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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4차 산업혁명(4th Interstrial Revolution)에서

는 사람과 사물, 일상 속의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데이터화되면서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

공되어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편리해진 생활 이면에 사생활 침해나 생명 

위협까지 이를 수 있는 보안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보안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보안은 제3차 산업혁명의 보안

의 연장선이다. 지금까지의 보안 정책과 원칙이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보안 관

점에서의 변화를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先차단에서 先허용 後감사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장비나 엔드포인트 

보안솔루션을 통하여 보안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차단을 해 오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새

로운 사업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보안을 이유로 무조건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컴플라

이언스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큰 이슈가 

있지 않다면, 보안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서 허용을 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

임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Negative방식의 

보안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데이터를 활용한 보안이다. 사후감사 방

식의 보안이 확산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로그

가 쌓이게 되고 탐지 및 차단의 중요성은 높아졌

다. 네트워크 보안장비 및 OS, 어플리케이션, 엔

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등 서로 다른 형식의 로그

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Bigdata), 더 나

아가면 자동으로 위험을 판단하고 차단하는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까지 4차 산업혁

명의 주요 기술은 보안 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

여할 것이다.

셋째, 이용자 보안이 더욱 강화된다.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인지하지 못하게 기술이 적용되

면서,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설정이 되어 적용될 것이다. 기술적인 

보안이 정교해지고 있지만, 사람은 이러한 보안 

기술이 닿지 않는 영역이다. 보안 위협과 정책, 이

용 시의 주의 사항, 이용자 윤리 등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보안은 데이터

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한편, 이용자의 정보보안 

의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이에 대비한 융합

형 보안으로 발전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의 정보보안에서의 인포그래픽

라인플러스 | 이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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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포그래픽(Infographic)의 개념

인포그래픽은 정보(Information)와 디자인(Gra

phics)이 합쳐진 말로, 정보의 목적을 보다 잘 달

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적정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도 정보보안 분야에서 데이

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나 교육 홍보용 이

미지 등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인포그래픽은 단순

한 시각화나 이미지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정보’

에 초점을 맞춘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정보’를 이미지화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시각화 방법과 도구를 선택한다. 그래서 

정보보안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이해뿐 아니라,

인포그래픽을 통해 소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커

뮤니케이션 의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디자인 역량

이 모두 중요하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을 설

계할 때에는 게슈탈트의 원칙(Gestalt Laws’)을 

참고해볼 수 있다. 게슈탈트의 원칙은 우리가 지

각을 할 때 각각의 것을 별개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의 관계에 따라 패턴화하여 인식하

려고 하는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정보를 표현할 때 조직화한다면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유사성(Similarity): 모양이나 색상 등 비슷한 

속성을 가지는 경우

- 근접성(Proximity): 가까운 개체를 그룹화하여 

인지

- 연속성(Continuity): 어떤 형태나 그룹이 방향

성을 갖고 연속되어 있는 경우

- 완결성(Closure): 끊긴 선이나 곡선을 완전하게 

하려는 경향

인포그래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결정으로, 시각화 기법이 적용되

며 대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를 사용한다.

Different type of graphs[1]

- 막대그래프(Bar chart): 하나의 축을 기준으

로 수량이나 수치를 표현하여 비교

- 추세그래프(Line): 비연속적인 값을 연결하여 

변화의 정도를 보여줌

- 파이그래프(Pie chart): 전체를 100%로 하여 

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

- 방사형 그래프(Spier chart): 다양한 영역을 

동시에 비교

그 외에도 글자의 크기나 글자체, 모양 등을 타

이포그래피(Typography), 이미지나 개념을 단순

화하여 표현한 픽토그램(Pictogram), 색상 등도 

인포그래픽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한다.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

러리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OpenJGraph(JAVA)[2], Google Chart[3], R[4],

Inkscape[5], diychart[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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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안에서 인포그래픽의 활용

정보보안 인포그래픽의 데이터 원천은 네트워

크 트래픽이나 각종 로그 등의 시스템 데이터는 

물론이고, 법령이나 규제, 외부의 통계 등이 될 수 

있다. 주로 보안 분석가를 위한 데이터의 분석을 

지원하거나 일반 사용자에게 보안 정보를 알려주

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하여 사이버 공격

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보안 관제에서 공격 트래픽 

분석이나   ESM(Enterprise Security

Management)이나 SIEM(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등 보안 장비의 

Dashboard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실시간 사이버 공격 현황, Fireeye[7]

Dashboard의 시각화[8]

악성코드를 정적 분석을 할 때, 텍스트로 

구성된 코드에 시각화를 적용하여 악성코드의 

흐름, 기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악성코드 클래스 분석, Ahnlab[9]

또한, 정보보안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준

수해야 하는데, 법령의 (개정)내용이나, 개정 전후 

비교, 국제 법령 비교에도 인포그래픽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DLA Piper에서는 복잡한 국

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정도를 색상으로 표

현하고, 국가별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Global Privacy Law, dla piper[10]

Gartner에서는 매해 전략 기술 동향을 발표하

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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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보안 기술 동향을 분석하는데 인포

그래픽스를 적용할 수 있다.

Top 10 Technology Trends for 2018,

Gartner[11]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한 

통계 자료를 보여주거나, 보안 정책이나 수칙을 

홍보하려고 할 때에도 인포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다.

4. 결론

제4차 산업혁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의한다

면, ‘융합’이다. 이제는 한 분야만 단독으로 발전해

가기 어렵고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복잡한 기술과 환경에

서 사이버 공격은 점점 정교해지고 치명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할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정보보안은 데이터와 사람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

로 전망하며, 이에 인포그래픽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재까지 인포그래픽은 디자인 분야에 

편중되어 있지만, 정보보안 분야에서도 데이터 중

심의 시각화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포렌식, 악성코

드 분석 등에 적용하여 보안 기술을 고도화하려는 

연구가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거버

넌스와 사용자 교육 등 정보보안의 비기술 영역까

지도 적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형 보안

으로의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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