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Excel 및 R : 지방전문화곡선

I. Excel 지방전문화곡선

II. R 지방전문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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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 비중을 구하고 산업구성비를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 누적률을 그린 것을 지방전문화곡선
(localization curve)이라고 함(교재 p.159부터 시작)

- 45°선에서 좌측 상방으로 멀어질수록 전문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예) 전국 및 제주의 산업별-10년 단위별 부가가치에 관한 자료(rsi-jj.xlsx)로 지방전문화곡선을 그려보라

∙ http://kanggc.iptime.org/book/data/rsi-jj.xlsx로 파일을 다운로드(왼쪽 그림)

∙ 먼저 농림어업의 비중을 구하기 위해 C20에 =C3/C$2*100을 입력

∙ C20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J20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
릭하여 복사

∙ C20부터 J20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블록으로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
여 C35부터 J35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국 및 제주의 산업별-10
년 단위별 비중을 계산

Ⅰ. Excel 지방전문화곡선

http://kanggc.iptime.org/book/data/finance-k.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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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10년 단위별 비중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C20부터 J35까지 선택하여 복사하고 C38부터 J53까지 선택하여 붙여넣기-값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

∙ 1986년 전국 산업의 비중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하여 C38부터 C53까지 선택한 후 정렬 및 필터-숫
자 내림차순 정리를 실행하고, 나마지 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행

∙ 1986년 제주 산업의 비중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하여 G38부터 G53까지 선택한 후 정렬 및 필터-숫
자 내림차순 정리를 실행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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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별-10년 단위별 비중의 누적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

∙ C56부터 J56까지 0을 입력하고, C57에 =C38를 입력한 후 C57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
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여 J57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

∙ C58에 =C57+C39를 입력한 후 C58을 선택하고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
하여 J58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

∙ C58부터 J58까지 블록으로 선택하고 블록으로 선택된 영역의 오른쪽 맨 아래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
여 C72부터 J72까지 마우스를 끌어서 클릭하여 복사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 및 제주의 산업별-10년
단위별 비중의 누적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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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의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전문화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1986년 및 2016년 전국 및 제주의 누적률로 그
림을 그려보면 각각 아래 그림과 같음

∙ 1986년 그림은 C56부터 C72까지 먼저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G56부터 G72까지 선택한 후
삽입-차트 꺾은선형을 선택

∙ 2016년 그림은 F56부터 F72까지 먼저 선택하고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J56부터 J72까지 선택한 후 삽
입-차트 꺾은선형을 선택

- 그림에서 보듯이 1986년의 경우 제주가 전국보다 더 전문화되어 있고, 2016년의 경우 전국이 제주보다
더 전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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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4-11.R

앞에서 계속

A<-matrix(data=NA, nrow=16, ncol=8, byrow=T)

for(i in 1:16) {

for(j in 1:4) {

A[i,1]<-(k1986[i+1]/k1986[1])*100

A[i,2]<-(k1996[i+1]/k1996[1])*100

A[i,3]<-(k2006[i+1]/k2006[1])*100

A[i,4]<-(k2016[i+1]/k2016[1])*100

}

}

for(i in 1:16) {

for(j in 5:8) {

A[i,5]<-(jj1986[i+1]/jj1986[1])*100

A[i,6]<-(jj1996[i+1]/jj1996[1])*100

A[i,7]<-(jj2006[i+1]/jj2006[1])*100

A[i,8]<-(jj2016[i+1]/jj2016[1])*100

}

}

AA<-round(A,digits=3)

AA

뒤에 계속

Ⅱ. R 지방전문화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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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4-11.R

앞에서 계속

k1986<-A[,1]

k1986_1<-sort(k1986, decreasing=T)

k1986_2<-cumsum(k1986_1)

k1986_3<-c(0,k1986_2)

jj1986<-A[,5]

jj1986_1<-sort(jj1986, decreasing=T)

jj1986_2<-cumsum(jj1986_1)

jj1986_3<-c(0,jj1986_2)

(1996년, 2006년 중략)

k2016<-A[,4]

k2016_1<-sort(k2016, decreasing=T)

k2016_2<-cumsum(k2016_1)

k2016_3<-c(0,k2016_2)

jj2016<-A[,8]

jj2016_1<-sort(jj2016, decreasing=T)

jj2016_2<-cumsum(jj2016_1)

jj2016_3<-c(0,jj2016_2)

C<-cbind(k1986_1,jj1986_1,k1996_1,jj1996_1,k2006_1,jj2006_1,k20

16_1,jj2016_1)

CC<-round(C,digits=3)

CC

D<-cbind(k1986_3,jj1986_3,k1996_3,jj1996_3,k2006_3,jj2006_3,k20

16_3,jj2016_3)

DD<-round(D,digits=3)

DD

뒤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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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ch4-11.R

앞에서 계속

par(mfrow=c(2,1))

plot(id,k1986_3, type="l", xlab="", ylab="cumulative sum", col="black",main="지방전문화곡선(1986년)")

lines(id,jj1986_3, col="blue",lty=2)

legend("bottomright", legend=c("전국","제주"), col=c("black","blue"), lty=c(1,2))

plot(id,k2016_3, type="l", xlab="",ylab="cumulative sum", col="black",main="지방전문화곡선(2016년)")

lines(id,jj2016_3, col="blue",lty=2)

legend("bottomright", legend=c("전국","제주"), col=c("black","blue"), lty=c(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