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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World Bank)은 웹사이트를 통해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비롯한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http://data.worldbank.org/). WDI 패키지를 이용하면 세계은행 웹사이트의
API를 통해 WDI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공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읽어들일 수 있다. WDI 패키지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WDI 패키지의 WDIsearch()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이용 가능한 지표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행렬 형식으로
출력된다. 지표의 이름은 name 열에 출력되고, 대응되는 지표의 코드는 indicator 열에 나타난다.
모든 열을 출력하려면 short=FALSE를 지정한다. WDIsearch() 함수는 기본적으로 name 열을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하며, 검색 대상 열은 field 인수를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 library(WDI)
> WDIsearch("unemployment")[1:5,]
indicator
[1,] "SL.UEM.1524.FE.ZS"
[2,] "SL.UEM.1524.FE.NE.ZS"
[3,] "SL.UEM.TOTL.ZS"
[4,] "SL.UEM.TOTL.NE.ZS"
[5,] "SL.UEM.TOTL.MA.ZS"
name
[1,] "Unemployment, youth female (% of female labor force ages 15-24) (modeled ILO estimate)"
[2,] "Unemployment, youth female (% of female labor force ages 15-24) (national estimate)"
[3,]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4,]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national estimate)"
[5,] "Unemployment, male (% of 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WDIsearch() 함수는 내부적으로 grep() 함수를 이용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

> WDIsearch("gdp.*capita.*current")
indicator

name

[1,] "NY.GDP.PCAP.PP.CD" "GDP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2,] "NY.GDP.PCAP.CN"

"GDP per capita (current LCU)"

[3,] "NY.GDP.PCAP.CD"

"GDP per capita (current US$)"

> WDIsearch("Unemployment, Total")
1

indicator
[1,] "SL.UEM.TOTL.ZS"
[2,] "SL.UEM.TOTL.NE.ZS"
name
[1,]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2,]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national estimate)"

지표의

실제 데이터는

WDI() 함수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다. country 인수에는 국가

코드(ISO-2 코드, 예를 들면, US, BR, KR과 같은 두 자리 국가 코드)를 지정한다. 두 개 이상의
국가를 벡터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country 인수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추출된다(country="all"). indicator 인수에는 지표의 코드를 지정하고, start 인수와 end
인수에는 추출하고자 하는 기간의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지정한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우리나라 1인당 GDP(GDP per capita (current US$))와 실업률(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추출할 수 있다.

> WDI(country="KR", indicator=c("NY.GDP.PCAP.CD", "SL.UEM.TOTL.ZS"),
+

start=2007, end=2016)
iso2c

country year NY.GDP.PCAP.CD SL.UEM.TOTL.ZS

1

KR Korea, Rep. 2007

23060.71

3.23

2

KR Korea, Rep. 2008

20430.64

3.16

3

KR Korea, Rep. 2009

18291.92

3.64

4

KR Korea, Rep. 2010

22086.95

3.72

5

KR Korea, Rep. 2011

24079.79

3.41

6

KR Korea, Rep. 2012

24358.78

3.22

7

KR Korea, Rep. 2013

25890.02

3.12

8

KR Korea, Rep. 2014

27811.37

3.53

9

KR Korea, Rep. 2015

27105.08

3.63

10

KR Korea, Rep. 2016

27538.81

3.71

wbstats 패키지 또한 세계은행이 제공하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wbstats 패키지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패키지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다.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WDI 패키지와 유사하다. 원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한 키워드 검색은 wbsearch()
함수를 이용한다. wbstats 패키지의 wbsearch() 함수는 기본적으로 지표의 이름(indicator)과
지표에 대한 설명(indicatorDesc)에서 일치하는 패턴을 검색한다. 검색 대상 열은 fields 인수를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출력되며, 지표에 대한 설명이나
데이터 원천(source) 등을 포함한 모든 열을 출력하려면 wbsearch() 함수에 extra=TRUE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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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rary(wbstats)
> wbsearch("gdp.*capita.*current")
indicatorID
7987

indicator

NY.GDP.PCAP.PP.CD GDP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7987.1 NY.GDP.PCAP.PP.CD GDP per capita, PPP (current international $)
7991

NY.GDP.PCAP.CN

GDP per capita (current LCU)

7991.1

NY.GDP.PCAP.CN

GDP per capita (current LCU)

7992

NY.GDP.PCAP.CD

GDP per capita (current US$)

7992.1

NY.GDP.PCAP.CD

GDP per capita (current US$)

> wbsearch("Unemployment, Total")
indicatorID
2923

SL.UEM.TOTL.ZS

2924 SL.UEM.TOTL.NE.ZS
indicator
2923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2924

Unemployment, total (% of total labor force) (national estimate)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wb()

함수를

사용한다.

country

인수에는

국가를

지정하며(기본값은 country="all"), indicator 인수에는 지표의 코드를 지정하고, startdate 인수와
enddate 인수에는 추출하고자 하는 기간의 시작 연도와 종료 연도를 지정한다. 기간 단위가 좀
더 세분화된 데이터의 경우 연도뿐만 아니라 월(예: 2016M01) 또는 분기(예: 2016Q1)를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코드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우리나라 1인당 GDP와 실업률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 wb(country="KR", indicator=c("NY.GDP.PCAP.CD", "SL.UEM.TOTL.ZS"),
+

startdate=2007, enddate=2016)
iso3c date

value

indicatorID

1

KOR 2016 27538.81 NY.GDP.PCAP.CD

2

KOR 2015 27105.08 NY.GDP.PCAP.CD

3

KOR 2014 27811.37 NY.GDP.PCAP.CD

…(중략)
18 Korea, Rep.
19 Korea, Rep.
20 Korea, Rep.

다운로드한 데이터는 데이터프레임 형식으로 반환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데이터프레임
인덱싱을 이용하여 필요한 열만을 출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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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b.data <- wb(country="KR", indicator=c("NY.GDP.PCAP.CD", "SL.UEM.TOTL.ZS"),
+

startdate=2007, enddate=2016)

> wb.data[-5]
iso3c date

value

indicatorID iso2c

country

1

KOR 2016 27538.81 NY.GDP.PCAP.CD

KR Korea, Rep.

2

KOR 2015 27105.08 NY.GDP.PCAP.CD

KR Korea, Rep.

3

KOR 2014 27811.37 NY.GDP.PCAP.CD

KR Korea, Rep.

…(중략)
18

KOR 2009

3.64 SL.UEM.TOTL.ZS

KR Korea, Rep.

19

KOR 2008

3.16 SL.UEM.TOTL.ZS

KR Korea, Rep.

20

KOR 2007

3.23 SL.UEM.TOTL.ZS

KR Korea, Rep.

언제까지의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지 잘 모를 때는 startdate 인수와
enddate 인수를 이용하여 기간을 지정하는 대신에 mrv(most recent value) 인수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할 가장 최근 데이터 개수를 지정할 수 있다. mrv 인수에 정수를 지정하면 그 숫자가
나타내는 기간만큼의 최근 데이터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 다음 코드를 실행하면 우리나라 1인당
GDP와 실업률 각각의 최근 10년간의 데이터가 다운로드된다. mrv 인수를 지정한 후 두 개 이상의
지표를 다운로드할 때는 데이터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출력되는 데이터의 기간이 각 지표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wb(country="KR", indicator=c("NY.GDP.PCAP.CD", "SL.UEM.TOTL.ZS"), mrv=10)

wbstats 패키지와 WDI 패키지는 모두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패키지 간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WDI 패키지는
와이드포맷(wide format) 형태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반면, wbstats 패키지는 롱포맷(long format)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든다. 1 와이드포맷의 데이터셋에는 변수들이 각각 하나의 열로 표현되어, 한
행에 관련된 변수와 값들이 차례대로 옆으로 넓게 배열된다. 롱포맷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가능한
변수 목록을 나타내는 하나의 열과 이들 변수들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열을 갖는다.
따라서 두 개의 열을 갖는 형태로 데이터가 아래로 길게 배열된다. 데이터분석 함수에 따라
요구하는 데이터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어떤 데이터분석에는 와이드포맷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또 다른 데이터분석을 위해서는 롱포맷의 데이터셋이 필요하다. 이처럼 함수들마다 요구하는
데이터셋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패키지는 각각 용도에 맞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wbstas 패키지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의 20년간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미국의 1인당 GDP의 추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다음과 같이
지역별 1인당 GDP 데이터를 추출한다. 다운로드한 데이터프레임의 date 열은 문자 벡터이기

1

와이드포맷 및 롱포맷의 개념과 두 포맷 간의 변환은 제9장 데이터 전처리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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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시계열 그래프를 그리거나 날짜의 특성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숫자 형식으로 변환한다.

> wb.data <- wb(country=c("KR", "JP", "EU", "US"), indicator="NY.GDP.PCAP.CD",
+

startdate=1997, enddate=2016)

> wb.data$date <- as.numeric(wb.data$date)
> wb.data[-5]
iso3c date

value

indicatorID iso2c

country

1

EUU 2016 32249.869 NY.GDP.PCAP.CD

EU European Union

2

EUU 2015 32199.877 NY.GDP.PCAP.CD

EU European Union

3

EUU 2014 36666.428 NY.GDP.PCAP.CD

EU European Union

…(중략)
78

USA 1999 34620.929 NY.GDP.PCAP.CD

US

United States

79

USA 1998 32949.198 NY.GDP.PCAP.CD

US

United States

80

USA 1997 31572.690 NY.GDP.PCAP.CD

US

United States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네 지역별로 1인당 GDP 추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
7-5]와 같다. 여기에서는 그래프 생성을 위해 ggplot2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2 ggplot2 패키지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 전에 설치한다. ggplot2 패키지는 롱포맷 형태의 데이터셋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wbstats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다운로드가 보다 적절한 선택이 된다.

> library(ggplot2)
> windows(width=7.0, height=5.5)
> ggplot(wb.data, aes(x=date, y=value, color=country)) +
+

geom_line(size=1) +

+

geom_point(size=2) +

+

labs(x="Year", y="US Dollars", title="GDP per Capita") +

+

theme(legend.position="bottom", legend.title=element_blank())

[그림 7-5] 지역별 1인당 GDP 추이. wbstats 패키지는 API를 이용하여 세계은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ggplot2 패키지는 그래프 문법 구조를 바탕으로 통일된 규칙에 따라 일관된 방식으로 그래프를
생성한다. ggplot2 패키지는 제11장 고급 그래픽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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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작업을 수행하다 보면 다른 곳에 저장된 데이터를 서로 합쳐야 할 때가 종종
있다. 두 개 이상의 데이터프레임이나 행렬을 결합하여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드는 작업은 빈번히
요구되는 데이터 전처리 작업 중의 하나이다.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열 결합: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동일한 행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수평으로
결합한다. data.frame() 함수나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의
오른쪽에 열을 추가하는 형태로 데이터프레임이나 행렬을 결합한다.
행 결합: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동일한 열을 갖고 있을 때 수직으로 결합한다.
rbind() 함수를 이용하여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의 아래에 행을 추가하는 형태로
데이터프레임이나 행렬을 결합한다.
공통 열에 의한 결합: 결합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의 공통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조인(join) 작업과 동일하다.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두
데이터셋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만든다. match() 함수나 %in% 연산자도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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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nd() 함수, rbind() 함수, merge() 함수 등을 이용한 데이터 결합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자.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 웹사이트(https://finance.yahoo.com)가 제공하는 개별 종목의 주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 결합, 행 결합, 공통 열에 의한 결합을 통해 복수의 종목들에 대한 주가
데이터셋을 만든다.
야후는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를 조회하거나 CSV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일주일간의 주가 데이터를
검색하여 [그림 9-2]와 같이 조회할 수 있다. 3 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의 주가
데이터를 일별, 주별, 월별로 가져올 수 있다.

[그림 9-2]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온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종목별 주가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야후로부터 가져온 주가 데이터만으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종목이 포함된 복수의 종목별 주가 데이터셋을 만들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하나의
종목만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가져온 데이터에는 종목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검색하여 각 종목별 주가 데이터가 포함된 하나의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야후 파이낸스로부터 주가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를 우리 목적에 맞는 데이터프레임으로
만드는 함수를 작성해보자. 먼저 해당 기간의 주가를 조회한 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서 URL을
확인한다. 앞에서 검색한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은 URL을 갖는다. 이는
다시 말해 이 URL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하면 검색 조건을 충족하는 주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https://finance.yahoo.com/quote/005930.KS/history?period1=1524409200&period2=1524754800
&interval=1d&filter=history&frequency=1d

따라서 다음과 같이 URL을 서버로 전송하여 그 결과를 반환 받음으로써 주가 데이터를
https://finance.yahoo.com 웹사이트의 ‘Quote Lookup’ 박스에 종목 이름 또는 종목 코드를 입력하여
원하는 종목을 검색한다. ‘Historical Data’를 선택한 후 기간(‘Time Period’의 Start Date, End Date)과 간
격(‘Frequency’의 Daily, Weekly, Monthly) 옵션을 지정하여 주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Download
Data’를 선택하면 조회한 데이터를 CSV 형식의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7
3

추출할 수 있다. RCurl 패키지의 getURL() 함수는 서버로 URL을 전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HTML
문서 형식으로 반환한다. 주가 데이터는 HTML의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readHTMLTable()
함수를 이용하여 추출할 수 있다.

> library(XML)
> library(RCurl)
> html <- getURL(url)
> html.parsed <- htmlParse(html)
> price.table <- readHTMLTable(html.parsed, stringsAsFactors=FALSE)
> price.table <- price.table[[1]]
> price.table
Date

Open

High

Low

Close* Adj Close**

Volume

1 Apr 27, 2018 53,380.00 53,640.00 52,440.00 53,000.00

53,000.00 30,310,800

2 Apr 26, 2018 50,420.00 52,160.00 50,400.00 52,140.00

52,140.00 18,046,550

3 Apr 25, 2018 49,220.00 50,500.00 49,220.00 50,400.00

50,400.00 16,614,600

4 Apr 24, 2018 51,840.00 51,860.00 50,080.00 50,460.00

50,460.00 15,770,300

5 Apr 23, 2018 51,000.00 52,080.00 51,000.00 51,900.00

51,900.00 11,619,000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주가 데이터셋을 완성한다. 로케일을 임시로
북미 표준으로 변경하여 날짜 데이터를 변환하고, 주가 및 거래량 데이터는 숫자 형식으로
변환한다.

> Sys.setlocale("LC_TIME", "English")
[1] "English_United States.1252"
> price.table$Date <- as.Date(price.table$Date, format="%b %d, %Y")
> Sys.setlocale()
[1]
"LC_COLLATE=Korean_Korea.949;LC_CTYPE=Korean_Korea.949;LC_MONETARY=Korean_Korea.949;LC
_NUMERIC=C;LC_TIME=Korean_Korea.949"
> number <- sapply(price.table[,-1],
+

function(x) as.numeric(gsub(",", "" , x)))

> price.table <- cbind(price.table[1], as.data.frame(number))
> price.table
Date

Open

High

Low Close* Adj Close**

Volume

1 2018-04-27 53380 53640 52440

53000

53000 30310800

2 2018-04-26 50420 52160 50400

52140

52140 18046550

3 2018-04-25 49220 50500 49220

50400

50400 166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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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04-24 51840 51860 50080

50460

50460 15770300

5 2018-04-23 51000 52080 51000

51900

51900 11619000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검색 조건을 반영한 이러한 URL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RL을 분해해보자. URL의 일부분(https://finance.yahoo.com/quote/, history, filter=history)은
검색 조건을 달리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검색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나머지 부분이다. 005930.KS는 종목코드로서 여기에서는 삼성전자를 나타낸다. period1과
period2는 각각 조회기간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의미한다. interval과 frequency는 주어진
기간 내에서 조회할 간격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1d는 일간을 의미하며, 주간으로 조회하려면
1wk를 지정하고 월간 조회를 위해서는 1mo를 지정한다.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나타내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POSIXct 방식으로 표현된
날짜이다.

다음과

같이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를

POSIXct

객체로

변환하면

URL에

표시된

period1과 period2의 값을 얻을 수 있다.

> period <- c("2018-04-23", "2018-04-27")
> as.integer(as.POSIXct(paste(period, "000000"), format="%Y-%m-%d %H%M%S"))
[1] 1524409200 1524754800

이러한 URL 분해 결과를 토대로 야후 웹사이트의 주가 데이터를 데이터프레임으로 저장하는
함수를 정의해보자. 다음과 같이 getPrices() 함수를 작성한다.

getPrices <- function(symbol,
from=Sys.Date()-30,
to=Sys.Date(),
interval="1d"){
library(XML)
library(RCurl)
head <- "https://finance.yahoo.com/quote/"
stock <- paste0(symbol, "/history?")
period1 <- paste0("period1=",
as.integer(as.POSIXct(paste(from, "000000"),
format="%Y-%m-%d %H%M%S")), "&")
period2 <- paste0("period2=",
as.integer(as.POSIXct(paste(to, "000000"),
format="%Y-%m-%d %H%M%S")), "&")
interval <- paste0("interval=", interval, "&filter=history&frequency=", interval)
url <- paste0(head, stock, period1, period2,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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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 getURL(url)
html.parsed <- htmlParse(html)
price.table <- readHTMLTable(html.parsed, which=1, stringsAsFactors=FALSE)
price.table <- cbind(Symbol=symbol, price.table, stringsAsFactors=FALSE)
Sys.setlocale("LC_TIME", "English")
price.table$Date <- as.Date(price.table$Date, format="%b %d, %Y")
Sys.setlocale()
number <- sapply(price.table[-c(1,2)],
function(x) as.numeric(gsub(",", "" , x)))
cbind(price.table[c(1,2)], as.data.frame(number))
}

URL 요소들을 함수의 인수로 지정한 후 paste0() 함수를 이용하여 모두 이어 붙이면 원하는
검색 조건에 맞는 URL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symbol 인수는 종목 코드를 나타내며, from과
to 인수는 조회 기간을, interval 인수는 조회 간격을 의미한다. 조회 기간은 오늘 일자부터 지난
한 달간의 기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였고, 조회 간격은 일간을 기본값으로 사용하였다. 생성한
URL을 getURL() 함수의 인수로 제공함으로써 웹사이트의 HTML 문서를 추출하고 이로부터
테이블에 포함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프레임으로 저장한다. 전처리 과정까지 마치면 이제
야후에서 제공하는 주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데이터프레임으로 저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데이터프레임에는 종목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끝으로 cbind() 함수를 이용하여 종목
코드를 주가 데이터의 왼쪽에 붙여 넣는다.
getPrices()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지난 한 달간의
주가를 추출해보자. 인수로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만을 제공하였으므로 기본값으로 오늘부터 지난
한 달간의 주가 데이터가 추출된다.

> getPrices("005930.KS")
Symbol

Date

Open

High

Low Close* Adj Close**

Volume

1

005930.KS 2018-05-25 51000 52800 50800

52700

52700 15207266

2

005930.KS 2018-05-24 52000 52000 51100

51400

51400

3

005930.KS 2018-05-23 50600 52000 50400

51800

51800 17095490

8289275

…(중략)

지금처럼 getprices() 함수를 이용하면 하나의 종목에 대한 주가 데이터를 데이터프레임으로
저장할 수 있다.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하나의 데이터프레임에 저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함수를 추가로 생성한다.

getMultiplePrices <- function(symb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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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Sys.Date()-30,
to=Sys.Date(),
interval="1d"){
prices.table <- NULL
for (symbol in symbols) {
if (is.null(symbol))
prices.table <- getPrices(symbol, from, to, interval)
else
prices.table <- rbind(prices.table, getPrices(symbol, from, to, interval))
}
return(prices.table)
}

추가로 정의한 getMultiplePrices() 함수는 복수의 종목 코드 벡터를 인수로 받은 후 벡터의
각 원소에 차례대로 앞에서 정의한 getPrices() 함수를 적용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rbind()
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에 생성한 데이터프레임의 아래에 결합하여 여러 종목의 주가 데이터가
행으로 결합된 하나의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한다.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세 개 종목(005930.KS는 삼성전자, 017670.KS는 SK텔레콤,
005387.KS는 현대자동차)을 벡터로 저장한 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세 종목의 지난 한 달간의
주가 데이터셋을

생성해보자. 세

종목의

한 달간의 주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프레임으로 저장된다.

> symbols <- c("005930.KS", "017670.KS", "005387.KS")
> getMultiplePrices(symbols)
Symbol

Date

Open

High

Low Close* Adj Close**

Volume

1

005930.KS 2018-05-25

51000

52800

50800

52700

52700 15207266

2

005930.KS 2018-05-24

52000

52000

51100

51400

51400

3

005930.KS 2018-05-23

50600

52000

50400

51800

51800 17095490

8289275

…(중략)

야후 파이낸스는 개별 종목의 주가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도 제공한다. 개별
종목의 주가와 종합주가지수(KOSPI)가 결합된 데이터셋을 생성해보자.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에서
종합주가지수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종목 코드에 ^KS11을 입력한다. 우선 다음과 같이 2018년 1월
한 달 동안의 종합주가지수와 삼성전자 주가 데이터셋을 생성한다.

> KOSPI <- getPrices("^KS11",
+

from=as.Date("2018-01-01"), to=as.Date("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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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 getPrices("005930.KS",
+

from=as.Date("2018-01-01"), to=as.Date("2018-01-31"))

종합주가지수 데이터 항목 가운데 날짜(Date)와 종가(Close*) 열만을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프레임을 생성한다.

> head(KOSPI)
Symbol

Date

Open

High

Low

Close* Adj Close** Volume

1

^KS11 2018-01-31 2557.37 2597.14 2553.01 2566.46

2566.46 403100

2

^KS11 2018-01-30 2590.41 2599.17 2567.07 2567.74

2567.74 397000

3

^KS11 2018-01-29 2588.87 2607.10 2587.55 2598.19

2598.19 437500

4

^KS11 2018-01-26 2560.69 2574.76 2553.53 2574.76

2574.76 400600

5

^KS11 2018-01-25 2536.96 2564.43 2536.73 2562.23

2562.23 514600

6

^KS11 2018-01-24 2533.86 2547.22 2531.31 2538.00

2538.00 371100

> KOSPI.close <- KOSPI[, c("Date", "Close*")]
> head(KOSPI.close)
Date

Close*

1 2018-01-31 2566.46
2 2018-01-30 2567.74
3 2018-01-29 2598.19
4 2018-01-26 2574.76
5 2018-01-25 2562.23
6 2018-01-24 2538.00

이제 merge() 함수를 이용하여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 데이터를 공통의
열을 기준으로 결합한다. 현재 두 데이터프레임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공통 열이 있다.

> intersect(names(SEC), names(KOSPI.close))
[1] "Date"

"Close*

merge() 함수의 by 인수에 다음과 같이 날짜 열의 이름을 지정하여 날짜를 기준으로 두
데이터프레임을 결합한다.

> merge(SEC, KOSPI.close, by="Date")
Date

Symbol

Open

High

Low Close*.x Adj Close**

Volume Close*.y

1

2018-01-02 005930.KS 51380 51400 50780

51020

32476.80

8474250

2479.65

2

2018-01-03 005930.KS 52540 52560 51420

51620

32858.73 10013500

2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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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01-04 005930.KS 52120 52180 50640

51080

32514.99 11695450

2466.46

20 2018-01-29 005930.KS 51200 51480 50900

51220

32604.11 11838800

2598.19

21 2018-01-30 005930.KS 50440 50640 49780

49800

31700.21 12284550

2567.74

22 2018-01-31 005930.KS 50020 54140 49600

49900

31763.86 64681300

2566.46

…(중략)

두 데이터프레임이 날짜를 기준으로 성공적으로 결합되었다.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셋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데이터와 함께 마지막 열에 종합주가지수가 포함되어 있다.

pp 678~691
XPath를 이용하여 필요한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 먼저 xml2 패키지의 read_html() 함수를
이용하여 웹페이지의 HTML 문서를 하나의 문자 벡터로 추출한다.

> url <- "http://news.stanford.edu/2005/06/14/jobs-061505/"
> library(xml2)
> html <- read_html(url)

그런 다음 XML 패키지의 htmlParse() 함수를 이용하여 문자열로 추출한 HTML 웹페이지를
HTML 트리 구조를 갖는 R 객체(XMLInternalDocument 클래스 및 그와 동등한 클래스)로 변환한다.
그리고 xpathSApply() 함수와 xmlValue() 함수를 이용하여 p 태그 내의 텍스트를 추출한다.

> library(XML)
> html.parsed <- htmlParse(html)
> text <- xpathSApply(html.parsed, path="//p", xmlValue)
> text
[1] "This is a prepared text of the Commencement address delivered by Steve Jobs, CEO
of Apple Computer and of Pixar Animation Studios, on June 12, 2005."
[2] " Go to the web site to view the video."
[3] "Video of Steve Jobs’ Commencement address on June 12, 2005."
[4]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중략)
[29] "Stay Hungry. Stay Foolish."
[30] "Thank you all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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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36] "©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lifornia 94305."

추출된 텍스트를 보면 실제 연설문 부분은 4번째 원소부터 30번째 원소까지이다. 해당
부분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텍스트로 저장한다.4

> text <- text[4:30]
> text
[1]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2] "The first story is about connecting the dots."
…(중략)
[26] "Stay Hungry. Stay Foolish."
[27] "Thank you all very much."

웹페이지의 텍스트로부터 HTML 태그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제 HTML 태그가
제거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간단한 텍스트분석을 수행해보자. 이를 위해 우선 텍스트마이닝
패키지인 tm 패키지를 설치하고 메모리에 적재한다. 텍스트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분석해야 할
텍스트를 문서들의 집합인 코퍼스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tm 패키지의 VCorpus() 함수는 다양한
소스로부터 읽어들인 텍스트를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Corpus 객체로 변환한다. 텍스트를 읽어들일
소스는 다음과 같이 getSources() 함수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irSource()
함수는 파일이 저장된 폴더로부터 텍스트를 읽어오며, URISource() 함수는 웹페이지로부터
텍스트를 읽어온다. 우리는 텍스트를 벡터 형식으로 저장하였으므로 텍스트를 읽어들일 소스로서
VectorSource() 함수를 이용한다.

> library(tm)
> getSources()
[1] "DataframeSource" "DirSource"
[5] "XMLSource"

"URISource"

"VectorSource"

"ZipSource"

> docs <- VCorpus(VectorSource(text))

생성된 코퍼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간단히 Corpus 객체를 프린트하거나 inspect()
함수를 이용한다. 모두 27개의 문서가 하나의 코퍼스를 구성하고 있다. 26번 문서는 26개의

해당 웹페이지가 변경되면 추출한 텍스트 벡터의 구조가 여기에서 설명한 것과 다를 수 있다.
텍스트 벡터의 구조와 필요한 텍스트의 위치를 확인한 후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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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 docs
<<VCorpus>>
Metadata:
Content:

corpus specific: 0, document level (indexed): 0
documents: 27

> inspect(docs[26])
<<VCorpus>>
Metadata:
Content:

corpus specific: 0, document level (indexed): 0
documents: 1

[[1]]
<<PlainTextDocument>>
Metadata:
Content:

7
chars: 26

코퍼스에 포함된 텍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inspect(docs[[26]])
<<PlainTextDocument>>
Metadata:
Content:

7
chars: 26

Stay Hungry. Stay Foolish.

텍스트의 내용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as.character() 함수를 이용한다.

> lapply(docs[26], as.character)
$`26`
[1] "Stay Hungry. Stay Foolish."
> lapply(docs, as.character)
$`1`
[1]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15

…(중략)

$`27`
[1] "Thank you all very much."

코퍼스는 리스트들의 리스트로 구조화되어 있다. 각 문서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로서,
하나는 content이고 다른 하나는 meta이다. 문서의 실제 내용은 content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서의 content 원소로부터 텍스트 내용을 직접 추출할 수도 있다.

> str(docs[26])
List of 1
$ 26:List of 2
..$ content: chr "Stay Hungry. Stay Foolish."
..$ meta

:List of 7

.. ..$ author

: chr(0)

.. ..$ datetimestamp: POSIXlt[1:1], format: "2016-11-02 06:34:12"
.. ..$ description

: chr(0)

.. ..$ heading

: chr(0)

.. ..$ id

: chr "26"

.. ..$ language

: chr "en"

.. ..$ origin

: chr(0)

.. ..- attr(*, "class")= chr "TextDocumentMeta"
..- attr(*, "class")= chr [1:2] "PlainTextDocument" "TextDocument"
- attr(*, "class")= chr [1:2] "VCorpus" "Corpus"
> docs[[26]]$content
[1] "Stay Hungry. Stay Foolish."
> lapply(docs, function(x)(x$content))
$`1`
[1] "I am honored to be with you today at your commencement from one of the finest
universities in the world. I never graduated from college. Truth be told, this is the
closest I’ve ever gotten to a college graduation. Today I want to tell you three
stories from my life. That’s it. No big deal. Just three stories.
…(중략)
$`27`
[1] "Thank you all very much"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이다. 따라서 텍스트 데이터에는 분석에 불필요한,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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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데이터정제(data cleansing) 작업은 텍스트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깔끔하게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정제 작업은 가장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데이터정제는 대체로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고 매 단계마다 전단계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tm 패키지는 텍스트
데이터의 정제 과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변환함수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이 getTransformations()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 가능한 표준 변환함수를 확인할 수 있다. 변환함수들은 그 이름만으로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 대략 추측이 가능하다. tm_map() 함수는 이들 변환함수들을 인수로 받아
해당 변환 작업을 수행한다.

> getTransformations()
[1] "removeNumbers"

"removePunctuation" "removeWords"

"stemDocument"

[5] "stripWhitespace"

그런데 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변환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사전 정제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혹 어떤 이유에서건 콜론(:)이나 세미콜론(;)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백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removePunctuation() 변환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문장부호의 양쪽에 있는 단어들이 합쳐져서 의미 없는 단어가 만들어진다.
소유격을 나타내는 작은 따옴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removePunctuation() 변환함수를
적용할 경우 ’ 뒤의 s가 앞의 단어에 붙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환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이에 대한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사전에 콜론, 세미콜론, 작은 따옴표를 공백으로
대체하면 예기치 않게 단어들이 서로 결합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 대체작업을 위해서는 변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변환함수가 필요하다.
tm 패키지는 content_transformer() 함수를 통해 표준 변환함수가 아닌 다른 함수를 이용하여
변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함수는 사용자가 정의한 변환함수를 인수로 받아서
마치

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변환함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content_transformer()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문자를 공백으로 변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toSpace() 함수를 생성해보자. 내부에 gsub()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pattern 인수에
주어지는 문자를 찾아서 이를 모두 공백(" ")으로 변환한다.

> toSpace <- content_transformer(function(x, pattern)
+

{return(gsub(pattern, " ", x))})

이제 방금 정의한 toSpace() 함수를 이용하여 콜론, 세미콜론, 작은 따옴표를 공백으로
대체할 수 있다. tm_map() 함수에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 변환함수를 인수로 제공한다.5

대체 대상의 문자를 인수로 제공할 때는 텍스트로부터 복사해서 붙여넣기(cut & paste) 하는 것이
안전하다. 직접 입력할 경우 R에서 해당 문자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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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s <- tm_map(docs, toSpace, ":")
> docs <- tm_map(docs, toSpace, ";")
> docs <- tm_map(docs, toSpace, "’")

변환이 끝났으면 텍스트 내용을 한 번 살펴본다. 의도한 대로 변환이 이루어졌으면 각종
문장부호들을 텍스트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 변환함수인 removePunctuation()
함수를 적용한다. 이때 단어 내에 포함된 하이픈(예를 들면, bag-of-words)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preserve_intra_word_dashes=TRUE를 지정한다.

> docs <- tm_map(docs, removePunctuation)

변환과정이 끝날 때마다 성공적으로 변환이 이루어졌는지 텍스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removePunctuation() 변환함수를 적용하더라도 간혹 표준 문장부호가 아닌 것들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25번 문서에 포함된 큰따옴표(“Stay Hungry Stay
Foolish”)는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왼쪽 큰따옴표와 오른쪽 큰따옴표는 제거
대상 문장부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docs[[25]]$content
[1] "Stewart and his team put out several issues of The Whole Earth Catalog and then
when it had run its course they put out a final issue It was the mid1970s and I was
your age On the back cover of their final issue was a photograph of an early morning
country road the kind you might find yourself hitchhiking on if you were so
adventurous Beneath it were the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It was their
farewell message as they signed off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이럴 경우 앞에서 정의한 toSpace() 함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남아 있는 문장부호나
특수기호를 제거한다.

> docs <- tm_map(docs, toSpace, "“")
> docs <- tm_map(docs, toSpace, "”")

문장부호에 대한 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R은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Text와 text를 서로 다른 단어로 인식한다. 동일한 단어가 다른 단어로
취급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텍스트

내의

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변환한다.

소문자로의 변환은 표준패키지(base 패키지)에 내장되어 있는 tolower() 함수를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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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이 함수는 tm 패키지의 표준 변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Corpus
객체를 다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content_transformer() 함수와 함께 사용한다.

>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tolower))

텍스트 내에 포함된 숫자는 일반적으로 텍스트의 의미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분석에 있어서 숫자는 대체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특정 연도가 출현하는 횟수에 관심이 있다면
이때 연도에 해당하는 숫자는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텍스트 내 숫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준 변환함수인 removeNumbers() 함수를 이용한다.

> docs <- tm_map(docs, removeNumbers)

공통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단어들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관사(a, the), 접속사(and, but), be동사(is, are), 조동사(have,
may),

인칭대명사(he, she),

지시대명사(this, that)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불용어(stop word)라고 하며, tm 패키지는 이러한 불용어의 표준리스트를 내장하고 있다. 6 다음과
같이 표준 변환함수인 removeWords() 함수를 이용하여 불용어를 제거한다.7

> docs <- tm_map(docs, removeWords, stopwords("english"))
> docs[[25]]$content
[1] "stewart

team put

final issue

mids

country road

kind

hungry stay foolish
wished

now

several issues
age

back cover

might find

whole earth catalog
final issue

hitchhiking

farewell message

graduate

begin anew

wish

run course

photograph

adventurous beneath
signed

put

early morning
words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always

"

끝으로 다음과 같이 stripWhitespace() 함수를 이용하여 텍스트 내의 모든 공백문자를
제거한다.

> docs <- tm_map(docs, stripWhitespace)

tm 패키지에 내장된 불용어 리스트는 stopwords("english")를 실행시켜 확인할 수 있다.
불용어 리스트는 분석 목적에 따라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mong, beyond를 불용
어로 추가하고, 기존의 own, few를 삭제하여 나만의 불용어 리스트르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수
정된 불용어 리스트를 stopwords("english") 대신에 불용어 제거 작업에 이용한다. 이를 실행하
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mystopwords <- c(stopwords("english"), c("among", "beyond"));
mystopwords <- setdiff(mystopwords, c("own", "few")); docs <- tm_map(docs, removeWords,
mystop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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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텍스트분석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변환 작업을 모두 마쳤다. 문장부호, 특수문자,
숫자, 불용어 등 분석에 불필요한 것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나 좀 더 정교한 텍스트분석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에는 방대한 양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단어들은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상 동일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works,

worked,

working은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work라는

한

단어로

봐도

무방하다.

어간추출(stemming)을 통해 이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한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의
공통된 어간으로 대체한다. 어간추출 과정을 거치면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할 때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어간을 갖는 단어들이 서로 다른 단어로 계산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stemDocument() 함수는 어간추출 작업을 수행한다. 이 함수는 단어의 끝을 잘라내서 어간을
추출하는 비교적 단순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believed와 believing은 believe가 아닌
believ로 추출된다. 그래서 원래 단어의 고유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다.8

> docs <- tm_map(docs, stemDocument)
> docs[[15]]$content
[1] "m pretti sure none happen hadn t fire appl aw tast medicin guess patient need
sometim life hit head brick don t lose faith m convinc thing kept go love ve got find
love true work lover work go fill larg part life way truli satisfi believ great work
way great work love haven t found yet keep look don t settl matter heart ll know find
like great relationship just get better better year roll keep look find don t settl"

어간추출 후에는 적절히 변환이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한다. stemDocument() 함수는 기대한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5번 문서를 보면, loved와 love는 모두 love로
변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lover는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stemDocument() 함수는 lover를
love와 다른 어간의 단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두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취급하려면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변환 과정을 통해 lover를 love로 대체한다. 어간추출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수작업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 docs <- tm_map(docs, content_transformer(gsub),
+

pattern="lover", replacement="love")

stemCompletion() 함수를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어간만으로 이루어진 불완전
한 단어들을 어간추출 전의 원래 문서를 사전으로 이용하여 완전한 단어로 대체한다. 대체할 단
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가장 출현 빈도가 많은 단어(prevalent, 기본값), 가장 긴 단어(longest),
가장 짧은 단어(shortes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래의 문서에서 believe가 가장 많이
출현했다면, ‘가장 출현 빈도가 많은 단어’ 를 단어 완성의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 believ는 believe
로 대체된다. stemCompletion() 함수의 첫 번째 인수(x)로 어간 벡터를 지정하고, 두 번째 인수
(dictionary)에 사전으로 사용할 코퍼스 또는 문자 벡터를 지정한다. 세 번째 인수(type)로는 대체
단어를 선택하는 기준을 지정한다. stemCompletion() 함수를 이용하려면 SnowballC 패키지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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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제 과정을 마친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를 문서-용어행렬 형태로 구조화한다. 행은
문서를 나타내고 열은 단어를 나타낸다. 문서-용어행렬은 다음과 같이 DocumentTermMatrix()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다.9

> dtm <- DocumentTermMatrix(docs)
> dtm
<<DocumentTermMatrix (documents: 27, terms: 518)>>
Non-/sparse entries: 847/13139
Sparsity

: 94%

Maximal term length: 12
Weighting

: term frequency (tf)

생성된 문서-용어행렬은 27 × 518 의 크기를 가지며, 셀의 대부분(94%, 13,139개)은 0으로
채워져 있다. inspect() 함수를 이용하여 문서-용어행렬을 탐색해볼 수 있다. 다음은 처음 다섯 개
문서에서의 1번 단어부터 10번 단어까지의 출현 빈도이다. 거의 대부분의 셀이 0으로 채워져
있어 전체 단어 가운데 각 문서에서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 inspect(dtm[1:5, 1:10])
<<DocumentTermMatrix (documents: 5, terms: 10)>>
Non-/sparse entries: 2/48
Sparsity

: 96%

Maximal term length: 8
Weighting

: term frequency (tf)

Sample

:

Terms
Docs across adopt adult adventur advis affair age agent ago almost
1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4

0

4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0

0

1

행렬 형태로 구조화된 텍스트는 이제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별 단어의
출현 빈도를 알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각 열의 합계를 구한다.

> termFreq <- colSums(as.matrix(dtm))

9

TermDocumentMatrix() 함수는 용어-문서행렬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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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에

대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먼저

데이터

구조를

행렬

형식으로

변환하고(as.matrix() 함수) 단어를 나타내는 각 열을 합산한다(colSums() 함수). 518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단어별로 확인할 수 있다.

> head(termFreq)
across

adopt

1

4

adult adventur
1

advis

affair

1

1

1

> length(termFreq)
[1] 518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여섯 개 단어들과 출현 빈도가 낮은 하위 여섯 개 단어들은 다음과
같다. 상위 여섯 개 단어에 포함된 life, college, drop, love 등은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 축사를 잘
설명해주는 대표 단어로서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 termFreq[head(order(termFreq, decreasing=TRUE))]
life colleg
17

14

year

drop

love

one

12

10

10

10

> termFreq[tail(order(termFreq, decreasing=TRUE))]
whenev

window

woman

1

1

1

word workingclass
1

1

woz
1

findFreqTerms() 함수를 이용하면 몇 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이 무엇인지 쉽게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번 이상 등장한 단어를 찾으려면 다음과 같이 findFreqTerms() 함수에 lowfreq=10을
지정한다. 전체 문서에서 10번 이상 출현한 단어들이 알파벳 순으로 출력된다(빈도순이 아님에
유의).

> findFreqTerms(dtm, lowfreq=10)
[1] "colleg" "drop"

"life"

"love"

"one"

"year"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출현 빈도의 분포를
막대도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12-7]은 출현 빈도가 7 이상인 단어들을 대상으로 x축에
단어의 출현 빈도를, y축에 단어를 배치하여 생성한 막대도표이다. life, college, drop, love 등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barplot(subset(termFreq, termFreq >= 10), horiz=TRUE, las=1,
+

xlim=c(0, 20), cex.names=0.8, col="mediumseagreen",
22

+

xlab="Words Frequency", ylab="Words")

[그림 12-7] 단어 출현 빈도 막대도표. life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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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빈도 수에 따른 단어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워드클라우드(word
cloud)가 종종 사용된다. 워드클라우드는 wordcloud 패키지의 wordcloud() 함수를 이용하여
생성한다. 워드클라우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서 했듯이 문서-용어행렬을 행렬 형식으로
변환한 후 단어의 출현 빈도를 계산한다. wordcloud() 함수의 처음 두 인수 words와 freq에는
각각 단어와 단어의 출현 빈도를 지정한다. min.freq 인수에는 워드클라우드에 포함시킬 최소
빈도수를 지정한다. freq 인수 지정 없이 words 인수에 텍스트 벡터나 코퍼스를 지정할 수 있다.
words 인수에 텍스트 벡터나 코퍼스를 지정하면 지정된 텍스트 벡터나 코퍼스로부터 단어의 출현
빈도가 계산된다. wordcloud 패키지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설치한다.
생성된 워드클라우드는 [그림 12-8]과 같다.

> library(wordcloud)
> termFreq <- colSums(as.matrix(dtm))
> set.seed(123)
> wordcloud(words=names(termFreq), freq=termFreq, min.freq=3)
23

[그림 12-8] 워드클라우드. 출현 빈도수에 따른 단어의 중요성을 크기와 색상 농도를 달리 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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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단어(즉 높은 빈도를 갖는 단어)가 중앙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random.order=FALSE를
지정한다. 색상은 colors 인수에 지정할 수 있다. random.color=FALSE를 지정하면 색상의 순서와
빈도 크기에 따라 단어에 색상이 부여된다. 다음 코드는 앞의 그래프와 달리 워드클라우드의
가운데에 높은 빈도의 단어를 배치하고 빈도에 따라 다른 색상을 부여한다. 생성된 그래프는
[그림 12-9]와 같다.

> set.seed(123)
> library(RColorBrewer)
> wordcloud(words=names(termFreq), freq=termFreq, min.freq=3,
+

random.order=FALSE, random.color=FALSE, colors=brewer.pal(6, "Dark2"))

[그림 12-9] 워드클라우드. 가운데에 높은 빈도의 단어를 배치하고 빈도에 따라 다른 색상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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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잡스가 졸업식 축사에서 강조했던 life, college, love 등의 단어가 잘 보이도록
워드클라우드의 중앙에 배치되었다.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