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날(2019년 7월 4일) 오전 [B101호]
09:00-11:00 전체세션 II :
의생명과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

학술대회 장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6동 B101호, B102호

사회 : 천현득 (서울대)

의과학 연구에서 재현성 문제와 해결 황승식 (서울대)

26동

느린 과학이 필요하다 -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의 사례
전방욱 (강릉원주대)

한국과학철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철학적 성찰

11:00-11:10 휴식

2019년 7월 3일(수) - 7월 4일(목)

11:10-12:50 Special Lectures 사회 : 여영서 (동덕여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26동

TBA Tetsuji Iseda (Kyoto University, Japan)
Developing Two Types of Case Study Methods for
Analyzing Biomedical Sciences
Karen Yan (National Yang-Ming University, Taiwan)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나와
5513 버스 탑승 후 본부에서 하차

12:50-14:10 점심식사 및 휴식
둘째 날(2019년 7월 4일) 오후A [B101호]

둘째 날(2019년 7월 4일) 오후B [B102호]

14:10-16:10 분과 세션 3A

14:10-16:10 분과 세션 3B

사회 : 이재호 (중앙대)

사회 : 원치욱 (광주과기원)

과학철학과 인접 학문

자유주제 발표

과학적 사고실험의 이해: 갈릴레오 관성의 법칙을 중심으로
오준영 (한양대)

정보화 시대의 자기결정권과 동의에 대한 철학적 고찰
강철 (서울시립대)

과학교육에서 귀납, 연역, 귀추의 의미 혼성 정용욱 (경상대)

섹스로봇의 상용화가 갖는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정당성 확보
에 대하여 김태경 (한국과학기술원)

포스트모던 철학과 과학철학의 소통 정광수 (전북대)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베르그손의 무(無) 비판과 그륀바움의 기원적 실존 문제 비판
이지선 (파리7대)

16:10-16:30 휴식
16:30-18:30 분과 세션 4A

16:10-16:30 휴식
사회 : 박준호 (전북대)

16:30-18:30 분과 세션 4B

사회 : 이영의 (강원대)

신진연구자 발표

북 심포지움 『토머스 쿤의 과학철학』 (조인래 저)

70년 전쟁: 근대적 종합과 남겨진 그늘 이형석 (서울대)

공약불가능성과 관찰의 이론적재성 윤보석 (이화여대)

웨이슨 과제와 까마귀 역설 이일권 (전북대)

공약불가능성과 과학의 진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인석 (인하대)

Does Physicalism Explain Consciousness?
황정미 (글래스고대)

토머스 쿤의 과학철학: 새로운 해석인가, 충실한 각주인가
이정민 (서울시립대)
토머스 쿤의 과학철학 조인래 (서울대)

18:30 폐회

주최 한국과학철학회,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주관 한국과학철학회

후원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첫째 날(2019년 7월 3일) 오전 [B101호]
09:00-09:10 개회사

학술대회 문의

고인석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09:10-10:00 Special Lecture

사회 : 여영서 (동덕여대)

총무간사 김범용
phil.of.sci@gmail.com, 010-9955-2410

Anti-Fictionalism on Scientific Modeling
Chuang Liu (Fudan University, China)

초대의 글
안녕하세요!
기다리셨던 한국과학철학회 2019년 정기학술대회에 여러분

10:00-12:00 전체 세션 I :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성찰

총무이사 천현득
ksphilsci@gmail.com, 010-4464-4225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사회 및 토론 : 고인석 (인하대)

인공지능에 대한 과학기술학이 과학철학에 시사하는 것:
PredPol의 사례 홍성욱 (서울대)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김상욱 (경희대)

학술대회 현장 등록비
회 원 전임 7만원, 비전임 5만원, 전업 대학(원)생 3만원
비회원 전임 9만원, 비전임 7만원, 전업 대학(원)생 4만원

12:0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을 초대합니다. 오는 7월 3일(수) 아침부터 4일(목) 오후까지
꼬박 이틀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모입니다.
올해의 특별주제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의 철학적 성찰>
로, 홍성욱, 김상욱, 전방욱, 황승식 교수 등 관련 영역에서

첫째 날(2019년 7월 3일) 오후 [B101호]
13:30-16:10 분과 세션 1A

[B102호]
사회 : 이정민 (연세대)

분과 세션 1B

사회 : 김준성 (명지대)

물리학의 철학

과학적 증거와 설명

역동적으로 활동해 온 학자들을 모시고 특히 인공지능과 의

양자역학의 새 공리체계 장회익 (서울대)

과학혁명과 입증의 측도 전영삼 (고려대)

생명과학의 동향과 결부된 문제들을 조명해보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물리학의 철학, 확률의 철학, 과학적 증거와 설

경로정보와 양자결잃음 김경락 (고려대)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조화와 증거 정동욱 (서울대)

하이젠베르크-헤르만 논쟁과 양자역학의 인과율 문제
김재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긍정적 유관성과 증거적 유관성의 분리 허원기 (한양대)

명 등 과학철학의 다채로운 영역에 걸친 분과발표와 북심포
지움이 진행됩니다. 중국 푸단대의 리우 교수, 일본 교토대
의 이세다 교수, 대만 양명대 얀 교수 등 쟁쟁한 동아시아 과
학철학자들의 강연도 있습니다.
한국과학철학회의 활동이 집약되는 이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이틀 동안, 하시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오셔서 함께

과학적 설명으로서의 은유와 설명 다원주의 강선아 (서울대)

The Ontological Status of Spacetime Structuralism
최이선 (럿거스대)

16:10-16:30 휴식
16:30-18:30 분과 세션 2A

사회 : 장대익 (서울대)

분과 세션 2B

사회 : 김명석 (국민대)

과학기술과 사회

확률의 철학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자극과 풍성한 교류가 여러분

소셜로봇의 봉사는 노동인가? 이영의 (강원대)

정확성 기반 비정밀 신념도 모형 박일호 (전북대)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과 민주주의 손화철 (한동대)

한국과학철학회 드림

신경과학의 세 연구전략과 법정증거로서의 뇌영상자료
전진권 (명지대)

Sleeping beauty and a De Se version of principal
principle 김남중 (경상대)

18:30- 정기총회 및 만찬

범위 허용주의와 정확성 제일주의 인식론 정재민 (원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