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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장자 무기 발명가가 무적의 고성능 갑옷을 입고 테러리스트와 싸운다.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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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해와 바람이 서로 힘자랑을 하며 다투고 있었다. 둘

은 마침 한 나그네가 지나는 것을 보고, 누가 먼저 그 나그네

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겨루기로 했다. 먼저 바람이 나서서 

한 차례 후욱! 하고 입김을 내뿜었다. 센바람이 불어보자 나

그네는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꾹 눌러 썼다. 그러자 바람이 

다시 한 차례 더 강한 입김을 내뿜었다. 하지만 찬바람에 오

싹해진 나그네는 외투의 깃을 더욱 꼭 여몄다. 결국, 바람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데 실패했다. 이번에는 해의 차례였다. 

해가 한 번 뜨거운 볕을 내려 찬바람을 물리치자 나그네는 꼭

꼭 여몄던 외투 자락을 풀어헤쳤다. 이것을 보고 흥이 솟아 

한 차례 더 따뜻한 볕을 내려보내니 나그네는 외투를 벗어들

고 땀을 씻으면 내처 길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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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대조 위계 / 부분-전체 시계열 연결 / 관계 지리 공간 매핑

Dot plot Pie chart Line chart Scatter plot Choropleth map

Bar chart Stacked bar chart Sparklines Bubble plot Dot plot map

Gantt chart Waffle chart Area chart Scatter plot matrix Bubble plot map

Pixelated bar chart Tree map Horizon chart Heatmap Isarithmic map

Histogram Circle packing diagram Stacked area chart Parallel sets Particel flow map

Radial chart Bubble hierarchy Stream graph Radial network Cartogram

Area size chart Tree hierarchy Candlestick chart Network diagram Dorling cartogram

Slopegraph Barcode chart Netwrok connection map

Glyph chart Flow map

Sankey diagram

Small multiples

Word cloud

데이터 시각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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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going work   IoT & M2M Thermostat / Nest 

https://nest.com/thermostat/life-with-nest-thermostat/



On-going work   IoT & M2M Google Glass / Google 

http://cdn.blog.malwarebytes.org/wp-content/uploads/2013/08/google-glass-macro.jpg



On-going work   IoT & M2M NYT app on Google Glass / NYT 

http://www.the4cast.com/2013/04/heres-how-the-new-york-times-looks-in-google-glass-screenshots/



추천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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