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처리 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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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cel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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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 Office
-

Microsoft사가 개발한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

MS Office 2019(일회성 구매)와 MS Office 365(구독형)으로 구분

-

Word, Excel, Power Point, Access, Outlook, Publisher 등으로 구성

2. Excel
-

수치계산, 차트작성, 자료의 검색 등을 일괄 처리하는 Spread Sheet 프로그램

-

표에 숫자나 문자 자료를 입력하고 이를 조작하여 계산하는 기능 외에 자료를 도표로 나타내는 그래픽
기능과 데이터베이스 기능, 워드 프로세서 기능도 있음

-

Spread Sheet 1세대 : MultiPlan

-

Spread Sheet 2세대 : Lotus 1-2-3, Quattro Pro

-

Spread Sheet 3세대 : Excel

-

1990년대 초반 윈도우와 함께 등장하여 현재까지 명성을 유지

Ⅱ. Excel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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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cel 초기화면
-

윈도우의 바탕화면에서 Excel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초기화면이 나타남

-

초기화면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리본메뉴, 수식입력줄, 탭이동버튼, 상태표시줄 및 행과 열번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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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 실행 도구 모음
-

기본적으로 저장, 실행취소, 다시 실행 아이콘이 제공

-

그 외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리본메뉴
-

리본메뉴는 원하는 기능을 쉽고 빠르게 찾는데 유용

-

탭으로는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등이 있음

-

각 탭은 다시 기능별 그룹으로 묶여 있고, 각 그룹에서 원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

①홈탭
-

클립보드, 글꼴, 맞춤, 표시형식, 스타일, 셀, 편집 등의 그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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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삽입 탭
-

표, 일러스트레이션, 차트, 링크, 텍스트 등의 그룹이 있음

③ 페이지 레이아웃 탭
-

테마, 페이지 설정, 크기 조정, 시트 옵션, 정렬 등의 그룹이 있음

④ 수식 탭
-

함수 라이브러리, 정의된 이름, 수식 분석, 계산 등의 그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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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데이터 탭
-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연결, 정렬 및 필터, 데이터 도구, 윤곽선 등의 그룹이 있음

⑥ 검토 탭
-

언어 교정, 메모, 변경 내용 등의 그룹이 있음

⑦ 보기 탭
-

통합 문서 보기, 표시/숨기기, 확대/축소, 창, 매크로 등의 그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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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식 입력줄
-

셀에 데이터나 수식을 입력하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나 수식을 보여줌

(4) 상태 표시줄
-

현재의 작업 상태나 명령수행 상태를 나타냄

(5) 워크시트 영역
-

사용자가 입력한 시트의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

-

입력한 내용에 따라 워크시트, 차트시트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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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
-

각 시트는 1,048,576개의 행과 16,384개의 열(=1.717987+E10개, 즉 171억 개의 의 셀)이 있음

-

셀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상자로 각각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있음

-

주소는 행은 숫자로 시작하고, 열은 알파벳으로 시작

-

전체선택버튼은 사용 중인 페이지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한다.

-

시트 탭은 하나의 통합문서에 있는 여러 개의 시트 중 각각의 시트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용

-

수직/수평이동버튼은 사용 중인 페이지의 주위를 빠르게 이동하게 해 줌

3. 시트영역의 사용
-

셀 선택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

-

마우스를 이용할 경우 마우스포인터가 원하는 셀에 놓이도록 이동한 후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름

-

키보드를 이용하여 셀 포인터를 이동시킬 수 있음
• ↔↕ : 좌우상하로 이동
• PgDn : 한 화면씩 아래로 이동
• PgUp : 한 화면씩 위로 이동
• ctrl + ↔↕ : 노트북 페이지에서 행렬의 끝으로 이동
• ctrl + Home : A1로 이동
• F5 : 특정 셀로 이동

-

셀의 영역을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선택할 영역을 끌어당김

-

선택된 영역의 한 변에 마우스를 끌면 마우스 포인터가 나타나는데 이 때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눌러 원하
는 곳으로 이동

-

시트 선택은 현재 문서의 다른 시트를 선택하는 것인데 원하는 시트 탭을 누르면 됨

Ⅲ. Excel 데이터 다루기
1. 자료의 입력 및 수정
-

Excel에서 입력 가능한 자료는 문자, 숫자, 수식, 함수, 날짜/시간 등이 있음

• 문자(Label) : 한글, 영문, 한자 및 특수문자 등
• 숫자(Number) : 0-9까지의 숫자 및 +, -, .(소수점) 등
• 수식(Expression) :
∙ =를 이용하여 입력

∙ 산술수식(+, -, *, /, ^), 문자열수식, 관계수식 및 논리수식이 있음
-

셀 주소를 이용하여 수식을 쓸 때는 수식의 처음에 =를 사용

-

셀 주소에는 상대주소, 절대주소 및 혼합주소가 있음
• 상대주소는 A1과 같은 방식으로 셀을 표시
• 절대주소는 $A$1로 표시
• 혼합주소는 $A1 또는 A$1로 표시

-

수식에 함수를 이용할 때는 함수 사용규칙을 지켜야 함
• =SUM(인수1,인수2,...)
• =AVERAGE(인수1,인수2,...)

• =MAX(인수1,인수2,...)
• =MIN(인수1,인수2,...)
• =IF(조건,참,거짓)
• =RANK(숫자,범위,정렬방법) (단, 범위는 절대주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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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셀의 복사 및 이동
(1) 셀 복사
-

복사하기를 원하는 셀 범위를 선택

-

선택한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

-

복사하려는 곳의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붙여넣기를 선택

-

이때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행/열 바꿈을 선택하면 행/열이 전환되어 복사됨

(2) 셀 이동
-

이동하기를 원하는 셀 범위를 선택

-

선택한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잘라내기를 선택

-

이동하려는 곳의 셀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붙여넣기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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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셀의 자동 채우기
-

자동 채우기는 복잡한 유형의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입력해 주는 기능

-

셀 포인터 오른쪽 하단의 작은 사각 점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하는데 이 채우기 핸들로 마우스 포인터
를 가져가면 가는 십자모양(+)으로 변경되면 이를 드래그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자동 채우기

-

특정 셀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선택하고 십자모양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여 복사하기 원하는 셀
까지 드래그하면 됨

-

연속적인 데이터를 채우기 위해서는 특정 셀에 있는 숫자나 문자를 선택하고 십자모양을 마우스 오른
쪽으로 클릭하여 복사하기 원하는 셀까지 드래그하면 됨

-

이때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증가 데이터가 입력되고, 위쪽이나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감소 데이터가 입력됨
기준 값

연속 값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

Jan

Feb, Mar, ......

1월

2월, 3월, ......

Mon

Tue, Wed, ......

4. 행과 열의 삽입 및 삭제
-

행(열)의 삽입은 현재의 워크시트에 행(열)을 삽입하는 기능

-

행(열)을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하려는 위치의 바로 아래에 있는 행(열인 경우에는 오른쪽 열)을 선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삽입을 선택하면 행(열)이 삽입됨

-

행(열)의 삭제는 현재의 워크시트에 행(열)을 삭제하는 기능이다. 행(열)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삭제하
려는 행(열)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행(열)
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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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과 열의 고정(틀 고정)
-

행/열의 제목(레이블)이 포함된 경우 틀 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을 이동하더라도 특정 행이나 열을
항상 화면에 고정되도록 함

-

보기/창 그룹에서 틀 고정/첫 행 고정 또는 첫 열 고정을 선택하면 틀 고정이 되고, 틀 고정을 취소하
려면 보기/창 그룹에서 틀 고정/틀 고정 취소를 선택하면 틀 고정이 해제됨

-

예를 들어, 1행과 A열을 모두 고정하기 위해서는 B2 셀을 선택하고 보기/창 그룹에서 틀 고정/틀 고정
을 선택

6. 저장하기와 불러오기
(1) 저장하기
-

파일 탭의 저장에서 적당한 파일 형식(Excel 2013형식으로 저장하고자 할 경우 Excel 통합문서 선택)
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파일저장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디렉터리와 파일이름을 넣고 확인을 누름

-

Excel 2013의 확장자는 보통 xlsx이며 확장자를 주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xlsx라는 확장자가 부여됨

-

Excel 2003 등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고자 할 경우 Excel 97-2003 통합문서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때
확장자는 xls임

(2) 불러오기
-

파일 탭의 열기를 실행한 후 파일열기 대화상자가 나오면 파일이름을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확인을 누름

Ⅳ. Excel 워크시트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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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크시트 삽입 및 삭제
-

현재의 통합문서에 워크시트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워크시트 삽입단추(shift+F11)를 클릭

-

현재의 통합문서에서 특정 워크시트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
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실행

2. 워크시트 복사 및 이동
-

현재의 통합문서에 워크시트를 복사하고자 할 때는 복사하고자 하는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단
추로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동/복사를 실행

-

이동/복사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워크시트의 앞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면 그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복사
본 만들기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복사본이 만들어 짐

-

현재의 통합문서에서 워크시트를 이동하고자 할 때는 이동하고자 하는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동/복사를 실행한다.

-

이동/복사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워크시트의 앞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면 그 워크시트를 선택한 후 확인
을 누르면 그 워크시트 앞으로 이동됨

3. 워크시트 이름 변경
-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워크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
꾸기를 실행

-

워크시트 탭의 이름이 반전되면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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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크시트 묶음의 사용
-

워크시트 여러 페이지에 같은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할 경우 또는 한 번에 여러 페이지의 형식을 지정
할 경우 여러 시트를 묶어서 사용

-

예를 들어, sheet1에서 sheet4까지 묶기 위해서는 sheet1에서 Shift를 누른 채 sheet4를 누르면 선택
된 시트 탭이 하얀 면으로 바뀜

-

원하는 셀에 자료를 입력한 후 Enter를 치면 묶여진 페이지에 동시에 데이터가 입력됨

Ⅴ. Excel 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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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술수식의 작성
-

엑셀에서 산술수식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등호(=)를 입력하여 셀에 일반 데이터가 아니라 수식을 작성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함

-

엑셀에서 작성할 수 있는 수식의 예는 다음과 같음
• =3+5 : 상수만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식
• =B5*0.5 : 상수와 셀 주소를 혼합하여 작성한 수식
• =B5+B6 : 셀 주소만을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 =SUM(B5:B10) : 함수와 셀 범위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 =B5-'1사분기'!B5 : 다른 시트의 셀 주소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2. 논리수식의 작성
-

논리내장함수 중 =IF(cond,x,y)는 cond가 사실이면 x, 거짓이면 y를 나타냄

• =IF(F5>=60, "PASS","FAIL") (F5셀에 있는 값이 60 이상이면 “PASS”이고, 그렇지 않으면 “FAIL”)
• =IF(F5>=90,"A",IF(F5>=80,"B",IF(F5>=70,"C",IF(F5>=60,"D","F"))))
(F5셀에 있는 값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그렇지 않
으면 “F”)

3. 수식의 수정
-

셀에 기록된 산술수식이나 논리수식을 수정할 때는 수정하고자 하는 셀을 F2키(Edit key)를 누른 후
수정할 내용을 입력

R 개요

I. R이란?
II. RStudio란?
III. R 및 RStudio설치
IV. RStudio 시작하기
V. 명령어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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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이란?
1. 통계 패키지(소프트웨어)
-

컴퓨터로 통계 및 계량분석이 가능하도록 계산 과정을 정리해 놓은 프로그램

-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

Stata(Statistics Data)

-

WinRats-32(Regression Analysis for Time Series)

-

EViews(Econometric Views)

-

Limdep(Limited Dependent model) 등

2. 프로그래밍 언어
-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컴퓨터의 언어’

-

Basic, Cobol, Fortran

-

C, C++

-

GAUSS(Matrix programming language), Matlab, S-plus

-

R, Python 등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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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
-

오클랜드대학교의 Robert Gentleman과 Ross Ihaka에 의해 1995년에 처음으로 개발

-

현재는 R core team 이 R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음

-

데이터의 조작(manipulation), 연산(calculation), 그래픽 표현(graphical display)을 통합하는 통합 패
키지

-

금융공학, 생명공학, 행정학, 의학, 자연과학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활용

4. R 장점
-

간단한 명령어만으로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분석을 빠르게 수행

-

Linux, UNIX, MAC OS X, Windows 등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

-

각종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데이터에 접근 가능

-

패키지를 사용하면 R 소스를 Java, Python, C, C++ 등의 언어와 호환하여 사용 가능

-

공개 소프트웨어로 모든 소스가 공개되므로 수정 및 변경, 다양하고 정밀한 분석 가능

-

경제학, 행정학, 의학, 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통계분석 방법이 패키지 형태
로 공개되므로 사용자가 복잡한 계산식을 일일이 입력하여 분석해야 하는 수고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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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pularity of Data Science Software
by Robert A. Muenchen (r4stats.com)

Ⅱ. RStudio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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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Studio
-

통합개발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코딩
(coding), 디버깅(debugging), 컴파일(compile)의 과정을 하나로 패키지화한 소프트웨어
• 코딩 :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술
• 디버깅 : 코드상의 오류를 찾아내어 수정하는 과정
• 컴파일 : 컴퓨터가 처리한 언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나 그림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

-

RStudio는 R의 통합개발환경 소프트웨어로 RStudio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이 설치되어야 함

-

RStudio는 기존의 R 개발환경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어 사용자 효용을 높인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2. RStudio 장점
-

RStudio 역시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며, 모든 R 버전과 호환이 가능하다.

-

코딩작업에 필요한 콘솔(console), 디버깅 작업에 필요한 소스 에디터(source editor), 그리고 데이터
뷰어(data viewer) 및 도표 이력(plot history) 등 통합개발환경의 주요 요소들이 잘 통합되어 편리하
고 신속한 작업이 가능

-

사용자 친화적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구문 강조(syntax highlight) : 표시되는 구문을 종류별로 구분하고(예를 들어 입력문과 출력문, 함수
등) 여러 가지 다른 색으로 강조하여 표시

• 코드 완성(code completion) : 기능과 함수의 첫 글자로 함수를 자동으로 검색하거나 함수에 포함될
요소들을 표시
• 코드 입력 시 괄호나 따옴표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기능 등이 추가되어 수식 입력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제공

Ⅲ. R 및 RStudio 설치
1. R 설치
-

R의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R의 웹페이지(https://www.r-project.org)에 접속

-

웹페이지 초기 화면의 좌측 상단에 있는 CRAN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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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N Mirrors(CRAN 페이지)의 국가별 목록에서 대한민국의 웹페이지 주소 중 하나를 클릭

-

예를 들어, http://healthstat.snu.ac.kr/CRAN/을 클릭

-

운영체제 선택 메뉴에서 본인의 운영체제에 해당되는 다운로드를 클릭

-

예를 들어, • Download R for Windows를 클릭

29

-

Download R for Windows를 선택하면 네 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base 메뉴를 선택

-

Download R 3.6.3 for Windows를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을 클릭하여 설치

-

단, 설치 시 설치언어 선택은 영문을 권장

-

모든 설치 화면에서 Next를 클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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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Studio 설치
-

RStudio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RStudio의 웹페이지(https://rstudio.com)에 접속

-

우측 상단에 있는 DOWNLOAD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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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tudio의 다양한 버전 중 무료인 RStudio Desktop의 Free 아래에 있는 DOWNLOAD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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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별로 분류된 RStudio의 설치파일 목록에서 Windows 10/8/7 Rstudio-1.2.5033.exe를
클릭하여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Ⅳ. RStudio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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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화면에 있는 RStudio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바탕화면의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R 아래에 있는

를 클릭

을 클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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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창, Console 창, Environment/History 창, Files, Packages/Plots, Help, Viewer 창이 나타남
• Source 창 : 프로그램 Source를 편집 / 프로그램 내의 R 명령어에 커서를 두고 Ctrl+R로 실행
• Console 창 : 명령어를 입력하여 실행하고 결과를 확인
상하 화살표를 이용하여 이전 명령어를 편집 및 실행
• Environment/History 창 :
- Environment 창 : 변수 또는 객체의 목록과 값 확인

- History 창 : 명령어 History를 확인 및 검색하고 더블 클릭하여 Console 창으로 보냄
• Files, Packages/Plots, Help, Viewer 창
- Files, Packages 창 : 파일과 폴더 및 패키지 목록
- Plots, Help, Viewer 창 : 그래프, 도움말, HTML 등 명령어 실행 결과

Ⅴ. 명령어 실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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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명령문
-

Console 창에서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여 엔터를 쳐서 실행하거나 print() 함수를 사용하여 실행

-

R을 마치 계산기처럼 사용

-

콘솔의 환영 메시지는 Edit>Clear Console(또는 Ctrl+L)을 선택하여 지운 후 (예제 1-1)과 같이 명령
어를 입력하여 엔터를 치면 (예제 1-1)의 실행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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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l+L을 실행하여 console 창의 내용을 지운 후 (예제 1-2)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여 엔터를 치면
(예제 1-2)의 실행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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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 명령문
-

특정한 데이터 또는 연산 결과를 새로운 문자열에 할당하여 하나의 객체를 정의하는 명령문

-

할당 명령문의 형태는 할당 연산자인 <- (또는 ->)를 사용하는 형태와 할당 함수인 assign()을 사용

-

여기서 x<-c(1,2,3,4,5)는 1부터 5까지 5개의 수치형(numeric) 원소를 결합함수인 c()로 묶어 길이 5
인 열 벡터를 생성한 후 식별문자 ‘x’에 할당하는 명령문

-

c는 concatenate의 앞 글자인데 combine 또는 column이라고 기억해 두는 것도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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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1-3)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여 엔터를 치면 (예제 1-3)의 실행 결과를 보여줌

-

할당 명령문에 의해 생성된 객체를 제거하려면 rm() 함수를 이용

-

(예제 1-4)와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여 엔터를 치면 (예제 1-4)의 실행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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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드 입력 및 실행
-

Source 창에서 프로그램 Source를 작성, 편집, 저장, 실행, 불러오기 등을 할 수 있음

-

작성된 프로그램을 한 줄씩 실행하는 방법은 Run을 클릭(또는 Ctrl+Enter)

-

여러 줄 또는 모든 줄을 동시에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줄 또는 모든 줄을 선택하고 Run을 클릭
(Ctrl+Enter)

-

모든 줄을 동시에 실행하는 또 다른 방법은 Ctrl+Alt+R

-

b3-ch1-1.R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하여 Ctrl+Alt+R을 클릭하면 b3-ch1-1.R 실행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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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저장하기 및 불러오기
-

작성된 프로그램 Source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File/Save As를 선택한 후 다음 그림과 같이 본인이 원
하는 디렉터리에 파일이름(예, b3-ch1-1)을 입력하면 되는데 프로그램의 확장자는 R로 지정이 됨

-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File/Open File을 선택한 후 불러 올 파일이 위치한 디렉터리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면 됨

Excel 데이터 파일

I. Excel 데이터 파일 만들기
II. Excel 데이터 다루기
III. Excel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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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cel 데이터 파일 만들기
-

Excel 워크시트에 숫자나 문자 등을 입력

-

학생 10명의 경제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성적을 다음의 <그림>과 같이 입력

-

score.xlsx 파일로 저장

42

Ⅱ. Excel 데이터 다루기
-

43

score.xlsx 파일로 총점, 평균, P/F, 등급을 구하는 작업을 실습하는데 먼저 김기훈부터 작업 시작
∙ E1에 총점, F1에 평균, G1에 P/F, F1에 등급을 입력
∙ E2에 세 과목의 총점을 구하는 식 =B2+C2+D2를 입력하여 Enter를 치면 총점을 계산
∙ F2에 평균을 구하는 식 =E2/3을 입력하여 Enter를 치면 평균이 계산됨

∙ G2에 합격/불합격을 판정하기 위해서 논리수식인
=IF(F2>=60, ＂PASS＂, ＂FAIL＂)을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PASS 또는 FAIL을 판별
∙ H2에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논리수식인
=IF(F2>=90,＂A＂,IF(F2>=80,＂B＂,IF(F2>=70,＂C＂,IF(F2>=60,＂D＂,＂F＂))))를 입력하고 Enter를
치면 A에서 F까지 학점을 판별
-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김기훈에게 했던 작업을 복사
∙ E2부터 H2까지를 블록으로 선택하고, 블록으로 선택된 영역을 나머지 학생들에게 복사
∙ E11부터 H11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총점, 평균, P/F, 등급을 계산

Ⅲ. Excel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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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의 변환
-

웹에서 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를 입력하여 sample1-n.xlsx 파일을 바
탕화면에 다운로드

-

기존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gdp 및 consumption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lgdp 및 lconsumption 변수를 만들 수 있음
• D1에 lgdp, E1에 lconsumption을 입력
• D2에 =ln(b2), E2에 =ln(c2)를 입력 또는 D2를 선택하고 E2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복사
• D2부터 E2까지를 블록으로 선택하고, D18부터 E18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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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자료 추출
-

sample1-n.xlsx 파일에서 2000년대(2000년-2009년) 또는 2010년대(2010년-2016년) 데이터 추출
• 2000년대 데이터 추출은 12행부터 18행까지 선택하여 행 삭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 2010년대 데이터 추출은 2행부터 11행까지 선택하여 행 삭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R 데이터 파일

I. R 데이터 파일 만들기
II. R에서 Excel 파일 다루기
III. R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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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R 데이터 파일 만들기
1. 데이터 파일 만드는 방법
-

Data Editor(데이터 편집기)를 이용하는 방법

-

프로그래밍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

∙ 예를 들어 Excel 파일을 만들 수 있음

2. Data Editor를 이용하는 방법
-

Source 창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하면 Data Editor 창을 불러옴
mydata<-data.frame(이름=character(), 경제원론=numeric(), 미시경제=numeric(), 거시경제=numeric())

mydata<-edit(mydata)

∙ data.frame : Excel과 같이 숫자, 문자 등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 담을 수 있는 R 자료구조 함수
∙ edit : Data Editor를 불러오는 함수

-

데이터 편집기 창에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데이터를 입력

47

48

3.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
-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 Data Editor 창을 이용하는 방식은 불편하므로 명령어를 활용

-

변수명은 한글이나 영문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프로그래밍 편의상 변수명을 영어로 입력

-

예 : 이름(name), 경제원론(prin), 미시경제(micro), 거시경제(macro)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프로그램
작성 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
name<-c("김기훈","박수동","원선희","위계영","최동팔","최종열","최종수","김기팔","이상수","강창수")
prin<-c(98,100,50,50,80,90,30,80,65,95)
micro<-c(82,92,45,100,95,60,30,25,70,90)

macro<-c(95,80,75,100,95,60,30,25,70,90)
df<-data.frame(name,prin,micro,macro)
df

Ⅱ. R에서 Excel 파일 다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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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에서 Excel 파일 불러오기
-

Excel 파일을 R에서 불러오는 방법은 다양한데 웹에 있는 xlsx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이를 위해서는 이 작업에 특화된 R package인 openxlsx 패키지를 install해야 함

-

패키지를 install하는 방법은 RStudio의 Console 창에서
Enter를 치면 패키지가 install이 됨

-

install된 패키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library로 불러 와야 사용할 수 있음

-

강기춘 홈페이지에 있는 실습용 Excel 데이터 파일을 R 프로그래밍에서 불러올 수 있음

install.packages("openxlsx")를 입력하고

b3-ch1-2.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core.xlsx")
sample1

2. R package 설치
-

R package는 R 함수, 코드 및 샘플 데이터의 모음

-

다양한 R package가 있는데 강기춘 홈페이지(http://kanggc.iptime.org)에서 본 강의에 필요한
package들을 한번에 설치할 수 있는 install-packages.R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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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에서 Excel 파일 만들기
-

R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Excel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면 Excel에서 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음

-

예 : R에서 학생 10명의 경제원론, 미시경제, 거시경제 성적을 입력하여 데이터를 만든 후
합계(sum), 평균(mean), 합격/불합격(PF) 판단, 등급(grade) 부여하고, Excel 데이터 파일로 저장

-

이렇게 만들어진 Excel 데이터 파일은 Excel을 실행하여 불러와서 사용
b3-ch1-3.R
name<-c("김기훈","박수동","원선희","위계영","최동팔","최종열","최종수","김기팔","이상수","강창수")
prin<-c(98,100,50,50,80,90,30,80,65,95)
micro<-c(82,92,45,100,95,60,30,25,70,90)
macro<-c(95,80,75,100,95,60,30,25,70,90)
df<-data.frame(name,prin,micro,macro)
df$sum<-df$prin+df$micro+df$macro
df$mean<-df$sum/3
df$PF<-ifelse(df$mean >= 60, "pass","fail")
df$grade<-ifelse(df$mean >= 90, "A", ifelse(df$mean >= 80, "B", ifelse(df$mean >= 70, "C", ifelse(df$mean >
= 60, "D", "F"))))
df
write.xlsx(df, "C:/Users/user/Desktop/b3-ch1-3.xlsx", colNames=T, asTable=F)

Ⅲ. R 데이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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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수 변환 및 변수명 변경
-

변수 변환이란 기존의 변수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것임
• 예 : gdp 및 consumption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lgdp 및 lconsumption 변수를 생성
lgdp<-log(gdp)

lconsumption<-log(consumption).
-

변수명 변경은 하나의 변수명을 변경하거나 전체 변수명을 변경
• 예를 들어 sample1 데이터에 year, gdp, consumption 등 3개 변수가 있을 경우
• names(sample1)[3]<-”cons” : 3번째 변수인 consumption을 cons로 변경
• names(sample1)<-c(”T”,”Y”,”C”) : 세 변수명을 모두 T, Y, C로 변경
b3-ch1-4.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
sample1_dat<- data.matrix(sample1)
year<-sample1_dat[,1]
gdp<-sample1_dat[,2]
consumption<-sample1_dat[,3]
lgdp<-log(gdp)
lconsumption<-log(consumption)
lgdp; lconsumption
names(sample1)
sample1
names(sample1)[3]<-"cons"
sample1
names(sample1)<-c("T","Y","C")

sam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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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자료 추출
-

sample1-n.xlsx 파일에서 2000년대(2000년-2009년) 또는 2010년대(2010년-2016년) 데이터 추출

• 예를 들어 sample1_dat 데이터에 year, gdp, consumption 등 3개 변수가 있을 경우
• data1<-sample1_dat[1:10,] : sample1_dat의 10번째 행(2000년-2009년)까지 데이터 추출
• data2<-sample1_dat[11:17,]: sample1_dat의 11번째부터 17번째 행(2010년-2017년)까지 데이터 추출
b3-ch1-5.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

sample1_dat<- data.matrix(sample1)
year<-sample1_dat[,1]
gdp<-sample1_dat[,2]
consumption<-sample1_dat[,3]
data1<-sample1_dat[1:10,]
data1
data2<-sample1_dat[11:17,]
data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