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Excel 및 R : 데이터 정렬

I. Excel데이터정렬

II. R 데이터정렬



- 항목별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나열해 주는 기능을 정렬이라고 함

- 데이터 정렬은 다음의 순서로 함

∙ 정렬할 기준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

∙ [홈]-[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하여 [숫자 내림차순 정리]를 선택

2Ⅰ. Excel 데이터 정렬

- 강기춘 홈페이지에서 b3-ch1-3.xlsx 파일을 다운로드

1. 데이터 정렬

2.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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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 데이터를 평균을 중심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려면 다음의 순서로 함

∙ A2부터 H11까지 셀을 선택한 후 [데이터]-[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하면 정렬 대화상자
가 나타남

∙ 정렬 대화상자에서 열-정렬 기준의 ☑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선택 항목 중 mean(평균)을 선택

∙ 정렬의 ☑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선택 항목 중 내림차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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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 데이터를 prin(경제원론)을 중심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려면 다음의 순서로 함

∙ A2부터 H11까지 셀을 선택한 후 [데이터]-[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을 클릭하면 정렬 대화상자
가 나타남

∙ 정렬 대화상자에서 열-정렬 기준의 ☑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선택 항목 중 prin(경제원론)을 선택

∙ 정렬의 ☑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선택 항목 중 오름차순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름



- dplyr 패키지는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위한 패키지

- 데이터 전처리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을 말함

- dplyr 패키지를 install 하기 위해서 Console 창에서 install.packages(“dplyr”)을 입력

- dplyr에서 주로 사용하는 함수는 다음과 같음

∙ select() : 특정 열(변수)을 추출

∙ arrange() : 데이터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

∙ filter() : 조건을 주어 행을 추출

∙ mutate() : 기존의 변수(열)를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열) 생성

∙ summarise()(with group_by) : 집단별로 통계량 계산

- %>%는 ‘무엇인가를 전송한다’는 의미의 파이프 연산자(pipe operator)로서 동일한 자료 집합에서 많
은 작업을 할 때 유용

∙ 왼쪽에서 계산된 결과 값을 파이프 오른쪽의 함수 첫 번째 입력 값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함

5Ⅱ. R 데이터 정렬

1. dplyr

- 데이터의 특정 열(변수)을 선택

- 예 1 : prin 및 micro를 선택

- 예 2 : prin부터 macro까지 한꺼번에 선택

- 예 3 : micro만 제외하고 선택

- 예 4 : 열이름(변수명)이 cro로 끝나는 열만 선택

- 예 5 : 변수명을 변경

(1)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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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2-1.R

library(dpl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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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els

e(df$mean >= 60, "D", "F"))))

select(df, prin, micro)

select(df, prin:macro)

select(df, -micro)

select(df, ends_with("cro"))

rename(df,이름=name,경제원론=prin, 미시경제=micro,거시경제=macro,총점=sum,평균=mean,이수

=PF,학점=grade)



- 특정변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

- 예 1 : 평균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

- 예 2 : 경제원론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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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range()

b3-ch2-1.R

library(dplyr)

name<-c("김기훈","박수동","원선희","위계영","최동팔","최종열","최종

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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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lse(df$mean >= 70, "C", ifelse(df$mean >= 60, "D", "F"))))

df[order(df$mean,decreasing=T),]

df %>% arrange(desc(mean))

df[order(df$prin),]

df %>% arrange(p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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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cel데이터베이스

II. R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DB)는 데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며, 검색하는 도구임

- 대표적인 DB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임

- 다음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엑셀은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취급

- 강기춘 홈페이지에서 dbase.xlsx 파일을 다운로드

9Ⅰ. Excel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 입력



-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임의의 셀로 셀 포인터를 이동

- [데이터]-[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필터]를 클릭하면 첫 번째 열의 각 행 바로 옆에 화살표가 나타남

-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열에 있는 고유한 항목이 풀다운 목록에 모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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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검색

- 예 1 : 남학생만 검색

∙ 성별 풀다운 목록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대화 창에서 남자만 선택하고 확인을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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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 남학생이면서 본적이 서울

∙ 먼저 성별 풀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남자만 선택하여 검색

∙ 다음으로 본적 풀다운 목록을 클릭하여 서울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름

- 예 3 : 조건이 사전 목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 정의를 이용

∙ 예를 들어, 소득이 2000보다 많고 4000미만인 학생들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  소득 풀다운 목록을 누르고 숫자 필터-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사용자 지정 자동필터

대화상자에 찾을 조건을 설정해 주고 확인을 누름



-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를 검색(추출) 

- 예 1 : 남학생만 검색

- 예 2 : 남학생이면서 본적이 서울

- 예 3 : 소득이 2000보다 많고 4000미만인 학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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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ter()

Ⅱ. R 데이터베이스

b3-ch2-2.R

library(openxlsx)

library(dplyr)

data<-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dbase.xlsx")

data

encoding = "UTF-8"

data %>% filter(data$성별 == "남")

data %>% filter(data$성별 == "남" & data$본적 == "서울")

data %>% filter(data$소득 > 2000 & data$소득 < 4000)

(참고) 논리연산자

- & : 그리고(and) 

- | : 또는(or)

- ! : 부정

- >, <, <=, >= : 관계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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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simulation 가상 데이터)

dplyr-simul.R

library(dplyr)

set.seed(1234)

mydata<-data.frame(class = sample(3,10, replace=T),

id = sample(30,10, replace=T),

mid = as.integer(rnorm(10, mean=60, sd=10)),

final = as.integer(rnorm(10, mean=70, sd=8)))

mydata

filter(mydata, class==1)

filter(mydata, class==3, id==30)

filter(mydata, class==1 | class ==2)

filter(mydata, class %in% c(1,2))

filter(mydata, class %in% c(1,2), final==70)

filter(mydata, ((class==1) | (class==2)) & final==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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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cel부분합계산

II. R 부분합계산



- 부분합 계산이란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별로 분류

- 각 그룹별로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본표준편차, 표준편차, 표본분산, 분산, 숫자개수
등 부분적인 계산을 자동으로 해 주는 기능을 말함

15Ⅰ. Excel 부분합 계산

2. 실습

1. 부분합 계산

- 강기춘 홈페이지에서 subtotal.xlsx 파일을 다운로드

- 경영, 경제, 회계, 무역 등 4개학과

- 각 학과별 1-4학년 학생 20명



- 예 2 : 학년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총점의 평균을 계산

∙ 학년 순으로 그룹을 묶을 경우 학년 필드에 셀 포인터를 위치

∙ [홈]-[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하여

[숫자 오름차순 정리]를 선택

∙ 학년 순으로 정렬되면 [데이터]-[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

∙ 부분합 대화상자에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

∙ 학년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총점의 평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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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 : 학생 전체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총점의 평균을 계산

∙ =average(c2:c81)로 중간고사 평균을 계산하고 나머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 예 3 :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총점의 평균을 파악

∙ 학과 순으로 그룹을 묶을 경우 학과 필드에 셀 포인터를 위치

∙ [홈]-[편집] 그룹에서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하여 [텍스트 오름차순 정리]를 선택

∙ 학과 순으로 정렬되면 [데이터]-[윤곽선] 그룹에서 [부분합]을 클릭

∙ 부분합 대화상자에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이 입력

∙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총점의 평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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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전체의 기초통계량을 계산

- 예 1 :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의 평균을 계산

- 예 2 :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의 표준편차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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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mmarise

Ⅱ. R 부분합 계산

b3-ch2-3.R

library(openxlsx)

library(dplyr)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ubtotal-e.xlsx")

df

summary(df)

summarise(df,mean_mid = mean(mid), mean_final = mean(final), mean_total = mean(total))

summarise(df,sd_mid = sd(mid), sd_final = sd(final), sd_total = sd(total))



- 학년별, 학과별 등 그룹의 기초통계량을 계산

- 예 1 : 학년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의 평균을 계산

- 예 2 : 학과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점의 평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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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mmarise()(with group_by)

b3-ch2-3.R

이전 슬라이드와 동일

class <- df %>%

group_by(class) %>%

summarise(mean_mid = mean(mid),

mean_final = mean(final),

mean_total = mean(total))

class

dept <- df %>%

group_by(dept) %>%

summarise(mean_mid = mean(mid),

mean_final = mean(final),

mean_total = mean(total))

D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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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utate()

dplyr-simul.R

library(dplyr)

set.seed(1234)

mydata<-data.frame(class = sample(3,10, replace=T),

id = sample(30,10, replace=T),

mid = as.integer(rnorm(10, mean=60, sd=10)),

final = as.integer(rnorm(10, mean=70, sd=8)))

mydata

mutate(mydata, total=mid+final, mean=total/2)

mydata<-mutate(mydata, total=mid+final, mean=total/2)

transmute(mydata, total=mid+final, mean=total/2)

mydata_trans<-transmute(mydata, total=mid+final, mean=total/2)

- 새로운 변수(열)을 생성

- 실습(simulation 데이터)

∙ 예 1 :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한 총점 변수 만들기

∙ 예 2 : 총점을 이용하여 평균 변수 만들기



21R 기본분석

함수를이용한 그림그리기

1. 선그래프

2. 히스토그램

3. 산포도

4. 상자그래프

5. 원그래프

6. 막대그래프

7. 잎-줄기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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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그래프

함수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b1-ch3-1-plot.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par(mfrow=c(2,1))

plot(year, gdp, type="l", main="GDP of Korea(2000-2016)")

plot(year, consumption, type="l", lty=2,main="Consumption of Korea(20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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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토그램 b1-ch3-2-plot.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par(mfrow=c(1,2))

hist(gdp)

hist(consumption, breaks=8, col="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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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포도
b1-ch3-3-plot.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plot(gdp, consumption, main="Scatter plot of GDP an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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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그래프 b1-ch3-4-plot.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summary(sample1)

par(mfrow=c(1,3))

boxplot(mid, main="Box plot of mid")

boxplot(final, main="Box plot of final")

boxplot(total, main="Box plot of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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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그래프 b1-ch3-5-rev.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table(grade)

slices<-c(4,11,11,16,9,5,3,1)

lbls<-c("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6등급","7등급","8등급")

pie(slices, labels=lbls, main="Pie Chart of Total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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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막대그래프 b1-ch3-6-plot.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total

grade

counts<-table(total, grade)

barplot(counts, main="Bar Chart of Total Score", xlab="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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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잎-줄기 그래프

b1-ch3-7.R

library(openxlsx)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total

stem(total)

stem(total, scale=0.5)

stem(total, sca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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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plot을이용한 그림그리기

1. 선그래프

2. 히스토그램

3. 산포도

4. 상자그래프

5. 원그래프

6. 막대그래프-1

7. 막대그래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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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gplot2 레이어 구조

ggplot2를 이용한 그림그리기

1단계 : 배경 설정(축)

2단계 : 그래프 추가(점, 막대, 선)

3단계 : 설정추가(축, 범위, 색,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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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plot2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패키지로 보통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1단계 : 배경 설정으로 데이터 축을 설정

∙ 2단계 : 그래프 추가(점, 막대, 선 등)

∙ 3단계 : 세부 설정 추가(축 범위, 색, 표식 등)

- ggplot2의 함수 구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ggplot(data=data1, aes(x=var1, y=var2))+geom_point()+xlim(3,6)

(1단계)                   (2단계)   (3단계)

∙ 1단계에서 data는 사용할 데이터, aes의 괄호 안은 x축 변수, y축 변수

∙ 2단계는 그래프의 종류를 나타내는데 주로 사용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음

geom_point() : 산포도

geom_smooth() : 평활그래프

geom_bar() : 막대그래프(빈도 막대그래프로 X축만 설정)

geom_col() : 막대그래프(집단간 차이를 나타냄) 

geom_boxplot() : 상자그래프

geom_histogram() : 히스토그램

geom_line() : 선그래프

∙ 3단계에서 xlim의 괄호 안은 x축에 그릴 데이터의 범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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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 그래프

b1-ch3-1-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

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qp1<-qplot(year, gdp, group=1, geom="line")

qp2<-qplot(year, consumption, group=1, geom="line")

marrangeGrob(grobs=list(qp1, qp2), nrow=2, ncol=1)

plot1<-ggplot(data=sample1, aes(x=year, y=gdp, group=1)) + geom

_line() + ggtitle("GDP of Korea(2000-2016)")+ theme(plot.title = ele

ment_text(hjust = 0.5))

plot2<-ggplot(data=sample1, aes(x=year, y=consumption, group=1)

) + geom_line() + ggtitle("Consumption of Korea(2000-2016)") + the

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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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히스토그램

b1-ch3-2-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

mple1-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qp1<-qplot(gdp, bins=8, geom="auto")

qp2<-qplot(consumption, bins=8, geom="auto")

marrangeGrob(grobs=list(qp1, qp2), nrow=2, ncol=1)

plot1<-ggplot(data=sample1, aes(x=gdp)) + geom_histogra

m(fill="white",bins=8) + ggtitle("Histogram of GDP")+ theme

(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plot2<-ggplot(data=sample1, aes(x=consumption)) + geom

_histogram(fill="red",bins=8) + ggtitle("Histogram of Consu

mption")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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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포도

b1-ch3-3-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ample1-

n.xlsx")

year<-sample1$year

gdp<-sample1$gdp

consumption<-sample1$consumption

gdp

consumption

plot1<-qplot(gdp, consumption, geom="auto")

plot2<-ggplot(data=sample1, aes(x=gdp, y=consumption)) + geom_

point(colour="red", size=2) + ggtitle("Scatter plot of GDP and Consu

mption")+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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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자그래프

b1-ch3-4-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qp1<-qplot(x=1, y=mid, geom="boxplot")

qp2<-qplot(x=1, y=final, geom="boxplot")

qp3<-qplot(x=1, y=total, geom="boxplot")

marrangeGrob(grobs=list(qp1, qp2, qp3), nrow=1, ncol=3)

plot1<-ggplot(data=sample1, aes(x=1, y=mid)) + geom_boxplot() + ggtitle("

Boxplot of Mid")+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plot2<-ggplot(data=sample1, aes(x=1, y=final)) + geom_boxplot() + ggtitle("

Boxplot of Final")+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plot3<-ggplot(data=sample1, aes(x=1, y=total)) + geom_boxplot() + ggtitle("

Boxplot of Total")+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plot3), nrow=1, ncol=3)



36

5. 원그래프

b1-ch3-5-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t.grade<-data.frame(table(sample1$grade))

ggplot(t.grade, aes(x="", y=Freq, fill=Var1)) + geom_bar(width=1, stat=

"identity") + coord_polar(theta="y") + ggtitle("Pie Chart of Total Score"

)+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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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막대그래프-1

b1-ch3-6-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sample1<-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tat-1.xl

sx")

mid<-sample1$mid

final<-sample1$final

total<-sample1$total

grade<-sample1$grade

ggplot(data=sample1, aes(x=grade)) + geom_bar() + ggtitle("Bar C

hart of Grade")+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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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막대그래프-2

b1-ch3-7-ggplot.R

library(openxlsx)

library(dplyr)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ubtotal-e.xlsx")

df

dept_name_1 <- df %>%

group_by(dept, class) %>%

summarise(mean_total = mean(total))

dept_name_1

plot1<-ggplot(data=dept_name_1, aes(x=dept, y=mean_total, fill=class

)) +

geom_col(position="dodge2") + ggtitle("Bar Chart of Total Mean by d

ept & class")+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plot2<-ggplot(data=dept_name_1, aes(x=class, y=mean_total, fill=dept

)) +

geom_col(position="dodge2") + ggtitle("Bar Chart of Total Mean by cl

ass & dept")+ theme(plot.title = element_text(hjust = 0.5))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39Excel 및 R :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

I. Excel피벗테이블및피벗차트

II. R 피벗테이블및피벗차트



- 부분합의 확장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량의 데이터 목록을 요약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구성

-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복잡한 데이터를 쉽게 재배치함으로써 데이터의 식별과 분석이 용이

- 행 영역, 열 영역, 데이터 영역, 페이지 영역에 데이터베이스 필드를 위치시켜 작성

40Ⅰ. Excel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

2. 실습

1. 피벗 테이블

- 강기춘 홈페이지에서 subtotal.xlsx 파일을 다운로드

- 경영, 경제, 회계, 무역 등 4개학과

- 각 학과별 1-4학년 학생 20명



- 예 1 : 학과별-학년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

∙ 학과 순으로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음

∙ 학과에 셀 포인터를 두고 [삽입]-[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

∙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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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화면이 나타남

∙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를 페이지 필드, 행 필드, 열 필드, 데이터 필드로 드래
그 하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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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를 행 필드, 학년을 열 필드, 총점을 데이터 필드(Σ 값)로 드래그

∙ 데이터 필드의 합계:총점 오른 쪽에 있는 ▾를 클릭하고 하단에 나오는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남

∙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 항목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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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 : 학과별-학년별 총점의 표본표준편차를 계산

∙ 학과 순으로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음

∙ 학과에 셀 포인터를 두고 [삽입]-[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
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화면이 나타남

∙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학과를 행 필드, 학년을 열 필드, 총점을 데이터 필드(Σ 값)로 드래그

∙ 데이터 필드의 합계:총점 오른 쪽에 있는 ▾를 클릭하고 하단에 나오는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남

∙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 항목에서 표본표준편차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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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벗 차트

- 예 1 : 학과별-학년별 총점의 평균을 그림

∙ 학과 순으로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음

∙ 학과에 셀 포인터를 두고 [삽입]-[차트] 그룹에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면 피벗 차트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피벗 차트 만들기 화면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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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벗 차트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를 선택하는데 학과를 축(범주), 학년을 범례(계열), 총
점을 Σ 값 필드로 드래그

∙ Σ 값 필드의 합계:총점 오른 쪽에 있는 ▾를 클릭하고 하단에 나오는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남

∙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 항목에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피벗 차트가 만들어 짐



- 예 2 : 학과별-학년별 총점의 표본표준편차를 그림

∙ 학과 순으로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이미 정렬이 되어 있음

∙ 학과에 셀 포인터를 두고 [삽입]-[차트] 그룹에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면 피벗 차트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피벗 차트 만들기 화면이 나타남

∙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를 선택하는데 학과를 축(범주), 학년을 범례(계열), 
총점을 Σ 값 필드로 드래그

∙ Σ 값 필드의 합계:총점 오른 쪽에 있는 ▾를 클릭하고 하단에 나오는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남

∙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 항목에서 표본표준편차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피벗 차트가 만들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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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벗 테이블

Ⅱ. R 피벗 테이블 및 피벗 차트

b3-ch2-5-rev.R

library(openxlsx)

library(dplyr)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ubtotal-e.xlsx")

df

dept_name_1 <- df %>%

group_by(dept, class) %>%

summarise(mean_total = mean(total))

dept_name_1

dept_name_2 <- df %>%

group_by(dept, class) %>%

summarise(sd_total = sd(total))

dept_name_2

plot1<-ggplot(data=dept_name_1, aes(x=dept, y=mean_total, fill=class

)) + geom_col(position="dodge2")

plot2<-ggplot(data=dept_name_2, aes(x=dept, y=sd_total, fill=class))

+ geom_col(position="dodge2")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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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벗 차트

b3-ch2-5-rev.R

library(openxlsx)

library(dplyr)

library(ggplot2)

library(gridExtra)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subtotal-e.xlsx")

Df

dept_name_1 <- df %>%

group_by(dept, class) %>%

summarise(mean_total = mean(total))

dept_name_1

dept_name_2 <- df %>%

group_by(dept, class) %>%

summarise(sd_total = sd(total))

dept_name_2

plot1<-ggplot(data=dept_name_1, aes(x=dept, y=mean_total, fill=class

)) + geom_col(position="dodge2")

plot2<-ggplot(data=dept_name_2, aes(x=dept, y=sd_total, fill=class))

+ geom_col(position="dodge2")

marrangeGrob(grobs=list(plot1, plot2), nrow=2, nco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