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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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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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의 예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 도구 그룹에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 세로막대형-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피벗 차트가 삽입됨



- 예 2 : 학과별-학년별 총점의 표본표준편차를 그림

∙ 앞의 예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만든 후 도구 그룹에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고 세로막대형-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피벗 차트가 삽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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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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