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학제] 인공지능: 과학, 역사, 철학
제 9 회 월례 세미나:

로봇 윤리의 철학적 기초

일시: 2018 년 10 월 18 일 (목), 16 시 ~ 18 시
예상 참여인원: 40 명
장소: 고등과학원 1 호관 국제회의실
예산 계획
내역
강연비

금액

이중원(서울시립대)

300,000

김재인(경희대학교)

200,000

김대원(카카오 브레인)

200,000

다과비

커피

100,000

빵류

100,000

과자류

100,000

식대

식대

20 명*25,000=500,000

예비비

예비비

100,000

합계

1,600,000

행사 일정
일정

계획

16:00~17:10

인공지능의 철학적 기초(이중원)

17:10 ~18:00

토론(김재인, 김대원)
연구단책임자: 홍성욱

(인)

안녕하십니까?
고등과학원(KIAS) 초학제프로그램 <인공지능: 과학, 역사, 철학>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월례강연 주제는 로봇 윤리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로봇윤리와 관련된
과학철학계의 논의와 쟁점 등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월례강연의 발표자로 서울시립대학교 이중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중원
교수님은 로봇 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계의 논의 및 연관된 제문제에 대해 강연합니다.
이어 토론자로 경희대학교 김재인 학술연구교수님,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님을 모시고 로봇
윤리의 철학적 기초와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월례강연은 고등과학원 1 호관 1 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강연장을 찾아오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l 제목 : <로봇 윤리의 철학적 기초>
l 발표자 : 이중원(서울시립대학교)
l 토론자: 김재인(경희대학교), 김대원(카카오)
l

일시 : 2018 년 10 월 18 일 (목) 오후 4 시-오후 6 시

l

장소 : 고등과학원 1 호관 1 층 국제회의실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제기되는 로봇 윤리의 쟁점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로 강연 및 토론을 꾸몄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전문가와
의견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자 약력:
이중원 :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과학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학술지 『철학』

편집위원장,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4 차 산업혁명과 생명윤리 민관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토론자 약력:
김재인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박사학위논문 : <들뢰즈의 비인간주의 존재론>). 서울대학교
철학사상 연구소 및 고등과학원 초학제프로그램 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2017), <혁명의 거리에서 들뢰즈를 읽자>(2016) 등이 있으며, 들뢰즈의 <안티
오이디푸스>, <천 개의 고원> 등을 옮겼다."
김대원: 카카오 정책담당 이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를, 고려대학교 언론학과에서 언론학 박사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사 기자,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사, 카카오 정책지원파트장 등을 역임했다. 2014 년 이후 30 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저서로 <<로봇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등이 있다
*********
고등과학원은 1996 년 10 월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이론기초과학 연구기관입니다.
고등과학원은 2012 년부터 초학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러 학문 분야들 사이의 소통과 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과학연구방법의 주제에 매이지 않고 각 학문 분야의 방법, 연구주제 및 방법
등을 접목하고 새로운 주제와 방법을 생성하는 창의적 연구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8 년 올해의 주제 연구단의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으로서, < 인공지능: 과학, 역사,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현장 연구자와 인문학자의 아이디어들이 만나고, 긴장하고, 섞이고, 경합하는 지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단에는 서울대학교의 홍성욱 교수(과학사, STS)가 연구
책임자로, 전진권 (과학철학), 김성원(과학사, STS)이 주니어 펠로우, 김인과 목선혜가 학생
펠로우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temp.kias.re.kr/h/KIASAI/)
**********
고등과학원 초학제프로그램 <인공지능: 과학, 역사, 철학>, 올해의 연구단 드림
(실무: 김성원 kiasAI@kia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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