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생명 진화 이후의 진화
2014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장 소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건물번호 14-1) 교수회의실

일 시

2014년 7월 2일(수)~3일(목)

주 최

한국과학철학회

주 관

한국과학철학회
전북대학교 비판적사고와논술연구소

후 원
등록비

  사전 등록: 전임 6만원, 비전임 및 일반인 3만원, 대학(원)생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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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총무이사 이충형   ksphilsci@gmail.com / 010.5188.1237

총무간사 임지한   phil.of.sci@gmail.com / 010.9212.8577

한국과학철학회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invitation초대

한국과학철학회

Directions

교통편 안내 (대중교통 도착 후 안내)

학술대회 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교수회의실

전주고속버스 터미널

전주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

익산역

광주

도보 15~20분

도보 20~25분

택시 10~15분

시외버스 30분

시외버스 1시간 20분

소요시간 택시요금 버스요금

기본요금

기본요금

약 4,000원

-

-

-

-

-

3,500원

6,600원

14-1 인문대학 1호관

정 문삼성문화회관

본부별관



대회 일정

개회식

사회:김효은 (이화여대)

13:00~13:10

포스터 발표 시상 및 폐회식12:30~12:50

분과별 발표16:10~18:30

총회 및 논문상 시상18:30~18:40

저녁 식사18:40~19:40

자유 담화 : 미래 과학철학 연구를 위한 제안들19:40~20:30

[분과 1] 과학철학 일반

개회사: 이중원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공약불가능성, 실재론, 그리고 메타공약불가능성

발  표: 천현득 (서울대)

과학에서 동일성 명제

발  표: 박준호 (전북대)

사회: 장대익 (서울대)

전체 세션13:10~16:00

인간과 기계의 공진화

발  표: 이영의 (강원대)

생명 진화 이후의 진화

인공생명의 둘레세계와 시간성의 문제

발  표: 김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기계가 사물을 볼 수 있는가: 인공지각의 조건

발  표: 고인석 (인하대)

인간-인공물 상호작용의 철학적 토대

발  표: 김효은 (이화여대)

전체 토론

프랭클린의 DNA 회절사진과 증거

발  표: 정동욱 (서울대)

사회:김성수 (서울시립대)

분과별 발표 및 북 심포지엄09:00~12:30

[분과 3] 자유 발표

Understanding Galileo's Inquires about the Law of Inertia

발  표: 오준영 (한양대)

Prospect Theory and Utilitarianism

  : A Defence of Utilitarianism from the Original Position

발  표: 정훈 (로체스터대)

DNP 모형은 통계역학에 적용가능한가

발  표: 박태영 (서울대)

처칠랜드의 지향성에 관한 논의

발  표: 이일권 (전북대)

아담 스미스, 공감의 미학

발  표: 천미림 (한양대)

휴식14:10~14:20

사회:이정민 (서울시립대)[분과 4] 대학원생 발표 및 포스터 발표

귀납적 비약: 흄, 포퍼, 그리고 베이즈

발  표: 이영의 (강원대)

귀납적 비약과 베이즈주의: 보데의 법칙을 중심으로

발  표: 여영서 (동덕여대)

귀납과 가치 의식

발  표: 김한승 (국민대)

베이즈주의와 우도의 객관성

발  표: 박일호 (전북대)

답변

전영삼 (고려대)

사회:최훈 (강원대)

[북 심포지엄] 전영삼의 『귀납, 우리는 언제 비약할 수 있는가』

예비 초등교사들의 과학 모델 평가에서 나타난 과학 모델 진화 과정 탐색

발  표: 이정숙 (연세대), 오필석 (경인교대)

중학교 1학년 상태변화 실험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예비과학교사의 

  논증구조 분석

발  표: 백성혜 (한국교원대), 손수희 (한국교원대)

동역학 관계식의 존재론적 분석을 통한 교육적 시사점 도출

발  표: 정용욱 (서울대)

사회:김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분과 2] 과학교육대회 1일 (2014년 7월 2일)

대회 2일 (2014년 7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