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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



New Timeline의등장 - B.C. vs A.C.

Ø A.C (After Corona) - STEPPER분석
1. Society - Untact 소비의일상화
                 ex. 혼술,혼밥,혼행이대세  

2. Technology -감염병예방과의료기기의개발
                        ex. 백신과치료제특허출원

3. Environment - 온라인비즈니스의활성화및세
계경제위축에따른온실가스배출감소



New Timeline의등장 - B.C. vs A.C.

4. Population -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 비율의 감소 예상

5. Politics - 글로벌주의 --> 국경 봉쇄 등의 국가주의로의 회귀

6. Economics - 출입통제 및 봉쇄(Coronavirus Lockdown)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

7. Resource - 석유소비 감소에 따른 셰일가스와의 에너지 전쟁 가속화

--> 그밖에 비대면 근무의 확대, 온라인 산업의 성장, 문화소비와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Life After Corona



언택트 사회와 사이버 보안

1.코비드19 확산에 따라 재택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및 문화소비 등으로
인한 온라인 트래픽의 증가
  - 이에 사이버 위협과 침해도 동반 증가
  -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점검 및 업데이트, 접근제어 정책의 마련 및 준수 필요

2. 비대면 서비스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기술이 보다 절실한
시점 (뒤의 DID에서 자세히)
  - 해킹을 통한 사이버 위협 및 침해에 국한된 보안개념에서 벗어나 온라인상의 부정
행위나 신분증 도용 등을 포함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비도 마련되어야



디지털 사회의 신뢰구축 -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비



망과 관련한 규제

1. 망중립성 원칙의 유지 또는 폐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
--> 폐기한다면,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네트
워크 슬라이싱 기술의 도입이 필요

2. 핀테크 산업의 물리적 망분리 예외 허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상 금융업자는 해킹방지를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무선통신
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차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엄격한 망분리 원칙
을 고수
  - 보유한 DB의 활용과 연결성의 저해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T시장과 간편결제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



분산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 DID)의 도입

1. 현행 온라인상 신원확인 제도의 문제점

  - 서비스 이용시마다 이용주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ID데이터가 서비스제공
업체에 이전되는 문제, TTP 보증의 인증서요구

2. 디지털 ID에 대한 수요와 관심

  - 기존의 물리적, 대면 사회로부터 탈피하여 디지털, 비대면 사회에서 개
인의 사생활과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부각



분산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 DID)의 도입

3. DID의 정의
- 기존의 신원확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중앙시스템에 의해 통제

되지 않으며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완전한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기술

4. DID의 특징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 신원인증을 하여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정

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화된 신원관리 체계
  - 개인정보사용 및 제공의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DID를 도입하면 개인이 특정기관과 상호작용할 때, 신원주체가 그 흐름을 통제할
수 있어 신원정보를 투명하게 관리가능



분산화 신원증명 (Decentralized ID, DID)의 도입



그 밖의 이슈

1.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
  -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하지
않고 진단서나 처방전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

2. 원격수업의 걸림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일반대학의 경우 학기별 원격수업 교과목 수를 20%로 제한

3. 근로의 변화
  -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실효성



마무리 - 규제방식의 전환

1.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 ICT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디지털 언택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와 진흥정책을 최적화하기 위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

2. 선 자율규제 후 법령제정
- 예측불가의 현대 사회에서 법령을 통해 정부가 강한 규제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

에 의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가 바람직

  - 자율규제를 활성화하여 법령의 공백 또는 규제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