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자연과학의 연구방법
2.1 17세기이전의 연구방법
2.1.1 고대

2.1.2 중세
- 신학이 모든 학문에 선행하므로 과학연구에도 객관의 중요성이 배제

- 코페르니쿠스 : 단순한 감각적 경험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과 비교방법
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객관적 사물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

2.2 17세기의 연구방법
2.2.1 베이컨
- 경험주의이고 연구방법은 귀납법
- [신기관] : 올바른 과학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오류를 일으키는 잘못된 편견 즉 우상을
제거
-

배격해야 될 네가지의 우상 :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 종족의 우상 :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장애물
종족의 우상 : 인간이라는 종족 전체의 공통적 성질에 의하여 생기는 오류
-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 후천적인 것, 비판적 인식을 통하여 극복
동굴의 우상 :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견 및 편견에 의한 우상
시장의 우상 :사물들에게 적합하지 못한 단어, 이름을 붙여 사용함으로써 생기
는 우상
극장의 우상 : 학문적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아 자신들의 편견과 왜곡을 인식하
지 못하거나. 권위나 전통을 지닌 어떤 사람의 학설이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에 의지하려는 데서 생겨나는 편견

- 실용성을 중시하여 과학이 인간의 복리에 공헌

- 과학은 공적인 것이라야 하며 공중의 관심에 의하여 발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과학관을
확립

- 근원을 달리하는 두 종류의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감각과 경험으로부터 얻
는 진리는 과학의 영역에 속하고 신의 계시와 신앙으로부터 얻는 진리는 신학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

- 베이컨의 경험론의 특징은 과학에 의도적인 실험을 요구한 점(실험을 동반하지 않은 과
학행위는 형이상학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함)

- 합리성을 중요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의 우려가 있는 것이 결점

2.2.2 데카르트

- 연역법을 중요시
- [방법서설] : 이성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과학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에 대
한 서설
- 편견을 제거하는 방법 : 회의
- 갈릴레이-데카르트의 사고파
→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으로부터 연역적 추리를 만들어 이론체계를 수립
→ 실험을 보조수단을 전락시키기 때문에 독단에 빠지기 쉬운 결점

2.2.3 뉴턴의 총합적방법
-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두 방법을 통합하여 총합적 방법을 제시

2.3 현재에 통용되는 방법
2.3.1 형식
- 자연과학 : 자연에 관한 우리의 경험적 지식 가운데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계
를 논리적으로 정의하는 학문
→
- 개념의 객관화
→ 감각과 의식은 주관적이므로 관찰, 실험, 측정등의 방법을 써서 양으로 표
현하는 수량화와 개념을 언어로 표현하여 명제를 만드는 작업인 명제화
- 개념 명제의 논리화
→ 개념과 명제, 개념과 개념, 명제와 명제 사이에도 모순이 없게 하는 것
- 명제의 실증화
→ 명제를 관찰과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
→ 실증할 수 없는 명제 : 가설

2.3.2 탐구양식

-

- 결론의 도출 : 검증받은 가설을 법칙이나 이론으로 발전시키든지 검정받지 못한 가설을
무효화시키든지 하는 행위

제 3장 과학의 도약
3.1 과학혁명에 대한 쿤의 견해
3.1.1 토마스 쿤의 용어

(1) 패러다임
사물을 보는 방식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관하여 특정한 시대의 과학자
집단이 공통적으로 갖는 한계개념, 즉, 공동의 약속(공약)

-쿤이 최초로 제시한 패러다임은 두 가지 의미

-> 어떤 과학자집단이 공유하는 모든 공약을 포괄하는 총체적 의미
-> 부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종류의 공약 하나를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는 의미
- 전문가집단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 : 기호적 일반화, 모형, 범례

(2) 정상과학
- 특정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연구활동
- 쿤은 주어진 규칙과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의 행위로서 극단적
으로 과학자는 정상과학이 요구하는 틀 안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
- 쿤은 과학이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정상과학의 시기)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배

(3) 과학혁명
- 기존의 정상과학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파산하고 새로운 경쟁적 패러다임이 정상과학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을 과학혁명이라 함.
<과학혁명의 예>
i)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역학에서 새로운 정상과학인 갈릴레이-뉴턴 역학으로 과학혁명

ii) 고대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에서 새로운 정상과학인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으로 과학혁명

(4) 공약불가능성
- 하나의 패러다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패러다임내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번역이라

하고 이론적 서술을 번역할 때 특히 해석이라 한다.
- 쿤에 따르면 하나의 패러다임을 경쟁적 관계의 패러다임으로 번역하는 것은 가끔 부적절
한데 이것을 공약불가능성이라 한다.
예) 뉴턴 체계에서 질량보존과 에너지보존은 별개이지만, 아인슈타인 체계에서 질량보존은
없고 질량도 에너지로 표현되므로 에너지보존 개념만 있다.

(2) 쿤의 이론 : 이론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 좋은 이론 : 5가지의 장점을 가진 이론

i) 정확성 : 자신의 영역 내에서 정확해야 함
ii) 일관성 : 자기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한 이론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함
iii) 넓은 적용범위 : 적용범위가 가급적 넓어야 함

iv) 단순성 : 이론에 질서가 있어서 단순해야 함
v) 다산성 : 그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결과를 많이 창출해야 함

(3) 쿤의 학설에 대한 비판
- 포퍼 : 과학이론은 가능한 한 엄격한 비판을 받아서 진보.
과학자는 기존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현상을 발견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오류를 찾아내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체계로 전이한다. 과학자집단은 쿤이 생각한
것처럼 기존의 틀을 맹신하는 집단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