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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데이터 시각화

Shapi, M. Developments in the Built Environment 5 100037 (2021), DOI: 10.1016/j.dibe.2020.100037

https://doi.org/10.1016/j.dibe.2020.100037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

• 숫자를 그림으로 바꾸는 작업

• 데이터 이해도증진

• 새로운 특징탐색

• 데이터 문제점도출

• 전체와 부분동시 이해

• 가설 수립 & 검증



인간 시각 인지 메커니즘

• 상향식 & 하향식

상향식 : 무의식적정보 수집 (뇌 부담적음) 하향식 : 시각적 질의에대한 답 찾기 (뇌 부담 큼)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4285723_Information_Visualization_Perception_for_Design_Second_Edition


인간 시각 인지 메커니즘



인간 시각 인지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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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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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시각에 대한 연구 : 전주의 처리

• 전주의 처리(1988) –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처리되는 정보가 있다.

= 뇌에 부담을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있다.

이미지=https://eagereyes.org/seminal-papers/treisman-preattentive-processing

숫자 속 9 개수 세기



인간 시각에 대한 연구 : 전주의 처리

• 전주의 처리(1988) –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다른 점을 찾는다.

= 뇌에 부담을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있다.

이미지=https://help.tableau.com/current/blueprint/en-us/bp_why_visual_analytics.htm 이미지=https://clauswilke.com/dataviz/telling-a-story.html#

전주의 처리사례 페이스북주가 변동 분석



인간 시각에 대한 연구

• 게슈탈트 법칙(1912) – 패턴으로 인식되는 그림이 있다

= 설명 없이 패턴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 엉뚱한 패턴이 생길 수 있다.

이미지=https://www.smashingmagazine.com/2014/03/design-principles-visual-perception-and-the-principles-of-gestalt/

연결 : 연결된요소간연관성 공동영역 : 닫힌공간의요소들 근접 : 가까이있는요소들 연속 : 가까이있는요소들 공동운명 : 같이움직이는요소

단순함 : 단순한형태의합으로 폐쇄 : 하나로인식되는패턴으로 대칭 : 대칭을기준으로인식 형태와배경 : 둘 중하나로인식

평행 : 평행요소끼리연관됨 유사 : 비슷한요소끼리연관됨 초점 : 다른지점은집중됨 과거의경험 : 경험에따른인식

게슈탈트이론



거꾸로, 잘 안보이려고 작정하는 것도 가능

• 전주의처리를 반대로 적용한다거나 : 주변이랑 비슷하게 배치

• 게슈탈트 원리를 거꾸로 적용한다거나 : 익숙하지 않은 기호 사용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시각 표현 제약

• 스타워즈 - 자바 더 헛Jabba the Hutt

• “fat, slug-like creature with eyes on extended feelers and a huge 

ugly mouth” https://web.archive.org/web/20080501111000/http://www.starwars.com/databank/character/jabbathehutt/?id=bts

https://www.starwars.com/databank/jabba-the-hutt



기술적 한계로 인한 시각 표현 제약

• 삼국지 시리즈 (KOEI)

삼국지 1 (1985) 삼국지 2 (1989)

삼국지 14 (2020)



데이터 분포 시각화

• 펭귄 데이터셋

https://rpubs.com/julianlavila/penguins



데이터 분포 시각화

• 펭귄 데이터셋



데이터 분포 시각화 방법 : 펭귄 체중

John Tukey 
(1970)

Karl Pearson 
(1895)

Emery & 
Carpenter 

(1974)



오래된 습관 : Hatching



선보다 색을 씁시다



선보다 색을 씁시다



히스토그램을 겹치지 맙시다



히스토그램 안 겹치기 1: 쌓기stack



히스토그램 안 겹치기 2: 피하기dodge



히스토그램 안 겹치기 3: 히스토그램 안 쓰기



시대에 뒤쳐져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 툼 레이더 (Square Enix)

(1996) (2020)



전달력을 높이려면

• 웬만하면 해칭 안하기

• 히스토그램은 겹치지 말기

https://www.youtube.com/watch?v=osMRx4-QS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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