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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various methods to visualize high dimensional large-scale data and review some issues associated with visualizing this type of data. High-dimensional data can be presented in a 2-dimensional
space with a few selected important variables. We can visualize more variables with various aesthetic attributes in graphics or use the projection pursuit method to ﬁnd an interesting low-dimensional view. For
large-scale data, we discuss jittering and alpha blending methods that solve any problem with overlapping points. We also review the R package tabplot, scagnostics, and other R packages for interactive web
application with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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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컴퓨터의 발달로 자료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저장하는 저장공간, 저장 방법들이 다양화
되고 이를 이용한 인간들의 의사소통이 빈번해지면서 막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들이 전자적이고 자동화
된 방법으로 생성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수집된 엄청난 양의 자료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이를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이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하
여 자료를 잘 탐색하고 이들의 연관관계를 찾고, 또한 자료 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용량의 자료들로부터 우리의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
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자료시각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자료의 시각화는 패턴을 인식하고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한 점을 알아내는 인간의 시각적 능력을 이용하
여 자료가 가진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잘 구성된 시각적 표현에 의하여 간단
하게 수행하는 감각적 추론은, 인지적 추론을 대신할 수 있고,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자료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시각적 표현은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에
게 자료가 표현하는 현상에 대한 탐색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료 시각화에서의 주요 작업은
자료의 특성에 맞는 시각적 표현법을 동원하여 자료가 가진 의미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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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catter plot of totbill and tip with diﬀerent shape, color and size.

이후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고차원 자료를 시각화 할 때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제안된 시각적 표현 속성(aesthetic attribute), 다면화 방법(faceting), 그리고 사
영추적(projection pursuit) 방법들을 실제 예를 통하여 살펴본다. 3장에서는 대용량 자료의 시각화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흩트림(jittering), 알파 블렌딩(alpha blending) 등의 방법들
을 살펴보며 4장에서는 고차원 대용량 자료를 위하여 개발된 R 패키지들 중 tabplot (Tenneckes와 de
Jonge, 2012)과 scagnostics (Wilkinson 등, 2006)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대화형으로 시각화하는
웹 프로그래밍을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종류의 R 패키지들을 살펴본다.

2. 고차원 자료 시각화
2.1. 시각적 표현 속성(aesthetic attribute)
우리가 자료를 시각화 할 때에는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속자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이용하는 시각화 방법은 2개의 변수를 이용한 산점도이며 3개 이상의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산점도 행렬을 이용하기도 한다. 산점도 행렬은 변수들을 두 개씩 짝지어서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행렬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산점도 보다는 더 많은 변수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변수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산점도 행렬의 크기가 커지고 살펴봐야 하는 산점도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전체를 파악하기 힘든 형태가 된다. 이와 같이 자료의 차원이 증가함에 따라 자료의 시각화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어있다. 먼저 색, 크기, 모양 등의 시각적
표현 속성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변수들을 하나의 산점도 안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2개의 연
속변수에 대한 산점도에 하나의 범주형 변수를 범주마다 다른 색으로, 또 다른 범주형 변수를 범주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다면 하나의 산점도 내에 4개의 변수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Figure 2.1은 레스토랑 고객들의 팁에 대한 습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미국 뉴욕 근교의 한 레스토랑에
서 각 테이블로부터 수집된 자료(R reshape 패키지의 tips)를 이용한 그림으로 계산서 가격(totbill)과
팁(tip)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린 산점도이다. 이 산점도 위에 계산한 사람의 성별(sex)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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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atter plot of totbill and tip using faceting with smoke and sex.

의 모양으로, 테이블의 흡연석/금연석(smoker) 여부는 점의 색으로, 그리고 일행 수(size)에 관한 정보
는 점의 크기를 이용하여 함께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산점도에 5개의 변수를 함께 나타내어
좀 더 많은 정보를 표현하고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혼자 온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
많은 인원이 함께 온 경우에는 남성이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10달러 이하의 계산서에 대하
여 5달러 이상의 팁을 지불한 사람은 남성으로 흡연석에 앉았으며 2명이 함께 온 경우라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정보를 하나의 그림에 표현하여 복잡한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림이 전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하지 않게 하는 면이 있다.
2.2. 다면화 방법(facetting)
Figure 2.2는 Figure 2.1에서와 같은 양의 정보를 다면화 방법(faceting)을 이용하여 4개의 산점도로 나
누어 그림으로써 좀 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내고 있다. 다면화 방법은 모든 자료를 하나의 그림에
그리지 않고 범주형 변수의 범주에 따라 나누어 그리는 방법으로 Figure 2.2는 성별에 따라서 행을 나누
고 흡연석/금연석 여부에 따라 열을 나누어 4가지의 산점도를 그림으로써 Figure 2.1에서보다 좀 더 쉽
게 남/녀 그리고 흡연/금연석에 따라 계산서 가격과 팁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각 그룹
별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면화 방법은 그룹 간에 겹침 현상(overlap)이 많이 일어나는 자
료의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Figure 2.1과 Figure 2.2는 R에서 제공하고 있는 ggplot2 라이브러리 (Wickham, 2009)를 이용하였
다. ggplot2 는 2006년 Wilkinson에 의해 이론이 확립된 그래픽 문법(the grammars of graphics;
Wilkinson, 2006)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층화 그래픽 문법(layered grammar of graphics;
Wickham 2010)의 형태로 바꾸어 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패키지이다. 그래픽 문법은 그
래픽의 요소들을 문법의 형태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것으로 자료로부터 그래프를 그
리기까지를 변수선택(Variables), 자료 변환(Algebra), 기준 조정(Scales), 통계량 계산(Statistics), 기
하 배열(Geometry), 좌표 결정(Coordinates), 그리고 시각적 표현 특성(Aesthetics)의 7단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이는 그래프에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나 그래프에 대한 추론 등을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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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준다. 층화 그래픽 문법은 Wilkinson의 그래픽 문법을 R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층화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들의 순서를 지정하여 R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Figure 2.1에서는 점의 모양, 크기, 색을
지정하기 위하여 시각적 표현 매핑(aesthetic mapping)을 이용하였고 Figure 2.2에서는 격자방식의 다
면화 방법(grid faceting)을 이용하였다.
2.3. 사영추적(projection pursuit)
시각적 표현 속성을 이용하여 2차원 공간상에 좀 더 많은 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나 많은 변수
를 여러 가지 속성을 이용하여 한 장의 그림에 표현하게 되면 그림이 복잡해지면서 자료에 대한 해석이
힘들어지게 되어 표현 변수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
는 방법은 고차원 자료의 차원을 낮추는 방법이다. 먼저 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소수의 중요 변수들
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중요 변수들을 선택하는 방법은 시각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에 따라 달라
지며 이는 뒤에 설명하게 될 정보시각화(infoviz)와 더 많은 연관성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사영 추적(projection pursuit)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영 추적이란 고차원 상의 자
료에 대하여 관심 있는 저차원의 뷰(view)를 나타내는 사영을 찾는 방법이다. 관심 있는 저차원을 찾기
위해서는, 고차원 자료의 사영결과에 따른 관심정도를 정의하는 사영추적지수가 있어야 하고, 이 지수
를 최적화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영추적지수들이 정의되어 있으며 각 사영지수에 따
라 다른 형태의 저차원의 사영을 찾게 된다. 자료를 저차원으로 사영시킨 경우 저차원의 사영은 근사적
으로 정규분포를 따를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Huber, 1985) 대부분의 사영추적지수들은 정규분포를 따
르지 않는 사영을 찾는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엔트로피 지수(entropy index; Huber, 1985), 모멘트 지
수(moment index; Jones와 Sibson, 1987), 르장드르 지수(Legendre index; Friedman, 1987), 허밋 지
수(Hermite index; Hall, 1989), 그리고 자연 허밋 지수(natural Hermite index; Cook 등, 1993) 등
이 정규성에서 다양한 형태로 벗어난 저차원의 사영을 찾는 사영추적지수이다. 이들 사영추적지수는 다
양한 형태로 자료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영추적지수는 범주형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분류분석이나 집락 분석 후의 결과 비교 등에는 유용하지 않다. 이를 위하여 Linear Discriminant
Analysis(LDA) 지수, Lr norm(Lr)을 이용한 지수 (Lee 등, 2005), 그리고 Penalized Discriminant
Analysis(PDA) 지수 (Lee와 Cook, 2010) 등이 제안되었다.
대화형 동적 그래픽(interactive and dynamic graphic; Cook과 Swayne, 2007)은 고차원 자료 시각화
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사영추적 방법과 동적 그래픽(dynamic graphic)방법을 결합하여
적용하면 고차원의 자료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대화형 동적 그래픽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기본 작용이 이용된다.
• 초점 조절(focusing): 그림의 일부만 확대하거나 잘라서 보는 것. 확대/축소(zooming)과 일부 잘라
내기(slicing) 방법이 있다.
• 연결(linking): 여러 개의 2차원 그림을 연결시키는 것. 연결된 색칠(linked brushing), 연결된
인(linked identiﬁcation) 방법이 해당된다. 어떤 2차원 그림에서 하나의 관측점에 색을 칠하거나,
에 대하여 확인 마크를 하는 경우, 다른 2차원 그림에서도 같은 색으로 칠해지고 같은 확인 마크가
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다차원 자료를 여러 개의 2차원 자료로 표현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분석할
있게 해준다.

확
그
나
수

• 배열(arranging): 여러 그림들을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 회전(rotation)과
투어(tour)가 있다. 회전은 3차원의 자료를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각도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2차
원으로 투영시켜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동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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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차원 이상의 고차원 자료를 2 차원으로 사영시킨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한 모든 사영 방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랜드 투어(grand tour;
Cook 등, 1995)가 있고, 사영추적지수의 변화에 따라 관심 있는 사영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
는 가이드 투어(guided tour)가 있다.
GGobi (Swayne 등, 2003)는 고차원 자료 시각화를 위해 개발된 대화형 동적 그래픽을 위한 소프트
웨어로 초점 조절(focusing), 연결(linking) 그리고 배열(arranging)의 모든 방법들을 구현해 놓았다.
GGobi 의 가이드 투어에는 구멍(Holes) 지수와 중심 집중(Central Mass) 지수, 그리고 LDA 지수가
제공되고 있다. 구멍 지수는 자료의 중심부분이 비어있는 형태의 투영을 찾아가기 위한 지수로 군집분
석을 위한 자료 살펴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심 집중 지수는 자료가 중심에 모여 있는 형태의 투
영을 찾아가기 위한 지수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자료들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
다. LDA 지수는 분류분석을 위한 자료탐색과정에 유용하다. GGobi는 R을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는
rggobi 라이브러리 (Lawrence 등, 2009)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고차원 자
료를 살펴볼 수 있다. tourr 라이브러리 (Wickham 등, 2011)는 그랜드 투어, 가이드 투어, 리틀 투
어(little tour) 등 여러 형태의 투어를 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부 프로그램
과의 연동 없이 R의 그래픽 윈도우에서 투어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투어를 통하여 투영된 자료를 이
용하여 밀도그림, 히스토그램, 산점도 등을 그릴 수 있으며 투영된 자료를 GGobi와 연동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도 제공하고 있다.

3. 대용량 자료 시각화
3.1. 흩트림(jittering)
대용량 자료 시각화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자료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overlap)이다. Figure 3.1은
그룹 A와 B의 분포를 비교해보기 위하여 그린 그림들이다. 그룹 A는 0과 1사이의 균일분포에서 생성
된 1,000개의 난수들로 이루어져있고 그룹 B는 0과 1사이의 균일분포에서 생성된 800개의 난수들과 평
균 0.7, 표준편차 0.05인 정규분포에서 생성된 200개의 난수들로 이루어져있다. 평행 점그림(parallel
dot plot; Figure 3.1(a))은 각 그룹별로 각각의 관측을 점으로 표현한 것으로 0과 1사이에 1,000개의
점을 표현하게 되어 대부분의 점들이 겹쳐지는 현상으로 인하여 점그림이라기보다는 0에서 1사이의 선
으로 보이게 되며 이 그림으로는 A와 B의 분포 차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 평행상자그림 (Figure
3.2(b))은 그룹별로 상자그림을 그린 것으로 A와 B 그룹이 최소, 최대값은 같지만 중앙값, 사분위 값들
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자그림은 5개의 요약된 통계량(summary statistics)로만 그림
을 그리므로 상자그림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기에는 용이하나 실제 자료들이 분포하고 있
는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Figure 3.1(c)는 점그림을 흩트림(jittering) 속성을
이용하여 그린 것으로 B 그룹의 경우 0에서 1사이에 점들이 흩어져있으며 특히 0.7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흩트림은 각 점들의 값에 미세한 오차(noise)를 더
하여 점들을 흐트러뜨림으로써 점들이 겹쳐져서 그려지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여 크기가
큰 자료의 분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2. 알파 블렌딩(alpha blending)
대용량자료와 같이 자료의 수가 매우 큰 경우에는 흩트림만으로는 자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Figure 3.2(a)). 이를 위해 흩트림과 함께 알파블렌딩(alpha blending)을 이용할 수 있다. 산점도에서
의 알파 블렌딩은 점들을 겹쳐서 그릴 때 투명하게 비치도록 하는 것으로 투명도를 높일수록 많은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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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lots of group A (1,000 random numbers from uniform(0, 1) and 200 random numbers from
N (0.7, 0.052) and group B (800 random numbers from uniform(0, 1) and 200 random numbers from N (0.7, 0.052).

Figure 3.2. Plots of group A (100,000 random numbers from uniform(0, 1) and 200 random numbers from
N (0.7, 0.052) and group B (70,000 random numbers from uniform(0, 1) and 30,000 random numbers from
N (0.7, 0.052).

이 겹쳐진 부분은 진하게, 적은 점들이 겹쳐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하게 보이게 된다. 알파 블렌딩은
ggplot2에서 alpha 옵션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alpha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0이 투명, 1이
불투명을 의미한다. Figure 3.2은 각 그룹별로 10 만개의 자료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그림으로 Figure
3.2(a)는 흩트림만을 이용한 그림이다. 각 그룹은 흩트림을 이용한 그림에서도 모든 점들이 겹쳐져 나
타날 정도의 관측을 가지고 있어 흩트림만으로는 자료의 분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2(b)는 상자그림을 그린 것으로 Figure 3.1(b)의 상자그림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Figure
3.2(c)는 alpha=0.01을 이용한 것으로 A와 B 그룹의 분포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
료의 수에 따라 alpha 값을 달리한 알파 블렌딩과 흩트림을 함께 이용하면 좀 더 분포를 알아보기 쉬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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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PISA2012 - median math, read, and science score from various contries.

3.3. 요약 통계량(summary statistic)을 이용한 그림
Figure 3.1(b)와 Figure 3.2(b)은 각 그룹별로 요약 통계량들을 이용한 상자그림을 그린 것으로 자료 분
포의 세부적인 정보들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분포를 살펴보기에는 유용한 그림이다. 대용량 자료의
시각화에서는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 통계량을 계산하여 이를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정보시각화(Infoviz)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
정하고 목적에 맞는 요약 통계량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ure 3.3은 PISA 2012 자료 중 성적관련 자료만을 뽑아서 정리한 후 그린 그림이다. PIS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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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Korea.

(https://www.oecd.org/pisa/home/)는 총 65개국의 국가가 참가하여 각 나라별로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과목을 중심으로 한 학업능력 전반적 사항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로 수학, 읽기, 그
리고 과학에 관련된 시험 성적과 그 외의 학생 전반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Figure
3.3은 각 나라별로 수학, 읽기, 그리고 과학에서의 남녀별 성적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림
이다. 이를 위하여 각 나라별, 그리고 성별로 수학, 읽기, 그리고 과학 성적의 중앙값을 각각 구한 후 이
를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학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각
나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성적 차이는 크지 않다. 과학 성적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학생
과 여학생이 비슷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읽기 성적의 경우 모든 나라에서 여학생이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 차이도 다른 영역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
용량 자료의 경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통계량을 계산한 후 이를 비교하기 좋은 형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정보시각화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다.

4. 빅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R 패키지들
4.1. tabplot
tabplot은 대용량 자료를 시각화하기 위해 개발된 R 패키지로 자료를 특정 변수에 따라 범주화 한 후
각 범주에 따라 정리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를 나타내며, 각
행은 범주를 나타낸다. 연속변수의 경우에는 각 범주의 평균을 막대그래프형태로 나타내고, 범주형 변
수의 경우 누적막대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낸다.
Figures 4.1–4.4는 PISA 2012 자료의 다양한 변수 중 9개의 변수를 이용하여, tabplot 패키지에 있
는 tableplot 함수(tableplot이라는 이름의 별도 R 패키지가 있으나, tabplot과는 다른 패키지이다)
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이다. PISA 2012는 총 65개국의 국가가 참가하여 각 나라별로 만 15세 학생들
의 수학을 중심으로 한 학업능력 전반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로 수학성적 평균이 1위
인 중국, 중앙값인 이탈리아, 그리고 최하위인 페루, 그리고 우리나라를 선택하였다. 각 나라별 변수로
는 수학점수(MATH.SCORE)와 성별(GENDER), 부모의 재산(WEALTH),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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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hina.

Figure 4.3. Italy.

Figure 4.4. P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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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는 시간(PRIVATE), 숙제를 하는 시간(HW),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OUTHOURS), 유급여
부(REPEAT), 수학에 대한 걱정 정도(MATH.ANXIETY),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에 수학공부를 하는
시간(MATH.OUTLESSON)을 이용하였다. 그림을 위하여 이용한 부모의 재산 자료는 표준화된 값으
로 PISA에서 제공하고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모든 변수 값들은 수학점수의 순으로 정리되
도록 하였다.
네 나라 모두에서 수학 고득점자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많으며 한국과 중국은 최저 득점자 또한 남학
생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권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페루의 경우 하위권으로 갈수록 여학생의 비율이 커짐을 알 수 있다. 페
루의 경우 부모의 부의 정도와 성적이 크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에서도 양의 상
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지 않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학원
이나 과외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은 네 나라가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공
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페루의 경
우 대부분의 성적권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하위권으로 갈수록 학원이나 과
외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숙제를 하는 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
분의 성적권에서 평균 5시간 미만임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권으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중국 상위권
의 경우 숙제를 하는 시간이 평균 20시간에 가까우며 하위권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최 하위권에서 평균
5시간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탈리아와 페루의 경우도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가면서 숙제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나 상위권은 10시간 이상, 그리고 하위권은 5시간 이상을 평균적으로 숙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중국의 경우 하위권에서는 20% 이상이 유급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페루의 경우에는 유급을 하는 비율이 중국에 비하여 훨씬 크며 페루의 경우 최하위권의 50%
이상이 유급을 하고 있다. 수학에 대하여 걱정하는 정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성적이 낮아질수록 걱정
의 정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 최하위권의 학생들에게서 수학에 대
한 걱정의 정도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업시간 이외에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의 경우 한국에서는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갈수록 시간이 적어
짐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하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적권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
탈리아의 경우 하위권으로 갈수록 수업시간 이외에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탈리아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공부로 충분히 수학을 따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루의 경
우 최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별로 여러 변수들을
tableplot 형태로 그려 비교함으로써 다차원의 자료를 손쉽게 비교 분석 할 수 있게 된다.
4.2. 산점도 특성살피기(scagnostics)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변수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점도 행렬의 크기는 점점 커지고 각 변수들 간
의 관계를 살펴보기가 힘들어진다. scagnostics는 산점도 행렬로 부터 각 산점도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하여 개발된 R 패키지로 특이점(outlying), 치우침(skewed), 자료의 뭉침(clumpy), 흩어짐(sparse),
줄무늬(striated), 볼록한 정도(convex), 자료가 선처럼 보이는 정도(skinny), 선을 이루고 있는 정
도(stringy), 단조증가 또는 감소여부 (monotonic)의 9개 특성에 대한 값을 계산한다 (Wilkinson 등,
2006). 이 특성값들을 이용하면 자료를 변수가 9개이고 산점도의 수만큼의 관측이 있는 자료로 정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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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catterplot matrix of Korea in PISA2012.

Figure 4.5는 한국 PISA2012 자료 중 9개 변수에 대한 산점도 행렬을 나타내며 Figure 4.6은 Figure
4.5의 산점도 행렬에 대한 산점도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단조증가/감소를 나타내는
산점도는 PRIVATE ∗ OUTHOURS이고. 선을 이루고 있는 정도가 1로 가장 큰 산점도는 GENDER
∗ REPEAT이고 가장 작은 산점도는 REPEAT ∗ MATH.OUTLESSON이다. 자료의 뭉침정도가 큰
산점도는 GENDER 변수가 들어간 산점도들 중 GENDER ∗ REPEAT를 제와한 모든 산점도들이다.
GENDER와 REPEAT는 두 개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들로 이 두 변수의 산점도는 4개의 점으
로 표현된다. 또한 MATH.OUTLESSON도 5개의 범주를 갖는 범주형 변수로 되어 있어 GENDER ∗
MATH.OUTLESSON과 REPEAT ∗ MATH.OUTLESSON 산점도도 10개의 점으로 표현되는 특이
한 형태를 갖는다. 이들 세 산점도는 scagnosticsOutliers 함수로 파악할 수 있다.
4.3. 그 밖의 다양한 R 패키지들
ash (Gebhardt, 2015)는 Scott이 1985년에 개발한 평균 이동 히스토그램(averaged shifted histogram)을 구현해 놓은 패키지로 일변량 뿐 아니라 이변량 평균 이동 히스토그램을 위한 값을 계산
하는 함수 ash2도 제공하고 있어 결과 값으로 등고선도 형태의 그림을 그리고 이변량 자료의 분포를 파
악할 수 있게 해준다. dygraphs (Hyndman, 2016) 는 Java script 로 되어 있는 dygraphs를 R에서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rmarkdown (Allaire 등, 2016a)이나 sh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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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Scagnostic measures of scatterplot matrix in Figure 4.5.

(Chang 등, 2016)와 함께 이용하여 시계열 자료에 대한 그래프를 웹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릴 수 있도
록 해준다. 또한 이들 그래프를 대화형 동적그래프의 형태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R에서는 웹상
에서 지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다. googleVis
(Gesmann, 2013)는 Google Chart와 연동하여 대화형 차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API를 제공하는 R
패키지로 자료는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고 이를 웹브라우저에서 R HTTP서버를 통하여 볼 수 있도
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이다. leafletR (Graul과 Graul, 2016)과 leaflet (Cheng 등, 2016)은 Leaﬂet
자바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htmlwidgets (Vaidyanathan 등, 2016) 패키지와 함께 R에서 이용하여
대화형 지도를 만들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R 라이브러리들로 leaflet은 Rstudio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이다. 코로플레스 지도(chropleth map)은 국가 혹은 지역별로 단위 지역 당 특정 통계
량을 계산하여 색깔을 달리하여 나타낸 지도로 choroplethr (Lamstein과 Johnson, 2016)는 R에서 이
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고 tmap (Tennekes 등, 2016)은 코로플레스 지도(chropleth map)나
버블 지도(bubble map)와 같은 주제 지도(thematic map)를 R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라이브러
리로 공간자료(spatial data)의 분포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
화형 웹문서를 위한 R 패키지들이 개발되어 있다. flexdashboard (Allaire 등, 2016b)는 rmarkdown
문서를 격자를 근간으로 한 대시보드(dashboard)로 바꿔주는 R 라이브러리로 htmlwidgets, base,
lattice, grid, tabular 등의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다. 각 열과 행에 그래프를
자유롭게 지정하여 편리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화형 대시보드를 편리하게 작
성할 수 있게 해준다. plotly (Sievert 등, 2016)은 ggplot2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를 대
화형 웹형태로 바꾸어주는 라이브러리로 R에서 대화형 웹 시각화를 위한 그래프를 쉽게 작성하고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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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shiny (Chang 등, 2016)은 R에서 대화형 웹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로 적
은 노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웹 프로그램 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ggvis (Chang과 Wickham, 2016)은
shiny 프로그램 상에서 ggplot2의 그래프를 대화형 그래프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R 패키지이
다. shiny와 ggvis를 함께 이용하면 Rstudio나 사용자의 컴퓨터의 웹브라우저에서 다양한 형태의 그
래프를 대화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5. 논의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대용량 자료의 시각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발
된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차원 자료의 경우 2차원 공간상에 표현하기 위하여 중요 변수를 선
택해야하며 다양한 시각적 표현 속성과 다면화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관심있는 뷰를 보이는 낮은 차원을 찾는 사영추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용량 자료에서는 점들
이 겹쳐지는 문제점을 흩트림과 알파 블렌딩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고차원 대용량 자료의 탐
색을 위하여 개발된 R 패키지인 tabplot은 자료를 기준 변수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여주므로 기준 변수
를 변화시켜가며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속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동시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cagnostics는 연속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모든 변수 쌍에 대한 산점도
들 중에서 특이한 형태의 산점도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대용량 자료를
정리하여 보여주거나 사용자가 자유롭게 자료의 일부를 선택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대화형 웹 프로그램
의 형태를 작성하기에 편리한 함수들을 제공하는 다양한 R 패키지들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지
도들과 연동하여 자료의 특성을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R 패키지들도 개발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다양한 형태의 R 패키지를 이용하면 고차원 대용량 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위한 도구의 개발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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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에서는 고차원 대용량 자료의 시각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개발된 방법들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차원 자료의 경우 2차원 공간상에 표현하기 위하여 중요 변수를 선택해야하며 다양한 시
각적 표현 속성과 다면화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많은 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관심있는 뷰를 보이는 낮
은 차원을 찾는 사영추정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대용량 자료에서는 점들이 겹쳐지는 문제점을 흩트림과 알파 블
렌딩 등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고차원 대용량 자료의 탐색을 위하여 개발된 R 패키지인 tabplot과
scagnostics, 그리고 대화형 웹 그래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R 패키지들을 살펴보았다.

주요용어: 고차원 대용량 자료, 자료 시각화, 사영추적, 알파 블렌딩, 시각적 표현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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