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력

R 활용

입력 1 : scan() 함수
콘솔(키보드) 혹은 외부 파일을 벡터(숫자형 데이터) 혹은 리스트(문자 데이터)로 저장
예제 데이터

x<-scan(옵션)
키보드 입력 내용 혹은 외부 파일을 읽어온 루 오브젝트 x 에 벡터(리스트) 형식으로 저장됨

주요 옵션
scan(file=" ")
✴

“ 파일이름” : 불러들일 파일 이름을 지정한다. 만약 현재 디렉토리를 안다면 파일 이름만 사
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폴더이름까지 사용해야 함

✴

현재 디렉터리 알기 원하면 getwd() 함수 사용하면 된다.

✴

“ ” : 지정하지 않은 경우 키보드 입력한 내용을 읽어들임, 물론 file=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키보드 입력임

x<-scan() #numeric input
데이터 구별 할 경우에는 스페이스 바(빈칸)로
빈칸을 입력하거나 엔터 키를 입력하여 다음
라인에 입력한다. 콘솔은 현재 입력되는 데이
터 개수를 표시한다. (1:, 4:)
입력이 끝나면 엔터 키를 한 번 더 입력하면 현
재까지 입력된 데이터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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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what=" ")
✴

읽어 들일 데이터 값 형식 numeric(실수, 디폴트), logical(논리), character(문자열)

✴

데이터가 문자일 경우 반드시 문자임을 지정해야 한다.

x3<-scan("eg.txt"); x3
x4<-scan("eg2.txt"); x4
x4<-scan("eg2.txt", what="character"); x4

문자 데이터 키보드 입력도 숫자 입력
과 동일한 형식을 따른다.

scan(n=정수)
✴

읽어들일 데이터 최대 개수를 지정, 사용하지 않으면(디폴트) 입력한 만큼 읽어 들인다.

x6<-scan("eg2.txt", what="character",n=3);x6
“eg2.txt” 파일에
는 문자 중 첫번
째 단어부터 3개
단어를 불러와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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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lines=정수, skip=정수)
✴

nlines : 불러 들일 라인의 개수를 지정할 경우 사용된다.

✴

skip : 지정한 라인 개수만큼 건너뛴 후

x6a<-scan("eg2.txt", what="character",nlines=2);x6a
“eg2.txt”
파일 데이
터에서 첫
2 라인만
불러들여
저장된다.

skip=1 에 의해 첫 라인을 건너 뛰고 두 번째 라인(“오늘입니다”)부터 nlines=2에 의해 2개 라인을
읽어 들인다.
scan(sep="\n")
✴

scan() 함수의 경우 다음 데이터 값을 인지하는 방법은 빈 칸 (white space)인데(디폴트) 엔터
키를 칠 때까지 동일 데이터 값으로 인식하게 하는 옵션

x7<-scan(sep="\n")
빈 칸을 입력해도 동일 데이터로 인지하여 3개 데이터 2, 3,
4 값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234’ 하나의 값으로 저장
된다.

scan(quiet=T)
✴

scan() 함수에 의해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읽어 들인 데이터를 화면 출력한다. 디폴트는
False임. True 옵션은 출력하지 않음

한남대학교 통계학과 권세혁교수

(3)

입출력

R 활용

입력 2 : readline() 함수
readline(prompt="문장")
✴

“문장” 화면 출력한 후 사용자에 의해 키보드에 입력내용을 저장한다.

Q1<-readline(prompt="당신은 학생입니까? \n")
콘솔 화면에 질문 문장이 출력되고 Q1 오브젝트에 “No”가 저장된다

|| 예제 1 || https://www.rdocumentation.org/
readinteger <- function() {
n <- readline(prompt="Enter an integer: ")
n <- as.integer(n)
if (is.na(n)){n <- readinteger()}
return(n)
}
print(readinteger())
경고 창이 나타남. 이를
해결하는 스크립터는 예
제 2임

|| 예제 2 || https://www.rdocumentation.org/
readinteger <- function() {
n <- readline(prompt="Enter an integer: ")
if(!grepl("^[0-9]+$",n)){return(readinteger())}
return(as.integer(n))
}
print(read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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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readLines() 함수
readLine("파일이름", warn=False , n= 정수)
✴

외부 문자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

readLines("eg2.txt")
readLines(“eg2.txt",warn=F)
readLines("eg2.txt",warn=F,n=2)
✴warn=F :

읽어들인 데
이터 경고 문
출력하지 않
음
✴n=2 : 처음

2개 라인만
출력됨

tmp <- tempfile(fileext = ".txt")
cat("TITLE extra line", "2 3 5 7", "", "11 13 17", file = tmp,
sep = "\n")
readLines(t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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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1 : print() 함수
print(오브젝트, " 문장 ")
✴

설정된 오브젝트의 내용이나“문장”을 콘솔 출력한다.

✴

숫자나 오브젝트는 그냥 사용해도 되나, 문자열은 " " 을 사용해야 한다.

a<-c(15,"HNU")
print(a); print(3)
print(3, 5); print("a", 3)
print(3, "a")
print(readLines("eg2.txt",warn=F,n=2))

✴print() 함수는 제일 앞에 지정된 오

브젝트, 문장만 콘솔 출력된다.
✴앞과 뒤의 형식이 다른 경우 처음이

문자인 경우에는 첫 문자만 찍히지만
처음이 숫자이고 뒤가 문자인 경우에
는 경고와 함께 오류 발생

•

✴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콘솔 출력하는
경우 paste()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
하다. 이 경우 차수가 많은 오브젝트가 반
복된다. 오브젝트 a에는 “15 HNU” 2개 데이터가 있으므로 3이 두 번 앞에 반복된다.

만약 “ ” 없이 출력하려고 한다면 quote=False 옵션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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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2 : cat() 함수
cat("문장내용", 오브젝트, 수식, sep= " ", paste())
✴

문장내용을 화면 출력한다. print() 함수와 동일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

sep 옵션은 설정된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마다 빈 칸 없이 이어 출력하는 것 대신 지정한 단
어 삽입할 때 사용

✴

paste() 차원이 다른 2개의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 큰 차원 오브젝트 반복 시 사용된다.

a<-c(15,"HNU")
cat(a); cat(3)
cat(3, 5); cat("a", 3)
cat(3, a)
cat(paste(3, a))
✴ (차이1) 화면 출력이 출 바꿈없이 이어 된다.
✴ (차이2) “ “ 출력이 없음
✴ (차이3) 문자, 숫자 구별없이 입력형식 지정에

따라 된다.
✴ paste() : 오브젝트 a에는 “15 HNU” 2개 데이터가 있

으므로 하나인 숫자 3은 두 번 반복 출력된다.
✴ (결론) 화면 출력을 위하여 cat() 문장을 권한다.

cat(paste(3,"*",5,"=", 3*5))
cat(3,"students","\n","are working now",sep="^;")
cat(paste("c",c(1:3),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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