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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과학

과학혁명
• 16세기 중반 ~17세기 : 천문학혁명, 역학혁명, 생리학 혁명
• 17세기 ~ 18세기 : 화학혁명
• 18시기 ~ 19세기 : 생물학 혁명.
• 근대과학 발전에 기여한 사상 : 프란시스 베이컨(1561-1626)의 귀납적 방
법론과 데카르트(1596-1650) 연역적 방법론은 과학적의 연구방법의 기초 됨.

• 16세기 중반 ~17세기 : 천문학혁명
- 코페르니쿠스(1473-1543)

불규칙한 행성운동을 지동설로 설명
기원후 140년경 : 주전원(프토레마이오스)
 지구를 중심의 원궤도 운동

-티코 브라헤(1546-1601)
육분의를 이용하여 약 16년간 수집한 방대한 천체관측 자료 수집

-케플러 (1571-1630)

1. 타원궤도의 법칙, 2.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
3. 주기와 공전궤도 반경 사이에는 T2 

r3

이후, 17세기에 갈릴레이
뉴턴 등의 기계론적 과학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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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중반 ~17세기 : 역학혁명
- 갈릴레이 (1564-1642)

낙하하는 물체가 다른 속도를 가지는 것은 매질 때문이라고 가정.
낙체의 1법칙 : 실험을 통해 공기의 부력이나 저항이 없으면 무거운 물체나 가벼운
물체는 같은 시간에 지상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발견, 진공 속에서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낙체의 2법칙 : 낙하하는 물체가 통과한 거리는 낙하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피사의 사탑에서 자유낙하 실험
-> 중력은 어떤 특정 물체와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인력
-> 지상물체의 낙하속도는 낙하시간에 비례

->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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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과학
사고실험

-> 내림비탈을 굴러 내려가는 공은 가속되지만, 오름비탈을 만나면 감속됨
(가속도개념)
->

( V자형 경사면에서 구르는 공에 대한 사고실험을 바탕으로 물체가 방해 받

지 않으면 무한히 운동을 계속한다.)

- 데카르트 (1596-1650)
“신이 우주공간 속에 물질을 만들고 운동을 넣었다고 생각함”
-> 운동은 신의 속성이고 일정한 법칙을 따름.
->

-> 한 물체가 다른 물체로부터 방해 받지 않는 한 같은 운동을 계속한다 - 관성의 법칙
-후크 (1635-1703)
“천체들 사이에는 거리의 자승에 역비례하는 인력을 작용한다”
-> 힘을 받지 않으면 직선운동을 계속한다는 관성법칙을 발표
‘후크의 법칙’: 탄성매질의 변형력과 변형에 관한 비례관계 법칙, F= -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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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뉴턴역학
-수학을 사용하여 역학을 완성
(라이프니찌와 함께 미적분학 개척)
- 1687년 운동의 법칙과 만유인력법칙에 관한 ‘프린키피아’발간

• 아이작 뉴턴 1687년 ‘프린키피아’에서 역학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 발견. 천문학과
역학을 통합. 미적분학.


mm
만유인력의 법칙 F  G 1 2 2 rˆ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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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턴의 업적

(1) 운동의 법칙
- 관성의 법칙
- 가속도의 법칙 : 힘 = 질량 X 가속도

(즉, F = ma)

- 작용반작용의 법칙 F12 = F21
(2) 만유인력의 법칙
- 힘은 거리의 역자승에 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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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의 발전
생리학 혁명
•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BC460~B370)’

4개의 체액으로 구성. 이들이 균형적이면 건강하고 불균형하면 병이 발생. 히포크라테스
학파들은 치료를 위해서 질병뿐만이 아니라, 환자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질병에

대한 기후, 계절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
• 헤필로스 (B.C. 300 경) ; 뇌에 지성이 있다고 함 , 동맥과 정맥을 구별

• 갈레노스 (129~199, 그리스)

- 정맥피는 섭취한 음식물이 위와 소장을 거쳐 간에서 만들어지고 자연의 영혼을 가지고 있고
인체의 각 부분에 보내져서 주로 그것이 성장하는데 사용
-생명의 기초인 영혼 즉 뉴마를 가정 -> 생기론적입장

• 파라켈수스(1493-1541)

- 질병이론 : 인체는 작은 우주. 병은 외부에서 인체로 들어오는 것.
이전에는 갈레노스 질병이론 : 히포크라테스의 4체액설에 기초하여 체액의 불균형, 혼란.

• 하비 (1578~1657, 영국) ; 영국 켐브리지 대학,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유학
- 심장판막의 작용에 의해서 온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흐른다는 결론
- 심장활동은 근육수축에 의한 단순한 펌프작용

근대과학
화학 혁명
• 르네상스 시대 : 파라켈수스 3원소설, 물질은 황, 수은, 염로 구성.
• 독일 베허(1635-1682), 슈탈 (1660-1734) : 플리지톤설, 플리지톤은 모든 가연성 물질

의 기본 요소이고 플라지톤이 많으면 잘 타며, 연소는 플라지톤이 물질에서 떠나는 것.

• 라부아지에 1789년 ‘화학요론’에서 연소와 산화는 모두 가연성 물질과 산소의 결합이

며 생성물질의 무게는 반응 물질의 무게와 같다는 ‘질량보존의 법칙’발표.
• 프르스트 1799년 순수한 물질은 항상 일정한 화학조성을 갖는다는 ‘일정성분비의 법칙’
발표.

H 2  O  H 2O
2 g  16 g  18 g

질량보존의 법칙

1

일정성분비의 법칙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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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턴 1803년 각 원소는 고유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원소의 원자는 각각의 고유질량
을 가진다는 ‘원자설’발표.

근대과학
화학 혁명

H 2  O  H 2O  2 H 2  O2  2 H 2O

2몰 : 1몰 : 2몰

•게뤼삭 1808년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된다는
‘기체반응의 법칙’발표.
• 아보가드로 1811년 같은 온도, 같은 압력 하에서 일정한 부피 내의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진다는 ‘아보가드로 법칙’ 발표.
1 mol  N A  6.02 1023
• 뉴랜즈 1864년 원소는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면 8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것이
되풀이된다는 ‘옥타아브 법칙(옥테트 규칙)’발표.
•
• 1869년 멘델레예프와 마이어에 의해 ‘주기율표’ 발표 (63종의 원소를 순서대로 나
열했을 때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남을 밝힘).
• 뵐러 1828년 생명력의 도움 없이 유기물을 인공합성. 이를 계기로 생기론이 추방됨.
• 리비히 1832년 벤조기(C6H5CO-) 발견, 유기화합물의 분석법 확립.
• 19세기 후반, 물리화학의 등장. 반트호프: 화학동력학 연구, 깁스: 화학평형을 열역학으
로 취급. 아레니우스: 활성분자의 가설을 발표하며 화학반응속도에 관한 연구.

근대과학
생물학 혁명
1) 세포설
1831년
1838년
1839년
1842년
1875년

브라운 ; 식물과 동물의 세포에서 핵을 발견
실라이덴 : 식물의 모든 부분은 세포로 이루어짐.
시반: 모든 생물의 모든 부분은 세포로 구성되었다는 ‘세포설’ 확립
네게리 : 염색체 발견
슈트라스블그 와 플레밍 : 식물과 동물에서 핵 분열 발견

2) 진화론
19세기 초까지 : 종은 처음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갖추었다는
종의 안정성, 불변성을 믿음.
진화론의 시작 : 고생물학에서 화석 연구가 발달하면서 시작됨.
라마르크 (1744~1829) : 생물의 진화를 믿음. 용불용설
꾸비에(1769~1832): 생물 사이의 변환은 불가능하고 생물의 멸종은
대격변을 통해 일어났다는 격변설을 주장.
다윈(1809~1882) : 맬더스의 ‘인구론’에서 제기된 식량부족에 따른 생존경쟁
의 개념을 생물의 진화에 적용하여 ‘종의 기원’에서 개체의 변이와 유전은 종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변이만 살아남아 자손을 번식한다는 주장을 폄.

근대과학
3) 멘델의 유전법칙
1865년 멘델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에서 3가지 유전법칙 발표
i) 우열의 법칙
쌍이 되는 유전형질 중, 잡종 제1대(F1)에서는 우성형질만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
우성 + 열성 – 우성만 표면에 나타남
ii) 분리의 법칙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형질이 일정한 비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
완두의 유전에서 둥근완두 : 주름진 완두의 비는 3:1 이다.
iii) 독립의 법칙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이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
껍질과 색상은 서로 독립적
유전법칙은 부모에게 있는 형질만 자손에게 발현된다는 것.
진화론은 부모에게 없던 형질도 자연환경 변화에 의해 자손에게 발현될 수 있다.
1900년대 들어서 드 프리이스, 코렌스 체르막 등에 의해 재발견되고 인정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