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 설명
도구 설명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Tableau 에서 직접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은 매우 강력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Tableau 의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필드가 도구 설명에 추가됩니다. 마크 위에 마우스 오버하면 기초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것도
유용하지만, 훨씬 더 유용하게 도구 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으로 스토리텔링
도구 설명에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도구 설명을 서식 지정할 때 기본값을 문장으로 바꿉니다. 이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해 말할 때, "2012 년 4 분기 기술 매출은 이러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구 설명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기 위해 도구 설명 선반을 클릭하여 도구 설명을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연도(주문 날짜를 잘라내어 붙여넣고, 뒤에 '의'를 입력합니다. Tableau 가 문자 그대로 연도-괄호-주문-날짜괄호가 아니라 그 마크에 대한 값, (연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드명에 꺽쇠괄호를 써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원하는 것을 여기에 붙여 넣겠습니다. ‘분기(주문 날짜)'를 가져오고 뒤에 '의'를 입력합니다. 필드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 삽입 메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뷰에서 사용된 것은 모두 여기에서 추가할 수
있으므로, '카테고리'를 추가하겠습니다. '매출은'이라고 쓰고, '합계(매출)'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본
레이블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되었네요.
매출 합계 앞에 미국 달러 기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필드 자체를 통화 값이 되도록 서식 지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뷰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도구 설명의 내용이 항상 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구 설명 선반을 다시 클릭하여 $<합계(매출)>을를 선택하고 글꼴 크기를 12 나 더
굵은 글꼴로 변경합니다. 뷰에는 없는 필드를 도구 설명 선반으로 가져옴으로써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크
카드에 있는 ’ 합계(수익)’ 앞에 도구 설명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도구 설명에서 쉼표, '수익은 $'를 추가하고
‘합계(수익)’을 삽입하고 뒤에 ‘이었습니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 선택
여기, 연간 배송 비용 및 배송 형태를 보여주는 막대 차트가 있습니다. 각 연도의 막대 차트는 분기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도구 설명을 가져와서 마우스를 움직여도 유지되도록 만들기 위해 클릭하면, 뷰를 만드는
데 사용한 불연속형 필드가 있는 한 그 도구 설명의 다양한 부분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표준 등급 주문을
하이라이트하거나, 2 분기의 모든 주문 또는 특정 연도의 주문을 하이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어디를 클릭할 수 있는지 직관적으로 모를 수도 있으므로, 도구 설명을 수정하여 아래에 댓글을
추가하겠습니다. "특성을 클릭하여 같은 값을 갖는 다른 마크를 선택하십시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범주로 선택 허용’ 상자를 선택 취소하면 됩니다.
명령 단추
아까 도구 설명을 고정하려고 클릭할 때 명령 단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마크에서 마우스를 잠시 떼거나 클릭하면 명령 단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단추를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직접 특정 마크나 마크 그룹을 유지 또는 제외하거나, 그룹 또는 집합을 만들거나, 마크를 구성하는 기초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단추는 여러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간혹 비주얼리제이션 사용자가 이러한 기능에 액세스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령 단추를 해제하려면, 도구 설명 선반을 클릭하고 '명령 단추 포함'을 선택 취소합니다.
또한 도구 설명 자체가 안 보이게 선택하거나 마크 위에 마우스오버할 때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설명 동작
이제 좀 더 기술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구 설명을 클릭하면 아래에 링크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작입니다. 동작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하이라이트, 필터링, 또는 URL 열기 등을 통해 비주얼리제이션과의 상호 작용을 향상시켜 줍니다. 뷰에서 직접
마크에 마우스오버하거나 마크를 클릭하여 동작을 실행할 수 있고, 지금 여기에서처럼 도구 설명에서 링크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작을 사용한 대시보드 상호작용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할 사항은 여기에서처럼 메뉴 동작의 도구 설명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링크가 없는 도구
설명 편집기에서가 아니라 동작에 의해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완전히 새 시트로 가게 됩니다.
조건형 도구 설명
여기에서 마우스를 여러 막대 위로 움직이면서 아래에 표시되는 주문 우선 순위를 살펴봅니다. 막대 차트의
색상과 동일하게 변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한 걸까요? 이 작업이 일부 도구 설명의 사용 방식처럼 아주
간단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요'에 한 필드, '높음'에 한 필드 등 자체 색상이 필요한 각 옵션에 대해 새 필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편집을 선택하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주문 우선 순위 필드가 '낮음'이면 주문 우선 순위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값이 없는 두 개의
따옴표만 반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 우선 순위가 '낮음'이 아니면, 계산은 아무 것도 반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세 개의 계산은 옵션만 다를 뿐 다 같습니다.
도구 설명으로 가면, 앞에서처럼 이 네 개의 주문 우선 순위가 여백 없이 바로 다음에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주문에 오직 하나의 주문 우선 순위만이 참이 될 수 있으므로, 거짓인 세 개는 값이 없고 참인 값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필드에 원하는 색상을 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색상 범례를 일치시키는 데 추가 색상 > 화면
색상 선택 메뉴를 사용했습니다.
결론
도구 설명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Tableau 사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