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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에 과학철학 강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40년  말이었다. 

연희 에서는 1920년 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留法 學 의 일원으

로 리에 건 가 뷔르츠부르크, 베를린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다음 

리 에서 슈빅, 랄랑드, 이에게 철학을 배우고 졸업한 정석해

(1899-1996)가 과학철학을 강의했다. 고려 에는 1937년 미시건 에서 

“주 주의와 직 ”(Subjectivism and Intuition)으로 박사학 를 받은 박

희성(1901-1988)이 있었다. 그들은 서는 내지 않았고 강의에 열 했다. 

정석해는 러슬과 무어의 책들을 번역했으며 1989년 90회 탄신일에 제자 

박상규가 구술을 받아 정리한 기 <西山 鄭錫海. 그 人間과 思想>(延世

大學校出版部, 1989)를 받았다. 박희성의 <회의와 진리>(Skepticism 

and Truth)는 1989년에 사후 출 되었다. 연희 에서는 오 환, 박상규, 

박 식, 박동환, 김 진, 송병옥, 고려 에서는 김 철, 신일철, 여훈근, 정

 등이 그 제자들이다.

한국철학회가 출범한 1953년 컬럼비어 학에서 변증법  방법에 한 

논문으로 박사학 를 받고 귀국한 김 섭(1913-1998)은 과학철학을 표방

하고 몇 학에서 기호논리학과 과학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서울 학교 문리과 학에 부임한 그는 1961-77년에 과학철학을 공한 

석사 열한 사람(이 식, 윤병 , 곽노진, 송상용, 이명 , 서철원, 백종 , 

* [편집자주] 이 은 한국철학회 편집 원회 엮음, 한국철학의 회고와 망, 
철학과 실사, 2010, 214쪽-227쪽에 실렸던 원고를 한국과학철학회 창립 15

주년에 즈음하여 『과학철학』 편집 원회의 제안에 따라 자의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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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철학회 제2  회장, 한림  명 교수



송 상 용2

조승옥, 이좌용, 이훈, 조인래)을 길러냈다. 그는 <論理學> 개정 (1954)

에서 처음으로 기호논리학을 소개했고 <現代哲學>(1958), <科學哲學序

說>(1963), <哲學과 論理 硏究>(1975)를 냈다. 과학철학의 세 선구자들

은 모두 연희 문학교 문과 출신이다. 정석해는 수물과에 들어갔다가 

과했다. 

독일 념론이 지배하고 있던 한국 풍토에서 과학철학은 20년 동안 지

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1960년 부터 과학철학에 심 있는 은이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차츰 변화가 일어

났다. 1972년 김 섭의 제안에 따라 이한조(서강 ), 선우남(강남 ), 이

식(서울교 ), 송상용(서울  강사)은 과학철학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이 

모임은 2년 계속했다. 이 무렵 송 주( 북 ), 김용정(동국 )도 과학철

학 교육에 열 했다. 과학철학 공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1970년  후반

에 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6년 한국철학회 안에 10개의 분과학회가 조직되었는데 미국에서 돌

아온 과학철학자들이 분석철학회와 논리학회를 만들었다. 이를 주도한 학

자들은 박 식(에모리), 김여수(하버드, 본), 소흥렬(미시건), 정 (템 ), 

엄정식(미시건주립), 이명 ( 라운), 김 수(캘리포니어-샌터 바버러) 등

이었고 소장으로는 이종권, 이좌용, 조인래 등이 참여했다. 견 학자들은 

분석철학의 기본 논문들을 읽는 세미나를 통해 학원생들을 훈련했다. 

이 분과 학회들의 활동은 철학 반에 충격을 주었고 다른 분야의 학자

들도 가담했다. 그 결과 1980년 에는 미철학 논문이 독일철학을 앞서

는 이변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정착한 한국 과학철학자 가운데 라운

학 석좌교수 김재권은 심리철학의 세계 인 권 로서 1980년  이후 자

주 귀국해 강의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내 한국의 과

학철학에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화학자 김용 과 물리학자 장회익 등이 

1988년 만든 과학사상연구회는 독회와 기 지 <과학과 철학> 발간을 통

해 과학철학 연구에 한 몫을 했다.

1987년 임 리지 학 과학사ㆍ과학철학과 객원연구원으로 있던 송상

용은 국 과학철학자 추런종(邱仁宗)의 소개를 받아 구 유고슬라비아 두

로 닉에서 해마다 열리는 과학철학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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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과학철학자들이 교류하는 기회 는데 이듬해 

세미나에는 서울에서 소흥렬과 장회익이 참여했다. 1995년 피 체에서 열

린 국제과학철학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과학철학 세션이 마련되었다. 여

기에서 송상용은 “한국의 과학철학, 1950-1995”(Philosophy of Science 

in Korea, 1950-1995)를 발표했고 이 보고는 논문집에 포함되어 1997년 

출 되었다(M. L. Dalla Chiara et al., eds.,Structures and Norms in 

Science, Kluwer, 1997, 481-485). 거기에는 한국과학철학회가 곧 발족

하리라는 고가 나오는데 그때 콘스탄츠  학생이었던 고인석(인하 )도 

토론에 참여했다. 

이런 고무 인 분 기에서 1990년 에는 한국과학철학회가 태어날 여

건이 익어가고 있었다. 1990년을 후해 소흥렬, 송상용이 철학연구회장

을 맡아 잇달아 “과학철학의 문제들,” “동서 철학의 자연 ,” “과학철학과 

과학사” 등 발표회들을 하면서 다양한 은 과학철학자들이 어울리게 되

었다. 1993년에 처음 나온 새 학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연구 모임을 계속

한 끝에 1995년 구체화 단계에 들어갔다. 드디어 11월 25일 19명의 창립 

비 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청장이 120명의 발기인 후보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땅에 과학철학이 상륙한 지 어느덧 반세기가 가까워 옵니다. 

오랫동안 황무지나 다름없던 한국의 과학철학은 최근 에 띄게 달

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헌신 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분석철학

회와 한국논리학회는 활발한 토론으로 철학계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

니다. 한국인지과학회의 발족은 과학철학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철학회와 철학연구회는 여러 차례 과학철학의 문제들을 토론

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분석  통 밖에서도 과학철학 연구는 

활발했습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안의 ‘자연철학 분과와 ’기철학 분

과‘는 80년  말 이후 꾸 한 연구 활동을 해 왔습니다. <과학과 철

학>을 내고 있는 과학사상연구회와 계간 <과학사상>의 발행도 



송 상 용4

요한 진 입니다.

랑스 과학철학 연구가 나오는가 하면 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과

학기술윤리학 계 논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철학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과학사, 과학사회학에서 기여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뜻있는 과학철학자들이 이 모든 모임을 한데 묶어 과학철학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 93년 말의 일입니다. 그 비단계로 

작년에 과학철학연구회를 만들어 연구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독

립 학회를 출범시킬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학철학회는 과학철학의 모든 유 , 분야를 망라하는 연구의 

마당입니다. 과학에 심 있는 모든 철학자들, 철학에 심이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모십니다. 

한국과학철학회 창립 비 원

김국태 김기윤 김기  김유신 김형철 박우석 

박은진 신 섭 윤용택 이 재 이승종 이필렬 

이  훈 임경순 정 수 정병훈 정인교 조인래 

최종덕

1995년 12월 9일 서울시립 에서 열린 한국과학철학회 창립총회에는 

70여명이 모 고  회장 장회익(서울 ) 을 뽑았다. 추후 선임된 임원

은 부회장 김 성(부산 ), 이한구,(성균 ) 이사 김국태, 김유신, 박은

진, 소흥렬, 송병옥, 송상용, 신 섭, 우정규, 이 재, 이 식, 정 수, 조인

래, 감사 윤용택, 최종덕, 간사 최성호 다. 학회 첫 행사는 1996년 1월 

21-23일 덕에서 한국과학 술인 회, 한국과학사학회와 공동주최한 ‘과

학기술과 문화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Technology and Culture) 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 회의에는 일본과

학철학회장 사카모토(坂本百大, 니혼 ),  미국 과학사학회장 웨스트폴

(Richard S. Westfall, 인디애 ) 등이 청연사로 참여했다.

학회는 해마다 이화여  고사리수련원과 호서 에서 여름 심포지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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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주제는 ‘과학의 합리성,’ ‘동양사상의 과학성  서양과학의 목 

가능성,’ 생명을 한 두 가지 근방식( 청강연), 동아시아 과학의 업

을 서양과학의 기 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청강연) 다. 가을에 열리

는 국철학자연합학술 회와 한민족철학자 회에서는 과학철학분과를 맡

아 회원들의 다양한 발표를 하게 했다. 학회지 <과학철학>은 반 연간으

로 1998년 가을 창간호가 나왔다.  편집인은 김 수(한신 ), 편집

원은 정병훈, 조인래, 최무 이었고 소흥렬(이화여 )이 편집인을 이어 받

아 창간호를 냈다. 부편집인 조인래, 편집 원 이 식, 정 수, 정병훈, 정

상모, 최무 , 간사 박석정이었다.

장회익이 한번 연임해 4년 사한 다음 1999년에는 송상용(한림 ) 이 

2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부회장은 세 교체가 이루어져 이종권( 앙 ), 

김유신(부산 ) 이 맡았고 상임이사 이 재(총무), 정병훈(편집), 김국태, 

신 섭, 정 수(연구), 고인석(섭외), 감사 박 태, 이충열, 간사 배식한이

었다. 폭 늘어난 이사에는 공용 , 곽강제, 구승회, 김교빈, 김기윤, 김

남두, 김동식, 김동원, 김성환, 박우석, 박은진, 백도형, 소 노, 이정우, 이

종찬, 이 원, 이훈, 삼, 정계섭, 정상모, 정우열, 정인교, 조용 , 조인

래, 최경희, 최정식, 남규, 황희숙이 선임되었다. 임한 편집인 소흥렬

(포항공 )은 김유신, 박우석, 설헌 , 안세권, 이정원, 임경순, 정 수, 정

병훈, 최무 , 최종덕, 황희숙을 편집 원으로 했고 간사는 최재성이

었다.

2000년  심포지엄은 4월 1일 동국 에서 ‘과학문화의 철학  기 ’를 

주제로 열렸다. 5월 3일에는 드릭 처칠 교수(Frederick B. 

Churchill, 인디애 ) 청 한미 진화생물학 세미나(Korea-US 

Seminar on Evolutionary Biology)가 한국과학사학회, 서울 학교 과학

사ㆍ과학철학 동과정과 공동주최로 서울 에서 ‘진화 : 그 역사와 철

학’(Evolution: Its History and Philosophy)을 주제로 있었다. 여름 모

임은 7월 6-7일 호서 에서 ‘과학  합리성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되었

다. 2001년 2월 24일 운 에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주제는 ‘기술철

학의 문제들’이었다. 4월 27-28일에는 한림 에서 토론회 ‘과학 쟁’ 이 

열렸다. 7명의 발표자와 3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 열띤 토론이었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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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일에는 연세 에서 동아시아 STS 네트웍, 한국과학사학회와 함께 

“동아시아의 과학기술과 환경“(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 

in East Asia)을 주제로 제2회 동아시아 STS 국제회의(2nd East 

Asian Conference on STS)를 공동주최했다. 5월 19일에는 부산  

자 기정보통신공학부, 과학ㆍ기술의 역사와 철학 동과정과 공동으로 

춘계 학술 심포지엄 ‘실재론과 Meta-Science’를 가졌다. 6월 29-30일에

는 원  임해수련원에서 ‘과학철학의 최근 주제들’을 가지고 여름 모임

을 가졌다. 9월 28일에는 인문사회연구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성균 에서 ‘생명윤리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한민족철학자연합학술 회

까지 합해 11번 연구 모임을 2년 동안에 강행했다. 내부에서 불만도 나왔

지만 과학철학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를 보여  것이다.

이 기간에는 학회가 연구과제 두 건을 수행했다. 학술 의회의 ‘21세기 

과학철학의 주제들’은 연구원이 이 재, 고인석, 이지훈, 김성동이었고 연

구비는 2000만원이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생명과학 련 연구윤

리 확립방안에 한 연구’는 송상용 외 20명이었고 4900만원이었다. 학회

는 2000년 총회에서 과학철학의 오늘이 있도록 공로가 큰 원로들 14 분

을 명 회원으로 추 하기로 결의했다. 명 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용정(동국 ), 김용 (고려 ), 김재권( 라운 ), 김태길(서울 ), 박

식(연세 ), 박이문(시몬즈 ), 박익수(국가과기자문 ), 신일철(고려 ), 

송 주( 북 ), 오 환(연세 ), 이 세( 트주립 ), 이동식(동북의원), 

이한조(서강 ), 이헌조(LG그룹)

학회는 김태길, 김용 , 이헌조 명 회원들을 청해 선배의 말 을 듣

기도 했다. 학회는 한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에 회원 가입 신청을 했

지만 가입조건이 강화되어 실패했고 IUHPS DLMPS(국제과학사ㆍ과학

철학연합 논리학ㆍ방법론ㆍ과학철학 분회)에도 가입하려 다각 인 을 

했으나 안 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2001년 소흥렬(포항공 )이 3  회장에 취임했다. 소흥렬은 부회장을 

조인래(연구), 김유신(섭외)로 나 었고 편집인 장회익, 감사 이 재, 상임

이사 박 태(총무), 정병훈(편집), 정 수(연구), 이 원(섭외) 아래 편집

원(김유신, 박우석, 박은진, 설헌 , 신 섭, 안세권, 이정원, 임경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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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최무 , 최종덕, 황희숙) 외에 연구 원(조인래, 신 섭, 김국태, 고인

석, 이 재, 이상욱, 조용 , 정상모) 을 새로 했다. 총무간사는 장

익, 홈페이지 리는 정재은이었다.

2002년 하계 합숙세미나(무주 리조트)는 “과학철학의 어제, 오늘, 그리

고 내일”이 주제 다. 때마침 정부가 과학문화를 극 지원한 때여서 이

와 련된 활동이 두드러졌다. 자연스럽게 “한국 교육에서의 과학문화와 

과학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장 특강이 있었다. 경상 에서 열린 한국

철학자 연합 회에서는 화이트헤드학회와 공동으로 분과 발표를 가졌다. 

2003년에는 서울  과학사  과학철학 동과정과 공동주최로 장하석

(런던 ) 교수 청 콜로퀴엄을 가졌다. 하계 합숙세미나(무주 리조트)는 

회장 강연(자연주의 철학과 과학)에 이어 물리학, 생물학과 철학

의 만남을 주제로 나 어 진행했다.

학회는 2002년 2월부터 <한국과학철학회 소식지>를 내기 시작했다. 

소식지는 석 달에 한번 2006년 12월 11호까지 나왔고 박 태 총무가 수

고해 회원들의 공론의 마당으로 큰 몫을 했다. 소흥렬 회장은 소식지 창

간호에 실린 “과학문화와 과학철학”에서 고  과학철학이라고 할 방법

론  과학철학의 한계를 넘어서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의 과학철학으

로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김유신(부산 )이 4  회장에 선출됨으로써 학회의 세 교체가 

이루어졌다. 부회장은 김국태(호서 ), 신 섭(강원 ), 상임이사는 박 태

(총무), 이 원(편집), 정병훈(연구), 최종덕(섭외), 감사는 정인교, 이 재

다. 편집인은 조인래(서울 ), 부편집인은 이 원, 정상모, 편집 원은 

백도형, 윤용택, 정 수, 정병훈, 최무 , 최종덕, 연구 원은 신 섭, 정

수, 정상모, 이상욱, 박은진, 최무 , 홍성욱, 고인석, 최성호, 이상하, 여

서 다. 70년  이  학번은 임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2003년 말 부산 에서는 학회가 한국과학사학회와 공동주최하고 부산

 과학학 동과정, 철학과, 사학과가 주 한 심포지엄 “ 문명과 과학

기술학”이 열렸다. 2004년 무주 리조트에서 있은 여름 합숙세미나의 주제

는 “과학ㆍ공학교육과 철학“이었다. 2005년 여름 합숙세미나의 제1주제는 

”STS와 과학철학“, 제2주제는 ” 과학의 존재론  토 “ 다. 김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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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제1주제의 특별강연을 했다. 코넬 학 과학기술학과에서 과학철학 

박사학 를 받은 김유신 회장은 과학철학이 기  측면뿐 아니라 STS

와 련된 측면에도 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STS와 연합하자고 주

장해 왔는데 임기  소신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2005년 총회에서는 조인래(서울 )가 5  회장에 뽑혔다. 부회장은 박

태(동아 ), 정병훈(경상 ), 감사는 이 재, 최훈, 상임이사는 이 원

(총무), 이 의(연구), 정 수(편집), 박은진(섭외), 이사는 고인석, 시 섭, 

이상욱, 조용 , 최종덕, 황희숙, 연구 원은 정병훈, 이 의, 고인석, 이상

욱, 이 원, 최종덕이 선임되었다. 편집인은 정상모(신라 )로 바 었으며 

부편집인은 이 재, 정 수, 편집 원은 강신익, 백도형, 고인석, 윤용택, 

이 원, 최무 이었다.

때마침 학회 창립 열 돌을 맞아 조인래 회장은 한국과학철학회의 분야

 소임을 다하기 해 주력할 과제를 제시했다. 과학철학이 경험과학과 

한 계를 맺어야 하며, 과학 활동의 건설  제어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06년 서울 에서 열린 연례학술 회는 “21세기 

과학철학의 과제와 망 - 새로운 10년을 비하며 - ”를 내걸고 회장강

연 “철학 속의 과학주의: 과학철학의 자연화”에 이어 8개 분과를 둘씩 동

시 진행했다. 이 회에서는 과학철학의 주요 문제들 외에 황우석 사건의 

여 로 과학과 윤리가 첫 번째 분과로 떠올랐고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발표가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발표는 2배로, 참석자는 0.5배 늘어나는 진

을 보 다.

“특수 과학의 철학  분석”을 주제로 한 2007년 학술 회(서울 )는 

물리과학, 생명과학, 심리학과 인지과학, 화학의 철학을 다루었고 문제 

심 분과도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일본과학철학회 탄지 노부하루(丹治信

春, 도쿄수도 ) 회장의 청강연이 있었다. 이것은 그  해 일본과학철

학회 연례학술 회(호카이도 )에서 조 회장이 청강연을 한 데 한 답

례의 성격을 띤 것이다. 1996년 학회가 공동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일본과

학철학회장의 청발표가 있었지만 두 나라 학회의 정식 교류 다는 

에서 뜻이 깊다.

2007년에는 정병훈(경상 )이 6  회장에 취임했다. 부회장은 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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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 이 재(서울산업 ), 감사는 조용 , 최훈, 상임이사는 이 의

(총무), 이상욱(연구), 윤용택(편집), 백도형(섭외), 이사는 강신익, 박은진, 

신 섭, 안세권, 이재 , 이 원, 정상모, 최종덕, 홍성욱, 연구 원은 이상

욱, 고인석, 김명석, 김 성, 박 호, 여 서, 심혜련, 최훈이었다. 편집인

은 박 태(동아 )  부회장이 맡았고 편집 원은 강신익, 이종왕, 박

호, 이상욱, 고인석, 최무 으로 짰다.

그동안 해마다 가을에 있던 한국철학자 회 분과발표회가 격년으로 됨

에 따라 이 해에는 경상 에서 동계논문 발표회를 가졌다. 4편의 논문 발

표와 처음으로 북 워크 이 있었다. 한 학회는 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

라 11월 서울 팰러스 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

생명윤리학회, 서울  과학문화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과학기술계의 연구윤

리 정립 노력 활성화를 한 범 학회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2008년 정기학술 회는 “과학철학의 새로운 지평”이란 제목으로 제주

에서 있었다. 이 모임은 제주 를 비롯해 남애장학재단, 한양  STS 

교과내용 개발연구 이 후원했다. 여기서는 미국 사우스 캐럴라이  

마이클 딕슨(Michael Dickson)과 타이완 칭화  푸다 (傅大爲)의 청

강연을 마련해 국제 교류가 만, 미국으로 확 되었다. 5개 분과 발표와 

북 워크 이 있었다. 동계학술발표회는 한국여성철학회와 함께 “여성주의 

과학철학의 가능성과 한계”란 주제로 덕성여 에서 있었다. 이 연합학술

회는 2009년에도 “여성과 기술, 여성과 과학기술”이란 주제로 2009년

에도 연세 에서 계속했다. 학회간 력의 모범사례라 할 만 하다. 단순

한 공동주최가 아니라 공동의 주제를 기획하려 고심한 흔 이 뚜렷하다. 

이 해 7월 30일-8월 5일에는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에서 “오늘

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를 주제로 제22차 세계철학 회가 열렸다. 김재

권 명 회원이 체강연을 했고 심리철학, 인식론, 의철학 특별세션이 있

었다. 생명윤리와 의료윤리, 논리와 논리철학, 환경철학, 인지과학철학, 정

보통신철학, 수리철학, 심리철학, 자연과학철학, 자연철학, 기술철학, 지식

론 등 분과발표와 21세기 과학철학, 기후윤리 등 라운드테이블에 회원들

이 극 참여했다. 

2009년은 다  탄생 200주년, <종의 기원> 150주년 기념행사가 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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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풍성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학회는 한의사학

회, 한국분석철학회, 한국근 철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과학사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유 학회, 한국의철학회, 국립과

천과학 과 공동으로 “다  진화론과 인간-과학-철학”이라는 주제를 가

지고 다  탄생 200주년 기념 연합학술 회를 주최해 큰 반향을 일으켰

다. 특히 정병훈 회장은 조직 원장, 최종덕 회원은 로그램 원장으로 

회를 주도했다. 회가 끝난 다음 정병훈, 최종덕, 강신익, 여인석 회원

은 임 리지 학에서 열린 다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2009년은 한 

갈릴 오의 망원경 측과 러의 <새 천문학> 400주년이기도 한데 

학회가 기념행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 회장은 일

이 “과학철학의 문을 활짝 열자.”고 주장한 바도 있지만 짧은 재임기간 

다른 분야의 학회들과 가장 력을 잘 함으로써 에 띄는 성과를 낸 회

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2009년 새 한국과학철학회장은 신 섭(강원 )이다. 부회장은 윤용택

(제주 ), 정상모(신라 ), 감사는 백성혜, 조용 , 상임이사는 이 의(총

무), 이상욱(연구), 고인석(편집), 김 성(섭외), 이사는 강신익, 김국태, 박

태, 박은진, 안세권, 이재 , 정 수, 최종덕, 홍성욱, 연구 원은 김 성, 

김효은, 박승배, 박일호, 박 호, 심혜련, 여 서, 장 익이다. 편집인은 이

원(서울시립 )이고 편집 원은 김유신, 박 호, 여 서, 이상욱, 이종왕, 

최무 , 최종덕, 최훈이다.

총무간사는 신 복이다.

신 섭 회장은 취임 인사 “공론의 장이 활성화되는 학문공동체”에서 

한국과학철학회는 그동안 발 에 발 을 거듭해 왔다고 정 인 평가를 

하고 있다. 정기학술발표회는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이 발표되는 지  향

연의 자리로 안착되었고 <과학철학>은 수  높은 학회지로 사회  상

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정병훈 회장이 개별과학과의 소

통, 철학의 다른 분야와의 소통, 과학학의 다른 분야들과의 소통을 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실제로 큰 결실을 거두었다고 하면서 ’소통‘의 정

신을 이어 받아 학회가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다짐한다. 특히 신 회장이 과학철학자일 뿐 아니라 사회철학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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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다는 에서 사회과학철학, 사회철학, 사회과학과의 화를 기 해 

본다.

김유신 회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2005년 10월 8일 학회 이사회는 기  

3천만원으로 한국과학철학회 논문상을 제정하기로 결의하고  회장들, 

회장, 편집인, 총무 일곱 사람으로 이루어진 논문상 원회를 만들기로 결

정했다. 논문상 원회는 장회익을 원장, 이 원을 간사로 뽑고 논문상 

운 규정을 만들어 2년에 한번 시상하기로 했다. 2006년 첫 논문상 수상

자는 최성호(경희 )로 결정되었다. 수상논문은 “The Conserved 

Quantity Theory of Causation and Closed Systems,” Philosophy of 

Science, 70, 2003, 510-30이었다. 2008년 두 번째 수상자는 이상원(연세

)이었고 수상논문은 “Interpretive Praxis and Theory- Networks,”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87, 2006, 213-230이었다. 국내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으로 수상한 경우는 아직 없어 유감이다.

학회지 <과학철학>은 오랜 진통 끝에 창립 3년 만에 태어났다. 진

들이 편집인을 맡은 것은 질 높은 학회지를 만들기 해서 다. 편집인이 

편집 원회를 주 해 엄격한 논문 심사를 거쳤고 편집이사와 편집간사가 

실무를 맡아 제작했다. 46  아담한 체재의 <과학철학>은 124-274쪽(평

균 170쪽)으로 당한 분량이었다. 논문 4, 5편에 서평, 서평논문, 토론 

논문 2, 3편을 실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과학철학>

이 등재후보 학술지를 거쳐 등재학술지가 된 것은 2005년 8권 1호부터

고 2008년 9권 2호부터는 논문이 8편으로 곱  늘어났다. <과학철학>에 

실린 논문들은 통상 과학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나 과학기술

윤리(환경윤리, 생명윤리, 공학윤리, 연구윤리), 과학사, 과학기술과 술, 

과학교육, 과학기술학(STS), 자연철학, 몸의 철학, 여성주의철학 논문도 

섞여 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은 아직 에 

띄지 않는다. 학회는 지난 15년 동안 다양한 모임들을 주최했는데 발표된 

논문이 학회지에 실린 비율은 매우 낮다. 발표 수 을 올려 게재율을 높

이는 것이 요하다.

학회가 출발할 때 입회원서를 낸 회원은 40명이었다. 3년 뒤인 1998년 

회원은 99명으로 늘어났다. 그 뒤 회원은 조 씩 늘어 2009년 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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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40명이다. 회원들을 공별로 나 어 보면 철학 안의 다른 분야들은 

서양고 철학을 포함해 10명이 안 되고 동양철학은 1명뿐이다. 철학 밖에

서는 과학, 공학 15, 과학사 10, 과학기술윤리 5, 과학교육 4, 한의학 2 

등 45명이다. 과학철학을 주 공으로 내세우는 회원은 90명 정도이다. 

분석철학, 논리학, 인지과학 등 가장 가까운 학회 회원들의 참여가 조

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과학철학자들도 거의 보이

지 않는다. 회원 확장에 극 나설 필요가 실하다. 최근 40 의 런던  

장하석 교수가 임 리지  과학사 · 과학철학과의 한스 라우싱 석좌교

수에 취임한 것이 큰 자극을 주기를 바란다.

한국과학철학회는 2010년에 15돌을 맞게 된다. 그동안 내실을 다졌으

니 도약을 해 장기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진할 때다. 과학기술의 발

은 20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되어 상을 뛰어 넘고 있다. 과학기술이 무섭

게 세계를 바꾸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가는 의심스럽다. 뇌과

학, 나노기술 등 새 과학기술은 불확실성 때문에 잠재  험이 크다. 21

세기로 들어와 세계는 기후변화라는 박한 문제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지구 최후의 날이 올지 아무도 자신 있게 

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을 분석, 비 하고 선도하는 것은 철

학, 특히 과학철학의 몫이다. 유럽, 미국, 국, 일본에서는 1980년  이

후 많은 과학철학자들이 험분석, 기술 향평가, 생명윤리 등에 진출했

다. 한국은 이런 깨달음에서 한 세 는 뒤진 것 같다. 한국과학철학회가 

응용과학철학에 각별한 심을 갖기를 기 한다. 



부록 213

ARTICLE ABSTRACTS

The Emptiness of Professor Lee's “Vindication of Induction 
by Practical Inference”

Young-Sam Chun   

In his paper (2009), Professor Byeong Deok Lee says that he 

tries to defend the Sellarsian view by developing and explaining it 

in a clearer form to the effect that the Sellarsian vindication of 

induction by a certain sort of practical inference is the only 

solution to the problem of induction. In this paper, however, I 

shall show that Professor Lee's attempt is only a reformulation of 

inductive reasoning which should be in itself justified theoretically 

but is wrongly vindicated in the form already justified simply in 

the context of practical reasoning, and so his trial is too empty to 

get a result independently of a certain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induction if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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