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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였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다. 이 강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이

의가 제기되었다. 인류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인류와 인류활동의

어떻게 인간의 생활에 이로움과 해악을 주는지 알아보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수학과 통계적인 아

영향이 지구의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수많은 인

이디어를 소개한다. 또한 지금의 어린 세대가 맞이할 미래에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류활동의 영향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수질오염, 산사태, 지반침하 등 다양한 환경 재난으로 나타난

016 년 3 월 9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세돌 9 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바둑대국 5 번기 중
첫 대국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첫 대국을 승리로 이끌었

다. 5 번기 대국에서 알파고는 4 승을 차지하여, 인공지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수준에 도

6억년의 지구역사는 다양한 시대적 특성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삼엽충으로 대표되는 고생
대, 공룡시대였던 중생대와 맘모스와 포유류가 등장한 신생대 등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 2016년 국제지질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류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논

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류는 이러한 지구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가? 어
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강연에서는 지구환경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금 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