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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ata model for structural experiment information formally organizes the information involved in the structural experiments 

before the data repository using the data model is implemented. The data model is particularly required for the data repositories for 

the large-scale structural experiment information and the general information for various types of experiments, such as the NEEShub 

Project Warehouse developed by NEES. This paper proposes criteria for evaluating the organization and the use of design model for 

structural experiment information. The term of AVE(attribute value existence) indicates the ratio of attributes who values exist in 

objects, and then used for defining the Attribute AVE for the use of an attribute, the Class AVE for a class, the Class Level AVE 

for a class including its lower-level classes, the Project AVE for a project including all classes at class levels, and the Data Model 

AVE for a data model including projects. These criteria are applied to the projects in the NEES data model, and it is successively 

possible to numerically describe the evaluation of the use of classes and attributes in the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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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실험정보를 한 데이터 모델은 구조실험과 련된 

실험정보를 정형화하여 표 하므로 데이터 장소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 하여 인터넷으로 속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장소는 연구논문이나 보고서에 

비하여 구조공학자와 연구자들이 실험정보를 더 편리하게 

장하고 검색하고 내려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데이터 장소의 로는 미국 내에서 14개 학에서 수행된 

구조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실험을 공유하기 한 

목 으로 설립된 NEES(https://nees.org)에서 리하는 

NEEShub Project Warehouse가 있으며, 국내에서는 12개의 

학과 연구기 의 실험시설(완공 정 포함)을 체계 으로 

운 하고 리하기 하여 설립된 건설연구인 라운 원

(http://www.koced.net)의 사이버 문헌정보 이 있다. 

NEEShub Project Warehouse는 각각의 로젝트에 한 

실험정보를 여러 단계로 구성하여 장하고 이와 련된 모든 

데이터 일들을 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험정보에 한 

구체 인 내용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건설연구인 라운

원의 사이버 문헌정보 에서는 실험에 한 개요를 살펴볼 

수 있고 실험데이터 일과 논문  보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NEEShub Project Warehouse와 건설연구인 라운

원의 사이버 문헌정보 은 모두 실험데이터 일을 내려 

받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NEEShub Project 

Warehouse는 계층화된 실험정보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의 다양한 실험에 한 정보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NEEShub Project Warehouse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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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NEESgrid Data Model(Peng and Law, 

2004) 등의 데이터 모델을 기 로 하여 개발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서 재의 데이터 장소로 구축된 것이다. 국내에서 

NEEShub Project Warehouse와 같은 문 인 데이터 

장소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데이터 모델의 이용이 바람직

한데 특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실험정보를 데이터 모델을 통하여 

효율 으로 구성할 수 있다(Lee et al., 2008). 

구조실험정보를 한 데이터 모델을 데이터 장소의 개발에 

이용하기 해서는 데이터 모델에 한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와 련된 연구로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특성에 

한 수치 인 평가요소(Lee, 2010), 벨별 실험정보의 

평가요소(Lee, 2013), 개별 인 실험정보의 구성평가요소

(Lee, 2014)가 있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은 데이터 모델에 

한 서술 인 평가가 아닌 구체 이고 수치 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 지만, 개발된 데이터 모델이 데이터 장소로 

구 이 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한 

상세한 평가방법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을 사용성 측면에서 분석하기 한 새로운 평가

요소를 소개하고 이를 NEES의 데이터 모델에 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 다.

2.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의 범

구조실험을 한 데이터 모델을 클래스(class)와 객체

(object)의 개념을 이용하여 표 하면 데이터 모델의 자체 인 

구성은 클래스로 나타낼 수 있고 실제의 실험정보들은 객체로 

나타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데이터 모델의 클래스와 객체의 

표 은 개체형 통합설계모델(Hong et al., 1994; Lee 

et al., 1998)의 표기법을 이용하 다. 이 표기법을 이용하여 

간단히 만든 데이터 모델의 클래스와 객체가 Fig. 1에 나타나 

있는데 이 그림을 이용하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의 범 를 설명하도록 한다. 

Fig. 1에서 클래스는 사각형으로 객체는 타원으로 표시

하 으며 속성(attribute)은 사각형 는 타원 아래에 수평

선과 함께 나타내었다. 단일 값을 갖는 속성(SVA; single- 

valued attribute)이면 수평선의 끝을 흰색 원으로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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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의 끝을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 다. 속성의 수평선 아래의 

호에는 속성의 종류 정보가 있는데 B는 기본속성(base 

attribute)을 DVA는 숫자, 문자, 일 등을 값으로 갖는 

속성(data-valued attribute)을 의미하며 OEVA는 다른 

객체를 값으로 갖는 속성(object entity-valued attribute)을 

의미한다.

(a) Classes and attributes at class levels

(b) Objects and attributes at class levels

Fig. 1 Classes, objects, and attributes of example data 

model(after 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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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definitions

for all 

projects 

in data model

Data Model 

AVE

average Project AVE for all 

projects in data model

for all classes 

for project
Project AVE

ratio of AVE for all classes 

for project(= Class Level 

AVE at top level)

for class 

including its 

lower level 

classes

Class Level 

AVE

ratio of AVE for the classes 

at class levels

for class itself Class AVE
ratio of AVE for attributes 

in class 

for attribute 

in class

Attribute 

AVE

ratio of AVE for attribute in 

objects related with class

(Note) AVE indicates the ratio of attribute value existence.

Table 2 Definitions of evaluation criteria for use of data 

model

Fig. 1에서 클래스와 객체는 여러 단계의 벨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다. 를 들면 Fig. 1(a)에서 벨 1에 있는 

클래스 A는 그 속성들을 통하여 벨 3까지의 정보를 포함

하고 있으며, 벨 2에 있는 클래스 C는 벨 3까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떤 클래스의 구성을 

평가할 때 클래스의 자체 인 속성을 포함하여 하 벨에 

있는 모든 클래스와 속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1(a)에 

있는 클래스를 하 벨을 고려하여 기본 정보를 정리한 것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 클래스 C의 경우를 보면 5개의 

자체 인 속성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2개 벨에 걸쳐서 3개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고 총 12개의 속성들이 련되어 있다.

level classes
class organization

attributes

1 class A(3)

total class level =3

total class number =5

total attribute number =17 

attribute A1, attribute A2, attribute A3

2 class B(2)

subtotal class level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2 

attribute B1, attribute B2 

2 class C(5)

subtotal class level =2

subtotal class number = 3

subtotal attribute number =12 

attribute C1, attribute C2, attribute C3, 

attribute C4, attribute C5

3 class D(3)

subtotal class level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3

attribute D1, attribute D2, attribute D3

3 class E(4)

subtotal class level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4

attribute E1, attribute E2, attribute E3, 

attribute E4

(Note) For each class,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number of attributes.

Table 1 Organization of classes and attributes in example 

data model

Fig. 1(a)에 있는 클래스들이 실제의 실험정보를 갖게 될 

때의 상태가 Fig. 1(b)에 나타나 있는데 클래스별로 다양한 

수의 객체를 갖고 각 객체에서 값이 있는 속성 수도 다르다. 

를 들면 객체 C1과 C2는 클래스 C로부터 생성된 것으로서 

5개의 속성 에서 객체 C1은 값이 있는 속성 수가 4개이고 

객체 C2는 값이 있는 속성 수가 2개이다. 객체 C1과 C2가 

모두 클래스 C로부터 생성이 되었지만 그 사용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다. 객체 C1은 하 벨에  다른 여러 개의 객체를 

포함하지만 객체 C2는 하 벨에 단 1개의 객체만을 포함

하고 있어서 하 벨을 고려하면 그 사용성에 더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과 Table 1에서 나타난 클래스들에 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성에 한 평가는 각 

클래스별로 하 벨을 포함하여 련된 모든 클래스와 속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한 평가요소를 소개하고 

용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의 데이터 모델의 평가범 로 한다. 

3.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요소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를 하여 각 클래스의 

자체 인 구성으로부터 하 벨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을 

포함한 구성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 포함하고 있는 체 클래

스에 한 평가를 하여 정의한 평가요소들이 Table 2에 

나타나 있다. 

Table 2에 나타난 평가요소는 5개로서 속성의 사용성에 

한 ‘AVE(attribute value existence)’라는 용어를 포함

하고 있는데 해당 속성에 값이 있는가를 의미한다. 아래쪽에 

있는 평가요소부터 살펴보면 Attribute AVE는 해당 속성이 

있는 클래스의 객체들 에서 값이 있는 객체의 비율을 의미

하고 Class AVE는 클래스 내에 값이 있는 속성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하  벨의 모든 클래스까지 확장한 것이 

Class Level AVE이다. Project AVE는 하나의 로젝트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의 속성사용 비율을 의미하는데,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장된 모든 로젝트에 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면 Data Model AVE가 된다. 

Table 2에 나타난 평가요소를 Fig. 1과 Table 1에서 

나타난 클래스들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 

있다. Fig. 1의 데이터 모델의 아래쪽부터 사용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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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values for evaluation criteria

Data Model 

AVE

0.608(same as Project AVE since only one

project is considered)

Project AVE 0.608(same as Class Level AVE for class A)

Class Level 

AVE

class A: (3+1+6.34)/(3+2+12) 

=10.34/17(=0.608)

class B: 1/2(=0.5)

(same as Class AVE for class B)

class C: ave(4+3+2.67,2+1+0)/(5+3+4)

=6.34/12(=0.528)

class D: 2/3(=0.667) 

(same as Class AVE for class D)

class E: 2.67/4(=0.668)

(same as Class AVE for class E)

Class AVE

and

Attribute 

AVE

class A: 3/3(=1.0)

attribute A1: 1/1(=1.0)

attribute A2: 1/1(=1.0)

attribute A3: 1/1(=1.0)

class B: 1/2(=0.5)

attribute B1: 1/1(=1.0)

attribute B2: 0/1(=0.0)

class C: ave(4,2)/5=3/5(=0.6)

attribute C1: 2/2(=1.0)

attribute C2: 1/2(=0.5)

attribute C3: 2/2(=1.0)

attribute C4: 1/2(=0.5)

attribute C5: 0/2(=0.0)

class D: ave(3,1)/3=2/3(=0.667)

attribute D1: 2/2(=1.0)

attribute D2: 1/2(=0.5)

attribute D3: 1/2(=0.5)

class E: ave(3,2,3)/4=2.67/4(=0.668)

attribute E1: 3/3(=1.0)

attribute E2: 3/3(=1.0)

attribute E3: 2/3(=0.667)

attribute E4: 0/3(=0.0)

(Note) ave(number 1, number 2, ---, number n) indicates 

the average of the numbers in parentheses.

Table 3 Values for evaluation criteria for use of example 

data model

해보면 Fig. 1의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속성 E1은 3개의 

객체들에서 모두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Table 3에서 Attribute 

AVE는 1.0이 되고 Fig. 1에서 속성 E4는 3개의 객체들에서 

모두 값이 없으므로 Table 3에서 Attribute AVE는 0.0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클래스에 하여 살펴보면 클래스 

E로부터 생성된 3개의 객체에 한 평균 속성사용 비율을 

계산하면 Class AVE가 0.668이 된다. 평균 66.8%의 속성

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Table 3에서 클래스 

C의 Class AVE는 0.6이지만 Class Level AVE가 0.528

이므로 클래스 C의 하 벨까지 고려하면 사용성이 약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b)에 나타난 모든 객체와 

속성에 한 사용성을 계산하면 Table 3에서 0.60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Fig. 1(a)의 데이터 모델은 Fig. 1(b)로 

표시되는 하나의 로젝트만을 고려하 으므로 Data Model 

AVE도 동일한 수치를 갖게 되며 데이터 모델은 60.8%의 

사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요소의 용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를 하여 본 논문에서 

정의한 5개의 평가요소들을 실제의 데이터 장소에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에 용하 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한 확인을 NEES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4.1 NEES 데이터 모델의 클래스와 속성

NEEShub Project Warehouse의 략 인 실험정보의 

구성이 Fig. 2에 나타나 있다. 하나의 project는 여러 개의 

experiment를 포함하고 있으며 하 벨로 내려가면 trial, 

repetition이 있고 여러 가지 실험데이터를 장하기 한 

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 corrected data, 

derived data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NEES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데 세부 인 구성을 

모두 나타내면 복잡하기 때문에 요한 내용만을 발췌하여 

Table 4에서 클래스와 속성으로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project 클래스는 최상  벨인 벨 1에 있으며 19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project 클래스의 속성 에서 여러 

개의 속성은 하 벨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친 

experiments 속성에 하여만 그 속성과 련이 있는 하  

벨의 experiment 클래스와 그 속성들이 나타나 있다. 

Table 4에서는 8개의 클래스와 56개의 속성이 있어서 

NEES 데이터 모델이 포함하는 클래스와 속성의 일부이지만 

NEES 데이터 모델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데 부족하지 않으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평가요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에는 충분한 

분량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2 NEES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

NEEShub Project Warehouse에는 Fig. 2와 Table 4에 

나타난 구성에 따라서 장된 로젝트가 260개 이상 

있는데 이 에서 실험정보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Enhanced 

Projects라는 이름으로 구분해 놓은 로젝트 에서 하나의 

로젝트(Year of Curation 2014; Project Number 1050)에 

하여 객체와 속성을 표 한 것이 Fig.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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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EES project directory structure(https://nees.org; after Lee, 2014)

Fig. 3에서 벨 1에 seismic response of structural 

walls 객체가 있고 이 객체의 experiments 속성은 8개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에서 experiment 1 객체가 벨 

2에 나타나 있고 이 객체의 trials 속성은 벨 3의 trial 1 

객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이 벨 5까지 이르고 있다. 

Fig. 3에 나타난 객체와 속성으로 표 되는 로젝트에 

한 데이터 모델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해서는 Fig. 3의 

모든 객체와 속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

는데 Table 5에서 제안한 표기법을 이용하 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은 나 에 한 

로그래 을 이용하여 자동화하여 해결하면 된다. Table 5는 

객체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의 개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1개의 project 객체가 8개의 experiment 객체를 포함하고 

있고 하 벨로 가면 10개의 trial 객체가 있고 10개의 

repetition 객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객체에 하여 

값이 있는 속성의 수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Fig. 3에 나타난 로젝트에 하여 Table 5의 표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에 한 평가 결과를 

계산한 내용이 Table 6에 나타나 있다. Table 6에서는 3개의 

로젝트에 한 평가결과가 있는데 Fig. 3에 나타난 로

젝트는 project 1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project 2(Year of 

Curation 2014; Project Number 1053)와 project 3 

(Year of Curation 2015; Project Number 1132)에 한 

평가결과도 포함하고 있다.

4.3 NEES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의 분석

Table 6에 나타난 NEES 데이터 모델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Data Model AVE는 0.566으로서 

반을 약간 넘는 사용성을 보이고 있으며 Project AVE는 

로젝트별로 차이가 있다. 각 로젝트별로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3개의 로젝트의 구성  사용평가 

결과를 종합 으로 비교․분석하 다.

4.3.1 project 1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의 분석

Table 6에서 project 1은 0.739라는 비교  높은 사용

성을 나타내는데 Class Level AVE를 보면 하 벨로 

갈수록 사용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구체 인 실험데이터가 

미비한 것처럼 보인다. 개별 클래스의 Class AVE에 하여는 

상  벨에 있는 project 클래스와 experiment 클래스가 

높은 사용성을 보이고 하 벨에 있는 클래스 에서는 

repetition 클래스가 높은 사용성을 보이고 있지만 trial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들은 낮은 사용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 이유를 찾기 하여 Attribute AVE로 표시되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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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lasses
class organization

attributes

1
project

(19)

total class level = 5

total class number = 8

total attribute number = 56 

executive summary, PIs, dates, facility, 

organizations, description, sponsors, 

websites, group space, report on data 

status, tools, publications, 

documentation, related documents, 

project analysis, images, tags, data 

re-use status, experiments[experiment]

2
experiment

(16)

subtotal class level = 4

subtotal class number = 7

subtotal attribute number = 37 

experiment type, description, dates, 

facility, equipment, specimen type, 

material, sensors, drawings, 

trials[trial], documentation, related 

documents, experiment analysis, 

images, tags, cite this work 

3 trial(3)

subtotal class level = 3

subtotal class number = 6

subtotal attribute number = 21 

repetitions[repetition], trial analysis, 

documentation

4
repetition(5

)

subtotal class level = 2

subtotal class number = 5

subtotal attribute number = 18 

unprocessed data[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converted data], 

corrected data[corrected data], derived 

data[derived data], documentation

5
unprocessed 

data(4)

subtotal class level =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 4 

DAQ, optotrak data, photos, videos

5
converted 

data(3)

subtotal class level =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 3 

photos, videos, data files

5
corrected 

data(3)

subtotal class level =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 3 

photos, videos, data files

5
derived 

data(3)

subtotal class level = 1

subtotal class number = 1

subtotal attribute number = 3 

photos, videos, data files

(Notes) 

1) For each class, the number in parentheses indicates the 

number of attributes.

2) Each underlined attribute has as its value set a lower 

level class shown in the table.

Table 4 Organization of selected classes and attributes 

in NEES data model

Fig. 3 Objects and attributes for project in NEES data 

model(after L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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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ject 

(1,1)

executive summary 

(1,1,1)

PIs 

(1,1,1)

- - - - - - -

experiments

(1,1,8)

2 experiment 

((1,1,8),(2,1)), ((1,1,8),(2,2)), ((1,1,8),(2,3)), 

((1,1,8),(2,4)), ((1,1,8),(2,5)), ((1,1,8),(2,6)), 

((1,1,8),(2,7)), ((1,1,8),(2,8))

experiment type

((1,1,8),(2,1,1)), ((1,1,8),(2,2,1)), ((1,1,8),(2,3,1)), 

((1,1,8),(2,4,1)), ((1,1,8),(2,5,1)), ((1,1,8),(2,6,1)), 

((1,1,8),(2,7,1)), ((1,1,8),(2,8,1))

description 

((1,1,8),(2,1,1)), ((1,1,8),(2,2,1)), ((1,1,8),(2,3,1)), 

((1,1,8),(2,4,1)), ((1,1,8),(2,5,1)), ((1,1,8),(2,6,1)), 

((1,1,8),(2,7,1)), ((1,1,8),(2,8,1))

- - - - - - -

trials

((1,1,8),(2,1,1)), ((1,1,8),(2,2,1)), ((1,1,8),(2,3,1)), 

((1,1,8),(2,4,1)), ((1,1,8),(2,5,1)), ((1,1,8),(2,6,1)), 

((1,1,8),(2,7,2)), ((1,1,8),(2,8,2))

- - - - - - -

3 trial 

((1,1,8),(2,1,1),(3,1)), ((1,1,8),(2,2,1),(3,1)), 

((1,1,8),(2,3,1),(3,1)), ((1,1,8),(2,4,1),(3,1)), 

((1,1,8),(2,5,1),(3,1)), ((1,1,8),(2,6,1),(3,1)), 

((1,1,8),(2,7,2),(3,1)), ((1,1,8),(2,7,2),(3,2)), 

((1,1,8),(2,8,2),(3,1)), ((1,1,8),(2,8,2),(3,2))

repetitions 

((1,1,8),(2,1,1),(3,1,1)), ((1,1,8),(2,2,1),(3,1,1)), 

((1,1,8),(2,3,1),(3,1,1)), ((1,1,8),(2,4,1),(3,1,1)), 

((1,1,8),(2,5,1),(3,1,1)), ((1,1,8),(2,6,1),(3,1,1)), 

((1,1,8),(2,7,2),(3,1,1)), ((1,1,8),(2,7,2),(3,2,1)),

((1,1,8),(2,8,2),(3,1,1)), ((1,1,8),(2,8,2),(3,2,1))

- - - - - - -

(Notes) 

1) The notation for an object is as follows: 

((level number, object number, number of values),

(level number, object number, number of values),

---, (level number, object number))

2) The notation for an attribute is as follows: 

((level number, object number, number of values),

(level number, object number, number of values),

---, (level number, object number, number of values))

Table 5 List of object numbers and attribute numbers for 

project in NEES data model

사용성을 살펴보면 trial 클래스에서는 trial analysis 속성의 

사용성이 0으로 되어 있고 unprocessed data 클래스 등에

서는 photos 속성과 videos 속성의 사용성이 0으로 되어 있다. 

trial analysis 속성은 상  벨에 있는 클래스들의 project 

analysis 속성, experiment analysis 속성과 복되는 부분이 

있고 photos 속성과 videos 속성은 상  벨에 있는 docu-

mentation 속성에 비슷한 속성(Table 6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악된다. 따라서 project 1에서 

하 벨에서 실험데이터가 미비한 것은 실험데이터를 잘 입력

하지 않았기 보다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에서의 문제 으로 보인다. 

한 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 corrected data, 

derived data 클래스는 한 가지 repetition에 한 것이므로 

photos 속성과 videos 속성은 repetition 클래스에 한 번만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4.3.2 project 2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의 분석

Table 6에서의 project 2에 한 Project AVE는 0.429

로서 비교  낮은 편이다. Class Level AVE를 살펴보면 

하 벨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repetition 클래스에 한 

수치가 극단 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 의 하나를 Class AVE에서 찾으면 repetition 클래

스의 사용성이 낮은데 부분의 속성의 사용성이 0이기 때문

이며 한 하 벨에 있는 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 corrected data, derived data 클래스 에서 3개의 

클래스의 사용성이 0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이러한 4개의 

클래스의 실험정보가 모든 실험에서 공통 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단된다. 따라서 만일 데이터 모델을 공통 인 실험

데이터를 장하는 목 으로 개발한다면 이와 련된 클래스

들을 통합하여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4.3.3 project 3의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의 분석

Table 6에서의 project 3에 한 Project AVE는 0.530

으로 다른 두 로젝트의 간정도의 사용성을 갖는다. Class 

Level AVE를 살펴보면 하 벨로 갈수록 사용성이 낮아지고 

있다. Class AVE를 살펴보면 project 클래스는 최상  

벨에 있음에도 낮은 사용성을 갖고 있다. 최하  벨에 

있는 클래스들에 하여는 project 2에서와 같이  사용

되고 있지 않는 derived class와 같은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다. project 3에서의 Attribute AVE를 살펴보면 project 

2에서와 같이 사용성이 0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의 하나가 related documents 속성이다. 이 속성은 docu-

mentation 속성과 함께 여러 곳에서 분포하는데 두 가지 

속성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모든 장소에서 두 가지 속성의 

사용성이 모두 높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따라서 두 속성을 

통합하든가 는 일부 벨에서만 함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Data Model AVE ave(0.739,0.429,0.530) = 0.566

Project AVE
0.739(project 1; shown in Fig. 3 

and Table 5) 
0.429(project 2; not shown) 0.530(project 3; not shown)

Class 
Level 
AVE

project
 

(19+22.4)/(19+37)=41.4/56
(=0.739)

(11+13)/(19+37)
=24/56(=0.429)

(8+21.7)/(19+37)
=29.7/56(=0.530)

experiment
(13.3+9.1)/(16+21)=22.4/37

(=0.605)
(10+3)/(16+21)=13/37

(=0.351)
(14+7.67)/(16+21)=21.7/37

(=0.586)

trial
(1.3+7.8)/(3+18)=9.1/21

(=0.433)
(1+2)/(3+18)=3/21

(=0.143)
(1+6.67)/(3+18)=7.67/21

(=0.365)

repetition
ave(4+5,4+5,4+5,4+5,4+5,

4+5,3+3,3+3,3+3,3+3)/(5+13)
=7.8/18(=0.433)

ave(1+1,1+1,1+1,1+1)/
(5+13)=2/18(=0.111)

ave(3+4,3+4,3+3)/(5+13)
=6.67/18(=0.371)

unprocessed data 2/4(=0.5) 0.0 1.67/4(=0.418)

converted data 1/3(=0.333) 1/3(=0.333) 1/3(=0.333)

corrected data 1/3(=0.333) 0.0 1/3(=0.333)

derived data 1/3(=0.333) 0.0 0.0

Class 
AVE
and

Attribute
AVE

project
executive summary
- - - - -
documentation
related documents
project analysis
- - - - -
experiments

19/19(=1.0)
1/1(=1.0)
- - - - -

1/1(=1.0)
1/1(=1.0)
1/1(=1.0)
- - - - -

1/1(=1.0)

11/19(=0.580)
0/1(=0.0)
- - - - -

0/1(=0.0)
0/1(=0.0)
0/1(=0.0)
- - - - -

1/1(=1.0)

8/19(=0.421)
0/1(=0.0)
- - - - -

0/1(=0.0)
0/1(=0.0)
0/1(=0.0)
- - - - -

1/1(=1.0)

experiment

experiment type
- - - - -
trials
documentation
related documents
experiment analysis
- - - - -

ave(14,14,13,13,13,13,13,13)/16
=13.3/16(=0.831)

8/8(=1.0)
- - - - -

8/8(=1.0)
8/8(=1.0)
0/8(=0.0)
2/8(=0.25)
- - - - -

ave(10,10)/16=10/16
(=0.625)
2/2(=1.0)
- - - - -

2/2(=1.0)
2/2(=1.0)
0/2(=0.0)
0/2(=0.0)
- - - - -

ave(14,14,14)/16=14/16
(=0.875)
3/3(=1.0)
- - - - -

3/3(=1.0)
3/3(=1.0)
0/3(=0.0)
0/3(=0.0)
- - - - -

trial

repetitions
trial analysis
documentation

ave(2,2,1,2,1,1,1,1,1,1)/3
=1.3/3(=0.433)

10/10(=1.0)
0/10(=0.0)
3/10(=0.3)

ave(1,1,1,1)/3=1/3
(=0.333)
4/4(=1.0)
0/4(=0.0)
0/4(=0.0)

ave(1,1,1)/3=1/3
(=0.333)
3/3(=1.0)
0/3(=0.0)
0/3(=0.0)

repetition

unprocessed data
converted data
corrected data
derived data
documentation

ave(4,4,4,4,4,4,3,3,3,3)/5=3.6/5
(=0.72)

10/10(=1.0)
6/10(=0.6)
6/10(=0.6)
10/10(=1.0)
4/10(=0.4)

ave(1,1,1,1)/5=1/5
(=0.2)

0/4(=0.0)
4/4(=1.0)
0/4(=0.0)
0/4(=0.0)
0/4(=0.0)

ave(3,3,3)/5=3/5
(=0.6)

3/3(=1.0)
3/3(=1.0)
3/3(=1.0)
0/3(=0.0)
0/3(=0.0)

unprocessed data

DAQ
optrak data
photos
videos

ave(2,2,2,2,2,2,2,2,2,2)/4=2/4
(=0.5)

10/10(=1.0)
10/10(=1.0)
0/10(=0.0)
0/10(=0.0)

0.0

0.0
0.0
0.0
0.0

ave(2,2,1)/3=1.67/4
(=0.418)
3/3(=1.0)
0/3(=0.0)
0/3(=0.0)

2/3(=0.667)

converted data
photos
videos
data files

ave(1,1,1,1,1,1)/3=1/3(=0.333)
0/6(=0.0)
0/6(=0.0)
6/6(=1.0)

ave(1,1,1,1)/3=1/3(=0.333)
0/4(=0.0)
0/4(=0.0)
4/4(=1.0)

ave(1,1,1)/3=1/3(=0.333)
0/3(=0.0)

2/3(=0.667)
1/3(=0.333)

corrected data
photos
videos
data files

ave(1,1,1,1,1,1)/3=1/3(=0.333)
0/6(=0.0)
0/6(=0.0)
6/6(=1.0)

0.0
0.0
0.0
0.0

ave(1,1,1)/3=1/3(=0.333)
0/3(=0.0)
0/3(=0.0)
3/3(=1.0)

derived data

photos
videos
data files

ave(1,1,1,1,1,1,1,1,1,1)/3=1/3
(=0.333)

0/10(=0.0)
0/10(=0.0)
10/10(=1.0)

0.0

0.0
0.0
0.0

0.0

0.0
0.0
0.0

Table 6 Values for evaluation criteria for use of NEES dat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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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구성  사용성 평가결과의 종합 인 비교분석

Table 6에서의 3가지 로젝트를 비교하면 사용성이 비슷한 

클래스도 있고 그 지 않은 클래스도 있다. Class AVE에 

하여 살펴보면 project 클래스는 로젝트별로 사용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만 experiment 클래스는 그 지 않다. 이는 

project 클래스의 속성 구성이 experiment 클래스와 비교

하여 덜 일반 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trial 클래

스도 모든 로젝트에서 낮은 사용성을 보이고 있는데 클래

스의 속성구성이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에 나타난 평가결과의 분석을 종합하면 본 논문에서 

소개한 5가지 평가요소를 사용하여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성에 한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개별 인 

Class AVE와 Attribute AVE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클래스와 속성을 찾아낼 수 있으며 Class Level AVE를 

통하여 벨 구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하여 로젝트별 Project AVE들을 비교하면 데이터 

모델에서 효율 으로 구성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명확히 구별하여 악할 수 있다. Data Model AVE는 

데이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체 속성들 에서 값을 갖는 

속성의 비율(즉, 사용되고 있는 속성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많은 수의 클래스와 

속성을 갖는 데이터 모델일수록 Data Model AVE가 낮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이를 고려하여 데이터 모델의 사용성 

평가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성을 평가하기 

한 평가요소들을 제안하 고 이 평가요소들을 구조실험을 포함

한 여러 가지 실험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 장소인 NEEShub 

Project Warehouse에 이용된 데이터 모델에 용하여 타당

성을 검토하 다. 본 논문의 요약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실험정보를 한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성에 

한 평가는 각 클래스별로 하 벨에 분포된 모든 

클래스와 이에 한 속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클래스의 속성이 값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사용성에 

한 ‘AVE(attribute value existence)’라는 용어를 

도입하고 속성의 사용성에 한 Attribute AVE, 

클래스의 사용성에 한 Class AVE, 하  벨에 

있는 클래스를 포함하는 Class Level AVE, 하나의 

로젝트의 모든 클래스에 한 Project AVE, 모든 

로젝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에 한 Data Model 

AVE를 정의하 다.

(3) Attribute AVE와 Class AVE를 이용하여 사용성이 

낮은 속성과 클래스를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Class Level AVE와 연계하면 사용성이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이 어떻게 분포하는 가를 이해할 수 있다.

(4) Project AVE가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로젝트가 

있으면 Attribute AVE, Class AVE, Class Level 

AVE를 로젝트별로 교차하여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악할 수 있다.

(5) Data Model AVE는 데이터 모델의 체 인 사용

성을 나타내는데 클래스와 속성의 개수가 많은 규

모의 데이터 모델일수록 Data Model AVE가 낮아

진다. 

(6) 본 논문에서 소개한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성에 

한 평가요소는 NEES 데이터 모델이외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 모델에도 용가능하며 실제의 데이터 

모델의 개발과정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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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구조실험을 한 데이터 모델은 구조실험에 련된 실험정보를 정형화하여 표 하므로 데이터 장소를 개발하는데 이용

할 수 있다. 데이터 모델은 특히 규모의 구조실험정보 는 일반 인 다양한 실험정보를 한 데이터 장소에 효과 인데 

를 들면 NEES에서 개발한 NEEShub Project Warehouse가 있다. 본 논문은 데이터 모델의 구성과 사용을 평가하기 한 

평가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클래스의 속성이 값을 갖는지를 의미하는 AVE(attribute value existence)란 용어를 도입하여 

속성의 사용성에 한 Attribute AVE, 클래스의 사용성에 한 Class AVE, 하 벨에 있는 클래스를 포함하는 Class 

Level AVE, 하나의 로젝트의 모든 클래스를 포함하는 Project AVE, 모든 로젝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모델에 한 Data 

Model AVE를 정의하 다. 이러한 평가요소들을 NEES 데이터 모델의 로젝트들에 용하 는데 데이터 모델내의 클래스와 

객체에 한 사용성을 수치 으로 기술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 다.

핵심용어 : 데이터 모델, 클래스, 클래스 벨, 객체, 속성, 구조실험정보, NEES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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