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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목표  

■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진화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 우주와 인류 문명에 대한 상식과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 인류의 우주에 대한 탐구와 과학기술 등을 탐색한다.

■ 호기심과 상상력을 배양하여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태도를 함양한다.

강의내용 

요약

■ 인류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범위를 빅뱅으로 확장함으로써 과

학과 인문학을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물리학, 천문학, 공학, 과학, 인문학을 

연계 습득함으로써 기초 학문의 이해와 융합을 돕고자 한다.

■ 인류의 존재에 대한 철학과 지적 호기심을 배양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진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우주와 인류 문명에 대한 상식과 기초적인 지식을 설명할 수 있다. 

■ 인류의 우주에 대한 탐구와 과학기술 등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다.

■ 인류와 우주,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기타
■ 개발 가능 역량 : 창의융합(창의혁신력)

■ 참고도서 : 위험한 과학책, 우주의 구조, 21세기를 지배하는 공학 기술



주차/차시별 수업 계획

주차 차시 주차 강의별 설명

1주

1차시 ■ 학사과정 소개
-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 

욕구를 함양한다.
2차시 ■ 교양교육의 중요성(오리엔테이션)

3차시 ■ 교수소개 및 과제 안내

2주

1차시 ■ 시간과 공간[인트로]
- 시간과 공간의 과학적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2차시 ■ 시간과 공간[주제강의]

3차시 ■ 시간과 공간[과제 안내]

3주

1차시 ■ 별의 생과 사[인트로]
- 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지구를 포

함한 태양계의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2차시 ■ 별의 생과 사[주제강의]

3차시 ■ 별의 생과 사[과제 안내]

4주

1차시 ■ 암흑물질과 빅히스토리[인트로]
-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탐구하고 

인류의 빅-히스토리를 이해한다.
2차시 ■ 암흑물질과 빅히스토리[주제강의]

3차시 ■ 암흑물질과 빅히스토리[과제 안내]

5주
1차시 ■ 상상력과 성공[특강_인트로] -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청춘들을 응원

하기 위한 스토리텔링2차시 ■ 상상력과 성공[특강]

6주

1차시 ■ 양자역학과 물질의 진화[인트로]
- 양자역학이론과 고전역학 그리고 물

질과 에너지의 진화에 대해 이해한다.
2차시 ■ 양자역학과 물질의 진화[주제강의]

3차시 ■ 양자역학과 물질의 진화[과제 안내]

8주

1차시 ■ 제2의 지구 & 탐사 기술 #1[인트로]
- 인류의 우주 탐사 계획 및 기술에 대

해 이해한다.
2차시 ■ 제2의 지구 & 탐사 기술 #1[주제강의]

3차시 ■ 제2의 지구 & 탐사 기술 #1[과제 안내]

9주
1차시 ■ 제2의 지구 & 탐사 기술 #2[인트로] - 인류의 우주 탐사 계획 및 기술에 대

해 이해한다.2차시 ■ 제2의 지구 & 탐사 기술 #2[주제강의]

10주

1차시 ■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기술[인트로]
- 외계 지적생명체의 올바른 개념과 인

류의 탐사 노력과 사례를 학습한다.
2차시 ■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기술[주제강의]

3차시 ■ 외계 지적생명체 탐사 기술[과제 안내]

11주

1차시 ■ UFO란 무엇인가?[인트로]
-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정의와 관

련 과학 지식을 이해한다.
2차시 ■ UFO란 무엇인가?[주제강의]

3차시 ■ UFO란 무엇인가?[과제 안내]

12주

1차시 ■ 꿈은 조정해가는 것이다.[특강_인트로]
-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2차시 ■ 꿈은 조정해가는 것이다.[특강_주제영상]

3차시 ■ 꿈은 조정해가는 것이다.[과제 안내]

13주

1차시 ■ 전체강의 리뷰[인트로]

- 1 ~ 12 주차 전체강의 리뷰2차시 ■ 전체강의 리뷰[주제강의]

3차시 ■ 전체강의 리뷰[평가 안내]

14주

1차시 ■ 외계인은 존재하는가?[인트로]
-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문과 탐사하

려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해한다.
2차시 ■ 외계인은 존재하는가?[다큐영상_1]

3차시 ■ 외계인은 존재하는가?[다큐영상_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