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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
말

R 사용자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지식보다는 결과에 초점
을 맞추는 경향(역자도 마찬가지)이 있다. 그래서인지 재사용 가능한 결과물과 이를 위한 안정적
이고 생산적인 접근이나 기여에는 자신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책을 번역하기에 앞서 ‘과연 패키지 개발 방법에 관한 책은 누구에게 왜 필요하며, 이
책의 내용은 사용자에게 유용한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으며, 몇 가지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패키지 개발에 따라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높일 수 있고, 다른 패키지를 효과적으
로 사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 패키지 저자로서의 경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
에 참여할 수 있다.
• 개발한 패키지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에 걸친 패키지 저자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자신
의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식과 이를 통한 생산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성장은 사용자의 기여와 함께한다. 따라서 R 생태계에서 패키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역자가 알고 있는 R 패키지 개발에 관한 유일한 책으
로, 위와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패키지 개발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충실히 다루고 있다.
• 효율적으로 패키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방법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Git/GitHub 그리고 자동화된 검사 등 개발 절차와 결과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하고 있다.

x

원서는 온라인 버전(http://r-pkgs.had.co.nz)과 종이책 버전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온
라인 버전에 가장 최신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역자는 종이책과 온라인 버전
두 가지를 모두 참고하여 가급적 최신의 버전을 정리된 상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온라인 버전이 빈번히 업데이트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번역서만으로도 패키지 개발에 대해 오
류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패키지 개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보다 많은 긍정적 영향을 경험하
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는 데 감사할 분들이 많이 있다. 많은 인내심으로 긴 시간을 기다
려 준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과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제이펍의 식구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그리고 이 책을 기다려준 많은 지인에게도 큰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부모님과 다른 가
족들, 그리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음에도 항상
응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이주연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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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요 내용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R 패키지의 사용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데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1장 ‘서론’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장 ‘패키지 구조’에서는 패키지의 기본 구조와 패키지가 취할 수 있
는 형태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장 ‘R 코드’
가장 중요한 디렉터리는 R/인데, 이 경로에는 R 코드들이 담긴다. 이 경로만 있는 패키지
도 여전히 패키지로서 유용하다(그리고 사실 이 3장만 읽고 책의 나머지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몇
가지 유용한 기법을 습득할 수 있다).

4장 ‘패키지 메타데이터’

DESCRIPTION에는 패키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놓는다. 자신의

패키지를 공유한다면 패키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고, 사용 권한(라이선스)에 관한

사항과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DESCRIPTION을
사용할 수도 있다.

5장 ‘객체 문서화’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사용자들이 패키지 내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신의 함수를 문서화하기 위해서 roxygen2 사용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roxygen2는 R의 표준 문서 형식을 따라 코드와 문서를 함께 작성할 수 있
어서 권장된다.

xii

6장 ‘비네트: 길이가 긴 문서’
함수 문서화는 패키지 내의 모든 함수에 대한 사소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다. 비네트는 전
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비네트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키지의 여러 부분을 어
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문의 문서이다. Rmarkdown과 knitr로 가장 편한 방
법으로 비네트 생성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7장 ‘테스트하기’
자신의 패키지가 정확하게 설계된 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동을 정의하
고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고하는 단위 테스트 작성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
는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형식적 대화식 테스트를 자동화된 형식 테스트로 변환하기 위해

testthat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일 것이다.
8장 ‘네임스페이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다른 패키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와 다른 패키지에

서 필요로 하는 함수를 정의해야 한다. NAMESPACE 파일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

NAMESPACE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 roxygen2 사용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NAMESPACE는

R 패키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지만, 자신이 개발한 패키지가
신뢰성 있게 작동하길 바란다면 반드시 숙달해야 한다.

9장 ‘외부 데이터’

data/ 디렉터리에는 자신의 패키지에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 R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번들 데이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서에서 사례 데이터로만 제공할 수도 있다.

10장 ‘컴파일된 코드’
R 코드는 컴퓨터 효율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용하는 데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속도

가 빠른 코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갖추는 것이 유용하다. src/ 디렉터리에
는 자신의 패키지에서 성능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속도가 빠른 컴파일된 C/C++ 코드를
포함할 수 있다.

11장 ‘설치된 파일’

임의의 추가 파일을 inst/ 디렉터리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디렉터리는 흔히 자신의 패키지를
참조하는 방법이나 저작권 또는 라이선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12장 ‘다른 구성요소’

이 장은 demo/, exec/, po/, 그리고 tools/와 같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성요소에 관해 설
명한다.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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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 개의 장은 하나의 디렉터리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최선의 사례를 설명한다.

13장 ‘Git과 GitHub’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위해서 형상 관리 시스템을 익히는 것은 중요하며, 실수를 만회하
기 쉽기 때문에 혼자 작업할 때에도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RStudio를 Git/GitHub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14장 ‘자동화된 검사’
R은 R CMD check라는 유용한 자동화된 품질 검사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기능을 규칙적
으로 실행하면 자주 범하는 일반적인 실수를 피할 수 있다. 결과가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일 수 있어서 이 책에서는 그런 경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치트 시트
를 제공하고 있다.

15장 ‘패키지 릴리스’
일반에게 패키지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패키지 수명 주기가 완결된다. 이 장은 주요한 두
가지 선택 대안(CRAN과 GitHub)을 비교하고 릴리스 과정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조언을 제
공한다.
공부해야 할 것이 많지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가장 작은 유용한 기능(예를 들어, 단지 R/ 디렉
터리 작업)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추가하면 된다. 미국의 승려인 스즈키 순

류(Shunryū Suzuki)의 말을 인용하면 “각 패키지는 그 자체로 완벽하고,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이 책의 표기 규칙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표기 규칙을 따른다.
고딕체(Gothic)

새로운 용어, URL, 이메일 주소, 파일명, 그리고 파일 확장자를 나타낸다.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프로그램 목록과 변수 또는 함수 이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유형, 환경 변수, 구문, 그리
고 키워드 같은 프로그램 요소를 참조하기 위해 문단 안에서 사용된다.
고정폭 볼드체(Constant width bold)

명령문이나 사용자가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 다른 텍스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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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탤릭 고정폭 서체(Constant width italic)
사용자 제공 값이나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값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텍스트를 표시한다.
팁이나 제안을 표시한다.

일반적인 참고를 표시한다.

경고나 주의를 표시한다.

코드 예제 활용법
자료(예제 코드, 연습문제 등)는 http://r-pkgs.had.co.nz/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 책은 실용적이다. 일반적으로 이 책에서 제공하는 예제 코드는 여러분의 프로그램과 문서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당한 분량의 코드를 상업용으로 재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여러 코드를 사용하는 프
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O’Reilly에서 발매한 예제가 수록
된 CD-ROM을 판매하거나 릴리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의 질문에 답하거나
예제 코드를 인용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책에서 예제 코드의 상당 분량을 여러
분의 상용 제품 문서에 포함하는 것은 승인이 필요하다.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출처를 밝힌다면 감사하겠다. 출처를 밝힐 때는 일반적으로 제목, 저
자, 출판사, ISBN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R Packages》(by Hadley Wickham, O’
Reilly, 978-1-491-91059-7)

만약 코드 예제를 공정한 사용 범위 또는 위에서 언급한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한다고 느껴
진다면 언제든지 permissions@oreilly.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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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인사
이 책에서 사용된 도구들은 많은 오픈 소스 기여자가 없었으면 사용할 수 없었을 것이
다. devtools의 공동 저자인 Winston Chang은 devtools가 대다수의 패키지에 대한 코
드를 신속하게 재로드할 수 있도록 고통스러운 S4와 컴파일된 코드의 문제를 디버깅하
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Kirill Müller는 devtools, testthat 및 roxygen2를 포함한
많은 패키지 개발 패키지에 훌륭한 패치를 제공했다. Kevin Ushey, JJ Allaire 및 Dirk

Eddelbuettel은 필자의 기초적인 C, C++, 그리고 Rcpp에 대한 질문에 지치지 않고 모
두 답해 주었다. Peter Danenburg와 Manuel Eugster는 Google Summer of Code 동
안 roxygen2의 첫 번째 버전을 작성했다. Craig Citro는 travis가 R 패키지에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양의 코드를 작성했다.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잘못된 방법으
로 해보는 것이다. 많은 패키지 개발 에러로 고통받은 모든 CRAN 관리자, 특히 Brian

Ripley, Uwe Ligges, 그리고 Kurt Hornik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은 공개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진정한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의 노력 끝에 만들
어졌다. 즉, 많은 사람이 초안을 읽고, 오타를 수정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런 기여자가 없었다면 이 책은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많은 수정 사항을 제공한 Peter Li
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을 읽고 필자에게 철저한 피드백을 보내
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 감수자들(Duncan Murdoch, Karthik Ram, Vitalie Spinu,

Ramnath Vaidyanathan)에게 깊이 감사한다.
GitHub 를 통해 개선 사항을 제공해 준 모든 기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aaronwolen, @adessy, Adrien Todeschini, Andrea Cantieni, Andy Visser, @
apomatix , Ben Bond -Lamberty, Ben Marwick , Brett K , Brett Klamer, @
contravariant, Craig Citro, David Robinson, David Smith, @davidkane9, Dean
Attali, Eduardo Ariño de la Rubia, Federico Marini, Gerhard Nachtmann, GerritJan Schutten, Hadley Wickham, Henrik Bengtsson, @heogden, Ian Gow, @
jacobbien, Jennifer ( Jenny) Bryan, Jim Hester, @jmarshallnz, Jo -Anne Tan,
Joanna Zhao, Joe Cainey, John Blischak, @jowalski, Justin Alford, Karl Br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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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thik Ram, Kevin Ushey, Kun Ren, @kwenzig, @kylelundstedt, @lancelote,
Lech Madeyski, @lindbrook , @maiermarco, Manuel Reif, Michael Buckley, @
MikeLeonard, Nick Carchedi, Oliver Keyes, Patrick Kimes, Paul Blischak, Peter
Meissner, @PeterDee, Po Su, R. Mark Sharp, Richard M. Smith, @rmar073, @
rmsharp, Robert Krzyzanowski, @ryanatanner, Sascha Holzhauer, @scharne, Sean
Wilkinson, @SimonPBiggs, Stefan Widgren, Stephen Frank, Stephen Rushe, Tony
Breyal, Tony Fischetti, @urmils, Vlad Petyuk, Winston Chang, @winterschlaefer,
@wrathematics, @zha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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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강찬석(LG전자)
그동안의 R 관련 서적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 책은 실제 R을 가
지고 일할 때 필요할 디버깅 기법이나 패키지 생성/배포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적은 편이어서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소 어
려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해만 된다면 R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R
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생각
합니다.
고성덕(서울대학교)
패키지를 이용만 하는 입장에서 패키지 작성 가이드를 보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것도 해들리 위컴의 책에 대한 베타리딩은 아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코딩을 많이 하는 책이
아니어서 텍스트에 조금 더 집중하며 보았는데요, 구성이나 다른 모든 것은 좀 마음에 드는
편이지만 외래어 표기는 베타리딩 후 좀 더 정리하여 출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패키
지를 쓰게 된다면 이 책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더 좋은 패키지를 만들고 싶네요.
박기훈(한국생산성본부)
우선, 텍스트의 줄 간격이나 글자 간격이 잘 편집되었고, 중요 사항(명령문이나 핵심 포인트 등)
은 고딕체로 작성되어 있어 가독성이 좋네요. 화면을 캡처한 그림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었으나 따라 하다 보니 진행 단계별 화면이나 전체를 도식화한 워크플로우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번역서의 한계상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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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성(연세대학교)
‘패키지 이름은 왜 이럴까?’ ‘패키지의 구조는 어떤 식인가?’ ‘패키지는 기존 R 코드와 어떻게
다를까?’ ‘사용자 함수 수준을 넘어서는 패키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 궁금하다면 바로
이 책을 보세요. 내용상 눈에 띄는 오류 등은 보이질 않았던 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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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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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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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3

CHAPTER 2

패키지 구조

8

1
CHAP TER

서론

R에서 공유할 수 있는 코드의 기본 단위는 패키지이다. 패키지는 코드, 데이터, 문서, 그리고
테스트를 묶음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쉽다. 2015년 1월 기준 6,000개가 넘
는 패키지가 포괄적 R 아카이브 네트워크(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또는 CRAN)에 공개되
었다.1 이러한 엄청난 수의 패키지는 R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이다. 다른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패키지를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다면 이미 다음과 같은 패키지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 install.packages("x")로 CRAN의 패키지를 설치한다.
• library(x)로 설치한 패키지를 로드한다.
• package?x와 help(package = "x")로 패키지에 대한 도움말을 얻는다.
이 책의 목표는 단지 다른 사람의 패키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패키지를 개발하
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패키지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이유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이미 패키지 사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코드
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코드가 패키지화되어 있다
면 어떤 R 사용자도 쉽게 그것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그 사용법을 배울 수 있다.
1

옮긴이

2018년 말 기준으로 13,500개가 넘는 패키지가 공개되었다.

3

자신의 코드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패키지는 유용하다. 힐러리 파커(Hilary Parker)는 ‘패키지 작
성해 보기(Writing an R package from scratch, https://bit.ly/1T1YtEp)’라는 글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비록 그것이 부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반드시 코드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키지화하는 것

은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패키지에는 규칙이 있으므로 코드를

패키지화하는 것은 쉽고 편하다. 예를 들어, R 코드는 R/에 넣고, 테스트는 test/, 그리고 데이
터는 data/에 넣는다. 이러한 규칙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도움이 된다.
시간을 절약한다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는 대신에 단지 템플릿에 따른다.
표준화된 규칙은 표준화된 도구를 이끈다

R 패키지 규칙을 따르면 이에 따르는 많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로버트 M. 플라이트(Robert M. Flight)가 일련의 블로그 포스트(https://bit.ly/2rXSn1v)에서 얘기한
것처럼 패키지로 데이터 분석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학
이 책은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자동화해야 한다는 패키지 개발에 대한 필자의 철학을 담고
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은 가급적 줄이고 함수로 대체하라. 목표는 패키지 구조에 대한 세세
한 사항에 대해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에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공통적인 개발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필자가 직접 작성한 함수 묶음인

devtools 패키지에 실현되어 있다. devtools 패키지의 목표는 최소한의 수고로 패키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devtools 패키지는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패키지 개발에 관련된 모든
최선의 사례를 캡슐화한 것이다. 이 devtools 패키지는 패키지 개발에 관한 수많은 잠재적 실
수를 예방해 주기에 관심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devtools 패키지는 대부분의 R 사용자에게 최고의 개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RStudio에 최
적화되어 있다. 유일한 대안은 ‘Emacs Speaks Statistics(ESS)(http://ess.r-project.org)’인데, Emacs
를 공부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개인화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노력을 보상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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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유용하다. ESS는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R보다 오래되었다!) 여전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이 책에서 설명된 많은 워크플로도 활용할 수 있다.

devtools와 RStudio를 함께 사용하면 패키지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한 저수준2의 세부적인 내
용을 알 필요가 없어진다. 더 많은 패키지를 개발하려면 그 세부 사항에 대해 더 공부해야 한
다. 패키지 개발의 세부 사항에 대한 가장 좋은 참고자료는 언제나 그렇듯이 〈R 확장 프로그
램 작성하기(Writing R Extensions)〉(https://bit.ly/2s0G2tj)라는 매뉴얼이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패키지에 대한 기본 지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공통적이고 유용한 구성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책과는 달리, 그 매뉴얼은 가능한 모든 패키지 구성요소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R 확장 프로그램 작성하기〉 매뉴얼은 패키지의 기본 지식에
대해 학습하고 난 후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참고하기 좋은 자료이다.

시작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최신의 R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라.
install.packages(c("devtools", "roxygen2", "testthat", "knitr"))

최신 버전의 RStudio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하라.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면 올바른 버전이 설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install.packages("rstudioapi")
rstudioapi::isAvailable("0.99.149")

올바른 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프리뷰(https://bit.ly/1TX6isU) 버전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
다. 프리뷰 버전은 가장 최신의 뛰어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버그가 있을 수도 있다.

2

옮긴이 여기에서 저수준(low-level)이라 함은 품질 등이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계층적인 구조에서 낮은 위치를 뜻한다. 일반적
으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울수록 저수준이라 한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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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 개발된 devtools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의 코드를 이용하여 필자가 개발한
새로운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devtools::install_github("r-lib/devtools")

C 컴파일러와 약간의 명령줄 도구가 필요하다. 만약 윈도우나 맥을 사용하는데 이 컴파일러
와 도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RStudio가 그 도구를 설치할 것이다.
• 윈도우에서는 Rtools(https://bit.ly/2KLHfMp)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라. 참고: Rtools는 R
패키지가 아니다!
• 맥에서는 XCode(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나 “Command-Line Tools for

Xcode(https://apple.co/2Vbu3FW )”를 설치하라. 애플 ID가 필요할 수 있다.
• 리눅스에서는 R과 R 개발 도구를 설치하라. 예를 들어, 우분투(또는 데비안)에서는
r-base-dev 패키지를 설치하라.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여 필요한 것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library(devtools)
has_devel()
#> '/Library/Frameworks/R.framework/Resources/bin/R' --vanilla CMD SHLIB foo.c
#>
#> clang -I/Library/Frameworks/R.framework/Resources/include -DNDEBUG
#>
-I/usr/local/include -I/usr/local/include/freetype2 -I/opt/X11/include
#>
-fPIC -Wall -mtune=core2 -g -O2 -c foo.c -o foo.o
#> clang -dynamiclib -Wl,-headerpad_max_install_names -undefined dynamic_lookup
#>
-single_module -multiply_defined suppress -L/usr/local/lib -o foo.so foo.o
#>
-F/Library/Frameworks/R.framework/.. -framework R -Wl,-framework
#>
-Wl,CoreFoundation
[1] TRUE

위와 같이 하면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코드를 출력할 것이다. 아무 이상이 없다면

TRUE를 반환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류를 반환하므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

편집 규칙
이 책을 통틀어 함수를 표시하는 데에는 foo()를 사용하고, 변수와 함수 파라미터를 표시하

기 위해서는 bar를 사용하며, baz/와 같은 형식은 경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다. 보다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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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블럭은 입력과 출력이 혼합되어 있다. 출력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전
자책(http://r-pkgs.had.co.nz) 버전을 가지고 있다면 예제들을 쉽게 R에 복사하여 붙여 넣을 수
있다. 출력에 대한 주석 처리는 #>로 하여 일반적인 주석과 구분하였다.

출간 방법
이 책은 RStudio에서 Rmarkdown(https://rmarkdown.rstudio.com)을 이용하여 작성하였
다. Knitr(https://yihui.name/knitr)와 pandoc(http://pandoc.org)으로 원시 Rmarkdown 소스를

HTML과 PDF로 변환하고, 웹사이트는 bootstrap(https://getbootstrap.com)으로 스타일링하여
jekyll(https://jekyllrb.com)로 개발 후 travis-ci(https://travis-ci.org)를 통해 아마존 S3(https://aws.
amazon.com/ko/s3)에 릴리스된다. 완전한 소스는 https://github.com/hadley/r-pkg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버전의 책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도구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library(roxygen2)
library(testthat)
devtools::session_info()
#> Session info -------------------------------------------------------------#> setting value
#> version R version 3.1.2 (2014-10-31)
#> system
x86_64, linux-gnu
#> ui
X11
#> language (EN)
#> collate en_US.UTF-8
#> tz
<NA>
#> Packages -----------------------------------------------------------------#> package
* version
date
source
#> bookdown
0.1
2015-02-12 Github (hadley/bookdown@fde0b07)
#> devtools
* 1.7.0.9000 2015-02-12 Github (hadley/devtools@9415a8a)
#> digest
* 0.6.8
2014-12-31 CRAN (R 3.1.2)
#> evaluate
* 0.5.5
2014-04-29 CRAN (R 3.1.0)
#> formatR
* 1.0
2014-08-25 CRAN (R 3.1.1)
#> htmltools * 0.2.6
2014-09-08 CRAN (R 3.1.2)
#> knitr
* 1.9
2015-01-20 CRAN (R 3.1.2)
#> Rcpp
* 0.11.4
2015-01-24 CRAN (R 3.1.2)
#> rmarkdown
0.5.1
2015-02-12 Github (rstudio/rmarkdown@0f19584)
#> roxygen2
4.1.0
2014-12-13 CRAN (R 3.1.2)
#> rstudioapi * 0.2
2014-12-31 CRAN (R 3.1.2)
#> stringr
* 0.6.2
2012-12-06 CRAN (R 3.0.0)
#> testthat
0.9.1
2014-10-01 CRAN (R 3.1.1)
#> tools
3.5.0
2018-04-23 local
#> utils
* 3.5.0
2018-04-23 local
#> withr
2.1.2
2018-03-15 CRAN (R 3.5.0)
#> xml2
1.2.0
2018-01-24 cran (@1.2.0)

출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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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조
이 장은 자신의 패키지를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것으로 패키지 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키지를 설치할 때 발생 가능한 일들을 포함하여 패키
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키지와 라이브러리의 차
이점과 왜 이들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학습할 것이다.

패키지 이름 짓기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어려운 일은 두 가지이다. 캐시 무효화와 이름 짓기가 그것이다.”
―필 칼튼(Phil Karlton)

자신의 첫 번째 패키지를 만들기 전에 그 패키지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 패키지 이름 짓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devtools 패키지가 이런 이름 짓기를 자동화할 수는 없다.)

이름 짓기의 요구사항
이름을 짓는 데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세 가지 있다. 이름은 문자, 숫자, 그리고 마침표(.)로만
구성해야 하며, 문자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표로 끝마칠 수 없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패키지 이름에 하이픈이나 언더스코어(즉, - 또는 _)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표

8

는 의미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즉, 파일 확장자나 S3 메서드에도 사용됨) 패키지 이름
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름을 짓는 좋은 방법
자신의 패키지를 공개하려 한다면 좋은 이름을 짓는 데 얼마간의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도 좋
은 생각이다. 여기에 그런 생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소개하였다.
• 구글에서 잘 검색되도록 고유한 이름을 선택하라. 잠재적 사용자들이 자신의 패키지
(추가로 연관된 자료 등)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보기에도 좋다. 어떤 이름이 CRAN에서 이미 사용되었는지는 http://
cran.r-project.org/web/packages/[PACKAGE_NAME]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기 어렵고 기억하기는
더 어렵다. 예를 들어, Rgtk2, RGTK2 또는 RGtk2는 기억하기 너무 어렵다.
• 문제가 될 만한 단어를 찾아 고유한 것으로 수정하라.
― plyr은 apply 함수군을 일반화한 것이며, 집게(pliers)를 연상시킨다.
― lubridate로 날짜(date)와 시간(time)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다.
― knitr(knit + r)는 sweave(s + weave)보다 세련되다.
― testdat는 데이터가 올바른 형식을 가졌는지 검증한다.
• 축약어를 사용하라.
― Rcpp는 R과 C++(plus plus)를 결합한 것이다.
― lvplot은 글자 값 플롯(letter value plot)을 의미한다.
• R을 추가하라.
― stringr은 문자열 도구를 제공한다.
― tourr은 시각화 기법인 그랜드 투어(grand tour)1를 구현하였다.
― gistr은 GitHub gist를 프로그램적으로 생성/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1

옮긴이 그랜드 투어(grand tour) 기법은 다니얼 아쉬모프(Daniel Asimov)가 1985년에 개발한 것으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다변
량 통계 데이터를 탐색하는 기법을 말한다.

패키지 이름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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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서비스와 호환되는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 브랜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라. 예를 들어, 드롭박스(Dropbox)는 그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이름 전체를 사용
하는 것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rDrop을 rDropbox라고 할 수 없다.

패키지 만들기
이름을 결정하였다면 패키지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RStudio를 사용하
는 것이다.
1. [File]을 클릭한 후 [New Project]를 선택하라.
2. 그림 2-1처럼 [New Directory]를 선택하라.

그림 2-1 새 디렉터리에서 프로젝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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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그림 2-2처럼 두 번째 옵션인 [R Package]를 선택하라.

그림 2-2 새로운 R 패키지 만들기

4. 마지막으로, 그림 2-3처럼 이미 정한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고 [Create Project]를 클릭하라.

그림 2-3 패키지 이름을 입력하고 프로젝트 만들기

다른 방법으로, R에서 다음의 코드를 실행하여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devtools::create("path/to/package/pkgname")

패키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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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문서화
문서는 좋은 패키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이다. 문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
다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패키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문서는 ‘미래의
나 자신’(자신이 만든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억)과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패키지를 확
장하는 데 유용하다.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 또는 help()로 접근할 수 있는 객체 문서에
대해 다룰 것이다. 객체 문서는 참조 문서 유형 중 하나이다. 이 문서는 사전처럼 동작한다.
즉, 사전이 어떤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자 할 때 도움이 되는 반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단어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유사하게 객체 문서는 객체의 이름
을 이미 알고 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객체를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비네트(vignette)의 역할 중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R은 패키지 객체를 문서화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즉 .Rd 파일을 man/ 디렉터리에
작성하는 것이다. 이 파일은 LaTex1을 약간 수정한 구문을 사용하며, HTML, 단순 텍스트,
그리고 PDF로 출력되도록 렌더링(rendering)된다. 여기에서는 직접 이러한 파일을 작성하는 것
이 아니라, 특수한 형식의 주석을 .Rd 파일로 변환하는 roxygen2를 사용할 것이다. roxygen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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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레이텍스나 라텍스가 아니라 레이텍 또는 라텍으로 발음한다.

의 목표는 가능한 쉽게 자신의 코드를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Rd 파일을 작
성하는 것에 비해 다음과 같은 매우 큰 이점을 지닌다.
• 코드와 문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코드를 수정할 때 문서 업데이트도 상기된다.
• roxygen2는 문서화한 객체를 동적으로 검사하므로 직접 작성해야 할 상용구들을 건너
뛸 수 있다.
• 다양한 유형의 객체를 문서화할 때의 차이를 추상화하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 적게 알아
도 된다.

roxygen2는 .Rd 파일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NAMESPACE와 DESCRIPTION의 Collate 필

드도 관리할 수 있다. 이 장은 .Rd 파일과 Collate 필드에 대해 다루고 있다. 8장에서는
NAMESPACE를 관리하기 위해 roxygen2를 사용하는 방법과 여기서의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

한다.

문서화 워크플로
이 절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문서화 워크플로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각 단계를
깊게 살펴본다. 다음의 네 단계가 있다.
1. roxygen 주석을 .R 파일에 추가한다.

2. roxygen 주석을 .Rd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devtools::document()를 실행한다(또는

RStudio에서 Ctrl/Cmd+Shift+D를 입력).

3. 문서 미리보기를 위하여 ?를 실행한다.
4. 원하는 형태로 보일 때까지 문서 가다듬기를 반복한다.

roxygen 주석을 소스 파일에 추가하면서 프로세스가 시작된다. 즉, roxygen 주석은 일반적인
주석과 구분하기 위해 #'으로 시작한다. 다음의 간단한 함수 문서화 사례를 참고하라.
#'
#'
#'
#'
#'

Add together two numbers.
@param x A number.
@param y A number.
@return The sum of \code{x} and \code{y}.

문서화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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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ples
#' add(1, 1)
#' add(10, 1)
add <- function(x, y) {
x + y
}

Ctrl/Cmd+Shift+D(또는 devtools::document())는 다음과 같은 add.Rd 파일을 man/에 생
성한다.
% Generated by roxygen2 (4.0.0): do not edit by hand
\name{add}
\alias{add}
\title{Add together two numbers}
\usage{
add(x, y)
}
\arguments{
\item{x}{A number}
\item{y}{A number}
}
\value{
The sum of \code{x} and \code{y}
}
\description{
Add together two numbers
}
\examples{
add(1, 1)
add(10, 1)
}

.Rd 포맷은 기본적으로 LaTex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LaTex 사용 경험이 있다면 익숙해 보

일 것이다. .Rd 포맷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R 확장 프로그램 작성하기〉 매뉴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코드로 생성된 파일 최상단의 주석에 주의해야 하는데, 수정해서는 안 된다. 사실,

roxygen2을 사용한다면 이 파일을 살펴볼 필요는 거의 없다.
R에서 ?add, help("add"), 또는 example("add")를 입력하면 \alias("add")가 포함된
.Rd 파일을 검색한다. 그런 후에 파일을 파싱하여 HTML로 변환하여 보여준다. RStudio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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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RStudio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은 add()에 대한 마지막 렌더링 문서

devtools는 소스 패키지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 일반적인 help 함수를 덮어

쓰므로 개발 버전의 문서를 미리 볼 수 있다. 문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devtools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devtools::load_all()을 실행하였는지 확인해 보라.

대안적 문서화 워크플로
첫 번째 문서화 워크플로는 매우 빠르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다. 즉, 미리보기 버전의 어떤 문
서 페이지도 페이지 간 링크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링크를 보려면 다음의 워크플로를
따라야 한다.
1. .roxygen 주석을 .R 파일에 추가한다.
2. 빌드 영역의

를 클릭하거나 Ctrl/Cmd+Shift+B를 실행한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한 모든 문서를 포함하여 패키지를 모두 다시 빌드하고 일반적인 라이브러리 경
로에 설치한 후, R을 재시작하여 그 패키지를 다시 로드한다. 이런 방법은 느리지만 철저
하다.
3. 문서를 미리 보기 위해서 ?를 실행한다.
4. 원하는 형태로 보일 때까지 문서 가다듬기를 반복한다.

대안적 문서화 워크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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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플로가 작동하지 않아 보이면 RStudio의 프로젝트 옵션을 확인하라(그림 5-2). 구 버전
의 devtools와 RStudio는 패키지를 다시 빌드할 때 자동으로 문서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

그림 5-2 RStudio의 문서화 설정

roxygen 주석
roxygen 주석은 함수 앞에서 #'로 시작한다. 함수 앞의 모든 roxygen 줄을 블록(block)이라고
한다. 각 줄은 코드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80자로 줄바꿈해야 한다.

블록은 태그(tag)로 구분되는데, @tagName details과 같다. 태그의 내용은 태그 이름의 끝

(또는 블록의 끝)에서 다음 태그의 시작까지이다. roxygen에서 @는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에 문서에 문자 그대로의 @를 추가하기를 바란다면 @@를 사용해야 한다(이메일 주소나 S4 객체
의 슬롯에 접근하는 경우가 중요하다).

각 블록은 첫 번째 태그 이전에 얼마의 텍스트를 포함한다. (@title과 @description 태그를 사용하
여 제목(title)과 설명(description)으로 구성된 ‘서론’ 절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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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필자는 다른 많은 패키지 저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 두 태그의 사용을 피하는 관례를 따르고 있으
므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태그가 존재하고 다른 패키지 작성자들의 소스 코드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서론(introdu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처리된다.

• 첫 번째 문장(sentence)은 문서의 제목이 된다. help(package = mypackage)를 볼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각 도움말 파일의 상단에 위치해 있다. 이 제목은 완전한 문장으로
한 줄로 작성해야 한다.
• 두 번째 문단(paragraph)은 설명이다. 즉, 문서의 처음에서 함수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
해야 한다.
• 다음 세 번째 문단들(paragraphs)은 세부 사항을 다룬다. 즉, (흔히 장문으로) 인자 설명 후
에 나타나는 절인데, 함수가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모든 객체는 제목과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세부 사항은 선택적이다.
다음은 sum()에 대한 서론이 roxygen으로 작성된 경우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 Sum of vector elements.
#'
#' \code{sum} returns the sum of all the values present in its arguments.
#'
#' This is a generic function: methods can be defined for it directly or via the
#' \code{\link{Summary}} group generic. For this to work properly, the arguments
#' \code{...} should be unnamed, and dispatch is on the first argument.
sum <- function(..., na.rm = TRUE) {}

\code{}와 \link{}는 68쪽의 ‘텍스트 포맷 참조 시트’ 절에서 다루는 포매팅(formatting) 명령

이다. roxygen 블록이 80자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RStudio에서 Ctrl/Cmd+Shift+/(또
는 메뉴에서 code  re-flow comment)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section 태그로 임의의 절을 문서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의미 있는 머리말로 길

이가 긴 세부 사항 절을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누기에 좋다. 절 제목은 콜론(:)으로 구분된 문
장이어야 하며, 한 줄로 써야 한다.
#' @section Warning:
#' Do not operate heavy machinery within 8 hours of using this function.

사람들이 쉽게 도움말 파일 간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태그가 두 개 있다.

roxygen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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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also

@seealso로 웹(\url�http://www.r-project.org�), 패키지 내부(\code�\link�functioname��), 또는

다른 패키지(\code�\link�packagename��functioname��)와 같은 다른 유용한 자료를 가리킬 수
있다.

@family
함수군 내부의 모든 함수가 다른 모든 함수와 연결되어야 할 때는 @family를 사용하라.
@family의 값은 복수이어야 한다.
sum일 경우에 이런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family aggregate functions
#' @seealso \code{\link{prod}} for products, \code{\link{cumsum}} for cumulative
#'
sums, and \code{\link{colSums}}/\code{\link{rowSums}} marginal sums over
#'
high-dimensional arrays.

다음의 다른 태그들은 사용자가 문서를 쉽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

@aliases alias1 alias2 ...
이 태그는 해당 토픽에 대한 알리아스(alias)를 추가한다. 알리아스는 ?와 사용할 수 있는
주제의 다른 이름이다.

@keywords keyword1 keyword2 ...
이 태그는 표준화된 키워드를 추가한다. 키워드는 선택적이지만, 제공된다면 file.
path(R.home("doc"), "KEYWORDS")에 있는 미리 정의된 목록에서 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키워드는 @keywords internal을 제외하면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internal 키워드를 사용하면 패키지 인덱스에서 함수를 제거하고 테스트를 비활성화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패키지를 확장하는 다른 개발자가 관심을 갖는 기능에는 @
keyword internal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른 태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즉, 문서화하고 있는 객체의 유형에 기반하여 달라진다. 다
음 절은 함수, 패키지, 그리고 R의 세 가지 객체지향(OO, Object-Oriented)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여러 메서드, 제너릭, 그리고 객체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태그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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