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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빅데이터 기술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각화 기술에 관한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데이터 
시각화는 현재 정보과학, 컴퓨터과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통계, 데이터마이닝, 지도학, 저널리즘 등의 광범
위한 학문 분야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스마트시티에서의 빅데
이터 시각화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관련 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공간 기반의 데이터 시각화는 도시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각화 자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통해 단순히 시각화 도구가 아닌 효과적인 
정보전달 관점에서 공간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 프로세스와 원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모
델 프로세스 및 시각화목적에 따른 시각화 표현기법, 디자인조형요소에 따른 특징과 시각화기법을 각각 도출
하여 사용자 중심의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표현에 대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빅데이터∣시각화∣스마트시티∣사용자 중심∣
Abstract

With the recent growth of the big data technology market, interest in visualization technology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Data visualization is currently used in a wide range of 
disciplines such as information science, computer science, human-computer interaction, statistics, data 
mining, cartography, and journalism, each with a slightly different meaning. Big data visualization in 
smart cities that require multidisciplinary research enables an objective and scientific approach to 
developing user-centered smart city services and related policies. In particular, spatial-based data 
visualization enables efficient collabo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rough visualization data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ity policy. In this paper, a user-centered spatial big data visualization 
expression request method was derived by examining the spatial-based big data visualization 
expression process and principle from the viewpoint of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not just a 
visualiz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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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8-0-00225,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행정 디지털트윈 핵심 기술 개발)   
접수일자 : 2020년 10월 05일
수정일자 : 2020년 10월 26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0월 26일 
교신저자 : 안세윤, e-mail : anseyun@hanbat.ac.kr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가이드라인 연구 101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빅데이터 기술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각화 기술

에 관한 관심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일반
적으로 시각화라는 것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기법을 의미한다. 데이터 시각화는 정보시각
화(information graphics), 인포그래픽(infographics), 
정보 일러스트레이션(information illustration)등으
로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없다. 데이
터 시각화는 현재 정보과학, 컴퓨터과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통계, 데이터마이닝, 지도학, 저널리즘 등의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각기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1].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스마트시티에서
의 빅데이터 시각화는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서비
스와 관련 정책을 전개하는데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공간 기반의 데이터 시
각화 자료는 도시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각화 자료를 통
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상적인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 과학 
및 시각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융복합적으로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이므로, 숙련되지 않은 초심자가 시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2]. 본 논문은 단순히 
시각화 도구가 아닌 효과적인 정보전달 관점에서 공간
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 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되는 공간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의 빅데이터의 시각화표현의 이해와 활용성을 높
일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에 기반을 둔 내

용분석법으로 수행된다.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및 스마
트시티와 빅데이터의 개념과 활용과 관련한 선행연구
와 문헌을 통해 공간빅데이터 시각화표현의 원리와 원
칙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공간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별로 탐색되고 논의되어야 할 분석항목을 비교검토하
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념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 

가이드라인으로 다소 광범위한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연구의 범위를 특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스마트시티와 공간빅데이터
스마트시티는 정보에 기반을 둔, ICTs가 융합된, 정

보의 수발신이 자유로운 지능화된 공간으로 정의된다.  
스마트시티의 추진대상은 단순한 정보 시스템의 구축
이나 연결에서 도시 인프라의 지능화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사용자는 기술 이해 여부와는 관계없이 
스마트해진 도시의 사용법을 알고, 즐기며, 일상에 자연
스럽게 녹아든 기술이 익숙해진 사람이다. 사용자, 즉 
인간의 니즈와 행태를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과 동등
한 혹은 가치 중심에 두고 스마트시티의 역할을 심사숙
고해야한다. 사용자 피드백이 중요하며, 사용자 참여를 
통해 진정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용자 중심 스마트시티는 과거 기술 중심적이었던 
도시개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개발로 계획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4]. 공간정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태 
및 생산, 활용방법이 달라졌으나 항상 중요한 정보로 
인식되어왔으며, 특히 스마트 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
소인 공간정보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유통을 통
해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공간정보의 경제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효율성이 증진되며, 미래예측
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
될 수 있다[5]. 

스마트시티의 도시정보는 크게 공간정보, 행정정보, 
센싱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는 대부분 GIS형
태로 저장되어 관리된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행
된 국가공간정보구축사업에 따라 다양한 공간정보가 
유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6]. 공간정보는 공간자료로
부터 추출되며, 공간상의 객체에 대한 위치와 속성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사
회, 스마트 사회로 변모하는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
라 공간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간정보는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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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가공, 활용함으로서 지역별 특성이나 수요에 맞는 인프
라 구축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http://
www.nsdi.go.kr)을 통해 국가, 공공, 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공유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 융합하여 신산업 및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
터는 도시개발지역개발, 도로교통물류, 환경자연기후,
재난방재공공안전, 문화체육관광,무역산업에너지,교육
공공행정,농업임업수산해양,보건의료,사회복지,과학기
술정보통신, 통일외교국방분야와 각종 지도정보가 포함
된다[5].

공간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는 공간빅데이터로 정의
된다. 공간빅데이터의 정의는 기존 빅데이터의 3V 
(Volume, Variety, Velocity)의 특성을 확장시켜 3V 
(Value, Veracity, Visualization)의 특성을 더해 6V
의 특성을 갖는 빅데이터로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빅데이터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형데이터, 반정
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

유형 특징 종류 데이터
척도

정형 데이터
Structured 

Data

 일관된 형식에 알맞
게 저장된 데이터

 절대적 크기 비교가
능한 모든 통계

RDBMS, 
Spread 
Sheet

 비율
 등간

반정형 
데이터

Semi-Stru
ctured 
Data

 일관된 형식으로 저
장되어 있지는 않지
만, 메타 데이터나 문
서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속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 순서의 배열

 XML 
HTML, 

Open API 등
 서열

비정형 
데이터

Unstructe
d Data

 규칙이 전혀 없는 형
식으로 저장된 데이
터로 일반적인 문서 
대부분을 지칭

 분류적인 의미로 분
리적이고 비수치적인 
범주

일반 텍스트 
문서, 이미지, 
동영상, 음성 

등

 명목

표 1. 데이터 유형

정형데이터는 일관된 형식에 알맞게 저장된 데이터
를 의미하며, 스키마 구조를 통해 탐색가능한 RDBMS
의 테이블이나 스프레드시트가 해당된다. 반정형데이터
는 일관된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 데
이터나 문서의 구조를 알 수 있는 스키마 정보를 포함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HTML의 형태로 URL형태로 
존재하거나, XML, JSON 등과 같이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되거나, 웹로그, IoT에서 제공하는 센서 데이터와 
같이 로그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비정형데이터는 
규칙이 전혀 없는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로 일반적인 
문서 대부분을 지칭하며, 일반 텍스트 문서, 이미지, 동
영상, 음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서
울특별시의 심야버스인 ‘올빼미 버스’가 있다. ‘올빼미 
버스’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중단된 자정부터 오전 5시
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익성이 높은 서비
스가 아니고, 많은 노선을 개설할 수도 없는 특징이 있
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의 인프라를 활
용하여 늦은 시간에 발생한 통화 및 문자 데이터를 분
석하여 사람들의 위치지점과 목적지 정보를 활용하여 
노선을 최적화하였다. ‘올빼미 버스’는 모두 9개의 노선
이 운행되는데, 심야버스 정류장을 기준으로 500m 근
처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전체 시민의 약 40%에 
해당하는 놀라운 결과도 얻을 수 있었으며, 그해 서울 
시민이 뽑은 가장 좋은 정책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1. 서울 올빼미버스 노선도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고 수요자에게 가
치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야 의미가 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꺼내 사용할 것인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기 좋게 만들고 어떤 방
법론을 활용할 것인가,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를 어떻
게 취득하고 어떻게 처리분 석할 것인가 등 데이터의 
생명인 정보 가치를 얻기 위해 어떻게 정확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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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것인가, 빅데이터를 연계 융합해 필요한 가치를 만
들고 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등은 빅데이터에 던지
는 질문이다[6].

2.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동향
공간빅데이터는 기존 빅데이터의 특성과 함께 위치

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시간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
간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빅데이터 보다도 볼륨, 다양성, 
복잡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빅데이터를 통해 사회경제적 현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자료의 시각화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1]. 

공간빅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전통적인 
공간정보 시각화와 유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공간빅데이터는 행위주체자의 미시적(micro)
이며 동태적(dynamic)인 활동을 담고 있는 비집계적
(desegregated) 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보의 
구체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관계로 행정구역 등을 단위
로 집계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1]. 

시각화는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모든 시각화
는 다양한 의미가 혼재된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의미를 정확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시각적 표현이다. 시각화의 목표는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하고, 탐색하고, 검색하고, 설명하고, 정
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간빅데이
터의 시각화는 위치정보를 중심으로 기록된 다양한 데
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시
각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기 위한 방법 및 과정으로 정
의 할 수 있다[3].

최근 공간빅데이터 시각화는 산업 곳곳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 19) 대처에도 빅데이터 시각화가 적극 활용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
스 확진자 현황과 관련 뉴스를 시각화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는 와이파이 및 통신사 기지국 접속 데이
터를 활용하여 유동인구를 분석한 뒤 방역 우선순위를 
선정했으며, 도내 스타트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

여하여 운영한 코로나19맵 등 코로나 19 대응 방역 이
력과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민간에게 공
개하여 자발적으로 코로나 19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공간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의 시각화 연구는 
주로 GIS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란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으로, 지리적 위치를 갖
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치자료와 (spatial data)와 속
성자료(attribute data)를 통합·관리하여 지도, 도표 및 
그림들과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GIS
연구는 80년대에 GIS도입과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며 주로 지리적 정보자료의 전산화나 국토정보시스
템 개발 등 구성과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
며, 90년대에는 정보산업분야의 GIS활용이 증가하고 
범조직체내의 구성이나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광
범위한 운용체계로 발전하면서 통합된 지형 정보 시스
템에 관한 연구나 표준모델, 활용과 응용연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와서는 웹브라우저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GIS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3차원의 공간정보 웹서비
스도 사용가능하게 되었고, 2010년 이후 최근까지는 
인공지능과 GIS결합으로 화재예측이나 재난감시 등의 
예측시스템 연구로 발전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최근 
GIS에 기반을 둔 단순 지도 정보에서 벗어나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기반서비스),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 지오웹(Geo-Web)등 

그림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건복지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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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결합해 LBSNS(Location 
Based SNS), 시설물 원격관리 등의 서비스로 확장되는 
등 모바일 서비스의 발전과 결합하여 스마트시티의 핵
심 서비스로 부상하고 있다[6].

3.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선행연구 동향
공간빅데이터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의

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공간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가 중요하게 다루
어지고 있다[3].  

공간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 연구는 특히 공공데이
터와 실질적인 인포그래픽 제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최진원, 김이연(2012)은 빅데이터 시대
에 효과적인 시각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포그래픽 연
구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포그래픽 사례를 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각적 표현요소
의 4가지를 기준으로 도출하였다. 이미경, 박한우
(2015)는 공공 데이터 개방과 활용, 인터넷 및 SNS 이
용자를 대상으로 한 소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방법론 
도입을 통한 객관성 확보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른 
관광기획 및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함을 활용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박진아, 안세윤(2019)는 세종시 데이터 증
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대시보드 디자인에 관한 연구
로 - 세종시 생활지표인 사회, 인구, 경제, 부동산, 교
통, 환경, 건강, 인프라 지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데이
터를 상호 연계하여 정책수립 및 운영에 주요 사회동향
을 파악하는데 적용 활용될 수 있도록 구조적 마크업
(HTML), 표현 및 레이아웃(CSS), 자바스크립트 
(JavaScript)로 인포그래픽 대시보드를 디자인하여 제
시하였다. 강경희(2020)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특성과 장소 연결에 대한 연구
로 따릉이 이용특성, 실제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를 조
사하였고, 따릉이의 이용을 통해 좁은 골목과 교통수단 
간 단절된 교통망을 서로 연결해, 지역격차, 교통, 인프
라, 인구 편중으로 나타나는 도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공간빅데이터의 시각화는 원시데이터에서 텍스트 분
류, 그룹화, 마이닝 등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의미 있
는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이는 정보디자인교과서의 조

직화된 데이터, Ben의 정보획득, 분석, 선별, 마이닝에 
해당하는 단계로 시각화를 위한 데이터의 전처리 단계
로 정의 할 수 있다. 추출된 정보는 시각적표현 기법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표현된다. 표현기법은 정보의 유형
에 따라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관계 시각화, 비교 
시각화, 공간 시각화, 인포그래픽 등으로 구분하며, 막
대그래프, 누적막대 그래프, 시계열그래프, 계단식 그래
프 파이차트, 도넛 차트, 선 그래프, 스캐터 플롯, 버블 
차트, 히트맵, 지도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표현기법
을 통해 시각화 된 정보를 사용자가 실제 비즈니스 모
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로 발전시킬 수 있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각화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
용자 환경(User Interface)과 공통 사용자의 경험을 기
반으로 설계된 사용자 경험 환경(User Experience)을 
제공해야 한다[2].

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시각적 요소가 존재하지
만, Stephen Few는 대부분의 정량적 데이터가 Bar, 
Box, Line, Point 네 가지 시각적 요소만으로도 충분
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코펜하겐의 데이터 시각화 회사 Ferdio는 데이터 과
학자와 디자이너(설계가)가 데이터를 표시하는 가장 좋
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150가지 이상의 
데이터 시각화 유형들로 구성된 ‘Data Viz Project’라
는 웹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회사는 데이터 시각화 유
형을 ‘차트(chart), 다이어그램(diagram), 지리공간
(geospatial), 플롯(plot), 테이블(table)’로 구분 짓고, 
이중 지리 공간 그룹에서 표현될 수 있는 시각화 유형
을 제안하였다.

IV. 공간기반 빅데이터 시각화 요구사항 도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공간기반의 빅데이터 시
각화 표현의 프로세스와 원리를 고찰하고 비교 검토하
였다.  

Tamara Munzner(2009)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
스로 4단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각화 설계 및 검증을 
위한 중첩모델로 Domain problem characterization, 
Data/operation abstraction design, En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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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technique design, Algorithm design
의 네 개의 생성모델을 제시하였다. 

Christa Kelleher, Thorsten Wagener(2011)는 핵
심적인 시각화 선행문헌검토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
이터 시각화를 위한 10가지 지침을 제시하였다. 

Andy Kirk(2012)은 Setting the Purpose and 
Identifying Key Factors(목적설정 및 핵심요소 식
별), Demonstrating Editorial Focus and Learning 
About Your Data(시연 및 데이터학습), Conceiving 
and Reasoning Visualization Design Option(시각
화 설계 구상 및 추론), Taxonomy of Data 
Visualization Methods(데이터 시각화 방법 분류), 
Constructing and Evaluating Your Design 
Solution(디자인 솔루션 설계 및 평가)의 프로세스로 
시각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Katy Borner는 Data 
extraction, Unit of analysis, Measures, Layout, 
Display 단계로 시각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Matthias는 Formulate the question(질문 설정), 
Gather the data(데이터 수집), Apply a visual 
representation(시각화 표현)로 주요한 시각화단계를 
제시하였다. Textbook of Information 
Design(2014)에서는 Organized data(조직화된 데이
터), Visual mapping(시각적 매핑), Visual form(시
각적 형태), Representation(전달방식)의 순서로 시각
화 프로세스를 설명하였다. Ben(2008)은 Acquire(데
이터 수집), Parse(데이터 분류), Filter(필터링), Mine
(데이터 마이닝), Represent(기본 시각화 모델 선정), 
Refine(시각화 모델 구체화), Interact(상호작용-데이
터 조작 등)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Nathan Yau(2011)
는 Visualize THIS이라는 서적을 통해 Data 
storytelling과 데이터 다루기, 도구선택의 기본적인 데
이터 시각화 단계를 설명하였고 그 중 공간시각화는 위
치특정과 시각화방법선정과 비교를 통해 시각화가 가
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출처 데이터 시각화 
모델 프로세스 세부내용

Munzner Domain problem 
characterization

-Domation situation(who are the 
target users?)
-Observe target users using 

표 2. 연구자별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existing tools

Data/operation 
abstraction 

design

-Data Abstraction(what is 
shown?)
-Task Abstraction(Why is the 
user looking at it?)
- vocabulary of information 
visualization: the output of this 
level is a description of 
operations and data types, which 
are the input required for making 
visual encoding decisions at the 
next level

Encoding/interact
ion technique 

design

- Justify design with respect to 
alternatives
- idiom(how is it shown?)

Algorithm design
- Measure system time/memory
-Analyze computational 
complexity

Christa 
Kelleher, 
Thorsten 
Wagener

Create the 
simplest graph 

that conveys the
information you 
want to convey

- Graph simplicity
- To simplify visualizations, 
remove redundancy in properties 
while ensuring that the reader 
can discriminate between the 
different visualization properties,
such as shape, color, and 
thickness

Consider the type 
of encoding 
object and 

attribute used to 
create a plot

- Selecting attributes to use 
within a plot
- Graphical encoding objects 
(points, lines, and bars) and their 
value-encoding attributes (point 
position, line length, color) are 
used to display different pieces 
of information from a dataset

Focus on 
visualizing 

patterns or on 
visualizing detail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plot

- A basic choice when selecting 
a plot is between displaying
patterns or details. This choice 
requires the selection of a type 
of
plot as well as the objects used 
to encode values within the plot

Select meaningful 
axis ranges

- Selecting a range for the 
vertical axis depends on a 
graph’'s purpose and type
- When absolute magnitudes are 
important, the vertical axis 
should begin at zero

Data 
transformations 
and carefully 
chosen graph 

aspect ratios can 
be used to 

emphasize rates 
of change for 

timeseries data

- Visualizing rate of change of a 
time-series, which refers to the 
difference in values between 
time steps, can be enhanced or 
hindered by vertical axis 
transformations
- The decision to use a 
transformation should depend on 
the dataset(s) and the intent of 
the plot, as transformations can 
change the impression of a 
graphic and hence the 
information conveyed.

Plot overlapping 
points in a way 

that density 
differences 

become apparent 
in scatter plots

For large datasets, density may 
be better visualized by 
decreasing point size

Use lines when 
connecting 

sequential data in 
time-series plots

Plots that connect 
non-sequential data or values on 
either side of a period of missing 
data with a line imply a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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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자 별 데이터 시각화 모델의 프로세스를 살
펴본 결과 Christa Kelleher, Thorsten Wagener 
(2011)가 제시한 10가지 데이터 시각화 지침을 제외하
고 공통적으로 4-5단계의 단계가 적용됨을 확인하였
다.   

change between the points.

Aggregate larger 
datasets in 

meaningful ways

-Simplicity can be difficult to 
achieve in displays of large sets 
of
quantitative or categorical data. 
Large quantitative datasets can 
be simplified via summary plots 
such as box-and-whisker plots 
or through kernel smoothing 
strategies. 
- Dataset characteristics, usually 
a combination
of quantitative and categorical 
data

Keep axis ranges 
as similar as 
possible to 
compare 
variables

- Maintaining vertical or 
horizontal axis ranges across 
subplots or combining plots for 
multiple variables enhances data 
comparison and eliminates 
misrepresentation of relative 
differences between data series.

Select an 
appropriate color 
scheme based on 
the type of data

- Using a color scheme that 
matches the type of data will 
further support the purpose of a 
plot

Andy 
Kirk

Setting the 
Purpose and 

Identifying Key 
Factors

-Clarifying the purpose of 
your project

-Establishing intent-the 
visualization's function and tone

Demonstrating 
Editorial Focus 
and Learning 

About Your Data

-Preparing and 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

Conceiving 
and Reasoning 

Visualization 
Design Options

-Choosing the correct 
visualization method

-Consider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our data

-Determining the degree of 
accuracy in interpretation

-Creating an appropriate 
design metaphor

-Choosing the final solution
Taxonomy of 

Data Visualization 
Methods

Data visualization methods

Constructing 
and Evaluating 
Your Design 

Solution

For constructing visualizations, 
technology matters

Katy 
Borner

Data extraction Searches, Broadening
Unit of analysis Common choices

Measures Counts, Frequencies, thresholds
Layout Similarity, ordination
Display Interaction, analysis

Matthias

Formulate the 
question

Asking the question that 
drives the story you’re trying to 
tell is not necessarily a task hat 
must be done at the beginning 
of the visualization journey. 

Gather the data Finding exactly the data you 
want

Apply a visual 
representation

making decisions about what 
kind of visual representation of 
the data will aid viewers in 
understanding it. 

Textbook of 
Information 

Design

Organized data 조직화된 데이터
Visual mapping 시각적 매핑

Visual form 시각적 형태

Representation 전달방식

Ben

Acquire
Obtain the data, whether from 

a file on a disk or a source over 
a network

Parse
Provide some structure for the 

data’s meaning, and order it into 
categories

Filter Remove all but the data of 
interest.

Mine

Apply methods from statistics 
or data mining as a way to 
discern patterns or place the 
data in mathematical context

Represent Choose a basic visual model, 
such as a bar graph, list, or tree

Refine
Improve the basic 

representation to make it clearer 
and more visually engaging.

Interact
Add methods for manipulating 

the data or controlling what 
features are visible

Nathan 
Yau

Telling Stories 
with Data

-데이터에 담겨진 이야기와 의미에 대
한 의문
(무엇을 찾고있는가?)

Handling Data

-데이터수집
-데이터오류확인
-데이터맥락확인(출처, 수집방법, 데이
터내용)
- 데 이 터 형 식 화 ( 구 분 텍 스
트,JSON,XML)

Choosing Tools 
to Visualize Data

-기본데이터관리 및 그래프작성(예:엑
셀,스프레드시트 등),분석과 시각적 데
이터 탐색목표 도구(IBM 매니아이즈,
타블로 등)
-프로그래밍(파이썬,PHP,프로세싱, 
플래시, 액션스크립트,HTM, 자바스크
립트, CSS,R,등)
-일러스트레이션(일러스트레이터, 지
도,ArcGIS,모디스트맵,폴리맵,R 등)

Visualizing Spatial 
Relationships

-위치특정(지오코딩서비스 통한 수집, 
위도경도 마커지정)
-점,선,버블,영역,데이터색상 지정통한 
비교
-스몰멀티플,애니케이션

목
표
설
정

수집 
및 

유형
화

도
구
선
택

시
각
표
현

Munzner

Domain problem 
characterization ●

Data/operation abstraction 
design ●

표 3. 선행연구자별 데이터 시각화단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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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과 같이  1) 목표설정 2) 수집 및 유형화 3) 도
구선정 4) 시각표현 4단계의 시각화단계로 재유형화하
였다. 1) 목표설정단계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단계로 무
엇보다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목적과 목표, 그에 
따른 질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수집 및 유형
화는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거나 이론적 고찰에서 설명
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시각화전에 데이터의 오류 등을 미리 확인하는 선행

작업이 요구된다. 세부적인 시각화 이전에 시각화 설계
의 구상과 추론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체계를 설정한다. 또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화 유형을 미리 선행할 수 있다. 3) 도구
선택 단계는 수집한 데이터의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
는 시각화도구를 선정하여 시각화디자인의 구체적인 
구상과 추론을 수행한다. 4) 시각화표현단계는 구체적
인 시각화표현방법을 통해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
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시각화 결과물로 제시한다.

빅데이터 유형별 가능한 시각화표현 유형은 다음과 
같다. 

E n c o d i n g / i n t e r a c t i o n 
technique design ●

Algorithm design ●

Andy Kirk

Setting the Purpose and 
Identifying Key Factors ●

Demonstrating Editorial 
Focus and Learning About 
Your Data

●

Conceiving and Reasoning 
Visualization Design Options ●

Taxonomy of Data 
Visualization Methods ●

Constructing and 
Evaluating Your Design 
Solution

●

Katy 
Borner

Data extraction ●

Unit of analysis ●

Measures ●

Layout ●

Display ●

Matthias

Formulate the question ●

Gather the data ●

Apply a visual representation ● ●

Textbook of 
Information 

Design

Organized data ●

Visual mapping ●

Visual form ●

Representation ●

Ben

Acquire ●

Parse ●

Filter ●

Mine ●

Represent ●

Refine ●

Interact ●

Nathan 
Yau

Telling Stories with Data ●

Handling Data ●
Choosing Tools to Visualize 
Data ●

Visualizing Spatial 
Relationships ●

행위목록

목표
설정

 Telling stories with data
 Domain problem characterization
 Formulate the question
 Setting the purpose and identifying key factors
 Create the simplest graph that conveys the 

information you want to convey

수집 및 
유형화

 Data extraction
 Gather the data
 Acquire
 Handling data
 Unit of analysis
 Data/operation abstraction design
 Demonstrating editorial focus and learning about 

your data
 Measures
 Parse
 Filter
 Mine
 Organized data
 Visual mapping
 Consider the type of encoding object and 

attribute used to create a plot
 Focus on visualizing patterns or on visualizing 

detail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plot

도구
선정

 Choosing Tools to Visualize Data
 Taxonomy of data visualization methods
 Conceiving and reasoning visualization design 

options
 Visual form
 Layout
 Encoding/interation technique design

시각
표현

 Visualizing Spatial Relationships
 Algorithm design
 Constructing and evaluating your design solution
 Apply a visual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Represent
 Display
 Refine
 Interact
 Constructing and evaluating your design solution

표 4. 데이터 시각화 모델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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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Visualizatio
n Category

예제
유형 특징

Stephen 
Few

Bar 비교

Bars encode data in a 
way that emphasizes 
individual values 
powerfully

Box 분포

 used to encode a 
range of values, usually 
from the highest to the 
lowest, rather than a 
single value

Line 패턴

Lines connect the 
individual values in a 
series, emphasizing the 
shape of the data as it 
moves from value to 
value

Point 관계

 points emphasize 
individual values, rather 
than the shape of those 
values as they move up 
and down.

They can take the 
shape of dots, squares, 
triangles, Xs, dashes, 
and other simple 
objects

Ferdio

Flow Map

Family Diagram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Correlation
Distribution
Geographical data

Isoline Map
Family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Distribution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Family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Distribution
Geographical data

Pie Chart 
Map

Family Chart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Bubble Map 
Chart

Family Chart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Distribution

Dot Density 
Map

Family Chart
Geospatial

Function Distribution

Bar Chart on 
a Map

Family Chart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Geographical data

Pin Map Family Geospatial
Function Geographical data

Route Map
Family Geospatial

Function Concept visualization
Geographical data

Connection 
Map

Family Diagram
Geospatial

Function
Concept visualization
Correlation
Geographical data

표 5.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기법
Cartogram

Family Diagram
Geospatial

Function Comparison
Geographical data

Muzam
mil 

Khan,Sa
rwar 
Shah 
Khan  

Data 
Visualization

Table

structured format, 
organized by rows and 
columns that convey 
relationships 

Pie chart

circle graph. divided into 
number of sectors, each 
circle describe a 
proportion in a whole 
quantity 

Bar chart

column chart
time use for discrete 
data not for continuous 
data 

Histogram distribution of 
continuous data 

Line chart display information in 
connected points 

Area chart display quantitative data 
graphically 

Scatter 
plot

graphical display of set 
of data in Cartesian 
coordinate,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one 
variable represent 
horizontal distance 
(independent variable) 
and second variable 
vertical distance 
(dependent variable) of 
data point from the 
coordinate axis 

Bubble 
chart

differentiated from other 
bubbles in term of its 
size and in term of its 
position 

Multiple 
Data 

Series 

The combination of 
more than one charts 
can be use together to 
achieve some big 
purpose 

Information
Visualization

Parallel 
Coordinat

es 

plot individual data 
elements across many 
dimensions 

Tree Map 
display hierarchical data 
in the form of nested or 
layered rectangles 

Entity 
Relationsh

ip 
Diagram 

constructed through 
Entity Relationship 
Modeling mechanism. 

Cone Tree 
hierarchical data such as 
organizational body etc 
in three dimensions 

Time Lin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chronological 
sequence of events 
draw along straight line 
to enable user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events easily 

Flow 
Chart 

flow sequence of data, 
flow of direction and 
control flow in a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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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각화 표현기법은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Stephen Few는 대부분의 정량적 데이터가 Bar, 
Box, Line, Point 네 가지 시각적 요소만으로도 충분
하게 표현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각각의 특징이 비
교와 분포, 패턴, 관계로 구분되어 시각화 표현될 수 있
음을 설명하였다. Bar의 형태는 개별값을 강력하게 강
조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Box는 단일 수치
가 아닌 가장 높은 값에서 낮은 값으로 범위를 인코딩
하는데 유용하다고 설명하였다. Line은 일련의 개별 값
의 연결로 값에서 값으로 이동할 때 데이터 모양을 강
조하며, Point는 개별값을 강조하며 점이나 사각형, 삼
각형 등 간단한 개체의 모양을 취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코펜하겐의 데이터 시각화 회사 Ferdio는 데이터 시
각화 유형을 크게 ‘차트(chart), 다이어그램(diagram), 
지리공간(geospatial), 플롯(plot), 테이블(table)’로 구
분 짓고, 지리공간 그룹에서 표현될 수 있는 시각화 유
형으로 Flow Map과 Isoline Map,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Pie Chart Map, Bubble 
Map Chart, Dot Density Map, Bar Chart on a 
Map, Pin Map, Route Map, Connection Map, 
Cartogram을 제시하였다. Flow Map은 다이어그램과 
지리공간 유형으로 비교와 상관관계, 분포, 지리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Isoline Map은 등고
선처럼 동일한 속성 값들을 연결한 선으로 지리공간유
형으로 비교와 분포에 유리하다.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은 지역 내 지리적 특성의 총체
적인 요약을 나타내는 통계변수에 비례하여 영역이 음
영 또는 패턴화하여 데이터를 비교, 분포하는 시각화가 
가능하다. Pie Chart Map과 Bubble Map Chart, 
Dot Density Map. Bar Chart on a Map은 차트와 

지리공간 유형으로 비교나 분포의 목적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다. 주로 지도상의 영역 위에 차트를 올려서 표
현하는 방식으로 시각화가 가능하다. Muzammil 
Khan, Sarwar Shah Khan은  시각화 기법으로 데이
터 시각화와 정보시각화 유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시
각화로는 Table, Pie chart, Bar chart, Histogram, 
Line chart, Area chart, Scatter plot, Bubble 
chart, Multiple Data Series을 제시하였다. 정보시각
화로는 Parallel Coordinates, Tree Map, Entity 
Relationship Diagram, Cone Tree, Time Line, 
Flow Chart, Data Flow Diagram, Venn Diagram, 
Semantic Network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시각화 표현기법이 Stephen 
Few의 Bar, Box, Line, Point 네 가지 시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주로 유형화됨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정량적 
데이터에 제한된 것으로 타 선행연구의 표현기법에 따
라 반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 시각화가 가능한 개
념시각화와 지리데이터 기법을 추가하여 6가지 요소로 
범위를 재유형화하였다.

using arrows 

Data Flow 
Diagram 

graphical representation 
of data flow through the 
system, and model its 
process aspects 

Venn 
Diagram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or many 
sets 

Semantic 
Network 

logical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concepts 

비교 분포 패턴 관계 개념
시각화

지리
데이터

Bar / Table ●
Box ●
Line ●
Point ●

Flow map ● ● ●
Isoline map ● ●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 ● ●

Pie Chart Map ● ●
Bubble Map Chart ● ● ●
Dot Density Map ● ●

Pin Map ●
Route Map ● ●

Connection Map ● ● ●
Cartogram ● ●
Histogram ●
Area chart ●
Scatter plot ● ●
Bubble chart ● ●
Multiple Data 

Series ● ●

Parallel Coordinates ●
Tree Map ●

Entity Relationship 
Diagram ●

Cone Tree ●

표 6. 시각화 목적에 따른 시각화 표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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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데이터는 절대 0값을 지니고 가감승제가 가능한 
수치로 절대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모든 통계데이터
를 의미한다. 즉 비율과 등간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교
나 분포, 패턴, 관계 등을 위한 시각화 목표를 위해 다
양한 시각화표현기법이 사용가능하다. 

반정형데이터는 속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여 순
서의 배열 등 시각화 표현이 가능하다. 최근의 반정형
데이터는 Open API나 XML, HTML의 형태로 제공되
며 스키마에 해당하는 메타 데이터가 데이터 내부에 존
재한다. 따라서 데이터 내부에 있는 규칙성을 파악하여 
파싱 규칙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속
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고 순서의 배열 즉 서열이 
가능하며, 데이터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같은 시각화표현 또한 가능하다. 즉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개체관계도: 말
로 되어있는 요구분석사항을 그림으로 그려내어 그 관
계를 도출하는 것. ER Diagram으로도 표현되며, 개념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작성하는 다이어그램)와 같은 
시각화가 가능하다. 

비정형데이터는 분류적인 의미로 분리적이고 비수치
적인 범주를 갖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즉 소셜데이터의 
텍스트와 같은 스크립트 파일의 형태 또는 동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논텍스트파일을 포함한다. 비정형데이터
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워드클라우드의 형태로 시각
화하거나 텍스트구조를 파악하여 SNA(Social 
Network Analysis)분석이 가능하다. 최근 미디어기기 
사용보편화로 도시민들이 생성하는 문자나 이미지, 동

영상 등과 같은 비정형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즉 도
시민들의 개인정보 속성값(위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정형데이터와 반정
형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범주의 시각화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시각적
조형요소 시각화 기법

점 Point, Dot Density Map, Pin Map, Scatter plot

선 

Line, Flow Map, Isoline Map, Route Map, 
Connection Map, Area chart, Parallel Coordinates, 
Entity Relationship Diagram, Cone Tree, Time 
Line, Data Flow Diagram, Semantic Network 

면

Bar,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Pie 
Chart Map, Bubble Map Chart, Bar Chart on a 
Map, Cartogram, Table, Histogram, Bubble chart, 
Tree Map, Venn Diagram

형 Box

음영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Area 
chart, Bubble chart

색 Isoline Map,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Cartogram, Area chart, Bubble chart

질감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Cartogram, Area chart, Bubble chart

공간 

Choropleth Map / Choropleth Heatmap, Pie Chart 
Map, Bubble Map Chart, Dot Density Map, Bar 
Chart on a Map, Pin Map, Connection Map, 
Cartogram

표 8. 디자인조형요소에 따른 특징과 시각화기법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세
스와 표현원리를 통해 시각적 조형요소인 점,선,면,형,
음영,색,질감,공간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유형화하였
다. 이는 최근 시각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기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시각화 기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 원리와 원칙은 디자인 표현의 
기본요소로 모두 함축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본 논문에
서는 근본적인 시각화기법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디
자인 조형요소를 기반으로 제시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공간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 표현에 대한 
선행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공간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각
화 제시를 위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공간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

Time Line ●
Venn Diagram ● ●

Semantic Network ●

유형 데이터
척도 시각화 표현 예시

정형 데이터
Structured Data

비율
등간

 Bar, Box, Line, Point 등 모든 
시각화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Semi-Structured 

Data
서열  Data flow

 Entity Relationship Diagram 

비정형 데이터
Unstructed Data 명목

 Cone Tree
 Venn Diagram 
 Semantic Network 

표 7. 데이터 유형에 따른 시각화 표현 예시



공간빅데이터 시각화 가이드라인 연구 111

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 즉 공간
기반의 빅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와 표현원리에 대한 
목표설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간기반 빅데이터 시각화표현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각화 자료를 통해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정확히 설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의 가시성을 최
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간기반 빅데이터 시각화 자료
는 도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효율적인 협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간정보 서비스 도출이 가능
하도록 시각화되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의 형태에 따른 시각화 기법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정형, 비정형, 반정형의 데이터 특성에 따라 
가능한 시각화 기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양한 빅데이
터간의 관계, 패턴, 비교, 분포와 같은 다양한 공간분석
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각적인 조형요소로 이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야 한다.

셋째, 공간기반의 빅데이터는 무엇보다 도시공간의 
다양한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만큼 기존의 다양한 민관 
데이터와 연계되어야 한다. 각 정보의 연계와 융합이 
가능하도록 공간정보의 표준화기술이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운영적인 측면에서 공간기반의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데이터 시각화 모
델 프로세스와 시각화 목적에 따른 시각화표현기법, 디
자인조형요소에 따른 특징과 시각화기법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연구자들이 스마트시티 공간
빅데이터 시각화연구의 주요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스마트시티에서의 공간빅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중요성
과 효율성을 강조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과 정책수립을 위한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시각화 표현 프로세스와 원리에 대한 고찰
로 실질적인 공간 서비스 및 정책개발 단계에서 각 시
각화 표현 방법에 대한 가독성 및 의미전달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한계가 있다. 향후 공간

빅데이터 시각화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실제 도시공간
의 빅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실질적인 활용과 검증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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