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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공간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징을 정의하고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는 정보 시각화 방

법론을 조사하였다. 또한 시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다. 공간빅데이터를 공간정보

의 정량적인 확장의 결과와 빅데이터의 정성적인 확장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공간빅데이터는 6V(Volume, Variety, 

Velocity, Value, Veracity, Visualization)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최근 활용･서비스 측면이 이슈화 되면서 공간빅데이터

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가 주목받고 있다. 정보 시각화의 

방법은 Matthias, Ben, 정보디자인교과서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 되어 있으나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방

대한 양의 원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조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려는 

정보를 추출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 추출된 정보는 특성에 따른 적합한 시각적 표현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으므로 필터링, 샘플링, 데이터 비닝, 클러

스터링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축소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키워드 : 공간빅데이터,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방법론, 정보 시각화

Abstract In this study, define the concept of spatial big data and special feature of spatial big data, examine 

information visualization methodology for increase the insight into the data. Also presented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visualization process. Spatial big data is defined as a result of quantitative expansion from spatial information and 

qualitative expansion from big data. Characteristics of spatial big data id defined as 6V (Volume, Variety, Velocity, 

Value, Veracity, Visualization), As the utilization and service aspects of spatial big data at issue, visualization of spatial 

big data has received attention for provide insight into the spatial big data to improve the data value. Methods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is organized in a variety of ways through Matthias, Ben, information design textbook, etc, but 

visualization of the spatial big data will go through the process of organizing data in the target because of the vast 

amounts of raw data, need to extract information from data for want delivered to user. The extracted information is used 

efficient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characteristic, The large amounts of data representing visually can no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user, need to data reduction methods such as filtering, sampling, data binning, clustering.

Keywords : Spatial Big Data, Spatial data, Big data, Visualization Methodology, Information Visualizatio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IT 기술의 발달로 데이터의 생산수단이 다양해지고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용자가 각자의 관심 영역

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생산해내기 시작 하였다. 이러

한 디지털 생활환경의 변화는 급증하는 데이터에 대

한 관리 문제와 함께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자 하는 측면에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서 

연구되기 시작 하였다. 초기 빅데이터 정의는 생산되

는 데이터의 양이 급증하여 기존의 시스템으로 처리

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의미 하였으며, 데이터의 수집, 

저장,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들이 진행 되었

다. 하지만 하드웨어 인프라 기술의 발달과 오픈소스

를 이용한 저장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빅데이터의 연구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 하였다[1,2].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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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를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

행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3V (Volume, 

Variety, Velocity) 특성은 관심있는 모든 사용자가 빅

데이터에서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활용하는데 어

려움을 주었다[3]. 빅데이터는 엄청난 양 때문에 데이

터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이 없이는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힘들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이 주 관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시각화의 핵심은 데이터의 정

보를 인지하기 쉽도록 데이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공간상에 배치하여 표현 하는데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간빅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축적 되

는 공간자료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의 다양한 정형, 반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간정보의 위치를 중심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각화 단계에서 빅데이

터의 특성 뿐 만 아니라 공간데이터의 특성도 고려해

서 시각화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빅데이터 대한 정의를 정

리하고 공간빅데이터를 시각하기 위한 정보시각화 방

법을 조사 하였으며, 공간빅데이터 시각화에 정합한 

시각화 방법을 정리 하였다. 또한 시각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정리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

과 시각화 프로세스를 정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수행한다. 첫째, 공간빅데이터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고 공간빅데이터 시각화의 중요

성을 설명한다. 둘째,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조사하고 

각 시각화 방법의 차이와 함께 공간빅데이터에 중요

한 시각화 단계를 설명하여 적합한 시각화 방법을 정

리 한다. 셋째, 공간빅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을 제시한다.

 

2. 공간빅데이터 특성

2.1 공간빅데이터 정의

공간정보의 정량적인 확장의 결과는 공간빅데이터로 

정의 될 수 있다. 인공위성, 항공기, GPS 수신기 등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

수록 누적되어 저장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며, 센서

의 종류 및 수집 계획에 따라 데이터의 생성 주기가 1년 

단위 또는 월 단위로 길수도 있지만 GPS 수신기와 

같은 실시간 센서의 경우 매우 짧은 데이터 생성 주기

를 가진다. 또한 생성된 데이터는 점, 선, 면 과 같은 

벡터(Vector) 형태뿐만 아니라 위성사진, 항공사진과 

같은 래스터(Raster), 도로망, 상하수도망, 전력망과 

같은 그래프(Graph) 형태로 사용 될 수 있다[4,5,6].

빅데이터의 정성적인 확장의 결과도 공간빅데이터

로 정의 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는 그 형태의 구분 없이 데이터의 생성 위치정

보 또는 사용자의 입력에 의한 위치정보와 연결될 수 

있으며, 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의 위치에 대한 의미 있

는 정보를 도출하고 이를 행정구역도, 도로망과 같은 

공간정보와 연결하여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 위치정보와 연관된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4,5,6].

공간빅데이터의 정의는 Figure 1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공간빅데이터는 공간정보 또는 빅데이터의 일

반적인 속성데이터와 위치정보의 결합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속성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

어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

스 친화적인 데이터로 정의 할 수 있다.

Figure 1. Spatial Big data definition

2.2 공간빅데이터 특성

앞서 공간빅데이터는 공간데이터의 정량적인확장

과 빅데이터의 정성적인 확장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또는 공간정보의 일반적인 속성을 

위치정보와 결합하여 부가적인 가치를 갖는 서비스 

친화적인 데이터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간빅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빅데이터의 3V (Volume, Variety, Velocity)

의 특성을 확장시켜 3V (Value, Veracity, Visualization)

의 특성을 더해 6V의 특성을 갖는 빅데이터로 진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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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patial Big data Characteristics[8]

키는 계기가 되었다[7].

공간빅데이터의 특성은 Figure 2와 같이 저장･관

리･분석 측면에서의 특성과 활용･서비스 측면에서의 

특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저장･관리･분석 측면에서

의 특성은 Volume, Variety, Velocity로 정리 할 수 있

다. Volume은 데이터의 크기가 테라바이트(Terabyte)

부터 제타바이트(Zetabyte)에 이르기 까지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양이 방대 할 뿐 만 아니라 데이터가 내포

하고 있는 개념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단순화 할 수 

없는 특성을 의미한다. Variety는 데이터의 형태가 명

확하게 정의 할 수 없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특성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형태는 데이터베이스 및 스프레

드시트 와 같이 테이블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여 항상 

고정된 속성을 갖는 경우를 정형(Structured), 항상 고

정된 속성을 갖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 또는 스키마

와 같이 속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KML (Keyhole Markup Language)

과 같은 경우를 반정형(Semi-Structured), 고정된 속성

이 없고 그 형태를 정의 할 수 없는 텍스트의 반복 

또는 이미지, 동영상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비정형

(Unstructured) 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Velocity는 데이

터의 속도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버스 탑승 기록, 인터

넷 접속 이력, SNS 사용 기록, 신용카드 결재내역 등 

우리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환경과 플랫폼에서 데이터

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

석은 실시간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 또는 기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활용･서

비스 측면에서의 빅데이터 특성이 주목 받고 있다. 공

간빅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측면은 Value, Veracity, 

Visualization으로 정리 할 수 있다. Value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특성으로 공간빅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인프라를 바탕으로 누적된 데이터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적절한 

형태로 가공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거쳐, 텍스트 

분류, 클러스터링, 평판분석, 정보 및 의미 추출과 같

은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으며[9], 현대사회에서 빠르

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할 수 있다. 

Veracity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특성으로 공간빅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신뢰하기 위하여 데이터는 신

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의해 수집･저장･관리 되

어야 하며 활용목적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분

석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간빅데이터의 정확성에 대

한 특성은 단순하게 데이터의 질적인 정확성을 의미

하지 않는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수집･저장된 방

대한 양의 데이터는 의미 있는 데이터와 무의미한 데

이터가 혼재하며 비즈니스모델에 의미있는 데이터의 

구분은 공간빅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지식 보다는 비

즈니스 모델에 대한 활용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 이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함

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간빅데이터는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용 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활용 지식을 

갖기 어려우며 의미있는 데이터와 무의미한 데이터를 

분류하고 그 가운데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가

치를 찾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적(Visualization) 특성이 주목받고 있

다. 공간빅데이터는 정성적인 확장의 결과인 위치정

보를 포함한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확장의 

결과인 대용량의 공간정보 또한 위치정보를 공통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 위치정보는 시각적인 데이터로 위

치를 중심으로 현상을 기록하고 지도위에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의 의미

를 이해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방법

3.1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정의

공간빅데이터에 대한 저장･관리･분석 측면의 중요

성 만 큼이나 활용･서비스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이 증가하면서, 공간빅데이터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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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tegorization of Visualization Methods

Visualization

Category
Example

Data 

Visualization

Table, Line chart, Pie chart,

Bar chart, Histogram, Scatter plot, Bubble

chart, Area chart

Information 

Visualization

Data map, Tree map, Clustering, Semantic

network, Time line, Venn diagram, 

Euler diagram, Tag cloud

Concept 

Visualization

Mind map, Layer chart, Concentric circle,

Decision tree, Pert chart

Strategic 

Visualization

Organizational chart, Strategy map,

Failure tree, Portfolio diagram

Metaphor

Visualization
Metro map, Story template, Funnel, Tree

Compound 

Visualization

Cartoon, Rich picture, Knowledge map, 

learning map

Figure 3. Visualization Process

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공간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각

화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시각화는 데이터 또

는 데이터로부터 가공한 정보를 시각적인 표현 방법

을 통하여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사용자에게 

인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각화는 그래픽과 대상데

이터의 유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데이터 시각화, 

정보 시각화 개념 시각화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10].

시각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되지만 모든 시각

화는 다양한 의미가 혼재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

하는 의미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이다. 시각화의 목표는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탐색하고, 검색하고, 설명

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데이터

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

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다양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쉬운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기위한 방법 및 

과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3.2 공간빅데이터의 정보 시각화 방법

Ben은 시각화의 방법을 정보획득(Acquire), 분석(Parse), 

선별(Filter), 마이닝(Mine), 표현(Represent), 개선(Refine), 

상호작용(Interact)의 7단계로 제시하였다[11]. 7단계

는 다양한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 

데이터가 갖는 의미에 따라 구조화 및 재분류,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하여 정리,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

보를 추출하기 위해 통계분석 및 데이터 마이닝 등을 

적용하고, 사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바, 그래

프, 리스트, 트리와 같은 시각적 표현 방법을 적용하여 

전달하려는 정보를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 시각적 표현 방법을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는 단계로 구분 하였다. Matthias는 효과적인 시각

화를 위한 방법을 질문 만들기(Formulate the ques-

tion), 데이터 수집하기(Gather the data), 시각적 표현 

적용하기(Apply a visual representation)의 3가지 핵심 

단계로 정리하였다[12]. 정보디자인교과서에서는 시

각화를 위한 방법을 조직화된 데이터(organized data), 

시각적 매핑(visual mapping), 시각적 형태(visual form), 

전달 방식(representation)의 4단계로 정의 하고 있다

[13].

Lee는 Ben, Matthias, 정보디자인교과서에서 설명

한 시각화 방법을 동일한 단계에 해당하는 스텝을 연

결하여 Figure 3으로 정리 하였다[14].  Matthias의 시

각화 프로세스는 먼저 질문을 만든 후 질문을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최적화된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다. 반

면 Ben과 정보디자인교과서의 시각화 프로세스는 수

집된 데이터를 조직화 하는 단계부터 출발한다. 정보

디자인교과서에 비해 Ben은 데이터 조직화 단계를 세

분화 하여 정보획득, 분석, 선별, 마이닝으로 세분화 

하였다. 조직화된 데이터는 시각적 표현 방법을 이용

하여 시각화 하며 사용자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을 이용하여 시각적 표현을 개선하는 단계를 거

쳐 최종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화 프로세

스를 구성 하였다.

공간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의미가 

내포된 방대한 양의 원시데이터의 집합이다. 따라서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정보 시각화를 구현하는 제작자와 정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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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patial big data Visualization Process

Figure 5. Filtering & Sampling

할 관계가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Figure 4는 공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보 시각화를 구현하기 위해 

단계를 구분하고 제작자와 사용자의 역할을 정의하였

다.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원시데이터에서 텍스트 

분류, 그룹화, 마이닝 등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는 정보디자인교과서

의 조직화된 데이터, Ben의 정보획득, 분석, 선별, 마

이닝에 해당하는 단계로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의 전

처리 단계로 정의 할 수 있다. 추출된 정보는 시각적 

표현 기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표현된다. 표현기법

은 정보의 유형에 따라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

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

으로 구분하며, 막대그래프, 누적막대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 계단식 그래프 파이차트, 도넛 차트, 선 그래

프, 스캐터 플롯, 버블 차트, 히트맵, 지도 등으로 표현

이 가능하다. 표현기법을 통해 시각화 된 정보를 사용

자가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식

과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각화

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User Interface)과 공

통 사용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용자 경험 환

경(User Experience)을 제공해야 한다. 

3.3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문제점 및 해결방법

공간빅데이터의 양적인 특성으로 인해 공간빅데이

터 시각화 과정에서 데이터 조직화 단계를 통하여 불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더라도 시각적 표현 기법으로 

나타내야 할 정보의 양이 방대해진다. 만약 지도위에 

수백만개의 위치정보를 표시한다면 좁은 공간상에 너

무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사용자는 시각화를 통해 정

보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간빅데이터를 시

각화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변

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데이터의 양을 축소(Data 

Rreduction Methods)시켜야 한다[15,16]. 데이터의 양

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터 조직화 단계에

서 주로 사용되는 필터링과 샘플링(Filtering & Sampling) 

방법, 데이터를 정해진 구간으로 묶는 데이터 비닝

(Data Binning),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그룹화 

하는 클러스터링(Clustering) 방법을 사용한다. 

필터링과 샘플링을 이용한 데이터 축소 방법은 Figure 

5와 같이 전체 데이터에서 시각적으로 표현 될 일부 

데이터를 선택한다. 데이터를 선택하는 기준은 동일

한 유형의 데이터 특성이 될 수 도 있으며 각 데이터를 

대표하는 값이 될 수도 있다. 필터링과 샘플링을 이용

한 데이터 축소 방법의 결과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선택된 데이터의 일부

도 여전히 효율적인 시각화를 구현하기에 너무 클 수

도 있으며 필터링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갖는 데

이터가 빠질 수도 있다. 또한 전체 데이터에서 중요한 

구조나 내용이 선택과정에서 누락되어 본래의 정보가 

왜곡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필터링을 위한 조건과 샘플

링 방법은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

로 설계해야 한다.

데이터 비닝은 시각화 대상 데이터를 여러 개의 영

역(Bin)으로 정의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누적하여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 또는 밀도를 시

각화 하는 방법이다. 영역의 설정은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숫자형 또는 목록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숫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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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Numeric Data Binning by Count

Figure 7. Categorical Data Binning by Category

Figure 8. Clustering by Cluster Structure

의 데이터의 경우 일정한 간격으로 연속적인 영역을 

설정하고 목록형의 경우 각각의 값을 하나의 영역으

로 설정 할 수 있다. Figure 6은 조회 수를 영역의 기준

으로 하여 비닝을 수행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

터의 수를 시각화 하였다. Figure 7은 작성시간의 요일

을 영역의 기준으로 하여 비닝을 수행하고 각 요일에 

해당하는 누적 횟수를 시각화 하였다. 데이터 비닝의 

결과는 주로 막대그래프, 누적그래프, 히스토그램, 히

트맵 과 같은 1차원 또는 2차원의 시각적 표현으로 

시각화 된다.

클러스터링은 대상 데이터의 집합에서 데이터의 공

통된 특징에 의해 여러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이다. 클러스터링 방법은 Figure 8과 같이 부분집

합의 구조에 따라 트리 구조 형태의 관계를 갖는 계층

적 클러스터링(Hierarchical Clustering), 부분집합의 

관계가 수평적인 분할 클러스터링(Partitional Clustering)

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부분 집합을 결정하는 데이터

의 특징 조건에 따라 데이터의 분포 밀도를 기준으로 

부분집합을 구분하는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Density- 

based Clustering), 전체 데이터를 격자로 구분하고 격

자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부분 집합을 구분

하는 격자기반 클러스터링(Grid-based Clustering), 수

학적 모델에 의해 부분집합을 구분하는 모델기반 클

러스터링(Model-based Clustering)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데이터 조직화 단계를 통

하여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출 하더라도 시각적 

표현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인해 한계를 갖

게 된다. 따라서 시각적 표현 과정에서 표현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축소하거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

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범위를 조정하여 시각화해야 

한다.

4. SNS 데이터 시각화

4.1 데이터 수집 및 조직화

SNS (Social Network Service)상에 사용자 남긴 메

시지 중 지오태깅(Geotagging)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작성 위치정보가 포함된 메시지를 활용하여 서울시 

행정구역에 따른 SNS 사용량을 확인하고 각 행정구

역별 SNS 종류별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정의한 

공간빅데이터 정보 시각화 방법을 통하여 정보 시각

화를 진행 하였다. Open API를 통하여 트위터, 인스타

그램, 유튜브의 국내 사용자가 2015년 7월 5일 부터 

8월 5일 까지 작성한 메시지 중 지오태깅(Geotagging)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자의 위치 정보가 포함된 메시

지를 수집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자, 텍스트, 

사진 및 동영상, 조회횟수, 태그, 작성 시간 등의 정보

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각화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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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Organized SNS Data

Figure 10. SNS Data Location Visualization

Figure 11. SNS Data Visualization by Clustering기고 나머지 데이터는 정리하여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Figure 9와 같이 데이터를 재배열 하여 구조화 하였다.

4.2 조직화된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

데이터 조직화 과정을 거쳐 원시 데이터로부터 위

치정보와 함께 SNS의 종류 정보를 구조화 하였다. 위

치정보는 Vworld의 지도서비스를 배경맵으로 활용하

고 서울시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경계를 중첩하여 SNS

의 지역별 분포 정보를 Figure 10과 같이 시각화하였

다. SNS의 종류 정보는 SNS의 유형에 따라 색으로 

구분하여 표현 하였다. 하지만 Figure 10은 좁은 공간

상에 표현해야 할 SNS 위치 정보가 중복되어 사용자

가 정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전달하고

자 하는 정보가 갖는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

서 데이터의 양을 축소(Data Reduction Methods)할 필

요성이 있다. Figure 10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각 행정구역 별 SNS데이터 의 양과 유형별 비율정보

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SNS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여 기준영역에 포함된 데이터의 양과 유형별 비율

을 기준영역에 포함된 데이터의 중심점에 파이 차트

와 라벨의 형태로 위치하도록 하여 Figure 11과 같이 

시각화 하였다. Figure 11은 각 서울시의 구를 기준으

로 하여 각 구에 포함된 SNS 데이터의 총 건수를 숫자

로 나타내고 있으며, 파이 차트는 해당 구의 SNS 데이

터의 총 건수에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차지

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오태깅

(Geotagging)된 SNS 데이터로 범위로 한정하였을 때 

서울시내에서 종로구, 중구, 마포구, 강남구의 SNS 사

용량이 많으며,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트위

터의 사용 비율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부의 사용 비율

보다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간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

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며, 이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

로 정보 시각화 방법론을 제시하고 공간빅데이터의 

정보 시각화에 적합한 여러 형태의 방법론을 조사 정

리 하고자 하였다.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는 저장･관리･분석 측면의 특성 뿐 만 아니라 활용･서

비스 측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간빅데이터의 

활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다양한 개념이 

혼재된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

이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따

라서 공간빅데이터의 정보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 하였다. 공간빅데이터를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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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조직화 과정을 거쳐야 하며 데이터를 정보화 하

고 정보 전달을 위해 적합한 시각적 표현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시각적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축소 방

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간빅데이터

를 정의하고 정보 시각화 방법론 중 공간빅데이터의 

정보 시각화에 적합한 시각화 방법론을 정리하였으

며, 시각적 표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 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치와 비율의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시각

화 하는 사례를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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