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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Ⅰ. Excel 도수분포표 및 기술통계량

1. 도수분포표

- 도수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도수분포를 수행하게 될 영역의 값(입력범위)
이고 다른 하나는 위의 영역 값에 대한 범위가 나열된 계급구간임

∙ 먼저 계급구간을 오름차순으로 설정한 후 데이터-분석-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면 통계 데이터분석 대화상
자가 나타나고, 히스토그램을 선택하면 히스토그램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입력범위와 계급구간 및 몇 가
지(차트출력)를 선택한 후 확인을 누르면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줌

- 도수 결과는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값영역이나 구간값 영역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자료/
도수분포를 재실행해야 함

- (예) 우리나라 지자체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finance-k.xlsx로 제주도 지방재정자립도의 도수분포
표 및 히스토그램을 작성해 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

∙ R열은 제주자료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T8셀부터 T12셀에 계급 구간 26, 30,34,38,42를 입력

∙ 데이터-데이터분석-히스토그램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은 히스토그램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입력 범위는 제주의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고, 계급 구간은 앞에서 설정하여 입
력한 것으로 확인을 누르면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수분포표 및 히스토그램을 작성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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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 기술통계량이란 연속형 데이터의 집중화 경향, 분산도, 분포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수치로 요약된 것

∙ 집중화 경향 : 평균, 중위수, 최빈값 등

∙ 흩어짐의 정도 : 최댓값, 최솟값, 범위, 분산,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

∙ 분포의 형태 및 대칭성의 정도 : 첨도, 왜도 등

- (예) 우리나라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나타내는 describe.xlsx로 기술통계량 계산해 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describe.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

∙ 데이터-분석-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분석 대화상자에서 기술통계법을 선택하면 나
타나는 아래 왼쪽 그림과 같은 기술통계법 대화상자에서 다음을 선택

∙ 데이터 입력 범위를 선정하는데 이때 계열이름이 있는 셀과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셀인 B1셀부터 E16까
지 모두 선택

∙ 첫째 행 이름표 사용 및 요약통계량에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아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택된 자료
에 관한 각종 요약통계량을 계산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4Ⅱ. R 도수분포표 및 기술통계량

1. 도수분포표

b3-ch4-4.R

library(openxlsx)

df<-read.xlsx("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

df_dat<-data.matrix(df)

year<-df_dat[,1]

jj<-df_dat[,18]

jj

bins<-c(22,26,30,34,38,42)

bins

class<-cut(jj,breaks=bins)

class

table(class)

transform(table(class),Rel_Freq=prop.table(Freq))

hist(jj, breaks=bins, xlim=c(22,42))

b3-ch4-4.R(명령어 설명)

# 5개의 계급으로 계급 구간을 나눔

# 데이터가 어느 계급 구간에 속하는지 식별하고 코드화

# 각 계급 구간에 속하는 데이터 수를 계산

# 계급 구간 및 도수로 도수분포표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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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량

b3-ch4-5.R

library(openxlsx)

library(f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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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df_dat<-data.matrix(df)

cpi<-df_dat[,2]

interest<-df_dat[,3]

gdp<-df_dat[,4]

deflator<-df_dat[,5]

df_new<-cbind(cpi, interest, gdp, deflator)

df_new

summary(df_new)

(var<-var(df_new))

(sd1<-sd(cpi))

(sd2<-sd(interest))

(sd3<-sd(gdp))

(sd4<-sd(deflator))

basicStats(df_new)

b3-ch4-5.R(명령어 설명)

# R 객체를 열 또는 행으로 결합

# 분산-공분산을 계산

# fBasics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량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