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되기

2018년 한국과학철학회 정기학술대회

장 소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과학관

일 시

2018년 7월 11일(수)~12일(목)

주 최

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한국과학철학회

주 관

한국과학철학회

후 원

등록비(현장등록)

  회원: 전임 7만원, 비전임 5만원, 전업 대학(원)생 3만원

  비회원: 전임 8만원, 비전임 6만원, 전업 대학(원)생 3만원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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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간사 허원기   phil.of.sci@gmail.com / 010-9955-2410

홈페이지 http://www.philsci.or.kr

invitation초대

한국과학철학회
<포스트휴먼 시대의 인공지능 철학>

연구팀

교통편 안내

학술대회 장소 

 충북 청주시 홍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한국교원대 융합과학관 (07번 건물)

  KTX 오송역에서 택시로 약 7km (15분 내외)

  청주고속버스터미널/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교원대까지 택시로 약 10km (10-15분, 8500-9000원)

융합과학관

정 문

후 문

“ ”



대회 일정

개회식13:00~13:10

개회사: 고인석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환영사: 박병기 (한국교원대 대학원장)

사회: 여영서(동덕여대)

전체발표 I13:10~14:40

휴 식14:40~14:50

백종현(서울대):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 함양의 의의

한재권(한양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로봇 윤리 정립의 필요성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되기

사회: 이중원(서울시립대)

분과발표 I14:50~16:30

이상욱(한양대): 인공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신상규(이화여대): 인공지능, 또 다른 타자

정재현(서강대): 동양과 서양 사상이 융합된 새로운 관계론적 윤리학 모색

분과 1A: 인공지능의 윤리학

사회: 김효은(한밭대)

배일한(KAIST): 로봇윤리의 역사적 기원과 미래상

변순용(서울교대): 인공지능로봇윤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연구

김효은(한밭대): 로봇도덕은 인간의 것인가 로봇의 것인가

분과 1B: 로봇윤리의 기준

사회: 민경훈(한국교원대)

정은영(한국교원대): 초미세한 차이의 측정과 표현: 마르셀 뒤샹의 

    inframince 개념

김희진(한국예술연구소): 음악과 창의성 그리고 융합교육

김형찬(서울대): 인공지능과 구별되는 인간 창의성과 음악, 과학, 인문학 

    융합 교육

반명진(한국교원대): 인상주의 음악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되기

분과 1C: 과학철학과 예술철학의 만남

휴 식16:30~16:40

총회 및 논문상 시상18:20~18:40

사회: 이영의(강원대)

분과발표 II16:40~18:20

목광수(서울시립대): 윤리적인 인공지능 로봇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들과 

    규범들

천현득(이화여대): 군사로봇과 권한의 위임

전진권(KIAS)・홍성욱(서울대): 설명가능 인공지능과 거버넌스

김재영(한국과학영재학교): 비인간전환과 일반인공지능의 마음

분과 2A: 인공지능의 윤리학

사회: 이영준(한국교원대)

최은정(한국교원대): 과학영재학생들의 탐구를 위한 Computational 

    Thinking (CT)

김성원・이영준(한국교원대): 미국,영국,한국의 컴퓨터과학 교육과정 비교 

    분석

이소율・이영준(한국교원대) 과학·공학 철학의 관점에서 초등학생을 위한 

    컴퓨팅적 사고력 향상

신기호(한국교원대): 인간의 특이점과 교육자의 교구 개발방향

김성인・김진수(한국교원대): 4차 산업혁명시대 중학교의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분과 2B: 과학철학과 공학철학의 만남

사회: 채정현(한국교원대)

박미정(한국교원대): AI 시대에 '혼자' 또는 '함께' 산다는 것은...”

김남은(부산거제중학교): 인공지능시대의 인간을 위한 가정과교육

한주(춘천여자고등학교): 완벽한 것에 대한 동경과 완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랑

주수언(동국대): 스마트교육의 경계에서: 교수, 학생, 그리고 컴퓨터의 

    이야기

분과 2C: 과학철학과 가정교육철학의 만남

첫째 날  2018년 7월 11일(수)

사회: 천현득(이화여대)

전체발표 II09:00~10:40

휴 식10:40~10:50

장하석(캠브리지대): 인공지능시대의 과학철학 - 인본주의와 실용주의

백성혜(한국교원대): Emergence, 과학철학과 교육의 만남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되기

사회: 이상욱(한양대)

논평: 손화철(한동대), 김태희(건국대), 강철(서울시립대)

분과 3C: 북 심포지엄『인공지능의 존재론』

사회: 백성혜(한국교원대)

분과발표 III14:50~16:30

김기향(세종영재고): 물의 전기분해에서 전해질의 역할에 대한 화학교과서 

    설명의 문제점 분석을 통한 과학 실험의 역할에 대한 재고

김성기(광주과학고): 인공지능시대에 과학교육 지향점에 대한 논의: 과학 

    모델을 발견한 과학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박원용・송진웅(서울대): 비주류 과학의 교육적 가치 발견하기: 괴테의 뉴턴 

    비판을 중심으로

정용욱(경상대): 대학생의 입자파동이중성에 대한 이해: 개념혼성의 관점을 

    중심으로

최경식(세종영재고): 물의 상평형 현상을 표현한 수학 그래프 해석에서 

    “공존” 개념의 인식에 대한 문제

분과 3A: 과학철학과 과학교육

사회: 여영서(동덕여대)

정훈(육군사관학교): Who could save the well-ordered society 

    under crisis? A Formal Analysis of Public Reason vs. Conver

    gence Discourse

김진영(서울대):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실재성에 대한 믿음과 그 난점들

이찬우(서울대): The chasm between scientific and analytic meta

    physics? Case Study: Ontic structural realism versus ontological 

    nihilism/generalism

성두현(KAIST): Superintelligence as a Technology of Desirability: 

    Towards a Foucauldian Approach to AI Governance

이찬희(성균관대): 강한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의 초월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

분과 3B: 자유주제 & 대학원생 발표

둘째 날  2018년 7월 12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