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가시화의 활용방법

박선희
*
, 이희만

**
, 이정배

***
, 배종환

****

*아이에이치테크, **서원 학교 멀티미디어학과, 
***부산외국어 학교 컴퓨터공학과, ****공주 학교 군사정보학과

e-mail:sadal@hanmail.net

Reinterpreting and utilizing data visualization 

based on public data

Seon-Hui Bak*, Hee-Man Lee**, Jeong-Bae Lee***, Jong-Hwan Bae****

*IHTECH, **Dep. of Multimedia SeoWon University,  
***
Dept. of Computer Engineeri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t. Military Science and Information, Kongju University

요       약
IoT, 소셜미디어, 스마트 폰, 웨어러블 기기의 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가 폭발 으로 증가해 바

야흐로 “빅 데이터” 시 가 다가왔다. 이에 정부와 기업에서는 빅 데이터를 효율 으로 사용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고 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  빅 데이터를 이용한 시각화는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자료로부터 데이터를 얻는 시간을 단축하고 즉각 인 상황 단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데이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에 한 연구는 재까

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가시화의 활용방법

에 해 제안한다.

1. 서론

 1.1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

 최근 IoT(Internet of Things), 소셜미디어, 스마트 폰, 웨

어러블 기기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가 폭발 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서는 효율 인 

빅 데이터 활용을 해 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힘

쓰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작권 등의 문

제로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

제들이 많다[1]. 

 재 빅 데이터의 시 가 도래해옴에 따라 빅 데이터의 

정의 한 다양해지고 있다. 빅 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매우 방 하다.  생성주

기가 짧고, 형태가 다양하다. 빅 데이터는 크게 3V로 나  

수 있다. 첫째, 볼륨(Volume)이다. 볼륨은 데이터의 양으

로, 사용하지 않고 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써 새로운 지식이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다. 둘째, 데이

터 입출력 속도(Velocity)이다. 빅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

란, 데이터가 생성, 장 되며 데이터의 가시화가 되는 과

정이 어느 속도에 이 졌는가에 한 정의이다. 셋째, 다

양성(Variety)이다. 앞서 말했듯이 데이터에는 수많은 데

이터가 있는데, 표 으로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

이터로 구분된다. 정형 데이터란 고정된 필드에 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베이스와 스 드시트 등을 로 들 수 있다. 비정형 데

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

한다. SNS에 올라오는 상과 페이스북, 이미지 일, 음

원 일 등을 로 들 수 있다. 수많은 형태의 데이터들 

에서도 비정형 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2/3를 차지하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비정형 데이터의 정확한 정

보 추출을 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요하다. 

.

그림 1. 빅 데이터의 3V

 수많은 데이터들  공공데이터(Public Data)는 정부 

는 공공기 의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상 으로 가치가 높지만 이를 분

석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1.2 데이터 가시화

 빅 데이터의 활용 방법은 표 으로 데이터 가시화가 

있다. 데이터 가시화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표 한 것으로, 도표(graph)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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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통해 데이터를 명확하고 효과 으로 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자료로부터 데이터의 정

보를 얻는 시간을 단축하고, 즉각 인 상황 단이 가능하

여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표 인 데이터 가시화 방법으로는 인포그래픽이라는 

기술이 있다. 인포그래픽은 그림 2와 같이 요한 정보를 

한 장의 그래픽으로 표 해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래픽 메시지이다[2]. 

그림 2. 인포 그래픽스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효율 인 분석과 빠른 의사

결정을 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해 제안한다. 

 Spotfire 솔루션을 기반으로 정부 3.0 보건의료분야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암 발생률을 활용하여 가시화를 

구 하 다. 

3. 본론

 빅 데이터를 통한 분석은 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의 원인 분석이 가능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

를 해 빅 데이터의 시각화의 요성은  더 고도화 

되고 있다. 빅 데이터의 시각화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

 표 에 더 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그 기 때문에 

정보형 메시지를 달하여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하는 경

우가 많고, 데이터를 기 로 해석된 의미의 설득형 메시지

를 달하기 한 경우에는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를 해 Spotfire의 솔루션

을 사용했다. Spotfire의 주요 이 은 정보 분석  의사 

결정을 시속하게 마무리 한다. 어떤 비즈니스 로세스  

데이터에 해서도 공통 인 다이나믹한 분석 환경을 가

능하게 한다.  Spotfire에서는 다양한 차트들을 제공한

다는 에서 강 을 갖는다[6]. 

 기본 인 차트로는 막 그래 , 선 그래 가 있다. 막   

그래 는 데이터의 여러 범주에 한 값을 비교할 수 있

으며 선 그래 는 부분 시간별 추세를 표시하는데 사용

한다. 콤비네이션 차트는 단일 시각화에서 막 와 선 모두

를 표시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오버 이 효과로 인해 

막  상단에 선이 그려지므로, 데이터의 여러 칼럼이나 범

주에 한 값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 그래 는 섹터로 분할된 원형 그래 이다. 이 그래

는 상  기 에서 데이터의 여러 범주에 한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각 이 섹터는 특정 범주를 나타

내고, 해당 크기는 체 값에서 범주가 차지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나타낸다. 

 Spotfire에서는 다소 생소한 차트들도 제공하는데 그 

로는 산 도 좌표계와 트리맵, 평행 좌표 그래 가 있다.

 산 도 좌표계의 산 도는 표식이 2차원 좌표계로 표시

되며, 이는 두 차원에서 데이터가 분포되는 방식의 개요를 

얻는데 유용하다. 트리맵은 계층 으로 구조화 할 수 있는 

용량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 트리맵은 다르게 

크기가 지정되고 색상이 지정된 사각형을 사용하여 표시

한다. 평행 좌표 그래 는 단일 시각화 내에서 유형이나 

크기가 완 히 다른 데이터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며 

패턴 검사에도 유용하다. 그림 3에서 설명하는 평행좌표계 

그래 의 내용은 높은 SATA평균 수를 기록할수록, 

SAT 응시자 비율이 낮은 것을 한 에 볼 수 있다. 이

듯 평행좌표 그래 는 여러 변인들의 상 계를 한 화면

에 볼 수 있다는 에 비해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복잡해

져 보기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4].

그림 3. 평행좌표계 그래

 본 논문에서 시각화할 공공데이터는 그림 4와 같다. 본 

자료는 정부 3.0 홈페이지에서 Excel 일을 직  다운로

드 받을 수 있다.

그림 4. 공공데이터 보건의료분야 정부3.0 암 발생률 자료

Spotfire의 가시화에 앞서 엑셀 일을 Spotfire에 import 

한다. [add data tables]-[add]–[fire]를 클릭하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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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하고 싶은 데이터를 찾아 클릭한다. 

           그림 5. Spotfire에서 import 하기

 

그림 6. 엑셀 데이터의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

Spotfire는 자신이 import한 자료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

를 가시화하지 않도록 테이블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불필요한 체 암 발생률과 국제질병분류 Column

은 ignore를 체크하여 비활성화 하 다.

 테이블을 활성화 시키면 그림 7과 같은 테이블에 맞는 

시각화를 권한다. 사용자가 직  시각화 할 필요 없이 원

하는 차트를 선택하면 자동 으로 시각화를 실행한다.

그림 7. Spotfire Recommended visualizations 화면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트리맵 방식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4와 같은 엑셀 데이터는 어떤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험한지를 한 에 가늠하기 어

려운 반면, 그림 8과 같이 데이터가 시각화 된다면 한 

에 알아 볼 수 있고, 병원에서는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

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8. 엑셀 데이터를 tree map 형식으로 시각화

그림 9는 남자 암 발생률  여자 암 발생률의 차이 을 

통해 성별에 따른 암 발생률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 에 

악 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이다.

그림 9. 남녀 암 발생률 비교 산 도 그래

4. 결론

 재 까지 본 논문에서는 정부 3.0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제공하는 ‘암 발생률’에 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시화하

는 방법에 해서 제안하 다. 국내의 인터넷이 활성화 되

었던 2000년 부터 방 해지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할지는 오늘날에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세계 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정형화데이터뿐만 아니라 

반 정형, 비정형 데이터도 막 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

기 때문에 데이터의 시각화의 요성은 더욱 고도화 되

고 있다. 이에 하여 빅 데이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시화의 방식과 차트들의 특징을 종합 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들이 직 이면

서 한 에 악할 수 있게 구성을 하 다. 이를 통해 사

용자들은 가시화된 데이터를 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이 가

능하게 된다. 향후 연구로는 본 논문을 토 로 3D 형태의 

시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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