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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정보기술 발전은 쇼설 네트워크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방대한 콘텐츠가 생성되어 빅 테이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대한 데이터를 정보와 콘텐츠로 사용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이 등장하였다. 인포그래픽은 정보

들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해 줌으로써 가독성과 정보 제공 효과와 시간과 경제성의 효과를 나타낸다.

키워드: 빅데이터(bigdata), 인포그래픽(infographics), 쇼설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I. 서 론

정보기술의 발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N세대(Network 
Generation), C세대(Content Generation), M세대(Mobile 
Generation)란 수식어가 붙으면서 오늘날의 정보기술은 비약적으

로 발전하고 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술 발전으로 SNS(Social 
Network Service)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1]. 
2011년 10월 기준에 의하면 하루에 2억 5천만이나 되는 트윗이 

발생하고, 1억 명 이상이 실시간 사용을 하며, 최대 140자인 트윗 

하나의 데이터양은 약 200바이트로 트윗의 1일 평균 트래픽은 약 

48 기가바이트에 달한다. 2012년 2월 페이스 북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월간 실시간 사용자 수가 8억 4,500만 명이며, 1일 사용자 

수가 4억 8,300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사용자 수를 공개 하였고, 
사용자 스스로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이다. 
페이스 북 사용자는 한 달에 7,000억 시간을 페이스 북에서 보내며, 
사용자 한 달 평균 90개의 뉴스나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함으로 전체

적으로 볼 때 매달 300억 개나 되는 콘텐츠를 생산해 낸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콘텐츠가 생산되는 정보의 과잉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따라서 이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최소화하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2]. 인포그래픽은 

기존의 데이터를 정보로 가공하여 지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시각적

으로 나타낸 것이며 인포그래픽의 효과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나타

낸다. 

II. 관련 연구

2009년 이후 스마트폰과 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인포그래

픽(Info graphics)이 등장하였다. 인포그래픽은 정보 그래픽으로도 

불리며 정보, 자료, 지식을 시각적 표현한다. 인포그래픽은 자료나 

정보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데이

터들을 수집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인포그래픽 효과를 나타낸다. 

1. 제품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을 통한 제품 홍보의 장점은 보는 이로 하여금 광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포그래픽을 통하여 시선을 집중하게 하고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

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도록 한다. 

2. 제품 비교를 위한 인포그래픽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할 때 인포그래픽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과일인 사과(Apple)과 정보기기 아이폰의 애플(Apple)를 비교할 

경우, 사과는 전 세계 생산량의 44%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애플 

제품은 10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재미있게 그림 1와 같이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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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과와 애플사 인포그래픽 

Fig. 1. Apple and Apple Industries Infographics

3. 홍보를 위한 인포그래픽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어떠한 주제를 홍보할 경우에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핵심 내용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독도문제를 

주제로 할 경우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독도의 서식 생태계, 독도 주민의 생활을 자세히 정보 

제공을 한다.  

III. 인포그래픽 표현

1. 이미지 인포그래픽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은 현재 가장 많이 제작되고 있는 인포그래

픽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 장의 이미지에 많은 양의 정보 혹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고, 제작이 쉽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상에서 확산이 용이하고, 온 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웹에 사용되는 인포그래픽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레이터 등을 활용하여 예쁘고, 귀엽게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텍스트를 최소화 한다.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은 

JPEG, GIF 등과 같은 형식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미지를 

포맷으로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채널을 통해서 배포한다. 이미지로 정보를 요

약하고 콘텐츠를 요약함으로써 이미지형 인포그래픽의 파급 효과는 

크다.  

2.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은 인터랙션(Interraction) 즉 상호작용이

있어 말하거나, 보고자하는 정보를 행위에 따라 상호작용이 일어나

도록 한 것이며,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3. 모션 인포그래픽  

모션 인포그래픽은 영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이미지형 인포그래

픽과는 달리 사이즈나 페이지 숫자의 제약이 없음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고, 표현이 자유롭고, 비주얼 이펙트가 크기 때문 

시각 효과가 좋고, 2D, 3D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인포그래픽의 3가

지 표현의 주요 장․ 단점을 표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분류 주요장점 주요단점

이미지형

인포그래픽

쉽게 제작,높은 노출, 

확산성 큼 

이미지포맷한계, 

새로운 경험제공한계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한화면상다량정보표현, 

양방향

스마트폰, 태블릿,pc 

디바이스 코드종속 

모션

인포그래픽

영상표현자유도무한, 

수치자료에 무관표현

풀 영상 제작에 따른

비용시간증가

표 1. 인포그래픽 비교 

Table 1. Inforgraphics Comparison 

Ⅳ. 결론

빅데이터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면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살펴

보았고, 인포그래픽으로 이미지형과 인터랙티브, 모션 인포그래픽

을 통하여 용도에 맞는 표현으로 가독성과 경제성과 시간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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