필요

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과학학회가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