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 집합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Tableau에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본의 데이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여러 시스템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에 재무 

데이터가 있거나 Amazon Redshift에 제품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다양한 환경에 존재할 수 

있지만 모든 데이터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서로 다른 파일인 Excel과 CSV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설명합니다.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플랫 파일만 사용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영업 데이터에 제품 ID만 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한 기타 정보가 없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SV 파일의 제품 데이터는 제품 ID, 범주, 하위 범주 및 제품 이름으로 구성된 단순한 테이블입니다.  

이 파일이 준비되면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품 ID의 영업 데이터로 제품 데이터를 

왼쪽 조인하면 관련된 각 영업 거래에 해당 제품 정보가 추가됩니다. 조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인 유형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으로 이 통합 데이터 원본을 만들기 위해  

• 영업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Excel을 클릭하고 영업 2016 파일을 엽니다. 

o 구분을 위해 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고 '영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 그런 다음 이 원본에 데이터 연결을 추가하겠습니다. 

o 툴바의 새 데이터 원본 버튼이 아니라 연결 영역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o 추가를 클릭하고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겠습니다. 

o 그런 다음 제품 2016을 엽니다. 

• 이 시트는 이미 캔버스에 추가되었습니다. 

o 시트 이름을 '제품'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 그런 다음,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데이터 원본 이름을 영업 및 제품 2016으로 바꾸겠습니다. 

• 동일한 데이터 원본 내에서 수행한 조인처럼 조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왼쪽 

조인을 선택하겠습니다.  

 



• 데이터가 제품 ID의 행 수준에서 조인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그리드에서 제품 정보(노란색)가 영업 데이터(파란색)의 각 행에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데이터 원본 사용 

이제 새로운 단일 데이터 원본이 생겼습니다.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 또한 데이터 패널에 단일 데이터 원본이 있지만 동일한 데이터 원본 내에서 수행된 조인처럼 필드가 

테이블별로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 필요한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 원본 테이블별 그룹화 대신 폴더별 

그룹화를 선택하는 등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하위 범주와 현재 범주에 대한 계층을 만듭니다.  

o 제품 ID와 제품 이름을 추가합니다. 

o 조인 절에 사용하기 위해 있었던 제품 ID를 CSV 테이블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 범주를 행으로 가져와 확장해 보겠습니다. 

• 영업을 열로 가져옵니다. 

• 그런 다음 주문 날짜별로 세분화합니다. 

통합 데이터 원본은 단일 원본의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혼합형과 달리 게시하고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Tableau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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