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영역

좌측메뉴
영역

통계분석을위한
자료창, 변수창, 그래프창, 문서창

영역



초등학교선택시, 제공메뉴

중학교선택시, 제공메뉴

고등학교선택시, 제공메뉴



좌측메뉴구성

대메뉴 소메뉴 메뉴설명

파일

새파일
통계분석관련새파일을생성함
(자료창, 변수창, 문서창, 그래프창초기화)

불러오기
DB에저장된통계분석자료, 예제자료, 엑셀형태로저장된로컬통계분
석자료를불러옴

저장하기
통계분석을 진행한 자료, 예제파일생성자료를 DB에 저장함(관리자기능), 
자료창데이터를엑셀파일로저장함

랜덤자료생성 자료창에무작위난수및정규분포데이터를생성함

변환

구간변환 특정변수값에구간설정후새로운변수값을정의함

변수계산 특정변수값에수식설정후새로운변수값을정의함

변수설정
변수창에대한내용을설정함
(변수명, 변숫값명, 변수설명, 단위, 변수형)

그래프

시뮬레이션
점, 히스토그램, 상자그래프, 줄기와잎그림을그리는과정을시뮬레이션
으로표현함

막대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막대그래프로표현함

원, 띠, 레이더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원, 띠, 레이더그래프로표현
함

점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점그래프로표현함

줄기와 잎 그림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줄기와잎그림으로표현함

히스토그램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히스토그램으로표현함

상자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상자그래프로표현함

꺾은선 분석변수및가로축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꺾은선그래프로표현함

워드 클라우드 분석및그룹변수정의후통계분석정보를워드클라우드로표현함

모션 분석변수및 X축, Y축정의후 통계분석정보를모션차트로표현함

버블차트 분석변수및 X축, Y축정의후 통계분석정보를버블차트로표현함

산점도 가로축, 세로축정의후 통계분석정보를산점도로표현함

통계

기초통계량 통계분석관련기초통계량정보제공

도수분포표 통계분석관련도수분포표정보제공

교차표 통계분석관련교차표정보제공

집계표 통계분석관련집계표정보제공

확률의 개념 확률을정의하는방법의이해



좌측메뉴구성

대메뉴 소메뉴 메뉴설명

표본추출
복원/비복원추출 자료창에서복원또는비복원추출

표본평균의 분포 표본평균의분포를그래프로표현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표및 그래프조회

이항분포 정규근사 이항분포과정규분포와의관계, 이항분포확률

추정과
검정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과신뢰구간추정

모비율의 추정 표본비율의분포를도표로표시하고신뢰구간추정

모평균 z검정 임계값과표본평균을비교하여기각및 인용여부도출

독립표본 T검정 독립적으로존재하는두집단간의평균차이를검정

대응표본 T검정 동일한표본을대상으로평균차이를검정

창열기

자료창 자료창활성화

변수창 변수창활성화

문서창 문서창활성화



상단메뉴구성



개인화서비스 옵션설정



파일 -새파일



파일 -불러오기



파일 -랜덤자료생성



변환-구간변환



변환-변수계산



변환-변수설정



그래프-시뮬레이션



그래프-막대그래프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원,띠,레이더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점그래프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줄기와잎그림

분석 변수만 있을 때(한쪽형)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양쪽형)



그래프-히스토그램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상자그래프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그래프-꺾은선그래프

혼합형 X, 가로축 변수 O 혼합형 O, 가로축 변수 O



그래프-워드클라우드



그래프-버블차트



그래프-모션차트



그래프-산점도



그래프-변수필터링



그래프-출력후색상수정기능



통계-기초통계량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통계-도수분포표

분석 변수만 있을 때 분석 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통계-교차표

행변수, 열변수만 있을 때 행변수, 열변수와 그룹 변수가 있을 때



통계-집계표



통계-확률의개념

동전

주사위

베르누이시행



표본추출-복원/비복원추출



표본추출-표본평균의분포

정규분포 이항분포



분포-이항분포



분포-이항분포정규근사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정규분포를 이용한 이항분포 확률 구하기



추정과검정-모평균의추정



추정과검정-모비율의추정



추정과검정-모평균 z검정



추정과검정-독립표본 T검정



추정과검정-대응표본 T검정



활용가이드

데이터시각화 – 그래프 그리기



활용가이드

통계분석



활용가이드

고등수학의이해
고등수학 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