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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BARUN ICT Events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 정보문화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

개인정보보호 및 ICT 역기능 해소 연구에 기여

올바른 ICT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함을 당부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이 지난 6월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제31회 정

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올바른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역기능 해소 방안에 대한 연
구 등 그 동안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문화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김범수 소장은 2000년 초반부터 올바른 개인정보보호 제도 설립과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5년 연

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으로 취임 후 지속적으로 정보격차, 스마트폰 과의존, 정보보호와 관련된 학술 활동에 매

진하고 있다. 최근에도 가상현실 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VR 개발자와 사용자가이드 발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
어가고 있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빠르게 발전해온 ICT가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지만,그에 수반되는 문제

점도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ICT보다는 바른 ICT를 위해 연세대 바른ICT연구소가 노력하고 있으며, 올바른 ICT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 가계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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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바른 VR 사용자 가이드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6월 28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제31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

식에 참여하여 새롭게 업데이트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 개발자 및 사용자 안전 가이드 2.0을 소개하였
다.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정보문화유공자, 청소년,

고령층, 장애인 등 일반국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바른ICT연구소는 VR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개발자 및 사용자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VR 안전사용 10계명”을

2016년 5월 최초로 제시하였다. 이후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하게 개발된 VR기기와 콘텐츠들을 꾸준히 경험하고 연구
한 바탕으로 2018년 5월 “VR 안전 가이드 2.0”을 VR 소프트웨어 형태로 으로 새롭게 만들어 발표하였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VR은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낼 새로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성장한 VR 시장의 대중화에 비하여 VR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비하다.
바른ICT연구소에서 발표한 “VR 안전 가이드 2.0”이 안전하고 바른 VR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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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ICT ESSAY CONTEST 개최
지난 2018년 6월 7일 Barun ICT Essay Contest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된 콘테스트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주제의 영문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우수한 Best Essay를 3편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Best Essay 3편은 바른ICT 뉴스레터에서 3달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Best Essay Award 수상자는 다
음의 3명이다. 시상자로는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이태희 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
내었다.

Yae Rym K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15)
Redefining Privacy: to Protect or Cover Up?
Eun Sol KIM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16)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Let’s Give Up on Privacy
and Fight for Freedom of Expression
Jin Hee LE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Yonsei University (’16)
The Exploitation of Privacy: Can It B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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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ICT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 사회혁신 멘토단’ 위촉

해 나갈 것이다.

털 사회혁신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

다. 김범수 소장, 박용완 연구교수, 오

이래로 디지털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

미한다. 사회문제는 지역 사회의 현

단에 위촉되었다.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바른ICT연구소는 디지털 사회혁신

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기여하여 왔
주현 연구교수는 지난 6월 18일 멘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난 6월 18

일 서울혁신파크에서 ‘디지털 사회혁
신 1번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디지
털 사회혁신 멘토단 출범식과 함께

국내의 디지털 사회혁신 성공사례 소
개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바른
ICT연구소는 본 행사에서 디지털 사

회혁신 멘토단에 위촉되었으며, 향후
디지털 사회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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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개소

해왔다. 가령 정보 소외계층도 정보
을 위한 실내 내비게이션 개발’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기 울음 알림

시스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

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편 정

부도 디지털 사회혁신의 흐름에 동참
하며 사회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
다.

최 근 디 지 털 사 회 혁 신 ( D i g i ta l

Social Innovation)이 화두다. 디지

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

안을 비롯하여 저출산, 고령화, 일자
리, 환경 문제 등 전반적인 문제를 아
우른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

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
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만, 사회혁신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
로(bottom-up) 향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즉, 시민 주도로 사회가 변

화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정리 오주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BARUN ICT Research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워크숍: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 방안
김기윤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피싱 이메일 클릭하지 마세요” (김범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소장)
지난 6월 1일,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이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워크숍에

서 ‘4차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방안’이라는 주제로 1시간 40분 가량 기조강연을 하였다. 해당 컨퍼런스
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인 ‘제8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2018)와 함께 개최되었으며, 서울

시 전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자, 취급자,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
의 중요성 및 안정성 확보조치에 대하여 교육 받았다. 김범수 소장은 이번 강연에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블

록체인, IoT 등에서 나올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김범수 소장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조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기업에서 실시하는 피싱 메일 훈련이 교육 후 3

달까지만 효과가 있으며, 이후에는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의 각 기관의 개
인정보보호 및 개인영상정보 처리자, 취급자 및 담당자는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각 기관에 맞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연했
다.

마지막으로, 해커들과 개인정보 관리자 및 처리자의 정보보호 방안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개인정보침해사건

이 일어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자물쇠의 작동 원리를 예시로 들면서 기존에 방어하던 부분만 방어를 하다 보면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보안 장치를 쉽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당 워크숍에 참여하였던 한 보안 담당자
는 “1시간 40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존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블록체인 IoT 등에서 나올 수 있는 개인정
보보호 이슈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고, 기존 업무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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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실버세대의 역할과 과제

복지 패러다임 이외 커뮤니티 및 일자리 참여 패러다임 필요
오주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

회에 들어섰다. 지속적인 저 출산율과 더불어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들어서는 시기임을 생각하면 고령층의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길어진

노년기를 보내는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
보사회이다. 4차 산업혁명 이전의 정보사회에서 고령층
이 정보소외계층으로 여겨졌다면, 지능정보사회에서 실
버세대는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며, 정부는 실버세대
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지난 6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는 실버

세대를 위한 세미나와 실버넷뉴스 제16기 기자단 발대

식이 있었다. 실버넷 뉴스는 실버세대가 주축이 되어 실

버세대를 위해 만드는 인터넷 신문으로 실버넷 뉴스 기자, 리포터, 사진/영상 전문가, 방송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실버가 선도하는 지능정보사회’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바른ICT

연구소 김범수 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다. 김범수 소장은 기조연설에서 고령층을 위한 복지 패러다임에서 나아가
실버넷과 같은 실버세대의 커뮤니티 조성과 일자리 참여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김범수 소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첫

째, 고령층에게도 양질의 노동과 사회 참여의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의 업무 환경 변화는 정년
의 개념을 변화시켰으며, ICT 활용 능력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
한 디지털 리터러시 (Literacy)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둘째, 실버세대의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 및 협업 플랫폼, 커뮤니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범수 소장은 지능
정보사회가 가져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CT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를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늘날의 60대는 이전의 60대와는 다르다. 즉,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고, 평균수명 또한 길다.

지능정보사회에서 길어진 노년기를 보낼 실버세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고령층은 본
격적인 은퇴와 자녀의 독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심리적
상실감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갑자기 증가한 여가시간은 사회적 역할과 관계의 상실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령층의 ICT 활용이 커뮤니티 참여와 제2의 경제 활동을 도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주
어지는 등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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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기술 양자컴퓨터, 단순히 꿈일 뿐인 기술일까?
김지수

연세대학교 UIC 창의기술경영학과
IBM은 2018년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5대 혁신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양자난수생성기를 이용

여러 기업은 이미 양자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많은 노력

암호로 활용할 경우 양자컴퓨터로도 쉽게 암호를 풀어낼

기술 중 하나로 양자 컴퓨팅을 선정했다. IBM과 NASA,

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작년 약 13조 원을 투자하여 세

계 최대 규모의 양자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밝히기도 했
다. 그렇다면 세계는 왜 이렇게 양자 컴퓨터에 관심을 쏟

는 것일까? 이론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컴퓨터조차 압도할 성능을 가질 수

해 지으로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 난수’를 생성하여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보안분야뿐만 아니라, 기존의 컴
퓨터로도 수백 년이 걸리는 계산을 단 몇 분 만에 해낼 수
있는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각종 시뮬레이션의 효율성을
높여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양자컴퓨터의 상용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역

있다. 이를 ‘양자 우위’ 라고 한다. 기존의 컴퓨터는 비트

시 존재한다. 히브리대학의 수학자 질 칼라이 교수에 따

에 0 혹은 1, 참 아니면 거짓 같은 한 개의 정보만 담아낸

큐비트의 아주 민감한 상태인 중첩 상태에 영향을 미쳐

라는 2진법 논리회로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비트 하나

다는 뜻인데, 1000개의 정보를 저장하려면 1000개의 비
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양자컴퓨터는 비트가 아닌 큐비트

를 기본 단위로 삼는데, 큐비트는 단순히 0 혹은 1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닌,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중첩을 가진다.

결국, 2개의 큐비트로는 2^2=4개, 10개의 큐비트로는
2^10=1024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처럼 적은 개

수의 큐비트로도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우위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보
는 시각이 많다.

양자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되었을 시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보안인데, 최

근 급부상하고 있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컴퓨터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와
함께 양자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낳았다. 현존하는

암호화 방식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RSA 공개 키 암호화인데, 두 소수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수를 제시하고 그것을 소인수 분해하여 두 수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263x67=17621을 도출해내기는 쉽

지만, 17621에서 263x67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은 점
을 이용하는 식이다. 양자컴퓨터의 상용화는 기존의 컴퓨

터가 갖고 있던 한계를 무너뜨리고, 현존하는 암호화 체
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양
자컴퓨터를 이용해 기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암호를 구축

르면 모든 물리적 시스템에는 노이즈가 존재하고, 이는
계산에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수천 큐비트를 연

산에 사용하기 위한 오류 보정에 수백만 큐비트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류가 없는 양자컴퓨터의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40년 가까운 시간을 양자물리학 연구

에 쏟아와 양자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세르주 아로
슈 교수 역시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꿈에 불과하다면서 상
용화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장애가 존재함을 지적했다.

높은 상용화의 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는 양자

컴퓨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큐비트가 50개 정도일 경
우 기존의 컴퓨터를 웃도는 성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IBM은 2017년 말 세계 최초의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
발에 성공하였고, 2018년 3월 NASA와 구글은 합작하여

72 큐비트의 양자 CPU를 소개했다. Communications

Industry Researchers(CIR)은 양자컴퓨터 시장이 2023
년에는 19억 달러, 2027년에는 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
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자컴퓨터는 여전히 상용화

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힘입
어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자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안체계, 각종 학문 분야의 발
전, 새로운 비즈니스의 탄생을 몰고 올 것인지, 아니면 기
술의 벽에 부딪혀 상용화에 실패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
켜보아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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ＧDPR 시행 후 한 달, 업계의 변화는?
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유럽개인정보보호법 (General Data Protection

소기업의 상황은 다르다. GDPR 대응에는 로펌 컨설팅,

GDPR은 유럽 31개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름이나 이메

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대응 구축을 주저하고 있거나 아예

Regulation, 이하 GDPR)이 지난 5월 25일 시행되었다.
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EU 밖으로 유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보호책임자(DPO)를 지정하도
록 요구하고 있다. GDPR 위반 기업에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EU에 사업장이 있거나 EU 거주자들의 개인정

보를 수집하는 국내 기업도 직접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 역시 GDPR에 주

IT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트업
EU 서비스 사업을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기업

의 GDPR 현황을 조사한 벤슨 본은 약 61%의 국내 기업
이 GDPR 규정에 맞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며,

40%의 기업은 DB 모니터링 툴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관
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미흡으로 인해 정부가 기업

목해야 한다.

들의 GDPR 대응을 돕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행 직후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글로

는 5월 25일 GDPR 관련 전문지식 및 대응 방향을 소개하

GDPR의 시행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시

벌 IT 대기업은 개인정보보호 비영리 단체로부터 GDPR

위반으로 제소당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
이 이유였다.

국내 기업도 이와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렇다면 GDPR에 대비하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대기업은 수백 명의 개인정보보
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 법인팀을 구성하는 등 대

은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

는 'EU GDPR 가이드북 북콘서트'에서 '우리 기업을 위한

EU GDPR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가이드북은 GDPR 주
요 원칙, 컨트롤러·프로세서의 역할, 정보주체 권리 강화,
기업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역외 이전, 개인정보 침해 발
생 시 조치사항, 피해 구제·제재 규정 등 GDPR 세부 지침

및 주요개념 해석을 다뤘으며 KISA 웹사이트-GDPR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유럽연합(EU)과 개인정보 보호

응에 일찌감치 나선 상태다. 네이버와 넥슨 등 IT 기업들

규제(GDPR)에 대한 ‘적정성 평가’ 조속 통과를 위한 협

스 팀(TFT)을 별도로 꾸려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반면, 중

서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적정한지 심사

역시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고, 태스크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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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GDPR 법령의 시행과정에

후 적정 평가를 받은 해당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비

움직임은 핀테크 사업자, 온라인 게임사를 포함해 GDPR

데, 현재 호주, 아르헨티나 등 8개국이 이를 획득했으며

줄 것으로 보인다.

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적정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함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스타트업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GDPR 시행 전에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 후 대

에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EU 집행위원

응을 구축하는 것은 GDPR 법령 시행에 따른 활로로 적합

Consumer and Gender Equality) 담당 베라 요로바

이번 법 시행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징벌적 과징금을 피하

회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사법총국(DG Justice,
집행위원과 만나 GDPR 한국 대상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고, 6월 1일에는 베라 요로바 EU 사법총국

집행위원을 한국에 초청해 적정성 평가를 가속하는 방향
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올해 내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적정성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 따
라서 올해 내로 한국이 GDPR 적정성 결정을 받을 것이라
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정성 결정을 받으면 현지 법인의 내부 직원 자료를 별

도의 절차 없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유럽에

법인이 있는 국내 게임사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등 우리 기

업들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성찰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기 위한 위기 모면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
의 소비자 정보 보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규제가 강하

지만, 대부분 동의 기반이라 보호 수준은 높지 않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보호 취약점을 GDPR이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준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을
높일 좋은 기회다.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DPR의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와 데이터보호담

당관(DPO)와 같은 선진적인 개인정보 보호체제를 도입

함으로써 전체적인 데이터 흐름을 파악하는 새로운 통찰
력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GDPR의 시행은 국내 기업
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해야 한다.

BARUN ICT News

이지형

Multi-Factor를 이용한 스마트카 결제인증 시스템 제안,
2018 대학생 금융보안캠프 최우수상 수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지난 7월 18일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2018 대학생 금융보안

캠프'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보호 아
이디어를 위한 금융보안 해커톤 대회가 있었다. 많은 참가팀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 중에 이지형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과정의 팀의 'Multi-Factor를 이용한 스마트카 결제인증 시
스템'의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4차산업 혁명시대의 새

로운 플랫폼이 될 스마트카의 특성에 맞는 안전한 결제인증 시
스템을 Multi-Factor로 도입한 이 아이디어는 소비자들이 안전

하게 스마트카라는 플랫폼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IT
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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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 몽골에 커뮤니티 바람을 불러일으키다
Enkhrel ENKHTSETSEG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몽골의 영토는 세계에서 19번째로 크지만, 인구는 31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비록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포함해

몇몇 도시들이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선 대부분 유목민이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
서 IT는 광활한 넓이에 비해 결집하지 못한 여러 지역을 한데 묶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 결과 정보통신기술

에 언제나 지대한 관심이 있는 몽골인들은 최신 휴대용 장치 및 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하여 빠르게 성장시켰다. 한 조사
에 따르면 최근 몽골은 210만여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그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에서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 노출된 사람들의 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소셜 미디어 네

트워크의 급성장이 일으킬 효과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몽골의 인터넷 예절과 그에 대한 교육, 아동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관리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몽골인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목적의 커뮤니티 생성과 같은 소셜 미디어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Ganjavkhlan Chadraabal는 몽골에서 가장 저명한 소셜 미디어 운동가 중 한 명인데, 무려 10만 9천여 명에 달하

는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설득력 있으면서도 날카롭게 비꼬는 글은 많은 몽골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사회적 이슈에 관심 갖도록 했다. 또한, 그는 NGO인 Lantuun Dokhio 기구를 설립해 젊은 세대와 함께 폭력, 범죄,

불평등에 맞서 싸웠다. 그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이러한 성공, 즉 매일 일어나는 몽골의 사회적 이슈 및 몽골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각하게 한 것은 분명 몽골인들이 직접 목격한 소셜 미디어의 긍정적인 효과이다.

앞서 말한 사례와 같은 온라인 행동주의는 소셜 미디어가 최근 몇 년간 나무 심기, 인권신장, 혹은 단순히 독서일지

라도 같은 목적을 지닌 사람들을 한데 묶는 커뮤니티 설립의 역할을 해내면서 그동안 몽골인들이 갖고 있던 소셜 미디
어는 해롭기만 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긍정적인 여론으로 바꾸었다. 일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의 모임’

을 만들어 이른 아침, 흥미로운 주제로 소통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임으로 활동하지는 않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의 시민들의 모범적인 활동과 그렇지 못한 활동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거나 글을 게시하여 공유하면서 온라인 행동주의
에 개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다.

몽골에는 여전히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몽골은 소셜 미디어 운동을 통해 긍정적 변화

를 이끌어낸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의 간편한 접근성과 소셜 미디어 사용자 수의 계속되는
증가를 통해 소셜 미디어는 몽골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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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유럽개인정보보호법) – 힘들어진 상황의 소규모 단체들
Alexander BERGMAN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GDPR은 이로울까? 2018년 5월 25일부로 일반 개인정보 보안법이 발효되

면서 보안법의 목적에 대한 많은 논란과 불확실성이 대두되었는데, 이 보안법

이 개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기업체들이 많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가

이드라인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 EU의 주요 회원국이

자 디지털경제사회 유럽집행위원회(Günther Öttinger)의 뿌리인 독일 역시
DSGVO라는 이름 하에 보안법이 적용되었다. 일반 개인정보 보안법의 목적은

G D PR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Lorem ipsum dolor sit amet, consectetuer adipiscing elit, sed diam
nonummy nibh euismod tincidunt ut laoreet dolore magna aliquam erat
volutpat. Ut wisi enim ad minim veniam.

사실 간단명료하다. 모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다른 국가 다른 단체 간의 정
보 및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는 노력을 쏟

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나는 독일 혹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높은
수준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인식과 지적 자본을 십분 활용해 전세

계를 안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듦과 동시에 우리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 시켜
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보안법의 어두운 면은 어떠할까?

안전성이 위협받기도 하는가? 한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점은 GDPR이 소규모 단체에 끼칠 영향이다. GDPR

이 적용되는 범위는 굉장히 넓고, 그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사업체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이러한 사업체들, 메르세데스 벤츠, 구글이나 바이에른 뮌헨부터 이웃의 작은 낚시 모임조차도 프라이버시 정책이나

정책실행을 다르게 해야 한다. GDPR은 사업체 혹은 사업 반경에 따라 차별 적용되지 않고 데이터 관리를 위해 모두에
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과연 소규모 단체들이 GDPR에 맞추기 위해 프라
이버시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럴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일까?

독일의 사회 전반적인 환경은 독일의 사회적, 문화적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단체나 자발적 참여에 굉장

히 의존한다. 하지만 소규모 단체들이 법적 압박을 받는다면 이들의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위험 부담 가능성은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명의 독일인들이 62만 여개의 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
한다면 더더욱 분명해진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소규모 단체들이 새로이 발효된 GDPR을 통해 맞게 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

을까? 기본적으로 GDPR 자체가 굉장히 넓게 적용되는 보안법이며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 보안법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단체의 경우 그럴 만한 재정자원이 부족하거나 행

정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다. 결국 소규모 단체들은 GDPR를 준수하지 않아 큰 벌금을 물게 되거나 준수하

고 싶어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독인 정치인들이나 행정관료들은 이러한 역기능에 큰 관
심을 두지 않는다. 독일 소규모 단체 및 자원봉사 협회의 회장인 Hans-Jürgen Schwarz는 독일사회에 큰 ‘산불’이 나
고 있다고 언급했다.

군계일학 GDPR은 분명 정보 보호에 관해서 모든 단체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이는 물론 개개인에 대한 최적의 자유

성과 최적의 정보보안을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이롭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지닌 규정은 데이

터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와, 친목도모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커뮤니티를 구분함을 가정할 수 있어
야 한다. EU는 이를 꼭 고려해야 하며 독일 정부 역시 독일 시민사회의 척추라 할 수 있는 소규모 동호회나 자발적 참
여 인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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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뱅크에도 마침내 도입된 3G
Dina RISHMAW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한국국제정책대학원

4G가 전세계 거의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고, 5G의 도래가 임박한 지금, 2018년 1월 23일이 되어서야 팔레스타인에

3G가 보급되었다. 지난 몇 년 간, 팔레스타인의 통신사들은 2G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보안이란 명목으
로 이스라엘이 3G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개발할 주파수와 장비들에 팔레스타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서 3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공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웨스트 뱅크에서만 이용이 가능
하고 가자 지구에서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완벽하다 볼 수는 없다.

1995년에 합의된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스스로의 통신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점유 속에 팔레스타인은 주파수에 대한 접근권한, 인프라 구축 뿐만 아니라 3G로 나아갈 장
비 확보조차 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유 하에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경제는 이스라엘 정부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3G가 새로이 웨스트 뱅크에 들어온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 모바일 네트워크 회사들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해외 투자 유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의 ICT 발전을 이끈다는 점에서 팔레스

타인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완전한 경제적 독립은 아직 갈 길이 멀다. ICT는 이스라엘이 팔레스

타인을 점유하면서 통제한 단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ICT 외에도 많은 측면에서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은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어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독립은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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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택시
SHIORI Sano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세계 최대의 통신사인 NTT 도코모가 택

시 수요를 지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인공

지능 택시’를 개발했다. 택시 기사에게는 고
객을 찾는 것이 언제나 고되다. 고객을 더 많
이 받고 말고는 순전히 운에 따르기 때문에

택시 기사들의 일일 총수입은 언제나 불안정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NTT 도코모가 개
발한 인공지능 택시는 택시 기사들이 고객을
효율적으로 찾게 해줄 새로운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NTT 도코모의 인공지능 택시는 도
쿄의 23개 구와 2개 시에서 30분 앞서 택시
수요를 예측하고, 500m2 넓이의 지역이 표
시되는 태블릿엔 여러 색깔과 숫자들로 어느
지역의 수요가 높은지 택시 기사들에게 알려
준다. 택시 기사들로선 고객을 찾는데 많은
거리를 헤맬 필요가 없고, 고객의 입장에선
택시를 잡기 위해 오랜 시간 서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택시 기사와 고객
모두에게 이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택시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일까? NTT 도코모는 통신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동인구,

택시이동, 날씨, 기타 교통수단 등의 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종합하고 분석하여 고객 수요를 예측한다. 예측 정
확도 92.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역이나 시내, 주거지역 근처에서의 수요 예측은 매우 정확하다고 한다.

나가세 씨는 일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택시 기사이다. 그는 인공지능 택시가 도입되기 전엔 하루 평균 50,000

엔(한화 약 500,000원)을 벌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택시가 도입되면서, 수입이 거의 10%~15% 증가했다고 한다. 그
가 처음 택시 일을 시작했을 때, 그는 손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라 애를 먹어 그의 다른 선배 기사들에 비해 하루
수입이 적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서 그 격차는 많이 줄었다.

2020년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해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몰려올 것을 고려한다면 택시 기사들에게 기대

되는 택시 이용에 대한 효율성과 편리성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다. 이에 인공지능 택시는 택시 기사와 고객 모두에게 더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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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ICT Global News
현금이 사라져 버린 중국
Chien WANG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최근 중국 사회에서 모바일 결제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 모바일 결제가 일상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으면서

슈퍼마켓부터 교통비까지 사람들은 QR 코드 하나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심지어 길거리의 거지들도 종이
에 위챗 QR 코드를 프린트해서 돈을 구걸한다.

결제는 단순히 판매자의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자

신의 은행 계좌를 위챗(중국 최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연결하기만 하면 중국의 대부분의 큰 도시에서는 모바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디지털 결제는 중국 시민들에게 여러 의미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였다. 우선
지갑이나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계산을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시간 또한 줄어들었으며, 위조 지폐 문
제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누구나 QR 코드만 생성해내면 쉽게 판매자가 될 수 있어 카드 리더기를 살
필요가 없어졌다.

2년 전 내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내가 들어갔던 한 가게에서 QR 코드를 스캔하라는 종업원의 말에 나는 어리둥절

했었다. 위챗 페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 가게에서는 모두가 QR 코드로 결제를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놀라

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위챗페이가 이렇게 널리 보급된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나는 중국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제는 기술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느꼈고, 종래엔 전자 화폐가 모든 현금을 대신할 날이 오리란 생각이 들었다.

14

BARUN ICT Global News
말레이시아의 십대들에 드리워진 위챗(WeChat)의 어두운 그림자
Nurshahirah ROSLA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odor 4기
연세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중국의 유명 소셜 미디어 회사인 위챗은 전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로서 알려져 있다. 위챗의 발전과 이 유

용한 기술은 특히나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위챗은 널리 쓰이는 SNS 중 하나이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일부 십대들이 위챗을 잘못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위챗은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나 온라인으로 접촉하는 것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참 성장 중인 십대들에게 소셜 미디어가 새로
운 세상을 접하게 해주는 매체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소아성애자들은 위챗을 통해 타깃을 정하고 메시지를 보내 우선 자신들과 친해지게끔 한다. 어느 정도 타깃이 된 이들
이 편하게 대할 때쯤, 그들은 타깃에게 직접 만날 것을 권유하고 이는 대개 부도덕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타깃은 대체
로 주위 상황이 어렵거나, 혼자이거나, 남들의 관심이 필요한 성장시기의 십대들이다.

소셜 미디어가 빚어내는 이 같은 문제들은 사실 피하기 어렵거나 멈추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어린 십대들이 소셜 미

디어에의 노출을 제한할 방법이 존재는 할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결국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이 중요한데, 십대들에게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끔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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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UN ICT Global News
기업 이윤과 사회적 윤리의 갈등, 그 타협점은?
Alexandra STEPHENSON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2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새로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이 개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살필 때, 아마존의 모습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이다. 아마존의 사례는 학계 전체에 어떠한 윤리적 암시를 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이 사용됨에 있어 회사에 직접 투자한 주주들
이 어떠한 식으로 옹호 혹은 반대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아마존은 즉각적으로 얼굴을 스캔하여 인식하는 얼굴인식 프로그

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경찰에게 공급되어 사용

되고 있다. 하지만 The Social Equity Group 같은 거대기구를 포
함한 19명의 투자자들은 아마존에게 미국 국경지대 분쟁과 이민자

관리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당 기술 사용을 금할 것을 촉구
했다.

Rekognition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비디오와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식별해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프로그램은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과 같은 지역사회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단지 범죄자를 식별해내는데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위자들을 찾아내는 등 오용될

수 있다고 한다.이쯤에서 제기되는 흥미로운 윤리 문제는, Rekognition을 통해 매출을 늘리고 주식평가치를 높이느
냐, 아니면 윤리적 이유로 반대하는 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아마존의 Rekognition 사례를 통해 정부규제와 사업체 간의 관계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아마존 웹서비스 인공지능 본부의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 자체가 미래

에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컴퓨터가 금지되었
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단순히 컴퓨터가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주주들의 반대가 실효를 갖게 된 경우도 있다. 구글에선 직원들의 반대로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펜

타곤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그와 더불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현재 진행되고 이는 인공지능이나 다른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였다.

Royakkers 외 다수 저자의 디지털화의 사회적 윤리 이슈에서 주장하듯, 차별, 독재, 인간존엄성, 권력불평등 또는

감시와 같은 디지털화에 관한 윤리적 이슈는 사실 아직까지도 체계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비단 아마존
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이 윤리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 사례는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 수요와 주주
들의 윤리적 신념 사이를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실험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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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호법의 부재가 브라질 대선에 미친 영향
Vitor XAVIER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4개월이 조금 안 되는 대선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

호할 법이 없었다는 점은 대선 결과 외압이 있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 브라질 하원에선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법안 초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유럽의 GDPR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악용을 관리감독하고 처
벌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이 승인되고 시행되는데 시

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번 해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
는다.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수집한 4억 4천만 여 명의 브라질인의 개인정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됨이 밝혀지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보

호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브라질에도 정보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들은 존재하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 구조가 여전

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브라질의 사생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명확한 구분이 부족하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외 하고서라도, 정보보호법의 부재는 기업이 개인의 정보를 이
용하거나 정부가 국민들의 방대한 정보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현재 브라질 국민들의 정보가 그래도 보호되고 있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방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처리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인터넷 운영위원회의 고문인 다닐로 도네다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데이터 베이스

는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질이 떨어진다. 사생활권 법에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간혹 정보 수집 자체
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령에 의하면 정부기관은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다른 공공기관에 인
계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정보보호법에 가장 근접했던 유일한 정부계획은 2016년에 승인된 인터넷 브라질시민권 시스템이었다. 이

법은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규칙, 권리 그리고 의무를 알려줌으로써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을 감독하고, 정부 활동의 가
이드라인을 지정해준다. 물론 이것은 정보보호에 있어 중요한 발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정보수집에 있어 자동화된

결정의 투명성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결국 데이터 보유자로써의 시민은 정보수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어떠한 근거로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의 국
가에서는 존재하지만, 아직 브라질에선 그러한 규정이 없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브라질은 아직 다른 나라들처럼 정보보호법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보보호와 관

련한 대부분의 정보거래는 표준화를 요하는데, 그러지 못한 브라질은 이에 따른 시장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어떤 유럽권 국가도 브라질로 데이터를 특정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전송할 수 없다. 도네다는 이처럼 엄격한
정보보호 규제가 브라질이 OECD 회원국이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주장한다. 결국 이런 이슈들과 관련
한 토론과 논의는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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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안전 가이드

<VR기기, 피부질환·과민성 발작 유의해야..>
아시아경제, 2018.05.18, 1-2page 게재

바른ICT연구소는 VR기기, 피부질환·과민성 발작 유의해야 라

는 기사에서 '제2차 VR 안전 가이드'를 통해 소개된 내용 중 VR
의 청결한 관리(안구부분 1회용 덮개 사용 등)와 파손 및 폭발위
험에 관한 안전 관리 내용(온도 높은 곳과 격리)과 무엇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빠른
화면전환으로 올 수 있는 과민성 발작을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新기술이 부를 ‘脫노동 시대’… 여가 중심 패러다임 大전환을 - munhwa.com

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7.16 월요일

전체기사ㆍ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국제ㆍ인물ㆍ기획/시리즈

[문화] 2018 대한민국 미래 리포트

< 신기술이 부를 ‘탈노동 시대’
여가 중심 패러다임 大전환을 >
문화일보, 2018.05.03, 3page 게재

바른ICT연구소 임지선 연구교수는 AI 시대의 일자리와 여가 문제는 우리

가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고용 창출과 대체 효과를 달라질 수 있고 생산
자가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재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
식을 통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지적 필요에 맞게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여가를 사회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를 밝혔다.

▲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는 포스트휴먼 시대에는 지금까지의 노동·소비·여가의 순환구조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상한다. 자료사진

5부, 문화혁명 - ① 노동·놀이 영역 파괴
노동·여가 대립하는 것 아냐
능동적 생산자로 탈바꿈하는
재교육 인프라 구축 등 시급
일자리 급감 등 우려 높지만
“인간과 분업 정착” 전망 우세
오히려 ‘늘어난 여가’가 불안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시행됐을 때, 모두가 혼란스러웠다. 주5일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도입되기까지 무
려 6년이 걸렸다. 그 과정은 지난했고, 갑자기 휴일이 2배로 늘어난 대중도 정작 ‘뭘 하
나?’ 우왕좌왕했다. 2000년대 이후 영화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각종 지원책을 기반
으로 문화 전반이 꽃을 피운 것도 주5일제 시행과 맞물린다. 시간적 여유가 생긴 대중
을 끌어안기 위해 문화 산업이 발달한 셈이다. 인류는 또다시 일할 기회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AI)의 현장 배치를 현실화했고, 인간의 자리를 AI가 대
신하기 시작했다. 뒤집어 생각하면, 일하는 게 미덕이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게다가 평균 수명도 증가했다. 은퇴 후 일하지
않는 삶까지 계산해야 한다. 평균 수명이 40~50세였던 19세기 철학자들의 지침으로
인생을 재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들은 70~90세까지 살아본 적도 없
지 않나? 그래도 몇몇 책과 영화를 살펴보면 인간은 꽤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응해온
것 같다. 1968년 개봉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AI가 인간과 소통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고,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는 일찌감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복제인간
을 경고했다. 1990년 제작된 ‘백투더퓨쳐2’는 25년 후인 2015년 사회를 그렸는데, 이
영화에 등장한 평면 벽걸이 TV, 화상 전화, 지문 인식 기술은 실제로 2015년에 상용화
됐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03010324391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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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네이버 ‘추천 몰아주기’ 극성

* 댓글 조작가능성을 점수로 표기하여 조작가능성
및 문제점 알림 제시

입력 : 2018-05-03 18:44 / 수정 : 2018-05-04 00:09

<2016년부터 네이버 '추천 몰아주기'극성>
국민일보, 2018.05.03, 1page 게재

커뮤니티서 ‘좌표’ 설정하면 10분 안에 ‘베스트 댓글’ 점령 1시간 안에 기존 베댓 밀어내
바른ICT연구소 “댓글 조작 가능성 점수로 표기해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표적이 된 기사 댓글에 조직적으로 추천을 누르는 ‘추천 몰아주기’가 2016년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공감횟수, 작성 시간, 댓글 작성

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댓글 조작 가능성을 점수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태소와 문맥을 분석해 신뢰와 편향성 점수

를 낸 뒤 포털 기사에 표기해 이용자들이 댓글 조작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 몰아
주기는 아이디 여럿이 사용된다”며 “아이디 하나당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 수 등을 제한하는 현행 네이버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당신의 아기, 첫마디가 “알렉사”라면

부터 네이버에서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몰아주자’며 기사 주소를
띄우는 ‘좌표 찍기’가 이뤄지면 10분 안에 베스트 댓글(베댓)이 점령되고 1시간 안에 기존 베댓을
밀어낼 수 있었다. 특정 집단이 10분도 채 안 돼 댓글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IT기술의 부작용과 해결책을 연구하는 바른ICT연구소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차미영 카
이스트 교수 연구팀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추천 몰아주기는 10분 안팎의 짧은 시간에 벌어진다”고 밝혔다.
정치 성향이 뚜렷한 커뮤니티 ‘오늘의유머’와 ‘일간베스트’가 좌표를 찍은 기사 115건을 분석했을
때 기사별 추천 순위 20위 안에 드는 베댓이 만들어진 시간대는 기사 출고를 하고 5∼10분 지난 뒤
였다. 일단 베댓이 결정되면 다른 댓글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묻혔다. 기사 출고 뒤 6시간이 지날
때까지 댓글은 꾸준히 달렸지만 베댓이 되진 못했다. 박용완 바른ICT연구소 연구원은 “베댓 독점
에는 좌표 찍기뿐만 아니라 매크로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기존 베댓을 끌어내리고 자신들의 댓글을 베댓으로 올리는 ‘댓글 여론 뒤집기’도 손쉽게 이뤄졌다.
일단 커뮤니티가 좌표를 찍으면 베댓은 기사 출고 1시간 앞뒤로 결정됐다. 박 연구원은 “기존 이용
자가 단 댓글이 먼저 수백개의 추천을 받아 베댓에 올랐어도 커뮤니티가 움직이고 1시간이 지나
면 베댓이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반면 좌표가 안 찍힌 기사의 댓글을 분석했을 땐 베댓이 형성되는 시간대가 다양했다. 관심도가
덜한 날씨 기사를 보면 기사 출고 뒤 2시간이 지나서도 베댓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치를 다룬
총선 기사라도 커뮤니티가 개입하지 않으면 기사 출고 5∼6시간이 지나서도 일반 댓글이 베댓에
올랐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은 “공감횟수, 작성 시간, 댓글 작성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해 댓글 조작
가능성을 점수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태소와 문맥을 분석해 신뢰와 편향성 점수를 낸 뒤 포
털 기사에 표기해 이용자들이 댓글 조작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천 몰아주기는 아이디 여럿이 사용된다”며 “아이디 하나당 하루에 달 수 있는 댓글 수 등
을 제한하는 현행 네이버 대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44287&code=11131100&cp=nv

당신의 아기, 첫마디가 “알렉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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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련 기자

* AI 기기의 성능 발전에 따른 개인
데이터 보호와 어린이 발달에 미칠 영향
논의해야...
<당신의 아기, 첫마디가 “알렉사”라면>
중앙일보, 2018.06.18, 2page 게재

미국 아마존 AI

돌쟁이 아기가 말한 첫 단어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알렉사”라면?
커지는 ‘AI 스피커’ 중독 우려

영국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5일(현지시간)

동화 읽어주기 등 다양한 기능 포함

비즈니스인사이더·뉴욕포스트

자녀 교육용으로 거부감 없이 사용

등에 따르면 로티 레저와 마크

어린이 발달에 미칠 영향 규명 안 돼

브래드 부부는 “생후 18개월

사용시간 제한 등 보호장치 필요

아들이 처음 한 말이 엄마도
아빠도 아닌 ‘알렉사’였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알렉사는 미국 IT기업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의 AI 이름이다. 호출 신호로 “알렉사”를 외치면 알렉사가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수행한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AI 스피커에 중독되는 것과 AI 스피커의 데이터
관리가 새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AI 스피커에 익숙한
어린이·청소년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나온 에코는 현재 전 세계 AI 스피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에코의 판매량은 2200만 대 이상이다. 알렉사가 할 수
있는 기능도 2016년 1000가지 남짓에서 지난해 말엔 쇼핑, 음악 재생, 우버

바른ICT연구소 박용완 연구교수는 당신의 아기, 첫마디가 “알렉사”

라면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눈짓과 표
정ㆍ손짓 등이 필요한데 기계와의 대화엔 이런 소통이 없다”며 “AI
의 학습 속도나 음성인식 성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음
성기반 기기들이 수집하는 개인 데이터의 보호와 어린이
발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을 제안했다.

호출 등을 포함해 2만5000가지로 늘었다.
스피커엔 어린이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오디오북과 아마존뮤직 사용권, 부모
가 쓰는 에코와 자녀의 에코 연결 기능 등이 포함됐다. 부모가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부적절한 어휘가 포함된 콘텐트를 제외하는 기능도 있다.
미국 내에선 우려가 쏟아졌다. 미 의회와
소비자·인권보호단체들은 AI 스피커가 어린이들의 기술 의존도를 높이고 개
인정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11일 미 상원의
공화당·민주당 의원들은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에게 공개서
한을 보냈다. 이들은 “어린이용 AI 스피커가 수집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되
는지, 제3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스피커가 수집한 자녀
데이터를 부모가 삭제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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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클릭 마세요" 교육해도 세 달이면 잊고
또 클릭
최종수정 2018.05.05 07:00

<"스팸메일 클릭 마세요" 교육해도 세 달이면 잊고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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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교육해도 3개월이면 무효화
열람 직전 경고창 띄우기 효과 커

바른ICT연구소는 '보안교육 및 보안서비스가 스팸 이메일 열람률을 낮

출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완 교육의 유효기관이 3개월이라는 결
과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해당 기사에 전문가 조언으로 바른ICT연구소 김보라 연구교수는 "보안

교육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사라지는 것
을 확인되며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며 또한 (경고 메시지와 같이) 보안교육을 보완하

는 여러 형태의 기술적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교육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

50대 당뇨환자 '이것' 먹고 공복 혈당 한방에 잡아..
죽어야 끊는 담배...7일 금연프로그램 화제!

스팸메일을 잘못 클릭했다간 바이러스 감염 또는 랜섬웨어, 스파이웨어 등에 의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해킹 위험에까지 노출된다. 보안이 특히 중시되는 기업에서 조직원에게 스팸
메일 열람 방지를 수시로 경고하고 교육하는 이유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504220523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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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보고서

(소득수준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량의 차이)

<고소득 자녀 페이스북 적게 쓴다 - 美 퓨리서치>
IT 조선 18.06.13, 2page 게재

바른ICT연구소는 2017년 9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일주일 평균
38.99시간을 300만~500만원 자녀의 경우 33.77시간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줄었다.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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