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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및 AR 환경에서의 시공간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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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o-temporal Data Visualization Survey for VR and AR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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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및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기기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공 기술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해당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중에서도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의 대중화

로 인하여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이 생산하고 활용하는 시공간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VR 및
AR 환경에서의 시각화를 위하여 먼저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일반 모니터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에서의 시각화 기법

들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최신 기기의 사양 및 상호 작용 설계에 있어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시각화 기법들의 차

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VR 및 AR 기기의 특성에 맞춰 시공간 데이터 시각화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Abstract

VR(Virtual Reality) and AR(Augmented Reality) devices are becoming more common, and the need for proper contents 
presentation techniques in such environments has been growing ever since the popularization of the devices. One of the contents is 
the spatio-temporal data, which has become more prominent since it could be both generated and consumed by a large number of 
ordinary users. In this work, the researcher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patio-temporal data as a source for visualization in VR 
and AR environment, and categorized prior visualization methods for such data, which were devised for traditional monitors. The 
researcher also reviewed the hardware specification of state-of-the-art device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previous 
visualization approaches. This work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designing spatio-temporal visualization for VR and AR 
environment by utiliz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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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및 증강 현실(AR: Aug- 
mented Reality)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과, 그
로 인한 관련 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콘텐츠 제작 및 제공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점차 증대

되고 있다[1]. 특히 콘텐츠 제공 기술 분야에서는 사물을 더

사실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

었는데, 증강 현실 환경에서의 사실적인 시각화를 위하여

그림자 생성 기법이 연구되기도 했으며[2], 가상 공간에 자

연스럽게 현실 세계의 라이브행동자와 실체(LAE: Live 
Actor and Entity)를 혼합하기 위한 연구[3]도 진행되었다. 
또한 콘텐츠 제공 기술의 다른 갈래로, 실체가 있는 사물뿐

아니라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시각화 방안도 연구되었는데, 
그 예로 가상 현실 환경을 제공하는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

레이(HMD: Head Mounted Display)와 손동작 인식 장치를

활용한 운영체제 프로토타입에 대한 연구가 있다[4].
이렇게 효율적인 시각화 기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는 콘텐츠 중 하나가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 그리

고 관련된 다른 값들을 담고 있는 시공간 데이터이다. 최근

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 기관 및 행정 기관에서 공개

하는 시공간 자료가 빅데이터의 형태로 공개되고 있으며, 
사물 인터넷의 대중화로 다양한 경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시공간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

도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으로 본인의 일상과 관련된 시공

간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

이 갖춰지게 되면서 데이터의 효율적 시각화 방법이 다각

도로 연구되고 있다[1].
하지만 시공간 데이터에 대한 VR 혹은 AR의 환경에서

의 시각화 및 활용 방법은 기존 연구가 진행되었던 컴퓨터

사용 환경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각화를 위해 사용 가능한 화면의 크기나 해상도면에서

두 가지의 환경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사

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수단 측면에서도 VR이나 AR 환
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공간 데이터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공간 데이터의 특성에 입각한 고전적

컴퓨팅 환경에서의 시각화 연구 동향 및 VR 및 AR 기반

기기들의 기술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 시각화 방안

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시공간 데이터의 특성 및 분류

시공간 데이터는 공간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데

이터로써 다차원 데이터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VR과
AR 환경에서 시각화를 할 경우를 고려하여, 공간 정보가

현실 세계의 위치를 나타내는지 혹은 추상적 공간에서의

위치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시공간 자료를 다음과 같이 구

분하였다 (표1). 
  
1. 현실 공간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시공간 자료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공간 데이터

중 하나로, 현실 공간에서의 위치 정보와 함께 실제 시간을

기록한 데이터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위치 정보를 추론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장비(e.g., GPS)들의 발전 및 보급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e.g., 스마트밴드, 스마트워치 등)로부터 얻

게 되는 정보는 개인 데이터를 수치화하여 분석(Quantified 
Self[5])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증가하면서 데이터의 취득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patial

Temporal

Physical location Virtual location

Fixed Flexible Fixed Flexible

Regularly measured 
time points

Weather data,
Urban traffic flow

Vehicle 
trajectories

Flow simulation 
data

Movement data 
in virtual space

Irregularly measured 
time points

Spatially aggregated 
SNS feed

GPS logged 
photos - -

표 1. 시공간 자료의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spatio-tempo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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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기적 시계열 자료
이러한 현실 세계의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시공간 데이

터는 다시 측정 빈도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주기적으로 측정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 도로 교통 정보[6]나 기후

정보가 있다. 도로 교통 정보의 경우 초단위에서 분단위로

도로 위의 교통량을 측정 및 축적하며, 또한 실시간으로 사

용자에게 전달되어 길 안내 시스템에서 빠른 길을 찾는데

활용된다. 한편, 기후 정보의 경우에도 주기적인 측정 빈도

를 갖고 있으며, 지도상의 위치들에 대해서 온도, 습도, 기
압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직접 사용

자가 활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상청등의 전문 데이

터 분석가들이 분석 및 가공하여 후처리된 정보를 사용자

가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데이터들은 고정된 위치에

서 수집되며, 이미 알고 있는 측정 장비들의 위치 정보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기록한다 (그림 1a). 이러한 정보는 물

리적 위치를 사용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른 데이터와 달리 시각화 과정에서 공간적 배치를 신경써

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소형 센서

장비들을 IoT(Internet of Things)의 형태로 측정에 사용하

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센서들에서 취득되는 데이터역시

공간 정보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측정값을 다루게 된

다. 그러나 이러한 소형센서들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미

리 정해놓은 위치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GPS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위치 정보를 활용하거나, 센서네트워크를 구

성한 후 위치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여 기록하기도 한다. 이
경우센서들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림 1b).

1.2 비주기적 시계열 자료
한편, 비주기적인 값들로 구성된 시공간 데이터는 주로

사용자가 직접 자료를 생성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예를 들

어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진을

촬영한 장소와 시간에 대해, 실제촬영된 영상과 사진 내에

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연동되어 저장된다. 그러나촬영

의 빈도는 개인이 특수한 목적을 갖고촬영하지 않는 이상

주기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앞서서 주기적으로 측정되었던 데이터들과는 달

리,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되기 보다는 추후에 열람

할 때 후처리를거쳐제공하게될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

라서는 위치 정보에 다소의 오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의 콘텐츠 분석에서도 사용자들이 업로드 한 시공간 데이

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GPS로부터의 위치 정보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가 컨텐츠를올린위치를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유추하거나, 업로드한 ip 주소를 활용하여 위치를 추정하기

도 한다. 이 경우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보다는 도시별

혹은 국가별로 자료를 취합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자

료의 분석이 이루어진다. 
 
2. 가상 공간의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시공간 자료

앞서 나열한 데이터들은 현실 세계에서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나, 데이터 중에는 가상 공간에서의 위치 정

보를 저장하는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대기나조수의흐

그림 1. 데이터 획득 방법에 따른 두 가지 형태의 시공간 데이터 (a) 공간 내의 정해진 여러 지점에서 각 시간대별로 값을 측정 및 저장 (b) 공간 내에서
특정 물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값을 측정 및 저장

Fig. 1. Two types of spatio-temporal data with different acquisition methods (a) acquire data from multiple pre-defined fixed locations for multiple 
time points (b) acquire data from a trajectory of a certain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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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그 결과는 가상

의 3차원 공간 내의 정해진 위치에서 측정된 값을 기록된

다. 이와 다르게 가상의 공간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시뮬레

이션하고 기록하는 경우, 정해진 여러 위치에서 동시에 측

정값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있던곳의 위치와 당

시의 시간을 기록한다.
이처럼 고정된 위치에서 값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

정 대상의 위치 이동을 기록하는 사례는 시선 추적 실험

데이터도 있다. 피험자를 대상으로 모니터에서 나오는 화

면 등의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시선 추적 실험을 하는

경우에도, 시선 추적 장비는피험자의 시선이머물렀던 모

니터 상의좌표들을 당시 시간과 함께 저장하게 된다. 다만

시선추적 정보의 경우에는 추후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모

니터 상의좌표만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각 시점에서 실

험 참여자의 시선이 머물렀던 지점에 있었던 콘텐츠 정보

를 필요로 하므로 당시 화면에 나타났던 자극에 대한 정보

를 같이 저장한다.

Ⅲ. 시공간 데이터의 시각화

시공간 데이터는 위치 정보와 시간 정보를 포함하는 다

차원 데이터의 하나이지만, 위치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

하여 일반적인 다차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인평행좌

표계(parallel coordinates)나 산포도 매트릭스(scatterplot 
matrix)의 사용 빈도가 낮다. 본 장에서는 VR이나 AR에서

도입 가능한 시각화 기법을 다루기에 앞서 선행 연구들에

서 진행되었던 시각화 기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하였

다.

1. Small multiples

Tufte가 제안한 ‘small multiples’ 방식[7]은 같은 시각적

사상과 인코딩을 갖는 시각화 결과를 가까운 공간에 배치

함으로써, 사용자가 적은 노력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개

관을 파악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세세한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각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공간 데이터에 위

치 정보와 시간 정보 그리고 임의의 특성들이 있을 때, 이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구분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따른 관심

특성의변화를 시각화하고, 이를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배

치하는 방법이다[6][8] (그림 2). 이러한 시각화 방법은 사용

자가익숙한 공간 위에 정보를 나타내지만, 특정 위치에 정

보가 집중될경우 시각화 결과 간의 간섭으로 인하여 오클

루젼(occlus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데이터가

측정된 위치가 너무 넓게 퍼져있는 경우 공간의 낭비가 발

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임의의 특성들에 대해서 시각화 결과를 도출

하여 이를 위치 정보와 관계없이 small multiples 형태로배

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앞선시각화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클루젼(occlusion)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축과 데이터 포인트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

한 변형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시각화한

서울시의 행정구역별 자료를 그림 3과 같이 표의 형태로

배치할 경우, 그림 2에서와 같이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차

트를 그릴 수도 있지만 (e.g., 종로구의 연도별 인구 변화, 
서초구의 연도별인구변화 등), 축을변경하여 각 시간대별

로 각 행정구역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e.g., 
1970년대의 각 행정구역별 인구, 1980년대의 각 행정구역

별 인구 등).

그림 2. 시간의흐름에따른값의변화를시각화하여, 이를각위치에배치하는
시공간 데이터 시각화 방법 (서울시 지도[9])
Fig. 2. Spatio-temporal data visualization by placing temporal visual-
ization on a corresponding spatial location (Map of Seou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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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동일하게 선택된 차원들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값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small multiples 기반의 시각화 방법
Fig. 3. Small multiples visualization with identical axis configuration for 
spatio-temporal data

2. 공간-시간 큐브 (Space-time cube)

Space-time cube[10][11]는 2차원 데이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x와 y축으로 구성된평

면은 데이터 평면으로 구성하며, z축에 시간을 할당한다. 
시공간 데이터를 가시화 할 경우, 데이터평면에는 주로 공

간 정보를배치하게 되는데, 이를 2차원 화면에 표시해야하

기 때문에 다양한 차원 감소 기법을 사용해서 시각화 결과

를 도출한다[12]. 대표적인 예제 중 하나가 time flattening 기
법으로, Minard[13]는 그림 4와 같이 위치와 시간 정보가 포

함된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 기록을 데이터 평면위에

사영을 내림으로써 표현했다. 한편 cube 내에서 사영을 내

릴시점을 여러군데를 추출한 후, 그 결과들을 나열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앞선절에서언급한 small multiples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3차원으로 구성된 내부 구조를 그대

로 3차원으로 렌더링(rendering)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여러 연구에서 시도되었다[14]. 하지만 이러한 3차원

렌더링의 경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오클루젼(occlusion)
의 문제점이 발생하기가 쉽다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런

space-time cube를 이용하는 방법은 시간 축을 포함하여 3
개의 차원까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가 3차원

으로 기록된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3. 상호 연동된 다수의 뷰를 이용한 시각화

앞서언급되었던 시각화 기법들의 경우 하나만선택적으

로 사용하면 탐색적 자료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간-시간 큐브를 3차원으로 렌더링(rendering)
하는 경우 2차원으로 사영을 도출하는 과정에서깊이 정보

가 사라지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곳너머의 자료를 살펴

보거나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각화 결과를 3차원으로 회전시키는 상호 작용

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여러 각도에

서 자료를볼수 있도록 다수의뷰를 마련하고, 이를 연동하

여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15]. 다만 이처럼다수의뷰를

활용하는 접근법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측면별로 별도의

공간을 할당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화면 공간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뷰를 다수 운영하게될경우 사용자가

그림 4. Time flattening 기법을 통해 표현된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원정기
Fig. 4. Illustration of Napoleon’s march to Moscow by time flatt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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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및 분석을 하는 도중 맥락을 잃을 수 있기에 다수의

뷰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직관적인매칭을 위하여

사용자가 특정 뷰에서 상호작용(brushing)한 결과가 다른

뷰에서도 연동(linking)되어 나타내어지는 brushing and 
linking[16]기반의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있다. 

Ⅳ. 시각화 관점에서의 VR 및 AR 환경

이번 장에서는 VR 및 AR기기의 동향을 시각화 관점에

서 정리하였다. VR의 경우 CAVE(Cave Automatic Virtual 
Environment)[17]처럼 다수의 프로젝터와 벽으로 만들어진

방 형태의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HMD 형태의 장비

만 고려하였다. 표 2는 HMD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장비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거치형이 아닌 HMD 형태의 장비는

일반 PC 모니터에 비해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휴대기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Google이나 삼성

제품의 경우에도 현재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1440 x 2960이므로 양안에 나누어 배치할 경우

1440 x 1480이 되어, 이 역시 일반 PC 디스플레이에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각화에 사용 가능한 면적이 좁다. 
한편, AR 기기의 경우 현재 Microsoft사의 HoloLens와 
Metavision사의 Meta까지의 2가지의 상용 제품이 있는데

(표 3), 이 두 가지 AR 제품의 경우에도 화면 해상도는 각각

1268 x 720, 1280 x 1440으로 일반 PC 모니터에 비해좁은

영역을 갖고 있다. 
한편, 시각화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작용[18]을

위해서 사용가능한 컨트롤러들을 살펴보면, VR 기기의 경

우 주로 손으로 들고서 사용하는별도의 원격조정 장치를

사용했으며, AR 기기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손동작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 컨트롤러로는 HoloLens의 음성 인식

컨트롤이 있으나, 장비에 고성능의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

어야 한다는 점과 주변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아울러 VR과 AR 기기 모두 동작감지 장

비(motion tracker)를 사용하여 사용자의머리 움직임을 측

정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 있

Microsoft
HoloLens Meta2

Appearance

Headset type Mobile Tethered
Resolution
(per eye) 1268 x 720 1280 x 1440

Controls
Voice, 

Hand gesture, 
Handheld remote

Hand gesture

표 3. 시각화를 위한 AR 기기의 사양
Table 3. Specification of AR devices for visualization 

PlayStation
VR HTC Vive Oculus Rift

Google 
Daydream 

View

Samsung 
Gear VR

Appearance

Headset 
type Tethered Tethered Tethered Mobile Mobile

Resolution
(per eye) 960 x 1080 1080 x 1200 1080 x 1200 Native to 

phone
Native to 

phone

Controls DualShock 4, 
PlayStation Move

HTC Vive 
motion 

controllers

Oculus 
Touch, 

Xbox One 
gamepad

Handheld 
remote

Handheld 
remote, 

touchpad on 
headset

표 2. 시각화를 위한 VR 기기의 사양
Table 2. Specification of VR devices for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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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치를조정할 수 있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일반 모니터

에 비해좁은 디스플레이 영역을 더넓게쓸수 있다는 가능

성을 발견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머리움직임을오랜시간

사용할 경우 피로나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다[19].

Ⅴ. VR 및 AR 환경에서의 시공간 데이터
시각화

1. VR 환경에서의 시각화

정보 시각화 분야에서는 다차원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감소 기법(dimension reduction)을 적용하는 시각화를

주로 적용하였다. 예컨대 표1에서 2차원으로 사영된 공간

좌표를 포함하는 자료들의 경우, 사영된 2차원 공간 좌표

위에 다른 차원의 정보들을 배치하여 가시화했다. 이에 반

해 3차원 시각화 기법들은 평면 모니터에 가시화 했을 경

우, 깊이 정보의 소실에서 비롯되는 시각적 클러터(visual 
clutter) 혹은 오클루젼(occlusion) 등의 단점이 지적되어, 
제한된 사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VR 공간에서의 3차원 시각화 가능성을확인하

는 연구[20][21]가 진행되었으며, 노드-링크 그래프(node-link 
graph)와 같은 추상적 자료에 대한 시각화 과정에서 VR 기
기에서 제공 가능한 스테레오그래픽(stereo graphic)영상과

화면의 회전이나 이동과 같은 상호작용 도입을 통해 한계

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3차원 시각화 도입의 또 다른 예로는 가상 공간

내에서의 3차원 좌표계를 2차원으로 사영할 수 없는 경우

나잠재적 사용자가 현실 공간 내에서의 3차원배치에익숙

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3차원 의

료 영상의 시각화 사례에서는 상호 연동된 3가지의 2차원

단면을 보여주는뷰를 같이 제공해왔다. 하지만 VR 환경에

서는 양안에 다른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오롯이 3차원으로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

인 3차원 시각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의학계

에서는 탈장의 진단 과정에서 복부 단층 촬영 영상(CT)을
VR 기기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었다[22].
하지만 시각화 기법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고전적인 2차

원 시각화의 차용은 기기의 사양 상의 한계로 인하여 비효

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Small multiples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의 다양한 사영을 보여주거나, 상호 연동된 다수의 뷰

를 활용하는 경우 충분한 화면상의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의 VR 및 AR 기기 사양은 전통적인 모니터보다 부족한

해상도를 갖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즉각 사

용 가능한 방안으로는 머리의 움직임이나 별도의 원격 조

정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넓은 가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방

법이[20]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피로도나 어지러움을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시각화 방법을 그대

로 차용하여 눈앞에 가상의 화면을 띄워주기 보다는 사용

자에게 측정된 위치 정보를 가상의 3차원 공간에 대응시켜

서 사용자를 에워싸는 듯한(immersive) 시각화 방법을 고

안하고, 내부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데이터를

배치하는 방향이 시공간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상 현실 속에서 측정되었던 자료

의 경우 사용자가익숙한 가상 현실의 공간 정보를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AR 환경에서의 시각화

AR 환경은 VR 환경과 유사한 장비를 활용하기에 화면

에 나타낼 정보만 고려할 경우 시각화 환경에 있어서 큰

차이는없을 수 있다. 그러나 AR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2차
원 모니터나 VR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와는 달리 현실 세계

의 사물들이 사용자에게 화면의 배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과는 달리 정보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가 보게 되는배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AR 화면의

경우 사용자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장면과충분히 구별

이될수 있도록처리를 해야 하며, 위치 정보를 화면에배

치함에 있어서도 시각화하고자 하는 데이터와배경의 상대

적인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현실 공간

에서의 위치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자 하며,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위치가 정보가 취합된 위치와 동일

할 때에는 사용자 눈앞의 풍경에 정보들을 바로 매치하여

배치할 수 있기에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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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 및 AR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VR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현실 세계에서 사용

하던키보드나 마우스 혹은 원격조종장비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을 전혀받을 수없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간단

하게조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버튼이 배치된 장비를 활

용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터치 패드 등의 컨트롤러를 활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R 환경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입력 장비들에 대해서도 시각적 피드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동 중의 사용을 상정할 경우 전통적 입력장비인 키보드

나 마우스의 사용은 제한된다. 아울러 화면의 전환을 위해

사용되는 상호 작용으로머리의움직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움직임은피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 결

과의 배치에 있어서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자주 사용할 정보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R 및 AR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공

간 데이터 시각화를 구성하기에 앞서 시공간 데이터를 특

성에 따라 분류해보았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모니터를 활

용한 시각화 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VR 및 AR 기기의

특징을 기반으로 전통적 시각화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알

아보았다. 그 결과 평면 디스플레이보다 작은 해상도에

small multiples 기법이나 space-time cube 등을 한 화면에

모두 시각화하기에는 공간이나 해상력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데이터의 탐색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기의 특성상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입력은 손을 활용한 제스쳐[22]나머리의움

직임 등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상호작용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VR 및 AR 기기 모두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각화 기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해상도를 갖고 있는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시각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가 있다면, 표1에서 나타낸분류 중 실제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사료된다. 이러한 데이터는 상호작용을 통

한탐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도 지도를 활용한 시각화

[6]에서처럼 어떤 방향으로 탐색을 진행해야 하는지 빠르

게 인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시각화를 VR
기기에서 도입할 경우, 낮은 해상도로 인하여 한 화면에 일

부 지역만 나타나더라도 보다 빠르게 찾고자 하는 지역으

로 이동하여 탐색할 수 있다. 나아가 AR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시각화 결과를 현실 공간 위에투사함으로써 보다 빠

르게 공간과 데이터를 결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 예로 지역정보가 포함된 소셜미디어 데이터의

경우 Yelp[23]에서 제공하는 Monocle 서비스처럼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직관적인탐

색이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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