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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 박사 (2015) 
- SKTelecom  

Data Analytics Group 

김영진



데이터 시각화?



이 자료는 RUCK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보를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것?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질문과 가설을 만들고,  

분석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

탐색적 데이터 분석
Exploratory Data Analysis

John Tukey (1915-2000)

“형사가 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단서들로 

가설을 세우고  
증거를 확립하는 것과 유사”





Florence Nightingale

“나는 간호를 받는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1820~1910)





이 도표 한 장으로, 
영국 군대는 전투력을 위해 전장에서 

위생을 최우선으로 변경하였음







March on Moscow – Charles Minard

https://www.edwardtufte.com/tufte/posters
http://ecowest.org/tag/edward-tufte/



하나의 그래프가 한 권의 책보다 
더 나은 설명과 이해 



나폴레옹의 행진은 독창적 디자인?



https://bostonraremaps.com/inventory/joseph-priestley-chart-of-history/

A New Chart of History (1769) 



A Chart of Biography (1765) 



https://bostonraremaps.com/inventory/joseph-priestley-chart-of-history/

A New Chart of History (1769) 



Sankey diagram



Sankey's original 1898



March on Moscow (1869)– Charles Minard

https://www.edwardtufte.com/tufte/posters
http://ecowest.org/tag/edward-tufte/



시간의 흐름과 이벤트의 강도를 표현하고자 한 그래프 



Streamgraph

http://archive.nytimes.com/www.nytimes.com/interactive/2008/02/23/movies/20080223_REVENUE_GRAPHIC.html?_r=0s


layered density graph

https://informationisbeautiful.net/visualizations/mountains-out-of-molehills/


Spikelines



Marimekko

Mosaic plot TreeMap 



Sunburst Chart
Multi-level Pie Chart, Belt Chart, Radial Treemap.



진짜 데이터로 R을 이용하여 위에서 이야기한 Graph 그려보기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

2016. 10 ~ 2018. 9
1,078,890 rows

http://rtdown.molit.go.kr/

http://rstudio-pubs-static.s3.amazonaws.com/246453_fe28ab9dcf644558849595d1f570c693.html



ggplot(apt, aes(x= ym, fill = as.factor(sido))) + geom_bar() 

geom_bar()



ggplot(apt, aes(x= ym, fill = as.factor(sido))) + geom_bar() + 
  geom_text(aes(label=..count..),stat=“count”,position=position_stack(0.5))

geom_bar() + geom_text()



geom_bar() + geom_text()

ggplot(apt,aes(x=ym,fill=sido)) + geom_bar(position="fill")+ 
  geom_text(data=percentData, aes(y=n, label=ratio), position=position_fill(vjust=0.5))

position_fill



geom_line()

ggplot(percentData, aes(x= ym, y= m_price, group=sido, color = sido)) +  geom_line() 



ggplot(percentData,aes(x=m_price,y = n, color=sido))+

  geom_point()




ggplot(percentData,aes(x=m_price,y = n, color=sido))+ 
  geom_text(aes(label=substr(ym, 3, 6))) 



geom_sf()

ggplot(data=sido_simp_shp, aes(fill=ratio)) +

  geom_sf() +

  labs(title="아파트 거래량 비중") + 

  theme(legend.position = "right") +

  scale_fill_gradient(low = "wheat1", high = "red", name = "비율", labels = scales::comma)




limitation

1. 구분 항목이 많아질 경우 2차원 그래프 상에서 색상 표현 및 연속적인 구분이 어렵다.  
2. 그래프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할 경우 누락되는 정보가 많다. 



alternatives

1. 구분 항목이 많아질 경우 2차원 그래프 상에서 색상 표현 및 연속적인 구분이 어렵다.  
2. 그래프만 가지고 표현하려고 할 경우 누락되는 정보가 많다. 

1. 연속적인 흐름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린다.  
2. 데이터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dygraphs for R




plotSparklineTable(select(data.frame(percentData), sido_nm, n, ym),  
row.var = 'sido_nm', col.vars = 'n') 







인구 이동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26001_A01

1) 시군구별 이동자수

javascript:popupCmmt('1%231210610%23@null@%23@null@%23@null@')


인구이동 Sankey 



인구이동 leaflet 





참고사이트

• http://gallery.htmlwidgets.org/


• https://rmarkdown.rstudio.com/flexdashboard/


• http://personal.tcu.edu/kylewalker/interactive-flow-
visualization-in-r.html

http://gallery.htmlwidgets.org/
https://rmarkdown.rstudio.com/flex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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