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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보 시각화 요소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효율 으로 서비스하기 한 기술로서, 웹의 진화 과정상에서 

그 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InSciTe는 용량의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시맨틱 웹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R&D 략 수립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인텔리 스 서비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량의 논문과 특허 데이터를 상으로 시맨틱 웹 기술과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이용하여 

R&D 략 수립을 지원하는 테크놀로지 인텔리 스 서비스인 InSciTe의 시각화 요소들에 한 효용성 평

가를 수행하고, 각각의 서비스 유형마다 정량   정성  분석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과 

용 방법을 제안한다. 효용성 평가 결과, InSciTe 내의 시각화 요소들은 사용자의 인지력을 향상시키기 

하여 사용자 친화 으로 구 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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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isualization elements as the technology to offer information to users effectively have become 

more important.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usefulness of visualization elements in InSciTe 

which is a technology intelligence service developed by using Semantic Web technologies and 

text mining technologies for establishing R&D strategy using papers and patents. We propose 

design which can be preferred by users and applying methods of visualization elements throug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about each types of service. As a result of evaluation, 

we conclude that the visualization elements in InSciTe are implemented user-friendly to improve 

user's cognitive in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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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근 가능한 정보의 양이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 으로 처리하고 분석하기 한 시

스템의 부재로, 최근의 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의 질의에 

한 정확한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

용자의 정보 요구(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방향상

실(Disorientation)  내포된 방향이탈(Embedded 

Digression)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1].

특히 R&D 분야의 경우 략을 수립하고 의사 결정

을 하기 해 많은 양의 기술 자료에 한 즉각 인 분

석을 필요로 하지만, 재까지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이 미비하 기 때문에 최근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방 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지식으로 

조직화하여 분석과 측을 가미한 지능형 정보를 구축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FUSE1나 국의 

CUBIST2 등의 로젝트들이 최근 시작되었다. KISTI

에서는 선도 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생산성을 극 화

하고 정책 수립을 한 의사 결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한 목 으로, 기존 학술 정보 검색 서비스

와 정보 분석 도구의 장 을 모두 반 하여 테크놀로지 

인텔리 스(Technology Intelligence) 서비스인 

InSciTe를 개발하 다[2]. 

이 같은 시스템들은 시맨틱 웹 기술  소 트웨어에 

의한 정보의 발견  의미 처리 기술을 비롯하여 유  

정보의 통합  리를 한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 기술, 정보의 추출  생성을 한 데이

1 FUSE(Foresight and Understanding from Scientific Exposition) : 미

국의 IARPA(Intelligence Advanced Research에서 제안한 로젝트

로, 2010년 9월부터 수를 받아 2011년부터 본격 인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다양한 변수에 응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분석 모델에 

한 필요성이 두되면서, 의사 결정과 략 수립을 시스템 으로 

지원하기 하여 시작되었다. 방 한 양과 종의 문헌을 일정한 체계

로 리함으로써 학제 간 융합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헌 내에서 발견

된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유망성을 체계 이고 연속 으로 평가하

는 것을 지원하는 자동화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CUBIST(Combining and Uniting Business Intelligence with 

Semantic Technology) : 국의 Sheffield Hallam University와 시

맨틱 웹 기업인 Ontotext, 비즈니스 인텔리 스 솔루션 회사인 SAP 

등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2010년 10월부터 연구 개발이 시작된 로

젝트이다. 용량이면서 이질 인 형식의 데이터를 상으로 비즈

니스 련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맨틱 웹 검색 랫폼

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터 마이닝(Data Mining) 기술과 더불어 정보를 효율

으로 서비스하기 한 측면에서 정보 시각화(Information 

Visualization) 기술 등과 같은 선진 기술들이 융합되어 

사용된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테크놀로지 인텔리 스 서비

스인 InSciTe에서 제공하는 시각화 요소(Visualization 

Elements)에 하여 효용성 에서 사용자 평가를 

수행한다. InSciTe의 경우에는 심도 깊은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사용자의 UX(User eXperience)를 향

상시키기 한 다양한 시각  요소가 사용되었기 때문

에 상호 복잡하게 연결된 정보 는 량 정보를 서비

스하기 한 시각화 요소들의 속성(Attributes)에 해 

분석한다[4].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분석 

서비스에 용할 수 있는 시각화 방법론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웹 2.0의 도래 이후 웹 3.0, 웹 4.0으로의 발  과정 속

에서, 최근의 웹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를 효율 으로 

제공하기 한 방식으로 변화하 다[5][6]. 기존 텍스트 

심의 정보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정보의 내용을 악

하기 한 주의력(Attention), 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  추론 능력(Ability of Reasoning)을 요

구한다[7]. 정보 분석 상황에서 주의력에 방해를 받거나 

도메인에 한 지식이나 추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

용자의 정보 습득 능력은 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최 한 효율 으로 달하여 

정보 인지력의 효용성을 극 화하기 한 노력들이 등

장하 고 그 결실  하나가 시각화이다[8][9]. 그 외에

도 Williams는 “인포그래픽스(Infographics)”라는 개념

으로 시각화를 정의하 다[10]. 

표 인 시각화 요소로는 정보들 간의 연  계를 

보여  수 있는 네트워크 라우 (Network Browser), 

수치 정보를 2차원 는 3차원으로 서비스 하는 다차원 

그래 (Multidimensional Graph), 텍스트 데이터를 축

약한 메타 정보인 텍스트 리스트(Text List), 그림으로 

표 된 이미지 리스트(Image Lis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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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각화를 위한 참조 모델

[그림 1]과 같이 Card의 시각화를 한 참조 모델에 

따르면, 원시 데이터는 Data Transformations → 

Visual Mappings → View Translations 과정을 거쳐 

가시  형식으로 서비스되는데, 이때 데이터가 가지는 

공간 기질(Spatial Substrate)은 가시  구조(Visual 

Structure)를 디자인 하는 데 있어 요한 요소이다

[11]. C. Ware의 연구에서는 시각화 요소가 방 한 양

의 데이터  데이터 내의 요한 속성을 빠르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사실과 품질 컨트롤에 문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자체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에 해서 언 하 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과학  가시화(Scientific 

Visualization)”가 있다. 과학  가시화는 가상 실

(Virtual Reality)처럼 실존하는 상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시각화 한다는 에서 정보 시각화와 

구별되며[12], 지도 에 시각화된 정보들을 매칭하는 

지형도(Topographic)가 그 이다.

III. 시각화 요소 분석 및 평가

시각화 요소는 요소의 특성을 결정하는 속성

(Attributes)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속성 

외에 부가  속성 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되어 사용되

기도 한다. 정보 서비스를 해 활용되는 표 인 시

각화 요소에는 네트워크 라우 , 그래픽 차트

(Graphic chart), 텍스트 리스트, 지형도 등이 있다.

1. 시각화 요소의 종류 
1.1 네트워크 브라우저(Network Browser)
맵 라우 라 불리기도 하는 네트워크 라우 는 

객체(Node)3간의 계(Link) 정보를 방사형 맵 는 클

러스터 맵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네트워크 라우

를 이용한 시각화의 표 인 사례는 사람들 사이의 

계를 네트워크로 표 한 소셜 맵(Social Map)이다. 

정보 사이의 연결 계를 다이내믹하게 표상

(Representation)하여 정보 간의 연  계, 흐름, 특성 

등을 직 으로 비교․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화 

요소이다. 네트워크 라우 를 구성하는 속성을 살펴

보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기본 링크 속성과 노드

와 링크를 제어 하거나 정보 인지력을 높이기 한 부

가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그래픽 차트(Graphic Chart)
막  그래 (Bar Graph), 선 그래 (Line Graph), 픽

토그래 (Pictograph)[13], 테이블 즈(Table Lens)[14], 

비율 그래 (Pizza Graph)와 같은 그래픽 차트는 수치 

정보를 시각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그래픽 

차트이다. 그래픽 차트는 그래 의 종류에 따라 기본 

속성이 다양하다. 막  그래 는 Bar의 길이로 속성을 

3 Node로 표 되는 객체는 정보, 데이터, 개체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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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선 그래 는 X-Y축 상에 수치의 노드를 라

인으로 연결하여 시간 축 상에서 수치의 공간  높고 

낮음을 시각화하며, 비율 그래 는 면 으로 속성을 표

한다.

1.3 텍스트 리스트(Text List)
텍스트 리스트는 텍스트로 구성된 목록이다. 텍스트 

리스트는 주제어 심의 리스트로 시각화되거나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하여 링크된 메타 데이터를 리스

트로 구성한다. 순차  정보 근 방식을 허용하기 때

문에, 텍스트 리스트에서는 랭킹 순 가 요하다. 

1.4 지형도(Topographic)
지형도는 시각화 기술이 과학  가시화와 조합된 서

비스 유형이다. 지도 에 서비스 하고자 하는 정보를 

매핑하여 사용자에게 직 인 정보 인지를 허용한다.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증강 실(Augmented Reality) 

기술 등과 목되며 그 활용도를 폭발 으로 늘려가고 

있다. 지형도는 컴퓨터 그래픽 시각화의 실존 상인 

과학  데이터와 이에 맵핑되는 정보의 시각화로 구성

되므로, 시각화의 응용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평가
Card는 시각화 기술을 “Simple Visual Structures", 

"Composed Visual Structures", "Interactive Visual 

Structures", "Focus & Context Attention-Reactive 

Visual Abstraction"의 4개 범주로 분류하 다[15]. 그

래픽으로 가시화된 정보를 보여주는 리스트, 차트, 트리 

등은 "Simple Visual Structures"에 속하며, 라인 그래

와 같이 축(Axis) 상에 정보들을 조합하여 표 하는 

구조는 "Composed Visual Structures" 범주에 속한다. 

"Interactive Visual Structure" 범주에서는 사용자나 시

스템이 시각화 요소를 제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Focus 

& Context Attention-Reactive Visual Abstraction" 범

주는 정보 필터링과 같은 "Data-Based Methods"와 여

러 가지 “View-Based Methods"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테스트를 통하여 InSciTe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  선호하는 시각화 요소와 그 

효용성에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nSciTe는 네트워크 

라우 , 그래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와 같은 일반 인 

시각화 요소를 활용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Card가 

분류한 범주별 시각화 요소 기술들이 용되어 있기 때

문에 본 평가의 상에 합하다고 단하 다.

평가에 앞서, ISO9240-11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원하

는 정보를 얻기 한 기능  액션들의 집합인 "기능  

품질(Functional Quality; FQ)"과 그 결과로 서비스되

는 정보들의 집합인 “정보 품질 Information Quality; 

IQ)”의 합으로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을 표 1과 같이 정

의하 다[15].

  
표 1.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정의

Efficiency
FQ 원하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IQ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 할 수 있
는가?

Effectiveness
FQ 수행된 작업이 효과적으로 원하는 작업 결과를 

가져왔는가?

IQ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가 존재하며 서비
스되는가?

Satisfaction
FQ 작업의 수행이 편안하고 마음에 들었는가?
IQ 제공된 정보의 개인화가 가능한가?

한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평가 매트릭스는 평가 목

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아래 [표 2]와 같이 구성 할 수 

있다[16].

표 2.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평가 기준

Efficiency
FQ

Minimal Action,
Resource Utilization,
Operability,
Feedback,
Navigability,
Time Behavior,
Consistency

IQ Visualization Type,
Report Type

Effectiveness
FQ Accuracy,

Completeness

IQ
Accuracy,
Completeness,
Navigability

Satisfaction
FQ

Attractiveness,
Flexibility,
Minimal Action,
Operability,
User Guidance

IQ Information Individ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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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 평가 기준

InSciTe 시스템의 경우, 에서 언 한 일반 인 시

각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효용성에 한 별도

의 정의나 평가 매트릭스의 개발을 생략하 다. 

그림 2. 평가자 수와 문제 발견 비율

Nielson과 Landaur의 연구에 따르면, [그림 2]와 같이 

5～6명의 사용자 평가로 부분의 문제 발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 비 최 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하 기 때문에 InSciTe 서비스 도메인인 ‘R&D 기

획 의사결정 지원’ 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인의 

IT 분야 문가를 평가자 그룹으로 구성하 다[17].

평가자는 정부출연연구소 소속의 연구원 3인  학

교 교수 3인으로 구성되며, 선호하는 정보 서비스 단  

유형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 그 사유를 정성 으로 서

술하도록 하 다. 평가자로부터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

여, 사용자들이 어떠한 정보 서비스 단  유형 조합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는지에 한 분석 과정을 통해 최

의 시각화 컨셉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량   정성  

평가 결과에 해서는 4장에서 서술한다.

IV. InSciTe 서비스의 시각화 요소 효용성 평가

InSciTe 서비스는 ‘Map’, ‘Trends’, ‘Agent’, ‘Report’ 

등 4개의 분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네트워크 

라우 , 그래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 등 다양한 시각화 

요소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한

다. 시각화 요소의 효용성은 기능  품질(Functional 

Quality)과 정보 품질(Information Quality)의 에서 

평가된다. 평가자는 각각의 요소에 하여 최소 0에서 

최  5까지의 값을 부여할 수 있다. 즉, [그림 3]에서 

Criteria는 평가 지표를, Factor는 품질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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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nSciTe 내의 네트워크 브라우저, 그래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 (좌측부터 시계방향)

1. InSciTe의 시각화 요소
InSciTe4에서는 [그림 4]와 같이 네트워크 라우 , 

그래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 등 총 3가지의 시각화 요소

를 제공한다.

네트워크 라우 는 매우 요한 시각화 요소이다.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는 기본 속성 외에도, 색상, 링크

선, 라우징 컨트롤, 정보 필터링 제어 등 부가  속성

을 용하 으며, 다른 유형의 시각화 요소들과 연계되

어 상세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InSciTe에서 네트

워크 라우 는 연  기술  연구자 네트워크 계를 

도식화하여 서비스 하고 있으며, 이때 ‘Element Tech. 

vs. Concurrent Tech.’, ‘Academic View vs. Business 

View’, ‘Country, Institution, Researcher’를 심으로 

하는 정보 필터링 속성을 제공한다. 

4 http://www.ontoframe.kr/InSciTe

네트워크 라우 는 Interactive Visual Structur- 

es와 Focus & Context Attention-Reactive Visual 

Abstraction의 기술 범주에 속한다.

그래픽 차트는 연구자  연구 그룹의 연구 역량, 기

술의 발  추이 등 수치  정보를 막  그래 , 선 그래

,  픽토그래 를 통해 서비스 하는 데 이용된다. 네트

워크 라우 와 동일하게 색상, 라우징 컨트롤  

정보 필터링 속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픽 차트는 

Composed Visual Structures, Interactive Visual 

Structures 기술 범주에 속한다.

InSciTe는 논문  특허 문헌을 효율 으로 서비스

하기 한 목 으로 텍스트 리스트를 사용한다. 네트워

크 라우   그래픽 차트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이퍼링크 속성을 통하여 상세 정보 근이 가능하도

록 설계되었다. 정보 필터링 속성은 제공하지 않는다. 

텍스트 리스트는 Simple Visual Structures 기술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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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한다.

2. InSciTe 시각화 요소의 정량적 평가
InSciTe의 시각화 요소에 한 정량  테스트 결과

는 [그림 5]와 같다. 평가자는 시각화 요소의 기능  품

질(FQ)에 하여 네트워크 라우 (NB)=4.6, 그래픽 

차트(GC)=4.1, 텍스트 리스트(TL)=4.7로 평가하 고. 

정보 품질(IQ)에 해서는 네트워크 라우 =4.1, 그

래픽 차트=3.6, 텍스트 리스트=3.5의 값을 부여하 다.

그림 5. 시각화 요소 정량적 평가 결과5

기능  품질(FQ)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각화 요소

가 제공하는 기술 범주는 품질에 큰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단된다. 를 들어 네트워크 라우 는 

Interactive Visual Structures와 Focus & Context 

Attention-Reactive Visual Abstraction 기술 범주에 속

하고 있지만, Simple Visual Structures 기술 범주에 속

하는 텍스트 리스트  지형도와 유사한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오히려 단순한 시각화가 FQ 측면에

서 효용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정보 품질(IQ) 평가 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 Simple Visual Structures 기술 범주에 속하는 그래

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  지형도의 경우, 서비스되는 

IQ에 한 평가가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에 

하여 평가자는 정성  평가에서, 정보 필터링 제어 

속성과 같은 부가  속성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 하

다. 를 들어 InSciTe 내의 텍스트 리스트는 정보 내 

재검색과 같은 정보 필터링 속성이 없어, 서비스되는 

5 GC : 그래픽 차트, NB : 네트워크 라우 , TL : 텍스트 리스트

량의 정보를 사용자가 하나씩 순차 으로 탐색하여

야 하는 이 지 되었으며, 그래픽 차트는 속성들에 

한 정보 해석의 문제 을 지 하 다.

3. InSciTe 시각화 요소의 정성적 평가
평가자는 반 으로, 네트워크 라우 와 그래픽 

차트에 속성으로 이용된 색상의 의미를 악하는데 어

려움을 호소했다. 색상은 정보를 쉽게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으나, 색상과 정보 간

의 연 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보 인지력을 크

게 하할 수 있는 을 지 하 다.

특히 그래픽 차트의 경우 평가자는 X, Y축으로의 시

계열  연속성을 기 하 던 반면에, InSciTe에서 사용

된 그래픽 차트는 이러한 사용자의 기 에 부합하지 못

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는 요

소를 통해 서비스되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정보 간 

연  계를 표 하는 데 있어 복잡도가 증가하고 인지

력이 낮아지는 을 지 하 다. 이에 따라 서비스된 

정보를 사용자가 직  제어 할 수 있도록 수 이 강화

된 필터링 속성을 요구하 다. 한 그래픽 차트에 표

상된 정보를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  의미 

달력이 높은 텍스트 라벨을 병용하 으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달하지 못한다고 지 하 다.

네트워크 라우 는 노드와 링크를 도식 으로 표

상하여 그들 간의 연  계를 시각화하여 정보 간의 

연결 계, 흐름, 특성 등을 직 으로 인지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 인 목 이지만, 노드의 수가 

많아지고 노드들 사이의 링크가 복잡해질수록 표 력

이나 인지력을 하시킨다는 문제 을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장 을 극 화하기 하여 정보 필터

링 속성과 같은 부가  속성을 내포시킴으로써 오히려 

고부가가치 정보 서비스를 가능  할 것으로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리스트는 상당한 시간과 집 력

을 요구하는 정보를 요약된 리스트로 재구성하여 효율

으로 달하기 해 사용되었다. 부분의 텍스트 리

스트는 일반 으로 순차  근을 요구하므로 리스  

순 가 사용자의 정보 인지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한 리스트에 포함된 아이템의 숫자가 많거나 리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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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을 그룹화 하는 것이 가능할 때 정렬 는 필터링 

속성을 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스트 내 각각의 

아이템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링크

를 통하여 원문 정보 는 부가  정보로의 근을 허

용해야 한다는 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InSciTe에서는 

네트워크 라우  는 그래픽 차트와 연계된 부가  

정보 시각화 요소로 활용하고, Focus+Context Attention 

-Reactive Visual Abstraction 범주의 기술을 용하지 

못하 기 때문에 FQ에 비해 IQ 평가 값이 히 낮다.

표 3. 정성적 평가 결과 정리

GC

특징 - 수치 정보를 시각화 하여  막대, 선, 테이블 
렌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InSciTe

- 맵 브라우저
- 객체들 간의 관계 정보를 방사형 맵 또는 클
러스터 맵으로 시각화하여 제공

- 정보 간의 연관 관계, 흐름, 특성 등을 직관
적으로 비교․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

평가
결과

- 시간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정보를 요약한 리
스트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전달

- 주제어 중심의 리스트로 시각화되거나 공간
적 제약 극복을 위하여 링크된 메타데이터를 
리스트로 구성

- 순차적 접근 방식을 허용하므로 순위가 중요

NB

특징

- 서비스되는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정보 간 
연관 관계 상 복잡도 증가

- 요소의 수 증가로 인지력 저하
- 차트 내 정보를 구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텍스트 라벨의 의미가 부정확

InSciTe - 노드의 수가 많아지고 노드들 사이의 링크가 
복잡해질수록 표현력 및 인지력 저하

평가
결과

- 리스트에 포함된 아이템의 수가 많거나 그룹
화가 가능할 때 정렬 속성 또는 필터링 속성
을 내포하는 것이 필요

TL

특징
- X, Y축으로의 시계열적 연속성을 내포하는 

것이 바람직
- 서비스된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속성 요구  
InSciTe - 제어 속성 및 부가 속성 내포가 필요
평가
결과

- 네트워크 브라우저 및 그래픽 차트와 연계된 
부가적 요소로만 활용

V. 결 론

시각화 요소는 단  서비스 유형에 따라 히 사용

됨으로써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빠르고 정확

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 속에 내포된 특

정한 패턴을 시각화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기존 텍스

트 심의 정보 서비스가 가지는 단 을 극복하기 한 

지원 기술로서 인정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인텔리 스 서비스인 

InSciTe에서 사용한 네트워크 라우 , 그래픽 차트, 

텍스트 리스트 등의 시각화 요소에 하여 분석하 다. 

단  서비스 유형에 따라 용된 각각의 시각화 요소에 

하여 효용성 평가 기 을 마련하고 정성 ․정량  

측면에서 사용자 평가를 수행한 결과, 사용자의 직  

정보 인지력이 제고되고 사용성이 편리하도록 기술  

구 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시각화 요

소가 표상하는 정보의 양이나 표  방법에 따라 인지력

이 좌우되며, 달하는 의미가 부정확한 경우에 사용자

들은 별도의 제어 속성이나 기타 부가 속성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 다. 

시각화가 디자인의 미학  목 만을 추구한다면 이

는 매우 우려하여야 할 사안이다. 한 정보 시각화 요

소는 부분 잉여 으로 정보를 달하기 하여 용

된다는 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는 

용된 단  서비스 유형에 따라 시각화 요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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