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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rcGIS 제품 내에서 사용되는 차트의 생성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한국에스리 기술문서입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건의 등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유지관리 고객 대상)  

o 고객지원 홈페이지 : http://www.esrikr.com/self-service/  

o 이메일 : help@esrikr.com  

o 전화 : 080-850-091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24 시간 기술지원 리소스 :  

o 한국에스리 기술자료 : http://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o Esri 기술지원 페이지(영문) : http://support.esri.com  

 ArcGIS Pro 도움말 : http://pro.arcgis.com/en/pro-app/help/ 

 ArcMap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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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Desktop 에서 차트 생성하기 - ArcMap 

1. 그래프 간단히 둘러보기 

1) 그래프 메뉴(Graphs Menu)  

그래프 메뉴(Graphs Menu)는 ArcMap 상단의 View 탭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프 메뉴에서는 새 그래프 만들기, 관리하기, 기존의 그래프를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2)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Create Graphs Wizard)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Create Graph Wizard)를 사용해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마법사의 첫 페이지에서는 만들고자하는 그래프의 종류, 축, 라벨, 

스타일, 색상 등의 속성을 정할 수 있다. 두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래프의 제목과 

축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Create Graph Wizard)는 

그래프 메뉴(Graphs)에서 그래프 만들기(Create Graph )를 클릭하면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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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프 관리자(Graphs Manager) 

그래프 관리자(Graphs Manager)를 통해 ArcMap, ArcScene, 또는 ArcGlobe 

문서에 있는 기존의 그래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래프 관리자(Graphs 

Manager)를 사용해 그래프 열기, 저장, 이름 변경, 삭제가 가능하며, 그래프를 

ArcMap 의 layout 에 추가(우클릭 후 Add to layout)하여 

‘내보내기(export)’하거나 프린트(print) 할 수 있다. 그래프 관리자(Graphs 

Manager)는 그래프 메뉴(Graphs)의 그래프 관리(Manage Graphs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프 관리자(Graphs Manager)                        ▲그래프를 layout 에 추가 

4) 지오프로세싱 도구(Geoprocessing Tools) 

메인메뉴 Geoprocessing 탭 아래 ArcToolbox 또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데이터 관리 도구상자(Data Management toolbox)를 열면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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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Graph) 도구를 사용해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 이 도구들은 하나의 모델 

또는 스크립트에서 원하는 종류의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한 번에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그래프를 만드는 과정 

그래프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결정해야한다. 데이터의 추이, 관계, 

분포, 비율 중 무엇을 그래프에 담을지 정하는 것이다. 단기 또는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고 싶은지, 여러가지 변수들간의 관계를 보고 싶은지, 여러 변수를 비교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싶은지를 안다면, 알맞은 그래프를 사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시각화 할 수 있다.   

 

그래프는 데이터셋의 모든 피처 또는 선택된 피처들을 사용해 작성할 수 있다. 피처 

클래스, 레이어, 정수형 래스터, 테이블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그래프들은 한정된 양의 데이터만 효과적으로 보여주기때문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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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선택해야한다. 특정 그래프를 보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그래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Create Graphs Wizard)  

ArcMap, ArcGlobe, 또는 ArcScene 에서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Create Graphs 

Wizard)를 통해 단계를 거쳐 그래프를 만든다. 그래프를 작성하는 기본 

과정(모든 그래프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은 다음과 같다. 

① View 탭의 그래프(Graphs) 메뉴에서 그래프 만들기(Create Graph )를 클릭 

한다. 

② 그래프 유형을 선택한다. 

③ Layer/Table 에서 그래프를 만들고자하는 원본데이터를 선택한다. 

④ 그래프에서 보고자 하는 값(field)을 선택한다. 

⑤ 그래프의 색상을 선택한다(그래프의 색상 설정 기초에 대한 설명을 참조). 

⑥ 그래프에 다른 값(field)을 추가하고 싶다면 Add 를 눌러 다른 창(series)을 

추가한다(그래프가 있는 series 또는 그래프 기능에 대한 설명을 참조).  

⑦ 다음을 클릭해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의 두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그래프의 일반적인 속성(제목 등)을 설정한다. 

⑧ 설정을 완료하고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해 완료(Finish)를 클릭하면, 팝업 

창으로 ArcGIS 어플리케이션에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래프를 편집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우클릭 후 등록정보(Properties)를 누르면 

된다. 그래프 편집의 기초에 대한 설명에서 세부 변경사항을 만드는 방법을 볼 수 

있다.  

④ 

⑥ 

⑤ 

⑦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fundamentals-of-setting-the-colors-of-a-graph.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using-series-with-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fundamentals-for-modifying-grap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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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그래프의 어느 곳이든 우클릭 하면, 그래프의 디스플레이 변경과 저장이 

가능한 창이 뜬다.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의 첫번째 페이지 예시 

그래프 만들기 마법사에 보여지는 컨트롤러들은 생성되는 그래프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상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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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만들기 마법사의 두번째 페이지 예시 

3. 그래프의 종류 

여러 종류의 그래프 중 분석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 할 수 있다. 어떤 그래프들은 

다른 그래프들보다 특정한 정보를 표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각각의 그래프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변경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속성을 갖고있다. 다양한 그래프 유형과 

디스플레이 속성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전달하고자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터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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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유형 
예시 설명 

막대그래프 

 

 

 

막대그래프는 특정한 속성값을 나타내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평행하는 직사각형으로 구성돼있다. 이 

그래프는 양적 비교 또는 경향 분석을 위해 

사용된다(예: 월별 강수량 확인). 이 그래프는 수평 

또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은 수직 막대그래프의 범주에 속하는 

그래프로,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다. 

Bar min and 

max 

 

Bar min and max 그래프는 연속적인 데이터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강조한다. 

선형그래프 

 

 

 

선형그래프는 연속적인 속성값을 잇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선으로 구성된다. 선을 따라 도수를 

나타내는 심볼을 생성할 수도 있다. 선형그래프는 

지속적인 비율에 따른 속성값들의 추이를 보여준다. 

선은 수평 또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면적그래프 

 

 

 

면적그래프는 연속되는 값들을 연결한 직선과 

기준이 되는 축 사이의 빈 공간이 채워진 형태로 

나타난다. 선형그래프처럼, 면적그래프는 값들의 

추이를 보여주지만, 칠이 된 부분이 양적 차이를 

강조 해준다는 점이 선형그래프와는 다르다. 이 

그래프 또한 수평 또는 수직축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산점도 

 

산점도는 점을 나타내기위해 속성값들을 x, y 좌표로 

사용한다. 나타난 패턴은 도수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bar-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histogram-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bar-min-and-max-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bar-min-and-max-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line-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area-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scatter-plot-grap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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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플롯 

 

박스플롯은 변수의 통계적 분포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 박스는 중앙 50% 데이터의 분포를, 

박스 밖의 선은 이상치의 분포를 보여준다. 

버블그래프 

 

버블그래프는 3 개의 변수를 2 차원에 나타낸다. 

산점도의 변형으로, 버블의 크기로 특정 변수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버블의 크기, y 값, x 값은 각각 

전체 인구수, 출산율, 사망률을 의미할 수 있다. 

Polar 

 

Polar 그래프는 각도와 방향을 기반으로한 원형 

그리드에 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수학·통계적 

활용도가 높다. 예를 들면, 각기 다른 x, y 위치에 

따른 바람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다. 

원그래프 

 

원그래프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원으로 구성된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여주며, 비율을 나타낼 때 유용하다. 하나의 

구간(부채꼴 모양)만 중앙에서 살짝 이동시킴으로써 

강조를 할 수도 있다. 

산점도행렬 

 

산점도행렬 그래프는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변수를 보여주는 데이터 탐구 도구로, 변수들간의 

패턴과 관계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프의 종류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box-plot-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bubble-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polar-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polar-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creating-pie-graph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graphs/scatter-plot-matrix-grap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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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Desktop 에서 차트 생성하기 – ArcGIS Pro 

1. 차트 간단히 둘러보기 

ArcGIS Pro 에서는 차트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차트는 

한눈에 보기 힘든 테이블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관계, 분포, 

분류, 추이, 패턴을 파악하는 것을 돕는다. 

 

차트를 생성할 때는, 시각화하고자 하는 레이어와 차트의 종류를 선택하여 시작한다. 

다음으로 차트의 변수와 속성을 정한다. 더 높은 차원의 탐색을 위해서는 상호적으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다. 지도의 레이어에 연계된 차트를 관리할 수 있고, 레이어, 

지도, 또는 프로젝트 패키지를 통해 차트를 공유하거나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 있다. 

1) 레이어와 차트 종류의 선택 

속성 테이블(독립형 테이블 포함)이 있는 어느 지도 레이어에서나 차트를 만들 

수 있다. 속성 테이블이 없는 래스터 데이터와 이미지 레이어를 사용해서도 

차트를 생성할 수 있다. 작업중인 지도에 아직 추가하지 않은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하고 싶을 경우, 최상위 탭의 맵 탭 아래 데이터 추가 를 클릭하여 지도에 

레이어를 추가하면 콘텐츠(Contents) 창에 데이터가 나타난다. 

① 콘텐츠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한다. 

② 데이터 탭 안의 시각화 그룹에서 차트 생성을 클릭한다. 간단하게 콘텐츠 창의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차트 생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③ 메뉴에서 만들고자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다. 

차트 종류를 결정한 후에는 아래의 과정이 진행된다. 

 차트 창이 나타나는데, 차트의 변수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창이 비어있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layer-properties/add-layers-to-a-map.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layer-properties/add-layers-to-a-m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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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 변수, 속성, 제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차트 등록정보 창이 뜬다.  

 콘텐츠(Contents) 창의 그리기 순서 를 보면, 원본 레이어 아래 차트 

섹션에 새로운 차트가 추가된다. 

 

2) 차트 변수와 속성 설정하기 

데이터를 차트에 나타내기 위해서, 원본 레이어로부터 속성 필드(attribute 

fields)를 선택함으로써 요구되는 차트 변수를 설정한다.  

① 차트 등록정보(Chart Properties) 창의 데이터 탭에서 각 축을 구성할 변수를 

선택한다(차트의 종류에 따라 차트 등록정보창이 다르게 구성됨). 

② 만들고자 하는 차트의 종류에 따라 막대그래프를 그룹 짓거나, 히스토그램의 

막대 개수와 같은 속성값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차트 등록정보 창의 일반 탭에서, 차트와 축의 이름을 편집하고, 설명을 

적는다.  

차트 등록정보를 정한 후에는, 차트 창에 축값과 데이터를 반영한 차트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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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트의 데이터 선택하기 

① 차트에서 데이터 객체를 선택하기위해 커서를 드래그 해 직사각형을 

그린다(회색 점선 테두리가 있는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직사각형 안에 포함된 

객체가 선택됨). 차트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단일 데이터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다. 

차트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면, 지도와 속성 테이블에도 반영된다. 

② 선택을 취소하려면, 차트 데이터가 없는 곳에 직사각형을 새로 그리거나, 차트 

안에서 우클릭을 하면 된다. 선택 그룹 안의 선택해제(Clear) 를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지도, 차트, 테이블의 선택을 해제할 수 있다. 

차트를 활용하는 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4) 차트 모양 바꾸기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interact-with-a-cha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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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에 테마를 적용하거나, 글꼴과 심볼 등을 바꿀 수 있다(산점도의 경우, 점을 

나타내는 심볼의 모양과 색 등을 바꿀 수 있음). 이와 같은 차트 구성 변경은 

차트 등록정보 창의 형식 탭에서 가능하다. 차트 구성 옵션은 다음을 포함한다. 

 차트 테마 

 차트 제목, 범례 텍스트, 범례 제목, 설명 텍스트, 축 제목, 축 레이블, 안내선 

레이블의 글꼴, 글꼴 스타일, 글꼴 크기, 색상 

 배경·그리드·축의 색상, 너비, 라인 종류 

 

차트 모양 변경에 대해 더 알아보기 

 

5) 차트 관리하기 

속성 테이블이 있는 모든 레이어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차트를 포함할 수 있다. 

차트는 레이어의 등록정보로 저장되기 때문에, 콘텐츠 창의 레이어 목록에서 

차트를 관리할 수 있다. 

① 상위 레이어 안에 종속된 차트들을 보기위해서는 콘텐츠 창에 있는 그리기 

순서 탭 을 선택한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change-chart-appear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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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나열된 차트 중 하나를 열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블클릭 또는 우클릭을 하고 

열기(Open)를 누르면 열 수 있다. 

③ 차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클릭 후 삭제(Delete)를 누르면 된다. 

 

차트 관리 방법 더 알아보기 

 

6) 차트 공유하기 

차트를 포함하고있는 레이어를 패키지(package)로 만들어서 공유 할 수 있다. 

그 때, 차트는 공통 레이어에 안에 유지된다. 차트가 있는 레이어를 포함한 

지도나 프로젝트를 패키징 할 때도 차트들은 유지된다.  

①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위 탭의 공유 탭 안에 있는 패키지 그룹에서 

패키징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프로젝트, 맵, 또는 레이어를 선택한다. 

 

② 공유된 패키지의 수신자는 콘텐츠 창의 그리기 순서 탭 에서 상위 레이어 

안에 나열된 차트들을 볼 수 있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manage-the-charts-in-your-projec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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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차트를 추출해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① 차트 창의 툴바에서 추출을 클릭하고, 차트를 SVG, JPG 또는 PNG 형태로 

저장한다.  

② 추출된 이미지의 확장명(.svg, .jpg, or .png)을 알맞게 정한 후 저장을 누른다. 

차트 공유하는 방법 더 알아보기 

 

2. 차트 생성하기 

독립형 테이블을 포함하여 속성 테이블을 가진 모든 레이어는 차트로 표현할 수 있다. 

작업중인 지도에 아직 추가하지 않은 데이터로 차트를 작성하고 싶을 경우, 지도에 

레이어를 추가하면 콘텐츠(Contents)창에 데이터가 나타난다. 

① 콘텐츠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한다. 

② 데이터 탭 안의 시각화 그룹에서 차트 생성을 클릭한다. 간단하게 콘텐츠 창의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차트 생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③ 메뉴에서 만들고자하는 차트의 종류를 선택한다. 

차트 종류를 결정한 후에는 아래의 과정이 진행된다. 

 차트 창이 나타나는데, 차트의 변수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창이 비어있다. 

 차트 변수, 속성, 제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차트 등록정보 창이 뜬다. 

 콘텐츠(Contents) 창의 그리기 순서 를 보면, 원본 레이어 아래 차트 

섹션에 새로운 차트가 추가된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hare-a-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layer-properties/add-layers-to-a-map.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mapping/layer-properties/add-layers-to-a-ma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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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트 창 

만들어진 차트는 팝업 창에 보여진다. 지도, 레이아웃, 속성 테이블을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을 이동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 차트를 처음 만들 때는 

데이터 또는 레이블이 연결되지 않아서 차트 창이 비어있다. 차트에 데이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차트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2) 차트 변수 설정하기 

데이터를 차트에 나타내기 위해서, 원본 레이어로부터 속성 필드(attribute 

fields)를 선택함으로써 요구되는 차트 변수를 설정한다.  

① 차트 등록정보 창(Chart Properties)의 데이터 탭에서 각 축을 구성할 변수를 

선택한다(차트의 종류에 따라 차트 등록정보창이 다르게 구성됨). 

② 만들고자 하는 차트의 종류와 필요에 따라 집합, 숫자 필드 같은 다른 속성을 

조정한다 

③ 차트 등록정보 창의 일반 탭에서, 차트와 축의 이름을 편집하고, 설명을 

적는다.  

차트 등록정보를 정한 후, 차트 창에는 축값과 데이터를 반영한 차트가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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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종류에 대해 더 알아보기 

 

3) 차트 모양 바꾸기 

집합(aggregation)이 없는 차트는 같은 색상의 레이어 심볼을 사용한다. 묶여있거나 

복수의 시리즈(series)로 구성된 차트의 색상은 차트 등록정보 창에서 시리즈 

테이블 안의 심볼을 클릭해 변경할 수 있다.  

 

차트에 따라 사용되는 글꼴이나 심볼의 크기 등을 바꿀 수도 있다(산점도의 경우, 

점을 나타내는 심볼에 적용 가능). 이와 같은 차트 구성 변경은 차트 등록정보 창의 

형식 탭에서 가능하다. 차트 구성 옵션은 다음을 포함한다. 

 차트 테마 

 차트 제목, 범례 텍스트, 범례 제목, 설명 텍스트, 모든 텍스트, 축 제목, 축 

레이블, 안내선 레이블의 글꼴, 글꼴 스타일, 글꼴 크기, 색상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types-of-char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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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그리드·축의 색상, 너비, 라인 종류 

 

차트 모양 변경에 대해 더 알아보기 

 

3. 표로 나타낸 차트의 종류 

ArcGIS Pro 에서는 테이블자료의 여러 특징과 관계를 시각화 하는 다양한 종류의 

차트를 만들 수 있다. 테이블자료는 벡터나 피처 데이터 또는 독립형 테이블(standalone 

table)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분류와 양적 비교 

막대그래프 

 

카테고리별로 분류 가능한 데이터를 

요약·비교 할 때 사용한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와 비교 

산점도 

 

두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의 

변수를 x 축, 나머지 변수를 y 축에 

놓고 비교할 때 사용한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change-chart-appearance.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bar-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catter-plo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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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행렬 

 

이변수의 관계를 시각화하는 

산점도의 그리드를 만들 때 

사용한다.  

분포와 주기의 시각화 

히스토그램 

 

막대에 데이터를 그룹화함으로써 

수치 값의 분포를 보여주고, 

그룹화한 데이터들의 주기를 측정할 

때 사용한다.  

박스플롯 

 

사분위수를 이용해 수치 값의 

분포와 중심 집중 경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시각화하고 비교할 때 

사용한다. 

QQ plot  

 

두가지 수치 값의 분포나 하나의 

수치 값과 표준 정상 분포간의 

유사점을 찾을 때 사용한다. 

시간 또는 거리에 따른 변화의 시각화 

선형그래프 

 

시간이나 거리처럼 연속적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한다. 

Data clock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계절적 

또는 주기적 패턴 및 동향을 시각화 

할 때 사용한다. 

Calendar heat chart 

 

시간 데이터의 연도별, 주별 패턴을 

시각화 할 때 사용한다.  

Profile graph  

 

3D 폴리라인(polyline)의 고도 

변화를 시각화 할 때 사용한다.  

 

4. 래스터 차트의 종류 

아래 표기된 차트들을 사용해 래스터 데이터의 특징과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catter-plot-matrix.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histogram.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box-plot.htm#GUID-BF2C6A30-C32E-4D79-8144-B88C51710637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qq-plot.htm#GUID-24252B92-3FB4-400A-A20E-25C36BFFB910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lin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data-clock.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calendar-heat-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profile-graph.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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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거리에 따른 변화의 시각화 

시간적 

프로필(Temporal 

Profile)  

서로 다른 차원의 변수, 밴드, 수치 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동시에 시각화 할 

때 사용한다.. 

여러가지 이미지 피처의 스펙트럼 특징 분석 

스펙트럼 

프로필(Spectral 

Profile)  

이미지에서 관심있는 부분이나 배경 

피처(ground feature)를 선택하고, 전체 

밴드(band)의 스펙트럼을 검토할 때 

사용한다. 

상관관계 분석 

이미지 산점도 

 

이미지 밴드와 관심있는 

피처(feature)간의 연관성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분포와 주기의 시각화 

이미지 히스토그램 

 

서로 다른 이미지의 범위를 막대에 

그룹화하고, 그 그룹들의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밴드 픽셀값의 분포를 

시각화 할 때 사용한다. 

Temproal profile chart 생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tempo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tempo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tempo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pect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pect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spectral-profile-char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image-scatter-plot.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analysis/geoprocessing/charts/image-histogram.htm
https://pro.arcgis.com/en/pro-app/help/data/imagery/use-a-temporal-profile-chart-to-visualize-and-analyze-your-multidimensional-raster-data.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