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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ICT연구소는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 및 대안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newsletter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 2017

Asia Privacy Bridge Forum &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 2017 개최

지난 11월 8일(수)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Asia Privacy Bridge Forum &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 2017'이 개최되었다. 매년 11월 개최하고 있는 Barun ICT Research Conference는 올해 아시아 프라
이버시 브릿지 포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사이버불링과 인터넷 윤리, 바른ICT연구의 4가지 트랙으로 진행되
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각 트랙별 연사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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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1. 홍콩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보는 국제 공조 사례
                                        - Stephen WONG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Hong Kong)

홍콩은 웹캠 해킹 사건과 완구제작회사 VTech의 고객 데이터유출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였
다. 온라인을 통해 영국까지 확산된 웹캠 해킹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
국 정부에 요청하여 자료의 금전적 거래를 금지하고, 개인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VTech의 경우 유출된 고객 정보가 전세계에 흩
어져 있었는데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국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맡음으로써 고객 데이터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보안 정책
을 실시하도록 협조를 얻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의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채호 상임위원, 행정안전부 
장영환 정책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현철 본부장,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이태형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홍콩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Stephen WONG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의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막이 열렸다.

임채호 상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영환 정책관
행정안전부

정현철 본부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이태형 회장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

Keynote Speech 2. 미래 기술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단정하지 말라
                                        -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기술은 우리에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일상을 가져다 주었다. 그
래서 우리 인간은 더 행복해졌는가? 

두뇌 속 '즐거움 전구'가 깜박일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즐거움 전구는 맛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깜박거린다. 사회적 소속감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그
렇다면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인간의 사회적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까?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소속감 욕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정
보통신기술과 심리적 행복에 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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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 Avoidable Practices   
by Barun ICT Research Center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사례와 피해야 할 사례를 소개하였
다. 이를 통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살펴 보고, 향후 긍정적 효과를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 해 보았다.

Good Practices
1. 복잡한 정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후보별 안보 , 경제 , 복지 등 분야별 정책 비교 분석
• �유권자 의 개인별 성향에 따라 유사정책을 보유한
  후보자 추천  
• ��복잡한 정책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 향상 
 ( 사례기업 : FiscalNote, Korea )

2.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공공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기업 정보 제공                    
: 공공경영 , 정보공개 , 사회공헌도 , 환경영향 등

•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 유도                                                                                  
( 사례기업 : ㈜ 지속가능발전소 )

3.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의 효과적 전달
• �Layered Approach, Infographic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 �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 
  출시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PER (Privacy Enhancement Reward) :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
 ( 사례기업 : ㈜ 네이버 )

4. 공공 Wi-Fi 보안성 강화
• 공공 장소의 무료 Wi-Fi 가 가진 보안 취약점 보완
• ���보안이 취약한 Wi-Fi 접속 시 경고 메시지 및 자동 접속
  차단 ( 사례기업 : ㈜ 씨드젠 ) 
                                                                           

1. 크런치모드Crunch Mode 강제
• �일부 ICT 업체들의 개발일정 준수를 위한 고강도 노동 
요구 : 개인의 수면 , 영양 , 위생 관리 등에 심각한 저해

2.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맹목적 통제
   •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인터넷 중독은 신경 

생리학적 행위중독 현상            
   • �부모의 맹목적 통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중독 

방지효과 역시 감소, 자녀의 인터넷 사용 내용 및 시간대 
등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

3. 형식적인 비밀변호 변경 요구
  • �타의적, 형식적 비밀번호 변경의 낮은 보안 효과 
  • �이용자는 중요 사이트 접속을 위한 ID/비밀번호 사용을 권고
              

4. �보안사고 발생 시 무분별한 책임자 징계
  •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 지연                  
  • �先 대응 後 문책 원칙을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유

지 필요

Avoidabl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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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A /  Asia Privacy Bridge Forum

싱가포르  Evelyn GOH (Communication Policy, PDPC Singapore)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가간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정
보보호 정책이 각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지
식을 공유하고 국가간 데이터 이전 매커니즘을 발전시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연구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송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효과적인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사용하여 지역적 프라이버
시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개인 부문에서는 학계와 협력하여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역/정부 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
호법 집행에 있어 다각적으로 양자간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글로벌/정부 부문에서는 
국제적 논의를 통해 도출된 해결방안과 협의사항을 어떻게 국내 법에 반영할 지 고민하고 있다.

일본  Takayuki KATO (Asia University)

PPC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가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결정한 국가의 경우, 일본 
외 국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이것은 EU의 적합성 평가와 닮아 있다. 하지만 국가
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규정은 동의에 대한 범위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국제적 데이
터 이전은 국내 데이터 이전 보다 더욱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Sonny ZULHUDA (Civil Law Department, Ahmad Ibrahim 

Kulliyyah of Laws,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

말레이시아에서는 사법부와 의회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행위원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시행규칙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나는 산업 실천 강령을 장려하는 것을 통
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법률 집행과 기소를 통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몇 가지 법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시행 전 
단계이며, 주요 개인정보보호 법 제정은 여전히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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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한국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와 APEC CBPRs, APB Forum과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간 견교
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로부터 해외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국민과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APEC CBPRs의 참여를 통해서 
APEC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와 일치하는 프라이버시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APB Forum의 지속적 
개최로 아시아 국가의 프라이버시 법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
축하여 피해 구제와 같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중국  Yanqing HONG (Internet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Peking University)

중국은 기관 운영 상의 요구로 인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안 심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가 제정한 조치에 따라 수행된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엔 
그 규정이 우선하며 데이터의 위반, 손실, 남용, 변조, 파기 또는 데이터의 축적, 합병 및 분석이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데이터는 중요하다고 간주된다. 

        

한국  박광배 (Lee & Ko)

2차로 생성된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생성과 사용을 위한 다양
한 법적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사전 동의 프레임워크를 보완하고 법률적으로 생성된 정
보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사전 통지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추론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데이
터 주체를 통제하는 것에 대한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몽골  Galbat LKHAGVAMAA (Law Enforcement Univertisy of Mongolia)

몽골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해야 한다. 금융 서비스, 보건 의료, 통신과 같
은 특정 산업의 데이터 유형과 활동에 초점을 맞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국제 표준
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각각의 법적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스리랑카  H.P.S. SHANTHA (Ministry of Finance and Mass Media, Sri Lanka)

스리랑카 국민은 개인정보보호의 법률 및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 규제의 대
안으로 산업계에서 개발한 행동규범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EU 지침의 유럽모델을 기
반으로 제안된 데이터 보호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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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B /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ange in Jobs

인공지능의 미래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이포원 부장 (NVIDIA)

디바이스 간 연결이 점차 증가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가 각광받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구조화된 그리고 구조화되지 않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
석하여 특정 기업의 필요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데이터 분석 
보고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3D Printer, Maker Movement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고산 대표 ((주)에이팀벤처스)

에이팀벤처스는 2013년 9월 설립되어 누구나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보급형 3D 프린터
를 새롭게 설계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제조 플랫폼 '쉐이프엔진Shapengine'을 런칭하여 디지털 제
조 혁명이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을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에이팀벤처스의 목표는 제조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manufacturing로 누구나 장비와 공장을 자신의 것처럼 활용하여 생산의 주체
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론 산업과 일자리 전망  

이보성 선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드론은 프로슈머 전문 제품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전자,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
술이 결합된 제품이다. 대량 생산이 아닌 개인 또는 소규모 전문 기업이 강점을 갖는 제품이다. 따라서 
단일 기업이 대량 생산하기 보다는 주요 구성 부품별 전문 기업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산업
에서의 강점 기술을 드론에 적용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기업 및 생산자가 성공할 것이며 개인의 능력이 기업의 규모보다 우선시 되는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문제와 정부의 대응  

황판식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변화로 기존 노동시간 대비 최대 49.7%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이고, 
2030년까지 지능정보 분야에 약 8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 직업군 내에
서도 직무에 따라 자동화 가능성은 상이할 것이다.

지금은 부문별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화된 상태로 취업난과 인력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단순 반
복 직군은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창의적이거나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군은 인재가 부족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유망 신직업을 발굴하고 신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도출해내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교육 훈련 및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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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발전과 일자리의 변화  

최강식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은 파괴적 혁신, 거대한 불연속으로 1차 산업혁명 때와 비슷한 불안감이 팽배
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며, 신기술의 발전은 단지 생산 방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는 낙관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향후 전산화되지 않는 두 종류의 직무가 있다. 추상적인 업무와 전산화하기 힘든 경비원, 청소부, 운
전사, 비행승무원, 음식서비스 종사자, 가정간병 도우미 등과 같은 직무이다. 이러한 직무는 최근 발전
하는 기술과 보완관계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 생산직, 사무직, 판매직과 같은 반복적인 업무는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전산화되어 기술로 대체되어 점차 고용이 감소할 것이다. 

Track C /  Cyber-bullying & Internet Ethics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인터넷 사용 및 가족 관계와의 구조  

고영삼 교수 (동명대학교)

초·중·고 학생의 17.2%가 최근 1년 간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일
반 네티즌들에게 사이버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이버 폭력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한 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터넷 사용과 사이버폭력, 가족관계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사용이 많을수록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낮으며,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피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있어 부모의 지도감독이나 가족들의 관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익
명의 가해자로부터의 사이버폭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 폭력과 연결된 사이버불링의 현주소  

김승혜 단장 ((주)푸른나무 청예단)

사이버불링 연구 결과를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결속형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할수록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애착은 사이버불링을 낮
추는 효과를 가져오며, 부모와의 대화가 자유롭거나 개방적일수록 휴대폰을 통한 언어폭력은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교육 확대, 통합적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의 강화, 자율적 통제 기구의 활성화, 사이버불링 신고 및 상담 장려, 교유관계 증진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스스로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또래 조정자로서의 사이버멘토의 육
성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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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이버불링 사건은 오프라인과 비교해 목격자의 수가 많고, 불링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보다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면대면 상황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공간에 규제받지 않고 행한다는 
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물리적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는 전통적인 괴롭힘과 다르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책으로 사이버불링 가해자에 대해 엄한 처벌, 사이버 멘토 육성,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 교육의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터넷 윤리교육의 새로운 방향  

조정문 수석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현재 인터넷 윤리교육은 목표와 내용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여 체계적이지 못하며, 일탈 행동 중심의 
교육으로 인터넷 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교육이 부족하다. 교수 방법 또한 부재하며 비현실적
이다. 따라서 일반 윤리교육과 차별화되는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도 나름대로 사유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과 불링의 쾌락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 윤리 교육 방안  

윤미선 전임연구원 (서울여자대학교)

사이버불링 예방/대응을 위한 활동 제안

1)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 교육 확대, 통합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2) 자율적 통제 기구의 활성화

3) 사이버불링 신고 및 상담 장려

4) �교유관계증진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스스로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또래                                  
조정자로서의 사이버 멘토 육성 등

5) 절제된 미디어 사용과 사이버윤리 실천 장려

6) 인지적 공감능력, 사이버윤리 의식 함양 및 학교만족도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7) 사이버불링에 관한 학교규칙 제정 및 실행,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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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D /  Barun ICT Research Projects

 한국의 자살 - 분석과 예방  

  김상준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한국 외 다른 OECD 국가들의 자살률은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은 유독 자살률이 높다.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의 자살은 최근 15년간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주요 원인이다.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신변을 해결하는 능력이 급감하는 것이 노인의 우울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노년층의 자살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 원격의료Telemedicine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
로 원격진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케어유닛Moving Care Unit을 활용한 원격의료 시
스템과 커뮤니티 방송을 통해 지역공동체(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ICT 서비스의 방향 제시를 위한 고령자 분류체계 개발 및 핵심 요구사항 조사   

정경미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기존 연구에서는 고령자 전체가 아닌 특정 고령자 집단에 국한된 연구가 진행되어 그 이외 영역에 
대한 서비스 요구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고령자 하위집단을 다축 체계를 활용하여 분류하고 고령자를 
위한 주요 서비스 영역 4가지를 도출하였다. 상위 3가지 주요 서비스로는 즐거운 생활, 지적인 생활, 
관계 유지가 도출되었으며, 특이하게 80대에는 안전한 생활이 주요 서비스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ICT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고령자가 ‘사용방법이 복잡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여 사용의 용이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이 나타났다.  

�타조직의 실패 학습을 통한 정보보안 역량 강화 매커니즘에 대한 실증 연구  

김승현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매년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위반률은 감소하기는 커녕 증
가 추세이다. 특히 병원의 경우 전자건강기록EHRs의 도입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의료정보 침해 예방에 대해서는 제도적 기술적인 대비가 미흡한 현실이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함으
로서 타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실패사례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시각 장애인의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  

박진배 교수(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시각 장애인도 일반인처럼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들의 일반적 보행 방법인 흰지
팡이 보행은 초행길에서 길을 잃는 횟수가 빈번하여 원활한 보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길 안내 장비가 필요하다. 이에 시각 장애인의 71%가 스마트폰 사용에 보편화되어 있는 것에 착
안하여 CCTV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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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환경은 사회를 통합시키는가? - 디지털 시대 사회적 통합의 빛과 그림자  

송인한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15년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절반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스마트폰과 SNS는 인간을 더 많이 연
결하게 되었다. 하지만 높은 스마트폰 사용률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스마트
폰을 통한 개인 간의 연결이 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는지 혹은 저해시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사람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회통합은 주로 투표, 관계 등의 영역에서 관측되었고, 사회갈등은 정치, 계층 등의 영역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선용 역량 구축 모델 개발  

신성만 교수 (한동대학교 상담심리 사회복지학부)

스마트폰 선용adaptive smartphone use은 스마트폰 사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스
스로 조절하면서 유익하게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U에서도 '기회의 최대화, 위험의 최소화'를 표방
하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목적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기균형 관점과 스마트폰 선용을 연결하면 청소년 스스로 사용 역량을 구축하
고 강화하는데 기본이 되는 동기를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의약품 사용후기의 보건의료 가치  

홍송희 교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환자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의사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의사는 임상적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 환자가 느끼는 증상들, 환자의 기호와 
취향을 치료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인층의 경우 너무 다양한 약제를 복용함에 따라 부작
용이 잦고 신체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인의 임상 시험 참여율이 저조하고 치료 참여도
가 낮은 계층이라 더욱 의료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이에 의약품 사용자들이 자발적인 의약품 사용후기를 남기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ICT 시스템의 필
요성이 대두된다. 환자 맞춤형 의약품 서비스 제공의 반석을 마련하여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
을 높여 국민 건강의 삶과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의약품 사용자 간의 소통 및 의약품 사용자와 의
약품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여 환자의 약품 요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생애단계별 스마트폰 만족 사용을 위한 스마트폰 스트레스 지표 개발 연구  

이기학 교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근 병리적 중독 수준은 아니지만 적정한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마
트폰의 건강한 사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경험 중심
으로 연령 및 생애 주요 역할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 목적 및 태도의 차이, 차별화되는 경험과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애단계별(청소년기, 성인 
전기/중기) 스마트폰 사용 스트레스 요인의 심리적 구조를 확인하고 각 생애 단계별 스마트폰 사용 스
트레스 지표를 개발하였다.

발표: 이경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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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PC/Mobile 플랫폼 이용행태 분석 

• 직종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화이트칼라 > 블루칼라 > 자영업 순

• 화이트칼라는 생활, 블루칼라는 게임, 자영업자는 금융 앱 사용시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 자영업자의 스마트폰 업무활용도가 가장 높아

스마트폰은 일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 2016.06.27 ~ 2016.10.02 14주간 전
국의 만 19세이상 5,553명을 대상으로 직업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직업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용시간의 경우 대학생이 주당 평균 38.6시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뒤이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사용량이 각각 29.4시간, 28.4시간으로 기록되었다. 
한편, 자영업자의 사용량은 주당 평균 24.1시간으로 타 직업군에 비해 가장 낮은 사용시간을 보였으며, 이 같은 수치는 
직업이 없는 무직자(26.8시간)와 주부(27시간)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임지선 박근용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본 기획 연재에서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16.06.27 ~ 2016.10.02까지 총 14주
간 전국의 만 7세 이상 6,09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스마트폰 사용량 데이터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스마트폰, 일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그림 1] 직업별 스마트폰 사용시간(주당 평균사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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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직종별 스마트폰 사용시간 차이는 카테고리 별 사용시간 비중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화이트칼라의 
경우 타 직업에 비해 생활 앱의 사용비중이 높은 반면(13%), 블루칼라의 경우 게임 앱 의 사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8.1%). 자영업자는 금융 앱(2.9%)의 사용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경우 카카오톡을 포함하는 커뮤니케이
션(17.4%) 및 SNS를 포함하는 소셜미디어 앱(11.2%) 사용시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요 카테고리(게임, 엔터테인먼트, 생활, 교육)내 세부 카테고리 사용시간 비중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의 스
마트폰 사용에 있어 여러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먼저, 게임 앱의 경우 일반적으로 퍼즐게임의 사용비중
이 전체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스톱과 같은 보드게임의 사용시간 비중(전체 게임 앱 사용시간 중 
1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 앱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영상 앱의 사용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자
영업자의 동영상 앱 사용비중(전체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시간 중 45.5%)이 특히 높았다(타 직업군 평균: 36.6%). 생
활 앱의 경우 자영업자의 지도/교통 관련 앱 사용비중(30.1%)이 타 직업군의 평균 사용시간 비중(15.8%)을 크게 웃도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 앱의 경우 구직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무직자들의 사용시간 비중은 높았으나(각각 159.1
분, 151.1분), 자영업자를 비롯한 이미 직업활동을 하고 있는 타 직업군의 사용시간은 구직자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74.3분).

[그림 2] 직업별 앱 카테고리 사용시간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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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스마트폰 사용패턴을 살펴본 결과 직업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시간 및 사용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특히, 자영업자의 사용패턴은 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다른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사용시간은 
가장 낮았지만, 금융 앱 및 기타 지도/교통 관련 앱과 같은 생활밀착형 앱 사용비중은 타 직업군에 비해 크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시간 사용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강도가 높아 전체 사용시간
은 짧은 반면, 자율성에 기초한 사용이 오히려 업무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낮은 교육 앱 사용은 현재의 활용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프리에이전트Free Agent의 증가는 자영업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앱 개발에 대한 필요와 수요를 동시에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자영업자의 필요와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앱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자영업자의 앱 세부 카테고리 사용시간 비중 비교 (%)

[그림 4] 직업별 교육카테고리 평균 사용시간 (주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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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ICT Essay Contest

2017년 6월 22일 연세대학교 청솔관에서 제2회 'Barun ICT Essay Contest'가 개최되었다. 본 기획연재에서는 
Best Essay로 선정된 5편의 에세이를 매달 한편씩 소개한다. 에세이는 영문으로 쓰여진 원문을 수록하였다.

#3. Kakaotalk, the outstanding Course Management System 
       for English Class

Written By  Eun Hye KAM
(Senior, Child and Family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Since 2010 with its introduction as free messenger application, 
Kakaotalk has been loved by people regardless of age or any gender, 
attaining 48.96 million of users in 2016 (Statista). A Key to success 
was its transformation into multi-platform app which provides users 
with all-in-one experience. Compared to the past when application 
mostly focused on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it now boasts 
expanded services of game, webtoon, music streaming, online 
payment and social media. This being so, it suddenly triggers an 
interesting question. “Does Kakaotalk play best in the English 
language classroom?” 

As today’s technology has permeated into our life and resulted 
in growing percentage of students own and use of mobile devices, 
researchers have been exploring mobile device integration in class 
(Erbes et al. 2016). There’s an ongoing English writing courses 
taught by two professors in Yonsei University which use Kakaotalk 
as supplementary course management system. Being a participant 
of one of these writing courses, I quote the syllabus of this course. 
It writes, “This course requires students to have a smartphone with 
Kakaotalk as the main communication outside of class”. Thanks 
to this course and other resources I got from researches, I find 
Kakaotalk fulfills critical factors of successful language learning stated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research paper, published by British 
Council (16) which are mostly summarized into time, atmosphere, 
and feedback. I believe Kakaotalk can be effectively used as Course 
Management System (CMS) in the English Language Learning 
classroom because it is time-efficient, reduces learner’s anxiety, and 
provides continuous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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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 as CMS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gives students more time and provides choices of time to 
engage in learning thus promotes language learning effectively. For a student to learn English language effectively, 
there are two required conditions regarding “time” and Kakaotalk satisfies them. They are expansion and 
independency of time which allows to learn beyond class hours and freely choose when to learn. First, Kakaotalk 
provides environment of learning English beyond classroom. For instance, Andrew Pollard, a professor at school 
of Education at Curtin University, describes his teaching experience of making students practice oral proficiency 
outside the classroom via Kakaotalk which is named as “Spoken Response Activity”. He explains further that 
students needed to submit a single audio recording via Kakaotalk so he could monitor anytime and give feedback. 
Referring to Pollard’s example, it can be inferred that students get time to practice language at home to do the 
assignment and have increased opportunity to speak English outside the classroom. If it were not for Kakaotalk, 
learners might have had to practice speaking only during the short class hours. 

Moreover, users can freely choose when to engage in learning regardless of location, due to the mobility and 
instant connectivity of Kakaotalk (Ryu and Parsons 707). According to the study of Effects of Mobile Instant 
Messaging on Collaborative Learning by Kim et al. (2014), it quotes a student who uses Kakaotalk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He says, “One day, I had a lot of classes but I could read the member’s opinion between 
the classes and respond them that I could keep up with my team members’ discussion” (38). This shows how 
Kakaotalk overcomes time and location. There’s even a student who discusses with his team members working 
as a part time job when there are few people in the working place (39). Overall, Kakaotalk is time-efficient thus 
promotes learning language effectively.  

Not only time-efficient, Kakaotalk as CMS fulfills another factor of successful English language learning called 
“atmosphere”. In English Language learning, affective factors such as motivation, self-confidence, attitude, anxiety 
cannot be ignored. According to Horwitz et al (1986), anxiety negatively affects language learning and leads to 
poor language learning in some learners. However, Kakaotalk reduces learner’s anxiety by providing familiar 
learning environment. Referring to the word “familiar”, it not only means user’s familiarity in using app, but also 
the friendly atmosphere of Kakaotalk. Regarding the user’s familiarity, teachers or students do not need hard 
efforts using it as CMS since Kakaotalk is already a famous and familiar application. It is easier than YSCEC which is 
not always utilized by everyone. However, Kakaotalk is easy for everyone to use. 

Moreover, Kakaotalk offers a more comfortable and friendly environment. This is supported by Kim’s survey 
result that many students have claimed so because they could talk about private topics other than discussion 
topic using various emotional and social expressions (39). One of the students said, “I feel free to talk to them 
about my private stories through mobile chat” (39). Based on these results, Lee and Johnson, the professor from 
SookMyeong Women’s University and the other from Northeastern University recommend using Kakaotalk to 
facilitate social and affective interaction at the beginning of their team project when they need to get familiar 
with each other (qtd in Kim et al. 40). Additionally, my personal experience adds supporting the idea that it 
reduces the anxiety. In my case, Kakaotalk chat rooms have helped me a lot in getting familiar with new friends 
faster in a less intimidating way. Through Kakaotalk, I experienced that the closer we build our relationship, the 
more help I could receive from others. For these reasons, Kakaotalk surely support learners to engage in learning 
more comfortable thus promotes English language learning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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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Kakaotalk is the best place to give and receive feedbacks which contributes to English language learning. 
According to a study by Hi Jean Kim, the research suggests that “Kakaotalk can be useful and productive tools 
for EFL writing” (103) since feedback from peers and teacher had positive effects on English writing. Also,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there seemed to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ir language abilities. This tells 
that Kakaotalk can be utilized as giving feedback actively thus contributes to the language learning. Meanwhile, 
Pollard suggests giving feedback via audio message since it even helps to build rapport with students (29). He 
encourages students to suggest corrections for their peers too (31). In these ways, Kakaotalk supports English 
language learning, being utilized as providing continuous feedbacks.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people who worry about tiredness regarding the use of Kakaotalk beyond class 
hours. They believe using Kakaotalk increases tiredness and stresses since it increases more time to learn for 
students, and more time to instruct and guide students for professors. Also, they argue that Kakaotalk will 
interrupt their private time. One might worry about a student reaching professor or peers in the late hours and 
disturb their private hours. Imagining the scene, I agree that this can be considered as serious concern. However, 
these are so much preventable. For instance, it is not difficult to make a rule together in class of what to keep. 
When the rule is made by consent, both professor and student might be free from unwanted burden or stresses.  

Now, it’s clear that this is the time to actively adopt opportunities mobile technology offers us. The fast-
changing digital age will continuously provide a context where we can utilize its advantages. Therefore, it is foolish 
not to use them when Kakaotalk functions are proven to be time efficient, comfortable and interactional that 
supports collaborative learning and language skills. Teachers who teach English Language should consider utilizing 
Kakaotalk as course management system. Furthermore, we can even suggest Kakao corporation to develop more 
features required for an ideal Course Management System. Then, Kakaotalk will provide the best English learning 
classroom. 

[ Works Cited ]
• Erbes, S., Lesky, S., & Myers, J. “Teachers exploring mobile device integration: A case study of secondary teachers’ 

responses to iPads in the classroom.”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Research, vol. 15, 2016, pp. 503-516.
• Gordon, Kyle. " Internet usage in South Korea - Statistics & Facts." Statista. 20 May 2017, www.statista.com/topics/2230/

internet-usage-in-south-korea/
• Horwitz, Elaine K., Michael B. Horwitz, and Joann Cope. "Foreign Language Classroom Anxiety."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 70, no. 2, 1986, pp. 125-32. 
• Kim, H., Lee, M., &Kim, M. “Effects of Mobile Instant Messaging on Collaborative Learning Processes and Outcomes: The 

Case of South Korea.”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vol.17, no.2, 2014, pp. 31-42. 
• Kim, HiJean & Yoon, MyungNim. “Adopting smartphone-based blended learning: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implementation of Kakao Talk and Mocafé.”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vol. 17, no. 2, 2014, pp. 86-111.
• Kukulska-Hulme, A., Lucy, N., & Jim, D. "Mobile pedagogy for English language teaching: a guide for teachers." British 

Council. 20 May 2017, englishagenda.britishcouncil.org/research-publications/research-papers/mobile-pedagogy-
english-language-teaching-guide-teachers 

• Pollard, A. “Increasing Awareness and Talk Time through Free Messaging Apps.”  English Teaching Forum, vol. 53, no. 1, 
2015, pp. 25-32.

• Ryu, Hokyoung, and David Parsons. "Risky business or sharing the load? – Social flow in collaborative mobile learning." 
Computers & Education, vol. 58, no. 2, 2012, pp. 707-20.



17

당신의 얼굴이 가장 최선의 비밀번호일까?

지난 9월, 애플의 새 프리미엄 브랜드 스마트폰인 아이
폰X는 페이스ID라는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상품을 내
놓았다. 페이스ID는 사용자의 얼굴을 3D 스캐너로 인식
하여 핸드폰을 잠금해제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에 적용되었던 안면인식 기술과는 달리, 아이폰 X는 3만
개 이상의 보이지 않은 점들이 얼굴을 인식하는 매우 정
교한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하였다. 적외선 카메라가 점의 
패턴을 읽고, 이들을 캡쳐하여 사용자의 얼굴과 매칭시키
는 시스템이다. 애플은 얼굴인식 시스템이 사진이나 가면
에도 속지 않으며, 심지어 지문인식이 되지 않는 아주 추
운 온도에서도 작동한다고 말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아이폰X로 인하여 얼굴인식 기술이 대중에게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굴인식은 비교적 최신의 기술로 생각되지만, 1960대
부터 정부나 높은 보안성을 필요로 했던 기업 등에서 사
용되어 왔다. 이 기술은 지문인식 기술처럼 스마트폰을 
통하여 대중화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퍼스트Facefirst라
는 앱은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
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아마존 고Amazone Go도 이

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얼굴인식으
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 5년 안에 모든 로그인 시스템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작년의 얼
굴인식 기술 시장 규모는 $3.35 백만 달러에 불과하였지
만 2021년에는 2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얼굴인식 기술은 편리한 만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
들을 찾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
아 정부는 반정부 시위자들을 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16개 주에서는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사진 정보를 잠재적인 범죄자를 찾을 수 있도록 
FBI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 경찰 역시도 자체적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굴인식 정보 
수집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 수집하는지에 대해 모르고 있으
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는 정책적으로도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 

안면인식이 효율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의
문 또한 제시되고 있다. 애플에서는 사용자의 편리성에 
비중을 두어 생체정보에 기반하는 보안 시스템 도입에 중
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보안 측면에서
는 6자리 코드를 입력하는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욱 해킹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이폰의 얼
굴인식 기술에 아직 기술적인 오류가 보고 되지 않았지만 
완성도가 낮은 안면인식 기술이 이번 기회에 시장에 많이 
출시될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정확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속히 관련 법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Barun ICT Column

송민선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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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디지털 도서관으로 정보 격차 좁히기

정보 격차는 거주 지역이나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요
인에 따라 현대 ICT에 접근 가능한 사람과 접근이 제
한되어 있는 사람들 간의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디지
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Arizona 
State University (ASU)에서 휴대용 디지털 도서관 
SolarSPELL을 개발했다. 

이 기기는 10와트의 태영열 패널과 10,000mAh
의 충전식 레이 파워 배터리로 작동되며, Wi-Fi 핫스팟
을 만들어 인터넷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제공한다. 
SolarSPELL의 2017년도 최신 버전은 마이크로 컴퓨터
가 들어있는 작은 방수 상자와 개방형 교육 컨텐츠가 입
력된 64GB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ASU 강사이자 기기 개발 책임자인 로라 호스만Laura 

Hosman은 태양열 교육 학습 라이브러리인 SolarSPELL
에 대해 "견고하고 휴대 가능하며 완전한 오프라인 디지
털 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SolarSPELL은 미국 Peace 
Corps와 협력하여 전 세계의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 현지
화 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미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연방을 포함하
여 태평양 제도에 200개 이상의 SPELL 도서관이 배치되

었다.

이 디지털 도서관은 사용법이 간단하고, 유지 및 보수
에 최소 비용만 들기 때문에 전기 및 인터넷이 부족한 지
역에 적합하다고 SolarSPELL 측은 주장한다. 과거 디지
털 환경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열악했던 농촌, 산간 지
역 등지에 디지털 도서관을 보급함으로써 SolarSPELL은 
디지털 격차 문제와 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arun ICT Global News

Laurel Maelynn Alley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Source]
• "SolarSPELL." SolarSPELL. http://solarspell.org/. 
• Pazera, Justin. "Solar-powered digital libraries developed at ASU being used worldwide." ABC15. August 07, 2017. http://

www.abc15.com/news/region-southeast-valley/tempe/solar-powered-digital-libraries-developed-at-asu-being-used-
worldwide. 

• Russell, John. "Solar Powered Library Helps Remote Students." Learning English. March 23, 2016. https://learningenglish.
voanews.com/a/solar-powered-library-helps-remote-students/32408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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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캐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을 위한 핀테크 서비스

말레이시아에서 블루칼라 근로자로 살고 있는 이민자
는 약 3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은 말레이시아
에 있는 은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이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민자인 메헤
디 하산 서먼Mehedi Hasan Sumon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
는 이민자들이 겪고있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캐시 온라인MyCash Online을 설립했다.

마이캐시 온라인은 2016년 4월 설립되어, 2017년 6월 
17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00,000달러를 조달했
다. 말레이시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
금을 조달한 최초의 회사이며, 현재 말레이시아 핀테크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은행에 돈을 저축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물품 구매나 금
전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이민자들은 이제 마이캐시 온라
인을 통해 은행이나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버스 티켓 구입, 모바일 크레딧 충전, 온라인 구
매, 그리고 해외 송금도 가능하다. 마이캐시는 60,000명
의 비은행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25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용자는 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ID를 등록하
고, 마이캐시 온라인에서 바우처를 구입해야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또한 편의점, 식당, 핸드폰 매장 등 마이캐
시 온라인과 제휴를 맺은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휴 상점은 현금 지불이나 Mol Pay를 
사용한 FPX(사용자가 현재 또는 저축 계좌를 사용하여 온
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결제 수단)를 통해 사전에 크레딧
을 구매해야 한다.

설립자인 메헤디Mehedi는 마이캐시 온라인 시장을 아시
아로 확대해서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대출, 건강 보험 또는 은퇴 대비 저
축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가까운 장래에 제공할 
계획이다. 

Teo Po Ci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Source]
• http://fintechnews.sg/9554/malaysia/mycash-online-leveraging-fintech-mobile-drive-financial-inclusion/
• http://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17/06/16/mycash-online-raises-rm1-3mil-in-equity-

crowdfunding-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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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ICT 사용습관, 부모가 만든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ICT 과용 문제에 가장 취약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달 전 공개된 스페인 바르셀
로나의 ICT 연구 그룹(the Youth and ICT Research 
Grou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휴대 전화 또는 
비디오 게임은 12세에서 20세 사이 학생의 학업 실패, 담
배 및 음주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ICT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지원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성인의 ICT 중독은 휴대 전화, 휴대용 컴퓨터 및 태블릿
을 이용한 연속적인 업무 형태로 나타나며 중단하기가 쉽
지 않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끊임
없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스위스 인력 회사
인 아데코Adecco는 휴식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업
무에서 벗어났는지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 지사의 직원들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근로자의 
약 35%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업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응답했으며, 25세 미만의 젊은 근로자의 경우 응답 비율
이 56%까지 상승했다.

부모가 업무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ICT에 의존하게 
되면 자녀가 ICT를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러한 조건에서 아동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부
모가 정상적인 근무 시간을 갖는 것과 특히 휴가 기간 동
안의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 제고하는 것에 달려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사소통기술에서도 연
결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현대 사회의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ICT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
용도 현실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사회 구성원 전
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 뿐 아니라 학부모, 그리
고 우리사회가 ICT중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이
다.

Julieta Salvo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1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