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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R? 
Big data Analysis Tool : R 



Where to get R? 

http://www.r-project.org/  

1) CRAN 2) 국가선택 3) 운영체제 선택 

5) 다운로드 4) 모드 선택 



Where to get R? 

http://www.rstudio.com/  

1) Download Main 2) 설치 위치 선택 3) 상품 선택 

4) 다운로드 



What is R? 

R is a free software programming language and software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and graphics 

l  개발(Development) 

•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 로스 이하
카, 로버트 젠틀맨이 최초 개발 

•  R-Core Team 1997 

l  Free software and Open source 

•  GPL(General Public License)
개념으로 CRAN(Comprehensi
ve R Archive Network)에서 배
포 

l  확장성 및 범용성 

•  Linux, Mac, Windows 운영체제
에서 사용 가능 

•  Java, C, Fortran 프로그래밍 언
어에 인터페이스 제공 

•  DBMS 데이터 접근 용이 
•  Embedded R in Excel l  환경(environment) 

•  대화식 프로그램 수행 
•  대용량 데이터 관리 및 처리 
•  행렬연산 
•  그래픽환경 



NA(Missing Value) Handling 
 



NA Handling 

l  NA(Not avaliable) 

•  변수 생성 

l  예제1 

•  값이 누락되거나 값이 없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  변수 요약 

•  NA값으로 변환 
•  변수 연산하기 



NA Handling 

•  데이터 확인 

l  예제2 
•  남녀간의 영어,수학 점수를 나타내는 데이터세트 생성 



NA Handling 

•  Test 데이터 요약 

•  NA를 포함한 행을 제거한 데이터 세트 생성 

•  평균치 삽입법을 활용한 NA데이터 조작 



NA Handling 

•  데이터 세트 연산하기 

•  영어와 수학 점수만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생성 



Outliers Handling 
 



Outliers Handling 

l  Outliers 

•  라이브러리 설치 

l  예제1 

•  데이터 안에 존재하는 이상치로 데이터의 성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수치형 변수 추출 



Outliers Handling 

•  NA값에 평균치 삽입 •  데이터 표준화 시키기 

l  표준화 관련 수식(Formula) 

𝑆↓𝑊 =√∑↑▒( 𝑊↓𝑖 − 𝑊 
)↑2  /𝑛   𝑊 =∑𝑖=1↑𝑛▒𝑊↓𝑖  

/𝑛  
𝑍↓𝑖 =𝑊↓𝑖 − 𝑊 /
𝑆↓𝑊   



Outliers Handling 

•  데이터 필터링 하기 



NA Handling 

•  다음은 어느 한 반의 기말고사 성적이다.  
l  실습 문제 



NA Handling 

•  (3) 영어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은 누구인지 찾고 해당 학생의 정보를 모두 
출력하시오. 그리고 분석에 사용한 R 코드를 적으시오.  

l  실습 문제 

•  (2) 각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분석에 사용한 R 코드를 적으시오.    

•  (1) 각 과목의 총합을 구하고, 분석에 사용한 R 코드를 적으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