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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자유 소프트웨어 철학에 따라 개발된 R은 통계적 데이터 분석과 고품질의 시각화를 위한 프
로그래밍 언어이자 환경으로, 1995년에 초기 버전이 릴리즈된 이래 20여 년 정도가 흘렀다. 상
대적으로 단기간에 전 세계적인 관심의 증가와 사용자 확대로 개발 속도가 급속화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커뮤니티 등 생태계도 성장하고 있다. 2000년 중반부터는 한국에도 알려지기 시
작하여 현재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연하게도 R이 한국에 소개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빅데이터 열풍이 불었다. 지금은 인공
지능으로 대변되는 고급 분석 기법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R은 그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 짧은 시간 동안의 엄청난 관
심은 그에 따른 빛과 그림자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즉, 저자가 본문에서 지적하듯이 R 사용의
영역과 환경 특성상 R 사용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지식
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심지어 역자도 마찬가지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물
에 대한 재사용이 가능하면서도 생산적인 접근, 그리고 태생의 철학과 그에 따른 기여 등에는
자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들리 위컴의 《Advanced R》을 번역하는 것은 이러한 개인적 기대를 실현하기 위한 작은 노력
이었는데, 오히려 R 언어에 대해 최근 가장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의 이름
을 한글로는 ‘R 고급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번역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저자가 고급
이라기보다는 기반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통 고급 기법이라
고 하면, 양이 많거나 처리가 어려운 어떤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근사한 기법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올바르게 유추할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
당하다. 실제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상황에 적용 가능한 코드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족할지 몰라도 그런 코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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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코드가 아니라 그 코드를 해석하
는 글에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한 결과물은 다시 최고의
성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이 책은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R이 아니라 R 언어 자체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앞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역시 해들리 위컴과 가렛 그롤레문드의 《R for

Data Science》가 매우 좋은 선택이다.

• 사용자가 아니라 생산자적 시각이 담겨 있다. 이런 시각은 자신이 패키지 개발 단계에
들어설 때 매우 중요해진다. R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
법론에 따른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R 패키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해들리 위컴
의 《R Packages》가 최선의 대안이다.

• 프로그래밍 언어로써 GNU R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의 인식과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대안들을 제공하고 있다. 거의 모든 가장 좋은 답은 자신의 제약 조건하에서 최적화
된 선택이며 비용-효익 관점이 중요하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 중 하나는 대상 독자의 정의였다. R 생태계의 생산
자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IT 분야 종사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R 사용자는 비IT 분야에 속한 사람들이 많기 때
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관련 용어의 번역이 기존 책들과 다른 것이나 새롭게 한글화를
시도한 것도 있다. 이와 아울러 책 전반에 걸쳐 용어 번역에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
였다. output, result, print 같은 경우,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보다 출력, 결과, 인쇄를 대체적으
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 예다. 또한 번역된 글이 지나치게 번역투일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의역을 자제하고 원문과 유사하도록 번역하였다. 근본적으로는 번역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지
만 원문의 느낌을 가급적 그대로 전달하고, 이 번역서를 읽다가 원문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를
대비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추후 이런 번역들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해 주면 앞
으로 더 개선되리라 믿는다. 독자들의 많은 피드백을 바란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다. 처음 시작할 때의 예상보다 번역이 너
무 늦게 마무리된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회사를 두 번 옮기고 결혼도 하였다. 긴 시간
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과 이주원 편집자님, 그리고 모든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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펍 식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R 한글화 팀을 함께 하며 역자에게 모든 시작을 안내해
준 이철희 군과 이 책을 기다려 준 많은 지인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음
에도 항상 응원해 준 사랑하는 아내 이주연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한다.
옮긴이 정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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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전희(CJ E&M)

R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책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대한
예제가 많아서 다양한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다만 R의 경우 메
모리 한계 때문에 최근엔 SPARK R로 많이 전향하거나 R studio 서버를 활용하는데, 그런 부
분이 없는 것이 다소 아쉽네요.
공민서(엔트로피랩)

R을 사용하시는 분 중 중급 이상으로 실력을 키우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R의 내부 구조로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책이 번역되어 기쁩니다. 베타리딩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생
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부분을 확실하고 깊게 짚어 주는 면에서는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준호(티맥스 클라우드)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R을 심도 있게 다룬 도서입니다. 단순히 R의 기능
과 문법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OOP와 FP 관점에서 R을 기술함과 동시에 성능 최적화
등 유용한 가이드도 실었습니다. R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졌고, R을 활용하여 데이터 과학 업
무를 수행하거나 언어의 깊은 이해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께 권해드립니다. 예상 이상으
로 책 내용과 편집의 퀄리티가 높아서 지적할 부분이 많지 않아 놀라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
서 R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런 책을 베타리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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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프리랜서)
난이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높았습니다. R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이 이 언어를
시작할 때 읽기에는 다소 힘겨울 책입니다. 그 때문에 어느 정도 R을 경험한 분이 선택하면 좋
을 듯합니다. R이 통계에 관해서 강력한 언어라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진땀
을 뺐지만, 덕분에 더 한 글자 한 글자 되짚어 보며 읽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의 특성상 함께
제공된 원문 사이트와 비교하며 번역된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변성윤

R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Advanced R》을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존엔 R을 단
순히 사용하는 데 급급했으나, 이 책을 읽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 스무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의 개요를 통해 핵심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 내용은 코드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번역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이펍에서 더 많은 R 관련 서적이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양현림(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 책은 다른 R 서적에서 소개하지 않는 R의 고급 기능들과 함수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
다. R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려는 중급 프로그래머들에게 항상 옆에 끼고 참고할 좋은
서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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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서론

10년 이상 R 프로그래밍을 해오면서 이 언어가 동작하는 방식을 알아내고 이해하는 소중한 시
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단기간에 능력 있는 R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도
록 이제까지 저자가 경험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시도다. 이 책을 읽으면 저자가 겪었던 것과
같은 실수와 마지막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도구와 기법 및 관용적인 사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R이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가 데이터 분석과
통계학에 적합하게 설계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R을 처음 접한 사람은 이런 독특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자유, 오픈 소스를 비롯한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R로 분석
한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 통계적 모형 개발, 기계 학습,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조작하기 위한 엄청나
게 많은 패키지들이 있다. 개발하려는 모형과 시각화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이미 겪은
문제일 수 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의 노력을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다.

• 가장 최신의 도구를 제공한다. 통계학과 기계 학습 분야의 연구자는 흔히 논문과 관련
된 R 패키지를 함께 공개한다. 이것은 가장 최신의 통계학적 기법과 그 기법을 구현한 패
키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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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심층적 언어다. 결측값(missing value), 데이터 프레임(data frame) 그리
고 서브세팅(subsetting) 등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환상적인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R-help 메일링 리스트(http://stat.ethz.ch/mailman/listinfo/

r-help), 스택오버플로우(http://stackoverflow.com/questions/tagged/r) 또는 R-SIG-mixed-

models(http://stat.ethz.ch/mailman/listinfo/r-sig-mixed-models) 및 ggplot2(http://groups.google.
com/forum/#!forum/ggplot2)와 같이 주제에 특화된 메일링 리스트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트위터(http://twitter.com/search?q=%23rstats), 링크드인(http://www.
linkedin.com/groups/R-Project-Statistical-Computing-77616), 그리고 많은 지역의 사용자 그룹
(http://blog.revolutionanalytics.com/local-r-groups.html)을 통해 다른 R 사용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다.1

•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공한다. R 패키지로 html이나 pdf 형식의 보고서(http://yihui.
name/knitr/) 또는 인터랙티브한 웹 사이트(http://www.RStudio.com/shiny/)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 강한 함수형 프로그래밍 기반 언어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적 사고는 데이터 분석 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R은 간결하지만, 충분한 설명력
을 가진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강력하고 유연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분석과 통계적 프로그래밍의 요구에 적합한

IDE(통합개발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 http://www.RStudio.com/ide/)를 제공한다.

• 강력한 메타 프로그래밍 기능을 제공한다. R은 프로그래밍 언어일 뿐만 아니라 인터랙
티브한 데이터 분석 환경이기도 하다. R의 메타 프로그래밍 능력을 이용하면 마법과 같
이 간결하고 명료한 함수를 작성할 수 있으며, 도메인 특화 언어(domain-specific languages)
를 설계하는 훌륭한 환경을 제공한다.

• C, 포트란(Fortran), 그리고 C++과 같은 고성능 프로그래밍 언어와 연결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
물론, R은 완벽하지 않다. R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부분의 R 사용자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
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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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곳에서 보게 될 대부분의 R 코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작
성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코드가 매우 우아하지 않거나 빠르지 않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코드 개선 작업도 하지 않는다.

•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했을 때 R 커뮤니티는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이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의 모범적 사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예를 들어,
소스 코드 제어나 자동화된 테스트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R 프로그래머가 많지 않다.

• 메타 프로그래밍은 양날의 검이다. 이해하기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는 코드 작성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너무 많은 R 함수들이 타이핑의 양을 줄이기 위
한 트릭을 사용한다.

• 기여된 패키지들 간에 불일치가 만연하다. 이런 현상은 심지어 베이스 R 내에서도 마찬
가지다. 독자는 R을 사용할 때마다 지난 20년 동안의 진화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기억
해야 할 특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R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 R은 빠른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며,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R 코드는 매우 느릴 수 있
다. 또한 R은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R과 R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R 사용자는 특히 재현 가능한 연구(reproducible
research)를 하는 경우에는 고품질의 코드를 작성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만, 그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책이 더 많은 사용자가 (능력 있는) R 프로그래머가 되
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R에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1.1 이 책을 읽어야 하는 독자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두 부류의 상호 보완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 R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을 원하는 중급의
R 프로그래머

• R을 배우고 있고, R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프로그
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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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R이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상당한 양의 코드를 작성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할 수는 있지만 R에서 함수가 동작하는 방
법에는 익숙해져야 하며, 비록 현재는 그 함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더라도 apply 계열(apply( )와 lapply( ))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이 책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품질의 코드를 생산하는 능력 등의 고급 R 프로그
래머가 알아야 할 기법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음을 할 수 있다.

• R의 근본적인 토대에 익숙해진다. 복잡한 데이터 유형과 이들 데이터에서 연산을 수행
하는 최적의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함수가 동작하는 방법을 깊게 이해할 수
있고, R의 네 가지 객체 시스템(object systems)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의미와 이것이 데이터 분석에 유용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미 존재하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빨리 학습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자신의 기능
(functional)을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

• 양날을 가진 메타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표준적 평가를
사용하는 함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함수는 타이핑을 감소시키고 중요한 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우아한 코드를 생성한다. 또한 메타 프로그래밍의 위험과 이것을 사용하
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 R에서 어떤 연산이 느리거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지에 대한 직관을 가질 수 있다.
성능 병목(performance bottlenecks)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링(profiling)을 사용

하는 방법과 속도가 느린 R 함수를 빠른 C++ 버전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충분한 수준
의 C++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 (사용하지는 않을지라도) R 코드의 주된 부분을 읽고 이해하는 데 편안해질 것이다. 공통
의 관용적 표현에 익숙해지고 다른 사용자의 코드를 평가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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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메타 기법
R 프로그래머로써 자신의 능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메타 기법(metatechniques)이 있다. 소스 코드를 읽고 과학적 사고를 적용해 보는 것이다.

소스 코드를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
이다. 이런 능력을 향상하려면 자주 사용하는 함수와 패키지의 소스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좋
다. 자신의 코드에 모방하여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좋은 R 코드를 만
들기 위한 스스로의 취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장점이 명백하지 않거나 개인의 취향과 달
라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코드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코드
의 품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과학적 사고는 R을 학습하는 데 매우 많은 도움을 준다. 어떤 것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가설을 세우고, 어떤 실험을 설계하여 실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라. 이런 연
습이 유용한 이유는 어떤 것을 알아내지 못해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이 시도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른 풀이를 학습할 때 마음속으로 새로
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문제를 명백하게 설명할 때(재현 가
능한 사례; http://stackoverflow.com/questions/5963269), 종종 스스로 해법을 찾아낼 수도 있다.

1.4 읽어 볼 만한 자료
R은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언어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다.
R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R은 함수형(functional)과 객체지향형(OO; Object Oriented) 프
로그래밍 언어 모두의 다양한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개념들이 R에서 표현되는 방법을 학습하
는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자신의 기존 지식을 증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R의 객체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데는 Harold Abelson과 Gerald Jay
Sussman의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SICP; http://mitpress.mit.
edu/sicp/full-text/book/book.html)가 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간결하지만 깊이가 있어, 이 책을

읽고 난 후에야 처음으로 객체지향형 시스템을 정확하게 디자인할 수 있었다. SCIP는 R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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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R.indb 5

5

2018. 4. 25. 오후 9:01

통으로 적용되는 OO(Object Oriented) 제너릭 함수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한 입문서로, OO 제너
릭 함수 스타일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SCIP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결합되면서 강력해지는 간단한 함수를 생성하는 방법
도 알 수 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교하여 R이 갖고 있는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Peter van Roy와

Sef Haridi의 Concepts, Techniques and Models of Computer Programming(http://www.amzn.
com/0262220695?tag=devtools-20)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은 R의 수정-후-복사 시맨틱스
(copy-on-modify semantics)가 실제로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재의 구현이 그다지 효

율적이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보다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 더 학습하길 바란다면 Andrew Hunt 와 David Thomas
의 The Pragmatic Programmer(http://www.amzn.com/020161622X?tag=devtools-20)를 공부하는 것
이 가장 좋다. 이 책은 언어불가지론적(language agonostic)이어서 보다 역량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1.5 도움 얻기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스택오버플로우(http://stackoverflow.com)와 R-help 메
일링 리스트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고유의 문화와 사용자에 대한 기대가 있
으므로, 질문을 하기 전에 커뮤니티에 대해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조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R과 문제를 겪고 있는 패키지의 최신 버전을 확인하라. 버그 수정을 하면서 버전이 업데
이트되어 발생한 문제일 수 있다.

• 재현 가능한 사례(http://stackoverflow.com/questions/5963269)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
을 할애하라. 이것이 그 자체로 유용한 과정인 이유는 문제를 재현 가능하게 하는 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질문을 하기 전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보라. 누군가가 이미 동일한 질문을 했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면 기존의 풀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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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사의 말
R-help와 보다 최근에는 스택오버플로우(http://stackoverflow.com/questions/tagged/r)의 지치지 않
고 꾸준하게 기여해 주는 사용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밝힐 사람
이 너무 많지만, 특별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수없이 많은 오해들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준 Luke Tierney, John Chambers, Dirk Eddelbuettel, JJ Allaire과 Brian Ripley에게 감사를 표
한다.
이 책은 공개된 형태로 쓰였고(http://github.com/hadley/adv-r/), 각 장은 완성될 때마다 트위터
(http://twitter.com/hadleywickham)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노력의 산물

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완성된 문서를 읽고, 오타를 수정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콘텐
츠에 기여한다. 이런 기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지금처럼 좋아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도움에
깊이 감사한다. 특히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많은 내용을 수정해 준 Peter Li에게 감사
를 표한다. 이 밖에 이 책에 기여해 준 사람으로는 Aaron Schumacher, @crtahlin, Lingbing

Feng, @juancentro, 그리고 @johnbaums가 있다.
철자 순서대로 기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Aaron Schumacher, Aaron Wolen, @

aaronwolen, @absolutelyNoWarranty, Adam Hunt, @agrabovsky, @ajdm, @alexbbrown, @
alko989, @allegretto, @AmeliaMN, @andrewla, Andy Teucher, Anthony Damico, Anton
Antonov, @aranlunzer, @arilamstein, @avilella, @baptiste, @blindjesse, @blmoore, @bnjmn,
Brandon Hurr, @BrianDiggs, @Bryce, C. Jason Liang, @Carson, @cdrv, Ching Boon, @
chiphogg, Christopher Brown, @christophergandrud, Clay Ford, @cornelius1729, @cplouffe,
Craig Citro, @crossfitAL, @crowding, Crt Ahlin, @crtahlin, @cscheid, @csgillespie, @
cusanovich, @cwarden, @cwickham, Daniel Lee, @darrkj, @Dasonk, David Hajage, David
LeBauer, @dchudz, dennis feehan, @dfeehan, Dirk Eddelbuettel, @dkahle, @dlebauer, @
dlschweizer, @dmontaner, @dougmitarotonda, @dpatschke, @duncandonutz, @EdFineOKL,
@EDiLD, @eipi10, @elegrand, @EmilRehnberg, Eric C. Anderson, @etb, @fabian-s,
Facundo Muñoz, @flammy0530, @fpepin, Frank Farach, @freezby, @fyears, Garrett
Grolemund, @garrettgman, @gavinsimpson, @gggtest, Gökçen Eraslan, Gregg Whitworth,
@gregorp, @gsee, @gsk3, @gthb, @hassaad85, @i, Iain Dillingham, @ijlyttle, Ilan Man, @
imanuelcostigan, @initdch, Jason Asher, Jason Knight, @jasondavies, @jastingo, @jcborras,
Jeff Allen, @jeharmse, @jentjr, @JestonBlu, @JimInNashville, @jinlong25, JJ Al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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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chen Van de Velde, Johann Hibschman, John Blischak, John Verzani, @johnbaums, @
johnjosephhorton, Joris Muller, Joseph Casillas, @juancentro, @kdauria, @kenahoo, @
kent37, Kevin Markham, Kevin Ushey, @kforner, Kirill Müller, Kun Ren, Laurent Gatto, @
Lawrence-Liu, @ldfmrails, @lgatto, @liangcj, Lingbing Feng, @lynaghk, Maarten Kruijver,
Mamoun Benghezal, @mannyishere, Matt Pettis, @mattbaggott, Matthew Grogan, @
mattmalin, Michael Kane, @michaelbach, @mjsduncan, @Mullefa, @myqlarson, Nacho
Caballero, Nick Carchedi, @nstjhp, @ogennadi, Oliver Keyes, @otepoti, Parker Abercrombie,
@patperu, Patrick Miller, @pdb61, @pengyu, Peter F Schulam, Peter Lindbrook, Peter
Meilstrup, @philchalmers, @picasa, @piccolbo, @pierreroudier, @pooryorick, R. Mark
Sharp, Ramnath Vaidyanathan, @ramnathv, @Rappster, Ricardo Pietrobon, Richard Cotton,
@richardreeve, @rmflight, @rmsharp, Robert M Flight, @RobertZK, @robiRagan, Romain
François, @rrunner, @rubenfcasal, @sailingwave, @sarunasmerkliopas, @sbgraves237,
Scott Ritchie, @scottko, @scottl, Sean Anderson, Sean Carmody, Sean Wilkinson, @
sebastian-c, Sebastien Vigneau, @shabbychef, Shannon Rush, Simon O’Hanlon, Simon
Potter, @SplashDance, @ste-fan, Stefan Widgren, @stephens999, Steven Pav, @strongh, @
stuttungur, @surmann, @swnydick, @taekyunk, Tal Galili, @talgalili, @tdenes, @Thomas,
@thomasherbig, @thomaszumbrunn, Tim Cole, @tjmahr, Tom Buckley, Tom Crockett, @
ttriche, @twjacobs, @tyhenkaline, @tylerritchie, @ulrichatz, @varun729, @victorkryukov,
@vijaybarve, @vzemlys, @wchi144, @wibeasley, @WilCrofter, William Doane, Winston
Chang, @wmc3, @wordnerd, Yoni Ben-Meshulam, @zackham, @zerokarmaleft, Zhongpeng
Lin.

1.7 편집 규칙
함수를 표시할 때는 f( ), 변수와 함수 파라미터를 표시할 때는 g, 그리고 경로를 표시할 때는

h/를 사용했다.
더 큰 코드 블록에는 입력(input)과 출력(output)을 함께 사용했다. 출력에는 주석이 달려 있으
므로 http://adv-r.had.co.nz와 같은 전자책을 이용하여 R에 쉽게 사례를 복사해 붙여 넣을 수
있다. 일반적인 주석과 구분하기 위해 출력 주석은 #>과 같이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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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간 방법
이 책은 RStudio(http://www.RStudio.com/ide/) 내에서 Rmarkdown(http://rmarkdown.RStudio.
com/)으로 쓰였다. knitr(http://yihui.name/knitr/)와 pandoc(http://johnmacfarlane.net/pandoc)

은 원래의 Rmarkdown을 html과 pdf로 변환한다. 이 책의 온라인 버전(http://adv-r.had.co.nz)
은 bootstrap(http://getbootstrap.com/)으로 스타일링하여 jekyll(http://jekyllrb.com/)로 만들었고,

travis-ci(http://travis-ci.org/)를 통해 아마존 S3(http://aws.amazon.com/s3/)에 자동으로 배포된다.
이 책의 완전한 소스는 github(http://github.com/hadley/adv-r)에서 찾을 수 있다.
코드의 폰트는 inconsolata(http://levien.com/type/myfonts/inconsolata.html)를 사용한다.

1.8 출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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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P TER

데이터 구조
이 장은 베이스 R(base R)1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를 요약한다. 독자는 아마
도 이미 베이스 R의 많은 부분을 경험했겠지만,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를 보여 줄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R 공식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R의 베이스 데이터 구조(base data structure)는 차원(1차원, 2차원, 또는 n차원)과 그 데이터 타입
(data type)이 동질적(모든 요소가 같은 유형)인지, 아니면 이질적(모든 요소가 다른 유형)인지에 따라

구조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다섯 가지 데이
터 구조 유형2을 구성할 수 있다.3

동질적

이질적

1차원

원자 벡터

리스트

2차원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n차원

3

어레이

1

옮긴이 R은 패키지 시스템으로 배포되며, R 설치 시 기본적으로 배포되는 패키지가 베이스 패키지(base package)다. 여기에서는 이
베이스 패키지를 지칭하는 base R을 베이스 R이라고 하였다.

2

옮긴이 원문에는 data types, 즉 데이터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섯 가지 데이터 유형이 아니라 다섯 가지 데이터 구조 유형이라
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3

옮긴이

어레이(array)를 보통 ‘배열’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인 배열과 데이터 구조상의 배열을 구분하기 위해 ‘어레이’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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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다른 객체(objects)들도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단순한 조각들로 보
다 복잡한 형태의 객체들을 구성하는 방법은 7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R은 0차원 또는 스칼라
(scala) 유형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라. 스칼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별적인 숫자나 문

자는 실제로 길이가 1인 벡터다.
어떤 객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가
장 좋은 방법은 str( )을 이용하는 것이다. str( )은 structure의 줄임말로, R의 데이터 구조를 단
순하고 사람들이 읽기 편한 형태로 나타낸다.
퀴즈

이 장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의 짧은 퀴즈를 풀어 보라. 만약 이에 대해
빨리 답할 수 있다면 이 장을 가볍게 넘겨도 좋다. 풀이는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벡터의 세 가지 속성은 무엇인가?
2. 원자 벡터의 네 가지 공통 유형은 무엇인가? 그것들 중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두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3. 속성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이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는가?
4. 원자 벡터와 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 데이터 프레임과 매트릭스는 어떻게 다른가?
5. 매트릭스로 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가? 데이터 프레임은 매트릭스를 열로 가질 수 있는

가?
개요

• 2.1절에서는 R의 1차원 데이터 구조인 원자 벡터와 리스트를 소개한다.
• 2.2절에서는 R의 유연한 메타 데이터 규격인 속성을 간략히 설명한다. 팩터는 중요한 데
이터 구조다. 팩터는 원자 벡터의 속성을 규정하여 생성할 수 있다.

• 2.3절에서는 2차원 이상의 고차원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구조인 매트릭스와 어레이를
소개한다.

• 2.4절에서는 R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을
설명한다. 데이터 프레임은 통계적 데이터로서의 필요에 가장 이상적으로 맞춰진 구조를
만들기 위해 리스트와 매트릭스의 행동을 결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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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벡터
R의 기본 데이터 구조는 벡터(vector)다. 벡터에서는 원자 벡터와 리스트가 중요하다. 이 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

• 유형, typeof( ), 어떤 유형인가?
• 길이, length( ), 얼마나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가?
• 속성, attributes( ), 임의의 추가적 메타 데이터는 무엇인가?
각 요소(element)의 유형은 차이가 있다. 원자 벡터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같은 유형이어야 하지
만, 리스트의 요소는 다른 유형을 가질 수 있다.
주의

is.vector()는 어떤 객체가 벡터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함수가 아니다. 대신 객체가 이름과 다른 속성을 가

지지 않는 벡터일 경우에만 TRUE를 반환한다. 어떤 객체가 실질적으로 벡터인지 알려면 is.atomic(x) || is.list(x)
를 사용하라.

2.1.1 원자 벡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볼 네 가지 유형의 원자 벡터(atomic vector)는 논리형(logical), 정수형(integer),
더블형(double)4, 그리고 문자형(character) 벡터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유형의

벡터가 두 가지 있는데, 복소수형(complex)과 원시형(raw)이 그것이다.
원자 벡터는 보통 combine의 약자인 c( ) 함수로 생성한다.5
dbl_var <- c(1, 2.5, 4.5)
# 접미사 L을 사용하면, 더블형이 아니라 정수형을 얻게 된다.
int_var <- c(1L, 6L, 10L)
# 논리형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 TRUE와 FALSE(또는 T와 F)를 사용하라.
log_var <- c(TRUE, FALSE, T, F)
chr_var <- c("these are", "some strings")

원자 벡터는 c( )로 감싸더라도 항상 평평한(flat) 형태다.6

4

옮긴이

실수형 중 하나다. 실수형에는 플롯형(float)도 포함된다.

5

옮긴이

concatenate의 약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6

옮긴이

원자 벡터는 어떤 2차원 이상의 구조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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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2, c(3, 4)))
#> [1] 1 2 3 4
# 위 결과는 다음과 동일하다.
c(1, 2, 3, 4)
#> [1] 1 2 3 4

결측값(missing values)은 NA로 표시되며, 길이가 1인 논리형 벡터다. NA를 c( ) 안에서 사용하

면 항상 적절한 형태로 강제형변환되며, NA_real_(더블형 벡터), NA_integer_, 그리고 NA_

character_라는 특수한 형태의 NA가 생성된다.
2.1.1.1 유형과 검증
어떤 벡터가 있다고 가정할 때 typeof( )로 그 벡터의 유형을 지정하거나 is 함수(is.character( ),

is.double( ), is.interger( ), is.logical( ), 또는 이보다 더 일반적인 형태인 is.atomic( ))를 이용해 그
벡터가 어떤 유형인지 검증할 수 있다.
int_var <- c(1L, 6L, 10L)
typeof(int_var)
#> [1] "integer"
is.integer(int_var)
#> [1] TRUE
is.atomic(int_var)
#> [1] TRUE
dbl_var <- c(1, 2.5, 4.5)
typeof(dbl_var)
#> [1] "double"
is.double(dbl_var)
#> [1] TRUE
is.atomic(dbl_var)
#> [1]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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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is.numeric( )은 벡터의 수선(數線: numberliness)에 대한 일반적 검증이며, 정수형과 더블형 벡터의 두

가지 경우 모두 TRUE를 반환한다. 이것은 더블형에 특정한 검증이 아니며, 더블형 벡터는 종종 수치형이라고
불린다.
is.numeric(int_var)
#> [1] TRUE
is.numeric(dbl_var)
#> [1] TRUE

2.1.1.2 강제형변환
원자 벡터의 모든 요소는 같은 유형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유형을 결합하려고 할
때 그 요소는 가장 유연한 유형으로 강제형변환(coercion)된다. 논리형이 가장 유연하지 않으며,
정수형, 더블형, 그리고 문자형순으로 유연하다.
예를 들어, 문자형과 정수형을 결합하면 문자형이 된다.
str(c("a", 1))
#>

chr [1:2] "a" "1"

어떤 벡터가 정수형이나 더블형으로 강제형변환될 때 TRUE는 1이 되고, FALSE는 0이 된다.
이것은 sum( )과 mean( )을 동시에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다.
x <- c(FALSE, FALSE, TRUE)
as.numeric(x)
#> [1] 0 0 1
# TRUE의 총 수
sum(x)
#> [1] 1
# TRUE인 비율
mean(x)
#> [1] 0.3333333

2.1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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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세팅

R의 서브세팅 연산자(subsetting operators)는 강력하고 빠르다. 서브세팅(subsetting)을 마스터하면
다른 언어가 제공할 수 없는 복잡한 연산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서브세팅은 다양한 상호
개념들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어렵다.

• 세 가지 서브세팅 연산자
• 서브세팅의 여섯 가지 유형
• (예를 들어, 벡터, 리스트, 팩터, 매트릭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다른 객체에 대한 행동
의 중요한 차이

• 할당과 서브세팅의 혼용
이 장은 [로 원자 벡터를 서브세팅하는 서브세팅의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시작하여 여러 단
순한 서브세팅에 대해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점진적으로 서브세팅
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간다. 처음에는 (어레이, 리스트와 같은) 보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에 적
용한 후 [[ 및 $와 같은 서브세팅 연산자를 살펴볼 것이다. 객체의 일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서브세팅과 할당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면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하고 유용하게 응
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브세팅은 str( )의 자연스러운 보조적 도구다. str( )은 어떤 객체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고,
서브세팅은 관심 있는 조각을 뽑아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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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이 장을 읽을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짧은 퀴즈를 풀어 보라. 답이 빨리 생각나
면 이 장을 가볍게 넘겨도 좋다. 풀이는 3.5절에서 확인해 보라.
1.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논리형 벡터 또는 문자형 벡터로 벡터를 서브세팅한 결과는 어떠

한가?
2. 리스트에 [, [[, 그리고 $를 적용한 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3. drop = FALSE를 언제 반드시 써야 하는가?
4. x가 매트릭스일 때 x[] <- 0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은 x <- 0과 어떻게 다른

가?
5. 범주형 변수의 라벨을 변경하기 위해 이름 있는 벡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개요

• 3.1절은 [를 학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원자 벡터를 서브세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
섯 가지 데이터 유형에 대해 배우고, 리스트,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S3 객체를
서브세팅하기 위해 사용될 때 이 여섯 가지 유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 3.2절은 단순형과 유지형이라는 중요한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와 $를 포함하는 더 많은
종류의 서브세팅 연산자에 대해 다룬다.

• 3.3절에서는 객체의 일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서브세팅과 할당을 결합하는 하위 할당 기
법을 공부한다.

• 3.4절은 데이터 분석에서 자주 마주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하기는 하지만,
명확하지는 않은 여덟 가지 서브세팅 응용을 소개한다.

3.1 데이터 유형
원자 벡터에 대한 서브세팅이 동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난 후 고차원의 복잡한 객체에서 어떻
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여기에서는 가장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연산자인 [에서 시작할 것이다. 3.2절에서는 다른 두 가지 주된 서브세팅 연산자인 [[ 및

$에 대해 추가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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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원자 벡터
단순한 벡터 x로 서브세팅의 서로 다른 유형을 살펴보자.
x <- c(2.1, 4.2, 3.3, 5.4)

소수점 뒤의 숫자는 벡터 x에서의 원래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에 주의하라.
벡터를 서브세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 양의 정수는 특정 위치의 원소를 반환한다.
x[c(3, 1)]
#> [1] 3.3 2.1
x[order(x)]
#> [1] 2.1 3.3 4.2 5.4
# 중복된 인덱스는 중복된 값을 만든다.
x[c(1, 1)]
#> [1] 2.1 2.1
1

# 실수는 아무런 정보 없이 정수로 축소된다.
x[c(2.1, 2.9)]
#> [1] 4.2 4.2

• 음의 정수는 특정 위치의 원소를 생략한다.
x[-c(3, 1)]
#> [1] 4.2 5.4

하나의 서브세팅에서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혼용할 수 없다.
x[c(-1, 2)]
#> Error in x[c(-1, 2)]: only 0's may be mixed with negative subscripts

1

옮긴이

오류나 경고 등이 출력되지 않고 연산이 수행된다는 의미이다.

3.1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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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형 벡터는 대응하는 논리값이 TRUE인 곳의 요소를 선택한다.
x[c(TRUE, TRUE, FALSE, FALSE)]
#> [1] 2.1 4.2
x[x > 3]
#> [1] 4.2 3.3 5.4

만약 논리형 벡터가 서브세팅되는 벡터보다 짧으면 길이가 같아질 때까지 재사용
(recycled)될 것이다.
x[c(TRUE, FALSE)]
#> [1] 2.1 3.3
# 다음과 동일하다.
x[c(TRUE, FALSE, TRUE, FALSE)]
#> [1] 2.1 3.3

인덱스의 결측은 결과에도 항상 결측을 만든다.
x[c(TRUE, TRUE, NA, FALSE)]
#> [1] 2.1 4.2

NA

• 공백(nothing)은 원래의 벡터를 반환한다. 공백은 벡터에 유용하지 않지만, 매트릭스, 데이
터 프레임과 어레이에는 매우 유용하다. 할당과 혼합하여 사용할 때도 유용할 수 있다.
X[]
#> [1] 2.1 4.2 3.3 5.4

• 영(0)은 길이가 0인 벡터를 반환한다. 이것은 별다른 목적 없이 사용될 수 있지만, 테스
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에는 유용할 수 있다.
X[0]
#> numeri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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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에 이름이 지정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 문자형 벡터는 일치하는 이름의 요소를 반환한다.
(y <- setNames(x, letters[1:4]))
#>
a
b
c
d
#> 2.1 4.2 3.3 5.4
y[c("d", "c", "a")]
#>
d
c
a
#> 5.4 3.3 2.1
# 정수 인덱스처럼 인덱스를 반복할 수 있다.
y[c("a", "a", "a")]
#>
a
a
a
#> 2.1 2.1 2.1
# [로 서브세팅할 때, 이름은 항상 정확하게 매칭해야 한다.
z <- c(abc = 1, def = 2)
z[c("a", "d")]
#> <NA> <NA>
#>
NA
NA

3.1.2 리스트
리스트를 서브세팅하는 방법은 원자 벡터를 서브세팅하는 것과 동일하다. [를 사용하면 항상
리스트를 반환할 것이다. 아래에 설명한 것과 같이 [[와 $는 리스트의 요소를 추출한다.

3.1.3 매트릭스와 어레이
고차원 구조는 세 가지 방법으로 서브세팅할 수 있다.

• 다중 벡터
• 단일 벡터
• 매트릭스
2차원인 매트릭스와 2차원을 초과하는 차원의 어레이를 서브세팅하는 가장 공통적인 방법은
단순히 1차원 서브세팅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즉, 각 차원에 쉼표(,)로 구분된 1차원 인덱스를

3.1 데이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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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지향 필드 가이드

이 장은 R의 객체를 인식하고 작업하는 필드 가이드다. R은(베이스 타입에 추가하여) 세 가지 객
체지향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이 장의 목표는 네 가지 시스템에 대한 전문
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느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어떤 객체지향 시스템이든 그 중심에는 클래스와 메소드의 개념이 있다. 클래스(class)는 객체
의 속성과 다른 클래스들의 관계를 기술함으로써 객체(objects)의 행동을 정의한다. 클래스는
그 입력 클래스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함수인 메소드(methods)를 선택할 때도 사용된다. 클
래스는 보통 계층적으로 구성된다. 만약 어떤 메소드가 자식(child)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모
(parent) 메소드가 대신 사용된다. 즉, 자식은 부모의 행동을 상속(inherit)한다.

R의 세 가지 객체지향 시스템(Object Oriented 또는 OO Systems)은 클래스와 메소드가 정의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 S3는 제너릭-함수 OO(generic-function OO)라고 불리는 OO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구현한
다. 이것은 Java, C++, 그리고 C#과 같은 메시지-패싱 OO(message-passing OO)를 구현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는 다르다. 메시지-패싱에서는 메시지(메소드)가 객체에 전달되
고, 메시지를 전달받은 그 객체가 어느 함수를 호출할지 판단한다. 전형적으로 이와 같
은 객체는 보통 메소드/메시지의 이름 앞에 나타나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는데, 예들 들
어, canvas.drawRect("blue")와 같다. 하지만 S3는 다르다. 계산이 메소드를 통해 수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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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제너릭 함수(generic function)라고 불리는 특수한 유형의 함수가 어느 메소드를
호출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drawRect(canvas, "blue")와 같다. S3는 매우 유연한 시스
템이며, 클래스에 대한 형식적인 정의가 없다.

• S4는 S3와 유사하게 동작하지만, 보다 형식적이다. S3와는 두 개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
S4는 형식적 클래스 정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각 클래스에 대한 표현(representation)과
상속(inheritance)을 기술하고, 제너릭과 메소드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함수

를 갖고 있다. S4는 다중 디스패치(multiple dispatch)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제너릭 함수가
여러 개의 인자를 가지는 클래스에 기반을 두고 메소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 RC라고도 하는 참조 클래스(reference classes)는 S3나 S4와 많이 다르다. RC는 메시지-패
싱 OO을 구현한 것으로,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에 메소드가 따른다. $는 객체와 메소드
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므로 메소드 호출은 canvas$drawRect("blue")와 같은 모양이다. 또
한 RC 객체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R의 일반적인 수정-후-복사 시맨틱스를 사용하지 않
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한다. 이것은 그 원인을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S3와 S4로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 준다.
객체지향은 아니지만, 여기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 하나 있다.

• 베이스 타입(base types)1은 다른 OO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C 수준 내부 타입이다. 베이스
타입은 대부분 C 코드를 이용하여 조작하지만, 다른 OO 시스템을 구축하는 토대를 제
공하므로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다음 절은 베이스 타입에서 시작하여 각 시스템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어떤 객체가 속해 있는

OO 시스템을 인식하는 방법, 메소드 디스패치가 동작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객체, 클래
스, 제너릭, 그리고 메소드를 해당 시스템에 따라 생성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이 장
은 각 시스템을 사용할 때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으로 마무리한다.
사전 준비

OO 속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한 함수에 접근하려면, install.packages("pryr")으로 pryr 패키지를
설치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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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여기에서 base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본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base packages를 구축한 특정한 타입을 말하는 것으로, 기
본 유형이라 하지 않고 베이스 타입으로 번역하였다.

CHAPTER 7 객체지향 필드 가이드

AdvancedR.indb 106

2018. 4. 25. 오후 9:01

퀴즈

이미 이 장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가? 다음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다면 이 장을 건너 뛰
어도 좋다. 풀이는 이 장의 끝에 있는 퀴즈 풀이를 찾아보라.
1. 객체가 관련되어 있는 OO 시스템(베이스, S3, S4 또는 RC)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객체의 (정수형 또는 리스트 같은) 베이스 타입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3. 제너릭 함수는 무엇인가?
4. S3와 S4의 주요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S4와 RC의 주된 차이는 무엇인가?

개요

• 7.1절은 R의 베이스 객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본다. 오로지 R 코어만 이 시스템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지만, 이 베이스 타입이 다른 세 가지 시스템을 지탱하기 때문에
알아 두는 것이 좋다.

• 7.2절은 S3 객체 시스템의 기초를 알아본다. S3는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
되는 OO 시스템이다.

• 7.3절은 보다 형식적이고 엄격한 S4 시스템을 알아본다.
• 7.4절은 R의 가장 최신 OO 시스템인 참조 클래스(짧게 RC)를 알아본다.
• 7.5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OO 시스템을 사용할지 알아본다.

7.1 베이스 타입
모든 베이스 R 객체에는 그 객체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C 구조(또는 구조체:
structure 또는 struct)가 있다. 구조체는 메모리 관리에 필요한 정보인 객체의 내용과 여기에서 가

장 중요하게 다루는 타입(type)을 포함하고 있다. 이 타입은 R 객체의 베이스 타입(base type)이다.
베이스 타입은 R 코어팀만 새로운 유형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객체 시스템은 아니
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베이스 타입은 거의 추가되지 않는다. 가장 최근의 변화는 2011년에 이
전의 R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지만, 메모리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한 두 가지의 색다른 타입
을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NEWSXP와 FREESXP). 이에 앞서 마지막으로 추가된 타입은 2005년

S4에 대한 특별한 베이스 타입이다.

7.1 베이스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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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가장 공통적인 베이스 타입(원자 벡터와 리스트)을 설명하지만, 베이스 타입은 함수,
환경, 그리고 이 책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이름, 호출, 그리고 프로미스처럼 다른 보다 특이한
객체들도 포함하고 있다. 객체의 베이스 타입은 typeof( )로 판단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베이스
타입의 이름은 R을 통틀어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아 타입과 이에 대응하는 is 함수는 다른 이
름을 사용할 수 있다.
# 함수 타입은 ‘클로저’다.
f <- function() {}
typeof(f)
#> [1] "closure"
is.function(f)
#> [1] TRUE
# 원시 함수의 타입은 ‘builtin’이다.
typeof(sum)
#> [1] "builtin"
is.primitive(sum)
#> [1] TRUE

mode( )와 storage.mode( )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들 함수를 무시해야 하는 이유는 이 함
수는 단지 typeof( )에 의해 반환되는 이름의 알리아스(aliases)2이고, S3와의 호환성을 위해 남아 있
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정확히 어떤 동작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소스 코드를 읽어 보라.
서로 다른 베이스 타입에 따라 상이하게 동작하는 함수는 거의 C로 쓰여져 있고, switch 구문
(예를 들면 switch(TYPEOF(x)))을 사용하여 디스패치가 발생한다. C 코드를 작성해 본 적이 없더

라도 모든 것이 그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스 타입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S3 객체는
어떤 베이스 타입 위에서도 구축될 수 있고, S4 객체는 특수한 베이스 타입을 사용하며, RC
객체는 S4와 (다른 베이스 타입인) 환경의 결합이다. 어떤 객체가 순수한 베이스 타입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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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옮긴이 사전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데이터 요소나 포인트를 지칭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체 레이블(alternate
label), 동일한 변수, 배열, 레코드, 절차 등 데이터 요소를 가리키는데, 한 개의 레이블과 한 개 또는 두 개의 대체(별명) 레이블이
사용될 수 있다.’ 등으로 설명되지만 공식적 명칭 대신 사용하는 이름으로 통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옮긴이

여기서의 S는 S 언어를 말하는데, 이 언어는 R의 모태였던 언어다. R 언어는 S 언어의 GNU 버전이다.

CHAPTER 7 객체지향 필드 가이드

AdvancedR.indb 108

2018. 4. 25. 오후 9:01

알고 싶다면, 즉 그 객체가 S3, S4, 또는 RC 행동을 갖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is.object(x)가 FALSE를 반환하는지 확인하라.

7.2 S3
S3는 R의 가장 단순한 OO 시스템이다. S3는 base 패키지와 stats 패키지에서 사용된 유일한
OO 시스템이고, CRAN에 올라와 있는 패키지들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스템이다. S3
는 비형식적이며, 임시적이지만 그 자체로 미니멀리즘이 반영된 우아함을 갖고 있다. 즉, 사용
자는 이 시스템의 어떤 부분도 분리해낼 수 없지만, 여전히 유용한 OO 시스템을 갖는다.

7.2.1 객체 인식, 제너릭 함수, 그리고 메소드
마주하게 되는 대부분의 객체는 S3 객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베이스 R에서 어떤 객체가 S3
객체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가장 근접한 방법은 is.object(x) & !isS4(x),
즉 객체이면서, S4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쉬운 방법은 pryr::otype( )을 사용하는
것이다.
library(pryr)
df <- data.frame(x = 1:10, y = letters[1:10])
otype(df)
# 데이터 프레임은 S3 클래스다.
#> [1] "S3"
otype(df$x)

# 수치형 벡터는 S3 클래스가 아니다.

#> [1] "base"
otype(df$y)

# 팩터는 S3 클래스다.

#> [1] "S3"

S3에서 메소드는 제너릭 함수(generic functions), 또는 짧게 제너릭(generics)4이라고 불리는 함수에
속한다. S3 메소드는 객체나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부분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4

옮긴이

generics를 제너릭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제너릭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제너릭 함수가 있음에도 제너릭이라고 했다.

7.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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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TER

함수형 프로그래밍
근본적으로 R은 함수형 프로그래밍(functional programming: FP) 언어다. 이것은 R이 함수의 생
성과 조작을 위한 많은 도구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R은 함수의 생성과 조작과 관
련된 최고 수준의 함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벡터를 다루는 함수를 이용하여 어떤 것
이든 할 수 있다. 즉, 변수에 벡터를 할당하고, 리스트로 저장하며,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
하고, 함수 내에서 생성하고 함수의 결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이번 장은 데이터를 깨끗하게 요약하기 위해 사용된 코드에서 장황하거나 중복된 부분을 제거
하는 동기를 부여할 만한 사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엔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세 가지 틀, 즉 익명 함수(anonymous functions), 클로저(closures, 함수에 의해 작성된 함수), 그리고
리스트로 된 함수(lists of functions)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각 부분은 매우 간단한 원시 함
수에서 시작하여 결론 부분에서 그 부분들을 짜맞춰 수치 적분(numerical integration)을 위한 도
구 묶음을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이것은 FP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즉, 작고 이해하기 쉬
운 틀에서 시작하여 그것들을 보다 복잡한 구조로 결합하고, 마지막으로 신뢰성 있게 적용하
는 것이다.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두 장에서 계속된다. 11장은 인자로 함수를 취하고
출력으로 벡터를 반환하는 함수를 탐구하고, 12장은 입력으로 함수를 취하고 출력으로 그것
을 반환하는 함수를 탐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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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0.1절은 공통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즉, 본
격적인 분석에 앞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요약해 본다.

• 10.2절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을 수 있는 함수의 다른 한 면을 보여 줄 것이다. 함수를 이
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10.3절은 다른 함수로 작성된 함수인 클로저를 소개한다. 클로저는 자신의 인자와 그 부
모에서 정의된 변수에 접근할 수 있다.

• 10.4절은 함수를 리스트에 삽입하는 방법을 보여 주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10.5절은 수치 적분을 위한 유연한 도구상자를 구축하기 위해 익명 함수, 클로저, 그리
고 함수로 된 리스트를 사용한 사례 연구로 장을 마무리 한다.
사전 준비

6.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렉시칼 스코핑의 기본 규칙에 대해 익숙해야 한다. install.
packages("pryr")로 pryr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10.1 동기
아래처럼 결측값을 표현하기 위해 -99를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왔다고 가정해 보자. 여
기에서는 -99를 NA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 간단한 데이터 세트를 생성
set.seed(1014)
df <- data.frame(replicate(6, sample(c(1:10, -99), 6, rep = TRUE)))
names(df) <- letters[1:6]
df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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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1 1 6 1
5 -99 1
2 10 4 4 -99
9 3
3 7 9 5
4
1 4
4 2 9 3
8
6 8
5 1 10 5
9
8 6
6 6 2 1
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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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R 코드 작성을 시작했을 때 복사-후-붙이기(copy-and-paste)로 문제를 해결했을 수 있다.
df$a[df$a
df$b[df$b
df$c[df$c
df$d[df$d
df$e[df$e
df$f[df$g

==
==
==
==
==
==

-99]
-99]
-99]
-99]
-99]
-99]

<<<<<<-

NA
NA
NA
NA
NA
NA

복사-후-붙이기의 문제는 실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위 블록에서 실수 두 개를 찾아낼 수 있는
가? 이런 실수는 요청한 행동(NA로 -99를 대체하라)에 대한 지배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발생
하는 불일치이다. 행동을 복제하는 것은 버그를 발생하기 쉽게 하고 코드를 변경하기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결측값에 대한 코드가 -99에서 9999로 변한다면 여러 곳에서 코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생긴다.
버그를 예방하고 보다 유연한 코드를 만들기 위해 자기 반복 금지(또는 중복 배제; do not repeat
yourself: DRY) 원칙을 채택하라. Dava Thomas와 Andy Hunt의 pragmatic programmers(http://
pragprog.com/about)에 의해 보급된 이 원칙은 “모든 지식의 조각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독립

된, 불분명하지 않은, 권위 있는 재현이다”라고 말한다. FP 도구는 복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
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하나의 벡터에서 결측값을 수정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것으로 FP 아이디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fix_missing <- function(x) {
x[x == -99] <- NA
x
}
df$a <- fix_missing(df$a)
df$b <- fix_missing(df$b)
df$c <- fix_missing(df$c)
df$d <- fix_missing(df$d)
df$e <- fix_missing(df$e)
df$f <- fix_missing(df$e)

이 함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범위를 축소하지만, 없애는 것은 아니다. 즉, 더 이상 우연히
-99 대신 -98을 입력할 수 없지만, 여전히 변수 이름 사용에 따른 버그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음 단계는 이 함수를 결합하여 오류 가능성이 있는 원천을 제거하는 것이다. fix_missing( ) 함

10.1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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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하나의 벡터를 수정하는 방법을 알고, lapply( )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의 각 열에 어떤 일
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lapply( )는 리스트 x, 함수 f, 그리고 f( )에 전달된 기타의 인자 ...의 세 가지 입력을 취한다. 이
함수는 함수 f를 리스트의 각 요소에 적용하고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다. lapply(x, f, ...)는 아
래의 for 루프와 동일하다.
out <- vector("list", length(x))
for (i in seq_along(x)) {
out[[i]] <- f(x[[i]], ...)
}

실제 lapply( )는 효울성을 위해 C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지만, 알고리즘의 본질은
동일하다. lapply( )는 함수를 인자로 취하기 때문에 기능(functional)으로 불린다. 기능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관해서는 11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데이터 프레임도 본질적으로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lapply( )를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리스
트가 아니라 확실히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 받기 위한 작은 트릭이 필요할 뿐이다. lapply( )의
결과를 df에 할당하는 대신 그 결과를 df[]에 할당할 것이다. R의 일반적 규칙은 리스트가 아
니라 데이터 프레임을 받는 것을 보장한다(이것이 놀랍게 느껴진다면 2.3절을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각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fix_missing <- function(x) {
x[x == -99] <- NA
x
}
df[] <- lapply(df, fix_missing)

이 코드는 복사-후-붙이기에 비해 다섯 가지의 이점이 있다.

• 보다 간결하다.
• 결측값에 대한 코드가 변경되면 단지 한 곳만 새로 고치면 된다.
• 열의 수와 상관없이 동작한다. 우연히 열을 놓칠 일이 없다.
• 우연히 하나의 열을 다른 것과 다르게 다룰 일이 없다.
• 열의 서브세트에 대한 기법으로 일반화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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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5] <- lapply(df[1:5], fix_missing)

핵심 아이디어는 함수 합성(function composition)이다. 모든 열에 어떤 동작을 하는 함수 하나와
결측값을 수정하는 함수 하나의 두 가지 간단한 함수로 모든 열의 결측값을 수정하도록 결합
한다. 별개로 이해된 것을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단순한 함수를 만드는 것은 강력한 기법이다.
여러 다른 열이 결측값에 대해 다른 코드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마도 복사후-붙이기를 하고 싶을 수 있다.
fix_missing_99 <- function(x) {
x[x == -99] <- NA
x
}
fix_missing_999 <- function(x) {
x[x == -999] <- NA
x
}
fix_missing_9999 <- function(x) {
x[x == -999] <- NA
x
}

이전의 사례처럼 버그를 만들어 내기 쉽다. 대신 함수를 만들고 반환하는 함수인 클로저를 사
용할 수 있다. 클로저는 템플릿에 기반하여 함수를 작성할 수 있게 해 준다.
missing_fixer <- function(na_value) {
function(x) {
x[x == na_value] <- NA
x
}
}
fix_missing_99 <- missing_fixer(-99)
fix_missing_999 <- missing_fixer(-999)
fix_missing_99(c(-99, -999))
#> [1]

NA -999

fix_missing_999(c(-99, -999))
#> [1] -99

NA

10.1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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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자(Extra argument)
다음의 경우 단지 다른 인자를 추가한 것뿐이라고 할 수 있다.
fix_missing <- function(x, na.value) {
x[x == na.value] <- NA
x
}

여기에는 합리적 해결 방법이 있지만,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11.5절에서 클로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사용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제 관련된 문제를 고려해 보자. 데이터를 한 번 정리하고 나면 각 변수에 대해 동일한 수치
요약 집합을 계산해 내고자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mean(df$a)
median(df$a)
sd(df$a)
mad(df$a)
IQR(df$a)
mean(df$b)
median(df$b)
sd(df$b)
mad(df$b)
IQR(df$b)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중복된 요소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 좋다. 계속 읽기 전에 이 문제
를 다룰 방법을 1~2분 정도 생각해 보라.
한 가지 접근법은 요약 함수를 작성하고 그것을 각 열에 적용하는 것이다.
summary <- function(x) {
c(mean(x), median(x), sd(x), mad(x), IQR(x))
}
lapply(df, summary)

시작은 좋지만, 여전히 중복이 몇 개 있다. 요약 함수를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보다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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