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

그 50년의 유산과 전망

2012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리조트
국민호텔 세미나실 1층, 5층

일시

2012년 7월 4(수)~5(목)

후원

한국연구재단  남애장학재단

주최

한국과학철학회

한국과학철학회

map

주  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43-15 덕유산 리조트 국민호텔

국민호텔

교통편 안내 (서울-덕유산 리조트)

 전세버스: 지하철 2호선 잠실역 4번 출구(롯데백화점 앞) 오전 8시 30분 출발

           * 왕복 요금: 전임/비전임 3만원, 대학원생 2만원

 시외버스: 남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무주 터미널행 시외버스  이용

           무주터미널에서 택시, 시외버스(배방 삼거리 하차), 셔틀버스(제일병원 

           앞 출발) 이용

 자 가 용: 경부고속도로 → 회덕 분기점(부산방향) → 대전터널 → 무주, 진주방향 

           →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 무주 IC 진입후 좌회전 → 사산삼거리 

          좌회전 → 치목터널 → 구천동터널 → 덕유산리조트

등록비

  (사전등록) 전임 5만원 / 비전임 2만원 / 대학원생 5천원

  (현장등록) 전임 6만원 / 비전임 3만원 / 대학원생 1만원

문  의

총무이사 김준성   logicfun@gmail.com / 010.8431.4331

총무간사 허원기   phil.of.sci@gmail.com / 011.664.0183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invitation초대



13:00∼14:00

14:15∼16:15

개회사: 박영태(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전체 강연 1: 과학적 합리성에서의 쿤적 전환 / 조인래(서울대)

과학철학자들의 역사 인식에 대한 쿤의 불만 / 이정민(KAIST)

토마스 쿤의 개념 이론 / 천현득(서울대)

마지막 입장 / 이상원(숙명여대)

분과별 발표 1부 

16:15∼16:30 휴식 시간

개회사 및 전체 강연 1부 사회: 김준성(명지대)

18:00∼19:00 저녁 식사

분과 1: 쿤 과학철학의 의미와 한계 (1) 

                                                사회: 조숙경(한국과학창의재단) 

보어의 원자모형과 아르키메데스의 금관 문제
   / 이상욱(한양대), 백성혜(한국교원대)

진화론에 기반한 생물학의 본성 / 차희영, 구슬애(한국교원대)

뉴턴역학에 이르는 길 / 양경은(한국교원대)

분과 2: 과학철학과 과학교육 (1)                    사회: 정상모(신라대) 

16:30∼17:50

쿤과 굴드, 그들은 왜 단속적 진화론자인가? / 장대익(서울대)

공약불가능성 속에서 찾은 베이즈주의의 길 / 허원기(서울대)

분과별 발표 2부 

분과 3: 쿤 과학철학의 의미와 한계 (2)            사회: 김유신(부산대) 

쿤, 과학교육, 비판적 사고 / 최 훈(강원대)

창의적 과학방법으로서 철학의 비판적 사고 / 박제윤(단국대)

분과 4: 과학철학과 과학교육 (2)                    사회: 신중섭(강원대) 

대회 일정

대회 1일 (2012. 7. 4)

09:00∼11:00

과학적 합리성과 과학정신 / 엄정식(서강대)

공학윤리 수업을 위한                                 의 응용
   / 정성관(인하대)

공시적 통약불가능성의 위험에 대비하는 법: 
Ludwik Fleck의 구도에서 / 고인석(인하대)

분과별 발표 3부

분과 5: 과학철학과 현대사회                        사회: 박준호(전북대) 

심신 유명론으로서의 4차원 개별자론 / 백도형(숭실대)

순간속도의 인과적/설명적 역할 / 이충형(CSU Fresno/POSTECH)

수란 무엇인가? / 김준걸(성균관대)

분과 6: 과학철학과 형이상학                   사회: 김성수(서울시립대) 

대회 2일 (2012. 7. 5)

19:00∼21:20

전체 강연 2: Rule-Following and the 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 Kai-Yuan Cheng (National Chung-Cheng 

                University, Taiwan)

전체 강연 3: Causality versus Mechanism: 
Complementary or Substitutive?

                / Szu-Ting Chen (National TsingHua University, 

                  Taiwan)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 수상자 발표

   귀납에 대한 설명주의적 접근과 흄적 설명이론: 
   암스트롱의 논변을 중심으로 / 이재호 (국민대)

21:20∼22:00 학회 총회 및 제4회 논문상 시상식

전체 강연 2부 사회: 이상욱(한양대)

11:00∼12:00

전체 강연 4: 패러다임으로서의 쿤: 
초기 과학지식사회학(SSK)이 수용한 쿤의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 / 홍성욱(서울대)

12:00∼12:10 폐회식

전체 강연 3부 사회: 이상원(숙명여대)

12:10∼13:00

13:10∼15:00

점심 식사

덕유산 향적봉 등정 및 귀가 

폐회 후 일정

곤돌라로 설천봉까지 이동  →  도보로 향적봉 등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