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천문학사 이야기 ‘천동설 VS 지동설’] 

학습목표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련된 과학사를 이해하고 천문학의 혁명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다.

적용 대상/인원 중학교 3학년 이상 / 최대 50명(단체전용)

주요내용
  ∙ 천동설 vs 지동설(고대 헬레니즘)            ∙ 천동설 vs 지동설(근세 유럽)

  ∙ 지동설을 이끈 과학자 연대기(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베셀)  

관련교육과정 
분석

 ∙ 2015개정_과학과교육과정

내용  단원시기 과학과 교육과정

천동설vs 지동설 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과학사 - 서양 과학사: [12과사02-05] 

지동설을 이끈 과학자들
 

 

 ※12과사02-05 :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 케플러, 뉴턴 등의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천문학 혁명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 할 수 있다.

도입  ∙ 학습 내용과 관련된 선행적 지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간단한 상식 퀴즈를 푼다.

전개  ∙ 천동설과 지동설의 역사적 흐름 속 과학자들이 이룬 업적과 스토리를 알아볼 수 있다.

마무리  ∙ 과학자적 시점을 생각해보고, 천동설과 지동설 다음 천문 혁명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준비물  -

횟수/시간 총 1회(1차시) / 40분 참 가 비 0원

프로그램 개발자
(성명) 박 근 홍  
(소속 및 직위)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주무관

연락처(메일 등)
055-359-5851
astropark@korea.kr

공동개발자 연락처(메일 등)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 세부프로그램(안)

학습목표  천동설과 지동설과 관련된 과학사를 이해하고 천문학의 혁명 배경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

내용

  ∙ 천동설 vs 지동설(고대헬레니즘)            ∙ 천동설 vs 지동설(근세유럽)

  ∙ 지동설을 이끈 과학자 연대기(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베셀)  

교수학습

모형
객관주의 교수학습모형

준비물
교사용 PPT자료

학생용  -

지도상

유의점
 ∙ 강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역사적 흐름 안내 필요

도입

 ∙ 인사 및 강사소개

 ∙ 수업목표 제시

 ∙ (주의집중) 상식퀴즈 풀이

5′

전개

 ∙ Step 1: 천동설 vs 지동설(고대 헬레니즘)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시기의 관점과 행성의 역행을 알아본다.

  - 아폴로니우스의 주전원 제안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의 집대성에 대해 알아본다.

  - 아리스타르코스의 달, 태양의 거리와 크기 추정, 연주시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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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2 : 천동설 vs 지동설(근세 유럽)

  - 코페르니쿠스가 이룬 업적(의의)와 한계를 알아본다.

  -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룬 업적(의의)와 한계, 종교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본다.

  -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케플러의 관계와 케플러의 제 3법칙이 탄생하게 된 계기와 

요하네스 케플러가 이룬 업적(의의)와 한계 등을 알아본다.

15′

 ∙ Step 3: 지동설을 이끈 과학자 연대기

  -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의 업적과 한계를 되집어 본다.

  - 케플러 이후 뉴턴의 케플러의 제 3법칙 원리증명, 프리드리히 베셀의 연주시차 측정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본다.

  

7′

마무리

 ∙ 당시 과학자들의 시점을 생각해본다.

 ∙ 천동설과 지동설 다음 천문혁명에 대해 안내한다.(대논쟁, 외계생명)

 ∙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해 Q&A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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