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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비즈니스 정보들을 효율 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각화 기술에 해 소개한다. 본 기술은 

모바일 환경에서 수집된 량이며 다차원 형식을 지닌 데이터들을 문가들이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

도록 3차원 공간에서 정보를 시각화의 기능을 제공한다. 본 기술의 장 은 PC환경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 분석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며, 스마트 폰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기능들을 통해 보다 

자연스러운 인터랙션 기반의 효율 인 작업성과를 기 할 수 있다. 

1. 서론

   량의 비즈니스 정보들의 리와 활용을 하여 효율

인 데이터 처리를 한 분석 도구에 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의 수집된 데이터들의 분석

을 한 연구의 규모가 차 커지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서 량이며 다차원 데이터들의 3차원 시각화 표 을 

해서는 고품질의 그래픽 엔진이 필요하나, 이를 고려한 연

구는 미흡하다[1]. 이에 따라 본 기술은 모바일 랫폼에

서 높은 품질의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언리얼엔진3를 기

반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데이터 분석  시각화 기술을 

제안한다. 언리얼엔진3는 3차원 그래픽 기술, 물리효과  

인터페이스 등을 제공해주어 게임분야 뿐만 아니라 비게

임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개발자들이 쉽게 게임을 개

발할 수 있도록 GUI를 갖춘 에디터를 제공해주며, 엔진 

코어에 기반한 언리얼 스크립트도 제공해 다[2].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각화 기술은 애  iOS 랫폼용 

게임 개발이 가능한 언리얼엔진3를 이용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스마트 폰의 편리한 인

터페이스 기능들을 기반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통해 문가들이 편리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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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2. 비즈니스 정보 분석을 한 시각화 기술

   량의 다차원 형식을 지닌 비즈니스의 정보의 분석을 

하여 3차원 기반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며, 그림 1은 시

각화 도구를 통한 데이터 분석의 한 장면이다. 

(그림 1) 데이터 분석을 한 3차원 시각화 도구

  

   시각화 도구는 WPF 랫폼을 활용하여 OLAP 데이터

를 2/3차원으로 시각화하며, 시각화된 데이터를 GUI로 분

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WPF(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는 3차원 그래픽을 한 3차원 

공간상의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며, Windows PC환경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랫폼이다. 이를 기반으로 개

발된 시각화도구는 XML기반 3차원 차트 표  기술을 가

지고 있어 다른 랫폼으로의 이식성이 높다[3][4]. XML

기반 3차원 차트 표  기술을 통해 휴 성  이용성이 

높은 스마트폰으로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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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마트폰에서의 시각화 기술

   스마트 폰에서의 시각화 기술을 하여 개발자들을 

한 언리얼 개발 키트 (UDK Mobile, Unreal Development 

Kit) 모바일 버 을 사용하 다[5]. 그리고 이식성이 높은 

XML기반 3차원 차트 표  기술의 스크립트를 언리얼 스

크립트로 변환하여 시각화 기술의 데이터로 사용하 다 .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에서 데이터

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분석할 데이터 련 정보

   사용자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정한 후에 그림 2

와 같은 련 정보를 상이나 이미지를 통하여 볼 수 있

다. 이후 인터랙션을 통하여 분석할 데이터에 한 3D차

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림 3) 3차원 공간상에서의 데이터 시각화

   그림 3의 3D차트는 언리얼 스크립트에 정의된 데이터

가 시각화된 결과이다. 사용자는 화면 양 사이드의 원을 

통하여 3차원 공간상의 카메라를 이동  회 시킬 수 있

어, 자신이 원하는 시 에서 효율 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 한, 데이터들은 각각 Bar 객체로 시각화하 으

며, Bar 객체를 피킹함으로써 각 Bar에 한 정보를 화면

상의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비교하고 싶은 두 열

의 Bar 객체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완료되면 두 

열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열들의 Bar 

객체들은 사라진다.

   그림 4는 선택된 두 열에 한 데이터를 보여 다. 사

용자는 원하는 시 으로 카메라를 조 하면서 시각 으로 

쉽게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으며, Bar 객체를 피킹하게 

되면 해당 열에 한 디멘젼 정보  Bar 객체의 데이터 

값을 화면에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

을 이용하여서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 한 맞춤형 정

보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그림 4) 분석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3. 결론

   본 논문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하여 모바일 환경에

서도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3차원 시각화 기술을 

소개하 다. 본 기술은 3차원 공간상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해주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모바일 환경에서 데이터 분석

을 할 수 있게 하 다.

   향후 연구 계획은 데이터를 성격에 따라 Bar 차트뿐만 

아니라 Pie 차트, Area 차트 등 다양한 차트 기능과 메뉴

를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데이터 비교 분석

을 하기 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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