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시보드 구축
대시보드 구축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Tableau에서 직접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대시보드 탭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작업 영역은 시트의
작업 영역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데이터 탐색기 대신 대시보드 패널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의 차원과 측정값 목록이 표시되는 대신 통합 문서의 시트 목록이 표시됩니다.
마우스오버하면 미리 보기가 나타납니다.
대시보드 크기
처음부터 대시보드의 용도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기 영역에 고정 크기, 자동,
범위의 3가지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 고정 크기 옵션은 사전 설정된 차원 목록 또는 사용자 지정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범위를 선택하면 대시보드 크기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옵션을 사용하면 대시보드가 사용 가능한 영역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미리 보기를 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기
디자이너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의 레이아웃과 시각적 디자인을 설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크기와 기기 등과
같은 사항을 처음부터 고려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뷰 추가
대시보드에 뷰를 추가하는 작업은 쉽습니다. 필드를 뷰에 드래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뷰를
대시보드에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트에서 숨겨져 있지 않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와 같은 관련 범례도 모두
표시됩니다.
첫 번째 뷰는 자동으로 대시보드 전체에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후의 모든 뷰는 화면의 특정
영역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대시보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마우스 버튼을 놓을 때 이 뷰가 위치할 영역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뷰를 맨 아래로 이동하면 범례가 있는 옆 패널을 포함한 너비 전체에 뷰가 표시됩니다. 범례의
경우 하이라이트 기능이 해당 색상 범례와 관련된 모든 시트에 적용됩니다.
이제 이 두 시트가 대시보드에 추가되었으며 대시보드 패널에서 두 시트 이름 옆에 체크 마크가
표시됩니다. 이는 시트가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대시보드에 개체 추가
개체 영역에는 레이아웃 컨테이너 및 텍스트 박스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개체는 모두 뷰처럼 대시보드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레이아웃 및 서식 지정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이 체크박스를 사용하여 대시보드의 제목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또는 시트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기가 표시됩니다.
시트 맞추기
여기 막대 차트에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시트에 있는 차트의 크기가 대시보드에서 표시되는
영역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전체 뷰를 표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므로 스크롤바가 없어지도록
대시보드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뷰 상단을 클릭하고 위로 드래그합니다. 이렇게 하면 누계 뷰의 크기가 조정되어 아래 뷰가
더 커집니다.
또는 막대 차트를 클릭하고 머리글의 메뉴 드롭다운에서 맞추기 > 전체 뷰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대시보드 동영상에서 이러한 여러 옵션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제목을 켜고 끄는 기능 등 메뉴에 제공되는 여러 기능을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례 및 필터
대시보드의 핵심 기능은 상호 작용 기능입니다. 다른 시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필드와
마찬가지로 시트도 더블 클릭하여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본 위치가 원하는 위치가 아닌 경우
언제든지 뷰를 클릭하고 머리글을 사용하여 위치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트의 경우 색상 범례와 필터가 표시되었습니다. 색상 범례를 클릭하여 대시보드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없는 필터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송 모드별로 필터링해야 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해당 필터가 관련되는 뷰를 클릭합니다.
• 메뉴 캐럿(^)을 클릭하면
• 필터 옵션이 나타납니다.
• 배송 모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필터가 대시보드에 표시되며 뷰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단일 값 목록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메뉴로 이동하여 범례를 선택한 다음 적절한 필드를 선택하여 범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필터
필터 하나를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함께 표시된 뷰에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 필터를 대시보드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하려면
• 메뉴를 열고
• '워크시트에 적용'에서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o 이 경우에는 '모든 관련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o 시장 필터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 이제 항목을 선택하면 뷰가 어떤 데이터 원본에서 구축되었는지 상관없이 전체
대시보드에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뷰가 대시보드의 필터 기능을 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머리글 표시줄을 표시하기 위해 뷰를 클릭하고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 이제 이등급 등의 머리글을 선택하면 모든 관련 뷰가 필터링됩니다.
결론
대시보드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Tableau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