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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다양한 공공데이터가 생산 및 공개되어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항목

이 복잡하여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렵다.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 없는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을 받고 있다. 건축 기획단계에서는 건축가, 건축주, 이용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여 전체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

문에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기획단계 의사결정과정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이 

개방되어 있지만 활용은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

획업무에서 정량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데이터 시각화 도

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

다. 이론적 고찰과 기획업무 분석을 통해 데이터 활용 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활용 데이터 선정, 데이터 획득, 데이터 시각화 네 단계의 데이터 시

각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실제 

시각화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a variety of public data become public these days, using data is of 

particular use to broader range of people. However, it makes normal 

users hard to understand data that as the data are not only large in 

their size but also complicated in their contents. Data visualization 

concept can support us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data in the way 

that the concept can represent data in visualized form through data 

visualization process. It is architectural programming stage that 

architects, clients and users involve in to cope with potential risks 

and possibilities of a project. In spite of the fact that many types of 

public data become public and usable these days, using data is being 

rarely seen in the field. This paper aims to suggest data visualization 

process in order to propose one way of using quantitative data in 

terms of architectural programming. The visualization process consists 

of four steps, Setting a goal of data usage(Setting tasks), Selecting 

Data, Getting Data and finally Visualizing data. To suggest more 

detailed contents and its visualization results, this paper conducted a 

visualization process based on a scenario.

(Keyword)

Architecture Programming, Data Visualization, Data Visualization Tool, 

Data Visu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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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생산 및 공개되면서 데이터를 의사결정의 근

거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에서는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향후 공개되는 공공데이터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1) 

정부 정책에 따라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고 다양한 종류가 존재할 뿐 아니라 

데이터 내에 다양한 항목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

가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

로 표현하는 기술인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데이터와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

자의 데이터 활용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2) 데이터 시각화 기술은 데이터

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건축 분야에서의 연구는 BIM 모델을 활용하여 건물과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축 분야 중에서도 시공, 에너지 및 사후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센서 기

술과 모니터링 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건축 기획 및 설계 분야에서의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에 관한 내용의 연

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건축 기획단계는 건축가, 건축주, 이용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

여 전체 프로젝트의 성격을 규정하고 향후 의사결정의 근거들을 생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

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3) 현재 기획단계 의사결정과

정에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그 활용은 타 

분야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획업무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해 공공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및�범위� �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서술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

을 통해 건축 분야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선행 연구와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분석한

다. 3장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 기획업무와 기획업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업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제안

한다. 4장에서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장에서 제안한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실

행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학

문적 가치,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 데이터의 범위를 정부에서 공개하는 공공데이터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기획업무의 범위를 건축사법 제 19조의 3 규정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1) 행정자치부, https://www.data.go.kr/bigdata/intro.html

2) Muzammil Khan, Sarwar S. Khan, Data and Information Visualization Methods, and Interactive 
Mechanisms: A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Applications, 34(1) , p.1-10, 2011

3) 서정규, 김수민, 조재호, 전재열, 건축 기획단계에서 사례기반추론을 활용한 공사비계획 지원모델 - 공공청사 사
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4), p. 159-168, 2010



4   Design Convergence Study 69 Vol.17. no.2 (2018.4)

위와 대가기준”으로 한정하였다. 시각화 결과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

용한 정량적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만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2.� 이론적�고찰�

2-1.� 건축�분야의�데이터�시각화�선행�연구�분석�

데이터 시각화란 사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인지 및 이해도 증가, 데이터 간의 관계 파악 등을 목

적으로 생성된 상호작용 기반 시각 자료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데이터는 한 단위의 

정보에 대한 속성과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스키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란 특정 지식의 

습득 및 사용을 의미한다.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원천 데이터가 보다 구체적

인 형태를 가진 시각자료로 변환되며 사용자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탐색, 분석, 활

용할 수 있게 된다.4)5) 

본 연구에서는 건축 분야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KCI에서 “데

이터 시각화” 또는 “시각화”를 키워드로 활용하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건축 관련 학술지만을 검

색의 범위로 한정하기 위해 “공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복합학”을 키워드로 사용하였다. 그 

후 논문의 제목, 서론, 연구 목적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에 대해 다루지 않거나 

건축 모델 및 도면의 활용, BIM 시각화 기술 및 협업과 관련된 내용의 연구는 배제하였다. 최

종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활용한 논문 10편을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

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선행 연구 분석 결과 건축 분야에서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활용한 건축 설계 지원, 건축 환경 

요소 파악, 공간 정보 활용 등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선행 연구들은 시각화 자

료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참여자가 상황에 맞는 데이터를 

선택하고 시각화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지는 못한다. 또한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과정

에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를 교체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건축가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도 한계

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의사결정참여자가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제안

하는 것을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thematic cartography, statistical graphics, and data visualization, 
http://www.datavis.ca/milestones/

5) Manuel P. Cota, Maria D. Rodriguez, Miguel R. Gonzalez-Castro, Ramiro M.M. Goncalves, Massive data 
visualization analysis analysis of current visualization techniques and main challenges for the future, 2017 
12th Iber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ies (CISTI), Lisbon, 2017

6) 류근원, 김근한, 조용주, 전철민, 도시소음 시각화를 위한 3차원 GIS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정보시스템

저자,�제목,�년도 시각화�목적 사용�데이터 분야 시각화�도구�

류근원,�김근한,�조용주,�
전철민,� 3차원�GIS를�활용한�
도시소음�시각화에�관한�연구�

6),� 2007

소음�데이터의�
3차원�시각화�및�
건축�공간별�
소음분석

소음�데이터�
도시�계획� �
건축�설계

3차원�GIS�데이터�
모델

임우혁,�이양원,�서용철,�
구글어스와�

공간데이터베이스를�이용한�
웹기반�지리정보�표출시스템�

개발7),� 2010

지리정보�인지�및�
이해�지원

지리공간데이터(LAI
,�임상도,�
정곡생산량)

지리�및�공간정보
웹�기반�지리정보�
표출�시스템

<표 1> 데이터 시각화의 활용 선행 연구 분석 



 5

학회 논문지 9(3) , p.17-24, 2007 

7) 임우혁, 이양원, 서용철, 구글어스와 공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웹기반 지리정보 표출시스템 개발, 한국공간정보
학회지 18(4), p.141-149, 2010

8) 김미연, 도시공간정보 시각화 사례분석을 위한 지표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건축인테리어학회 12(3), p. 
49-58, 2012

9) 권기정, 이동환, 차기춘, 박승희,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과 공간정보 시각화를 이용한 에너지 통합 운영시스템 개
발 방안 제안, 한국BIM학회 논문집 4(1), p. 8-12, 2014

10) 박소연, 이경훈, 설계활용성 증진을 위한 거주후 평가의 결과제시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 공동주택 거주후 평
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6), p. 49-58, 2014

11) 신민규, 이진국, 실내 환경데이터 시각화의 통합적 접근방법 구현 – 온도변화에 대한 평면도상 3차원 시각화, 
디자인융복합학회 13(4), p.105-117, 2014

12) 오기환, 기상 및 건축물 성능 정보의 효율적 시각화를 위한 동적 그래픽 표현기법을 활용한 계랑 습공기선도 프
로그램의 개발,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8(3), p. 11-126, 2014

13) 서양모, 김원균, 공간빅데이터를 위한 정보 시각화 방법,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3(6), p. 109-116, 2015

14) 류정림, 문선기, 추승연, 개방형 BIM 기반 IFC 모델을 이용한 실내공간정보 시각화 도구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3(5), 2015

15) 이상익, 이진국, 실내 공간별 미세먼지농도 비교 데이터의 시각화,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4), p. 55-62, 2015

김�미�연,�
도시공간정보시각화사례분석
을위한지표선정에관한연구,�

20128)

공간정보�인지력�및�
활용성�증대

선행�연구�분석 공간정보 선행�연구�분석

권기정�et� al,�건물�에너지�
모니터링과�공간정보�

시각화를�이용한�에너지�통합�
운영시스템�개발�방안�제안,�
한국BIM학회�논문집,� 20149)

건물�에너지�
모니터링운영자의�
직관적�이해도�향상

실시간�에너지�
사용량

건물�성능 3D�Web� browser

박소연,�이경훈,�설계활용성�
증진을�위한�거주후�평가의�
결과제시모델�개발에�관한�
연구� �공동주택�거주후�
평가를�중심으로-10),� 2014

설계자들의�거주�후�
평가모델의�
결과자료�

활용가능성�증가

거주�후�평가�모델�
결과자료�

건축�설계
거주후�평가�
결과제시모델

신민규,�이진국,�실내�
환경데이터�시각화의�통합적�
접근방법�구현� �온도변화에�
대한�평면도상�3차원�시각화�

11),� 2014

건물관리자의�
효율적인�실내�
환경정보�파악�및�

관리

온도�변화�데이터 실내�환경
자체�개발�시각화�

시스템

오기환,�기상�및�건축물�성능�
정보의�효율적�시각화를�위한�
동적�그래픽�표현기법을�
활용한�계랑�습공기선도�
프로그램의�개발12),� 2014

친환경�건축�설계를�
위한�기상�정보�및�
건축물�성능�인식�

지원

기상�정보�및�건물�
성능정보�데이터

건축�설계
자체�개발�

프로그램(Weather�
Data� Displayer)

서양모,�김원균,�
공간빅데이터를�위한�정보�
시각화�방법13),� 2015

빅데이터�의미�분석�
지원

SNS�데이터 공간정보�

VWorld+
행정�경계�정보+
SNS�지역별�분포�

정보

류정림,�문선기,�추승연,�
개방형�BIM�기반� IFC�모델을�
이용한�실내공간정보�시각화�
도구개발�및�활용방안�
연구14),� 2015

일반�사용자의�
입장에서�

실내공간정보를�
이용하는데�있어�
쉽고�편리함�제공

실내공간정보� 공간정보 자체�개발�프로그램

이상익,�이진국,�실내�공간별�
미세먼지농도�비교�데이터의�

시각화15),� 2015

가시화된�
미세먼지농도의�
오염�정도,�분포�
비교,�시간에�따른�
변화�관찰�

실내�미세먼지�
오염정도�

건축�환경요소� � 프로세싱�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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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시각화�프로세스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시각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활용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다. 

Ben Fry(2009)는 데이터 획득, 데이터 분석,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의 시각화 

표현 생성, 시각화 표현 수정, 상호작용 7단계로 이루어진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

고 그 내용은 <그림1-a>과 같다. 데이터 획득 단계에서는 시각 자료를 생성하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획득한다.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추어 데이터의 형식을 정리하여 

데이터의 사용성을 높게 한다. 데이터 필터링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연관성이 떨어지

는 데이터를 제거한다.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서는 통계 및 수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

석한다. 데이터 시각화 표현 생성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속성과 형식에 적합한 시각 자료를 결정

한다. 데이터 시각화 표현 수정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시각 

자료를 수정한다.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데이터 탐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자 – 

데이터 간 상호작용 기능을 추가한다.16)

Andy Kirk(2012)는 시각화의 목적 설정 및 중요 요소 파악 단계, 데이터 특성 파악 및 시각화 

스토리 설정 단계, 시각화 디자인 옵션 설정 단계, 시각 자료 생성 및 평가 단계 네 단계로 이

루어진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고 <그림1-b>와 같다. 시각화 목적 설정 및 중요 

요소 파악 단계에서는 시각 자료 사용자와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목표, 

시간, 비용, 기술적인 역량 등의 중요 요소들을 분석한다. 데이터 특성 파악 및 스토리 설정 단

계에서는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를 설정한다. 시각화 디자인 옵션 

설정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속성과 사용자의 의도에 적합한 다양한 디자인 대안들을 검토한다. 

시각 자료 생성 및 평가 단계에서는 기존 단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 자료를 생성하며 생성된 자료들을 평가한다.17)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속성과 프로

젝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데이

터 사용자의 속성과 프로젝트의 목표를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건축 기획 단계 

의사결정참여자, 기획업무의 속성, 사용되는 데이터를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16) Ben Fry, Visualizing Data Exploring and Explaining Data with the Processing Environment, O'Reilly 
Media, 2008

17) Andy Kirk, Data Visualization: a successful design process, Packt Publishing, 2012

<그림 1>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모델: (a) Ben Fry(2008), (b) Andy Kir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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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기획�데이터�시각화�

3-1.� 건축�기획업무와�기획�데이터�분석�

건축 기획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은 유동적이고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획업무 범위의 기

준을 건축사법 제 19조의 3 규정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두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 기획업무는 공간 계획, 현장 조사, 설계지침서, 

프로젝트 공정표,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5가지의 상위 항목과 12가지의 하위 항목을 그 범위로 

하고 있다.18)19) 그 내용은 <표 2>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 기획업무 12가지 중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업무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데이터의 범위 또한 데이

터 공개 사이트에서 데이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그 외 도면 정보를 활

용하는 업무, 설계자의 의도가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진행되는 업무, 건축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업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야하는 경우는 이미 공개되어 있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다루는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규모 검토서 항목의 법규검토, 현장조사 항목의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과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항목의 규모, 층수, 용도 비교 네 가지 항목을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시각화하고자 한다. 

국가공간정보포털20),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 광장21), 세움터22) 등의 데이터 공개 사

이트에서 GIS기반 토지 및 위치 정보, 대중교통 정보, 건축물대장 등 다양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표 3>은 건축 기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사이트와 공개

된 데이터의 종류를 정리한 표이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는 국가중점 개방데이터 36가지를 공

간융합 개방데이터, 국가공간 개방데이터, 도시계획 개방데이터, 부동산 개방데이터 4개의 카테

18)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자료실, http://www.kira.or.kr/jsp/main/02/02.jsp

1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행정규칙/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대가기준

20)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www.nsdi.go.kr/?menuno=2679

21)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

22) 세움터, http://www.eais.go.kr/

항목� 세부�항목 업무�내용�

규모�검토서(공간�계획)

법규�검토 대지�및�건축물의�규모,�용도�검토

개략배치도 건축물의�개략배치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경사�및�건축물과�관계표시

개략�평면도 1층�및�기준층�평면도,�각층�평면도�

개략�단면도� 층수�층고표시의�개략�단면

현장�조사

대지�및�주변현황�확인 대지상태,�주변건축물

대지�및�주변현황�분석 교통,�수목,�시각분석,�기후분석

사용자�조사 면담,�행태조사,�회의

기존�시설물�분석� 설계도서,�설비용량

설계�지침서�

용역대상�및�범위,�계약�조건 용역대상�및�범위,�계약조건

설계�목표,�제한,�성능,�요구,�개념 설계목표,�제한,�성능,�요구,�개념

공간�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 공간프로그램,�운영프로그램

공사관련�예산서�작성 공사관련�예산서�작성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등�실제�공정�및�기타�공정� 심의․허가�등�설계공정�및�기타�공정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마감재,�시설비교 마감재,�시설비교

공사비�비교 공사비�비교

<표  2> 기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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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구분하여 35801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교육, 국토관리, 공

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

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안보, 법률 16가지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분류하였고 694개 

기관에서 20,842개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는 서울시 통계를 일반

행정, 문화관광, 환경, 보건, 산업경제, 도시관리, 복지, 교통, 안전, 교육 10개의 카테고리에서 

4608 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세움터에서는 건축물 대장, 인허가 관련 통계 등을 제공한다.

23) 건축데이터개방, http://open.eais.go.kr/opnsvc/opnSvcInqireView.do#

사이트 데이터�항목 데이터�이름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간융합�개방데이터(건축물�연령정보,�용도별건물정보,�지가변동률정보,�
토지특성정보)

국가공간�개방데이터(GIS건물일반집합정보,�개별공시지가�정보,�
토지이용계획정보�등)

도시계획�개방데이터(개발행위허가정보,�도시군기본계획정보,� �
실시계획인가정보�등)

부동산�개방데이터(GIS건물통합정보,�법정구역정보,�용도지역지구정보,�
토지등급정보�등)

건축데이터개방23)

건축인허가 기본개요,�동별개요,�층별개요,�호별개요,�도로대장,�대지위치�등�

주택인허가 기본개요,�동별개요,�층별개요,�호별개요,�도로대장,�대지위치�등�

건축물대장 기본개요,�총괄표제부,�표제부,�층별개요,�주택개요�등�

폐쇄말소대장 기본개요,�층별개요,�주택가격�등�

건물에너지 전기에너지,�가스에너지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접수,�접수대상건축물�등�

도면정보 배치도,�평면도�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일반행정
서울시�행정구역�시군구�정보,�서울시�년도별�유동인구�및�사업체�정보,�서울시�
골목상권�프로파일링�정보,�서울시�건물�위치정보�등�

문화관광
서울시�문화공간�현황,�서울시�공공체육시설�현황,�서울시�관광호텔�등록�현황�
통계�등�

환경 서울시�공원�현황,�서울시�걷고�싶은�서울길�정보�등�

보건
서울시�일반병원�위치정보,�서울시�대형병원�위치정보,�서울시�식품접객업�등록�
현황�등

산업경제 서울시�전통시장�현황,�서울시�지역내총생산�지표�통계�등�

도시관리
서울시�개별공시지가�정보,�서울시�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현황,�서울시�
아파트�현황�통계,�서울시�주거실태현황�통계�등

복지 서울시�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통계,�서울시�인구밀도�통계�등�

교통
서울시�지하철호선별�역별�시간대별�승하차�인원�정보,�서울시�택시운행�분석�
데이터�정보�등�

안전 서울시�범죄�발생현황�통계,�서울시�범죄발생�지표�통계�등�

교육 서울시�도서관�위치정보�등�

<표 3> 공개 데이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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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축�기획�데이터�시각화�프로세스�

이론적 고찰과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

다. 선행 연구 고찰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Tableau를 선정하여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Tableau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손쉽게 배울 수 있으며 지원하는 데이터의 형식 또한 

다양하여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Manuel P. Cota 외 3인, 

2017).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1)데이터 활용 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2)활용 데이터 선정 

3)데이터 획득 4)데이터 시각화 네 단계로 구성되며 <그림 2>와 같다.

3-2-1.� 데이터�활용�목적�설정(업무�범위�선정)

규모검토서(공간 계획) 업무 중 개략배치도, 대지종횡단면도, 개략 평면도, 개략 단면도의 경우 

정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건축 도면 형식이 적합하고 건축가의 의도가 반영된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각화의 범위에서 배제하였고 법규 검토 업

공공데이터포털

교육 작은도서관�현황,�평생교육�시설�현황�등�

국토관리
건축물대장,�부동산지적정보,�건축인허가정보,�수치지형도,�건물정보,�토지정보�
등�

공공행정 전국주요상권현황,�조달청_용역조달관련정보,�표준공시지가,�인구현황�등

재정금융 국가동향�및�정보�등

산업고용 상가(상권정보),�서울특별시�쇼핑몰�정보,�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기관�및�노인복지생활시설�현황�등,�사회복지관�현황,�
지역아동센터�현황�등

식품건강 일반음식점정보,�식품업소�현황�등�

문화관광 국내�음식점�정보,�숙박업정보,�문화통계,�지역축제�등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현황,�전국공공병원�데이터,�국민구건강실태조사�등�

재난안전 [범죄통계]범죄발생지(지역별),�서울특별시�관서별�지역경찰�현황�등�

교통물류
승하차인원통계,�대중교통이용실태,�서울메트로�지하철정보,�서울특별시�버스�
정보�등�

환경기상 서울특별시�기상�정보�등

과학기술 도로명주소DB,�기후통계분석자료/기후통계�등�

농축수산 등산로(산림문화,�휴양정보)�등�

통일외교안보 군�표준�도면�정보�등�

법률 법무부_연령/체류자격별�체류외국인현황

세움터� 전국�건축물�현황,�건축물�대장,�인허가�통계,�맞춤형�건축통계�등�

<그림 2>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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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만을 데이터 시각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 조사 항목의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업무에

서 대지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도면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으

며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업무에서 시각분석과 관련된 내용 또한 정량적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사용자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한 후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해야하는 항목인 현장 조사 항목의 사용자 조사 업무와 건축 도면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

존 시설물 분석 업무도 배제하였다. 건축주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설계 지침서 업무와 실제 

공정과 관련된 내용인 프로젝트 공정표 내용도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기

존유사건물조사비교 업무에서 마감재, 시설비교 항목에서 마감재 비교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존

재하지 않아 시각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사비 비교 항목도 건축물대장 파악할 수 없

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데이터 시각화 도구 도입 업무

의 범위를 규모 검토서 업무에서 법규 검토, 현장 조사 업무에서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및 분

석,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업무에서 규모, 층수, 용도비교 및 시설비교로 확정하였고 그 내용은 

<표 4>와 같다. 

업무 세부�업무� 업무�내용

규모�검토서� 법규�검토� 대지�및�건축물의�규모,�용도�파악

현장�조사 대지�및�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

현장�조사 대지�및�주변�현황�분석 교통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마감재,�시설�비교� 시설�비교(에너지)

<표  4> 데이터 활용 목적 선정 :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건축 기획업무의 범위 

3-2-2.� 활용�데이터�선정

활용 데이터 선정 단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단계에서 한정된 기획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선정한다. 

법규 검토 항목에서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건축 기

획의 대상이 되는 대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 정보와 용도지역지구 정보, 전국 행

정구역 시군구 정보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및 분석 항목에서는 주변 건축물 대장, 지하철 통계 같은 교통 통계 등

이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유사건축물비교는 공개된 건축물 대장 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

세부�업무� 업무�내용 데이터�

법규�검토 대지�및�건축물의�규모�및�용도�
법정구역정보,�공시지가�관련�정보,�

용도지역�정보�등�

대지�및�주변�현황�확인 대지�및�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대장,�주변�건축물�

에너지�관련�정보�

대지�및�주변�현황�분석 대지�및�주변�현황�분석 대중�교통�통계,�상권�분석� �등

규모,�층수,�용도�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기존유사건축물�건축물�대장�

마감재,�시설�비교� 마감재,�시설�비교� 기존유사건축물�건축물�에너지�정보�

<표  5> 데이터의 선정 : 건축 기획업무 지원을 위한 데이터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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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데이터�획득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선정된 데이터들을 세움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공공데이

터포털, 국가공간정보포털, 건축데이터개방 등의 데이터 제공 사이트에서 확보한다. 

세움터에서는 연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건축물 대장 정보를 공

개하고 있으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는 서울 행정구역 시군구 정보, 서울 대중 교통 통계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건축데이터 개방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

다. 그 내용은 <표 6>과 같다. 

3-2-4.� 데이터�시각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 공개 사이트에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시각화 도구 Tableau에 

입력하여 시각화 결과물을 생성한다. 시각화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지원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획 의사결정참여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컴퓨

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Tableau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

화하는 과정은 공공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리, 데이터 입력, 행과 열, 마크 정의 시각화 유형 선

택, 시각화 결과물 생성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공공데이터 획득 단계에서는 데이터 공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확보한다. 데이터 공개 사이트에

서는 크게 오픈 API 형식과 파일데이터 형식 두 가지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며 파일

데이터는 다시 세부적으로 csv, TXT, SHP, HWP, XLS의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csv 형식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csv 형식의 데이터는 Tableau에 직접 입력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Tableau에서 지원하는 Excel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도 간단하여 사용성이 높다. 지도 

상에 데이터를 표시해야하는 경우 GIS 형식의 데이터를 Tableau가 지원하기 때문에 획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정리 단계에서는 획득한 데이터에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지 확인하

업무�내용 데이터 데이터�획득�사이트�

법규�검토 법정구역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법규�검토 공시지가�관련�정보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법규�검토 용도지역�정보 국가공간정보포털

대지�및�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대장
건축데이터개방,�
세움터

대지�및�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에너지�관련�정보
건축데이터개방,
세움터

대지�및�주변�현황�분석 대중�교통�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대지�및�주변�현황�분석 상권�분석� 공공데이터포털

규모,�층수,�용도�비교 기존유사건축물�건축물�대장�
건축데이터개방,
세움터

마감재,�시설�비교� 기존유사건축물�건축물�에너지�정보�
건축데이터개방,
세움터

<표  6> 데이터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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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며 Tableau에 입력하기 적합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수정한다. csv

파일 형식은 Excel(.xls)으로 변환한 이후 Excel의 필터, 함수, 계산 등의 기능을 사용하여 데

이터의 사용성을 높게 하였다. 

데이터 입력 단계는 정리된 데이터를 Tableau 환경에 입력(Import)하는 단계이다. 입력 단계부

터 Tableau 환경 내에서 데이터 시각화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간의 

공통적인 속성이 있을 경우 두 개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행과 열, 마크 정의 단계에서는 사용자는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분석하고 생성될 시

각화 결과물의 행과 열을 정의한다. 마크란 데이터 표시 방법으로 사용자가 생성된 시각화 결과

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속성을 드러낼 때 사용된다. 

시각화 유형 선택 단계에서는 자동화된 시각화 유형 추천 기능인 “Show Me”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형태를 선택하고 시각화 결과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Tableau를 활용한 시각화 과정이 종료된다. 그 내용은 <그림 3>과 같다. 

4.� 데이터�시각화�프로세스�적용

4-1.� 시나리오�개요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 25 주소에 위치한 대지에 건물을 기획하는 시나리오를 바

탕으로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대지면적은 612m2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해당 대지의 위치가 대학 번화가라는 점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에서 상권 분석을 추가

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4-2.� 데이터�시각화�프로세스

건축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크게 1) 데이터 활용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2) 활용 데이

터 선정 3) 데이터 획득 4) 데이터 시각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4-2-1.� 데이터�활용목적�설정(업무�범위�선정)

데이터 활용 목적 설정 단계에서 성동구 마조로 25에 위치한 대지와 관련된 기획업무의 범위로 

법규 검토,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기존유사건물 규모, 층수, 용도, 

시설물 비교를 데이터 시각화 활용에 적합한 업무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4-2-2.� 활용�데이터�선정

법규 검토 업무는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다.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개략적인 정보 중 하나로 공시지가 정보를 선정하였으며 용도

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 중 하나로 서울시 용도지역구분 정보를 선정하였다. 대지 및 주변현황은 

대지상태와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업무이다. 주변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

기 위해 주변 건축물 대장 정보를 활용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은 건축 기

<그림 3> 데이터 시각화 도구 Tableau를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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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대상지 주변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 분석 등을 진행하는 단계이다. 성동구 마조로 25는 

수목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현재 행정 구역 별로 기후 분석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활용의 범위에서 배제하였다. 마조로 25길은 근처 한양대역과 왕십리역이 가까

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데이터로 지하철 승하차 정보를 선정하

였다. 건축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상권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로 전국 상가

업소정보를 선정하였다. 

4-2-3.� 데이터�획득�

활용 데이터 선정단계에서 업무의 내용과 해당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량적인 데

이터를 선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 세움터,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보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4-2-4.� 데이터�시각화�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는 확보된 데이터를 데이터 시각화 도구인 Tableau에 입력하였다. 데이

터의 속성과 시각화 의도를 모두 고려하여 시각화 자료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공공데이터를 Tableau에서 시각화하는 과정은 공공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리, 데이터 입력, 행, 

열, 마크 정의, 시각화 유형 선택, 시각화 결과물 6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4>와 <그림 

24)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openapi.nsdi.go.kr/nsdi/eios/ServiceDetail.do

25)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OA-1180&srvType=F&
serviceKind=1&currentPageNo=1

26)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serviceKind=2&infId=10718
&srvType=S&stcSrl=10718

2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Id=OA-129
14&srvType=F&serviceKind=1&currentPageNo=1

28)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set/15012005/fileData.do

항목 선정�근거 데이터�출처� 데이터�이름

법규검토 용도지역�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표준공시지가정보24)

법규검토� 공시지가�확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공시지가_2017년25)

대지�및�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검토 세움터

건축물대장(서울특별시�
성동구�행당동�3-30,� 4-36�
외� 1필지,� 12-5,� 12-8,�
19-54외� 1필지,� 21-7)� /�

세움터�

대지�및�주변현황�분석 인구�분석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통계26)

대지�및�주변현황�분석 교통�분석 공공데이터포털
CARD_SUBWAY_MONTH_2

01710.csv27)

대지�및�주변현황�분석 상권�분석 공공데이터포털
상가업소정보� (2016년�

9월)28)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규모,�층수,�용도�비교�

시설�비교�
세움터

건축물대장(서울특별시�
광진구�구의�동� 236-48,�
마포구�서교통�352-25,�
368-22,� 33-27)� /

세움터

<표 7>  데이터의 획득 : 건축  기획업무를 위한 건축 기획 데이터의 선정 및 데이터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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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서울시 지하철 승하차 인원 정보 데이터를 면적 그래프의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데이터 획득 단계에서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획득하였다.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데이터는 현재 2015

년 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7년 10월에 해당

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정리 단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 확인하였으며 불필요한 데이터는 삭제하

였다.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는 “사용일자”, “노선명”, “역ID”, “역명”, “승

차총승객수”, “하차총승객수”, “등록일자” 7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만 기획업무과정에서 필요

하지 않은 “역ID”와 “등록일자” 데이터는 삭제하였다. 

데이터 입력 단계에서는 정리된 데이터를 Tableau에 입력하였다. “사용일자” 데이터를 “Date” 

형식으로 지정하여 날짜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과 열, 마크 정의 단계에서는 시각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해 탑승객값을 정의하였다. 사용 

데이터에서 승하차인원의 총합계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ableau에서 지원하는 

“Create Calculated Field”기능을 사용하여 승차인원과 하차인원을 더하였고 이를 “탑승객값 합

계”로 정의한 뒤 열(Columns) 항목에, “사용일자” 데이터를 행(Rows)에 입력하였다. 

시각화 유형 선택 단계에서는 Tableau에서 자동으로 시각화 유형을 사용자에게 추천해주는 기

능인 “Show Me” 기능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면적 그래프를 시각화 형태로 설정하였다. 

<그림 4> Tableau 자료 입력 <그림 5> Tableau 기획업무 데이터 시각화(교통 분석)

이후 용도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건물과 건물이 속한 용도지역 데이터를 동시에 포함한 “표준공

시지가정보”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건축물의 주소와 속해있는 용도지역을 동시에 표

현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의 경계만을 표시하고 있는 데이터에 비해 건축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

이 높다. 용도지역의 위치와 건물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

도 상에 건물을 점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또한 법정동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구역정보” 

파일에서 성동구의 행정구역 경계만을 추출하여 지도 상에 표현하여 건물 분포, 용도 지역, 행

정구역을 사용자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도지역의 구분은 파란색 계열을 사용하

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하였으며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세 가지 용도지역을 같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도시지역과 자연녹지 지역은 성동구 내 분포가 많

지 않고, 준공업지역은 성수동 일대에 그 분포가 집중되어 있어 같은 색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성동구 전체의 용도지역의 구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버블 다이어그램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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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법규검토/
용도지역�
확인�

지도�+�아이콘 버블� �

<표 8> 법규검토/용도지역 데이터 시각화

대지와 건축물의 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로 “공시지가_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전국의 읍, 면, 동 단위까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데이터 시각화 도구의 “연

결” 기능을 사용하여 건축 기획 대지가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의 17개 동의 정보만을 선택적으

로 시각 자료의 형태로 활용하였다. 행당동과 성동구 내 다른 동 간의 공시지가의 상대적인 비

교가 가능하도록 박스플롯과 막대 형식의 그래프를 사용하였으며 기획 대지가 위치한 행당동을 

다른 동과 구분하기 위해 명도가 다른 색을 사용하였고 그 내용은 <표 9>와 같다. 

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법규검토/
공시지가�
확인

동별�
공시지가의�총�
합을�표현.
단위� :�원
1G�=� 109

박스�플롯 막대�그래프

<표 9> 법규검토/공시지가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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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업무에서 사이트 주변에 있는 건물의 건폐율, 높이,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층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움터에서 주변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였으며 이를 막대그래프와 

텍스트 테이블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표 10>과 같다.

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대지�및�
주변�현황�
확인� /

주변�건축물�
검토�

막대�그래프�
상단�가로축은�
주소를�표현.�
하단�가로축은�
건축�면적,�
건폐율,�높이,�
대지면적,�

연면적,�용적률,�
층수를�표현함.� �

막대�그래프� 텍스트�테이블�

<표 10>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주변 건물 데이터 시각화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업무 중 인구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통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구별 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

를 생성하였으며 이 그래프를 통해 성동구의 상대적인 인구비율을 사용자가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성동구의 연령별 인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막대그래프를 생성하였다. 그 내용은 <표 11>

과 같다.

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대지�및�
주변�현황�
분석� /
인구�분석

서울시�구별�
연령별�인구�
비율�그래프는�
비율을,�성동구�
인구�피라미드�
그래프는�각�
연령별�인구의�
총�합임.
(1K=1000)

서울시�구별�연령별�인구�비율 성동구�인구�피라미드�

<표 11>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인구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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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2017년_10월_역별_일별_시간대별_승하차인원” 정보를 사용하여 기

획 대지 근처에 존재하는 지하철역의 승하차 정보를 파이 그래프 형태로 표현하였고 생성된 파

이 그래프를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배치하였다. 특정 날짜를 선택할 경우 연동이 되어 

해당 날짜의 승하차 인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은 <표 12>와 같다.

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대지�및�
주변�현황�
분석� /
교통�분석

지도� � +�
파이그래프의�
명도가�낮은�
회색은�하차,�
명도가�높은�
회색은�승차�
인원임.� �

면적�그래프의�
가로축은�
탑승인원의�
합계(1K=1000
),�세로�축은�
10월�날짜임�

지도�+�파이�그래프 사이트�주변�전철역�기준,�면적�그래프

<표 12>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교통 데이터 시각화

“상가업소정보 (2016년 9월)” 자료를 바탕으로 트리맵, 지도 + 아이콘, 박스 플롯, 막대 그래프 네 

가지 시각 자료 형태를 생성하였다. 시나리오상 건축 대지가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있는 대

학가라는 점에서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상권 시각화 자료를 제시하였다. 지도 상에 상권의 종류와 

해당 업소의 위치를 아이콘으로 표시하였으며  “상가업소정보”에서 제공하는 상권업종대분류를 기준

으로 색을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적 탐색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였다. 트리맵은 성동구 전체

의 상권업종대분류 정보를 보여주면서도, 특정 동을 클릭할 경우 해당 동의 상권업종대분류 정보만

을 선택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그 내용은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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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대지�및�
주변�현황�
분석� /
상권�분석

트리맵� 지도�+�아이콘�

박스�플롯의�
가로�축은�

상권업종대분류
를�표현,�세로�
축은�

상권업종의�
수를�표현함.�
막대�그래프의�
가로�축은�동을,�
세로�축은�
상권업종의�
수임.� � �

박스�플롯� 막대�그래프� �

<표 13>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상권 데이터 시각화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대학가에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세움터에서 조회

하여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 건폐율, 높이, 대지 면적, 연면적, 용적률, 층수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막대그래프와 텍스트 테이블의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표 14>와 같다.

업무�항목/
선정�근거� /�
데이터�

시각�자료�형태�

범례 시각�자료

기존유사건
물조사비교

막대�그래프�
상단�가로축은�
주소를�표현.�
하단�가로축은�
건축�면적,�
건폐율,�높이,�
대지면적,�

연면적,�용적률,�
층수를�표현함.� �

막대�그래프� 텍스트�테이블�

<표 14>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기존유사건물 데이터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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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본 논문에서는 성동구 마조로 25 위치에 건물을 기획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1) 데이터 활용 목

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2) 활용 데이터 선정, 3) 데이터 획득, 4) 데이터 시각화 순으로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시각화 결과물은 법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용도지역 정보와 공시지

가 정보,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및 분석 업무에서 필요한 주변 건축물 검토, 인구, 교통, 상권 분석

과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 업무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소결의 내용은 <표 15>와 같다.

5.� 결론�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 수집, 관리,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활용

데이터�활용�
목적�설정
(업무�범위�
선정)

활용�데이터�선정
데이터�획득� /�
출처�

데이터�시각화 비고�

법규검토

용도지역�확인

전국�건축물현황,�
대한민국�최신�
행정구역(SHP)�
다운로드/

국토교통부�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성동구�지도�위에�
용도지역을�점으로�
표시하였고,�각�
용도지역은�색으로�

구분함.

특정�용도지역,�동을�
클릭할�경우�해당�

용도지역만�표시되거나�
특정�동�만을�강조하여�
표시할�수�있음.

공시지가�확인
공시지가_2017년�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성동구의�동별�
공시지가를�막대�
그래프로�시각화.

-

대지�및�
주변현황�확인�

주변�건축물�검토

건축물대장(서울특별시�
성동구�행당동�3-30,�
4-36�외� 1필지,� 12-5,�
12-8,� 19-54외� 1필지,�

21-7)� /�
세움터�

주변�건축물과�관련된�
정보를�막대�그래프와�
텍스트�테이블로�

시각화

-

대지�및�
주변현황�분석

인구�분석

서울�통계표� (stat)�
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
별),� 2017.3/4�분기�~�
2017.3/4�분기�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구별�연령별�
인구�비율을�막대�
그래프로�표시하고�
성동구의�연령별�인구�
수를�막대�그래프로�

표시함.

-

교통�분석
2017년_4월_역별_일별_
시간대별_승하차인원� /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지하철�역별,�
시간대�별,�승하차�
인원을�지도�상에�
표시하고�각�원은�

파이그래프로�시각화함.�
그�후�행당동�주변�
역의�승하차�인원을�
면적�그래프로�
시각화함.

각�날짜별,�호선별,�
역별�승하차�인원을�
강조할�수�있음.

상권�분석
상가업소정보� (2016년�

9월)� /
공공데이터�포털

상가업소정보를�트리맵,�
지도+아이콘,�박스�
플롯,�막대�그래프로�

표시함.�

특정�
상권업종대분류명을�
클릭할�경우�해당�
상권업종대분류만을�
표시할�수�있음.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

건축물대장(서울특별시�
광진구�구의�동�
236-48,�마포구�
서교통�352-25,�
368-22,� 33-27)� /

세움터

기존�대학가�
유사건물과�관련된�
정보를�막대�그래프와�
텍스트�테이블로�
표시함.

-

<표 15> 성동구 마조로 25 건물  기획 시나리오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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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공 및 빅데이터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그 활용가능성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

인다. 건축 기획업무는 건축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된 데이터만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고 있다. 현재 합리적이고 투명한 건축 기획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획 단계에서 고려

해야하는 데이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방식은 한계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획업무를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업무를 분석한 후 업무 과

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선정하였고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각화 결과

물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1) 데이터 활용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2) 활용 데이터 선정, 3) 데이터 획득, 

4) 데이터 시각화 네 단계로 구성되는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다. 1) 데

이터 활용목적 설정(업무 범위 선정) 단계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획업무의 범위와 데이터 활용목적을 설정하기 위해 기획업무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데이

터 시각화를 활용하기 적합한 기획업무의 범위를 법규 검토,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및 분석, 

기존유사건물조사비교로 한정하였다. 2) 활용 데이터 선정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설정된 데

이터 활용목적과 기획업무내용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선정한다. 3) 데이터 획득단계에서는 공공

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세움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획득한다. 

4)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는 획득한 데이터를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시각화한다.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데이터는 시각 자료의 형태로 변환된

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는 특정 데이터에 한정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축 기획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기획업무와 기획 데이터를 프로세스의 범위로 한정하여 사용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의 결과로는 제안된 건축 기획 데이터 시각화 프로세스를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

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각화 결과물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

여 공공데이터를 다양하게 시각 자료화하여 관련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축설계과정 중 매우 초기단계인 기획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제

공되고 있는 많은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과 이를 건축기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및 기술을 제안했다는 점은 현재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관련자에게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로는 생성된 시각 자료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중심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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