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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기초

๏ 대화식 프로그램 수행
๏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처리, 행렬 연산, 그래픽 환경

통계 계산과 그래프 작성을 위한 언어와 환경인 R은 뉴질랜드 Auckland 대학
의 Ross Ihaka와 Robert Gentleman이 1995년 개발하고 R-Core 팀이
1997년 결성 2002년 R Foundation이 설립되어 전세계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1) GNU(GNU is Not Unix) Project
๏ Unix(멀티 테스킹, 범용 다중 사용자)-like Operating System
๏ 다양한 인터페이스, DBMS 데이터 수용
๏ 그래픽 기능이 강한 S 언어와 환경 하에서 개발
๏ S 코드 대부분은 수정 없이 R에서 실행 가능

๏ Freeware and Open source

• GPL(General Public License) 개념으로 CRAN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에서 배포
• 전세계 연구자의 개발 알고리즘, 함수 활용 가능
๏ 다양한 확장성 및 범용성

• UNIX, Mac, Windows 운영체계 사용이 가능함
• Java, C, Fortran 프로그래밍 언어에 인터페이스 제공
• DBMS 데이터 접근 용이
๏ Bio-informatics, Microarray 분석 표준시스템 - 빅데이터 platform
๏ Embedded R in Excel

2) S language 기반
๏ 설계자 John Chambers, 1998 (ACM award)

R 사용준비

๏ 데이터 통합, 시각화, 분석을 위한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
๏ 통계연구 프로젝트 착수 1976, 버전 4 출시 1998

๏ Be smart: copy-left 소프트웨어 사용자, Bulky hater

๏ 대화형 기반 기술 데이터 입출력, 변환 용이

๏ easy to use: 적은 시간 투자로 R 사용자 가능

๏ 데이터 시각적 표현 중심으로 개발

๏ Be economical: free and get world-wide help

๏ Java의 Eclipse 제공으로 프로그래머 개발 환경 개선

๏ Be challenge; 데이터, 프로그램 개별 관리, 행렬 개념의 데이터 관리,

๏ S 기반 통계시스템 상용 프로그램

๏ 데이터 분석: 함수 중심 알고리즘

장점
๏ 사용 환경 ; small and effective

R 설치
ii

http://www.r-project.org 접속하여 설치 (2016.03.01 홈 페이지)

R 초기화면
R은 3개의 윈도우로 구성 되어 있다.
(1) Console 화면 : Unix 콘솔과 유사, 프로그램 직접 실행 혹은 Script 실행
된 로그와 텍스트 결과가 출력됨, 실핼 초기에는 콘솔 화면만 나타난다.
(2) Script 화면 : 프로그램 작업 공간 - 실행 hot-key “CTRL+R”
(3)Graph 화면 : 프로그램이 실행 후 그래프가 출력 공간 (필요 시 팝업)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 for the R programming language
(CRAN)은 R 배포판, 기여된 확장 프로그램들 (즉, 패키지들), R과 관련된 문서
들, 그리고 바이너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동일한 자료들을 전달하는 사이트들의
모음을 의미한다

R 자체로 도움말 기능(“help(hist)”)이 있지만 오프소스로 사용법에 대한 도움
말은 전세계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그 중 백미 사이트는
http://www.statmethods.net /
http://www.burns-stat.com/documents/tutorials/impatie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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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스튜디오 설치

주요 CRAN 사이트

R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IDE(통합 개발 환경) 도구인 R-Studio를 설치하는 것
은 강추한다. R-Studio는 프로그램(script) 직접실행, 구문강조, 괄호 자동입력
지원, 명령어 완성, 다양한 단축키, 데이터 보기 및 가져오기, 그래픽 조작, 프로
젝트 관리, 버전 관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https://www.r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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