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의 대유행은 전세계 공중 보건 능력과 정책을 시험하고 있다.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당국은 접촉 추적
과 정보 공유에 사용되는 기술을 빠르게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 대유행 초기에 방역 당국은 효과적 방역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접촉자 현황을 신속히 공개했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2),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잠재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했다. K-방역은 사
생활 보호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과 바이러스 관리 대책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K-방역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답하기 위해 바른ICT 연구소 김범수 소장이 9월 16일 웨비나로 개최된 ‘OECD-GPA 공동 
COVID-19 대응 정보보호 워크숍’에 초청받아 발제자로 나섰다. 김범수 소장은 ‘No Silver Bullet for Privacy Protection in 
COVID-19: Korea’s Citizen-engaged and Multi-pronged Approaches’를 주제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를 균형있게 충족시키는 추적 대안책(tracing alternatives)과 COVID-19 시대를 버텨내고 있는 한국의 성숙한 시민성을 한국 
방역의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공공 시설 및 기관의 추적 대안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문자 QR 코드 인증, 이름을 제외한 전화번호 기록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통화나 문자 등으로 방문자 일지를 관리하는 사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반
영한 다각적 방역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생활 방역의 필수품인 마스크의 안정적인 구매를 위해 민간 사업
자와 스타트업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시민들이 마스크 재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COVID-19를 버텨내고 있는 한국의 방역은 단순한 개인정보 공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 세대, 
다양성, 개인정보 민감성, 방역의 당위성을 포함하는 다각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였다. 또한 무
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기업-시민들 간의 다각적인 협력이라고 강조하며, 시민 참여형 접근법이 COVID-19 대유행 속에서 프
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안전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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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시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왕도는 없다”
다각적 접근을 통한 한국의 COVID-19 대응 방법
김범수 소장 OECD-GPA 공동 COVID-19 대응 정보보호 워크숍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다양한 ICT 관련 사회 현상 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빠른 IT 보다는 바르고 건전한 IT 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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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예

이미지 출처: OECD_GPA 공동 COVID-19 대응 정보보호 워크숍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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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의 초연결을 위한 기술, 스몰 셀

김미예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 해당 글은 바른ICT연구소에서 SKT Insight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한국의 세종과 부산의 스마트 시티 유지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이 원활하
게 작동될 수 있는 초연결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5G 시대의 핵심 특징인 초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작지만 큰 역할, 스몰 셀

5G 시대의 3대 특징 중 초연결은 대규모 사물인터넷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특징입니다. 5G 시대의 자율 주행,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피스 운영을 위해서는 사물 간의 연결을 위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 
트래픽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트래픽을 해결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스몰 셀(small cell)’입니다. 스몰 셀
은 일반적으로 수 km의 광대역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매크로 셀(macro cell)과는 달리, 낮은 전송 파워와 좁은 커버리
지(10m~수백 m 정도)를 갖는 소형 기지국입니다 . 스몰 셀 기지국을 설치하면 음영지역이 해소되면서 최대 전송 용량 
증대와 단위 면적당 전송 용량 증대가 가능해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는 셈입니다 . 스몰 셀은 3세대부터 활용되
어 왔으나 커버리지, 효율성, 향상된 네트워크 성능 및 용량의 장점으로 최근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Designed by katemangostar,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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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를 통한 영상 스트리밍, 사물인터넷 등의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
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 구현 시 향후 232억 개 이상의 사물들이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크로 
셀만으로 데이터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할 방안으로 스몰 셀 기반의 기술이 부각
되고 있습니다 . 우리가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유튜브 동영상의 트래픽조차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약 10%를 차
지할 정도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이동이 요구되는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해 ‘스몰 셀’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오피스의 경우 대형 기지국의 전파가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않는 건물 내부에서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위한 해결 방법으로 스몰 셀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스몰 셀을 활용한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K Telecom은 국내 이동통신사 최초로 5G 스몰 셀 기지국 개발을 착수한 결과, 최근 국내 중소
기업 ‘SOLiD’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5G 인빌딩 솔루션 상용화 기술’이 스몰 셀 어워드를 수상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Telecom뿐 아니라 KT는 에릭슨과 함께 ‘5G 스몰 셀 솔루션 상용화하고, LG U+는 캐나다 아이
비웨이브(iBwave)와 함께 5G 인빌딩 설계하는 등 실내에서도 완벽한 5G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기업과 국경을 초월
하여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G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편의성과 혜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5G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도 원대해 보입
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5G의 혜택은 작은 부분을 놓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소기업들과 시
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협업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초연결 시대이니만큼 하나의 기업이 모든 기술과 서비
스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의 협업은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낮출 뿐 
아니라 앞으로의 5G 생태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전자통신동향분석(2018), 5G NR 기반 개방형 스몰셀 기술 동향, 33권 5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2014), 스몰셀 시장현황 및 전망, 29권 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Minoli, D., & Occhiogrosso, B. (2019). Practical Aspects for the Integration of 5G Networks and IoT Applications in Smart Cities 
Environment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Mobile Computing, 2019.

[1]
[2]
[3]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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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남긴 저널리즘의 과제,
알고리즘이 해결할 수 있을까?

뉴스 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을 따른 조작된 가짜 정보를 뜻하는 가짜 뉴스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심각한 사
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주제는 감염 예방부터 정치적 음모론까지 광범위합니다. 잘못된 예
방법과 치료법의 확산은 실제로 심각한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소금물 스프레이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종교 시설의 집단 감염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치적 음모론도 자주 등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는 ‘총선 전
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1].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 저하는 정부 방
역 대책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팩트 체크 뉴스로 가짜 뉴스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가짜 뉴스의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의 두 가지 범주의 대응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습니다[2]. 전자는 개개인의 가짜 뉴스 판별 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규제와 기술로 대응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판별 능력을 제고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팩트 체크 뉴스가 있습니다. 팩트 체킹은 거짓 정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해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
다. 복잡한 인간 심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태도를 강화해 주는 정보를 선호(선택적 노출, selective 
exposure)하고, 기존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성향(확증 편
향, confirmation bias)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신념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태도에 일치할 경우엔 설득력 있는 정보로 받아들이
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팩트 체크 뉴스의 특성상 사실이 가짜 뉴스와 함께 전달됩니다. 만약 뉴스 수용자가 가짜 뉴스의 내용에 
동조하는 심리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가짜 정보를 반복적으로 숙지하며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효과
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3].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심화하고,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팩트 체크 뉴스의 효과를 낙관하긴 
더 어려워집니다. 

가짜 뉴스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의 활용 
기술적 방법은 가짜 뉴스의 확산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감지하고 개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짜 뉴스의 급격한 

확산은 온라인 미디어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4].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기존 전통 언론의 영향력은 약
화되고 있는데,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이 뉴스 공급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SNS는 뉴스 소비 패
턴을 바꾼 중요한 원인이자, 가짜 뉴스의 주된 확산 경로이기도 합니다[5]. 그러므로 가짜 뉴스 확산 문제는 그 확

원승연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이미지 출처: Designed by pikisuperstar,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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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경로인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품질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조정하면 가짜 뉴스의 확산에 개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정보의 ‘품질’을 고려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공언했
고, 트위터 또한 일부 가짜 정보 제공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개입은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적 개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짜 뉴스로 볼 것인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보의 품질을 판단하는지, 평가하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
습니다.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플랫
폼 차원의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민주주
의를 위협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사전 검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확산 막기 위한 기술적 개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
코로나19 이후에도 드러나듯 가짜 뉴스는 집단적인 정치적 편향성과 맞물려 더욱 큰 사회적 혼란으로 증폭되

는 양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의 집단 극화와 인간의 심리를 고려하면 가짜 뉴스는 그리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숙의와 성찰적 미디어 소비가 필요하지만, 구조적 차원의 개입이 필
수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개입에 대해서, 즉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입에 대해서 공
론화하고 정부와 학계, 시민들이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저널리즘의 객관 보도, 균형 보도의 원칙은 
세계 제1차대전 때의 프로파간다 확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립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한 인포데믹
은 가짜 뉴스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총선 전까지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못하게 한다" 가짜뉴스 퍼져, 연합뉴스, Retrieved form https://www.yna.co.kr/view/
AKR20200330087700017
Lazer, D. M., Baum, M. A., Benkler, Y., Berinsky, A. J., Greenhill, K. M., Menczer, F., ... & Schudson, M. (2018). The science of fake 
news. Science, 359(6380), 1094-1096.
Swire, B., Ecker, U. K., &  Lewandowsky, S. (2017). The role of familiarity in correcting inaccurate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43(12), 1948.
Gottfried, J., & Shearer, E. (2017). Americans’ online news use is closing in on TV news use. Pew Research Center, 7.
Silverman, C. (2016). Here are 50 of the biggest fake news hits on Facebook from 2016. Buzzfeed News, 1-12.

[1]

[2]

[3]

[4]
[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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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활 속 거리두기와 일상의 변화
[SKT Insight SKT 5GX ICT 컬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기고] 20.08.10

‘생활 속 거리두기’ 첫 시행 이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재택근무, 원격 수업이 
시행되면서 ‘잠자는 공간’인 집은 ‘일하는 공간’, ‘공부하는 공간’으로 확장됐다. 부동산 자산
(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프롭테크(proptech)’라는 개념 또한 등장했다. 
부동산 산업에 ICT를 더한 것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 분석이나 가상현실(VR)을 통
해 직접 가지 않고 공간을 체험하는 기술, 블록체인 전자거래로 계약위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기
술이 이에 해당한다. 집에서 랜선 휴가를 즐기는 행태도 등장했는데 우리나라,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 영상을 가상현실(VR)로 구현해 제공하고 있다. 세미나, 기자간담회, 학술
대회 등도 웨비나(web+seminar) 형식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SKT 역시 기자간담회, 주주총회
를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바 있다. 다수의 회사에서 언택트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것 또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이다.   

출처 : https://www.sktinsight.com/124604

‘행복커뮤니티: 독거 어르신과 인공지능의 행복한 동행 365일’ 백서 발간

SK텔레콤은 ‘인공지능 돌봄’에 관한 정보를 담은 ‘행복커뮤니티: 독거 어르신과 인공지능의 행복한 동행 365’일 백서를 발간했
다. 이는 지난 1년여간 ‘인공지능 돌봄’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집약한 것으로, 독거 어르신의 삶과 인공지능 돌
봄 전반에 대해 집중 조명한 첫 발간물이다. 이번 백서에는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돌봄’을 이용하면서 자기 효능감이 향상된 사실
이 담겨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행복커뮤니티 인공지능 돌봄’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이후, 독
거노인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디지털 기기 효능감은 스스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
다고 믿는 신념으로,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
게 된다. 김범수 바른ICT연구소 소장은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해결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른ICT연구소 오주현 연구교수는 “인공지능 스피커는 
독거노인에게는 아주 낯선 기기로, 거부감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들이 직접 기기를 경험
하면서, 사용법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졌고,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는 ICT케어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용법을 문의하는 모습
이 확인됐다.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사용자들의 디지털 효능감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 교수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효능감은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을 통해 독거노인의 디지
털 효능감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어르신의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 또
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연구를 통해 현금 또
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보다 사회 규범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 오 교수는 
“ICT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에게 효능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독거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 '행복커뮤니티: 독거 어르신과 인공지능의 행복한 동행 365일'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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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체온 측정, 어떻게 하시나요?
[SKT Insight SKT 5GX ICT 컬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기고] 20.08.25

체온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생체 반응 지표로 볼 수 있다. 체온 
측정 시에는 중심 체온을 재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온 조절 중추의 변화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발 중인 ‘디지털 비접촉 체온 측정 시스템’은 실시간 체온 측정이 가
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시스템과 연결된 앱을 통해 이
상 징후를 감지해 알람(경고)도 받을 수 있다. 체온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열이 난다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두 번 이상 체크해야 한다. 고막 체온계의 경우 성인은 귀를 
후상방(뒤쪽 위), 영유아는 후하방(뒤쪽 아래)으로 잡아당겨 체온계의 탐침을 끝까지 넣어야 

한다. 이마 체온계나 팔목 체온계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 땀을 닦고, 머리카락을 잘 정돈한 후 측정해야 함을 기억하자.    
출처 : https://www.sktinsight.com/125007

AI돌봄 발전 위한 'AI 돌봄 서비스 현재와 과제' 세미나
[뉴스1, 김범수 바른ICT연구소장 토크 콘서트] 20.09.22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열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AI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
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성과를 짚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약 30억원을 투자해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복커넥트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 2,100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를 시작했다. 바른ICT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AI 돌봄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은 AI스피커를 사용한 후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증가
하고, 고독감은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사회적경제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돌봄
의 미래’에는 김범수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소장이 참여했다. 김 소장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협력
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 나아가 “일자리 대체보다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히며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는 현재 부족한 돌봄 인력 지원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한 부분을 약간씩 메꾸면서 자포자기하거나 우울에 빠진 분들이 사회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기반"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소
장은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구청 등에서 이같이 독거노인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면 지금 서비스가 더 넓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현재와 과제 세미나' 유튜브 갈무리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6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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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XR

김하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BARUN ICT Column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가 연장되면서 비대면 생활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 다양
한 사회적 활동을 제한된 곳에서만 하게 돼 우울감이 증가하
는 일명,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급성장이 예상되는 분야가 있다. 바
로 XR 시장이다. 우리의 일상을 언택트가 주도하고 있는 지금, 
XR은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이다[2]. 

XR이란 ‘확장된 현실(extended reality)’의 줄임말로, ‘확
장현실’을 의미한다. 이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모
두 포괄하며,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 개념
이다[3]. 구체적으로 ‘확장현실’이란 유사점이 많았던 가상현
실과 증강현실을 한 번에 지칭하는 용어로, 이 두 가지를 모
두 아우르는 초실감형 기술 및 서비스를 말한다[4].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AR) 기술의 개별 활용 혹은 혼합 활용을 자
유롭게 선택해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명
한 안경에 불과했던 것이 필요에 따라 증강현실(AR)을 활용해 
안경 위에 정보를 표시하거나, 완전히 시야 전체를 가려 가상
현실(VR) 상황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5]. 

데이터 분석 업체 슈퍼데이터는 지난해 세계 XR 시장 규
모를 약 60억달러(7조원)로 추정하고, 2022년에는 그 규모가 
40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6]. ‘비대면 문화’가 확산
됨에 따라 교육, 문화, 게임 등 여러 산업에서 XR를 활용한 실
감형 콘텐츠 제작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XR이 
적용된 비대면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시공간의 제약 없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업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
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 상의 무한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
능해진다. 또 홀로그램을 사용해 실제 접촉없이 사람들과 자
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상품 구매를 위해 직접 매장을 가지 않
아도 실감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홈트레이닝이 유행인 요즘, 
집에서도 헬스장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동시에 홀로그램을 

통해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7]. 
물리 공간의 한계를 해소하고, 비대면 서비스의 몰입을 극

대화하는 XR 기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
다.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람들의 의사소통과 근무 환경, 여
가 활동 방식의 변화를 주도해 비대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해당 기술의 잠재력은 이미 많은 사람이 공감하
고 있다. 그 결과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XR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 모두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로, 대중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
다[7]. 지난해 한국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XR 기술 
개발에 꼭 필요한 5G를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구축했다는 점
에서 우리나라가 XR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XR 
활용 방안과 제도 등을 튼튼하게 마련하고, 해당 기술이 가져
올 변화를 예상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XR은 새로운 성
장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출처:  홍은심 (2020, September 9). 길어진 거리 두기에 우울감 호소… 
‘심리방역’ 신경쓰세요.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
donga.com/news/article/all/20200908/102839839/1
이승환, 한상열 (2020, June 5). 비대면 시대의 게임 체인저 XR. 소프
트웨어정책연구소
이상헌 외 (2018, December 13). VR AR MR을 아우르는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기술 동향. 삼성 인사이트 리포트. Retrieved from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upport/insights/
VR-AR-MR-XR.html
연합인포맥스 (2020, May 13). [시사금융용어] 확장현실(XR). 연합
인포맥스. Retrieved from https://news.einfomax.co.kr/news/
articleView.html?idxno=4087181
박지성 (2020, May 2). [ICT 시사용어] 확장현실(XR). 전자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com/20200402000274
이현수 (2020, January 17). 확장현실, 게임과 결합해 40조원 시
장으로 부상. 전자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
com/20200117000115
신찬옥 (2020, August 28). 스마트폰 다음은 AR글라스? 1800조
원 ‘XR(실감경제)’ 시대 열린다. 매일경제. Retrieved from https://
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8/88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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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쓰임새 많아지는 드론, ‘법제화’ 거쳐야 날 수 있다

BARUN ICT Column

드론의 쓰임새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인간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도 접근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활용해 길을 잃었다
는 구조자를 수색하기도 하고[1], 해양사고 수색을 담당하기도 
하며[2],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 교량 및 비탈면의 시설
물 점검을 위해 투입되기도 한다[3]. 또한 비대면 사회에서 빠
른 배송에 적합한 드론 배송 서비스는 아마존과 월마트 등 대형 
물류 업체가 시도하여 꾸준히 그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4]. 

드론의 활용 분야 확대는 군사용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 본
래 드론이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5], 군용 드론은 시
간이 지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95개 국가가 군
사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2010년 이후 군사용 드론이 급격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6]. 정보수집과 공중 공격 등
에 다양하게 쓰이면서 현대전쟁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6]. 

하지만 드론의 활용 분야가 확대될수록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군사용 드론은 해킹으로 인해 테러의 위기에 처
할 수도 있고, 민간에 사용되는 드론의 GPS 신호 수신기는 의
도적인 신호 방해나 조작에 취약해 드론 조종자가 아니더라도 
드론에 잘못된 정보를 보낼 수 있으며 해킹 공격을 통해 드론을 
다른 방향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7]. 카메라나 CCTV를 탑재한 
드론의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
서는 드론을 이용한 도촬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한 예능 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집을 찾아가 드론을 띄워 담장 너
머 안쪽을 촬영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이기
도 했다[8].

드론이 악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과 관련된 기술
적 보완뿐만 아니라 드론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현
행 드론 관련 법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드론은 현행법상 별도의 운송수단이 아닌 일종의 
‘무인항공기’로 다뤄지기 때문에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기체가 크고 조종법이 어려운 항공기와 드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항공기가 아닌 별도의 운송수단으로 바
라보고, 따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9].

특히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드론을 날려 건물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형법상 주

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
다. 또한 드론이 추락한 경우 민·형사 책임 소재도 논의가 필요
하다. 현재 드론 보유자에게 2kg을 넘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의
무를 부과했지만,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250g만 
넘어도 신고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
하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 조종자 과실인지, 제품 결함인지 가
리는 과정에서 법제 미비로 인하여 혼란을 빚을 수 있다[9].

군사적 목적에서 출발한 드론이 현재 민간의 상업적 분야에
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앞으로 드론의 활용 분야가 더욱 
넓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해줄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의 
선행이 새로운 분야에서 드론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ICT 기
술이 상용화 단계를 거치면서 규제와 인식의 미비라는 어려움
을 거치는 것처럼, 드론 역시 이러한 단계를 극복해야만 ‘바른’ 
이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신언기 (2020. September 14) 드론이 산악사고자 구조. 중도일
보. Retrieved from http://www.joongdo.co.kr/web/view.
php?key=20200914010004305
이진영 (2020. September 14) 보령해양경찰서, 민관 합동‘드
론 해양수색대’모집. 뉴스 프리존. Retrieved from http://www.
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177
김기훈 (2020. September 8) 인력 접근 어려운 도로 교량 점검에 드
론 띄운다.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
view/AKR20200908029400530?input=1195m
이승연 (2020. September 1) ‘드론 배송 성큼’…미 정부, 아마존 드
론 배송 허가. 블로터. Retrieved from http://www.bloter.net/
archives/403578
석주원 (2020. August 4) 첨단 ICT 기술의 집약체 드론. CCTV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07126
박찬형 (2019. September 28) 전 세계 95개 국가 군사용 드론 보유…
북한 드론 살펴보니. KBS 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kbs.
co.kr/news/view.do?ncd=4292240&ref=A
조현진, 윤민우 (2017. April 22) 좋은 드론, 나쁜 드론, 이상한 드론. 
보안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boannews.com/media/
view.asp?idx=54409&kind=5
석주원 (2020. August. 12) 보안과 감시, 드론의 선택은?. CCTV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07560
좌영길 (2020. March 9) 하늘날다 추락해도 형사책임 ‘구멍’…드론 법
제화 언제쯤. 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news.heraldcorp.
com/view.php?ud=202003090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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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기술의 주인이 되는 세상,
전문성의 민주화

김지수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CTM)

BARUN ICT Column

 2019년, IT 분야 연구 및 자문 기업 가트너는 2020년의 
10대 유망 추세 중 하나로 “전문성의 민주화”를 선정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있다[1]. 바로 “민주화”이다. 일반
적으로 민주화는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특정 소수집단이 아
닌,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결정에 중심이 되는 것
을 말한다. 결국 전문성의 민주화는 기존에는 전문가들만의 
분야였던 전문 지식에 대한 일반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들만 수
행할 수 있었던 개발 툴에서 진화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
로 사용하기 편한 개발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분석에서 전문성의 민주화가 진행된다면 시
민 데이터 과학자가 대중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시민 데이터 
과학자란, 데이터 분석이 주요 업무는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2]. 일반적
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필요하다. 천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천체
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
하듯이 말이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모델을 선정해
야 하는데, 어떤 데이터에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일
반인이 알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분석된 데
이터를 통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게 하는 가
시화 과정이 필요하다[3].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자주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미
리 구현되어 있어 손쉽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데이터 분석은 더 이상 전문
가만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4].

 그렇다면 전문성의 민주화는 어떤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
을까. 전문성의 민주화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
로 보이는 분야 중 하나는 1차 산업군이다. 농업, 축산업 등의 
1차 산업군은 이미 스마트팜이 도입되면서 농산물 생산과정
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5]. 
하지만 데이터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를 통해 필요한 인사이트
를 제공하는 것은 기술 업체의 소관이어서, 농업 종사자가 데

이터를 직접 활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 전문성의 민주화
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자도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돼 
생산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전문성의 민주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일반인
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알맞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데이
터를 분석하여 인사이트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는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국토교통 빅데
이터 해커톤이 그 예이다. 이 공모전에서 대학생들로 이루어
진 팀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형 홈스테이 서
비스 플랫폼을 제안하여 대상을 타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6].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의 민주화는 우리가 거쳐 가야 할 필수 
관문이다. 방대한 정보와 발전해가는 기술의 가치를 모두가 
쉽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출처:  Panetta, K. (2019, October 21).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0. Gartner. Retrieved from https://
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
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20/
진관훈 (2020, February 18). 전문성의 민주화. 제주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
html?idxno=2157307
유성민 (2019, November 20). AI 민주화 시대로 ‘성큼’. The 
Science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sciencetimes.
co.kr/news/ai-민주화-시대로-확장/
최용환 (2019, June, 21). 인공지능의 민주화로 인해 전문가가 아
닌 사람들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퓨처타임즈. Retrieved 
from http://www.futuretimes.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2240
여현 (2018, October 24). 농업도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스마트 팜
(Smart Farm) 기술.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Retrieved from 
https://news.samsungdisplay.com/16707
송학주 (2019, April 24). 국토부, 29일 “국토교통 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열어. 뉴데일리경제. Retrieved from http://biz.newdaily.
co.kr/site/data/html/2019/04/24/2019042400042.html

[1]

[2]

[3]

[4]

[5]

[6]

* 도메인 지식: 특정 학문이나 분야,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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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필요성과 긴급성 법령 (Decree of Necessity and 
Urgency)’을 통해 국가의 ICT 법률(디지털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및 통신망을 공공 필수재로 선언
했다[1]. 나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20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현
재 이 법안은 국민회의 심사 중이지만,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며 "이제부터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보편적이고 
의무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2]. 이 법령은 인터넷 접속을 모든 개인이 소유해야 하
는 디지털 권리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선언은 ICT는 지식, 교육, 정보 및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 발전 구축을 위한 기본적 요소로 지정한 것이다[3]. 이번 기회로 기존 아르헨티나의 통신 서비스의 
구조, 보급률, 접근성 및 가격에 대한 재고와 함께, 이미 서비스가 잘 구축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모두 일괄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야당 측에서는 향후 투자 억제에 대한 우려와 일종의 '국유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해
당 정책으로 앞으로 전화 통신 산업이 공공 서비스에 속하게 될 뿐, 이미 1990년부터 전화 통신 산업은 민영화로 운영되고 있
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키르치네르 정부 시절에도 “경쟁하는 공공 서비스”(즉, ICT를 공공 필수 서비스로 선언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적 도구)라는 개념이 현장에서 시행되었으나, 통신 부문에서 이동 통신 서비스는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
고 확장됐다[2].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방역 활동으로 인해 ICT가 우리 경제와 시민참여에 얼마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법령 공포에 밑거름이 됐다. 동시에 코로나 19이전에 정부와 정부에 대립하던 여러 계층의 관계도 쉽게 관련 
법령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했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 이면에는 사회 정의를 지향하는 사회 전반적 정치 분위기와 빈
곤층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Di paola et al., (2020, August 24) . Declararon públicos y esenciales los servicios de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s 
comunicaciones. MARVAL O’FARRELL MAIRAL. Retrieved from https://www.anred.org/2020/08/22/declaran-servicios-publicos-
esenciales-a-la-telefonia-la-television-paga-e-internet/
Ciencia y Tecnología (2020, August 22). Declaran servicios públicos esenciales a la telefonía, la televisión paga e Internet. 
ANRed. Retrieved from https://www.anred.org/2020/08/22/declaran-servicios-publicos-esenciales-a-la-telefonia-la-television-
paga-e-internet/
Corral, I. (2020, August 23). ¿Qué dice el decreto que establece a Internet, la televisión paga y la telefonía móvil como servicios 
públicos?. Chequeado. Retrieved from https://chequeado.com/el-explicador/que-dice-el-decreto-que-establece-a-internet-la-
television-paga-y-la-telefonia-movil-como-servicios-publicos/

[1]

[2]

[3]

출처:

이미지 출처: Designed by microvector,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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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독립기
념일 연설에서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13억 인도
인에게 효과적인 의료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디지
털건강미션의 출범을 공포했다. 본 정책은 방문 진료내
역, 질병 기록, 치료 경과, 약물 및 의약품 섭취 기록이 
포함된 개인 건강 기록 등을 저장하는 고유한 신분증을 
각 시민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의 디지털 ID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 이 디지털 신분증은 시
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디지털 인도' 미션하에, 정부의 디지털 건강관리 계획은 인도의 침체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 의료 종사자, 및 제약 회사가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의료 부정행위를 관리하고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ID에 모든 사전 진단과 처방 기록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방문할 때마다 진단과 검사 결
과를 기다리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과 자원이 절약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도 질 높은 
의료 시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골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출생 기록이 잘 관리가 되지 않
았지만, 새 관리 체계로 인해 외딴 지역의 신생아들도 예방 접종과 각종 약물 복용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2].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앞서 데이터 관리와 유지 측면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 서버
에 개인의 모든 건강 기록이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출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크다. 이전에 인도 정부가 생체 인식 
기능이 부착된 아다르 카드(Aadhar ID Card)를 실험하자, 데이터 통제와 사생활 문제로 크게 비판받은 바 있다. 이 뿐만 아
니라 민간 기업이 만약 건강ID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게 된다면 마케팅 수익을 위해 악용될 위험도 있어 제3자 데이터 수익
화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 관리 측면에 있어 인터넷 보급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기술자가 없는 소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는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것이고, 이로 인해 정책 기대효과가 미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될 의사들과 의료 종사자
들 또한 감독 관리하는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원플랫폼 솔루션' 제공으로 빈곤층과 소외계층도 이 정
책의 수혜자로 지정했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들,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를 적
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고려하면, '엘리트 주의적 접근법’으로 인해 여전히 소
외계층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런 대규모 의료 분야 개입을 시행하기 전에 '상향식 
접근 (bottom to up approach)'을 통해 적절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Web Desk (2020, August 15). Explained: What is the National Digital Health Mission? How does a Health ID card help?. The 
Week. Retrieved from https://www.theweek.in/news/india/2020/08/15/explained-what-is-the-national-digital-health-mission-
how-does-a-health-id-card-help.html
 Singh, Dalip. (2020, August 15). Health ID: Another Aadhaar in the offing for new digital medical care ecosystem. The Economic 
Times. Retrieved from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healthcare/biotech/healthcare/health-id-another-aadhar-in-the-offing-for-
new-digital-medical-care-ecosystem/articleshow/77562355.cms?from=mdr

[1]

[2]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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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주 역할은 수감자들을 교화시키고, 이들이 사회로 돌아가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역할은 세계 곳곳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교도소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교도소 시스템 위기를 
해결하고자, ICT를 활용해 수감자를 개선하고, 이들이 적절히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여러 ICT 기술 중, 전신 스캐너 기계를 사용해 핸드폰, 마약, 무기의 불법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제안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다수의 최대 보안 교도소들은 이미 이 기술을 실시하고 있다. 스캐너는 공항에서 쓰는 기술
과 유사하며 교도소 방문객이 금지된 물건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다[1].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은 교도소 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안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교도관들은 수감자들 간에 
싸움, 성적 학대, 절도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 수감자뿐만 아니라 교도관들도 생체 신호와 위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팔찌
와 칩 등의 장치를 착용해야 한다. 동시에 교도관들의 권한 남용과 같은 사건들을 모니터링하여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2].

그러나 인공지능을 교도소 시스템이 잘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범죄 
인구 과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수감자들은 재활보다 재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3].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자들과 
정부는 수감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인구 과잉을 줄이며 더 나은 재통합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2018년에 미주개발은행은 ICT를 통해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추진했다. 정책 중에는 수
감자들이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현실치료(virtual reality therapy), 디지털 학교, 수감자들 간에 싸움을 막기 위한 “스
마트” 팔찌 등이 있다[3].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기술들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특히 얼굴인
식 기술은 여전히 피부색이 더 어두운 흑인, 특히 여성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이는 인종과 성별 측면
에서 수감자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인공 지능의 구현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수
감자들이 매일 매순간 감시된다면, 엄격한 통제에 대한 반발감과 불신감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2]. 그러므로 우리는 
ICT가 교도소의 위기를 해결하기위한 최선의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Bulman, Philip (2009, March 26). Using Technology to Make Prisons and Jails Safe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Retrieved from 
https://nij.ojp.gov/topics/articles/using-technology-make-prisons-and-jails-safer
Bala, Nila and Trautman, Lars (2019, April 30). “Smart” Technology Is Coming for Prisons, Too. R Street. Retrieved from https://
www.rstreet.org/2019/04/30/smart-technology-is-coming-for-prisons-too/
Linde, Pablo (2018, August 3). Tecnología contra el miedo a salir de prisión. El País. Retrieved from https://elpais.com/
elpais/2018/08/02/planeta_futuro/1533217302_486833.html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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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the Digital Div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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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grandparents live in a rice farming village, and they 
were part of the first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20 years ago, which aimed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solving regional information gap and to approach 
freely and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all citizens” 
[1]. They were given the latest computer with access to the 

Internet. And then, what happened to the computer? Nothing. When I visited my grandparents, it was left untouched because they 
didn’t even know how to turn it on. Before long, they had thrown it away, grumbling that the useless computer took up too much 
space. 20 years later,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is now regarded as a failure in bridging the digital divide in rural areas, 
and it proved that merely increasing the amount of technological devices and providing Internet access is not effective in reducing 
digital inequality. To find a better solution for reducing digital inequality, I have read three different articles: “Digital Divide Is Wider 
Than We Think, Study Says” by Steve Lohr, “More Technology Doesn’t Mean Less Inequality” by Aim Sinpeng, and "Digital Footprints: 
An Emerging Dimension of Digital Inequality” by Marina Micheli et al.

While Lohr, Sinpeng, and Micheli et al. define digital inequality differently, they all concur that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is an essential factor in digital inequality and leads to disadvantageous conditions in human lives. After reading all three articles, 
I concur with Sinpeng and Micheli et al. and hold the opinion that physical accessibility alone is not enough to reduce digital 
inequality. Therefore, to address the challenge of the digital divide, I propose that our society should increase digital opportunities for 
underserved areas in three steps.

The three authors have different positions in defining digital inequality. First of all, Lohr assumes the quantity of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as the determinant of digital inequality. Unlike Lohr, Sinpeng places more emphasis on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s 
of Internet use and thinks that the quality of how we use the Internet is more important in defining digital inequality. She argues that 
physical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is not enough to represent the digital divide in our society and therefore, increasing technological 
devices alone is not a viable solution. Instead, she suggests that “politicians should consider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required 
for a policy to succeed”[4]. Similar to Sinpeng, Micheli et al. believes that access to the Internet is not the sole contributor to digital 
inequality. The authors focus on the way society is affected by digital footprints, which “originate from active content creation, passive 
participation, and platform generated data”[3]. Micheli et al. analyze the systematic positive and negative advantages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experience based on their digital footprints. Referring to research by Madden et al., Micheli et al. warn that 
users’ information collected by online platforms can “increase the likelihood for underprivileged users to receive poorer or even 
fraudulent offers”[3]. They argue that digital footprints need to be considered as a “new dimension” of digital inequality, since groups 
with less digital footprints systematically face disadvantages.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defining digital inequality, all of the authors agree that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is not only an 
important contributor to digital inequality but also a key factor for social inequality. Lohr claims that digital divide due to a lack of 
Internet service is closely related with “persistent gaps in economic opportunity, educational achievement. and health outcomes 
in America.” Similar to Lohr, who emphasizes Internet accessibility in approach to both digital and social inequality, Sinp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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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s “degrees of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as important factors of digital inequality and also as contributors which “affect 
socioeconomic opportunities”[2]. Furthermore, Micheli et al. acknowledge that effective Internet use can increas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human capital”[3]. They imply that Internet use, including high access to the Internet, can influence social inequality. 
Therefore, all three articles admit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cessibility. 

After exploring the positions of the three articles, I agree with Sinpeng and Micheli et al. who strongly argue that physical 
accessibility alone is not enough to reduce the digital divide. Even if the Internet broadband is extended to rural areas and 
technological devices are given to people, as Sinpeng claims, the qualitative difference of Internet use won’t be decreased without 
digital literacy on how to use the Internet. Moreover, as Michieli et al. point out, it is likely that people with the low socioeconomic 
class will suffer from disadvantages by leaving online traces because they are not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influence 
of the Internet and AI mechanisms. I believe that digital inequality is composed of various dimensions and complicated factors. 

In this regard,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I suggest our society should increase digital opportunities for underserved populations 
through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increasing physical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which would include both broadband Internet 
service and devices such as computers and smartphones. This stage is vital, because the physical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is the 
prerequisite of every digital opportunity. In other words, to deal with other dimensions of digital inequality, it is fundamental to 
make everyone be able to physically access to the Internet. There are still a lot of regions and people that are excluded from physical 
Internet access, as shown in the example of Ferry County in Lohr’s article. Therefore, we need to make efforts to increase Internet 
access for underserved populations.

The next stage is improving computer literacy for effective Internet use. As Sinpeng stresses, no matter how much we increase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the digital divide will not decrease unless education programs and adequately trained teachers are 
provided,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onditions surrounding Internet access. This gives us insight into why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ended in failure. Even if my grandparents were provided with an Internet-accessible device and a broadband 
service, they could not take advantage of them due to the lack of stable and continuous education programs on computer literacy. 
If they had learned how to use the computer effectively, they would have had various digital opportunities such as information 
searching and online shopping. Therefore, once people have access to the Internet, we should proceed to the next stage of making 
them computer-literate. This will effectively reduce the gap of digital inequality by helping them get high-qual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web.

The last stage is developing digital literacy on how to manage one’s digital footprints and impact from the footprints. Considering 
the argument of Micheli et al. that digital footprints can seriously impact social inequalities, it is important to enable people to 
learn how to manage their digital footprints. Dealing with digital footprints and their impact is different from general computer 
literacy because it requires the ability to understand how the Internet and AI work and their influence on humans. This can be more 
difficult to acquire than computer literacy in that it involves a more complex comprehension of the Internet. However, this kind 
of digital literacy is essential for decreasing social inequalities caused by digital inequality, because it will prevent people with low 
socioeconomic backgrounds from suffering from the reproduction of social inequalities. They will not be exploited or deceived due to 
their digital footprints anymore, and rather they can have more socioeconomic opportunities in their lives using the Internet.

In conclusion, while Lohr has a quantitative approach to Internet access and Sinpeng has a qualitative approach to Internet use, 
Micheli et al. focus on the influences of our digital footprints.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approach, they agree that physical access 
to the Internet i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digital inequality, which results in social inequality. I agree with the argument that 
physical accessibility alone is not enough to solve digital inequality, as both Sinpeng and Micheli et al. emphasize. Therefore, to 
effectively reduce digital inequality, I propose that digital opportunities should be increased by taking three stages: increasing physical 
accessibility to the Internet, improving computer literacy, and developing digital literacy on managing one’s footprints. Regarding 
digital inequality of rural areas, such as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I believe that the above three stages can increase 

digital opportunities for underprivileged people and ultimately help reduce social inequality caused by digital inequality. 

Lee, Hyun Jung. "Impact Analysis about Successful Factors of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on its Actual Project: Focusing on Three 
Cases in Gyeonggi-do Province."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0.2 (2016): 143-171. accessed on 23 June, 2020.
Lohr, Steve. “Digital Divide Is Wider Than We Think, Study Says,” The New York Times, 4 June, 2018. https://www.nytimes.com/2018/12/04/
technology/digital-divide-us-fcc-microsoft.html accessed on 23 June, 2020.
Micheli, Marina et al. "Digital footprints: an emerging dimension of digital inequality,"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Vol.16 No.3, 2018, pp.242-251, DOI: 10.1108/JICES-02-2018-0014, accessed on 23 June, 2020.
Sinpeng, Aim. “More technology doesn’t mean less inequality,” The Conversation, 22 Oct, 2015. https://theconversation.com/more-
technology-doesnt-mean-less-inequality-48180 accessed on 23 June, 2020.

[1]

[2]

[3]

[4]

Sources:



16

* 본 연구소에서 제공되는 바른ICT뉴스레터는 국내외 우수 ICT 연구 동향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되는 외부 기고글은 (컬럼, 글로벌 뉴스 등) 연구소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밝힘니다.
* 바른ICT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news@barunict.kr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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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업무
바른ICT연구소 연구방향과 관련된 연구수행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과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방법 이력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연구실적 목록
이메일로 제출 (barunict@barunict.kr)

 채용분야
•  공학 분야: 컴퓨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AI), 머신러닝(딥러닝) 및
                   관련 분야
•  사회과학 분야: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 관련 분야
•  행정 및 관리직    •  연구인턴 

연세대학교�바른ICT연구소
① 연구교수/Post-Doc 채용
② 행정직원�채용
③ 인턴, 연구원�채용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302동 연세·삼성학술정보관 720호
02-2123-6694  |   www.barunict.kr(국문), www.barunict.org (영문)

Publisher  김범수  |   Editor-in-Chief  원승연  |   Editor  장윤희  |  Designer 나경화

BARUN IC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