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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ta repositories for structural experiment information needs to be efficient to use in order to allow structural engineers and 

researchers to store and retrieve easily the information involved in the structural experiments. The data repositories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the organization of the data repositories themselves and of the organization of the actual experiment information in the 

data repositories, which can be represented using classes and objects with their attributes. This paper proposes the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the classes and objects.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attributes of the classes, such as the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and the numbers of the data-valued and object entity-valued attributes, are used for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the 

organization of the data repositories.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attributes of the objects, such as the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are used for describing how the actual experiment information is stored through the levels in the data repositories for the 

structural experim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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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실험과 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체계 으로 정리하고 

장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 한 데이터 장소는 구조공

학자들이 실험정보를 편리하게 살펴볼 수 있는 큰 장 이 있

다. 특정한 종류의 구조실험에 한 소규모 데이터 장소의 

로는 철골구조 합부의 실험정보를 장하고 있는 SAC 

Design Information(http://www.sacsteel.org/design)

과 정방형과 나선형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성능 실험정보를 

장하고 있는 PEER Structural Performance Database 

(http://nisee.berkeley.edu/spd) 등이 있으며 큰 규모의 

데이터 장소의 로는 NEEShub Project Warehouse 

(https://nees.org)가 있는데 구조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종

류의 실험정보를 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원으로 구축된 6개 학의 형

실험시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리하는 건설연구인 라운

원(http://www.koced.net)에서 실험정보를 테스트별로 

폴더에 구분하여 장하고 실험체  계측기 정보를 별도의 

일로 장하는 등의 기능을 수년 부터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어서 NEEShub Project Warehouse와 같은 수 의 데

이터 장소가 되기 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외 

2,000여종의 토목공학 련 연구문헌 1,800,000개의 DB를 

구축하고 있는 CERIC(http://www.ceric.net)은 논문과 

보고서 등의 자료이외에 실험정보를 장할 수 있는 기능을 

확충한다면 훨씬 유용한 데이터 장소로 발 할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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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실험 정보를 한 데이터 장소를 개발하기 해서는 

범 로 정한 모든 데이터를 장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장과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 데이터 손실방지 등의 유지 

리에 한 도 고려해야 하지만 실험정보의 구성이라는 

에서 보면 정보 구성을 표 하는 데이터 모델부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Lee, 2010a). 데이터 모델  데이터 장소

는 개발과정 에 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본래의 목 에 

알맞도록 개발이 되었는지에 한 평가가 필요한데 데이터 

모델  데이터 장소의 특성을 수치 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본특성 평가요소(Lee, 2010b)와 벨별 특성 평가요소

(Lee, 2013)가 제안되었다. 

데이터 장소의 실험정보를 데이터 모델의 개발에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class)와 객체(object)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 하면 데이터 장소에 실재하는 하나의 단  실험정보를 

객체라고 하고 같은 종류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템 릿

(template)을 클래스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실험 로젝

트는 여러 개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고 이 객체들은 그에 해

당하는 클래스들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 

장소가 한 클래스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실험 

로젝트의 정보는 객체들을 이용하여 표 이 된다. 데이터 

장소의 평가에 한 기존 연구(Lee, 2010b; 2013)는 클래

스의 구성과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의 구성을 수치 으로 

나타내어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가능  하 다. 본 논문에

서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개의 클래스와 객체의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클래스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attribute)을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수치  평

가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성구성 평가의 

필요성과 범

구조실험을 한 데이터 장소가 한 클래스 구성을 

만들어 놓으면 실제 실험 로젝트의 정보는 객체들을 이용

하여 표 할 수 있으므로 클래스에 한 평가는 데이터 장

소의 자체 인 구성에 한 평가를 의미하며 객체에 한 평

가는 실제의 실험정보 구성(데이터 장소의 활용)에 한 

평가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표 은 개체

형 통합설계모델(Hong et al., 1994; Lee et al., 1998)의 

표기법을 이용하 다. Fig. 1, Fig. 2, Fig. 3, Fig. 6에서 

클래스는 사각형으로 객체는 타원으로 표시하 으며 속성은 

사각형 는 타원 아래에 수평선과 함께 나타내었다. Fig. 1에

서는 단순한 표 을 해서 속성의 종류 표시는 생략하 지만 

다른 그림들에서는 단일 값을 갖는 속성(SVA; single- 

valued attribute)이면 수평선의 끝을 흰색 원으로 복수의 

값을 갖는 속성(MVA, multi-valued attribute)이면 수평선

의 끝을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 다. 속성의 수평선 아래의 

호에는 속성의  다른 종류 정보가 있는데 B는 기본속성

(base attribute)을 DVA는 숫자, 문자, 일 등을 값으로 갖

는 속성(data-valued attribute)을 의미하며 OEVA는 다른 

객체를 값으로 갖는 속성(object entity-valued attribute)

을 의미한다.

임의의 데이터 장소의 구성을 클래스로 나타내고 실험정

보를 객체로 나타냈을 때 Fig. 1은 클래스와 객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이다. 체의 클래스들은 개 벨에 걸쳐서 분

포하며 각각의 클래스는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를 들면 

클래스 는 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클래스 는 개

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의 데이터 장소에 

실제의 실험정보를 장하면 세부 실험정보는 특정한 객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객체 1은 클래스 로 부터 객체 1과 2

는 클래스 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객체의 속성들은 그 속성

의 종류에 따라서 속성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

도 있다.

Fig. 1의 클래스들과 객체들의 구성에 한 평가를 하

여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기본특성 평가요소들로는 총 클래스

수, 총 객체수, 클래스내 속성수, 클래스내 속성사용비율 등

이 있으며 특정정보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나타내는 클래스

와 객체 경로상의 선택수 등이 있다(Lee, 2010b). 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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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es

definition of evaluation criteria

Ex)

class

A

1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number of all attributes in class 8

2
number of 

class DVA's

number of data-valued attributes 

(DVA's) in class
3

3
number of 

class OEVA's

number of object entity-valued 

attributes(OEVA's) in class
5

4
number of 

class SVA's

number of single-valued 

attributes(SVA's) in class
2

5
number of 

class MVA's

number of multi-valued 

attributes(MVA's) in class
6

6
ratio of 

class DVA's

(number of class D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0.38

(=3/8)

7
ratio of 

class OEVA's

(number of class OE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0.63

(=5/8)

8
ratio of 

class SVA's

(number of class S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0.25

(=2/8)

9
ratio of 

class MVA's

(number of class M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0.75

(=6/8)

Table 1 Definition of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es

relationships among evaluation 

criteria

Ex)

class

A

1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8

2
number of 

class DVA's
(number of class DVA's)

+ (number of class OE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3+5

=8
3

number of 

class OEVA's

4
number of 

class SVA's
(number of class SVA's)

+ (number of class MVA's)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2+6

=8
5

number of 

class MVA's

6
ratio of 

class DVA's
(ratio of class DVA's)

+ (ratio of class OEVA's)

= 1.0

0.38

+0.63

=1.07
ratio of 

class OEVA's

8
ratio of 

class SVA's
(ratio of class SVA's)

+ (ratio of class MVA's)

= 1.0

0.25

+0.75

=1.09
ratio of 

class MVA's

Table 2 Relationships among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

클래스 특성을 나타내는 평가요소들로는 벨에서의 클래스

수와 속성수, 하 벨에서의 클래스수와 속성수 등이 있다

(Lee, 2013). 기존연구들에서 개발된 평가요소들은 데이터 

장소의 체 인 구성과 벨별 구성을 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개별 인 클래스와 객체의 내부  구성 

특성과 연계하는데 이르지는 못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인 클래스와 객체의 특성을 속성의 종류에 근거하여 수치

화하여 표 하는 평가요소를 정의하고 기존에 개발된 평가요

소들과 결합함으로서 넓은 에서부터 좁은 에 이르기

까지 클래스와 객체에 한 평가요소를 확보하고자 한다.

3.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성구성 평가요소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성구성 평가요소는 

Fig. 2와 Fig. 3에 나타난 클래스와 객체를 이용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Fig. 2의 클래스 A와 Fig. 3의 객체 A1은 

Fig. 1의 여러 벨에 걸쳐서 있는 클래스와 객체 에서 임

의의 것이다. 클래스 A는 8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객

체 A1은 클래스 A1으로부터 생성된 것으로서 일부 속성들은 

값을 가지고 있고 다른 속성들은 값을 가지고 있지 않다. 클

래스 A를 이용하여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를 설명하고 객

체 A1을 이용하여 객체 속성구성 평가요소를 설명한다.

[value set 1]
attribute A1

(B-DVA)

[value set 2]
attribute A2

(B-DVA)

[class B]
attribute A3

(B-OEVA)

[class F]

[value set 3]
attribute A4

(B-DVA)

[class C]
attribute A5

(B-OEVA)

[class D]
attribute A6

(B-OEVA)

[class E]
attribute A7

(B-OEVA)

attribute A8

(B-OEVA)

class A

object F3

value 1
attribute A1

(B-DVA)

value2, value 3, value 4
attribute A2

(B-DVA)

attribute A3

(B-OEVA)

value 5, value 6
attribute A4

(B-DVA)

attribute A5

(B-OEVA)

attribute A6

(B-OEVA)

attribute A7

(B-OEVA)

attribute A8

(B-OEVA)

object A1

object D1

object C2object C1

object F2object F1

Fig. 2 Example class

and attributes

Fig. 3 Example object

and attributes

3.1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는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Fig. 2의 클래스 A에 하여 용했을 때 평

가요소의 수치도 함께 나타나 있다.

Table 1에서 클래스내 속성수(number of attributes in 

class)는 클래스에 한 기본정보로서 클래스가 포함하고 있

는 모든 속성의 수를 의미한다. 속성의 종류에 하여는 클래

스 DVA수(number of class DVA's), 클래스 OEVA수

(number of class OEVA's), 클래스 SVA수(number of 

class SVA's), 클래스 MVA수(number of class MVA's)

가 있으며 이것들을 클래스내 속성수로 나 면 클래스 DVA 

비율(ratio of class DVA's), 클래스 OEVA 비율(ratio of 



구조실험 정보를 한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성구성 평가요소

65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7권 제6호(2014.12)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s

definition of evaluation 

criteria

Ex)

object

A1

1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number of attributes whose 

values exist in object
6

2

ratio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0.75

(=6/8)

3
number of 

object DVA's

number of data-valued 

attributes(DVA's) whose 

values exist in object

3

4
number of 

object OEVA's

number of object entity-valued 

attributes(OEVA's) whose 

values exist in object

3

5
number of 

object SVA's

number of single-valued 

attributes(SVA's) whose 

values exist in object

1

6
number of 

object MVA's

number of multi-valued 

attributes(MVA's) whose 

values exist in object

5

7
ratio of 

object DVA's

(number of object D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0.5

(=3/6)

8
ratio of 

object OEVA's

(number of object OE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0.5

(=3/6)

9
ratio of 

object SVA's

(number of object S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0.17

(=1/6)

10
ratio of 

object MVA's

(number of object M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0.83

(=5/6)

Table 3 Definition of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s

relationships among 

evaluation criteria

Ex)

object

A1

 1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6 

< 8

 2

ratio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ratio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 1.0

0.75

<=1.0

 3
number of 

object DVA's

(number of object DVA's) + 

(number of object OE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class)

3+3

=6
 4

number of 

object OEVA's

 5
number of 

object SVA's

(number of object SVA's) + 

(number of object MVA's)

=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class)

1+5

=6
 6

number of 

object MVA's

 7
ratio of 

object DVA's (ratio of object DVA's)+ 

(ratio of object OEVA's)= 1.0

0.5

+0.5

=1.0 8
ratio of 

object OEVA's

 9
ratio of 

object SVA's (ratio of object SVA's) + 

(ratio of object MVA's)= 1.0

0.17

+0.83

=1.010
ratio of 

object MVA's

Table 4 Relationships among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

class OEVA's), 클래스 SVA 비율(ratio of class SVA's), 

클래스 MVA 비율(ratio of class MVA's)이 된다. 

Table 1에서 설명한 평가요소들을 살펴보면 평가요소의 정

의에 따른 자연스런 계가 Table 2와 같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클래스 속성은 DVA 는 OEVA이므로 클래스 DVA수

와 클래스 OEVA수를 더하면 클래스내 속성수가 된다. 클래스 

속성은 SVA 는 MVA이므로 클래스 SVA수와 클래스 MVA

수를 더하면 클래스내 속성수가 된다. 한 클래스 DVA 비율

과 클래스 OEVA 비율을 더하면 1.0이 되고 클래스 SVA 비

율과 클래스 MVA 비율을 더해도 1.0이 된다.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난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

와 평가요소간의 계를 통하여 클래스 속성구성을 수치 인 

방법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클래스내 속성수

가 크면 기본 으로 클래스의 구성이 복잡하고 속성수가 작

으면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클래스 DVA 비율이 높으면 단

편 인 정보가 많이 있는 구성이고 클래스 OEVA 비율이 크

면 하 벨이 많이 있는 구성을 의미한다. 클래스 SVA 비

율이 높으면 단일 값을 갖는 정보를 많이 장하도록 되어 

있고 클래스 MVA 비율이 높으면 복수의 값을 갖는 정보를 

많이 장하도록 되어 있는 구성이다.

3.2 데이터 장소의 객체 속성구성 평가요소

데이터 장소의 객체 속성구성 평가요소는 Table 3에 나

타나 있으며 Fig. 3의 객체 A1에 하여 용했을 때 평가

요소의 수치도 함께 나타나 있다.

Table 3에서 객체내 값있는 속성수(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는 객체가 포함하고 있는 속성 에서 

속성 값을 가진 것들의 수를 의미하며 이 수를 클래스내 속성수로 

나 면 객체내 값있는 속성 비율(ratio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이 된다. 객체 DVA수(number of object DVA's), 

객체 OEVA수(number of object OEVA's), 객체 SVA수

(number of object SVA's), 객체 MVA수(number of 

object MVA's)는 각각 값있는 DVA, OEVA, SVA, MVA의 

수를 의미한다. 이것들을 객체내 값있는 속성수로 나 면 객체 

DVA 비율(ratio of object DVA's), 객체 OEVA 비율

(ratio of object OEVA's), 객체 SVA 비율(ratio of object 

SVA's), 객체 MVA 비율(ratio of object MVA's)이 된다. 

Table 3의 평가요소들을 살펴보면 평가요소의 정의에 따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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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ES project directory structure(https://nees.org)

연스런 계가 Table 4와 같이 성립하는데 클래스의 경우와 

유사하다.

Table 3과 Table 4에 나타난 객체 속성구성 평가요소와 

평가요소간의 계를 통하여 객체 속성구성을 수치 인 방법

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다. 객체내 값있는 속성 

비율이 높으면 속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객체 DVA, OEVA, 

SVA, MVA 비율은 클래스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실제정보에 

한 것이라는 게 다른 이다. 

4.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성구성 평가요

소의 용 

데이터 장소의 자체 인 구성과 실제 실험정보 구성에 

한 평가를 하여 본 논문에서 제시된 평가요소를 NEEShub 

Project Warehouse(https://nees.org)에 하여 용하여 

그 실용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4.1 NEEShub Project Warehouse 실험정보

NEEShub Project Warehouse는 미국 NSF의 지원에 

의하여 미국 내 14개 학의 실험실에서 수행 인 다양한 실

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장소이다. 실험정보는 

NEEShub Project Warehouse에서 정한 구성에 따라서 

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략 인 구성이 Fig. 4에 나타나 

있다. 하나의 실험 project는 여러 개의 experiment를 포함

하고 하나의 experiment는 여러 개의 trial을 포함하고 하

나의 trial은 여러 개의 repetition을 포함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각각의 벨에 하여 해석(analysis)과 문헌(docu-

mentation) 정보가 있을 수 있고 하  벨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 corrected 

data, derived data)를 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NEEShub Project Warehouse에 있는 실험 에서 실

험정보가 잘 갖추어진 로젝트를 별도의 그룹(enhanced 

projects)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로 선택

한 것이 최근 4년간 Purdue 학교에서 수행한 내력벽의 

내진성능 실험으로서 실험체의 사진 의 하나가 Fig. 5에 나

타나 있다. 이 실험 로젝트에 한 많은 분량의 실험정보

가 있는데 그  일부를 발췌하여 개체형 통합설계모델(Hong 

et al., 1994; Lee et al., 1998)의 표기법에 의하여 표

한 것이 Fig. 6에 나타나 있다.

Fig. 4와 Fig. 6을 비교하면 Fig. 4에서 project에 해당

하는 것이 Fig. 6에서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객체로서 상당히 많은 수의 속성과 속성값을 포함하고 

있다. Fig. 4에서 experiment에 해당하는 것이 Fig. 6에서 

experiment 1 객체부터 experiment 8 객체까지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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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es

classes

project
experime

nt 
trial

repetiti

on

un-

process

ed data

1

number of 

attributes 

in class

18 16 3 4 4

2

number of 

class 

DVA's

9 6 0 0 4

3

number of 

class 

OEVA's

9 10 3 4 0

4

number of 

class 

SVA's

6 4 0 4 0

5

number of 

class 

MVA's

12 12 3 0 4

6

ratio of 

class 

DVA's

0.5

(=9/18)

0.38

(=6/16)

0.0

(=0/3)

0.0

(=0/4)

1.0

(=4/4)

7

ratio of 

class 

OEVA's

0.5

(=9/18)

0.63

(=10/16)

1.0

(=3/3)

1.0

(=4/4)

0.0

(=0/4)

8

ratio of 

class 

SVA's

0.33

(=6/18)

0.25

(=4/16)

0.0

(=0/3)

1.0

(=4/4)

0.0

(=0/4)

9

ratio of 

class 

MVA's

0.67

(=12/18)

0.75

(=12/16)

1.0

(=3/3)

0.0

(=0/4)

1.0

(=4/4)

Table 5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classes for

experiment of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에서 experiment 3 객체에 하여 그 속성이 나타나 있다. 

Fig. 4에서 trial과 repetition에 해당하는 것은 Fig. 6에서 

trial 1 객체와 trial-1 rep-1 객체이다. Fig. 4에서 최하  

벨에 있는 unprocessed data에 해당하는 것은 Fig. 6에

서 trial-1 rep-1 unprocessed data 객체로서 실험 데이

터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 Fig. 6에 나타난 객체들과 이 

객체들에 해당하는 클래스들(객체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에 하여 속성구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4.2 NEEShub Project Warehouse에 한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의 용

Fig. 6에 나타난 객체들에 해당하는 클래스들은 앞에서 언

한 로 Fig. 4와의 비교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를 들면, 

Fig. 6에서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객체는 

project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것이고 experiment 3 객체는 

experiment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trial 1 객체, 

trial-1 rep-1 객체, trial-1 rep-1 unprocessed data 객체

는 각각 trial 클래스, repetition 클래스, unprocessed 

data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것이다. 이 5개의 클래스들에 하

여 속성구성 평가요소를 용한 결과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Table 5의 속성구성 평가요소는 클래스에 한 것으로 클

래스의 속성은 Fig. 6에서 객체의 속성을 살펴보면 된다. 

Table 5에서 project 클래스(Fig. 6의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클래스내 속

성수가 18이라는 큰 수이므로 클래스의 구성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래스 DVA수와 클래스 OEVA수는 모두 9

로서 단편 인 정보와 하 벨로 지정한 정보가 동일한 비

율이다. 클래스 SVA수와 클래스 MVA수는 각각 6과 12로

서 클래스 MVA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복수의 값을 갖는 정

보를 더 많이 장하도록 구성하 다. experiment 클래스

(Fig. 6의 experiment 3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클래

스내 속성수가 16으로 project 클래스에 버 가는 복잡한 구

성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 DVA수와 클래스 OEVA수는 각

각 6과 10이고 클래스 SVA수와 클래스 MVA수는 각각 4

와 12이므로 하 벨을 많이 가진 복수의 값을 갖는 정보를 

많이 장하는 클래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trial 클래스, 

repetition 클래스, unprocessed data 클래스(Fig. 6의 

trial, trial-1 rep-1, trial-1 rep-1 unprocessed data 

객체에 해당하는 클래스)는 클래스내 속성수가 작은 단순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클래스 DVA수 는 클래스 OEVA수 

에서 어느 한 쪽이 체를 차지하며 클래스 SVA수와 클래

스 MVA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클래스 성격에 따라서 하

나의 통일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5의 클래스들은 벨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클

래스들을 속성구성별로 비교하면 벨별 클래스의 속성구성

특성을 악할 수 있다. 클래스내 속성수는 하 벨로 갈수

록 어드는데 하 벨로 갈수록 더 구체 이고 세분화된 

실험정보를 장하도록 구성한 것이다. 클래스 DVA수와 클

래스 OEVA수를 살펴보면 상 벨에서 하 벨로 갈수록 

어느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은 하 벨로 갈수록 한 가지 

종류의 정리된 실험정보를 장하도록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클래스 SVA수와 클래스 MVA수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데 하 벨로 갈수록 장하는 정보의 분량이 명확

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클래스 DVA 비율, 클래스 OEVA 비

율, 클래스 SVA 비율, 클래스 MVA 비율은 클래스내 속성

수가 큰 상 벨에서 더 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클래스 

OEVA 비율과 클래스 MVA 비율이 높으므로 하  벨에서 

더 많은 다양한 분량의 구체 인 정보를 장하도록 구성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스런 상이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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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s

objects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experi-

ment 3
trial 1

trial-1 

rep-1

trial-1 

rep-1 

un-

process

ed data

1

number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18 13 1 4 2

2

ratio of 

valued 

attributes 

in object

1.0

(=18/18)

0.81

(=13/16

)

0.33

(=1/3)

1.0

(=4/4)

0.5

(=2/4)

3

number of 

object 

DVA's

9 6 0 0 2

4

number of 

object 

OEVA's

9 7 1 4 0

5

number of 

object 

SVA's

6 4 0 4 0

6

number of 

object 

MVA's

12 9 1 0 2

7

ratio of 

object 

DVA's

0.5

(=9/18)

0.46

(=6/13)

0.0

(=0/1)

0.0

(=0/4)

1.0

(=2/2)

8

ratio of 

object 

OEVA's

0.5

(=9/18)

0.54

(=7/13)

1.0

(=1/1)

1.0

(=4/4)

0.0

(=0/2)

9

ratio of 

object 

SVA's

0.33

(=6/18)

0.31

(=4/13)

0.0

(=0/1)

1.0

(=4/4)

0.0

(=0/2)

10

ratio of 

object 

MVA's

0.67

(=12/18)

0.69

(=9/13)

1.0

(=1/1)

0.0

(=0/4)

1.0

(=2/2)

Table 6 Evaluation criteria of attributes of objects for 

experiment of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다. 클래스 내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하 벨에 장하도

록 구성할지는 데이터 장소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4.3 NEEShub Project Warehouse에 한 객체 

속성구성 평가요소의 용

실제 인 실험정보를 포함하는 Fig. 6의 객체들 에서 속

성이 나타나 있는 5개의 객체(seismic response of stru-

ctural walls, experiment 3, trial-1, trial-1 rep-1, 

trial-1 rep-1 unprocessed data)에 하여 속성구성 평가

요소를 용한 결과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Table 6에서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객체는 값있는 속성수가 18로서 클래스내 속성수와 동일하므

로 객체 DVA수, 객체 OEVA수, 객체 SVA수, 객체 MVA

수 등은 클래스에 한 것들과 동일하다. experiment 3 객

체는 값있는 속성수가 13으로서 객체내 값있는 속성 비율이 

0.81이 된다. 객체 DVA수와 객체 OEVA수를 살펴보면 클

래스의 경우에 비하여 객체 OEVA수가 감소하 는데 이는 

하 벨에 장하는 실험정보가 데이터 장소에서 정한 것

보다 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체 SVA수와 객체 MVA수는 

클래스의 경우에 비하여 객체 MVA수가 감소하 는데 다양

한 분량의 장을 하는 속성들에 한 실험정보가 데이터 

장소에서 정한 것보다 다는 것을 의미한다. trial 1 객체, 

trial-1 rep-1 객체, trial-1 rep-1 unprocessed data 객

체를 살펴보면 trial-1 rep-1 객체는 객체내 값있는 속성 비

율이 1.0이지만 다른 두 객체는 0.33과 0.50으로 낮았다. 

해당 실험에 한 정보를 충실하게 장했다고 가정하면 객

체내 값있는 속성 비율이 낮다는 것은 데이터 장소에서 요

구하는 구성이 해당 실험에 알맞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하 벨에 있는 trial-1 rep-1 unprocessed data 객체

의 경우는 최하 벨에서는 구체 인 실험정보를 장한다

는 을 감안하면 실험정보의 장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

았거나 는 데이터 장소에서 복되는 장소에 실험정보를 

장하도록 하는 비효율이 있었기에 해당 실험정보를 장하

지 않은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Table 6의 객체들은 벨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

구성 평가요소에 하여 객체들을 비교하면 실제 장된 실험

정보의 벨별 특성을 악할 수 있다. 객체내 값있는 속성 비

율은 상 벨(1.0, 0.81)에서는 높은데 하 벨(0.33, 

1.0, 0.5)에서는 그 지 않다. 객체 DVA수, 객체 OEVA수, 

객체 SVA수, 객체 MVA수도 체 으로 상 벨과 하

벨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정보의 일반 인 

내용을 장하는 상 벨에서는 거의 모든 내용이 충실하게 

장이 되어 있고 구체 이고 특정한 실험 데이터를 장하는 

하 벨에서는 일부 내용만이 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그

러나 Table 6에서는 벨별 객체들이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동일 벨에 있는 다른 모든 객체들( 를 들면, Fig. 6에서 

experiment 1부터 experiment 8까지의 객체)을 고려하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장소의 상 벨에서의 실제 실험정보가 충실하

고 하 벨에서는 그 지 못하는 것을 실험정보의 장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실험정보를 장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구성을 갖추어 놓고 실험 종류별로 필요한 

부분에만 장하도록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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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장소를 제한된 범 의 실험종류에 하여 거의 모든 정

보를 빠짐없이 장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고 는 다양한 종

류의 실험에 하여 해당 실험정보만을 선택하여 장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데이터 장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운 할 것인가는 데이터 

장소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데이터 장소를 사용하는 사

용자들의 범 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소규

모 데이터 장소의 경우는 특정한 범 의 실험을 상으로 

하므로 객체내 값있는 속성비율을 높게 유지하고 하 벨에 

가더라도 비율이 감소하지 않으며 벨수는 많지 않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NEEShub Project Warehouse와 같은 

규모 장소는 큰 실험 로젝트를 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 객체 수가 많으므로 객체내 값있는 속성비율

을 체 벨에 걸쳐서 높게 유지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

을 유지하도록 속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데이터 장소의 자체 인 구성 특성과 데이터 

장소의 활용에 한 평가를 한 것으로서 데이터 장소

의 자체 인 구성은 클래스로 나타낼 수 있고 실제의 실험정

보는 객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클래스와 객체가 포함하는 

속성구성에 한 평가요소를 제안하 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

는 데이터 장소에 하여 용하여 실용성을 검토하 다.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에 한 평가요소에 하여는 클래

스내 속성수가 크면 클래스 구성의 복잡한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클래스 DVA수와 클래스 OEVA수에 하여는 클래스 

OEVA 비율이 높을수록 실험정보를 하 벨에 많이 분포하

도록 구성하 다는 의미이고 클래스 SVA수와 클래스 MVA

수에 하여는 클래스 MVA 비율이 높을수록 단일 값보다는 

복수의 값을 갖는 정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별로 

클래스 속성구성 평가요소를 비교하면 하 벨로 갈수록 한 

가지 종류의 정리되고 분량이 명확한 실험정보를 장하도록 

데이터 장소가 구성되는 것으로 악되었다.

데이터 장소의 객체에 한 평가요소에 하여는 객체내 

값있는 속성수와 그 비율이 높을수록 실제 실험정보가 정해

진 구성 내에 많이 장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객체 DVA수, 

객체 OEVA수, 객체 SVA수, 객체 MVA수를 클래스의 경우

와 비교하여 차이가 많이 날수록 해당 종류의 실험정보 장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별로 객체 속성구성 평가

요소를 비교하면 상 벨부터 하 벨에 이르기까지 실제 

실험정보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객체내 값있는 속성비

율이 상 벨에서 높고 하 벨에서 낮으면 일반 인 내용

을 장하는 상 벨에서는 실험정보가 충실하게 장이 되

어 있고 구체 인 실험정보를 장하는 하 벨에서는 일부 

실험정보만 장되어 있다는 의미로서 이는 데이터 장소의 

구성을 어떻게 만드는 가와 하게 련이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 장소의 클래스와 객체의 속

성구성을 한 평가요소는 데이터 장소의 단  정보의 구

성과 장 상태를 수치 으로 나타내어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는 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벨에 걸

쳐 있는 클래스와 객체에 한 평가요소를 비교함으로서 데

이터 장소의 실험정보 구성과 그 실제 분포를 수치 으로 

기술하여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클

래스와 객체에 한 평가요소를 실제의 데이터 장소의 개

발과정에 이용하고 개발된 데이터 장소의 평가에 이용한다

면 구조실험 정보를 한 데이터 장소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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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구조실험을 한 데이터 장소는 구조실험에 련된 실험정보를 구조공학자와 연구자들이 편리하게 장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효율 인 구성을 가져야 한다. 데이터 장소에 한 평가는 데이터 장소 자체 인 구성에 한 평가와 데이터 

장소에 장된 실제 정보의 구성에 한 평가로 나  수 있다. 데이터 장소의 자체 인 구성은 클래스로 나타낼 수 있고 

데이터 장소 내에 장된 실제의 실험정보는 객체로 표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은 클래스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구성

에 한 평가요소를 제안한다. 클래스의 속성구성 평가요소로는 클래스내 속성수와 구체 인 값 는 객체에 의해 구분한 

속성의 종류별 수 등이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들을 이용하여 데이터 장소가 정한 구성을 이해할 수 있다. 객체의 속성구

성 평가요소로는 객체내 값있는 속성수 등이 있는데 데이터 장소내의 실제 실험정보가 벨별로 어떻게 장되어 있는가

를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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