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오시는 길
2016년 한국과학철학회·한국분석철학회  
연합학술대회 

사회의 미래, 철학의 미래—


모어의 『유토피아』  

출간 500 주년 

일시 
• 2016년 7월 6일(수)∼7월 7일(목)


장소 
• KAIST 인문사회과학동


주최   
• 한국분석철학회


• 한국과학철학회


후원 
• 한국철학회


•

     한국과학철학회·한국분석철학회 

존경하는 한국분석철학회·한국과학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6년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의 미래, 철학의 미래—  
모어의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토피아』는 사회 문화적 격동기를 살아가는 지성인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책으로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

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알파고’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지성인의 역할을 반성하고 사회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성찰을 표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세션과 과학과 형이상학,  
과학-언어-방법론, 과학과 심리철학을 주제로 하는 분과  
세션, 대학원생 자유 발표와 포스터 발표, 북심포지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철학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적 정신을  
공유하는 분석철학과 과학철학의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이 영 의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박 우 석      

학술대회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 373) 한국과학기술원 

  

숙소 안내
* B-Station (대전시 유성구 계룡로 141번길 30-12) 

  042-719-8000 | www.bstation.kr 

등록비
* 사전 등록 전임 6만원, 비전임 및 일반인 3만원, 대학(원)생 1만 5천원 

* 현장 등록 전임 7만원, 비전임 및 일반인 4만원, 대학(원)생 2만원

N4 인문사회과학부

정문

- 한국과학철학회 

✦   총무이사 박일호 ksphilsci@gmail.com  | 010-4362-7752

✦   총무간사 허원기 phil.of.sci@gmail.com | 010-3664-0183

- 한국분석철학회 

✦   총무이사 이정민 philist@hotmail.com | 010-7275-4931

✦   총무간사 소한종 sohanjong@gmail.com | 02-3290-2010

   인문사회과학동 1124호, 1125호, 1232호

문의

mailto:sohanjong@gmail.com?subject=


프로그램 프로그램7.6 수

13:00-18:30

7.7 목

10:00-12:10

13:00-13:30 현장 등록

13:30-13:50

개회식 

[1125호]

개회사 

이영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박우석 한국분석철학회 회장

13:50-15:30

전체 세션: 
21세기 과학기술

문명과 과학철학 

사회: 고인석 인하대 

[1125호]

인공지능 윤리에서 지향적 태도와 현상적 
태도의 함의 
김효은 인제대 

유토피아에서의 정치적 안정성:  
롤즈의 ‘올바른 이유에 기반한 안정성’  
개념의 치명적 불안정성에 관하여 
정훈 Univ. of Arizona

15:30-15:50 휴식 시간

15:30-17:50

분과 1: 

과학, 언어,  
방법론 

사회: 여영서 동덕여대 

[1125호]

이상한 선언과 증거 
허원기 서울대 

Conservatism and Uniqueness 
정재민 Arizona State Univ. 

Imprecise Credences and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 
김남중 경상대

분과 2: 

과학과 심리철학 

사회: 김성수 서울시립대 

[1232호]

알파고의 관점에서: 신경철학적 해명 
박제윤 인천대 

뮐러–라이어 착시와 비개념적 내용 
한우진 덕성여대 

협동 인과로서의 정신 인과 
원치욱 광주과기원

17:50-18:10 휴식 시간

18:10-18:30 한국과학철학회 총회 및 논문상

18:30- 저녁 식사 및 자유 담화

10:00-12:00

분과 3: 

과학과 형이상학 

사회: 권홍우 연세대 

[1232호]

설명, 도덕적 책임, 그리고 양립 불가능론 
이재호, 이은홍 중앙대 

자연주의적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이정민 서울시립대 

Origin Essentialism and Alienated 
Matter 
한성일 서울대 

분과 4: 

대학원생  
자유발표 

사회: 김동현 한국교통대 

[1124호]

Can ‘Artificial Moral Agent’ be 
Possible? : A Functionalistic Analysis 
from Perfectionism 
김지원, 민경환 고려대 

수렴적 실재론에 대한 공약불가능성 논제의 

도전: 실재론자의 의미론적 대응 비판 
이병호 서울대 

Against Hirose's Argument for 
Saving the Greater Number 
이동경 고려대 

분과 5: 

북 세션 

사회: 최훈 강원대 

[1125호]

이영의, 『베이즈주의: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  
논평
여영서 동덕여대 

전영삼 고려대 

김준성 명지대 

천현득 이화여대

12:00-12:10 폐회식

답변
이영의 강원대 

[1125호]

[11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