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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준별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노드의 링크 정보를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의 노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기본 방법들은 2차원적인 도구가 대부분이고 각 노드의 링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역을 동일하게 할당하여 시각화한다. 이는 시각화 대상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시

각화하는 경우에는 연결 식별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노드를 시각화할 때 수준별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하위 노드의 수에 따른 가중치 기반으로 3차원  공간상에 시각화하여 보다 공간적 효율성과 식별성이 높은 시각화 방법을 제안

한다. 본 논문의 결과물은 연결성 정보를 시각화하는 영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링크 정보(Link Information), 깊이 정보(Depth Data), 시각화(Visualization)

I. 서론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과 이용 영역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대부

분의 정보시스템은 소량의 데이터 처리가 아닌 상상을 초월할 정

도의 방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독립적인 

데이터의 존재성보다 데이터 상호간의 연결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

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데이터 상호간의 연결성을 쉽게 식별

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시각화 기술이다[1]. 웹 환경에

서 하이퍼링크 구조나 소셜 네트워크의 인맥 연계성에 대한 정보

에서는 노드 정보간의 연결성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와 관

련된 연구들은 주로 트리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트리맵 방법[2]과 

한정된 공간에 특정한 정보만을 시각화하는 어안렌즈 방식[3]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들은 대부분 2차원 공간상에 표현

됨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는 정보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수열 등[4]은 가중치를 적용한 노드 맵의 

시각화 방법을 제안했지만  2차원에 국한 적으로 데이터를 시각화

하여 식별성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노드의 수준별 깊이 값과 가중치를 달리하

여 식별성이 용이한 3차원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구현된 도

구는 사용자 뷰을 통하여 위치나 공간에 독립적인 시각화 도구를 

제공한다. 

II. 도구의 설계

먼저, 각 노드를 배치하기 위하여 노드별로 수준과 해당 영역내

의 각도정보를 설정해야 한다. 노드별로 일정한 각도를 지정하면 

단말 노드에게도 동일한 각도 정보가 할당됨으로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다.  또한 하위 노드가 많을 경우에는 한정된 영역에 배

치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도구에는 각 노드

의 하위 노드수를 먼저 조사하여 가중치에 따른 각도 정보를 할당

한다. 가중치는 하위노드의 수와 수준 깊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

래 코드는 각 노드가 표시될 중심 좌표를 구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분이다.

angle=(2π/count)*(tr[x].cnt+1)/2;
x1=(gre*sin(angle));
y1=(gre*cos(angle));
glPushMatrix();

glTranslatef(x1,y1,(tr[x].level-1)*(-10.0));
glutSolidSphere(swflag*0.1f,25,25);

glPopMatrix();
 
여기서, count는 형제노드의 수를 의미하고 cnt는 해당 노드의 

하위노드의 수, gre는 중심좌표에서 부터의 거리, level는 해당 노

드의 깊이 정보를 의미한다. 단말 노드일 경우에는 직선상의 좌표

만 부여되고 비단말 노드의 경우에는 하위 노드에게 자신의 부여 

영역에 따른 분할 각도를 제공한다. 그리고 각 수준별로 깊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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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르기 때문에 부 노드의 위치 값과 동일한 좌표가 할당되지는 

않는다. 위 코드에서 마지막에 있는 glTranslatef 메소드가 좌표계

를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데 Z축을 수준에 따라 다르게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링크 정보의 3차원 시각화 도구 

Fig. 1. Visualization Tool of Link Data

III. 구현 결과

<그림 1>은 제한된 방법을 사용하여 구현된 결과를 보인 화면

으로 웹상에서 북마크된 경로를 보이는 예제이다. 호스트 언어는 

C++를 사용하였고 그래픽 라이브러리는 OpenGL와 GULT와  

GL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단말 노드와 비단말 노드를 구분

하기 위하여 정적인 노드와 동적인 노드로 구분하여 표시된다. 그
리고 화면 하단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에서 관심을 가지는 경

로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게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
를 통하여 화면의 뷰포트의 조정과 확대/축소, 위치 이동 등을 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드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각 노드의 링크 정

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3차원 시각화 도구를 구현하였다. 사용

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연결성을 식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한된 공간 내에 대량을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하위 노드정보가 확장된 각도정보에 의해 

크게 펼쳐지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깊이정보를 달리함으로서 극

복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용가능한 적용분야에 맞게 

구조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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