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정보와 상상

2013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1동 목암홀, 500동-L311호

일시

2013년 7월 3(수)~4(목)

주최

한국과학철학회

한국과학철학회

map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통편 안내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하차 → 3번 출구→ 셔틀버스 또는

            시내버스(5513)승차 → 행정관 하차

  택    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500동) 앞 하차

등록비(현장등록)

  전임 4만원 / 비전임 3만원 / 학생 없음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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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invitation초대

500동, 501동

후 문

행정관

체육관
규장각

정 문

한국과학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철학회의 2013년 정기 학술 대회가 7월 3일(수)과 

4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대학교 목암홀(자연과학대학 501호) 

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중심 주제는 ‘정보와 상상’입니다. ‘정보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정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상은 올바른 정보의 

선택과 정보의 생산 과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국과학철학회에서 이 문제에 

주목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현안이 되고 있는 과학철학의 여러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교육과 

연구로 바쁘시겠지만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으로 많은 학문적 자극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해 2년마다 열리는 과학학 연합학술대회(한국과학철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가 금년 9월 28일(토)에 

한국과학철학회 주관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학술대회의 주제는 ‘과학기술의 의사결정과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분과별 발표 주제와 발표자 그리고 진행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과학철학회의 홈페이지(www.philsci.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임원(회장 1인과 감사 2인)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학철학회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한 서울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학회의 이사님들과 연구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별히 고인석 연구이사와 김준성 총무이사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허원기 총무간사가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5일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박영태 드림



13:00∼13:15

13:15∼15:30

개회사: 박영태(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정보의 틈새와 상상의 역할: 철학적 사고실험에 대한 비평
  / 황희숙(대진대)

과학과 예술의 공약가능성과 한계: 과학과 예술의 ‘상상’ 비교   
  / 정광수(전북대)

상상력과 경험: 아담 스미스의 과학철학 
  / 이상욱(한양대)

전체 세션

15:30∼15:45 휴식 시간

개회사

전체 세션: 정보와 상상                              사회: 고인석(인하대) 

15:45∼18:00

오류 수정과정으로서의 과학 발견 
  / 양경은(한국교원대)

독단과 논증의 사이: 가설의 가치와 의의 
  / 박준호(전북대)

과학 지식은 집단 지식인가? 
  / 천현득(서울대)

분과별 발표 1부 

분과 1: 과학의 본성                                     사회: 최 훈(강원대) 

아리스토텔레스, 두헴, 밀, 그리고 설명으로 가는 네 번째 길
  / 이재호(국민대)

존재론에 대한 고려는 위험 논쟁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 홍성욱(서울대)

돌턴과 게이뤼삭의 논쟁에 대한 과학 교과서 시각 분석
  / 백성혜(한국교원대)

분과 2: 과학과 실재                              사회: 이정민(서울시립대) 

대회 일정

대회 1일 (2013. 7. 3)

09:00∼12:10

의식 경험에 대한 직관: 실험철학적 작업과 그 함의
  / 김효은(한국고등과학원)

벨의 우주선 사고실험과 시공간에 대한 동역학적 관점
  / 김재영(한국과학영재학교)

지질학의 철학은 불가능한가?
  / 신광복(서울대)

삼체문제와 카오스, 그 철학과 회고와 전망
  / 이호중(서울과기대)

분과별 발표 2부

분과 3: 개별과학의 철학                            사회: 김명석(국민대) 

증언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접근
  / 이영의(강원대)

Images in Science
  / 김은지(홍익대)

입증의 정도와 협동적 믿음 갱신
  / 박일호(경희대)

분과 4: 과학적 증거와 입증                     사회: 여영서(동덕여대) 

대회 2일 (2013. 7. 4)

18:00∼19:00

19:00~20:00 정기 총회 

저녁 식사

12:10∼12:30 폐회식

임원 선출: 신임 회장 및 감사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