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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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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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혁신성장을 리드하는 ICT의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2019년 동계워크숍을 2월 18일부
터 20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진행했다. 바른ICT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전략/정보보호 연구실이 함께 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개소 이래 바른ICT연구소가 축적해 온 학술적, 실무적 성과들
을 뒤돌아 보고 향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워크숍에 참석한 연구교수들과 학생들이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연구진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워크숍에서 발표된 개별 연구주제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였다. 

2019년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동계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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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발표: 혁신성장을 리드하는 ICT의 사회적 가치

1) 소비자의 인지욕구와 온라인뉴스 소비패턴
온라인 뉴스 댓글이 뉴스 소비자의 태도, 여론에 대한 지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댓글의 어떤 특성이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실험 자료의 기초 분석을 통해 댓글이 개인의 의견에 미
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나, 여론의 추이를 짐작하고 기사를 평가하는 데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뉴스 
소비자의 개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인지욕구(Need for Cognition: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사고 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경향성)가 뉴스 소비와 
태도 변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의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평소 인터넷 뉴스를 더 많이 보고, 댓글을 더 자주 읽고 쓴다. 또한, 뉴스기사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더 확고하고, 기사의 유용성 및 신뢰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소비자
가 여론을 추정하고 뉴스 기사를 평가하는데 있어 댓글의 특성과 개인의 인지
욕구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조절 및 매개 효과를 밝힐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접근’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정보의 효과적
인 ‘활용’과 능동적인 ‘생산’, ‘공유’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 관
련 논의가 중요한 것은 정보격차가 개인이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유
형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재
생산하거나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격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사회구성원 간에 맺어지는 관
계의 중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이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조직 
간에 정보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과정의 기저에 일종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개
인들은 다른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경제적으
로 활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사회구조 속에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그것을 매개로 생성되는 두 가지 유형의 사회적 자본(결속형, 가교
형)이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경제적 활용, 참여적 활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문리서치 업체를 통해 수집된 740
건의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개인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참
여적 형태의 디지털 기기 활용에 가교형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구윤모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2)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치는 영향

오주현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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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혁신체제 및 경제적 복잡성과 경제성장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제가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슘

페테리안의 관점을 따르는 실증분석논문이다. 국가혁신체제는 한 국가 내에서 새
롭고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생산, 확산, 이용에 관계된 주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Lundvall, 1992).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국가 혁신 시스템 (NIS)과 경제 복잡성 지수 (ECI)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있다. NIS의 복합 지수는 미국 특허자료를 세 가지, 네 가지, 또는 다
섯 가지 개별 NIS 변수의 가중치 합계로 사용하여 개발되었다. 즉, 기술의 집중도, 
현지화, 독창성, 다양화 및 기술수명주기들이 그 요소들이다. 성장모형에 대한 회
귀분석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NIS3a, NIS4a 및 NIS5 지수의 유의미하고 강력
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NIS 지표의 공통적인 특징은 독창
성, 기술수명주기 및 다양성이라는 공통적인 개별 NIS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특히, NIS3는 모든 지표들 중에서 가장 간결하고 강한 영향력을 가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ECI의 Robustness는 의문이 있는데, ECI는 정부 지
출과 교역 조건을 회귀 모형에 추가한 이후에는 유의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경제성장에서 NIS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이며, NIS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특허데이터를 이용하여 국가 간 비교 가능한 
Robust한 NIS지수를 처음으로 생성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정보전략/정보보호 연구실 주제 발표 

이종호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2)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디지털 기기 활용에 미치는 영향

 빅데이터 분석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규제 방안 제안

한치훈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VR컨텐츠에 관한 
사용자의 지각된 

가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지형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AI플랫폼 서비스 연결성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창기  

정보대학원 박사과정

디지털 기술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정보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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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이준배
펜실베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예상준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학 박사과정

1) Bayesian Inference of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ith Endogenous Markov Regime-Switching Parameters

  이 연구는 regression disturbances와 regime switches가 동시에 상호 연관되도록 
하는 내생적 Markov regime-switching parameter를 갖는 다변수 회귀 모형을 소개
한다. 추정과 모형 비교를 위하여, 이 연구는 parameter, regime, 한계우도계산에 대한 
posterior sampling algorithm을 개발한다. 또한, 시뮬레이션과 실증 연구를 이용하여, 
제시된 방법의 신뢰성을 증명한다.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다른 수의 regime을 가진 외생 
및 내생 스위칭 모델이 추정되고 비교된다. 연구 결과는 내생성을 무시하는 것은 부정확한 
parameter 추정을 유도하고, 이 연구의 한계우도비교는 정확하게 특정 모형을 선택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산업생산지수(IPI) 성장률과 실업률의 공
동역학관계에는 평균과 변동성에서 세 단계의 내생적 regime의 이동에 달려있다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Wage Dynamics with Developing Asymmetric Inform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 찾기에 의한 임금 성장이론을 기반으로 고용 이동성과 임금 간
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다. 근로자들은 생산성 측면에서 이질적이다. 주목할 점은 특정 
근로자가 재직 중인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생산성을 이미 알고 있는 반면, 외부의 기업은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Postel-Vinay and Robin (2002)에서 
제시되고 있는 첫 번째 가격 경매 게임에서 외부기업과 재직 중인 기업 간에 정보 비대칭성
을 의미한다. 한편 낮은 성과의 근로자들은 통상적으로 더 자주 직장을 옮기려 하지만 이러
한 잦은 이직은 본인이 낮은 성과의 근로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정적 신호를 주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은 고용주가 신청자의 임금 기록
에 대해 질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근로자 유형별 임금 격차를 감소시키지만, 의도하
지 않은 결과로 외부 기업이 낮은 성과의 근로자를 스카웃하게 만드는 역선택의 결과를 가
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Persuasion under the Influence of Fake News

  많은 대중들이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접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는 공식적인 뉴스 매체와 다르게 편집 규정이나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프로
세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
짜 뉴스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
짜 뉴스가 사회의 정보생산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게임 이론을 접목하여 살펴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짜 뉴스의 개념은 (1)‘소셜미디어를 통해서’ (2)’실제 뉴스와 구
별하기 어려운’ (3)’알 수 없는 발신자가 생산한 뉴스’를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다. 연구방법
은 훈련 효과(disciplining effect)에 대한 좋은 시나리오(Good scenario)와 나쁜 시나리
오(Bad Scenario)를 구성하고,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는 실험방법론을 활용하였
다. 분석결과,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훈련 효과(disciplin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은 량의 가짜 뉴스의 노출에서는 훈련 효과(disciplining effect)가 발생하여, 
적절한 가짜 뉴스의 보급 및 확산이 오히려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의 가짜 뉴스 노출 증가는 실제 뉴스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
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019년 2월 1일(금)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 7층 세미나실에서는 2018 ASSA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에서
연구교수 신규 채용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지원자를 초청하여 현재 진행중인 연구주제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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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임지선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조교수

Are Adolescents Addicted to Smartphones?
A Perspective Using the Rational Addiction Model

Park, G. & Lim, J.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 Behavior, Psychology and Learning, 8(1), 1-24.

최근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사회의 우려와 걱정
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편리하고 인
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칫 지나
친 의존은 우울, 불안, 충동성, 과잉행동 등의 개
인적 문제는 물론 사회적 사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폰에 중
독된 아이들이 뇌기능 손상으로 인해 공감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 휴유증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발표되면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과 관련된 다양
한 사회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 10,377명의 월별 앱 사용시간을 살펴봄으로써 한
국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스마트폰 사용행태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이 단순한 중독에 의한 것
인지 아니면 미래를 고려한 사람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결과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현
재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과거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중독재의 성
격을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현재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단순히 과거 스마트폰 사용시간 뿐만 아니라 
미래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한 중독이 아닌 미래소비를 고려
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동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성인보다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보다 합리적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중독재의 소비에 있어 보다 충동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대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14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조사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발표자료에 따르면 과
거 존재하지 않았던 ‘유튜버’라는 직업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새로운 희망직업 5위로 등장하였다. 유튜버 (Yutuber)는 
인터넷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개인 업로더들을 지칭하는 말로써, 분야와 나이, 인종을 초월
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유용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대중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단순
히 중독적 성향이 아닌 미래를 고려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성인보다 스마트폰 사용
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한다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 증가가 단순히 중독이 
아닌 미래 직업세계를 대비하기 위한 아이들의 합리적 선택결과는 아닐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며 만일 그러하다면 
어떠한 수준에서의 제재와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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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리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위원

소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확장 트렌드 및 소비 트렌드 분석: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데이터 기반

최근 3세대 SNS가 20~30대를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세대 SNS는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 기반으로 
간편하게 포스팅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는 큐레이션 기능이 제공되며, 제한된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 유지와 커뮤니케이션 기능 중심의 기존 SNS 
(예: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차별화된다. 대표적인 3세대 SNS로는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위치정보
와 해시태그(hashtags)를 함께 게시하는 인스타그램 (Instagram)이 있다. 2018년 인스타그램 이용률은 전년 대비 
약 15% 성장하였는데, 이렇게 이용률이 증가한 서비스는 전체 SNS 중에 인스타그램이 유일하다. 

본 연구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 데이터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이 가장 선
호하는 주요 상권 중 하나인 이태원 상권의 확장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해시태그를 이용한 연관성 분석은 특정 
해시태그의 빈도수와 동시 발생 확률을 이용하여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를 찾고 이를 규칙으로 표현하는 분석 기
법이다. #이태원과 함께 쓰이는 태그뭉치들을 대상으로 한 연관성 분석 결과, 이태원 지역은 주변의 한남동, 해방촌, 경
리단길, 우사단길, 보석길 등의 지역으로 상권이 확장되고 있었으며, 특히 경리단길, 우사단길, 보석길과 같은 골목의 
유사상권명이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골목 상권 중에서는 우사단길이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트랜드 중심지로 보석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식 도로명인 회나무길 대신 사용자들 사이에
서 통용되는 상권명은 ‘보석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이태원 지역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핫 아이
템과 소비 문화를 분석한 결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타코 혹은 멕시코 음식과 같은 이국적 음식이 유행하
고 있으며 디저트와 브런치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골목상권 트렌드 중심지 형성 및 확장에 대한 통찰력을 높이고, 빠
르게 변화하고 있는 소비문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들이 창업, 업종변
경, 마케팅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애리, 이주원(2018) e비지니스연구, 19(6), 39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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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기사 잡아내는 딥러닝 모델 기술 개발

차미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부교수

정교민 교수(서울대), 차미영 교수(IBS, KAIST), 그리고 박건우 박사(QCRI) 연구팀은 제목과 내용이 동떨어진 ‘낚시
성 기사’를 찾아내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여 위해성 기사를 자동으로 가려내는 검출 기술을 개발하였다. 낚시성 기사
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한 종류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뉴스 소비자는 기사 전문을 다 읽어야 진위성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낚시성 기사는 점
진적으로 뉴스 소비자의 불안감과 피로감을 누적시킴은 물론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실제 온라인 기사 200만건을 토대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기사 제목과 본문 내
용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단 구조와 세부 단어의 나열을 비롯한 글의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계
층적 구조에서 비롯된 패턴을 활용해 단어들이 모여 의미를 가지는 기사의 분석이 가능하며, 짧은 글의 분석만 가능하
던 기존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사 내의 언어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어텐션 기법을 사용
하여 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성 기사를 97%의 높은 정확도로 검
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인 성과가 발표되는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AAI-19)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여론을 왜곡하고 뉴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낚시성 기사를 검출하여 뉴스 
독자들을 돕는 뉴스 보조 앱을 개발 중이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Post-Doc 채용
○ 채용분야: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등의 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의 연구방향과 관련된 제반연구 수행

○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제출 (이메일 : barunict@barunict.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barunict.kr, 02-2123-6694, QR코드 참조.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2017년 중대형과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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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가짜뉴스’에 더 민감하고 ‘팩트체크’ 서비스 이용률 높아”
[동아일보] 2019.02.25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전국 성인 1312명을 대상으로 정치성향에 따른 뉴스매체 이
용현황 및 미디어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스 매체별 신뢰도에 있어 중도성향 응답자
는 TV, 진보성향은 온라인 포털, 보수성향은 신문지면을 우선적으로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 매체별 편파성에 대한 평가로는 진보와 중도는 언론사 홈페이지, 보수는 커뮤니티 게시
판을 꼽았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민감도는 진보성향 응답자 그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언론사들이 제공하는 팩트체크 서비스가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
는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성향 응답자 그룹의 약 절반 이상이 해당 서비
스를 사용해 봤을 뿐 다른 성향 응답자들은 사용경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의 김범수 소장은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인 팩트체크 서비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진보성향의 이용자로 조사됐
다. 다만,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대중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90223/94254963/1

 “스마트폰 활용능력 따른 정보격차 커… 고령층 위한 지원 필요”
[동아일보] 2019.02.26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정보격차 연구팀은 만 20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디
지털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세~40세에 비해 50대 이상의 스마트
폰 앱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터넷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비율 역시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낮은 이용 능력이 고령층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이 빠른 속도로 온라인화 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이 디
지털 기기 활용능력 부족으로 오프라인에서 불편을 겪거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범수 소장은 “이번 조
사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실제 스마트폰 이용 능력 및 활용 격
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적 노력과 공감대가 필요하고 고령층에서 디지털 혜택을 보다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디지
털 서비스의 개발자, 제공자들이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고령층의 스마트폰 이용 역량을 고

                                        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90225/94278597/1

“올바른 디지털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강조”
[황동현의 시선집중: 광주MBC 라디오] 19.02.26 AM 7:30 방송: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보라 연구교수 인터뷰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고,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생활의 필
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어릴 때부터 제대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바르게 잘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
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의 일부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r_id=3455&w=view&page=1&&sp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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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력 향상, 집중력 강화를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언제
나 존재해 왔다. 몰려오는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와 같은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 작업의 효율성을 늘리곤 했
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 태만은 언제
나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SNS 
알림 혹은 자택근무가 늘어가는 업무 환경으로 인해 스스
로 업무 집중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실제로 회사와 같은 곳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거
나 통신기술을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텔레커뮤
터의 수는 2017년 약 370만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
고 있다[1].

이렇게 혼자 일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할 동
료가 있다면 업무 태만의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누군가 나의 업무를 지켜보게 한다면, 업무태만 방지효과
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발상에서 나온 서비스
가 바로 포커스메이트다. 포커스메이트의 원리는 간단하
다. 같은 시간대 업무진행을 원하는 두 이용자를 매치해
주고,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업무 목표를 소개한 후, 정
해진 시간에 맞춰 각자의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이 서비
스를 통해 매치된 이용자들은 서로에게 업무 완수에 대한 
일종의 약속을 하게 되며, 이 약속을 통해 업무에 태만하
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세울 수 있다[2]. 포커
스메이트의 창업자 테일러 제이콥슨은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연결된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스터디 
친구와 함께 도서관을 가는 것과 비슷하지요, 누가 어떤 
일을 하던, 그 모든 것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만 
제외하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3].

협업은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
어 왔지만, 실질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
다. 포커스메이트는 가상의 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두 

전문가가 온라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의 업
무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며, 실질적인 교
류를 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게
끔 서로가 서로의 보증인 역할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4].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매치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각자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
을 경우 협업으로서의 효과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카메라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
기 때문에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한계점 역시 존
재한다. 물론 서비스를 이용하며 지켜야할 규칙이 명시되
어 있지만 원천적인 이용자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서비스 이용원리와 사생활권이 상충하기 때문
에 사생활권 보호가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가상의 협업 공간이 가진 효율성
과 보다 진보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진화해 가는 근무환
경은 포커스메이트와 같은 가상 협업 공간의 수요를 증
가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협업 컨퍼런스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협업 근로자의 수는 2018년 약 230만명
에서 2022년 5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그에 따라 올바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 관리 시
스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1] 11 Surprising Working From Home Statistics | Fundera. 
(2018).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www.
fundera.com/resources/working-from-home-statistics

[2] Beckett, S. (2018). Focusmate: Watched over while I 
worked from home - BBC News. BBC NEWS.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6624137

[3] Pilon, A. (2018). Focusmate Provides Virtual Coworking 
Experience for Freelancers and Telecommuters - Small 
Business Trends.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
smallbiztrends.com/2018/08/focusmate-accountability-
partner.html

[4] Price, E. (2018). Stay Focused on a Project By Working 
With a Virtual Coworker.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s://lifehacker.com/stay-focused-on-a-project-by-
working-with-a-virtual-cow-1826182870

[5] McBride, S. (2018). 2018 Global Coworking Forecast: 
30,432 Spaces and 5.1 Million Members by 2022 - GCUC 
USA // Denver. Retrieved January 21, 2019, from http://
usa.gcuc.co/2018-global-coworking-forecast-30432-
spaces-5-1-million-members-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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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지속적 혁신으로 가는 길목 

‘규제 샌드박스’가 이슈다. 신산업, 신기술의 성장이 기
존 법령의 미비나 과도한 규제에 의해 저해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정부가 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다. 샌드
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가리키는 말로, 이와 같은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다
양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규제 샌드
박스’ 라는 말이 붙었다[1]. 

세부적으로, 기업들은 우선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
해 신기술이나 신산업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그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로 회신 받을 수 있게 되었
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시 관련 규제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나 금지 규정 등으로 신제품, 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 진다. 안정성과 혁
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
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임시 허가를 
통해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2].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 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
야에서는 카카오페이와 KT가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
지 활성화’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
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제동이 걸
린 상태다. 만약 이 과제가 ‘임시허가’를 받게 되면 국민
연금이나 경찰청 고지도 모바일로 간단히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
이 있었던 카풀이나 암호 화폐 ICO(자금조달)과 같은 이
슈들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카풀이나 ICO와 같
이 이미 사회적 논란을 거쳐 전담팀이 존재하는 경우 다
른 부처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샌드
박스를 통해서 빠른 합의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3,4].

규제 샌드박스 시행은 ICT융합 산업이 본격적으로 발
전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C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반해 규제에 가로
막히거나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새로운 분
야에서 빠르게 도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ICT융합 산업의 현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
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만, 카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큼 실효성이 높고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수혜 대상에
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규제 샌드
박스가 단순히 단발성 보여주기식 행정에 끝내는 것이 아
니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의 지평을 넓혀나
가는 데에 튼튼한 배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4]. 

출처: [1] https://news.joins.com/article/22307540
[2] https://blog.naver.com/mocienews/221438570677
[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hm&sid1=105&oid=421&aid=0003790403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

shm&sid1=105&oid=018&aid=00042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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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인물이 대거 포함된 123명의 저명인사들이 독일 헤세의 한 작은 마을에서 “Orbit(온라인 닉네임)”이라는 이름
의 한 20세 학생에 의해 신상털기(doxing)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신상털기는 일반적으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터
넷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 또는 신원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이번 공격의 직접 피해자 
123명 그리고 간접 피해자 1500명 중 50~60명이 매우 민감한 자료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
된다[1]. 일부 희생자는 집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연락처 정보와 함께 그들의 아이들 사진까지 공개됐다.

독일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모든 면에서 신속하고 전면적인 사건의 조사를 지지했다. 반면 일부 데이터 보안 전문
가들은 피해자들의 데이터 보안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20세의 가해자
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공격이었고, 피해자들의 특정 진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범행 동기
를 털어놓았다[1]. 일부 소식통은 그를 우익의 동조자로 거론하며 이 사건을 매우 정치적인 시각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현
재까지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불분명하다.

아무도 이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 예상 가능한 공격의 목표물인 그들이 안전한 것으로 안일
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수사관들은 2018년 3월 해킹 피해자들에 대한 첫 보고를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 ‘디 차이트(Die Zeit)’ 신문은 여러 건의 사건이 당국에 보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에 반해, 가해자는 많은 희생자들의 메일과 페이스북 계정
에 대한 비밀번호를 쉽게 추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단순히 패스워드를 추측함으로써 해커들이 쉽게 개인정보
에 접근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이 패스워드 설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3456은 2018년 독일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비밀번호로 12345와 12345678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4].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주요 정치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을 갖고 있었는
지 의심된다.

향후 사람들이 데이터 보안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특정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공교육을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고, 국가 및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학습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세계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행동할 것을 권고
한다. 

출처: [1] SWR,2019: https://www.swr.de/swraktuell/badenwuerttemberg/heilbronn/Ermittlungen-nach-Online-Angriff-auf-Politiker-und-Prominente-
                 Wohnungsdurchsuchung-in-Heilbronn,online-angriff-100.html

[2] Google,2019: https://www.google.de/search?client=opera&q=doxing&sourceid=opera&ie=UTF-8&oe=UTF-8
[3] Zeit,2019: https://www.zeit.de/digital/datenschutz/2019-01/datenklau-hackerangriff-orbit-doxing-ermittlungen          
[4] HPI,2018: https://hpi.de/pressemitteilungen/2018/die-top-ten-deutscher-passwoer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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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디스토피아적 국가로 가는 인도:
                                          인도 정부의 개인정보 데이터 접근 권한

Rahul RAJ 

International Student Ambassador 4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2018년 12월, 인도 정부는 10개 중앙기관에 개인 컴퓨터(휴대전화 포함)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 감시하고 해
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많은 시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조지 오
웰의 소설 ‘1984’에 묘사된 엄격한 체계와 비견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3]. 인도 행정자치부에 따르
면, 다음과 같은 10개 기관이 법에 따라 개인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가져와 해독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다. 국내정
보국(Intelligence Bureau), 마약통제부(Narcotics Control Bureau), 수사국(Enforcement Directorate), 국세청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수사청(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연구분석원(Research and Analysis 
Wing), 특히 잠무 및 카슈미르 지역과 인도 북부 지역에 한에서 군사정보국(Directorate of Signal Intelligence), 델리 
경찰청 (Commissioner of Police, Delhi) 등이 그것이다. 

인도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정책을 국가 안보 증진, 공공질서 유지, 국가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 개입의 억제를 위한 인
도 2000년 IT 법(Indian IT Act 2000)의 확장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4]. 그러나 야당은 이번 조치를 ‘전화 도청 지
침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몇몇 사회 활동가들과 시민들 역시 이번 조치가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
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관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은 권력 남용이며 사적 이익과 정치적 보복을 위해 악용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1]. 2018년 1월, 한 정치인의 집 앞에서 항의시위로 감자를 버린 2명을 찾아내기 위해 약 
1만 명의 시민들이 국가 경찰에 의해 전화 도청 대상이 된 사건을 권력 남용 사례로 많이 언급했다[2]. 사람들은 또한 데
이터 암호 해독과 서버에 대한 제 3자의 해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데이터 도난과 정보 손실에 관련해 분노와 두려움
을 표현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이유로 정부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위에 언급된 기
관들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그들이 가혹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해 왔다. 전 세계가 유럽연합의 일
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엄격하고 강력한 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반해 인도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 데이터
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법을 제정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이 법의 적절한 실행을 감독할 독립 기관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활동
가들과 디지털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하는 여러 활동가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인도 시민들을 위한 데이터 프라이
버시 보호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가안보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도는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한다. 

출처: [1] Huffington Post. (2018, December 21). New Govt Order Allows It To Seize Everything On Your Computer. India.
    [2] NDTV. (2018, January 13). On Potato Trail Outside Yogi Adityanath's House, Cops Track 10,000 Phones. Lucknow, Uttar Pradesh, India

[3] Huffington Post. (2018, December 21). New Govt Order Allows It To Seize Everything On Your Computer. India.
[4] The Hindu BusinessLine. (2018, December 21). It's Official, Central Agencies can now snoop into your computer. New Delhi, Delhi,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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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attention span for the notoriously ill-

focused goldfish is nine seconds, but…people now 

generally lose concentration after eight seconds…” 

[3]. In fact, while I was in the middle of writing the 

previous sentence, I visited the Amazon website to 

unsubscribe from Amazon’s advertisement emailing 

list because I kept receiving junk mail notifications. 

Reflecting upon my behavior of switching back and 

forth among the tasks of writing this essay, reading 

an email, and surfing the Internet, I reluctantly acknowledge my upsettingly shortened attention span caused by the 

digital distraction in the form of an email notification that popped up on my laptop screen. Consequently, I came 

to question, what impact does technology have on humanity and the quality of life in the 21st century, especially 

when we are introduced to new and state-of-the-art technologies in overwhelmingly fierce bursts? In answering 

this question, I read three articles: “Is Google Making Us Stupid?” by Nicholas Carr, “Technology Is Driving Us to 

Distraction” by James Williams, and “The Distracted Classroom: Is It Getting Worse?” by James Lang.

Although Carr, Williams, and Lang slightly differ in terms of how they define technology, they all agree that 

technology is not only detrimentally affecting human cognition and concentration capacities, but also shortening 

people’s attention span. Moreover, both Williams and Lang take their discussion of the impacts of technologies further 

by examining how technology has exacerbated our impulsivity, and inflamed student distraction in classroom settings 

respectively. While I agree with all the authors on the negative repercussion of electronic gadgets that connect to the 

Net that foster people’s inability to sustain their attention, I especially concur with Lang who made me consider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classroom, with the arrival of any new technology in an increasingly frequent 

interval.

Primarily,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each author specifies different aspects of technology. Carr focuses on the 

Internet and the search engine. Conversely, Williams defines technology at a broader level that includes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GPS, mobile phones, and other modern-day devices that supply an unlimited amount of 

information. Similar to Williams, Lang targets today’s electronic gadgets that provide access not only to social 

networking media, but also to games.

Regardless of the differing aspect of technology, all three authors claim that we are being increasingly challenged 

to sustain our control over cognition, and to protect our attention span from being significantly reduced. Carr 

suggests that with our intensifying reliance on the Net and the search engine, we start to form ideas that our minds 

ought to “operate as high-speed data processing machines” [1]. According to Carr, as we disregard the valu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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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iness of contemplation” [1], we become shallow thinkers who engage in superficial learning, merely decoding 

the information presented to us without making rich contextual connections to the text. Williams, too, is concerned 

about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intense competition for our attention that adversely affect how we think and our 

self-regulation for concentration. Similar to Carr, Williams insists that as our attention span is being threatened and 

challenged, we start to live on a “treadmill of incompetence,” [4] lacking the ability to control the technologies’ effects 

on us. Adding onto both Carr and Williams, Lang evaluates that the fragility of our concentration capacities owing to 

electronic gadget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devices present a “neurological cookie,” [2] which satisfies our desire to 

receive pleasure in the brain when we are in need of a fresh stimulation or simply bored. Therefore, all the authors 

agree that technology is agitating human cognition and the duration of our attention.

In addition to the review of the human cognition and attention span being affected by technology, both Williams and 

Lang further develop their analysis of the impact of various technologies. Williams discusses the acute ramifications 

the technologies have on the goals indigenous to human beings by exacerbating impulsivity within us. For Williams, “the 

impulsivity training device[s]” [4] like mobile phones lead us astray from achieving valuable goals that define human 

experience such as spending quality time with our family. Williams identifies that we become “impulsive and weak-

willed” [4] as information technologies successfully supply an instant access to the informational rewards on demand. 

In particular, Lang analyzes the impact the technologies have on classroom settings. He accuses the handy devices 

full of digital distraction, which appeal to students’ impulsivity and weak-mindedness suggested by Williams, as the 

principal cause of student distraction in classrooms. As a teacher himself, Lang recognizes the challenge teachers face 

when delivering their lessons in competition against “the quick bursts [of instant satisfaction] available to them [the 

students] from their phones and computers” [2]. Thus, Williams and Lang extend from Carr’s primary argument on the 

effects of technology on human cognition and attentional capacities, by reflecting upon the repercussions technologies 

have on human goals and behavior, and on students and teachers in classroom settings.

Having read the three articles, I agree with all the authors’ concern regarding the deleterious influence modern-

day devices have on concentration capacities that unavoidably affect our learning. These days, I find it more and 

more challenging to completely engross my whole time and attention in completing a task for my study. Adding on to 

Williams and Lang, I blame my iPhone, iPad, and laptop for my weakened ability to sustain my attention. I agree with 

Carr in that as I become an exceptional power-browser who quickly scans and skims information, the time I spend 

on concentrating to fully digest the 

context is greatly reduced. Just as 

Williams contend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 have become more 

impulsive in my desire for immediate 

satisfaction. For me, information 

rewards come in the form of accessing 

Instagram and idly skimming through 

my friends’ posts, as well as scanning 

news articles on celebrities and 

sports, skipping over large portions of 

the text. Undergoing such impulsivity 

training with my mobile devic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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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tructor, I am now forced to confront the consequence of shortened attention span which hinders my learning, 

which is just as Lang suggests. The ramification is checking my mobile devices for updated messages, emails, and news 

when I am working on my assignment, reading a book, and even studying for important exams. Thus, my experience 

in learning with the presence of electronic gadgets reflects Lang’s observation of distracted student-learning chiefly 

owing to phones, tablets, and laptops. 

Despite conceding with all the authors’ arguments, I especially sympathize with Lang’s reflection on the strong 

influence technologies exert on teachers and students in classrooms. His article has induced me to think about 

the roles of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21st century classroom and in the future, in which technologies will be 

introduced to us in intensely quick bursts. I agree with Lang in that we should not ban technology in classrooms 

because it is plainly a narrow and outdated method. As a professor himself, Lang argues, “rather than keep them [the 

students] in a technology-free bubble, we have to help them learn to manage it” [2]. I think helping the students use 

technology that support their learning is the prime role of teachers in the Information Age, which is the era based 

heavily on information technology. I believe that professional teachers in the Information Age would be those who 

can deliberately compile learning materials among the resources available online to maximize student engagement in 

learning. For example, making use of “Kahoot!”, which is a website that allows teachers to create fun learning games 

in the form of short multiple-choice questions, can make learning experiences entertaining for students. It is outright 

obvious that human teachers cannot compete against information technologies as content experts. Therefore, the role 

of the teachers in the 21st century classrooms will be transformed to facilitators who make effective use of educational 

technologies.

Moreover, Lang’s article has given me an insight into the ways that students can use technology to their advantage 

in learning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lassroom. Carr professes that “the Web has been a godsend” [1] to him 

as the Net has helped him to efficiently shorten his research time with a few Google searches. Similar to Carr, as a 

university student myself, I have benefitted from using technology wisely in classroom. I use mobile devices in class 

to my advantage by “googling” additiona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urse material with some quick searches and 

clicks. Also, making use of “Google Docs” has assisted me to interact better with my peers for group assignments as I 

was able to conveniently access the database of our group-work documents anytime and anywhere as long as I have 

Internet connection. Making use of such technology has boosted my participation in learning and collaboration skills. 

Thus, students’ deliberate management of technology to support their learning can be seen as, according to Williams, 

technology guiding us through the “effective pursuit of…[our] desired goals and tasks” [4].

Overall, I agree with all the authors that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deleteriously affected human cognition, 

concentration, and student learning in classrooms. However, we still have the capacity to rewire the system of 

information technologies to work for us—not against us—as in the case of using educational technology to amplify 

student engagement in class. Lastly, I want to congratulate you for concentrating long enough to read my essay amid 

the torrential digital-distractions. You have an attention span longer than that of a goldfish!. 

Source : [1] Carr, Nicholas. “Is Google Making Us Stupid?” The Atlantic, July/Aug. 2008, p.1-14.
[2] Lang, James M. “The Distracted Classroom: Is It Getting Wors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17 Apr. 2017, p. 1-6.
[3] McSpadden, Kevin. “You Now Have a Shorter Attention Span Than a Goldfish.” Time, 14 May. 2015, p. 1-2.

                [4] Williams, James. “Technology Is Driving Us to Distraction.” The Guardian, 27 May. 201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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