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다차원 데이터의 시각적 분석 방법으로 

Cognostics[1] 기반의 분석 방식이 있다. Cognostics 

기반 분석 방식이란 다차원 데이터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시각화를 특정한 지표[2]를 (Monotonicity, 

Skewed, etc...) 기준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낸 뒤, 그 점

수를 기반으로 시각화 탐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다. 다차원 데이터의 특성상 다 살펴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차트를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Cognostics 방

식은 데이터 분석가에게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케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Cognostics 분석 방식 가운데에서도 주로 산점도를 

중점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취급하는 방식을 

Scagnostics(Scatterplot + Diagnostics)[2]라고 한다.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를 각각 X축과 Y축에 연결시켜서 

두 변수에 대한 분포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시

각화이다. 만약 Scagnostics를 이용하여 20차원(데이터

의 변수 혹은 열이 10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20개의 변수 중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인 190개의 산

점도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190개의 산점도를 특정 지

표들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에 해당하는 점수와 

순위가 나오면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혹은 조금 특이한 

점수 분포를 보이는 산점도 부터 확인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우리는 이 Scagnostics 분석 방식에 범주형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 시킴과 동시에, 이 때문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산점도의 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점진적인 시각적 분석을 분석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3]. 그 결과 범주형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킨 

뒤, 특정한 범주로 산점도를 분할하였을 때, 눈에 띄는 

흥미로운 패턴을 갖는 산점도들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이 기존 연구에 대한 확장으

로서, 제공되는 시각화 및 상호작용 방식을 이용한 사례 

연구를 제시한다.

2. 사례 연구

  이번 사례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대학생들의 학

점 및 인적성 검사 결과 점수에 해당하는 데이터이다. 

학점은 총 두 개학기의 평균평점이 존재하며, 인적성 검

사 결과는 100점 만점에 해당하는 18개 항목으로 이루

어져 있다. 즉 수치형 변수가 20개인 20차원 데이터인 

것이다. 산점도를 분할하는 범주형 변수로 쓰일 변수는 

2개이며 그 두 변수는 각각 ‘입학 전형’, ‘학적 상태’이

다. 입학 전형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로 세 

가지 범주가 있으며, 학적 상태는 ‘재학생’과 ‘휴학생’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이상치의 많고 적음을 파악하

는 지표인 ‘Outlying’ 이었다. 수많은 Index들의 점수가 

표시되는 overview에서 먼저 Outlying 지표만을 보기 위

해 overview의 우측 체크박스에서 다른 모든 지표들을 

체크 해제하고 Outlying 지표만을 체크하였다(그림 1, 좌

측 상단). 그 후에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산점도의 중앙

에서 조금 좌측의 상단에 위치하는 점이었다. 해당 점의 

경우는 Index Score(지표 점수, 얼마나 Outlying 한지) 

가 높아서 분석자가 관심 있게 볼 이상치들을 다수 포함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점이다. 중요한 점은 이 점이 

Partition Score(분할 점수, 다른 범주들에 비해 해당 범

주가 얼마나 다른 패턴을 띄고 있는가)가 꽤나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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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해당 점을 클릭해보니, 분할 변수는 입학 전형

이었고, X축은 논리력, 그리고 Y축은 평점평균을 나타내

는 산점도였다. 우리가 클릭한 점은 그 중에서도 ‘정시’

로 들어온 학생들의 논리력 및 평점평균의 분포를 알 수 

있는 산점도였다. 분할 점수가 꽤 높은 편인 것으로 볼 

때, 정시가 수시 1, 2학기에 해당하는 산점도보다 이상

치를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그러했다(그림 1, 우측). 특히나 정시 산점도를 살펴보면 

이상치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점(학생)들이 논리력은 

꽤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평점평균이 떨어져서 이상치로 

잡혔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연스럽고 이

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석해보자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

들은 논리력 수준에 비해 평점평균이 낮은 학생들이 다

른 입학 전형에 비해 많이 발견된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3. 한계 및 개선방안

  이번 사례 연구를 통해서 기존 분석 방식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가장 큰 한계로 보이

는 점은 각 지표들의 점수를 인간이 해석하기에 다소 어

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Index Score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차트 위에 시각적 요소들을 추가로 보

여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 ‘Convex’ 지표의 경우 

Scagnostics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되는 점들의 외곽선

을 산점도 위에 시각적으로 그려줌으로써 사용자는 각 

산점도가 얼마나 convex(볼록)한지에 대해 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추가로 특정 지표만 체크박스로 선택했

을 때(이번 사례 연구에서 Outyling만을 선택한 것과 같

이), 해당 점들을 기준으로 overview 산점도의 X, Y축 

스케일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다른 지표 때문에 나

머지 점들이 모두 축에 가까이 붙어서 패턴이 보이지 않

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Scagnostics를 활용한 점진적 다

차원 시각적 데이터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서 사례 연구

를 제시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기존 연구를 통해 데이

터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

고, 기존 연구의 제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아직 진행하

지 못한 정량적 데이터 분석 또한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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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Outlying 지표를 활용하여 overview에서 눈에 띄는 점을 파악한 뒤, 이를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란, 분할(범주형) 변수로 분할된 산점도 3개이며

그중 Outlying 점수가 가장 높은 ‘정시’ 범주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