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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유동해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가시화 어 리 이션을 한 동  기능 구성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해석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이용, 데이터 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시화 련 기반 

지식이 없는 유동해석 분야 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원하는 가시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다. 제
안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을 검증하기 해 응용 분야 문가들을 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진

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1. 서론  

   유동 해석이란 유체와 표면간의 상호작용  그로 인

한 흐름의 변화와 련 특성을 악하는 해석을 가리키는 

것으로, 특히 이  한 분야인 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이후 CFD)은 컴퓨터 시

뮬 이션을 활용, 열이나 유체의 흐름을 수치 기법의 알고

리즘으로 해석하는 학문을 가리킨다. 특히 CFD 분야는 

자동차나 항공기 설계 분야에서 실험을 체하는 방식으

로 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고성능 컴퓨  기술의 발달

은 시뮬 이션 데이터의 정 도를 높임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크게 향상시켜 왔다. 반면 이런 정 한 시뮬 이

션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의 크기와 복잡도 역시 기하

수 으로 커졌으며,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보다 직 으

로 분석하기 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데이터 

가시화 기술이다. 이런 데이터 가시화 기술을 응용 연구자

들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시화 응용 어 리

이션이 개발돼 왔다.

   가시화 응용 어 리 이션의 사용자는 응용 연구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가시화 기술보다는 시뮬 이션 

데이터 방면에 보다 문 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된 가시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범용의 데이터 

가시화 기능 주로 구성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응용 연

구자의 가시화 어 리 이션에 한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래해 왔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

이스는 유동해석 분야 응용 연구자의 사용성을 고려해서 

구성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해당 분야 연구자가 보다 효

율 으로 손쉽게 시뮬 이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

시화 어 리 이션 개발의 토 를 제시한다.

2. 련 연구 

  ParaView는 Kitware사에서 개발한 범용 가시화 어 리

이션으로 VTK(Visualization ToolKit)[1]을 기반으로 개

발된 오 소스 소 트웨어다. ParaView는 여러 응용 분야

의 데이터에 한 범용 가시화 기능을 지원함에 따라 다

양한 기능을 유연성 있게 데이터에 용하는 것이 가능[2]

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에서 보는 시각으로 분석해봤을 때

는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에 비해 UI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서 일반 사용자들이 가시화에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CFD 분야에 특화된 가시화 어 리 이션으로는 

EnSight[3]와 Tecplot[4]을 들 수 있다. 이 두 어 리 이

션은 CFD 데이터의 후처리를 한 어 리 이션으로 응

용 연구자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 

사용 패턴에 한 고려가 없이 설계된 UI를 제공하기 때

문에 CFD 분야에 문화된 가시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 연구자들이 사용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

   소 트웨어의 품질을 정의하는 은 다양하게 나타

날 수 있으나, 엔드유  입장에서는 UI가 소 트웨어의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소 트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람과 정보 매체의  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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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  기능 구성을 한 Dynamic Feature Coordinator

이라 표 하며, 그 개념은 보다 사용하기 편한 시스템을 

만들기 해 사용자의 인지  측면에서 디자인하고 사용 

편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5]. 이런 사용 편리성은 사용자

의 필요와 요구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시스템을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용성에 한 국

제 표  가이드인 ISO 9241-11은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만족성(satisfaction)으로 사용성을 

정의한다[6].

본 논문에서는 사용성에 한 국제 표  가이드인 ISO 

9241-11[6]에서 정의한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

(efficiency)  만족성(satisfaction)을 이용해서 제시한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한 객  지표를 제시한

다.

3.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3.1 기존 유동해석 데이터 가시화 어 리 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사용자의 사용성 에서 기존 가시화 어 리 이션

을 분석한 결과, 기존 UI의 문제 은 다음과 같다.

∙범용성

  일반 으로 가시화 어 리 이션은 다양한 응용 연구 

분야를 지원하기 한 범용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토 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문 분야 사용자의 필요성은 간과한 

상태로, 모든 가시화 기능을 나열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

다. 이런 범용 UI 구성은 응용 연구자들에게 복잡하고 사

용하기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원하는 기능을 인지하

는데 많은 노력이 수반된다.

∙기능 개체 심 UI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 완성을 한 워크 로우

(workflow)를 무시하고 구  편의성을 주로 구성된 개

체 심 UI의 문제 은 한 기능을 수행하기 해 사용자

가 여러 단  기능을 악하고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성의 UI는 가시화 문가가 아닌 응용 문가인 

사용자가 직 으로 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종 

목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까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야하기 때문에 수행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용 빈도  용어를 고려하지 않은 UI 배치

   많은 기능을 나열할 경우, 사용빈도가 높은 기능을 최

우선으로 주요 메뉴에 배치한다면 사용성과 작업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가시화 어 리 이션들은 

사용 빈도에 한 고려 없이 나열식으로 UI를 배치했다.

  3.2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반 으로 가시화 어 리 이션의 사용자는 가시화, 

혹은 산 련 지식보다는 시뮬 이션 데이터가 기반하

는 응용 분야에 보다 문 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응

용 분야에 한 특정 가시화 기능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시화 기능보다는 데이터에 한 이해

도가 높은 편이며, 특정 데이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주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할지에 한 

단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다. 즉, 응용 분야 사용자들은 가

시화 기능에 한 선택을 먼  내리고 이후 용할 데이

터 구성요소를 선택하는 형태의 UI보다는 데이터 구성요

소에 한 용 기능을 선택하는 형식의 UI에 보다 쉽게 

응할 수 있으며 보다 효율 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시뮬 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  UI를 구성하기 

해서는 시뮬 이션 데이터에 한 정보를 사 에 확보, 분

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서 시뮬 이션 데이터에 

한 메타 데이터를 활용한다. 유동해석 데이터의 경우, 

메타 데이터에는 시뮬 이션 데이터를 구성하는 역과 

변수에 한 정보가 기록된다. 즉, 데이터 구성요소의 명

칭, 데이터 타입, 속성 등의 정보가 기록되며, 이 메타 데

이터는 어 리 이션 사용에 앞서 사 에 장돼야 한다.

   데이터에 한 메타 정보는 데이터 로딩 작업을 수행

하면서 어 리 이션에서 로딩하며, 로딩된 메타 데이터는 

동  기능 구성부(Dynamic Feature Coordinator)로 달

된다. 동  기능 구성자는 메타 데이터를 싱하는 서, 

메타 데이터 분석자  동  기능 구성자로 구성된다. 

서는 서버로부터 읽어 들인 메타 데이터를 싱, 분석자로 

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분석자는 싱된 메타 데이터

를 토 로 데이터 구성요소에 한 기능 연결을 한 데

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동  기능 구성자는 분석된 메타 

데이터를 토 로 각 데이터 구성요소별로 실행 가능한 기

능을 구성해 넣음으로써 사용자 선택에 따라 기능 UI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림 1). 결과 으로 동  기능 

201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2017. 11)

- 1002 -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2017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7. 11)

구성부는 각 데이터 구성요소에 해 속성  실행 기능 

목록으로 구성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며, 이 컨텍스트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선택에 기반한 동  기능 UI가 

구성된다. 

   기존의 유동해석 데이터 가시화 어 리 이션은 부

분 데이터 속성에 따른 기능 분류 없이 기능 나열식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익숙하지 않은 가시화 용어

로 구성된 기능을 먼  선택한 후, 용할 데이터 구성요

소를 선택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능을 히 선택하기 어

려울뿐더러 용할 수 없는 기능 선택으로 인한 기능 오

류율도 높았다. 그러나, 동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구성요소를 먼  선택하면 해당 데이터 속성에 해 실행 

가능한 기능만을 나열하는 방식이므로 사용자는 보다 쉽

게, 오류 없이, 효율 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가시화할 수 

있다.

4. 결과

  응용 연구자들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서 구성 유동해

석 데이터 가시화 어 리 이션의 체 인 UI 이아웃

은 (그림 2)와 같다. 동  기능 구성을 한 핵심 UI는 리

스트 패 과 옵션 패 로, 리스트 패 에는 데이터 구성요

소를 나열해서 선택할 수 있게 구성하고, 옵션 패 에는 

선택된 데이터 구성요소를 토 로 기능을 선택하고 기능

에 따른 옵션을 입력할 수 있게 했다.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사용성에 한 객

성을 확보하기 해 ISO 9241-11에서 정의한 지표인 

효과성, 효율성, 만족성의 3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참가자는 향후 사용자 그룹이 될 

가능성이 높은 5명의 산유체공학 문가들로 구성했으

며, 기존에 CFD 분야 해석 도구 사용 경험이 있는 사용

자들이다.   사용성 측정을 해 CFD 분야에서 주로 사

용하는 가시화 련 주요 기능  12가지 기능을 선정, 시

나리오를 구성했으며, 상용 유동해석 어 리 이션인 

EnSight와 비교 분석했다.

 ∙효과성

 사용성 에서의 효과성이란 사용자가 주어진 작업을 

끝낼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요소로, 본 실험에서는 

도움 요청 횟수와 조작 에러 발생 횟수를 측정했다. 해당 

시나리오를 모두 수행하는 동안 동  기능 구성 UI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도움 요청 횟수는 체 1회 으며, 조작

오류 발생 횟수는 2회 다. 반면 EnSight의 도움요청횟수

는 12회로 사용자마다 평균 2.4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EnSight에서 발생한 조작 오류는 모두 5회다.

 ∙효율성

   효율성이란 작업 수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본 실험에서는 주요 작업의 평균 수행시간을 측정

함으로써 효율성을 측정했다. 

   각각의 주요 작업에 한 평균 수행시간은 <표 1>과 

같다.

 

(그림 2) UI 이아웃

기능

동  기능 구성 기반 
UI( )

EnSight( )

수행시간 표 편차 수행시간 표 편차

데이터 로딩 38.2 13.1 94 12.5

오 젝트 조작 18 4.7 26.4 13.0

Cutting Plane 생성 36.2 18.4 163.4 35.2

Cutting Plane 
이동/회

97 138.9 67.7 54.0

Cutting Plane 삭제 9.6 4.2 21.6 16.9

CoutourLine 생성 45 16.9 50.8 11.7

IsoSurface 생성 25.4 7.4 48.2 20.1

IsoSurface 삭제 5.4 3.5 9 3.1

애니메이션 실행 34.8 15.0 56.2 16.8

Strealine 생성 78.8 23.1 146.2 27.8

Particle Tracing 11 6.8 111.2 50.2

이미지 장 7.2 3.9 40 41.5

총 평균 수행시간 33.9 69.6

<표 1> 주요 작업 평균 수행시간  표 편차

   체 작업에 한 평균 수행시간은 동  기능 구성 UI

가 33.9 , EnSight가 69.6 로 워크 로우를 고려한 동  

기능 구성 UI의 수행 시간이 약 2배 정도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Cutting Plane의 이동/회  조작에서 EnSight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는 사용성 향상을 해 축 

방향으로 젯을 정렬하는 UI를 추가했는데, 사용자들이 

이 UI의 치를 악하는데 다소 시간을 소요한 데 기인

한다. 특히 한 사용자가 해당 UI의 치를 악하는데 

503 의 시간을 소요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한 

평균 수행시간이 상승했다.

 ∙만족성

 만족성은 가장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SUS[8]를 이

용, 소 트웨어에 한 만족성을 측정했다. SUS는 이미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은 사용자로도 신뢰

도가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측정 방식이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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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 응답 결과는 <표 2>와 같다. 동  기능 구성을 기반

으로 하는 UI는 상  10% 이상에 해당하는 90.5 을 획득

했으며, EnSight는 하  15% 이하에 해당하는 44.5 을 

획득했다. 이는 일반 으로 가시화 어 리 이션들이 사용

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능 제공에만 그 목 을 두기 

때문이다.

항목
동  기능 구성 기반 

UI
EnSight UI

SUS 80.5( ) 44.5( )

<표 2> SUS 측정 결과

5. 결론  향후 계획

동  기능 구성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뮬 이션 데이터

에 한 분석을 토 로 메타 데이터를 생성, 활용해서 데

이터 속성에 따른 기능을 매칭함으로써 사용자의 데이터 

선택에 따라 용 가능한 기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본 

방식은 기존의 기능 주 인터페이스와 차별되는 데이터 

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기존 가시화 어 리 이션들

에 비해 높은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시화를 

수행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에 한 분석을 토 로 활용 분야를 

확장해나갈 정이다. 한, 사용성에 한 심도있는 고찰

을 통해 보다 편의성을 높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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