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계획서
강의개요 및 교수목표
⦁후수과목: 일반물리학
⦁강의개요: 본 강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문학 계
열의 학생들이나 전공하였더라도 기존에 배운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다. 물리학은 4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핵심기술을 이해하는 배경지식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물리학 이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강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예로 들어
기존의 물리학의 이해를 돕고 최신기술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한다.
⦁교수목표: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역학, 에너지, 전자기학, 광학, 열역학, 핵물리학, 상
대론)를 소개하고 각 분야에서 다루는 물리이론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기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한다.
⦁학습효과: 본 강좌를 통해 학생들은 물리학의 이론이 어떻게 신기술로 발현되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되며 이를 통해 다가오는 미래 첨단 기술사회를 이해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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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내용
1차시.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의 연구범위와 대상
2차시. 4차 산업혁명가 물리학의 역할
1차시. 뉴턴의 운동법칙 : 의의와 응용
2차시. 정역학과 동역학의 구분과 운동법칙의 적용
1차시. 돌림힘이란 무엇인가? 토크의 개념
2차시. 로보틱스 동역학 : 도르래와 기어, 자이로스코프의 원리
1차시. 유체역학의 원리
2차시. 유체내에서 물체의 운동 : 비행기, 배, 드론
1차시. 에너지 : 역학적 에너지와 일
2차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전환
1차시. 전기란 무엇인가? 전기에서 전자의 역할
2차시. 전기회로에서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 축전기
1차시. 자기의 발생원리, 전동기
2차시. 발전기, R-L-C 회로
1차시. 전자기파란 무엇인가?
2차시. 전자기파 통신, IoT의 다양한 사례
1차시. 빛의 본질, 광학의 종류와 기하광학
2차시. 파동광학, 양자광학, 광전효과와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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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열과 이상기체
2차시. 열기관, 열에너지
1차시. 고체물리, 원자구조와 에너지 띠 이론
2차시.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디지털 신호
1차시. 핵물리학, 원자핵 모형의 발전과 표준모형
2차시. 핵 분열과 핵 융합
1차시. 상대론 : 특수상대론, 일반상대론
2차시. 물리학에서 아름다운 실험 10가지, 4차산업혁명과 물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