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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인류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충격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편화된 
사례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광범위하다. 정부의 정책, 개인
정보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이슈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관련 사건과 
이슈가 신속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어렵다. 
코로나-19와 실시간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코로나-19:우리의 기억” 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가치중립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시도이다. 주요 사건과 이슈를 분야별로 수집하고, 중립적
인 관점으로 핵심이벤트를 기록하며, 모든 기록을 탐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 구축한 모든 데이터, 소스코드, 시각화를 포함하는 애플리
케이션은 모두 공개하여 새로운 협업을 이끌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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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light of SARS-CoV-2’s significant impact, human society has experienced rapid changes 
in lifestyle that it has not yet experienced before. One way this virus has influenced 
people’s lives is the emergence of the zero-contact society, an initiative for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s can be seen, the social impact of COVID-19 is 
widespread. Various issues, such as those about government poli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health care, are affecting society as a whole. At the same time, factual 
information is difficult to track and record because of the rapid and transient nature 
of related events and issues. As such, a method of effectively describing COVID-19 
and real-time information is necessary.
The “COVID-19: Our Memory” project is an attempt to record the sociocultural impact 
of the coronavirus infection. This project collects major events and issues classified 
into several subjects, records those events from a neutral point of view, and develops 
a digital archive so that all records are accessible. All the data collected and built 
through the project, the application, including the source code and visualization, are 
all published to bring about new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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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중국에서 최초 확진환자

가 보고된 후(2019년 12월), 감염병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여러 대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Bedford et al., 2020, p. 1014).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고(WHO, 2020년 3월), 범세계적 차원에서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강조한다(Jebril, 2020, p. 2784). 
우리나라는 2월 이후 확진환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정부의 기민한 대응,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Park, 2020, p. 2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보건의료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인류의 모든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비대면 

사회(zero-contacted society)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편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이슈를 객관적으로 기록함

에 있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고, 동시에 기록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의 

기록을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Dixon, 2020). 첫째, 가치 중립적

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예컨대, 마스크(mask)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보건의료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고, 국가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가 다르다(Feng, 
2020, p. 435). 세계보건기구는 팬더믹을 선언하기 이전까지 마스크 착용에 대해 권고하지 않았으나, 범세계적 

확산과 함께 수정된 권고안을 발표한다.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마스크와 관련된 논쟁은 조금 더 다양하다. 
국내에서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필수품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급속한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가 부족함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제한적 공급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Moon, 2020, p. 652). 마스크 부족의 원인은 

다양하다.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어 사재기와 같은 가수요를 만든 측면도 있고, 정부의 정책 혼선이 수요와 공급

의 불균형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기록의 차원에서 이런 상황은 함께 중립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신속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 재난으로 다양한 사건과 이슈가 

빠르게 생산되고 상황에 따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다(An & Tang, 2020, p. 792). 이런 과정에서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 정부의 발표와 대응자료는 주기에 관계없이 수정 또는 삭제되어 완결된 자료 중심으로 보존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해석의 범위를 넘나드는 사례에 대해 균형 있게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보, 제주도를 여행한 모녀의 개인정보, 8⋅15 
시위 참석자의 검사결과 공개는 공익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과 인원 보호 사이의 민감한 사례이다. 확진환자의 

동선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삭제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탐색과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모든 기록은 웹 환경에서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확진확자에 대한 통계, 긴급재난지원금, 마스크 

5부제 등 주요 이슈와 대응 과정은 전자화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기록은 디지털 환경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탐색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2. 추진 과정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1)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발생된 국가 전반에 걸친 사건과 영향을 기록

하고, 기록된 자원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현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팀. 케일리(Team.Cayley)는 프로젝

 1) http://okfn.kr/projects/covid-19-our-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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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수행을 위해 조직되었고,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중앙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1기 활동은 2020년 

5월에 시작되어 8월에 완료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2기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코로나-19:우리의 기억” 로젝트의 웹사이트: 로젝트의 목표와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고, 

모든 자원은 웹 자원으로 형식으로 탐색할 수 있다.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사실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의 검증과 재현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정의하고 있다. 

(1) 가치중립적 디지털 기록(Value-neutral Archiving)

(2) 지속 가능한 협업 모델(Zero-contacted, but Collaborative)

(3) 오픈 데이터 원칙(Open Data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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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젝트 깃허  장소: 수집한 데이터, 분석을 한 소스코드, 분석 결과를 공유

첫째, 모든 기록은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중립적인 관점으로 기술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주요 주제는 정부 

정책과 대응, 경제, 교육, 문화, 사회, 환경으로 구분한다. 의료, 정치, 노동, 인권, 여성 등 세분화할 수 있는 주제가 

있지만, 개별 이슈의 지속성과 빈도를 고려해 세분화하지 않고 주요 주제에 포함시킨다. 세부 주제별 팀은 매주 

이벤트(사건 또는 이슈)를 수집한다. <표 1>과 같이 2월부터 7월까지 수집한 이벤트는 약 835개이다. 정부정책과 

대응 관련된 이벤트가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문화’는 영화, 관광, 도서출판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핵심 이벤트는 수집된 이벤트에서 사회적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선정 과정은 주제

팀의 1차 논의와 전체 구성원이 참여한 2차 검증을 통해 진행한다. 주제별로 균형 있는 분포를 고려하여, 핵심 

이벤트는 주제별 필수 이벤트를 5~6개로 제한하고, 논의를 통해 이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선정된 핵심 이벤트는 약 200개이다. 

둘째,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지속되는 기간에 진행되었다. 프로젝트

의 모든 과업이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실제 개별 팀과 

전체 구성원의 정기회의는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슬랙(Slack)은 구성원 사이의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는 프로젝트에 활용되는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데 사용되었

다. 매주 진행되는 정기회의는 줌(Zoom)을 사용했다. 특히, 정기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을 위해, 모든 회의록

과 회의 영상은 구성원에게 공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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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로나19: 우리의 기억’은 오픈데이터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프로젝트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지향한다.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원시 데이터, 기록된 

모든 데이터, 데이터 분석을 위해 개발된 모든 소스코드는 모든 대중에게 공개한다. 모든 자원은 깃허브(Github)를 

통해 공유하고,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권 표시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적용한다.

구분 정부정책 경제 교육 문화 사회 환경

수집규모 402 87 79 140 73 54

<표 1> 주제별 수집 이벤트 황

3. 디지털 아카이브와 서비스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은 감염병에 대한 사회과학적 문제 정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학적 접근, 그리고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의 해결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코로나19
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데이터, 뉴스 데이터, 정부의 보도자료와 이를 분석한 소스코드, 시각화 서비스를 융합적 

산출물을 포함한다. 모든 자원은 깃허브의 ‘covid-19-our-memory’ 저장소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1 데이터셋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데이터 1,067이 포함되어 있다. 확진환자, 마스크 수출입 동향 등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정확성이 결여되거나 미흡한 데이터는 새롭게 구축해 공개한다. 
예컨대, 마스크 공급에 대한 데이터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한글문서와 이미지 형식으로 제공되

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축한다. 

3.2 데이터 분석

주요 주제에서 정의한 문제는 데이터 분석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시도를 하였다. 주제별로 정의한 

문제는 크게 6가지를 포함한다.

• 마스크 부족의 원인(https://tinyurl.com/yx8wlvmm)

• 등교수업 조정의 원칙과 실제(https://tinyurl.com/y57xyvry)

• 문화, 관광 산업의 영향(https://tinyurl.com/yyzpg6sa)

• 재난 불평등: 재난은 평등한가?(https://tinyurl.com/yy8xyj74) 

• 산업별 고용 동향(https://tinyurl.com/y3fjuxpc)

• 대기오염, 일회용품, 의료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영향(https://tinyurl.com/y2y9ec6s)

 2) https://github.com/Open-Knowledge-Korea/covid-19-our-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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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로나19 타임라인: 주제별로 선정한 핵심 이벤트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는 기능

<그림 4> 코로나19 스토리맵: 집단감염이 발생된 주요 지역을 시각 으로 보여주는 기능

분석 결과 페이지는 문제에 대한 배경, 데이터 수집방법, 분석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설정한 

문제에 따라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마스크 품귀 현상은 정부의 마스크 공급 정책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시각화를 제공한다. 반면, 문화, 재난 불평등, 고용에 대한 주제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수행했다. 데이터 분석에 활용된 소스코드는 파이썬 노트북 형식으로 제공해 분석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3 데이터 시각화

핵심 이벤트로 선정된 항목은 뉴스 데이터, 멀티미디어 자료, 분석 데이터, 정부의 보도자료를 활용해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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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재구성된다. 즉, 코로나19 디지털 아카이브의 단일 이벤트는 텍스트, 멀티미디어, 동적 시각화 정보를 

함께 연계한 복합 정보이다. 복합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통계 데이터는 인터랙티브 차트(Interactive 
chart)로 시각화한다. 이와 같은 형식은 데이터를 동적으로 제공하고, 동시에 웹 페이지에 이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재사용을 높일 수 있다. 뉴스와 같은 텍스트 정보는 약 150 단어로 요약하고, 관련 이벤트의 설명으로 

사용되며 원본 출처의 주소를 함께 제공한다. 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각화는 크게 타인라인과 스토리맵

으로 구성한다. 먼저, 코로나19 타임라인은 국내에서 첫 번째 확진 환자의 발생부터 주요 사건을 시간적으로 구성

해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토리맵은 국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공간적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시간의 

순서와 지역의 감염확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4. 향후 계획

‘코로나-19: 우리의 기억’ 프로젝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가치중립적으로 기록하

기 위한 시도이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감염병의 확산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록 관점에서 보면, 국가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와 급격하고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는 사건을 효과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화된 사건의 가치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범정부 차원

의 데이터 거버넌스의 부재로 일관된 형식으로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입 환자, 확진환자의 동선정보,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공개 방식 등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코로나-19:우리의 기억’의 2기 활동은 일반 대중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집, 정제된 

데이터는 캐글(Kaggle)에 공유하고, 정부의 데이터를 수집해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하기 위해 데이

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함된 모든 데이터는 RiC-O, Schema.org 어휘를 

적용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질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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