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 과학기술 문명과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 탐구는 철학사 전체와 함께 해
왔습니다. 하지만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은 철학의 통
찰 속도보다 훨씬 빨라 전통철학은 줄곧 새로운 과학
기술에 뒤늦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1세기에는 유전
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신흥 과학기술들
이 첨단화되고 융복합됨으로써 SF에서나 기술되었던 
과학기술 문명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학철학회는 인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와 함께 "21세기 과학기술 문
명과 과학철학"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
제대 인간환경미래연구원에서는 21세기 과학기술 사회
를 위한 윤리학을 성찰하는 연구들을 기여해 주셨고,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은 21세기 포스트휴머니즘 시
대의 과학철학과 기술철학에 관한 연구들을 기여해 주
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회는 제5회 아시아-태평양 과학철학자 
대회와 한국과학철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겸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이번 학회에 과학
기술 사회를 위한 담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가슴
을 열고 초청합니다.

2015년 8월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이 중 원 드림

초대의 말씀 오시는 길

학술대회 장소

교통편 안내

일 시

＊2015년 8월 25일(화) ~ 26일(수)

장 소

＊서울대학교 두산인문관

주 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한국과학철학회

주 관

＊한국과학철학회

후 원

제 5회 동아시아-태평양 과학철학자 대회

과학철학

invitation

   ＊총무간사 허원기 phil.of.sci@gmail.com / 010-3664-0183
   ＊총무간사 이충형  ksphilsci@gmail.com 010-5188-1237
  ＊한국과학철학회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문 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두산인문관(8동) 101호(연강홀), B101호(8동), 106호(7동)

＊낙성대역(2호선) 4번 출구 ⇨ 주유소 지나서 좌회전 ⇨ 마을버스  

 관악02 승차 ⇨ 노천강당 하차 ⇨ 아래방향 직진(도보 3분)

＊서울대입구역(2호선) 3번 출구 ⇨ 5511 승차 ⇨ 관악사삼거리 하차 

⇨ 인문대학 뒷길을 따라 직진(도보 5분)

한국과학철학회

등록비

＊현장 등록  전임 7만원, 비전임 및 일반인 5만원, 대학(원)생 4만원



프로그램 프로그램8.25 화
10:00-22:00

10:15-10:30

10:30-12:30

13:30-15:50

12:30-13:30
12:30-13:30

18:30-21:30

16:00-17:00

18:10-18:30

점심 식사
점심 식사

리셉션 및 창립 20주년 기념식 [교수회관]

폐회식 [연강홀]

과학철학회 정기 총회 [연강홀]

8.26 수
10:00-17:00

개회사
이중원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축사
김혜경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원장

과학의 비일관성에 대한 베이즈주의적 관점 
Tetsuji Iseda 교토대

실재의 의미
Shahidan Radiman 말레이시아 국립케방산대

고전논리에서 양자논리로 전환 
Clarissa Ai Ling Lee 말레이시아 UCSI 대

키메라, 세포의 계보학, 그리고 기원 본
질주의
이병욱 토론토대 , 이충형 경희대

신체적/정서적 고통의 도덕적 기반과 
과학적 토대
김효은 인제대

진화론적 형이상학 논쟁: 복제자 vs. 발생계
장대익 서울대

신상규,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아카넷 2014)

김건우 광주과기원

김진경 동아대

최 훈 강원대

고전 및 현대 수학 논리 
Mohammad Alinor A. Kadir 
Academy of Civilisational Studies

인과 모델과 반사실 조건문의 애매성
Kok-Yong Lee 대만 국립중정대

휘그주의적 의미론에 반하여
Jonathon Hricko Academia Sinica

인공물의 진화와 그 함축 
김홍기 서울대학교

인공 지능과 마지막 과학철학
김대식 카이스트

자연화된 인식론과 과학철학
Kazuhisa Todayama 나고야대

포스트휴머니즘 시대의 인간 본성 
천현득 이화여대

준-인격체로서 로봇의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정덕환 서울시립대

인간 향상과 자율성 침해 논증 
신상규 이화여대

인공지능 도덕성의 두 측면
김효은 인제대

인지향상약물에서 생명 의료적 수단과 비
생명 의료적 수단의 차이점에 대한 고찰
심지원 인제대

개회

사회: 이영의 강원대

[연강홀]

전체 세션:
21세기 과학기술 
문명과 과학철학

사회: 이영의 강원대

[연강홀]

분과 A:
21세기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의 
과학철학과  
기술철학 [106호]

사회: 고인석 인하대

분과 B-1:
21세기 과학기술 
사회를 위한  
윤리학

사회: 백도형 숭실대

[B101호] color:  joy_of_summer

16:00-18:10

10:00-12:30

13:30-16:00

실험에 의한 창조와 존재론적 객관성
Ruey-Lin Chen 대만 국립중정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서 획득된 
지식의 통합
Mohammad Yusof Othman 
말레이시아 국립케방산대

직교모듈러 격자에서 공통 원인 닫힘 

Yuichiro Kitajima 니혼대

중독 행위에서 상반 감정과 지성 
양선이 인제대

향상을 위한 의료적 개입과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의 연관성
심지원 인제대

사회경제적 지위가 독거노인의 건강 및 
심리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곽경화 인제대

아리스토텔레스    정의와 친애 
장미성 인제대

엄격한 시험과 증거
정동욱 서울대

베이즈주의와 인식적 보수성
박일호 전북대

‘온건한 의무적 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옹호
고명곤 서울시립대

새로운 기술철학에 요구되는 두 가지 층
위의 자율성 개념
오경준 한양대

분과C-1: 
현대 과학과 철학

사회: 홍성욱 서울대학교

[연강홀]

분과C-2: 
현대 과학과 철학

사회: 이정민 서울시립대

[연강홀]

분과E: 
21세기 과학기술
을 위한 형이상학

사회: 한우진 덕성여대

[연강홀]

분과G: 
북 세션

사회: 최 훈 강원대

[연강홀]

분과C-3: 
현대 과학과 철학

사회: 김성수 서울시립대

[B101호]

분과 B-2:
21세기 과학기술 
사회를 위한  
윤리학

사회: 유호종 연세대

[106호]

분과D: 
21세기에 
주목 받는 
과학 방법론들

사회: 김준성 명지대[B101호]

분과F: 
자유 주제

사회: 이정민 서울시립대

[B101호]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