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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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 is about Data
which contains numbers
and strings of subjects.

섹션 1

변수와 문자열
데이터는 개체(관심 대상이 되는 사람, 국가, 기업 등), 개체의 관심 특성에 대한 관
측값인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 변수의 타입은 숫자(정수, 실수), 문자열(string)로 구
성되어 있다.

•

불린 Boolean – 논리 데이터 유형 (True or False)

•

문자 Character – 한 숫자 혹은 앞파벳 (e.g. “a” or “6” or “?”) : 실제 파이썬은
문자 유형은 없고 문자열의 길이가 1이다.

변수 지정 및 출력

변수 variable와 객체 object
[형식] 변수=객체
변수는 집주소(메모리)이고 객
체는 실제 집이다. 메모리에
3이 할당되고 집 주소는 x가
된다. 만약 다음에 y=3을 넣으
면 3이라는 객체에 2개의 변
수가 매칭되어 있고 메모리 주
소는 동일하다. 그러나 정수 값
이 257보다 커지면 다른 주소
를 할당한다.

변수 타입
•

문자열 string ; 숫자, 문자의 집합
(e.g. “Hello!” “통계학과 2019학번”)
-string()

•

정수 Integer : 정수 (e.g. -120 or 0 or
340) - int()

•

실수 Float : 소수점을 가진 수 (e.g.
-32.12 or 3.14) - float()

[형식] 변수이름=”문자엻” / 변수이름=숫자, 계산결과
name="울프팩"
univ="Hannam University"
nid=2019
print(name," 대학 ",univ,". ",nid,"학번" )

print() 문에서 콤마(,) 대신 +를 사용해도 된다

코멘트문 comment
[형식] #문장(행)
#It's comment
print(univ," 최고의 대학")

input 문 : 데이터 키보드 입력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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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변수명=input(“문장”)
“문장”이 콘솔에 출력되며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고, 입력된 숫자, 문자열이 변수명
에 저장된다.

(1) 문자열

•

input() 함수에 의해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을 라인이 생성되고 입력된 내용은
name에 저장된다.

(2) 숫자 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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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자료구조

문자열 인덱싱
0

1

2

↓

↓

↓

파이썬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이다.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등의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주 사용되는 리스트(list), 튜플(tuple), 사전(dict)

자료구조 1)리스트 list

↑
-3

↓

↑
-2

4
↓

5
↓

↑
-1

•

len() 함수 : 문자열의 길이, 공
백도 1, 한글도 1임

•

[시작:끝] 문자열 시작열과 끝
열을 지정한다.

•

시작을 사용하지 않으면 1열
부터, 끝을 사용하지 않으면
끝 열까지 출력된다.

•

-2의 의미는 마지막 열로부터
2개 열은 제외한다는 의미

여러 개의 데이터(문자열,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관리한다.
[]을 지정하면 공백이 지정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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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나누기 - [형식]변수명.split(‘ ’)

insert(번호)에서 번호는 열을 지정하는 것으로 번호 이후 열에 추가된다.

공백이 있으면 분리되며, 결과는 리스트 형식이다. 리스트의 값의 순서는 0, 1, 2, ..
로 지정되어 있다. .split()은 메소드(method)로 불린다. (함수와 같은 개념)

문자열/숫자 제거 - del 변수명[-번호]
x[-1]은 데이터(리스트) x의 마지막 데이터를 지정하였음
del 함수는 지정한 데이터를 제외함

문자 합치기 - [형식] 문자열+문자열
+ 앙쪽의 문자열이 합쳐진다.

*) x[-1] : x의 마지막 열 데이터를 지
정한다.
**) del x[-2] : 마지막 2번째 데이터
를 삭제

자료구조 2) 튜플 Tuple
문자열/숫자 삽입 - [형식] 변수명.append숫자/(‘문자‘) , 변수명.insert(번호,
‘문자’)

튜플(tuple)도 여러 개의 데이터를 순서대로 담아두는데 사용하여 리스트와 동일하
나(슬라이싱 방법-[ ]도 동일) 다음 차이점이 있음

append() 메소드는 리스트 마지막 열에 추가된다. 문자열은 ‘ ‘을 사용해야 한다

리스트는 [ ] 사용, 튜플은 ( ) 사용한다. 단 슬라이싱은 모두 [ ]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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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는 내부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나 튜플은 불가능하다.

키-값 쌍이 저장되어 있어 keys() 메소드에 의해 키 값만 구할 수 있음

자료구조 3) Dictionary
사전 개념의 쌍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용한다.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 리스트와 튜
플 같이 len()는 사용 가능하나 인덱싱 함수는 사용할 수 없다.
car_dic에 (BMW, 5500),
(Genesis, 4500) 이렇게 쌓
이지만 순서가 없어 인덱싱[]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

list()함수는 지정된 딕션너리의 키 값 내용을 출력한다. print() 함수는 전체 내용을
출력한다.

제거 - del 변수명[‘이름’]
지정된 ‘이름’을 가진 데이터
는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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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타입 변환 conversion
1) int(x [,base]) : Converts x to an integer. base specifies the base if x is a
string.
(2) long(x [,base] ) : Converts x to a long integer. base specifies the base if x
is a string.
(3) float(x) : Converts x to a floating-point number.
(4) complex(real [,imag]) : Creates a complex number.
(5) str(x) : Converts object x to a string representation.
(6) repr(x) : Converts object x to an expression string.
(7) eval(str) : Evaluates a string and returns an object.
(8) tuple(s) : Converts s to a tuple.
(9) list(s) : Converts s to a list.
(10) set(s) : Converts s to a set.
(11)dict(d) :Creates a dictionary. d must be a sequence of (key,value)
tuples.
(12) frozenset(s) : Converts s to a frozen set.
(13) chr(x) : Converts an integer to a character.
(14) unichr(x) : Converts an integer to a Unicode character.
(15) ord(x) : Converts a single character to its integer value.
(16) hex(x) : Converts an integer to a hexadecimal string.
(17) oct(x) : Converts an integer to an octal 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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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파일 읽고 쓰기

ds.wirte() 사용하지 않고 print 사용하면 콘솔 출력이다.

파일 생성하기 : 파일객체=open(‘파일이름’, ‘모드’)
열기 모드 : r=읽기, w=쓰기, a=추가하기
(1)

(3)

외부 저장 파일 읽기

(2)

readline() 함수 이용하기

(1) 새로운 데이터 파일 ‘data.txt’을 생성하여 파일 객체 ds에 저장한다.
(2) 변수 data에 입력된 내용을 ds 객체에 쓴다.
(3) 파일객체 ds를 닫는다. 생략해도 무방하나 적는 것을 권한다.

코드를 실행하면
tab (Jupyter, 파이썬 디폴트 폴더)에
일이 만들어져 있고 열면(파일 더블 클릭) 다음과 같다.

파

•

open() 함수의 열기모드 r에 의해 ‘data.txt’ 열고 객체 f에 저장한다.

•

f.readline()에 의해 객체 f의 첫 출(라인)을 읽어 line에 저장한다.
readline()에 의해 data.txt
파일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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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데이터가 data.txt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릏 읽어 출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read() 함수 이용하기 : 전체 데이터 불러오기

with 문과 함께 사용하기
close() 자동으로 하기 위하여 with 문을 사용하면 된다.

기존 새로운 데이터 추가하기
open() 함수의 a(ppend) 추가 모드로 기존 데이터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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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배열&데이터프레임

배열 array 만들기
array 모듈을 설치하자.

필요 이유
데이터 형식인 리스트, 튜플, 딕션너리는 사칙연산(Linear Algebra)에 적합하지 않
다. range(1,10) 함수에 의해 1-9의 정수를 리스트 list() 함수에 의해 리스트 형식으
로 만들었다.
sum 함수는 계산 값을 주나 사칙연산인 *, +는 리스트 값을 배가 시키는 역할을 한
다. 하여 3*x는 1-9까지 x를 3개 만들어 총 27개 열을 만든다. 하여, 사칙 연산을 위
하여 array 배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배열 슬라이싱

list와 array 차이
데이터(숫자, 문자열) 저장, 데이터 인덱싱(위치), 슬라이싱 등은 동일하나 데이터 사
칙연산, 함수에서 차이가 있다. list는 수학 연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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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py 모듈로 array 만들기(변환하기) Numpy array (강추)

Numpy 모듈 : Numerical Python
•

대규모 다차원 배열과 행렬 연산(대수학)에 필요한 다양한 함수를 제공

•

메모리 버퍼에 배열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

•

강력한 N 차원 배열 객체 - 그래서 .nd(N-Dimension)array

•

C/C ++ 및 포트란 코드 통합 도구

•

범용적 데이터 처리에 사용 가능한 다차원 컨테이너

Pandas (PANelData Library) 모듈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수준의 자료구조와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pandas의 Series는 1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자료구조이며, Data
Frame은 행과 열로 구성된 2차원 데이터를 다루는 데 효과적인 자료구조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dataframe
배열과 데이터프레임 차이
배열은 행과 열의 이름은 없으나 데이터프레임은 행은 개체, 열은 변수를 갖는다.
데이터 프레임 개념은 통계 소프트웨어의 “표 형식” 데이터를 나타낸다. 데이터 구
조는 개체(행)를 나타내며, 개체에 대한 관심 특성(열)으로 구성됩니다. 각 행과 각 열
은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갖지만 열( "레코드") 데이터 유형은 상이할 수 (문자, 숫자
자료 형식) 있다.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의 이름인 메타 데이터를 포함.
배열은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지 포인터임. 데이터 프렘임과 달리 배열의 모
든 값은 동일 자료 속성을 가지며, 행렬 연산만 가능하다.

Pandas는 데이터 분석을위한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는 오픈 소스 Python 패키지입
니다. 패키지에는 다양한 데이터 조작 작업에 사용할 수있는 몇 가지 데이터 구조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호출 할 수있는 다양한 메소드가 있습니다.이 메
소드는 Python에서 데이터 과학 및 기계 학습 문제를 처리 할 때 편리합니다.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분석 라이브러리로,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객체를
만들어 다룰 수 있게 되며 보다 안정적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매우
편리한 도구
•

축의 이름을 따라 데이터를 정렬할 수 있는 자료 구조(data structure). 다양한
소스에서 가져온 다양한 방식으로 색인된 데이터를 핸들링 가능한 기능

•

산술연산 및 행열의 사칙연산이 가능

•

SQL 같은 관계연산 수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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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py vs. Pandas 모듈 비교
(1) pandas의 데이터 조작 기능은 numpy 라이브러리 위에 구축됩니다. 어떤면에
서, numpy는 pandas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입니다.
(2) Pandas는 다양한 변수 유형 (정수, 부동 소수점, 이중 등)을 포함하는 표 형식의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panda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시계열 데이터에서 피쳐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등 가장
순진한 작업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석
(3) Numpy는 평균, 중앙값, 범위 등과 같은 기본 수치 계산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
합합니다. 또한 다차원 배열 작성을 지원합니다. - 행렬 계산

Pandas 자료구조
(1) 시리즈 series 1차열 배열구조
파이썬 리스트와 튜플도 1차원 배열과 같은 자료구조인데 이것이 왜 필요할까?
pandas의 Series는 파이썬의 딕셔너리와 닮은 알쏭달쏭한 자료구조

Pandas series는 리스트와 동일하나 인덱스 열이 있다. [차이점]

다음 방법으로 index(인덱스)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인덱스 활용법] 매칭하여 계산결과가 출력된다.

31

(2) 데이터프레임 dataframe
파이썬 Dictionary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한 후 DataFrame 클래스의 생성자 인자로
넘겨주는 방법

list를 series 만들기

인덱싱
Series 인덱싱(관심 데이터 위치)

(1) 열 지정 인덱싱 : [[ ]]

인덱싱 1은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다. 파이썬의 인덱싱은 0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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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지정 인덱싱 : [ ]
인덱싱 1번째 이후 모든 행 지정

인덱싱 0에서 2에서 1을 뺀 1까지 지정

마지막 행 인덱싱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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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디폴트 UTF-8) 데이터

외부 데이터를 읽어 온 후 print() 출력하면 다시 출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텍스트 처음부터 불러오려면 open() 함수를 다시 실행
해야 한다.

텍스트 파일이 있는 곳으로 cd를 사용하여 이동한다.

문자 개수 지정 읽어오기 객체명.read(개수)
ds.read(7): ds 객체의 7개 단어를 읽어 온다. 다시 사용하면 그 다음 7개 단어를 가
져온다. 기억해라. 반드시 open() 함수 제실행 해야 한다는 것을

1) open() 데이터 열기 함수 읽기 r(ead) 모드에 의해 데이터 불러온다.
•

모드(mode): 데이터 쓰기=저장 w(rite), 데이터 추가 a(ppend)

•

rt = 텍스트 모드(디폴트이고 r과 동일), rb = 바이너리 모드 - ‘rt’ 대신 일반적으
로 ‘r’만 적어도 된다.

텍스트 전체 보기 reda()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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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단위 읽기 객체명.readline()
라인 단위로 출력하게 된다.

for() in 문을 활용하여 읽은 텍스트 객체 내용을 라인 단위로 출력할 수 있다.

open() 함수 재실행 없이 한 번 더 실행하면 그 이후 3번째 라인이 출력된다.

텍스트 파일 지우기
객체에 저장하기
end=’ ‘: 줄을 이어 출력 실행한다. readline() 사용한 회수, 순서대로 라인이 저장된
다. read(개수) 함수도 동일하다.
<= 현재 디렉터리에 파일 존재 확인
모듈 os에 파일 존재 확인 함수 .exists()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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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삭제는 os.remove() 함수 사용한다.

with 문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close()가 실행된다.

텍스트 파일 open() 후 원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가능하면 close() 하는 것이 적
절하다. 앞의 예제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텍스트 문에 문장(라인) 추가하기
열기 모드 r 대신 추가 모든 a(ppend) 사용하면 된다. 단 객체명.close() 함수 사용
하는 순간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ds.close()를 실행해야 해당 문서가 있
는 디렉터리에서 ‘John_ch1.txt’의 마지막 라인에 “(요한복음 1장)”이 추가됨을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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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데이터

물론 리스트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 가능하다.

예제 데이터 : iris.csv (피셔 분꽃 데이터) 5개 변수, n=150 행, 라인

csv 모듈 사용
화면 출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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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pandas 이용 : 강추 (사용 편리, 통계분석 용이)

엑셀 데이터

csv 파일 읽어오기와 다르게 xlrd 모듈이 필요하다. (설치 필요)
•

nrows= 읽어들일 행의 개수를 지정한다

•

header=None - 첫 행을 변수이름으로 읽지 않음. 제외하면 변수명으로 읽음

•

na_values= : 결측치 지정, 위의 예제는 빈 셀을 결측치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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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데이터

URL 데이터 읽기
csv 데이터

excel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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