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현상을숫자또는공간적으로정렬

측정: 대상의크기, 수량또는정도확인

변경: 시간의흐름에따라대상이달라지는과정

데이터클럭은시계열데이터에대한원형차트를생성하며주
로시간대별이벤트수를확인하는데사용됩니다.

상자 그림은 중앙값, 상한/하한 사분위수, 최소값과 최대값, 이
상치가표시된데이터분포를나타냅니다. 여러그룹간의분포
를비교할수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숫자변수의분포를나타냅니다. 막대는클래스
상자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막대의 높이는 클래스 상자 내 데
이터포인트의개수를나타냅니다.

히트 차트는 전체 빈도를 하나의 행렬로 나타냅니다. 시계열
축 값을 사용하는 경우 직사각형 격자의 각 셀이 시간이 지남
에따라클래스로심볼화됩니다.

라인그래프는일련의연속숫자값을시각화하며주로시간흐
름에 따른 추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 그래프에는 전
반적인추세와한값에서다음값까지의변화량이나타납니다.

막대 그래프는 가로 또는 세로 막대를 사용하여 범주 간 비교
를 나타냅니다. 범주 간의 차이를 단번에 식별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풍선형 차트는 변수의 숫자 값을 면적별로 나타냅니다. 두 변
수(범주 및 숫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이 배치되어 함께 구성됩
니다.

막대 그래프는 가로 또는 세로 막대를 사용하여 범주 간 비교
를 나타냅니다. 범주 간의 차이를 단번에 식별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트리맵은 계층적 데이터를 전체의 비율과 데이터 구조로 나타
냅니다. 범주의 비율을 크기를 통해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
다.

히트차트는전체빈도를하나의행렬로나타냅니다. 직사각형
격자의각각의셀값은클래스로심볼화됩니다.

점진 심볼 맵은 매핑된 피처 간의 양적 차이를 다양한 심볼 크
기로나타냅니다. 데이터는각범위에할당된심볼로분류됩니
다.

등치 맵을 사용하면 양적 값을 면적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등치 맵은 균일하지 않은 영역 또는 인구에 대해 수집된 개수
가아니라정규화된값을나타내야합니다.

현다이어그램은범주간의내부관계를시각화하여한데이터
셋 내의 유사성 또는 여러 데이터 그룹 간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있습니다.

산점도에서는양쪽의눈금이양적변수를나타내는두숫자변
수간의관계를살펴볼수있습니다. 상관 관계수준을정량화
할수도있습니다.

밀도/히트 맵은 이벤트 또는 값의 공간 집중도를 계산하여 분
포를연속표면으로시각화할수있습니다.

상호작용: 장소간정보, 제품또는재화의흐름

현다이어그램은범주간의내부관계를시각화하여한데이터
셋내의유사성또는여러데이터그룹간의유사성을비교할
수있습니다.

콤보 차트는 x축에 공통 정보를 공유하며 두 그래프를 합칩니
다. 이 차트에서는 두 데이터셋 간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
다.

밀도/히트 맵은 이벤트 또는 값의 공간 집중도를 계산하여 분
포를연속표면으로시각화할수있습니다.

점진 심볼 맵은 매핑된 피처 간의 양적 차이를 다양한 심볼 크
기로나타냅니다. 데이터는각범위에할당된심볼로분류됩니
다.

고유심볼맵(영역또는포인트)에서는설명(질적) 정보를위치
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채우기 영역과 포인트는 기
하학적이나그림으로표현될수있습니다.

등치 맵을 사용하면 양적 값을 면적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등치 맵은 균일하지 않은 영역 또는 인구에 대해 수집된 개수
가아니라정규화된값을나타내야합니다.

십자선(희망선이라고도함)은출발지와목적지간의경로를나
타냅니다. 십자선은장소간의연결을나타냅니다.

십자선(희망선이라고도함)은출발지와목적지간의경로를나
타냅니다. 십자선은장소간의연결및흐름을나타냅니다.

관계: 둘이상의항목간유사성이나연결또는다른항목과관
련된상태

전체대비부분: 범주의상대비율또는백분율(%)로서, 부분과
전체간의관계를나타냄

도넛형 차트는 범주형 데이터의 비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며
각도넛조각의크기는각범주의비율을나타냅니다.

트리맵은 계층적 데이터를 전체의 비율과 데이터 구조로 나타
냅니다. 범주의 비율을 크기를 통해 손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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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숫자 변수가 사용된 버블 차트는 두 값 간의 관계를 보
여주는 다변량 차트로서 세 번째 값은 원 면적으로 나타납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