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1초에 56만 GB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 하였다. 빅데이터(Big Data)란 대용량 데이터를 통하여 작은 용량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통찰, 가치를 추출해 내는 일

로서 이를 활용하여 시장, 문화 등 많은 분야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 ‧ 정치 ‧ 경제 ‧ 문화 변화를 포괄적으로 표현한다[1]. 빅데

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빅데이터의 올바른 활용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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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기술 중 하나인 데이터 가시화 기술은 빅데이터(Big Data)와 함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최근 

데이터의 성격이 인터랙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로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가시화 또한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

게 되었고, 사용자와 데이터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렉티브한 가시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사용자가 그래프

를 자유롭게 조작하거나 원하는 시점에서 그래프를 살펴 볼 수 있는 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지각과 인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Plotly 패키지와 R-Studio와 산포(Scatter) 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195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대수명과 1인당 

GDP의 통계 데이터를 3D 애니메이션 형태의 인터랙티브 가시화 콘텐츠를 구현하였다. 가시화된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선택과 재정

렬, 회전과 확대,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Data visualization technology, one of the key technologies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made great progress with Big 

data. Recently, as the nature of data has developed into interactive media, data visualization has been conside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user experience, and interactive visualization capable of interacting with users and data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teractive 

graphs have the advantage of intuitive and efficient information perception and recognition, allowing the user to manipulate the graph 

freely or to look at the graph at any point in time. In this paper, we implemented 3D visualization of interactive visualization contents 

of statistical data of life expectancy and per capita GDP from 1952 to 2007 using Plotly package, R-Studio, and scatter visualization 

technique. The visualized interactive graph uses selecting and reordering, rotation and expansion, and filte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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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데이터의 성질과 의미, 가치 판단에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파일, 텍스트, 이미지, 음성과 같이 많은 데이터가 비정형을 나타내고, 데이터의 전파성

이 높아 중요 패턴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2]. 이러한 영향으로 사용자가 데이터의 성질 및 특성파악,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어려

움을 겪게 되고 이는 빅데이터 활용을 감소시킨다. 이처럼 정보 과잉 시대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들을 시각적 묘사를 통하여,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데이터 가시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 가

시화(Data Visualization)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 그래프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3]. 단

순히 도표와 그래프로 가시화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활용 방법이다. 이미 데이터 가시화를 위

한 다양한 가시화 기법이 존재하며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4].

최근 데이터의 성격이 인터랙티브 미디어(Interactive Media)로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가시화 또한 사용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데이터 가시화 중에서도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강조한 인터랙티브 그래프가 주목

받고 있다. 인터랙티브 그래프(Interactive Graph)는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하며 실시간으로 형태가 변하는 그래프를 의미한다. 기

존의 데이터 가시화 기법에 인터랙티브한 특성을 반영한 그래프로 사용자는 그래프를 자유롭게 조작하면서 원하는 관점에서 그

래프를 살펴볼 수 있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지각과 인지가 가능하다[5,6].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성을 갖는 인터렉티브 가시화 콘텐츠 구현을 통하여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구현하였다. 구현한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3D 형태의 애니메이션 그래프로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시각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 중 선택과 재정렬, 회전과 확대, 필터링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195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대수명과 1인당 GDP의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개발 가시화 솔루션은 R-Studio와 Plotly 패키

지, 산포(Scatter) 가시화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하였고 2장에서는 빅데이터, 인터

랙티브 가시화 기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가시화 콘텐츠를 구현하였

고,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으로 끝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인터렉티브 가시화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정의와 영향 및 전망, 인터랙티브 정의 및 구성 요소,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을 검토하였다. 

2.1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크게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과 데이터 규모의 측면, 데이터의 분석 비용과 기술의 측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트너(Gartner)는 데이터 활용적인 측면에서 ‘통찰력 향상 및 의사 결정 비용 대비 높은 효율과 효율적인 

도움을 주는 대용량, 빠른 속도와 다양성을 가진 정보’라 정의 하였고[7] 맥킨지(Mckinsey)는 데이터 규모의 측면에서 ‘기존 데이

터베이스 관리도구로는 저장, 관리, 분석 가능한 용량을 초과한 데이터’라 정의했으며[8]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데이터 분석 비용과 기술의 측면에서 ‘다양하고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낮은 기회비용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의 초고속으

로 수집 ‧ 발굴 ‧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및 아키텍처’라 정의했다[9]. 이처럼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보는 관점에 따라 정

의된다. Table 1과 같이 가트너는 빅데이터를 용량(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을 가진 정보 자산이라 정의하였다. 

이후 빅데이터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며 가변성(Variability)이 추가되어 4V라 부르기도 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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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ur components of big data

구분 내용

Volume

SNS popularization, Introduction of computerized systems in all areas including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Increase of big volume media content due to advancement of network technology,, Increased data gener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ter-object communication sensor technology

Velocity
Increase of real-time information due to popularizat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LTE, 

Increased data processing and analysis speed

Variety
Diversification of non-standardized data types, such as video and photographs, rather than standardized data of 

existing specific formats

Variability
Expanded concept from the existing three components, The limitations of use and distribution and the meaning of 

the data, such as data holders and time flows, can vary.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향은 크게 기업 ‧ 정부 ‧ 소비자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업에게는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

며 이를 통한 기업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정부는 사회의 변화를 미리 추측하는 등 미래 의제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

자의 경우 기업과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얻어낸 효과가 전이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음으로써 기회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는 기업, 정부, 민간의 데이터 활용 방식과 

분석 기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11-13].

Fig. 1과 같이 IDC에서 발표한 ‘디지털 유니버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 양은 2년 간격으로 2배씩 급증

하여 2020년도에는 40제타 바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의 증가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며 이에 맞추어 빅 데이터와 데

이터 가시화 기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4]. 

Fig. 1. Increasing trend of digital data, IDC

2.2 인터랙티브 가시화

인터랙티브(Interactive)는 상호간의 뜻을 지닌 인터(Inter-)와 활동적의 뜻을 지닌 액티브(Active)의 합성어로 상호 활동적, 양

방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대부분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음성 인식 합성도 가능하며 워드 프로

세서나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인터랙티브 아트 등 컴퓨터 이외의 분야에서

도 자주 사용된다[14]. 사용자가 제공 받는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어 내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인터랙티브 가시화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정보 시각화 표현 방식이다. 초당 56만 GB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빅

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의미 파악과 전달, 신속 ‧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과 방법 및 형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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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 속성의 인터랙티브 가시화가 등장하였으며, 사용자가 그래프 조작을 통해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시화 영역이 등장하게 

되었다. 데이터 시각화는 디지털 미디어의 속성인 인터랙션(Interaction)에 의해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

랙티브 가시화는 기존의 가시화 개념을 탈피하여 인터랙티브한 속성을 가짐으로서 확장된 표현이 가능해졌다[15]. Table 2는 인터

랙티브 요소 중 많이 다루어지는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방향(Direction), 반응성 요소(Reactive Element), 통제성(Controllability), 

개인화(Personalization)로 구분할 수 있다[16].

Table 2. Interactive components

구분 내용

Direction Communicate messages between two or more parties. Interactive, role exchange, interconnection

Reactive element
Reactivity to the degree of sending and receiving messages. Time, perceived responsiveness, speed, responsiveness, 

feedback, sensitivity, concurrency

Controllability The degree to which the user controls the interaction

Personalization Custom fit to meet individual needs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들은 기존의 데이터 가시화 기법인 시간 가시화, 분포 가시화, 관계 가시화, 비교 가시화, 공간 가시화

에 인터랙티브 기법을 결합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Selecting), 질의(Querying), 필터

링(Filtering), 연결(Linking), 재정렬(Reordering) 등의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을 사용하였다[17]. 

선택(Selecting)은 시각화된 정보 중에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특정 정보를 선택했을 때, 선택된 정보에 대

한 상세 정보를 출력한다. 질의(Querying)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곳에 사용되며 관련된 정보나 검색을 통

하여 빠른 시각화가 가능하다. 필터링(Filtering)은 시각화할 정보를 필터링하여 사용자 필요로 하는 정보만 시각화하는 기법으

로 맞춤형 상황인지와 결합하여 키워드 등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시각화 한다. Fig. 2는 선택, 질의, 필터링의 일

례를 보여주고 있다. Fig. 3의 연결(Linking)은 관련된 다른 정보 공급원을 안내하는 것으로 하이퍼링크(Hyperlink)와 유사하며 

기존 가시화한 데이터 이외에도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Fig. 4의 재정렬(Reordering)은 시각화된 정보

를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과 상태로 정리하여 시각화하며 이미 시각화 된 그래프를 재정리 할 수 있다. 

Fig. 2. An example of select, querying, and filter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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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linking technique

Fig. 4. An example of reordering technique

3. 콘텐츠 구현

인터렉티브 가시화 기법 중 선택과 재정렬, 확대와 회전, 필터링 기법을 사용하여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구현하였으며, 빅데이터 

중에서도 195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대수명과 1인당 GDP 통계 데이터를 가시화 하였다. 개발 가시화 솔루션은 R-Studio와 

Plotly 패키지를 , 데이터 가시화 기법으로는 산포(Scatter) 기법을 활용하였다.

3.1 데이터 다운로드와 작업환경 구축

먼저 GitHub에 접속하여 plotly/datasets/gapminderDataFiveYear.csv 데이터를 다운로드 한다. 이후 R-Studio를 실행하여 plotly, 

dplyr 패키지를 install.package() 명령어를 통하여 다운로드 하고 library() 명령어를 통해 다운받은 plotly, dpltr 패키지를 로드한

다. plotly는 인터랙티브 가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패키지며, dplyr는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패키지로서 plyr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불필요한 함수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처리속도가 매우 빠르다.

GitHub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작업공간으로 불러오기 위하여 read.csv()명령을 통하여 데이터를 로드한다. 이때 파일의 경

로는 역슬레쉬(\)가 아닌 슬래쉬(/)를 사용하여야 R에서 파일의 경로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로드한 데이터는 read.csv()명

령의 결과를 담은 변수의 명을 입력하거나, Fig. 5와 같이 Environment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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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ata verification

3.2 plot_ly()를 통한 인터랙티브 가시화

데이터 로드 및 작업환경 구축이 끝나면 plotly::plot_ly()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가시화한다. Fig. 6의 인터래티브 

가시화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 중 회전과 확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plot_ly()함수의 x, y, z 축에 읽어 

들인 데이터의 gdpPercap, lifeExp, pop 백터를 입력하고 type과 mode를 scatter3d, markers로 설정하여 생성될 그래프를 3D 그래

프로 설정한다. 이후 재정렬 기법을 위하여 frame 속성에 year 백터를 입력하여 연도별로 데이터 재정렬 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수에 따라 scatter의 size의 차이를 주기 위해 size에 pop 벡터를 입력하고, 필터링을 위하여 color에 continent 벡터를 입력하여 이

후 범례에서 나라를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택 기법은 text 변수에 paste() 함수를 통하여 마우스를 scatter에 올려놓았을 

때 보여 질 텍스트와 벡터를 입력한다. 

Fig. 6. Interactive visualizatio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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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dplyr 연산자인 %>%를 사용하여 layout()과 animation_opts()를 설정한다. 먼저 layout()에서는 그래프의 타이틀과 x, y, z 

축의 범례명, 범위와 타입을 설정한다. animation_opts()에서는 play 버튼을 눌러 연도별 데이터의 변화를 애니메이션 시 frame 값

(ms)을 설정할 수 있으며 animation_button()는 play버튼의 위치, animation_slider()는 슬라이더의 위치와 현재 가시화된 데이터

의 시점을 표시하는 텍스트를 설정할 수 있다. 

Fig. 7은 1952년 기대수명과 GDP 통계 데이터 및 인구수를 선택 기법을 적용하여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를 얻었다. Fig. 8

은 2007년 대륙별 기대 수명과 GDP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재정렬, 확대, 회전, 선택 기법을 적용하여 인터랙티브 가

시화 그래프를 얻었다. Fig. 9는 Fig. 8의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 에서 아시아 위주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 확대, 회전, 선택 기법

을 적용하여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를 얻었다. Fig. 10은 Fig. 8의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의 데이터

를 보기 위해서 필터링 기법을 적용하였다. 기대 수명과 GDP 등 주어진 통계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로 구현하여 

2007년의 대륙별 기대 수명과 GDP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숫자로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브러리 제공하고 있는 R-Studio는 단순 가시화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

Fig. 7. Life expectancy and GDP data in 1952 : selecting technique

Fig. 8. Life expectancy and GDP data in 2007 : reordering, expansion, rotation, and selec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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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ife expectancy and GDP data in 2007 : expansion, rotation, and selecting technique

Fig. 10. Life expectancy and GDP data in 2007 : filtering technique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lotly 패키지와 R-Studio를 통해 195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대수명과 1인당 GDP 통계 데이터를 인터랙티브 

형태의 3D 애니메이션 가시화 방법에 대해 제안하였다. 현대 사회는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인터랙티브 미디어 시대를 

만들어 냈다. 사람들은 단순히 감상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형태로 보길 원한다. 

이를 위한 인터랙티브 가시화 그래프는 앞으로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티브 가시화 기법으로 선택과 재

정렬, 회전과 확대, 필터링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보고자 하는 그래프의 확대와 회전, 대륙별 데이터 필터링이 가능했

고, 슬라이더 바를 통해 원하는 시점으로 데이터를 재정렬 할 수 있었다. 또한 Play 버튼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하여 그래프의 동

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했다. 이처럼 인터랙티브 그래프는 인터랙션에 의해 사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래프의 정보

를 재가공하는 등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정보 지각과 인지가 가능했다. 사용자가 데이터의 의미 파악과 전달, 의

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기존의 데이터 가시화 기법만을 사용했을 때 보다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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