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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란?
• 과학(science)
- '분별하다' 혹은 '구분하다'라는 뜻의 인도-유럽 어근
- '안다'(I know)는 뜻의 접두사 scio-에서 유래
- ‘지식’이라는 뜻의 라틴어 scientia에서 왔음

• 중세로부터 계몽주의 시대(5~18C)

- science나 scientia는 모든 종류의 체계적이거나 정확하게 기록된 지식
을 가리킴
- 과학이란 철학이라는 단어의 넓은 의미로부터 구별되지 않았음.

과학(科學 : Science)의 의미
• 과학 : 인류가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해 얻어
낸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로 이루어짐.
- 과학자들은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현상들을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자연적인
(초자연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설명하려 함.
- 과학자 (Scientist) :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과학지식을 탐구
하는 사람.
• 과학적 방법(scientific method)
연역과 귀납의 논리학을 이용하여 관찰-이론-실험-재현을 바탕으로 한 과학, 즉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통칭한 말.

과학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i)실용적인 관점
과학이란 인간이 주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반 행동 유형.
기술과 밀접한 관계
과학의 기원은 기술의 출현과 연결되게 된다.
ii)이론적 관점
과학 지식의 한 형태(자연 현상에 대한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파악과 기술
혹은 설명)
기술은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지식을 응용하는 것
과학의 시작과 기술의 시작을 구별하는 견해.
수학이나 논리학 등을 도구로서 사용
과학의 기원은 합리적 과학이 등장하기 시작한 상당히 후대로까지 내려오게 됨.
iii)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
과학은 신화, 인문학, 정치학과 같은 지식과 특별히 다른 지위를 지니지 못하게
되고, 과학은 이미 아주 오랜 옛날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다소
극단적인 견해.
“ 자연과학은 16세기경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이전의 자연에 대한 연구는 자연철학이라 부른다.”

과학의 분류
1) 과학과 철학

-

문제가 덜 구체적이고 추상적 : 철학의 영역

-

문제가 구체적 : 과학의 영역

-

철학은 과학활동 자체를 논하고 과학은 자연을 연구한다.

-

철학은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하고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

문학, 종교 등은 과학이 아님

2)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1) 자연과학 - 자연현상을 대상
- 인간에 의해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 현상을 다룸.
- 물리,화학 - 물질을 대상
- 생물학. 의학 - 생명체를 대상, 실험연구에 한계,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의학에서는 실험연구에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제약이 따름.

(2) 사회과학

-

인간들의 행동과 그들이 이루는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험연구를 하는데 어려움

-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
3) 자연과학과 공학
-

자연과학 : 지식

-

공학 : 지식의 가치(지식의 활용)

과학의 발전에 발판이 된 것은 무엇일까?

1. 숫자의 발명 : 수학적 표현

2. 문자의 발명 : 지식의 기록, 전달

3. 단위의 표준화(도량형) : 과학적 지식의 체계화

숫자의 발명
- 바빌로니아 숫자(BC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지방) : 점토판에 쐐기의 끝을 비스듬히 자른
것으로 새김
- 이집트 숫자(BC 3000년경, 이집트 나일강 유역) : 돌비석 등에 새겨진 상형 문자

- 고대 그리스 숫자 (BC 1600~400년경 ) : 알파벳으로 수를 나타냄
- 로마숫자(BC 700년~AD 300년경)
: V는 손의 엄지를 편 모양, X는 V를 2개 합친 모양
- 한자 숫자 : 은나라 시대 (BC1600~1000년)에 갑골이나 금문에 사용된 숫자가 원형이
되어 한 숫자로 쓰임

- 인도, 아라비아 숫자 (AD 100~300년경) : 인도에서 발명되어, 아라비아 상인의 손에
거쳐 유럽에 전해짐. 약 876년 경 인도에서 숫자‘0'이 발명됨에 따라 자리잡기 기수법이
완성됨
- 마야 숫자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남동부, 과테말라, 유카탄 반도 지역, AD 0 ~900
년경) : 20진법 사용, 0을 사용.

1. 실수
1) 유리수

(1) 정수
- 양의 정수(자연수) : 물체의 개수(1,2,3,), 고대문명
- 영 : 자리잡기 기수법(0), 6세기경 인도
- 음의 정수, 6세기경 인도
(2) 정수아닌 유리수(분수)
: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눈 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 유한소수 :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1/2)
- 순환소수 :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1/3)
2) 무리수 : 비순환무한소수
2
- 피타고라스의 제자 히타수스 무리수 발견
2. 허수 :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
- 16세기 탄생하여 오일러에 의해 i가 정의됨
3. 복소수 (가우스가 정의)
- 실수와 허수를 합쳐 나타내는 수, 가우스에 의해 19세기 탄생

답이 없는 문제와
마주칠 때 사람들
은 새로운 수를
만듬
복소수
실수
유리수
자연수

무리수
허수

문자의 발명
2005년

지구상의 언어와 문자

• 사용언어는 6809개
2500개가 사용인구 1천명 이하

553개는 사용자

• 문자는 382개

50명 미만

단위의 표준화
•

물리량이란? 자연현상을 객관적 및 정략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도입된 양
- 물리량은 측정 가능 한 것, 물리법칙은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

• 물리량의 정의 :

단위의 표준화

단위 : 국제단위계( le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 SI 단위)
“1875년 17개국이 미터조약(Meter Treaty)에 조인함으로써 국제적인 단일 단위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정기적인 국제회의에서 통일된 단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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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물리량

단위

기호

길이

미터(meter)

M

질량

킬로그램(kilogram)

Kg

시간

초(second)

S

전류

암페어(Ampere)

A

온도(열역학적)

켈빈(Kelvin)

K

물질의 양(화학적)

몰(mole)

Mol

광도(빛의 세기)

칸데라(candela)

cd

다른 물리량은 이상의 7가지 기본 물리량의 조합으로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