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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명이 데이터를 추적 및 정렬하고 다양한 재무, 수학 및 통계 작업을 수행하는 데 Microsoft Excel을 

사용합니다. Excel은 데이터 수집에 매우 적합한 리소스이며, 분석 툴킷에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Excel은 데이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에, Tableau는 유연한 응답형 분석 기능을 통해 데이터 수준을 

한 차원 더 발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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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Excel에 저장하십니까? 
Tableau에서 그 데이터를 결합하여 통합하십시오.

전통적인 스프레드시트 도구인 Excel은 데이터의 모든 세부 정보를 추가, 수집,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별 

통합 문서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스토리를 파악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데이터를 찾느라 헤매다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어느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 또는 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Excel에 저장해 둔 데이터에 데이터 스토리의 일부만 있고 나머지는 다른 도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Excel이 데이터 저장에 뛰어나다면, Tableau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개의 

워크시트나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와 Excel에 저장된 것이 아닌 데이터까지도 결합합니다. 하위 테이블, 워크시트, 

통합 문서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한곳에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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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의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하십니까? 
대신 Tableau를 사용하여 차트를 작성하고 인사이트 있는       
비주얼리제이션도 구축하십시오.

Excel은 효율적인 스프레드시트 도구답게 숫자 위주로 작동합니다. 숫자는 원시 데이터이며 구체적이긴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서 여러 행을 보는 일은 결코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상사, 상사의 상사도 모두 숫자를 신뢰합니다. 숫자를 피벗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차트를 만들 수 있지만, 자세한 후속 질문을 하는 데는 Excel 같은 도구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cel에서는 분석 결과를 가장 잘 표시하는 차트를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모든 유형의 분석에 대해 이 정도의 예지력이 있을까요? 어떤 차트를 사용할지 올바로 

결정했다고 생각한 후에도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분석에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차트 결과가 기대와는 다르거나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ableau는 정적인 차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분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훨씬 전체적인 데이터 뷰를 제공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수준의 세부 정보나 복잡한 분석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데이터 시각화를 조정할 수 있어서 

모든 각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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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데이터를 차트나 그래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자신에 맞는 최적의 차트와 그래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계와 비즈니스 전문가 모두가 선호하는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은 새 데이터 및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입니다. 자연히, 새롭고 관련성 높은 비주얼리제이션을 촉진합니다. 결과를 표시할 때 차트보다는 분석을 

강조함으로써, 답변 예상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데 더 주력할 수 있습니다.

Choosing charts and graphs in Excel? 
Build charts and even more insightful visualizations with Tableau

Like a good spreadsheet tool, Excel is oriented around numbers. Numbers are raw and straight 

to the point, but seeing rows in a spreadsheet isn’t a very compelling way to dig into the data or 

present your analysis. 

You trust the numbers, your boss trusts the numbers, and your boss’s boss trusts the numbers. 

You can pivot your numbers to create charts that visually represent the results of your analysis, 

but asking follow-up questions is where a tool like Excel can fall short. 

In Excel, you need to have a reasonable idea about the answers to your questions before deciding 

which chart best displays the results of your analysis. Who has this level of foresight for all 

types of analysis? Even after you think you’ve made the right decision about which chart to 

use, the data might have changed; there might be additional information available to help with 

your analysis; or the results of your chart don’t look the way you expect, or answer the question 

properly. In cases like this, you often have to start over. 

Tableau moves beyond static charts by making your analytics visual, facilitating a more holistic 

view of your data. You can effortlessly adjust visualizations of your data so you can freely 

explore each angle—without needing to be intimately familiar with spreadsheet-level details or 

complicated analyses.

Ultimately, your data informs the best chart and graph choices—not the other way around. 

Tableau visualizations, loved by academics and business professionals alike, are optimized to 

handle new and changing data. They naturally promote fresh and relevant visualizations. By 

putting emphasis on the analysis rather than on the chart to display your results, you can focus 

less on predicting the answers and focus more on asking the right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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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에 Excel을 사용하십니까? 
Tableau를 사용하여 계산은 물론 더 다채로운 분석을 해보십시오.

Excel의 수식이나 LOOKUP, SUM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많은 데이터 기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간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신속하게 한 차원 더 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Tableau는 스마트한 계산 언어 외에도 데이터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으로 제시하는 기본 제공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선 마음대로 데이터 탐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값을 신속하게 찾아 분리해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며, 추세를 보고 미래를 모델링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누군가가 실수로 수식을 삭제하여 수주 또는 수개월의 작업이 손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au는 절대 원래 데이터 원본을 덮어쓰지 않으므로 데이터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궁금한 사항을 모든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새롭고 놀라운 인사이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Using Excel for calcs? 
Try Tableau for calcs and even richer analytics

You can use Excel’s formulas and functions, like LOOKUP or SUM, to perform a number of 

calculations on your data. And while it’s important that these tasks be convenient, you might find 

yourself needing to take your analysis to the next level—and fast. 

In addition to a smart calculation language, Tableau has a number of built-in features to help you 

get your data in a structure and format you and others can use. These analytics allow you and 

others to explore data at will. Quickly reveal and isolate outliers, discover hidden patterns, show 

geographical locations, see trends, and model the future so you can anticipate results. 

With Tableau, you can analyze your data without worrying about your data becoming corrupt, or 

losing weeks or months of work because someone accidentally deleted one of your formulas. Your 

data is safe, because it never writes back to your original data source. Tableau lets you find every 

angle of inquiry, effortlessly and organically asking questions and letting the answers lead you to 

new and amazing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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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 보고서를 공유하십니까? 
Tableau를 사용하여 공유하고 협업을 시도해 보십시오.

Excel에서는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인쇄된 보고서나 PDF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후속  

질문을 하거나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거나  

Excel 스프레드시트로 협업하려면 일정 수준의 추가 구성과 주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타사 플러그인도 필요합니다.

Tableau에서는 조직의 분석 주기에 필수적 단계로서 협업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나 

협업을 위한 추가적 구성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Server 및 Tableau Online의 경우, 데이터를 중앙 

집중식으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게시하고 협업에 참여할 사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Sharing Excel reports?  
Try sharing and collaborative exploration with Tableau

When it comes time to share the results of your analysis in Excel with others, you can share 

a physical report or PDF. But what if you want to allow others to ask follow-up questions and 

interact with the data? Sharing or inviting others to collaborate on your Excel spreadsheets 

requires a level of additional configuration, precautions, and sometimes even third-party 

plugins. 

With Tableau, collaboration is built in as an integral step in your organization’s cycle of analytics. 

There are no additional configurations or add-ons required to share or collaborate with data. 

With Tableau Server and Tableau Online, your data is centrally available on the web. Simply 

publish and share visualizations and dashboards with the people you want to collaborat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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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cel과 Tableau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정적인 스프레드시트와 차트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데이터를 통한 대화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탐색, 인사이트, 상호 작용 

환경을 경험해 보십시오.

데이터를 Excel에 저장하신다면, Tableau를 사용해 모두 통합해 보십시오. 어떤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할지 선택하기 

어렵다면, Tableau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화형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하십시오. 계산 식을 작성하는 데 

지쳤다면, Tableau의 끌어 놓기 분석을 사용하여 더욱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십시오.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대신, Tableau를 사용하여 공유 데이터 및 대시보드를 통해 협업하고, 반복 및 탐색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에 빠른 답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업하거나, 분석 결과를 회사 전체에 제공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Tableau는 데이터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거나 Tableau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해 보십시오.

Tableau 정보 
Tableau는 완전하고 통합된, 기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분석 플랫폼으로서, 사람과 조직이 한층 더 데이터 

기반이 되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는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Windows나 Linux 상관없이 기존 기술 투자를 

활용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환경이 변화하고 성장함에 따라 확장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데이터와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스프레드시트에서 수행할 수 없는 5가지 작업

분석가를 위한 Tableau 페이지

Tableau 블로그

Tableau 커뮤니티 참여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5-things-your-spreadsheets-cant-do
https://www.tableau.com/ko-kr/tableau-analysts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
https://www.tableau.com/ko-kr/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