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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영,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시각화 작

업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세

계 국가들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늘어남으로써 사용

자가 직접 데이터를 접하기 쉬워졌다. 사용자들은 기

존에 제공되는 자료 외에 실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

를 활용한 시각화 자료를 찾고 제작하기 원하지만 

이에 대해 한계점을 느끼고 있다. 일반적인 도표나 

차트 제작 시에는 엑셀과 같이 대중화된 툴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지도는 특정한 툴과 학습 없이 일반 사용

자가 직접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기 어려운 자료이

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보다 쉽게 지도 위에 다양한 

국가별 통계지표 데이터를 직접 가공할 수 있는 데이

터 시각화 툴을 필요로 하고 있다[1].

D3.js나 R을 이용하여 직접 코드를 작성하거나 태

블로, 구글 스프레드시트, CartoDB 등과 같이 지도 

데이터 시각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지도 데이

터를 시각화 할 수 있다[2-6].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

식이 있고 D3.js와 R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

용자라면 데이터 시각화를 손쉽게 할 수 있겠지만,

관련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는 학습 없이는 라이

브러리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럴 때 데

이터 시각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이 필요하다. 태블

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이 지도 외에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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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를 포함한 범용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은 쓰

기 쉽다는 이점이 있지만, 범용이다 보니 지도만의 

특화된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 CartoDB는 지도 데이

터 시각화에 특화된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양한 지

도 속성을 변경할 수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도 속성을 

분류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이 직관적으로 기능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사용자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쉽

게 시각화할 수 있고, 지도 시각화에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지도 속성 편집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손쉽

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국가별 통계데이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

든지 손쉽게 사용자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지도기반의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 툴을 개발했다. 기존 지도 

요소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지도 편집에 필요한 속성

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인터페이스에 반영하였고,

D3.js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구현하고자 하였다.

D3.j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7]를 활용하여 사용

자가 국가별 통계데이터를 가져오면 지도 형태. 색

상. 라벨 등을 편집할 수 있게 하여 기호에 맞는 지도

를 제작하고 웹상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발한 인터페이스 툴은 지도 제작의 편리성을 

입증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 시각화 툴과의 비교를 

통해 사용자 평가를 시행하였다.

2. 관련 연구

2.1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

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태블로(Tableau)와 같은 범

용 시각화 소프트웨어, D3.js나 R을 활용한 프로그래

밍을 통해 가능하다.

태블로는 데이터 분석, 시각화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범용 소프트웨어이다[4]. 그래프, 지도 등 

다양한 그래픽 제작을 지원하며, 쓰기 쉽고 빠른 데

이터 탐색이 가능하지만, 원하는 차트 옵션을 찾을 

수 없으면 소용없다는 소프트웨어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다.

R[3]은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

어이다. 데스크톱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동적인 웹 요

소를 만드는 경우 부적합하고, 인터랙티브 기능에 취

약하다. 지도는 기본 버전에는 없고 별도 패키지로 

찾아볼 수 있지만, 기능 제약이 많고 문서화도 부족

한 편이다.

D3.js(Data Driven Documents)는 데이터를 중심

으로 도큐먼트를 조작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

리다[2]. 코딩을 통해 SVG[8]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

용해 직접 그림을 그려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식이

다. HTML, CSS와 같은 웹 표준 리소스를 이용하여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9]. 하지만, 직관적으로 그

래프 종류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래프의 기본 형태

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다만 직접 그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시각화는 활용 수준에 따라 폭넓게 구현할 

수 있다.

2.2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데이터를 삽입하면 차

트나 그래프로 만들 수 있다[5]. 국가별 통계데이터

를 삽입 후, 차트 편집기에서 차트 유형을 지도로 선

택하게 되면 데이터가 시각화된 지도를 얻을 수 있

다. 또한 차트 편집기의 맞춤설정에서 지역과 색상이 

선택 가능하다. 편집이 완료된 지도는 국가별 통계데

이터가 삽입 된 스프레드시트에 지도 차트가 삽입되

며, 지도만을 PNG 이미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 통계 데이터를 토대

로 손쉽게 지도를 삽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색상 선택 시 구글에서 제공하는 색상 팔레트에 제한

되는 등 사용자의 의지대로 다양한 속성을 편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CartoDB는 클라우드 기반의 맵핑 솔루션으로서,

Map Visualization Tool 검색 시 가장 상위에 있으며 

2013년 이후 검색량이 급격히 증가해오고 있다[6].

지도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되어있어 지도의 배경과 

다양한 색상 및 라벨 편집 기능 등을 제공한다. 국가

별 통계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지도에서 데이터

를 표시할 기본 옵션과 스타일을 결정한다. 이후 시

각화된 지도를 확인하고 지도의 형태, 색상, 라벨 등 

세부 옵션을 결정할 수 있다. 클라우드 공간에서 지

리적 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들이 지도 속성 편집 기능을 직관적으

로 알아채지 못해 지도 제작 시 소요시간이 많이 걸

린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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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도 데이터 형식

국가별 통계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정보데이터가 필요하다. 공간정보

데이터를 포함한 지도 데이터 형식에는 온라인 지도

와 시각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이전부터 사용된 

Shape 형식과 지리 정보를 저장할 목적으로 최적화

한 JSON객체의 특정한 형태인 GeoJSON, Topo

JSON 형식 등이 있다.

많은 지도 데이터는 Shape 형식이며 이 형식은 

지리 정보 시스템(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지리

학자, 지도 제작자, 과학자들의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사용되었다[10]. 일반인들이 값비싼 GIS 소프트웨어

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 Shape파일은 더할 나위 없

이 좋은 형식이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웹브라우저에서는 Shape 파일을 생성할 방

법이 없다. 또한 일반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서 읽기

가 다소 어렵다[11].

GeoJSON 형식은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지리 

정보를 인코딩하기 위해 만들어진 JSON기반의 표

준이다. GeoJSON 형식에는 지정학적 공간의 한 지

점을 저장 가능(보통의 위도/경도 좌표)선과 다각형 

같은 도형, 다른 공간적인 특징도 저장이 가능하지

만, 지도의 종류나 정밀도에 따라 데이터양이 크고 

읽어 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더욱 간결한 

크기의 지도 데이터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 Topo

JSON 형식이다. TopoJSON 형식은 GeoJSON 형식

에 비해 파일 크기가 80%나 더 작다[12].

D3.js에서는 데이터와 지도를 연동할 수 있다. D3.

js에서 다룰 수 있는 지도 데이터 형식에는 GeoJSON

과 TopoJSON이 있으며 이것으로 좌표 데이터를 변

환한다[13].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웹 어플리

케이션은 지도 데이터의 파일 크기를 줄여 지도를 

그릴 때 요청 시간을 줄이기 위해 TopoJSON 지도 

데이터 형식을 택했다.

3. 지도 데이터 편집 인터페이스

3.1 지도의 속성 분석

지도 제작 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지도의 속성

을 편집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지도 

요소의 분류[14]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도 편집 시 

필요한 속성을 추가, 삭제, 변경 등의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Table 1과 같은 분류 속성표에 근거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다양한 지도 속성을 사용

자가 직관적으로 접근하여 의지대로 편집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Fig. 1. Example of the map projection.

3.2 지도의 형태 선택 기능

사용자는 원하는 지도의 영역(대륙, 지역)을 우선

적으로 선택하길 원한다. 사용자가 불러온 국가별 데

이터에 따라 지도에 시각화 되므로, 특정 영역 제공

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 세계, 6대륙(아시아․유럽․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

대한민국 크게 8가지의 지도 영역 선택 기능을 제공

한다. 또한 지도 형태를 변경할 수 있고 지도 위에 

위도 경도선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3.3 지도의 색상 선택 기능

지도 색상 기능에서는 사용자가 다양한 색상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색상 팔레트를 제공한다. 본 어플리

케이션은 범례의 계급 수(척도 수)에 따른 10여 종의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색

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에서 9까지의 정수값 

Table 1. Classification of map properties 

Map
Form

Mapped Area (Continent or Region)

Projection

Latitude-Longitude Degree Line

Map

Color

Provided Palettes

Edit Palettes

Target

Data

No data

Background

Border Line

Map

Label

Legend (Scale num, Position,
Font, Symbol)

Title (Position, 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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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계급의 수를 선택 후 선택한 데이터의 최소

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선택한 계급의 수로 n 등분

(n=1～9)되고 선택한 계급의 수에 따라 그에 해당하

는 추천 색상 팔레트가 변화한다. 팔레트는 Color

Brewer[15]를 참고하여 기본 조합 1가지, 차가운 계

열 3가지, 따뜻한 계열 3가지, 보색 계열 3가지 등 

총 10가지의 팔레트를 제공한다. 또한 색상 직접 선

택 기능을 통해 팔레트 내 세부 색상 변경을 가능하

게 했다.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색상뿐만 아니라 배

경색, 국경선의 색 및 두께도 편집할 수 있다.

3.4 지도 라벨 선택 기능

라벨 기능에서 사용자는 범례와 제목라벨을 추가

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라벨의 위치는 사용자 마우스의 드래그 앤 드

롭 기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외에 변경 가능한 

척도 라벨의 속성에는 폰트 색상, 기호 모양 및 크기,

정렬, 간격, 표시형식 등이 있다.

4. 시스템 구현 및 결과

본 웹 어플리케이션(DIYMAP)은 웹 기반의 환경

에서 사용자가 국가별 통계 지표 데이터를 불러오거

나 선택하면 시각화 툴과 연동되어 원하는 지도 유형

이나 색상 등 다양한 속성을 변경하여 지도에 원하는 사

회지표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하였다.

4.1 전체 시스템 구조

본 웹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가지 단계의 기능

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일을 불러와 확인 

단계, 두 번째 시각화 단계에서는 지도를 그려주고,

지도의 속성을 편집 단계, 마지막 저장 단계에서 편

집이 완료된 지도는 벡터형식의 SVG파일로 저장될 

수 있다.

데이터 불러오기를 통해 불러와 진 통계 데이터는 

서버 내로 들어간다. 웹 서버(Node.js)[16]에 업로드

된 통계 데이터는 D3.js에게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클라이언트에 보여주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서버 내의 표준화된 지도 데

이터와 사용자가 불러온 통계 데이터가 엮어져 서버

의 요청을 통해 D3.js에서 지도 위에 데이터를 기반

으로 시각화를 해준다. 사용자가 대륙, 지도의 유형,

색상, 라벨 등을 선택할 경우도 같은 원리로 진행된

다. 이렇게 D3.js로 그려준 시각화된 지도는 다시 서

버를 거쳐 클라이언트에 그려준다. 마지막으로 편집

이 완료된 지도 저장을 요청하게 되면, 서버에서 

SVG 요소만을 묶어 SVG 이미지 형태로 내보내 주

게 된다. 전체 시스템 구성은 Fig. 3과 같다.

4.2 데이터 불러오기 기능

사용자는 "파일 불러오기"에서 시각화를 하고자 

하는 통계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거나, 본 어플리케이

션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 파일을 선택할 수 있

다. CSV형식의 통계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웹 서버 내에 저장이 된다. 이 데이터는 "데이터 보기"

기능에서 CSV형식의 데이터를 D3.js를 이용하여 테

이블 형태로 표시해준다.

4.3 D3.js 지도 연동 출력 기능

D3.js를 연동하여 웹에서 지도를 표시해주기 위해

서는 웹 서버가 필요하다. 지도를 그려주는 D3.js 관

련 기능은 서버에 있으며, D3.js 관련 코드는 Java

Script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D3.js 연

동과 관련된 이벤트들은 Node.js로 서버를 구현하여 

처리했다. 따라서 D3.js는 웹 서버상에서 실시간 데

이터 시각화를 만들어가며 동작한다.

4.4 지도 속성 편집 기능

“지도 편집하기” 메뉴는 D3.js와 연동하여 불러온 

통계 데이터 파일과 표준화된 지도 데이터를 매칭시

켜 지도에 시각화해준다. 즉, 국가별 통계 데이터 파

일과 국가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매칭시켜 D3.Fig. 2. Block diagram of the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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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의 Queue.js를 이용하여 TopoJSON형식의 표준화

된 지도 데이터와 CSV형식의 통계 데이터을 매칭시

킨다.

“대륙별보기” 메뉴에서 사용자는 전세계, 6대륙,

대한민국 8가지 중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

다. 각 대륙별로 해당하는 TopoJSON파일이 있어 대

륙을 선택하게 되면 불러온 CSV파일과 사용자가 선

택한 대륙의 TopoJSON파일이 연동되어 대륙별로 

지도를 다시 그려주는 것이다.

“척도 수/색상” 메뉴에서는 척도 수와 색상을 선

택할 수 있다. 기본값으로 5개의 척도로 데이터가 나

누어져 있으며, 사용자는 1~9 사이의 척도 수를 선택

할 수 있다. 척도 표시는 D3.js의 범례(legend) 관련 

함수인 d3-legend.js를 활용하였다. 척도 수 선택 후 

각 척도에 해당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색상 선

택의 편리함을 위해 colorbrewer.js를 활용하여 10개

의 추천 색상 조합을 추가하였다. 추천 색상 조합을 

선택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지도 위 해당 영역의 색상 관련 CSS 속성이 동적으

로 변하도록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색상이 지도에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지도 형태” 메뉴에서는 위도경도선의 표시 여부

를 선택하고, 지도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위도경도

선 표시의 경우 D3.js로 SVG의 stroke속성들을 지정

하여 격자선(graticule)을 표기해준다. 또한 D3.js의 

내장된 다양한 지도 투영법[7]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투영법이 

변경되어 Fig. 4처럼 지도 모양을 변경해준다.

“라벨” 메뉴에서는 d3-legend.js를 이용해 그려준 

척도라벨을 추가, 삭제, 속성 변경이 가능하며 제목

라벨 추가, 삭제 또한 가능하다. 또한 D3.js 상의 드래

그 앤 드롭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로 척도라벨을 이동시킬 수 있다. <svg>태그

의 자식인 <g>와 <text>태그에 위치 값을 나타내는 

transform 속성을 추가하고 속성 값인 translate(x,

y)의 x값과 y값을 변수로 설정하여, 동적인 위치 변

경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그 외에 척도라벨 속성

으로는 폰트 색상, 내림차순/오름차순, 라벨모양(직

사각형, 원), 크기(가로, 세로, 반지름), 수직/수평, 간

격, 표시형식(소수 자릿수, 퍼센트, 달러)이 있다. 이 

속성들은  d3-legend.js에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로 

호출하고, 전역변수들을 선언하여 동적으로 사용자

가 선택한 값으로 속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

다. 라벨 편집을 마친 화면은 Fig. 5과 같다.

4.5 지도 저장 기능

본 연구에서는 D3.js를 이용하여 SVG를 통해 시

각적 요소를 생성하고 조작하여 지도를 생성하였다.

D3.js는 타일 방식의 지도가 아닌 벡터 방식에 최적

Fig. 3. Screenshot of selecting the map projection.
Fig. 4. Screenshot of editing the label of the map.

Fig. 5. Sample maps for the us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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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어 있다. 따라서 시각화 요소를 묶어 품질 저하 

없이 최종적으로 SVG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 있게 

했다. 다운로드 받은 SVG파일은 사용자 PC에 저장

되며, 웹 브라우저로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 사용자 평가 및 분석

5.1 실험 방법

체계적으로 분류된 지도 속성을 기반으로 구현한 

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가 얼마나 지도 제작

을 편리하게 조작하며, 완성도 높은 지도 시각화 자

료를 얻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도 제작 시

간, 제작된 지도의 완성도를 측정한 실험과 조작 편

리성에 대한 사용자 설문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웹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유사한 기능을 가진 

지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인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CartoDB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앞 3.1절 Table 1의 지도 속성 분류표를 기반

으로 상, 중, 하 3가지 난이도에 따라 각각 2개씩 총 

6개의 샘플 지도를 제작하여 속성과 매칭되는 기능

의 수에 따라 각 어플리케이션의 샘플 지도에 대한 

완성도를 측정하였다(Fig. 6.). 그리고 10명의 사용자

를 선정하여 각자 샘플 지도와 최대한 같게 총 18개

(어플리케이션 3개*샘플의 수 6개)의 지도를 직접 제

작하도록 요구하였다. 관찰자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불러와 지도 제작이 완료할 때까지의 각 샘플 지도의 

제작 시간을 측정하였다. 작업 완료 후, 각 어플리케

이션마다 지도 속성 분류를 기반으로 기능별 조작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5.2 난이도에 따른 평균 완성도 비교

6개 샘플의 상, 중, 하 3가지 난이도에 따라 지도 

속성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각 어플리케이션의 평균 

샘플 완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7과 같이 

난이도에 관계없이 DIYMAP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

인 반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가장 낮은 완성도를 

보이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완성도가 큰 폭으로 하

락하였다.

5.3 완성도에 따른 평균 시간 비교

6개 샘플의 완성도와 각각 사용자 지도 제작 시간

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완성

도는 낮았지만 제작 시간은 짧은 반면 CartoDB는 

완성도는 높았지만 제작 시간은 길었다. DIYMAP은 

완성도가 가장 높으면서 제작 시간은 완성도가 낮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비슷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점도를 그려 분석해 본 결과, 완성 

가능한 기능의 수가 비슷한 CartoDB보다 DIYMAP

으로 사용자가 더 빨리 시각화 작업을 완료할 수 있

으며, 제작 시간이 유사한 구글 스프레드시트보다는 

DIYMAP으로 같은 시간 내에 더 완성도가 높은 지

도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Fig. 8).

5.4 조작편리성 조사 결과

지도 속성 분류에 근거하여 크게 지도 형태, 색상,

라벨 3가지 기준으로 지도 편집 기능을 조작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통해 각 어플

리케이션의 기능별 조작 편리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

과, Fig. 9와 같이 사용자들은 3가지 기능 모두 

DIYMAP, CartoDB, 구글 스프레드시트 순으로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Fig. 6. Comparison of average completion ratio accord-

ing to the level of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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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average time according to the 

level of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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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어플리케이션인 DIYMAP과 각각 비교해보면,

지도 형태 기능에서는 DIYMAP이 구글 스프레드시

트보다 2.68배, CartoDB보다 약 1.81배씩 만족도 수

치가 높으며, 지도 색상 기능은 각각 약 2.06배, 약 

1.33배씩, 지도 라벨 기능은 각각 약 4.69배, 약 1.74배

씩 높았다. 이를 통해 지도 색상보다도 지도 형태와 

라벨 기능의 조작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특히 

더 크며, DIYMAP이 지도 속성 분류에 근거한 조작 

편리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D3.js를 활용하여 웹 환경에서의 

지도 기반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 툴을 개발하였

다. 웹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언어인 D3.js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어플리케이션 구현하고자 하였

다. 사용자는 원하는 국가별 통계데이터를 가져와 지

도 유형, 색상, 라벨 등 다양한 속성을 변경하여 사용

자의 기호대로 직접 편집한 지도를 얻을 수 있다. 기

존 사례에서 특정 툴이나 학습 없이 일반 사용자가 

직접 시각화 작업을 하기 어렵거나 원하는 만큼 시각

화를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지

도 제작의 편리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도 속성을 체

계적으로 분석, 분류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자 평가 및 분석을 시행

해 기존의 지도 데이터 시각화 인터페이스와 비교해

본 결과 본 어플리케이션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높은 

완성도로, 비슷한 완성도에서는 더 빠르게 시각화 작

업이 가능했다. 또한 조작편리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지도 시각화 측면에 초점을 두어 개발

하였지만, 추후 시각화 기능 외에 사용자가 불러온 

국가별 통계데이터을 웹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가 지도기반 데이터 시각화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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