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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읽기_쓰기
1. 데이터 구조
분석 데이터 : 행렬 구조
๏ 행 : 개체(모집단, 표본)의 변수(열) 관측치
•동일 개체는 결코 2개 행에 분리 입력될 수 없음

R

SAS

data.frame()

data

외부데이터 읽어오면 데이터 형식으로 내부 저장

๏ as.matrix() 함수 : 데이터를 행렬로 변환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행은 날짜임
๏ 열 : 개체의 관심 특성(변수)

3) 변수 속성

•동일 변수는 절대 2개 열에 입력되지 않음

2. 데이터 형식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음, 이미지도
숫자의 조합임

R

SAS

as.char(변수명)

format 변수명 $

as.numeric(변수명)

format 변수명 6.3

as.Date

format 변수명 date7.

숫자는 연산 작업이 가능

3. 통계소프트웨어 데이터

문자는 개체에 대한 식별 정보임

모든 통계소프트웨어는 자신들이 다룰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있음

1) 행렬
R
as.matrix()

SAS
PROC IML

matrix(c(),nrwo=, ncol=)

๏ 열이 하나인 행렬 : 열 벡터
๏ 행이 하나인 행렬 : 행 벡터

2) 데이터

R

SAS

data.frame

확장자 sas7bdat

오브젝트

data

다양한 형식의 외부 데이터(txt, xlsx, csv, db, ...)를
R, SAS 통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려면 각
소프트웨어 데이터 형식에 맞추어야 함

내부 분석 모듈을 활용하여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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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외부 데이터

1) CSV 형식

모든 통계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형식의 외부 데이터를
불러오는_내보내는 함수나 PROC 혹은 메뉴가 있음

SAS : work 라이브러리 baseball sas 데이터

측정장비, DB 서버 등에서 데이터를 외부로 내보는
경우 가장 널리 사용되는 형식이 TXT형식(파일
사이즈가 가장 적음)으로 내보내며 행의 관측치는
코마(,), |, 혹은 &으로 구분하여 내보낸다.
TXT 형식의 데이터의 문제는 각 열 변수에 대한
정보를 따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번거러운 일이다. 이로 인하여 txt 형식의 데이터
제공 시 반드시 변수 속성 및 이름이 있는 메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변수명 및 포맷”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함(통계청 MDIS 참고)
다루기 가장 편리한 형식 : CSV (comma seperate
value) 범용 스프레드시트 엑셀에서 모든 데이터의
형식을 불러올 수 있고 이를 CSV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음

proc import datafile='C:\tmp\baseball.csv'
out=baseball dbms=csv replace;
run;

R : ds data.frame 오브젝트
ds<-read.csv("C:/TMP/
baseball.csv",header=True)
names(ds)

5. 예제 데이터

2) txt 형식(comma)

SAS sashelp 라이브러리 내의 예제 데이터
baseball을 활용

SAS : work 라이브러리 baseball1 sas 데이터
proc import datafile='C:\tmp\baseball.txt'
out=baseball1 dbms=dlm replace;
delimiter=',';
run;

문자 : 선수이름, 팀 이름, 소속 리그 등
숫자 :

6. 데이터 읽기

R : ds1 data.frame 오브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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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read.table("C:/TMP/
baseball.txt",sep=",",header=T)
names(ds1)

7. 날짜 형식 데이터 만들기

๏ weekday() : 요일, 1=일요일, 2=월요일, ..., 7
๏ week() : 한 해 몇 번째 주인가?
๏ qtr() : 분기, year() : 해

symbol i=join v=dot c=red;
title "승객수(단위: 천명)";
footnote "1949년 1월 ~ 1960년 12월" ;
proc gplot data=sashelp.air;
plot air*date;
run;
๏ symbol : 산점도 개체 심볼, v(alue), c(olor)
๏ title : 그래프 타이틀, footnote : 아래 제목

๏ 1961년 1월 3일 = 정수 368로 인식함
๏ date7. 포맷 : 날짜 형식, 7자리
SAS
data air; set sashelp.air;
format date2 date7.; date2=_n_;
day=weekday(date2); week=week(date2);
yr=year(date2); mon=month(date2);
qtr=qtr(date2);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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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 export data=ds.baseball outfile='C:
\tmp\baseball.csv' dbms=csv replace;
run;
proc export data=ds.baseball outfile='C:
\tmp\baseball.xlsx' dbms=xlsx replace;
run;

R
library(sas7bdat)
air<-read.sas7bdat("air.sas7bdat")[2]
air.ts<-ts(air, start = c(1949,1),
end=c(1960,12), frequency = 12)
plot(air.ts)
day<-format(seq(as.Date('1949-01-01'),
to=as.Date('1960-12-01'),by='1
month'),"%m/%y")

R
write.csv(ds, file='C:/TMP/
baseball_out2.csv')

2) txt 형식으로 내보내기
SAS
proc export data=ds.baseball outfile='C:
\tmp\baseball.txt' dbms=dlm replace;
delimiter=','; run;
R
write.table(ds, file='C:/TMP/
baseball_out.csv')

8.데이터 내보내기
1) CSV 형식으로 내 보내기
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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