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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자연과학의 발달
1.1 과학의 시작과 배경
- 1만년 전부터 조직적인 자연 관찰과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시작.
주로 종교적, 주술적인 방법으로 자연현상을 설명.
• 기원전 4000-2000년 경 나일강 유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술의 발전

- 시금술, 섬유기술, 도자기기술, 농업의 발전, 문자의 발명
- 비슷한 문명의 발전이 인더스강, 황하강 유역에서도 있었음.

“ 당시의 기술발전은 대부분 우연적 발견에 의한 것, 하지만 새로운 발
견의 잠재적 용도 및 이용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인간의 ‘상상력’과 ‘시
행착오의 노력’은 무시될 수 없다.”
- 시금술에서 새로운 합금을 만들기 위한 실험은 더 강한, 더 굳은, 더 좋은 합
금을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어떤 이론을 테스트 하기 위해 고안된 실험은 아님.
- 당시의 실험은 이론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경험적 사실을 관찰하는 수
준.
- 이러한 관찰을 통해 점차 지식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함

이집트의 과학
• 고립된 사회
• 과학이 비교적 적게 발달

• 초승달 – 달이란 시간의 시작
• 시리우스 – 일출직전에 뜰 때에는 일년의 시작
• 시리우스의 출현- 나일강의 범람시기와 일치
(시리우스는 하늘에서 약 70일동안 보이지 않다가 강물이 범람할 때인 여름 지점
직전에 동쪽에서 떴다. 태양이 뜨기 전 시리우스가 먼저 지평선 위로 올라온 뒤
이어서 뜨는 태양빛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되는데, 고대인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일년을 결정하였다)
• 태양력 –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역법
• 나일 강의 범람 후 토지 재측량 필요(생활상의 필요)에 의해 기하학발전
- 이집트 의술 : 민간의학의 수준으로 진보.

- 기원전 1600년 이집트의 고대문서 파피루스에는 머리와 상체의 상처 등 48개의 임상외과
경우를 기록하고 있음.

메소포타미아의 과학
• 다른 국가와 접촉할 수 있는 지형적인 요건
•
•
•
•

천문현상의 관측(천문학 : 인간의 지적호기심에 의해 발달) – 점성술
천체운동의 규칙성 – 시계의 역할
밤낮의 교대와 계절의 반복적인 출현 – 년, 월, 일, 시, 분, 초
다섯행성과 태양, 달의 이름을 사용하여 1주일이라는 시간단위를 발명

• 태음력 – 농경문화에 필요한 역법

•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의 의술 : 점과 주술, 미신의 형태
•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바빌론 : 60진법과 2차방정식을 사용, 금성의 출몰 등 천문관측
를 수집함.

• BC 4000 ~ 고대 그리스 문명(BC600) 이전

자연에 대한 관찰, 문자와 숫자의 발명, 지식을 기록하기 시작

자료

고대 그리스시대
1.2

고대 그리스

과학 (BC 1600 ~400 년경)

(1) 탈레스(그리스 자연철학의 시조)를 포함한 밀레토스 자연철학자의 특징

i) 자연의 발견
초자연적 신화에서 자연으로 : 자연 현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이전의 그리스인 : 번개, 지진을 제우스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화난 것으
로 설명, 신에 의한 것으로 결부
밀레토스의 탈레스 : 땅은 물위에 떠 있는데 지진은 물에 생긴 파도의 진동
때문에 생김. 일반적인 지진과 번개에 대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탐구
함. 보편성의 추구

고대 그리스시대
ii) 합리적 비평과 토론의 전통을 형성
다른 사람의 주장을 검토하고 자기 주장을 다른 사람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비평과 토론의 문화를 형성함.

- 아낙시만드로스

: 만물은 흙, 물, 공기, 불 순서로 층을 이루어 구성.
: 원초적 수분에서 생명이 발생 (최초의 진화론적 사상).
: 인간은 물고기로부터 진화(진화론)
: 여러 원소의 상호전환과 원소들로부터 사물이 생성되는 과정은 침략과
보복의 과정.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B.C. 610?∼545?)의 우주구조

고대 그리스시대
(2) 변화의 자연철학

- 엠페도클리토스 : 만물의 뿌리는 흙, 물, 공기, 불 4원소  사랑과 미

움 2가지 종류의 힘에 의해 4원소를 결합과 분리(구성비가 변화)시켜 물

질의 변화가 일으킴

고대 그리스시대

- 피타고라스

: 수를 만물의 근본.
: 다른 자연철학자들이 원물질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
: 종교집단의 성격을 띠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경우 신의 섭리로 생각.
: 영혼정화를 위해 수학을 사용하는 등 수비주의(number mysticism)적 요소

: 완전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2가 무리수임을 비밀로 함.
: 태양중심설의 우주론.
우주를 세 부분으로 구성
천구 : 코스모스

지구와 달 사이 : 우라노스
신들의 거주지 : 올림포스

(3) 히포크라테스의 4 액체설
- 히포크라테스(기원전 460-475) : 피, 점액, 황담즙, 흑담즙의 4체액. 이
들의 혼합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건강상태, 변조가 일어나면 병이 발생. 인
체에는 자연치유능력, 치료제는 자연 속에 있다.

후기 그리스시대

(4) 후기 그리스 과학
• 소크라테스(Socrates, 470∼399 B.C.)

: BC 5세기경 도시국가 아테네의 흥망, 정치에 대한 관심 증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한 프라타고라스 등의 소피스트 철학자와 마
찬가지로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는 정치적·윤리적 문제에 관심.

후기 그리스시대
• 플라톤(Platon, 428∼348 B.C.)
: 아카데메이아를 설립.

: 이데아 이론(영원 불변한 본질적인 이데아 세계와 불완전한 물질 세계로 구
분).
: 피타고라스의 영향으로 수학적,기하학적 자연관.

: '기하학적 원자론'에서 물질의 형상은 정다면체의 기하학적 도형이라고 주장.
:

후기 그리스시대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384∼322 B.C.)
물질관 : 스승 플라톤의 흙, 물, 공기, 불로 구성된 4원소설
- 감각 경험적 세계의 실재를 인정.

우주론 : 천상계(superlunar)와 지상계(sublunar)로 구별.
- 천상계는 완전하고 불변하지만 지상계에는 생성과 소멸이 있고 불완전.
- 지상계는 흙, 물, 공기, 불과 같은 4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상계는 제
5원소인 에테르(ether)로 구성. 9개의 구로 싸인 형태의 우주.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의
우주구조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별)

운동론 : 모든 운동에는 '운동원인'(mover)이 있다.

- 운동에는 위치 변화뿐만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도 모두 포함. 즉 생성소멸, 양의 증
감, 질의 변질, 위치변화가 모두 운동에 포함.

- 운동 또는 변화에는 일반적으로 질료인(바탕재료),동력인(사물을 생성, 변화), 형상
인(사물의 본질, 형상), 목적인 등 4가지의 원인이 존재.

- 강제운동 : 물체가 접촉 또는 매질을 통하여 힘이 작용 – 근접작용
- 물체가 이동하면 그 위치는 진공이 되며, 그곳에 공기가 채워지며 계속 운동하게
됨( 관성 )

- 자연운동에는 지상계의 상승과 하강운동, 천상계의 원운동.

- 천상계의 원운동 : 천상계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완전한 운동.

- 지상계에서 낙하하는 물체는 무겁고 매질의 밀도가 낮을수록 빠르다. 진

공을 부정.

생물학 연구 : 120종 어류와 60종의 곤충을 포함 500종의 동물을 관찰.
해부 실험도 실시, 척추동물과 무척추 동물로 대별.

(3) 헬레니즘과 로마과학

•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드로스 대왕BC320년 ~ 로마제국에 의한 이집트의 멸망

(AD30년경)
-

그리스문화의 전파.
전쟁과 혼동의 시대에 자연에 대한 관심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
타원, 포물선 개념 등 수학, 생물학의 발전.
프톨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을 바탕으로한 우주론 등의 부분적인 발전.

(1) 헬레니즘 철학

(2) 알렉산드리아 과학
 에우클레이데스(기원전 300년경) : 불변, 영속, 이상적인 형상을 찾는 피
타고라스 이후의 그리스 수학의 지식을 체계화.
 아르키메데스 (B287~212) : 원둘레()계산, 지레의 원리, 목욕 중에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부피의 유체 무게와 같다’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


에라토스테네스 (B276~194) : 그리스,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의 거리와
해의 고도에 따른 그림자 길이 차이를 이용하여 지구의 크기를 구함.
S
태양
지구

 아폴로니우스 : 원추를 절단했을 대 원추곡선이라고 부르는 타원, 포물선, 쌍
곡선이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 지구중심체계. 행성들의 역행운동과 불균일운동,
4계절의 길이의 차이에 에우독소스의 동심모델보다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소원과 이심을 도입. 태양의 이심의 위치를 계산.

 헤필로스 : 뇌가 신경체제의 중심. 맥박이 병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
•

에라스트라토스 : 생리적 과정을 역학적인 것으로 파악

•

헤라이클레이데스 : 지구가 우주의 중심.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
퀴씩 회전. 태양, 생성, 항성천구의 일주운동을 설명. 수성과 금성의 천구는
달 다음에 위치한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고 주장.

•

아리스타르코스 : 태양중심의 우주체계

•

히파르코스 : 춘분점와 추분점의 이동 발견(지구 중심축의 세차 운동 때문).
지구-달 사이의 거리 측정. 별의 밝기 등급 고안(현재도 사용).

• 프롤레마이오스 : [알마게스트]. 지구중심의 우주체계. 모든 천체의 현상이
설명되고 예측.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체에 불변의 것으로 부여한
등속원운동을 깨는, 매우 문제가 많음.

프톨레마이오스(AD 83년경 - 168년경) :
행성이 주전원의 작은 궤도를 돌면서 대원
의 큰 궤도를 돈다. 계의 중심은 X(이심)
며 지구는 중심에서 벗어남.

• 로마제국 시대 (BC27-476서로마제국 멸망):
- 노예제 생산체제로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 부재.
- 행정,도시계획, 건축 등 실용적인 분야에 관심.
- 자연에 대한 무관심으로 과학은 쇠퇴.

(3) 로마시대 과학
• 플리니우스 : [자연사] 37권으로 구성. 100여명의 저자가 쓴 2000권의
책을 바탕으로 편찬.
• 율리우스역 : BC46 선포, 이집트 태양력을 참고하여 제정, 1년 365일,
4년마다 윤년, 현대 역법의 기원

중세과학

1.2 중세 과학
• 5세기 서로마제국의 멸망 ~ 르네상스, 종교개혁 14세기말/15세기초

• 로마의 지배권 약화, 하느님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독교 교리로 인하여

노예공급의 감소  중세 기술발달을 촉진
• 학문 전달이 미흡.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학문적 업적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일에 무관심.

중세과학

•아랍(이슬람) 과학의 역할 : 8세기 중엽 그리스 학문을 아랍어로 번역하기 시
작.
그리스의 지식과 바빌로니아, 이집트, 인도의 지식과 결합하는 작업이 이루
어지기도 함.
• 아랍어로 번역된 그리스의 지식이 11세기말 경에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
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함.  르네상스 시대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이
러한 오류를 고치기 위한 것.

• 스콜라철학 : 9~15세기 신학에 바탕을 둔 유럽의 철학사상. 진리탐구와 인
식문제를 신앙과 결부시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더욱 발전시킴.

중세과학

• 12세기 말경 유럽에 대학 출현. 교육기관이 수도원, 성당학교에서 대학으로 바뀜.

프랑스 파리, 영국 옥스포드, 이탈리아 볼로냐,파도바 등

• 대학은 교양학부, 법학부, 의학부, 신학부 등 4개 학부로 구성

교양학부에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등을 가르침.
주된 교과목은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이 차지함.

• 아리스토텔레스 등‘자연주의 전통의 그리스철학’과 기독교 교리의 마찰이 빚어지기
도 함.
 이중진리설 (과학과 신앙의 영역을 분리하고 각 영역에 고유한 진리가 있다)
• 1277년 기독교에 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에 대한 단죄 단행.
 이를 계기로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상상할 수 있

게됨.

- 필로포노스 (603년경)
“기동력(임페투스) 이론에서는 신은 태초에 천체에 기동력(임페투스)을 주어 운동”
“관성에 해당하는 개념”
지상물체는 운동을 시키는 자로부터 기동력을 공급 받아 운동을 시작하고 그 기동
력은 계속 접촉을 하지 않아도 물체가 갖게 되어 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 원격작용의

성격

• 오캄 (1285~1349)

: 수도사.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해방시키려 노력.
: 신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으며, 창조된 것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

: 모든 지식은 선험적 추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급진적 경험주의.

• 지구중심의 아리스토텔레스~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에 대한 회의

 프랑스 뷔리당(1295-1358)은 별의 일주운동을 하늘이 지구 주위를 하루
에 한번 도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구가 도는 자전운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

•

1.3 근대과학
• 르네상스시대 (15세기초~17세기)
종교개혁. 교회 권위와 봉건제의 쇠퇴. 기술의 발달.
수공업자와 상인계층의 활동. 역동적이고 반권위적 사회분위기.

• 중세 스콜라 학풍을 거부하고 그리스 원전 자체를 중시.
이론이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논리학을 주로 사용한 중세 스콜라 학파와 달리, 관찰과
실험, 직접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남.

• 신비주의 출현
- 신플라톤주의 :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는 수학과 기하학에 있다.
- 헤르메스주의 : 우주는 신비한 힘으로 가득 차 있는 네트워크이고 인간은 이 힘과 상호
작용하여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인쇄술 발달의 영향  중세/봉건제의 쇠퇴, 종교개혁의 기반을 제공
105년: 중국 후한시대 채륜, 제지술
751년 : 신라,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 무구정광다라니경
1373년 : 고려시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경
1454년 : 서양, 쿠텐베르크, 활판인쇄술로 42행 성서 인쇄.

근대과학
• 쿠자누스(1401-1464)

- 기하학적 신비주의 : 인간의 모든 인식은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비의 결
정을 통해 얻어진다.
- 우주는 무한하다 : 무한 속에서는 중심이 없으며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으로 코페르니쿠스보다 선구자라는 평가는 받는 이유.
•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
- 화가, 토목 기술자, 무기 기술자, 해부학자 등으로 알려짐.
- 역학분야에서 낙하운동, 투사체 운동 연구. 공기흐름에 관한 유체역학 연구.
비행체 문제 연구, 낙하산 발명.
-- 길버트(1540-1603) : 지구는 거대한 자석이고 중력도 자기력의
복잡한 합성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다. (자석설)

요약
고대 과학

미신적 신화적 설명 지배적.
점성술 고안.
천체 운동의 주기성 이용 역법 제정.
최초의 합리적 과학 탄생, 내면적으로는 사변적.

중세 과학

중세 신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의 암흑기.
이슬람에서 고대 그리스 과학을 유지 발전.
르네상스기 유럽으로 이슬람 문헌의 역수입.

근대 과학
의 혁명

천문학의 혁명(태양중심설)으로 시작.
기독교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관을 탈피한 과학 전분야의 혁명
적인 발전.
현대 과학의 바탕이 마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