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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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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한국과학철학회 봄철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번 우리 학술대회의 큰 주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참여적 성찰”입니다. ‘참여자’의 시

각에서 과학 기술 연구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려고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

며, 우리 미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첨단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과학철학의 주제들에 대해서도 담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남애장

학재단의 후원으로 교토 대학교의 이세다 교수를 초청하여 응용 철학과 관련하여 일본 철학

계의 동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3회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 시상식도 있습니다.

이번 발표회가 과학철학의 현재와 미래를 깊이 생각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6월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신중섭 올림



 대회일정 

첫째 날 - 7월 1일(목)

12:00 - 13:00 등록

13:00 - 13:20 개회식

• 개회사_ 신중섭(한국과학철학회 회장, 강원대)

13:20 -15:20  1부 주제발표: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참여적 성찰

  좌장: 김유신(부산대)
• 나노기술에 대한 참여적 성찰_ 이중원(서울시립대)
• 신경과학에 대한 참여적 성찰_ 홍성욱(서울대)
• 생명과학에 대한 참여적 성찰_ 윤정로(KAIST)

15:20 - 15:30  휴식

 15:30 - 17:00  2부 분과발표 1: 과학이론 입증의 철학

     좌장: 조인래(서울대) 토론: 박승배(울산과학기술대)
   • 조건화 입증, 조건문의 확률_ 박일호(경희대)

• 베이지안 입증 이론의 난점들_ 박석정(서울대)
• 예측주의의 역설_ 여영서(동덕여대)

17:00 - 17:10  휴식

17:10 - 18:40  2부 분과발표 3: 자유발표

  좌장: 정상모(신라대) 민찬홍(한양대)
• 대상 없는 표상의 가능근거_ 김영진(경기대)
• 일상적인 동일성, 과학적 동일성, 심신동일성_ 김영호(서울대)
• 라투어, 데넷을 만나다: 행위자연결망과 지향계 이론_
                                                                장대익(서울대)

18:40 - 19:30  저녁식사

19:30 - 21:30  2부 분과발표 5:  신경과학의 쟁점

좌장: 최종덕(상지대) 토론: 한우진(덕성여대)
• 식물인간 상태를 통해 본 의식 개념의 존재론적 윤리적 의미 _  
                                                                김효은(숭실대)
•  리벳실험의 결과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는가?_ 이영의(강원대)
• 동물의 의식과 동물의 감각_ 최훈(강원대)

21:30 - 21:50  총회

21:50 - 22:00  논문상 시상

22:00 -           간친회

둘째 날 - 7월 3일(금)
 

10:00 - 11:30  3부 해외학자 초청강연

사회: 이상욱(한양대)
• Applied Philosophy: A New Philosophical Movement in

Japan?_ Tetsuji Iseda(京都大)

15:30 - 17:00  2부 분과발표 2: 사회과학의 철학

좌장: 신중섭(강원대)  토론: 장대익(서울대)
• 집단 합리성과 다수결 원칙_ 주병기(고려대)
• 생물학적 이타주의와 사회과학_ 최정규(경북대)
• 과학연구와 민주주의_ 이상욱(한양대)

17:10 - 18:40  2부 분과발표 4: 자유발표

   좌장: 정광수(전북대) 토론: 박준호(전북대)
• 과학교육에서 과학철학의 의미_ 백성혜(교원대)
• 과학기술과 여성: 관계적 자아를 중심으로_ 김성희(한양대)
• 포더의 Modus Ponens 추론 논증은 대량모듈성 논제를 반박하 
   는가?_ 전진권(서울대)

19:30 - 21:30  2부 분과발표 6:  물리학의 철학

 이중원(서울시립대) 토론: 고인석(인하대)
• 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과학혁명_ 양경은(연세대)
• 자연의 원리: 측량과 물리현상_ 김명석(이화여대)
• 정말로 자발적인 자발적 대칭성 붕괴: 고전역학의 경우_ 
                                             이충형(CSU Fresno/Postech)
• 거짓말쟁이의 역설과 양자역학의 서울해석_김재영(이화여대)

 대회안내



  
충무이사: 이영의 010-3366-5261 rheeye@kangwon.ac.kr

총무간사: 신광복 010-5050-3791 phil.of.sci@gmail.com)

학회사무실: 02-880-6511

학회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오시는 길 

• 기차이용(청량리역→남춘천역)

08:50/09:45/10:30 약 2시간 소요

남춘천역→ 강원대 정문

택시요금 2500원

도보 20분 소요

• 고속버스 이용

강남센트럴시티 출발(1시간 30분 소요)

09:50/10:40/11:20

동서울터미널 출발

10:00 매 10분 간격(1시간 10분 소요)

상봉터미널 출발(직행)

09:50 매 40분 간격(1시간 40분 소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강원대

택시요금 3500원

※ 주말 대중교통 이용 시 예매 필수

• 자가용 이용

경춘고속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