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FC4기조강연 및 기념 심포지엄
「AI와 인간의 마음,그리고 미래」

　　　　　　　　
8월25일(토)오후 2시 30분～4시40분

The K Hotel, Geomungo Hall

AI시대의 도래는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이미 AI는 현실로서 우리의 마음과 일상 속에 
내재화되고 있다.알파고의 충격적 경험에서 우리는 인간사회가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제4차 
산업혁명과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한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전환은 
엄중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밋빛 기회인 것인가.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기조강연 1, 2에서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사회가 어떠한 모습일 것인지,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자연과학자와 인문학자의 시점에서 고찰한다.
기조강연을 이어받아 심포지엄에서는 사회과학자에 의한 학제적 토론을 토대로AI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제4회 아시아미래회의의 전체 테마인 ‘평화,번영,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종합사회:남 기정 (Nam Ki Jeong)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AFC4기념 기조강연(오후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기조강연1. ‘AI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강연자:정 지훈(Jeong Ji Hoon)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기조강연2. ‘AI와 인간의 마음’
강연자:김 기현(Kim Ki Hyeon)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 한국인지과학회 회장

AFC４기념심포지엄 (오후3시40분부터 4시40분까지)

・심포지엄 모더레이터: 박 찬욱 (Park Chan Wook)
                                 서울대학교 교수/부총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토론자
김 의영 (Kim Eui Young)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신 광영 (Shin Kwang Yeong)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회장
이 용우 (Lee Yong Woo)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한지리학회 차기 회장
권 혁주 (Kwon Huck Ju)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국제개발협력학회 차기 회장
김 석우 (Kim Seok Woo)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정지훈교수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임강의교수 
다음세대재단(Daum Foundation) 이사

강연제목:AI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강연요지:
최근 AI 기술의 발전속도가 빨라지면서 미래와 관련한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중 
상당 수는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거나, 금방 찾아올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나친 경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에 비해 의료 영역 등과 같이 현재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과거의 인공지능 거품을 불러왔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근미래에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김기현 교수
(전)세계철학대회 한국조직위 사무총장, 인지과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인문특별위원회 위원
(현)분석철학회장, 서울대학교 교무처장

강연제목:AI와 인간의 마음
강연요지:
AI의 발전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터넷과 AI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틀을 가져오는 데에 머물지 않고 우리네 삶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고 
있다. 인간의 인지의 많은 부분이 단말기와 Cloud로 이양되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 변한다. 
인간의 관계가 간접화되면서 공감의 영역은 축소되고, 이미 진행되던 개인주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져 
초개인주의로 향한다. 4차 산업혁명이 던지는 철학적 사회적 질문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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