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ndas 데이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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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das 모듈 데이터는
series(1개 변수)와 dataFrame
2개 이상의 변수로 나뉜다. 외부
데이터를 pandas 모듈로 읽어
들이면 자동으로 dataFrame으
로 된다. pandas 데이터프레임
을 행, 열, 그리고 형식 기준으로
다룬다.

섹션 1

Series &
DataFrame

•

리스트 형식을 pandas Series 형식으로 바꾸는 함수 - pd.Series(리스트명)

•

pandas Series 첫 3개 행 관측치 출력 결과를 보면 행 인덱스가 0, 1, 2, ...

•

ps_x[0:2] - 행 인덱스 0, 1=(2-1) 2개 관측값 출력하였음

•

Series 형식에 가능한 통계량 구하기, 데이터 subset이 가능하다.

개요
pandas 모듈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는 Series 시리즈와 Dataframe 데이터프레
임으로 나뉜다.
PANDAS 데이터는 행 인덱스, 영 인덱스와 행렬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list 형식
은 한 열(변수) 관측치만 존재한다면 Pandas Series는 행 인덱스와 관측값,
DataFrame은 행, 열(변수) 인덱스와 행렬 관측값으로 구성되어 있다.

pandas Series
정규분포(평균=50, 표준편차=10)로부터 크기 20인 데이터를 생성하여 x에 저장
-> x의 형식은 list ->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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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프레임 구조

DataFrame.tail(?) : 마지막 번째 행부터 지정 ? 개수만큼 출력

pandas 모듈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만들면 dataFrame이다.
[예제]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
SMSA.csv

데이터프레임 상세정보 DataFrame.info()

데이터 크기 & 일부 데이터 보기

•

데이터 개수 n= 60 entry, 행 인덱싱 번호 0 to 59

•

열 변수 형식 출력 : 정수 int, 실수 float, 문자열 object

•

결측치 개수가 나타남 : income 변수에는 1개 결측치가 있음

데이터프레임 행과 열 개수
•

행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므로 첫번째 개체는 0이라는 번호를 갖는다.

DataFrame.head(?) : 첫 번째 행부터 지정 ? 개수만큼 출력
(21번째)

결측치 개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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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변수 인덱스(이름) 재설정

결측치 행 데이터 삭제 : DataFrame.dropna()
•

행 데이터 중 어느 한 변수에도 결측치가 있는 경우 삭제함

•

향후 제거한 데이터프레임읋 사용하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한다.

전체 변수 이름 재설정 : DataFrame.columns=[‘새이름1’, ‘새이름2’, ...]
•

변수명을 차례로 재설정한다. 변수가 많은 경우 적절하지 않음

결측치 대체(값 대체) : DF.fillna(값, inplace=True)

= inplace=True (바로 변경)

결측치 대체(평균대체) : DF.fillna(값, inplace=True)

DataFrame.rename(columns={변경}, inplace=True)
•

원하는 변수이름만 수정한다. (강추)

DataFrame.clumns : 변수 이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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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덱스 재설정
행 인덱스는 0, 1, 2, ... 가 디폴트이다.

•

str.strip() - ‘,’ 콤마를 제외하였음

•

str.rjust(30,”*) - 총 30 문자열 크기로 만들고 공백은 *로 채우고 우측 정렬
right adjust

•

str.slice(28,31) - 30개 크기로 만들어진 문자열에서 28번째-사실은 29번째(0
부터 시작하므로)에서 30번째 문자열을 2개를 가져온다. (주이름)

주이름 - 행 인덱스 만들기
•

str.split() ‘ ’을 n=1회 사용하여 expand=True 2개 문자열로 나누시오.

•

[0] 첫 열 인덱스는 도시이름, [1]에는 주이름이 들어가 있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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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rame.set_index(‘인덱스이름’)

•

첫 행 인덱스 사용하면 - “OH” ohio 주 도시 출력

•

첫 행, 두번째 인덱스 동시 사용

멀티인덱스(행) multi_index : DF.set_index([‘이름1’,‘이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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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인덱스(열)
[예제]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
SMSA.csv

새 변수 방법 2) numpy 사용 : np.where(조건, 만족시, 만족하지 않을 시)
•

ds.Mortality.mean() : 사망율(Mortality) 평균 계산

•

사망율 평균보다 높은 도시는 지수높음, 낮은 도시는 지수낮음

준비 : 새로운 변수 만들기 방법 1) df.loc[조건, ‘새변수이름’]=변수값
•

•

Education 교육수준 12(고졸 이상) 이상이면 고학력 도시, 12 미만이면 저학
력 도시로 나눈 변수를 ‘교육수준’ 이름으로 저장함
60개 도시가 2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음 - 이 형식은 집단이 3개 이상인 경우 사
용하면 된다.

멀티 인덱스 만들기
DF.groupby(['그룹변수1','그룹변수2'])[['통계량변수1','변수2']].통계량()
•

통계량 = mean, var, std, kurtosis, skewness, quantile[0.9] 등 가능

•

만약 요약 통계량 변수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내 숫자형 변수 데이터는 모두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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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인덱스, 행인덱스 두 번 동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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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2

개체 행(row)

Pandas 행 데이터 불러오기
행 데이터 지정
•

df[시작행, 끝행+1]

첫 행 (0) 과 두번 째 행(2-1=1) 지정함

예제 데이터 (데이터 크기 n=60)
http://wolfpack.hnu.ac.kr/Stat_Notes/example_data/US_crime.csv

행 데이터 삭제하기
=> 변수(열 개수) 12개, 행 개수(데이터 크기 n=9,292)

df.drop[0,2]

• 인덱스 0, 2 제외함

행 인덱스(이름) df.index.names
Pandas 데이터를 만들면 행 인덱스는 공백이다.

향후 삭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저장해야 한다.

=> 행 2개가 제외되어 n=9,292-> 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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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인덱싱 열 변수이름으로 대체하기
DataFrame.set_index(‘열변수이름’)
•

0~59 숫자인 디폴트 인덱싱이 열 변수 city로 재 설정되었다.

행 멀티 인덱싱 사용하기
•

원데이터 행 인덱스는 0, 1, 2 숫자로 이름은 없었으나 (None)

•

df.set_index([‘이름1‘, ‘이름2‘]) - 행 인덱스를 이름1, 이름2 순으로 지정함

•

crime00 데이터프레임의 행 인덱스는 ‘주이름’, ‘도시이름’이다.

첫 행 인덱스 지정 !
DataFrame.set_index([‘열변수1’,‘열변수2’], inplace=True)
•

df.loc[‘관심범주’] - df.loc[[‘관심범주1’, ‘범주2’]]

열변수를 행 인덱스로 대체한 후 동일 이름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려면
inplace=True를 사용하면 된다.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려면 이름을 다르게 하
여 저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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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행 지정. df.query("행인덱스명=='범주' ")

두번째 행 지정 df.xs('범주', level='인덱스이름')

멀티 인덱스 동시 사용하기!

df.loc[('첫행범주', '2번째범주')]

첫번째 행 인덱스에도 사용가능

행 인덱스 이름 바꾸기 !df.index.rename_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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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3

변수(열 column)
변수(열 인덱스) 이름

열변수 행 인덱스 만들기
df.set_index(['열변수명1','열변수명2'], inplace=True)
외부 데이터를 읽어 들이면 행 인덱스는 0, 1, 2, ...가 된다.

[예제]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
SMSA.csv

열변수 이름 ‘city’, ‘Education’가 이제는 행 인덱스가 된다.

[열 변수 지정] 데이터이름[‘변수명’] | 데이터이름[[‘변수명1’, ‘변수명2’]]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향후 동일 이름으로 사용하려면 inplace=Tru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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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삭제

새로운 변수 만들기

DataFrame.drop(‘변수명’, axis=1)

DataFrame[‘NEW변수명’]= {DataFrame[‘기존변수명’]} 계산식
•

JanTemp, 1월 기온(화씨)를 섭씨 기온으로 바꾸어 데이터 마지막 열에 변수명
JTC로 저장된다.

DataFrame.drop([‘변수명1’, ‘변수명2’], axis=1)

만약 원 변수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New변수 이름을 기존 변수명과 동일하게 사
용하면 원 값 대신 계산된 값이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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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변수 조건 활용 행 데이터 subset

변수 행(관측값) 대체

DataFrame[조건문], 조건문(예) DataFrame[‘변수명’] == 값

DataFrame.str.split()함수를 이용하여 city이름을 ‘ ’ - 공백에 의해, n=1 한
번 사용, 열을 2개 만들었음

행 인덱스 번호를 보면 0이 없다. 첫번째 관측치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삭제되
었음

결과는 2개 열이고 두 번째 주이름의 인덱싱은 [1]이다.

조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로 묶는다. | = or, & = and 의미
•

인덱스 번호가 1, 8, 51이다. 0, 2, ... 등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삭제 되었음

OH 문자열을 .replace()에 의해 ‘Ohio’ 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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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4

iloc, loc 활용

DataFrame.iloc
행 번호, 열 번호로 위치를 포지션닝 하여 선택한다.

[예제]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
data/SMSA.csv

참고 : DataFrame 행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숫자, 이를 변수(columns)
이름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DataFrame.reset_index(inplace=True) : 현재 행 인덱스를 열 변수로 대
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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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rame.loc
행 이름, 열 이름으로 위치를 포지션닝 하여 선택한다.

행 조건에 맞는 관심 열(변수) 만 출력

변수명, 인덱스 숫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DataFrame.ix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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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5

문자열 sring

열 city 문자열 내용이 분리 지정 문자 콤마(,)에 의해 n=1에 의해 한 번 분리
되어 2개 열로 분리된다.

특수문자 있는 문자열 분리
ColName.str.split(pat=‘??’, n=?, expand=True)
•

pat : 특수문자 지정, pat 생략 가능 \n, \t , - , (콤마 , ), 모든 분리 문자 가능

•

? : 분리 지정 문자 사용 회수

•

expand = True : 분리된 문자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열에 저장한다.

'http://wolfpack.hnu.ac.kr/Stat_Notes/adv_stat/LinearModel/data/S
MSA.csv' (예제 데이터)

분리 데이터 저장 후 열 이름 지정
1개의 문자열 city가 2개의 열로 분리되어 이름은 0, 1로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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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이름 지정 (형식) DataFrame.columns=[‘대체이름1’,‘대체이름2’, ...]

공백없는 문자열 분리 DataFrame.str.strip() 이용
분리된 열 변수, ‘주이름’에는 OH가 보이나 실제는 공백이 있다.

•

공백을 str.strip()로 양쪽 모두 공백을 제거한다.

변수이름 변경 (형식) DataFrame.rename(columns={변경},
inplac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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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이름 왼쪽부터 위치 인덱싱 하여 필요한 부분 선택
DataFrame.str.slice(start=?, stop=??).astype(???)
•

? : 시작 위치 인덱싱 번호 (0이 시작)

•

?? : 끝나는 위치 (인덱싱 번호 -1)

•

??? : 불러오기 인덱싱, str,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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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6

날짜 date

미세먼지 데이터 (2018년 1분기)
http://203.247.53.31/Stat_Notes/example_data/mise/2018Q1.csv

예제 데이터
기상청 데이터 (2018년)
http://203.247.53.31/Stat_Notes/example_data/climate/2018climate
.csv

•

•

측정일시 - 숫자형(int)으로 저장되어 있음

일시는 문자열(string)으로 저장되었음. - (object)

문자열 string 형식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기
pd.to_datetime(PD.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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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int 형식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기

날짜 형식 활용 Series.dt.형식 (요일 구하기)

df[‘숫자형변수’].astype(str)
숫자 형식은 문자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astype(str)으로 문자열 형식으로 변환
하고 데이터 길이 날짜 형식에 8자리에 적합하도록 str.slice() 사용하여 첫 8자리만
지정한다.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경우 .astype(int))

시간 데이터 만들기 - datetime module

pd.to_datetime()을 사용하여 문자열을 날짜 형식으로 변환한다.

•

시간 데이터 출력방법 : year, month, day, hour, minut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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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ftime() - 시간오브젝트를 문자열 포맷으로 만든다. - 새변수
=DT.strftime(‘Di’)

datetime.date / datetime.datetime

생일 1961.1.3일은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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