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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omprehension of

Science History 교수명 박종범
학점 및 

주당 시간
2학점 2시간

Q&A 중점 

답변시간
오전 10:00-12:00

이수구분 교양선택

연락처  담당학부 교양학부

1. 수업소개

고대과학의 발전 배경을 설명하고, 그리스시대와 로마시대를 거쳐 중세시대에 과학의 암

흑시대가 초래된 원인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대 동양인 인도와 중국의 전통과학과 아랍지

역의 과학이 발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 후 서양에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된 원인

과 배경을 강의합니다. 17세기 물리학의 발달, 18세기 화학의 발달, 19세기 생물학의 발

달, 20세기 과학과 발달배경,  21세기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발달과정을 강의하고 현대

과학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2. 수업목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학의 발전을 넓은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개관하여 봄으로

써 자연과학의 발전이 인류문명의 진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

한 현대과학의 기본개념과 발전사항을 교육함으로써 자연과학의 본질을 이해시키고, 자연

과학의 발전과정을 이해시키고자 합니다.

3. 사전학습

 • 일반생물학, 일반수학, 일반화학, 일반 물리학 등 자연과학 개론에 대하여 사전학습

 되어 있으면 본 수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수업교재

 • 주교재 ; 수업교안

 • 참고교재 및 참고사이트 ; 과학사;  김영식, 박성래, 송상용 지음; 전파과학사

                           과학사 총설; 오진곤지음; 전파과학사

5. 수업진행

   방    식

 • 수업은 주별 강의안(교안)과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 주 수업내용과 관련된 퀴즈  

   가 출제된다.

 • 수업내용과 관련된 질문사항은 Q&A 게시판이나 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과제는  

   제시되는 주제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기말고사는 주별 강의안(교안)과 퀴즈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 평소점수(10%)는 적극적인 강의참여를 위하여 Q&A활용도의 양적, 질적 측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부여된다. 

6. 학습평가

출석 퀴즈 과제 평소 기말시험 합계

20% 25% 20% 10% 25% 100%

수업계획서 



교과목명 과학사의 이해 담당교수  박종범

주차 학습주제 및 제목
주교재 및 

참고자료

퀴즈/과제/토론 

유무

1

1) 주차제목 : 제1장. 과학사와 과학교육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과학사의 역사  
  - 2교시 : 제2절. 교양으로서의 과학교육 

수업교안

2

1) 주차제목 : 제2장. 고대과학의 시작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과학의 시작 
  - 2교시 : 제2절. 고대 과학들  

수업교안 퀴즈 #1

3

1) 주차제목 : 제3장. 그리스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그리스의 과학 (I)        
  - 2교시 : 제2절. 그리스의 과학 (II) 

수업교안 퀴즈 #2

4

1) 주차제목 : 제4장. 로마에서 중세까지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로마의 실용과학        
  - 2교시 : 제2절. 중세 초기의 우주관 

수업교안 퀴즈 #3

5

1) 주차제목 : 제5장. 중세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중세에 과학이 뒤떨어진 이유   
  - 2교시 : 제2절. 중세 서구사회의 변화  

수업교안 퀴즈 #4

6

1) 주차제목 : 제6장. 고대중국의 전통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고대 중국의 자연관                
  - 2교시 : 제2절. 중국의 고대 과학  

수업교안 퀴즈 #5

7

1) 주차제목 : 제7장. 인도의 고대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고대 인도의 과학                
  - 2교시 : 제2절. 인도의 수학과 의학   

수업교안
퀴즈 #6

과제 #1

8

1) 주차제목 : 제8장. 아랍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고대 아랍의 과학  
  - 2교시 : 제2절. 아랍과학의 역사적 의의  

수업교안 퀴즈 #7

9

1) 주차제목 : 제9장. 과학혁명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과학혁명 
  - 2교시 : 제2절. 천문학과 근대 역학 선구자들  

수업교안 퀴즈 #8

10

1) 주차제목 : 제10장. 17세기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17세기의 과학 
  - 2교시 : 제2절. 17세기의 과학적 환경  

수업교안 퀴즈 #9

11

1) 주차제목 : 제11장. 18세기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18세기의 과학
  - 2교시 : 제2절. 화학혁명  

수업교안 퀴즈 #10

12

1) 주차제목 : 제12장. 19세기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19세기의 과학 
  - 2교시 : 제2절. 생물학의 혁명  

수업교안 퀴즈 #11

13

1) 주차제목 : 제13장. 20세기의 과학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20세기의 과학 (I)
  - 2교시 : 제2절. 20세기의 과학 (II)   

수업교안 퀴즈 #12

14

1) 주차제목 : 제14장. 21세기과학과 현대과학의 문제점
2) 교시제목
  - 1교시 : 제1절. 21세기과학 (I) 
  - 2교시 : 제2절. 21세기과학 (II) 

수업교안 퀴즈 #13

15  기말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