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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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수준의 융합 ICT 연구소를 지향합니다.

2021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이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와 개

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2020년 APEC Project에 지원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된 결과이다. APEC Project는 APEC 

경제 지도자들과 장관들이 정책 방향을 행동으로 옮기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APEC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 선정이 갖는 의미는 크다.

선정된 주제는 국경 간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Improving Cross-Border Effectiveness of the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 System)이며, 공동 후원국으로 미국, 칠레, 태국, 홍콩,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국가들이 참여한다. 프로젝트 회람 절차에서 10개의 공동 후원국의 참여를 통해 APEC 경제체들의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에 대

한 높은 관심과 APEC 포럼을 통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월 개최될 2021 APEC Forum의 목표는 APEC 회원 경제체(member economy)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의견을 공유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필요성, 추진 방향, 기본원칙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통지제도와 여러 국가의 정책을 공유하고, APEC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디지털 무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개인정보 유출사례,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를 공유할 뿐 아니라 한국에 우호적인 개인정보보호분

야 국제전문가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강화하여 한국 개인정보보호제도 정책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APEC Project 최종 선정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 글로벌 협력을 위한 APEC Forum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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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리뷰, 리뷰 이용자들에게
긍정 리뷰보다 부정 리뷰가 더 의미 있는 이유
Kim, Miyea, Jeongsoo Han, & Mina Jun (2020). Do same-level review ratings have the 
same level of review helpfulness? The role of information diagnosticity in online reviews.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4), 563-591.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페이지는 상품 설명 페이지와 함께 다른 사람들
의 제품 평가 리뷰일 것이다. 제품 평가 리뷰란 직접 사용한 사용자가 남긴 상품 평가이기 때문
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리뷰를 읽는 가장 큰 동기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
된 제품 정보에 대한 신뢰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리뷰를 보는 더 큰 동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경험 정보를 통해 구매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온라인 리뷰를 읽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리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차원뿐 아니라 상품 관리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Amazon.com의 경우 리뷰가 제품 선택에 얼
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리뷰 평가 항목까지 존재한다.

경험재에 속하는 호텔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리뷰는 호텔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품군에 속하기 때문에 호텔 리뷰 
사이트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호텔 이용 후, 전반적으로 평점은 좋게 남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경험은 글(리뷰 
콘텐츠)에 남기게 된다. 즉, 호텔 평점은 5점으로 줬지만, 안내 데스크의 응대가 미흡했던 점이나 룸서비스 상태에 대한 구체
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다. 점수상으로는 동일한 5점의 긍정적인 평가(5점 만점의 5점)라 할지라도 리뷰 콘텐츠의 
질에 따라 온라인 리뷰를 읽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움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가 읽
는 사람들에게는 더 유용한 정보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진단성이라고 하는데, 본 연구는 동일 평점 내에
서도 리뷰 콘텐츠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진단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는 동일한 5점 평점일 때 긍정 정보만 쓰인 리뷰 콘텐츠와 긍정과 부정 정보가 함께 쓰인 리뷰가 가져오는 진단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적인 평가가 동일하게 높은 평점(5점 만점에 5점)일지라도 긍정 정보만 있는 리뷰(Mone-

sided=4.92)보다 부정 정보가 함께 있었던 온라인 리뷰(Mambivalent=5.58)에 대해 평가자들은 더 유용한 리뷰로 평가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t(133)= -3.082, p= .003). 부정 편향은 사람들이 정보를 평가할 때 부정 정보가 긍정 정보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며 부정적인 정보가 판단에 있어서 더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연구 결과를 통해 온라인 리뷰에서 
나타난 정보의 부정 편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리뷰에 있어서 긍정적인 댓글 보다 부정적인 댓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험해 보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구전(word of 
mouth)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정 
리뷰는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작용하는 부정 편향의 심리 기재를 이해한다면, 리뷰
를 읽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정 리뷰의 존재와 영향력도 함께 알아야 할 것이다. 

리뷰 콘텐츠 구성에 따른 진단성의 차이

온라인 리뷰에서 보이는 정보의 부정 편향

부정 리뷰가 갖는 진단성의 존재를 이해해야…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김미예이미지 출처 | Flat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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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 대학생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할까?
Park, S., Kim, B., & Kim, K. A. (2021). Preventive Behavioral Insights for Emerging Adults: A Surve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5), 2569.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이 피크였던 지난해 4월에 청년기 대학생의 코로나19관련 예방행동
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연세대학교에 사이트에 접속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가 국제저명학술지(SSCI, SCIE)인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되었는데요, 이번 호와 다음 호 뉴스레터에 연속으로 그 연구 결과와 의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기는 일생 중에서 가장 건강하며, 건강습관이 만들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청년기 대학생들
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갑작스러운 해방감을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고 유해환경과 건강에 해가 되는 문화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방행동이 필요한데, 이러한 청년기 대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유
행시기에 예방행동 수준은 과연 어떠할까요?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기 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1점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들
보다 더 높았습니다. 국내에서 2009년 신종 플루 기간과 
메르스 기간의 대학생의 예방행동 점수인 3.7점과, 3.5점
보다 높은 점수로 보여, 우리나라 대학생의 감염병 예방행
동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들이 손 씻기는 자주 시행
하고 있으나,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코와 입을 가리지 
않고 있거나 마스크의 겉면은 자주 만지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의 질적인 
예방행동의 준수 측면이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겠습니
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신체적 거리 두기로서 입, 코의 점막을 통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지속적
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착용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기 대학생에게는 감염예방행동 준수와 함께 
행동수칙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청년기 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행동 중에서 스마트폰 청결행동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이 24시간 지
니고 있는 ICT 기계인 동시에, 비대면 사회에서 타인과 연결을 위한 필수소지품이며, 감염의 전파원인 “손”에 늘 지니고 있는 
접촉성 감염의 전파원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의 청결이 손 씻기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규칙적으로 스마트폰을 청
결히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기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청년기는 사회적으로 가족, 학교를 넘어 점점 관
계망이 확장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청년기 대학생은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도, 사회적인 관계 유지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행동수칙은 감염예방에 절대적
으로 필요하지만, 청년기 대학생들의 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신체적인 거리 두기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네트워
크망이 저해되지 않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청년기 대학생의 코로나19 예방행동수준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박선희이미지 출처 | Flaticon, Un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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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출간]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2020년 12월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Barun ICT Life 
두 번째 시리즈로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서적을 출
간했다. 두 번째 시리즈의 핵심 키워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이다. 첫 번째 시리즈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 시리즈는 누구도 예상하
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ICT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자연환경으로부터의 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변화시켰을까? 2019년 말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의 장기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가피하게 했고, 우리는 비대
면을 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ICT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국가 간 비교 분석 연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직장인의 모바
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LEAD 산
업의 Untact 서비스 진화 방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대 직장
인의 개인 정보 보호 시 고려사항’ 등 관련 이슈를 비롯해 ‘스마트
폰에 갇힌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의 추세와 특성, 그리
고 자살 경향성과의 관계’, ‘자동화와 일자리의 미래: 한국의 경우’, 

‘보도된 미확인 정보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의 효과와 한계’ 등 바른ICT연구소 소형
과제의 결과물과 연구소 수행 프로젝트인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과의 만남’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9년 Barun ICT Life 첫 번째 시리즈로 출간된 <스마트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의 핵심키워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면, 이
번 시리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국가의 ICT 수준은 물론 스포츠나 예술과 같은 럭셔리 산업에도 많
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코로나 대응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직장 내 감시 등 새로운 도전이 발생
하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의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ICT의 영향력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으
로 독거 어르신 돌봄의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시대 바르고 건강하게 살기> 서적을 통해 비대면 시대의 ICT 
활용에 대한 더욱 다양한 시각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오주현

이미지 출처 | Book by miranda from the Noun Project

Created by miranda
from the Nou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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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출간] 네트워크와 혐오사회

정보통신기술(ICT)은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차원의 일상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다양한 정보에 접
근이 쉬워졌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단위뿐 아니라 집단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졌으며, 미디어 이용
행태나 쇼핑, 금융 업무 등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했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정보가 넘쳐나거나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모습도 포착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의 갈등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어져 갈등을 넘어 혐오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책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혐오’로 진단하고 ‘혐오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찾아서’, ‘성소수자와 혐
오담론’, ‘혐오가 유머를 만날 때’, ‘분노는 어떻게 우발적 범죄가 되었을까?’, ‘노인소외와 앵글리 올드, 그리고 앵그리 
영의 노인혐오’, ‘온라인 공간의 정치적 토론과 혐오’, ‘결속과 연계의 소셜 미디어’, ‘투표 불평등의 사회구조’ 등 주제
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견해가 담겨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오주현 연구교수는 ‘노인소외와 앵그
리 올드, 그리고 앵그리 영의 노인혐오’ 를 주제로 디지털 격차와 소외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코로나 팬데믹으
로 나타난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 드러나는 디지털 불평등의 예를 담았다. 나아가 디지털 격차와 노인소외의 환경 속
에서 나타나는 오프라인에서의 세대 갈등과 갈등을 넘어선 온라인에서의 노인혐오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성소수자, 노인, 특정 정당 등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서가 되었다. 오랜 기간 사회통합
을 지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만연하게 퍼진 개인과 집단에 대한 혐오문화는 사회의 양극화와 파편화를 낳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네트워크와 혐오사회> 서적은 온라인에서 발현되는 혐오의 원인과 양상을 학제적 접근을 통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교수 오주현

Created by miranda
from the Nou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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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D Digital Economy Outlook> Review
양자 컴퓨터가 여는 뉴 테크놀로지의 시대

2019년 구글은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우위(Quantum Supremacy)’를 
입증했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실었다. 양자 우위는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능

가한다는 뜻으로, 구글 측은 논문을 통해 시카모어 칩을 사용한 실험으로 가장 빠른 슈
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리는 연산을 200초에서 3분 안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54개의 큐비트가 탑재

된 시카모어 칩에서 그중 53개의 큐비트1를 활용해 연산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통해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구글의 이러한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양자 컴퓨터의 가능성을 증명한 실험으로 꼽힌다. OECD 
또한 앞으로 양자 컴퓨터를 AI와 함께 신기술의 미래를 바꿀 기술로 꼽았다. 

양자컴퓨터가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컴퓨터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해결에 관해 기존의 슈
퍼컴퓨터를 훨씬 뛰어넘는, 혹은 슈퍼컴퓨터로 불가능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양자 시스템을 사용하
여 자기장, 전기장, 중력,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분야인 ‘센싱’이다. 또한 양자 시간 기록, 전역 위치 지정, 신호 처
리, 암호화 및 계산 문제에 대해 월등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OCED는 양자 컴퓨터의 이렇듯 뛰어난 성능이 농업, 에너
지, 헬스케어, 금융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시장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다.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단기적으로(2020-2024년)는 2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며, 
2050년에는 8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세계적인 금융 분야의 기업들은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와 피델리티, 알리안즈, 시티그룹 등의 글로벌 금융 회사들은 다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등에 
투자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양자 알고리듬의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지식 베이스를 쌓기 위한 파트너십을 만
드는 것까지 포함된다. 

국가 안보와 사이버 보안에 관한 양자 컴퓨터의 영향은 ‘뚫는 기술’의 진보 속도를 ‘막는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
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자 컴퓨터의 뛰어난 성능은 현 사이버 보안을 무력화할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로 풀어내기 어려운 암호화 알고리듬을 쉽
게 풀어낼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보안 체계의 도입에 따라 많은 혼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새롭게 개
발 중인 기술인, 양자 레이더는 기존 스텔스 전투기를 감지하는 성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사람들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팅의 혜택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는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기술 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기
술 진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일반 사용자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정부나 기업에게 편향될 가능성, 국가 안보와 
사이버 안보에 따르는 혼란은 기술 진보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다. 

1  양자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단위를 큐비트라고 한다. 이는 기존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단위인 비트의 확장으로 양자역학적인 중첩현상을 통해 양
자역학적인 값의 범위뿐만 아니라 2개의 이진수 값 0과 1을 취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연구원

원승연

이미지 출처 |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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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pring Global Student Reporter and Researcher 선발

집콕 생활, ICT로 슬기롭게 극복하자:  바른ICT연구소 ‘집콕ICT챌린지’ 개최

바른ICT연구소는 국제적인 ICT관련 최신 이슈를 전달하고 연구소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International Student들이 
참여하는 Global Student Report and Researcher(GSR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유럽과 중남미, 아프리카, 동아
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출신의 국제 학생 20여 명이 GSRR로 활동 중이다. GSRR은 연구소에서 매달 발행하는 뉴스레터의 글
로벌 뉴스에 최신 ICT 이슈와 관련된 글을 기고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연구소나 제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세미나,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 바른ICT연구소는 2021 봄학기에 서류 평가와 온라인 
화상 면접을 거쳐 미국, 영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 출신의 국제학생 9인을 최종 선발했다. 신입 GSRR은 정부의 코
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글쓰기 교육을 이수한 뒤, 4월 글로벌 뉴스를 기고하면서 첫 
활동을 시작했다. 바른ICT연구소는 앞으로도 봄·가을학기 두 차례 정기 모집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원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에 대한 상시 모집도 계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며 우울감과 부정적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
른ICT연구소는 집콕 생활을  ICT 기기를 활용해 극복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3월 22일(월)부터 
4월 18일(일)까지 4주간 ‘집콕ICT챌린지’를 개최한다. 참가자는 집콕 생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신의 ICT 기기 활용 노하
우를 30초에서 2분 이내 동영상에 담아 해시태그(#바른ICT연구소, #집콕ICT챌린지)와 참여하고픈 2인을 태그해 SNS(인스
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구글 폼을 통해 응모한다.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
게는 상장과 함께 총 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착순 50명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제출 
영상은 창의력과 실용성, 영상의 완성도 등을 심사하며, 수상작은 5월 6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바른ICT연
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른ICT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예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Emily Thomas  |  UK

Piao Wenling  |  China

Jiyoung Song  |  Korea

Sangeun Lee  |  Korea

Minguen Kim  |  Korea

Jacklin Lee  |  USA/Korea

Hyunjoo Woo  |  Korea

Muzaffar Bin Mahudin  |  Malaysia

Suna Lee  |  Korea

SNU,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Department of Psychology

UIC Sustainable Development Cooperation

UIC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UIC Economic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Psychology

UIC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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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살려줘’’ SKT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을 구했어요‘‘

EBS 미래교육플러스: 지혜로운 디지털 사용,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프라임경제] 21.02.18

[EBS] 21.03.23 오후 1시 55분 방송

SK텔레콤과 바른ICT연구소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를 활용한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의 도입 1주년을 맞아 그 결과를 전했다. 이준호 SK텔
레콤 SV추진그룹장은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가 사회의 위험이나 어려움으
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외로움을 없애
고 안전을 제공하며 치매를 예방한다”라고 설명했다. 바른ICT연구소가 독거
노인 6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뒤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외로움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공지
능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도 기능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가 “아
리아! 살려줘” 등을 외칠 경우에 위험한 상황으로 여기고, ICT케어센터와 담당 케어 매니저, ADT 캡스(야간) 등에 자동으로 
알린다. 이후 ICT케어센터에서 먼저 상황을 확인해서 대처하고, 출동이 필요한 위급 상황인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실제 
23건은 긴급구조로 이어졌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노출 시간이 길어지
면서 디지털 과의존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을 위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노출 시간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다. EBS 미래교육플러
스는 신학기를 맞이하여 아동, 청소년들의 디지털 과의존에 대응하기 위해 “지혜로
운 디지털 사용, 인터넷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김미예 연구교수가 참석
하여, 현재 유·아동 및 청소년층의 과의존 현황, 과의존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스몸비(스마트폰 좀비)의 위험성, 과의존 예방 
교육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의 필요성과 디지털 기기를 플랫폼
으로 인식하여 이용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멈추는 습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12044&sec_no=125

출처: https://www.ebs.co.kr/tv/show?prodId=130728&lectId=204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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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EBSCulture (EBS교양) 유튜브 채널

악성코드 이메일’ 우리는 왜 지나치지 못하는가? 악성코드 이메일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SKT Insight SKT 5GX ICT 컬럼,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기고] 21.03.08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많은 메일 중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
될 수 있는 악성코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본능적인 호기심과 정보 확인 욕구는 사람들
이 악성코드 이메일을 열어보게 만든다. 악성코드 이메일 대응법으로는 백신 최신 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실행, 파일 다운로드 주의, 평상시 자료 백업 잘해두기 등이 있다. 다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메일을 확인하는 사용자에 대한 이해다. 판도라 효과(Pandora 
Effect)에 따르면 사람들은 결과가 확실한 상황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결과가 부정

적일 수 있음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다. 악성코드 이메일을 열고 첨부파일을 받다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하지만 이 호기심을 역으로 활용하면 악성코드 이메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이하거나 솔깃
한 이메일이 오면 그 메일을 보낸 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메일의 주체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호기심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에 모든 호기심을 기울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출처: https://www.sktinsight.com/129475

이미지출처: SK인사이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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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에 플러스, 편리미엄 시대

대학생인 엄미리는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다. 매번 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광고를 보는 것이 귀찮
았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를 결제하니 광고도 안 봐도 되고, 유
튜브에서 노래나 영화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하나 켜놓고 엄미리는 배달앱을 열어 음식을 주문한다. 코로
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배달 앱 사용 또한 일상이 되었다. 음식
을 시켜놓은 엄미리는 청소를 위해 로봇청소기의 전원을 켠
다. 의자나 옷가지 같은 장애물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열심히 
청소를 시작한다.

 주변에서 정말 자주 봤을 것 같은, 어쩌면 지금의 내 모습
일지도 모르는 편리미엄 시대의 생활모습이다.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로, 가격이나 품질보다 편리
성에 더 큰 가치를 느끼는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 과거의 프
리미엄은 단순히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었
다면, 편리미엄은 욕구는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시간은 부족
해진 현대인에게서 나타나는 새로운 소비트렌드이다[1]. 특
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의 많은 일상
생활들이 불편해지면서, 언택트 문화와 함께 편리미엄 트렌드
는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트렌드가 새로이 나타난 그 배경에는 당연하게도 
ICT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특히 ICT를 활용하는 편리미엄
의 주인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Z세대1는 전자기기와 ICT 
활용이 어려서부터 익숙하며, 오팔세대2는 새롭고 편리한 서
비스에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으면서 새로이 기술을 수
용해가고 있다[2]. 뿐만 아니라 항상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
에게 새벽 배송, 스마트 오더, 광고 삭제 앱처럼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여 최대의 효율을 내는 제품/서비스는 큰 가치를 안겨
준다. 세계 최대의 소매 무역 협회인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쇼핑 중 소비
자의 97%가 구매의 불편함 때문에 구매를 포기한 적이 있다
고 답하기도 했다[3]. 또한, 요식업계에서는 식사 키트, 배달과 
같이 편리성이 증가할수록 지불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통계도 

1  MZ세대: 198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
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2  오팔(OPAL)세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줄임말로, 경제력
을 갖춘 현 중노년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베이비부머인 58년생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존재한다[4]. 결국 ICT의 발전에 따른 제품/서비스의 편리성 
증가에 표면적 가치보다 제품/서비스의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
인들의 새로운 소비 추세가 더해져 편리미엄이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아
니다. 미국의 최대 유통업계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은 이미 드
론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마트인 아마존 고(Amazon Go)는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
을 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줄을 오래 서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도 했다[5].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서비스 경험에서 가치
를 느끼는 큰 부분 중 하나로 ‘편리함’이 자리잡았음을 의미한
다. 이렇듯 ICT의 발전이 낳은 편리함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고려해 봐야 할 문제들도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
상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플라스틱 사용과 같은 쓰
레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편리함을 돈을 주
고 살 수 있다보니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남용에 대한 우려 역
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미엄의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의 편리미엄 서비스는 단순히 소비자들
의 편의를 높여주는 선택적인 수준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한
번 경험한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편리함을 옵션으로
만 누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필수 재
화로 자리잡은 편리미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도래가 우리
의 삶을 한층 더 윤택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이수진, 서유현, & 권정윤. 
(2019). 2020 트렌드 코리아.
최환금. (2019). OPAL 세대와 ‘편리미엄.’ 세계로컬타임
즈.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
php?ncode=1065597970029135
Convenience and the consumer. (2020). In National Retail 
Federation. https://cdn.nrf.com/sites/default/files/2020-01/cv8-
convenience-final-jan-9-2020.pdf
NEW FOOD BUSINESS MODELS CAPTURE 5% TO 25% PREMIUM 
FOR ADDED CONVENIENCE. (2017). Lux Research. https://www.
luxresearchinc.com/press-releases/new-food-business-models-
capture-5-percent-to-25-percent-premium-for-added-convenience
Amazon Fresh till-less store: Is this the future of shopping? (2021). 
BBC.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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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함께하는 스마트폰,
당신의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
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
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0%로, 이 중 스마트폰 
사용자의 비율이 95%로 조사되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
트폰 사용 비율을 자랑한다[1]. 그렇다면 과연 스마트폰과 매
일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최근 스마트폰과 함께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체성감각성 
이명(체성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난청도 없
고 귀 질환도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명이 생기는 것이다[2]. 
이어폰으로 큰 소리가 한꺼번에 달팽이관에 전달되면, 달팽이
관의 청력 세포는 손상된다[3]. 청력뿐 아니다. 널리 알려진 것
처럼 스마트폰 이용은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 사
용은 시력 저하나 안구건조증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작은 화
면상의 글씨를 계속 보면 안구 피로도가 높아지고, 스마트폰
에서 발산되는 청색광이 눈의 망막세포를 파괴하기도 한다. 

척추 건강도 문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부적절한 자
세 때문에 ‘거북목증후군’이 만연해지고 있다. 목을 앞으로 쑥 
빼는 자세가 경추를 점점 펴지게 하고, 결국 머리가 어깨보다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뒷목과 어깨 통증을 동반하는 거
북목증후군은 목디스크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하다[4]. 

이렇듯 스마트폰의 건강 부작용은 더 이상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우리의 삶에서 근절시키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부작용을 
명확히 숙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전문

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 장시간 같은 자세를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 

또, 스마트폰은 건강상의 부작용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보
청기 앱이나 수면조절 기능처럼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최근 모바일용 시력 보정 및 보호 필름이 개발되기
도 한 것처럼[5], 스마트폰이 유발하는 건강상의 부작용을 최
소화하고 인간이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단순히 개
인의 노력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한 응용 기술 역시 인간 
건강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스마트폰이 진정한 
‘스마트’ 폰이 되려면, 인간의 건강을 해치기보다는 증진시키
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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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시는 앵커는 사람이 아닙니다

AI 뉴스 방송의 시대가 열렸다. 세계 최초의 AI 앵커는 중국
에서 탄생했다. 2018년 중국 공영방송사인 신화통신이 검색
엔진 기업 Sogou와 함께 만든 AI 앵커 ‘치우하오(Qiu Hao)’
를 세계 인터넷 대회에서 처음 선보였다[1]. 신화통신은 2019
년 훨씬 자연스러운 어투로 뉴스를 전하는 여성 AI 앵커 ‘신샤
오멍’에 이어[2],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3D AI 앵커인 ‘신샤
오웨이’를 공개했다[3]. 다국어를 구사하며 대사관에서 국제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AI 앵커도 등장했다[4]. 이처럼 언론, 특
히 뉴스 보도 분야에 있어 AI의 지배력은 날로 커지는 중이다.

한국에서는 MBN(매일방송)이 2020년 11월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앵커를 도입하여 ‘MBN 종합뉴스’에서 실제 방송을 
진행했다. 김주하 앵커를 똑 닮은 이 AI 앵커는 MBN과 AI 전
문업체, ‘머니브레인’의 공동개발로 탄생한 결과물이다. 모방
의 대상이 되는 실제 김주하 앵커를 10시간 동안 촬영하고, 딥
러닝과 컨벌루션 신경망(CNN) 기술을 통해 AI가 이를 학습하
도록 했다. 발음의 정확성, 앵커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김주하 
앵커의 목소리 톤, 손동작, 눈빛, 얼굴각도 등 아주 세밀한 요
소까지 정확히 구현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앵커를 활용하
면 최대 1,000자 분량의 텍스트를 1분 안에 영상으로 합성할 
수 있다[5].

방송사 입장에서 AI 앵커의 도입은 이점이 크다. 인력, 시간
과 비용 모두를 절감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곧바
로 뉴스를 만들어 내보낼 수 있기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한 
확실한 대책 하나를 갖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인간 앵커가 설 자리는 없는 것일까?

김주하 인간 앵커가 직접 원고를 읽으면 AI 앵커가 곧바로 
따라서 읽는 테스트에서, AI 앵커는 발음이나 외형적인 부분에
서는 바로 옆에 서 있는 실제 앵커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유사
하다. 하지만 하나로 통일된 평이한 어조가 계속 이어져 듣기
에는 다소 부자연스럽다. 현재의 AI 방송 기술로는 아직 인간
의 음성에 실리는 감정 표현까지 정확히 구현하는 것은 어려
운 것이다. 

  뉴스 앵커는 단순히 주어진 대본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이 취재해 온 원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뉴
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자라는 점에서 직업적인 전문
성을 갖는다. 때문에 앵커의 직무 중 ‘텍스트 읽기’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AI가 등장했다고 해서 당장 인간 앵커의 존재 이유

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
지 않고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AI 앵커가 인간의 자리를 위
협하는 강력한 경쟁자임은 분명하다. AI와 차별화된 존재 가치
를 증명하기 위한 방송 진행자들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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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디지털 피임

터치 한 번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건강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매년 등장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앱이 아니었다면 전문적인 의료인을 직접 찾아가 도
움을 구해야 했을 사항들에 대해 편리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앱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으며, 사용자들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해 호도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수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한 논란의 디지털 서비스 중 하나는 바로 피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실제로도 꽤 많은 숫자의 피임 앱들이 복용약, 기구 이식, 또는 콘돔을 대
체할 자연적 대책을 제시하며 많은 관심을 얻은 바 있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인 FDA는 2018년에 최초의 앱 기반 피임 방법이라고 자칭하는 “Natural Cycles”라는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의 광고를 승인했다[5]. 이 앱은 사용자들이 직접 기록하는 생리 주기와 BBT 체온계를 이용해 측정한 일일 기초 체온을 통
해 작동하는데, BBT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의 체온을 의미하는 용어로, 배란기에 이 BBT의 평균치가 미세하게 증가한다고 
한다[1]. 이후 Natural Cycles는 BBT와 생리 주기 등 기록된 정보를 이후 알고리즘에 투입해 사용자에게 언제 가장 임신 가능
성이 높아 성관계를 피하거나 다른 피임 도구를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피임 방법은 비외과적이며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피임 방법을 이용함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을 없애주는 것이다. 더불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임이 가능해지면서 더욱더 넓은 
인원에게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나 다른 피임 도구를 구할 수 없거나 그 이용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
에서 접근성 측면의 장점은 극대화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이에 관해 2017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
는 Natural Cycles 일반적 이용에 있어 일부 오류가 일어날 수 있지만 95%의 경우가 효과적이며, 앱을 완벽히 사용하는 경우 
효과율이 무려 98%에 달한다고 주장한다[2]. 올바르게 이용된다는 가정하에 Natural Cycles가 다른 전통적 피임 방안들에 비
해 비슷하게 혹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피임 방법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는 사용자들이 생리 주기나 체온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향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가임성이나 BBT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외부적 요인
들을 고려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복용약과 같은 다른 피임 방법에 비해 앱을 “완벽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신뢰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실제로 이전에 언급한 2017년의 조사는 앱 사용자의 9.6%만이 애플리케이션을 “완벽히” 사용하고 있다고 밝
히기도 했다[2]. 이와 같은 우려는 디지털 피임 앱 회사에서 내세우는 효과에 대한 주장 또는 광고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오
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인해 성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모자란 사용자들이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나아가 성 관련 보건 지식을 제공하는 단체인 Family Planning Association을 비롯한 몇몇 연구자들은 디지털 피임이 전통적 
피임 방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기 전에 그에 대한 훨씬 많은 자율적이고 꼼꼼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4]. 

물론 Natural Cycles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단순히 달력에 생리 주기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앱 회
사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성을 위한 피임 및 가임 
가능성에 대한 교육 또한 이와 같은 디지털 피임 앱들의 잘못된 사용을 막을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
한 여성의 피임 선택과 성 건강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피임 애플리케이션의 홍보가 소비자들을 잘못된 정보로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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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We Stay or Partly Go:
Korean Public Schools Wrestling with Online Education 
in the Midst of COVID-19

“Students have two homes. However, one of those has disappeared [학생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는 거죠. 그
런데 두 개의 집 중 하나의 집이 없어진 거예요],” says Shin Na-Min [7]. As an education professor at Dongkuk 
University, Shin comments on students’ current educational situations under COVID-19, in an interview with 
Hankyoreh. The professor points out, unlike a real home greatly influenced by economic factors, school is a 
second home where students are guaranteed equal opportunities regardless of their personal backgrounds. 
Unlike universities 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hat have heavily relied on non-face-to-face classes, 
Korean public schools have been hesitant to run all of their classes online. They have been keen not to 
lose every chance to make students come to school in a way that corresponds with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at the time. Some schools have adopted double-shift; other schools have chosen blended classes 
where the days students come to school are alternated. When COVID infection rates increase, however, 
Korean public schools must rely on online classes. Seeing the public education policy going back and forth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the pandemic, some are voicing that Korean public schools should make all 
classes online during the epidemic instead of having a 
long period of confus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essence of public education is to provide good quality 
of education to every single student, Korean education 
has been doing its best. Therefore, Korean public 
schools should not make a transition to online-only 
during the pandemic, but rather maintain its current 
policy of seizing every opportunity to have students at 
school, because students experience different digital 
accessibility, parents provide varying levels of support 
at home, and it’s unfair to force teachers to make a 
sudden transition to online teaching.

The first reason that Korean public education should not make a full transition to online during the COVID 
pandemic is that the digital divide among students results in the widening gap of educational inequalities. 
For students to take online classes at home, they should have digital devices in the first place. However, 
according to studies, not every student in Korea can be ensured that they have proper digital devices to 
learn online. According to a report by KERIS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nalyzing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released by OECD in 2018, it turned out that Korea 
ranked 28th out of 31 OECD countries in the sector of accessibility to digital device(s) at home [2]. Despite 
the reputation as a leader in IT, Korea still has a long way to provide every student with proper digital 
devices to take classes at home. Furthermore,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more than one digital gadge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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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eded to actually take online classes, whether it be webcams, tablets, or printers. In fact, the sales report 
in March from G-market, a popular shopping website in Korea, shows that the sales of webcams increased 
225%, while PC, laptops, and printer each showed 56%, 27%, and 15% increase,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5]. Buying new devices for their children could be easy and natural for some 
households. But what about others who can’t afford them? In the current situation, unequal access to 
digital devices is being directly reflected in education inequalities.

     Along with the digital divide among 
students, an additional reason for public 
schools not to go entirely online during 
the pandemic is because the discrepancy 
in parental support at home adds to the 
ine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ocial variances – whether they have 
working parents, whether they are raised 
by grandparents, and whether they a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ll have 
major influences on how well students 
adapt to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For 
instance, Park Kyung-ah, a working mom of 

a third-grader, points out “it is impossible for [her] child” [3] to have online lectures without her. The whole 
process of taking online classes – waking up early in the morning,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accessing 
E-classrooms, doing homework, and submitting it – is barely possible without parents helping their children 
around. In truth, students without environments conducive to their learning online often report severe 
difficulties. Having investigated families composed of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Save the Children 
Korea found out more than half (57%) of those replied that learning difficulty was the hardest they’ve 
undergone due to the COVID [4]. Multiracial students are also thought to “be left in a blind spot” [1]. Their 
parents might not have devices themselves and not know what to do in “supervis[ing] remote learning,” 
even with “communication barriers” [1]. Hence, online classes can act as a factor to deepen education 
inequality, especially for students whose family members have difficulties guiding their children in online 
learning.

In addition to the differing adults’ 
support at home, yet another reason that 
Korean public schools should not resort 
solely to onlin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s that it’s unfair to expect 
teachers to adapt so quickly to the new 
teaching environment. Teachers have 
duties to guide their students to fit well 
in new learning environments. However, 
there hasn’t been sufficient infrastructure 
for teachers themselves to adjust to online 
platform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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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used in online classes may “not be well suited to the Korean school system” [6], and even some 
teachers are buying editing programs and cameras at their own expense [8]. Adding to the unpreparedness 
of the current circumstances, teachers are also showing different levels of digital literacy. While some 
teachers are good at utilizing technologies in their classes, many “have no experience of teaching online” 
[6]. This can lead to a concern that some teachers may not be able to successfully adjust to new settings. 
Accordingly, both the shortage of digital infrastructure and the low digital literacy among some teachers can 
cause the lower quality of classes. Thus, forcing teachers unprepared themselves to adapt to an inadequate 
environment will cause insufficient classes, endangering the essence of public education. 

     The purpose of public schools is to ensure that students are guaranteed their rights to be properly 
educated no matter what their personal situations are like. In order not to forsake this, Korean public 
education has strived to let students come to school whenever possible. Despite the distractions caused by 
the fluctuating school policy, this has been the only way to protect the essence of public education. In this 
respect, Korean public education has been doing the right thing. Therefore, Korean public schools should 
not stick to online-only during the pandemic because students experience different quality of classes due to 
the digital divide, parents provide dissimilar home-based support, and teachers face too many difficulties to 
exert their full capability in online teaching. Facing the COVID, we are feeling how imperative public schools 
are more keenly. Public schools do diverse functions that can’t be replaced with other sectors. Schools are 
where every student gets warmth. Schools are where every student is guided onto the right path. Schools 
are where every student can dream of what they want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 These have been the 
reasons why Korean public education has struggled to make at least some students come to school and to 
provide every student with what they deserve: the second swee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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