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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과 철학 기술과 윤리의 관계

2. 왜 기술의 윤리성이 문제가 되나? 인공 지능의 예

3. 갈등의 원인과 대화의 가능성, 해결을 위한 제언



철학이 과학/기술에 대해 말 할 수 있
는가?

과학科學  

SCIENCE / SCIENTIA / SCIRE 

보편적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지식. 

그 대상 영역에 따라 ʻ자연 과학ʼ과 ʻ사회 과학ʼ으로 분류하며, 또 거기에 ʻ수학ʼ, 
ʻ논리학ʼ을 포함시킨 ʻ형식 과학ʼ과 ʻ철학ʼ을 포함시킨 ʻ인문 과학ʼ을 아울러 이르
는 말이기도 함. 좁은 뜻으로는 ʻ자연 과학ʼ만을 이르는 말.

-뉴에이스 국어사전-



TECHNOLOGY

기술 技術  

TEKHNĒ (ART, CRAFT) 

1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 
하는 수단. (예: 건축 기술)

2 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예: 운전 기술)  



윤리학 ETHICS, MORAL 
PHILOSOPHY

인간이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도덕의 

본질·기원·발달, 선악의 기준 및 인간 생활과의 관계 등을 논

구. 



윤리학 ETHICS, MORAL 
PHILOSOPHY

VIRTUE ETHICS 행위자의 특성

DEONTOLOGY _ KANT 이성을 가진 인간은 도덕법칙을 따를 

의무가 있다!

CONSEQUENTIALISM UTILITARIAN 



ACROPOLIS, ATHENS



DEATH OF SOCRATES 1787 
JACQUES LOUIS DAVID (FRENCH, PARIS 1748–1825 BRUSSELS) 



중세 대학 ARTES LIBERALES 

•산수, 기하, 음악, 천문 Quadrivium, 논리학, 수사학, 문법 Trivium 



물리주의적 환원주의와 그에 대한 비
판

환원주의 (REDUCTIONISM)
① 다양한 현상을 어떤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 또는 요인으로써 모두 설명하려는 주의.
② 물체에 관한 모든 명제는 현상으로서 감각에 직접 주어지는 것에 대한 명제로 환원 가
능해야만 한다고 하는 인식론상의 입장. 특히, 과학 이론에 대하여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대상은 관찰 가능한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한 제기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견해.

현상학자들의 비판

중요한 것은 기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가치를 가지냐 묻는 거다. 환원주의로는 삶의 다양한 현상

들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보편성/재현가능성

VS
개별성/내면



AI

“We should shift the goal of AI from creating pure 
undirect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creating 
beneficial intelligence. It might take decades to 
figure out how to do this, so let’s start 
researching this today rather than the night 
before the first strong AI is switched on.”

reddit ama



AI는 대규모 실직을 예고하는가?
Technological unemployment

“The outcome will depend on how things are 
distributed. Everyone can enjoy a life of luxurious 
leisure if the machine-produced wealth is shared, 
or most people can end up miserably poor if the 
machine-owners successfully lobby against wealth 
redistribution. So far, the trend seems to be toward 
the second option, with technology driving ever-
increasing inequality.”

reddit ama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제어할 수 있는
가?

낙관론 진영

전통적 도구론: “기술은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단

일 뿐!”

사회 결정론: “기술은 사회, 정치, 문화적 가치의 표현

이야!”



자율적 기술론 (비관론/신중론)

자체의 논리에 따라 발전하고, 개인의 발전과는 무관/단절/소외

기술 시스템 (TECHNOLOGICAL SYSTEM)

절대적 효율성, 지속가능, 이윤 확대

전체주의 / 권위주의 사회로 귀결 J. ELLUL, M. HEIDEGGER

L. WINNER: 기술적 표류(TECHNOLOGICAL DRIFT)



결론
어떤 한 기술은 그것을 창조한 과학자 / 공학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립적이지 않다.
기술의 윤리성을 묻는 것은 기술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을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잠재력이 너무 강력해, 사회의 구조를 급격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문제를 다시 기술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 
(intelligence explosion)
어떤 기술의 윤리적 문제가 예상된다면, 사후에 기술적 대
응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 사회적 영향을 먼
저 고려해야한다.
비판적 과학자 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