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의 과학철학적 쟁점들

2017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장 소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일 시

2017년 7월 5일(수)~6일(목)

주 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한국과학철학회

주 관

한국과학철학회

후 원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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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총무이사 박일호   ksphilsci@gmail.com / 010.4362.7752

총무간사 허원기   phil.of.sci@gmail.com / 010.3664.0183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invitation초대

한국과학철학회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교통편 안내

학술대회 장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207호, 108호, 106호

지하철: 수인선 인하대역 4, 5번 출구

        1호선 주안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11,515,516,518/시내버스 5-1,46

        주안역 2번 출구에서 학교운행 무료셔틀버스

60주년 기념관

정 문

후 문

‘ ’



대회 일정

현장등록

사회: 이정민 (서울시립대)

10:00~10:15

한국과학철학회 정기 총회18:20~18:40

저녁 및 리셉션18:40~22:00

폐회식12:30~13:00

분과별 발표 1부13:30~15:50

[분과 1]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공지능철학

개회식10:15~10:30

개회사: 이영의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축 사: 강지수 (인하대학교 문과대학장)

인공지능 시대의 빅데이터 철학

발  표: 이중원 (서울시립대)

사회: 고인석 (인하대)

전체 세션10:30~12:30

알파고: 나는 자연종 인간과 둔 바둑을 이겼다-로봇종 인간의 의식론

발  표: 정대현 (이화여대)

알파고 이후—인공지능의 과학철학적 쟁점들

Korean Text Understanding from Scratch

발  표: 최원익 (인하대)

지능의 진화와 A.I.의 미래

발  표: 정지훈 (경희사이버대)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자유의지

발  표: 고인석 (서울대)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

발  표: 이영의 (강원대)

사회: 김명석 (국민대)

분과별 발표 2부16:00~18:20

[분과 3] 인공지능: 실재, 마음, 윤리

딥 러닝이 세계의 실재를 담아내는가?

발  표: 박제윤 (인하대)

학습하는 중국어방

발  표: 이정민 (서울시립대)

사회: 천현득 (이화여대)[분과 4] 인공지능과 인지과학

이세돌-알파고 대국과 인간 정체성의 위협:사회심리학적 실험과 

철학적 함의

발  표: 장대익 (서울대)

섬뜩한 계곡: 일본 안드로이드(로봇)의 감성지능과 미적 매개

발  표: 이강원 (카이스트 재난학연구소)

사회: 박일호 (전북대)

분과별 발표 3부10:00~12:30

[분과 5] 대학원생 발표

화학혁명과 역사서술의 문제: 쿤-키처 논쟁을 중심으로

발  표: 김가영 (서울대)

사회: 김성수 (서울시립대)[분과 6] 북 심포지엄 - 백도형의 심신문제

논 평: 원치욱 (광주과기원), 최 훈 (강원대), 한우진 (덕성여대)

답 변: 백도형 (숭실대)

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동양철학과 한국철학적 입장

발  표: 이찬희 (성균관대)

AI를 대하는 기능주의적, 현상주의적 관점에 대한 고찰: 

사고실험을 통하여

발  표: 정덕환 (서울시립대)

‘알파고 쇼크’와 인공지능 기술 사회의 변화

발  표: 맹미선 (서울대)

빅 데이터 기반 연구에서 인권적 고려와 피험자 보호의 적용

발  표: 오경준 (한양대)

점심식사12:30~13:30

인공지능의 인격(성) 개념에 대한 서양 철학적 대안 모색

발  표: 목광수 (서울시립대)

생명적 존재로서의 인공지능: 정보철학적 관점에서

발  표: 박충식 (유원대)

AI 시대에 인간 인지능력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제안―제럴드 에델만 

이론에 기초해서

발  표: 시디김 (원광대)

설명 다원주의의 필요성: 창의성과 은유에 대한 인지과학적 설명을 

중심으로

발  표: 강선아 (서울시립대)

물리학은 사회 현상을 얼마나 어떻게 설명하는가?

발  표: 이상욱 (한양대)

증거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

발  표: 허원기 (서울대)

과도결정이란 무엇인가?

발  표: 이재호 (중앙대)

사회: 여영서 (동덕여대)[분과 2] 현대 과학의 철학적 쟁점들

대회 1일 (2017년 7월 5일)

대회 2일 (2017년 7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