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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산업혁명시대의 
보안인식제고 방향  

 



4차 산업 혁명 시대 

※ 출처 :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제5차 신산업 민관협의회, 산업부 장관 발표자료(2017. 4. 12)  



※ 출처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의 취약점 ‘사람’을 노린다 



사람 중심의 보안전략 필요 

시스템 해킹보다  
사람 해킹이 더 쉽다 

※ 출처 : 보안뉴스 2016-09-22 기사 



※ 출처 : 데일리시큐 2018년 2월 6일 기사 - CONCERT, ‘2018년 기업 정보보호 이슈 전망’ 보고서 발표)  

보안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도 역시 사람 

※ 출처 : 전자신문 2017년 2월 16일 기사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나? 

'공공', 즉, 사회의 
'적'이라는 뜻으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자나 그와 비슷하게 
민폐를 끼치는 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 출처 : Daum 영화 이미지 

 나무위키 ‘공공의 적’ 용어정의 

https://namu.wiki/w/%EC%82%AC%ED%9A%8C
https://namu.wiki/w/%EB%B2%94%EC%A3%84%EC%9E%90
https://namu.wiki/w/%EB%AF%BC%ED%8F%90


※ 출처 : 아시아 경제 기사 (2015년 이스트소프트 정보보호 실태조사) 

직원들이 보안담당자에게 갖는 가장 큰 불만은? 



10대가 뉴스를 안 보는 이유 



10대들의 눈높이에서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게 하는 친절한 미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만들며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스스로 뉴스를 즐길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감 성 보 안 
 

정보보호! 통제 보다 스스로 성장하게 하자! 



2. 왜 감성 보안인가? 



감성(感性)은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 

인간은 이성 20%, 감성 80%로 살아간다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 이성의 인간)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유희의 인간)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독특함이 필요 

美遊潤創(미유윤창)? 

재미 정보 감동 



3. 보안담당자를 위한 
 감성 보안 TIP 10가지 



티몬은 대한민국 최초의 소셜커머스로 시작, 2010년 5월 설립해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쇼핑의 개척자로서, 티몬은 기존 온라인 쇼핑플랫폼에 없던 혁신적인 고객 중심 경험을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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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고 다녀요!’  캠페인  

▼ 정보보안실 보안환경 진단 스탬프  

▼ ‘클린데스크’  캠페인  

TIP 1. 회사 클린데스크 점검시 감성 스탬프나 스티커를 활용해 보자.    



클린데스크 점검 영상 : 화면 잠금 스티커  



TIP 2. 정보보호 실천 수칙을 재밌는 화면 보호기로 만들어 보자. 



꼭 지켜야 할 정보보호실천수칙 10가지 

1. 정품프로그램만 꼭 사용하세요 

2. 공유폴더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시 

비밀번호 설정하세요 

3.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

관하세요  

텍스트로 만든 문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문서 

TIP 3.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정보보호 캠페인을 해보자. 

※ 출처 : KISA 정보보호실천수칙 中 



▼ 사내 티몬정보보호 실천 수칙 배포 / 부착 ▼ 대고객  캠페인 :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캠페인 (이메일) 

인포그래픽 활용한 정보보호 캠페인 포스터 



인포그래픽 활용한 정보보호 캠페인 영상 : 클린데스크 점검 결과 



티몬은 임직원이 쉽게 정보보호정책을 이해하고 생활(문서 등)에서 활용 수 있도록 다양한 캐릭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캐릭터와 함께 전달함으로써 임직원들이 거부감 없이 보안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 캐릭터이용  문서등급  ▼ 정보보호 캐릭터  

TIP 4. 딱딱한 정보보호정책은 캐릭터를 활용해 재미있게 공지해보자. 



캐릭터를 활용한 정보보호정책 공지 사례 



중요한 보안 정책은 보안게시판에 별도 공지  



TIP 5. 보안이슈를 카드 뉴스로 만들어 보자. 

① 

② 

③ 

④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핵심 문장과 이미지만 있다면…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pixabay.com (이미지) flaticon.com (아이콘) 



티몬은 임직원이 보다 쉽게 보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무실공간마다 만들어져 있는 TV(내부용), Youtube, 업무포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의 미디어를 통하여 보안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IP 6. 정보보호교육은 톡톡 튀는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자.   



KISA 무료 콘텐츠 활용  https://www.i-privacy.kr 
 



유튜뷰 동영상 활용  https://youtu.be/LrmDobZXbnU 



티몬은 임직원이 보안을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재미있는, 티몬만의 보안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정보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생활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포스터  ▼ 정보보호 포스터  

▼ 정보보호 스티커(화장실 예)  

TIP 7. 정보보호 캠페인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사무실 출입문 앞 ‘출입제한’ 배너 설치 (캠페인) 



TIP 8. 임직원이 참여하는 보안Quiz를 만들어 보자.(Reward)  



TIP 9. 정보 유출 대한 경고 메시지도 강하고 쉽게 전달한다. 



TIP 10. 부서별 Security Hero와 협력하자.  

# 부서보안담당자 
# 정보보호위원회 
# 정보보호실무위원회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한다. 

- 미디어 전문가 ‘마샬 맥루한’ 

함께 잘해야 살아남는다 



4. 에필로그 



그러나 우리 현실은… 

출처 : 디지털데일리 2018.03.21 기사 
              http://naver.me/xHSYtzTM 

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업무로의 변경을 희망하고, 자식에게 
추천하지 않은 직무로 꼽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는 지난 
7일 개최한 'CONCERT FORECAST 2018'에 
참여했던 참가자 중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18년 기업 정보보호 담당자 
의식조사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안인 행복한 책읽기 프로젝트 

E-mail : diva0123@hanmail.net 



감사합니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