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s-on steps (이럴 땐 이런 시각화) 

1. 막대그래프 

 

1) 측정값의 ‘매출’ 더블 클릭 

2) 차원의 ‘제품 대분류’를 열로 드래그 & 드랍 

3) 차원의 ‘제품 중분류(그룹)’을 열의 ‘제품 대분류’ 알약 오른쪽 옆에 드래그 & 드랍 

4) 툴바에서 ‘내림차순 정렬’ 클릭 

5) 툴바에서 ‘행과 열 바꾸기’ 클릭 

6) 측정값의 ‘수익’을 캔버스의 막대 그래프로 드래그 & 드랍  

7) 수익이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들어간 것을 확인 

8) 차원의 ‘지역’을 열의 매출 앞으로 드래그 & 드랍 

9) 차원의 ‘주문일자’를 필터 카드로 드래그 & 드랍 

10) 필터 필드 창에서 ‘년' 클릭하고, ‘다음’ 클릭 

11) ‘2018’ 체크 후, ‘확인’ 클릭 

 

  



2. Bar-in-Bar 

 

1) 측정값의 ‘매출목표’를 열의 ‘합계(매출)’ 알약 오른쪽 옆에 드래그&드랍 

2) 매출목표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이중 축’ 클릭 

 

3) 매출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축 동기화’ 클릭 

 

4) 마크 카드의 ‘전체’에서 마크 형태를 ‘막대’로 변경 

 



5) 마크 카드의 ‘합계 (매출)’ 에서 ‘크기’를 클릭하여 크기를 작게 조정 

6) 측정값의 ‘매출목표달성?’을 마크 카드 ‘합계 (매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7) 매출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맨 앞으로 마크 이동’ 클릭 

 

8) 차원의 ‘주문 일자’를 ‘합계(매출)’ 알약 앞으로 드래그 & 드랍 

 

  



3. 불릿 그래프 

 

1) 화면 오른쪽 상단의 ‘표현 방식’을 활성화 

2) 차원에서 ‘제품 대분류’ 클릭  

3)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중분류 (그룹)’ , 차원의 ‘매출’, ‘매출목표’ 클릭  

4) 표현 방식 창에서 ‘불릿 그래프’ 선택 

 

5) 매출 축에서 ‘참조선 편집’ > ‘60%,80%/평균 매출목표’ 클릭 

 

6) 계산의 ‘값’ 클릭 

7) 비율에 50,75,90 입력 



 

8) 서식 지정의 ‘채우기’ 클릭 

9) ‘연한 파란색 노란색’ 클릭  

10) ‘확인’ 클릭   

11) 측정값의 ‘매출목표달성?’을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12) 차원의 ‘주문 일자’를 ‘합계 (매출)’ 알약 앞으로 드래그 & 드랍 

  

  



4. 맵 

 

1) 차원의 ‘국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2) ‘지리적 역할’ 에서 ‘국가/지역’ 선택 

 

3) ‘시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 ‘지리적 역할’ 에서 ‘시/도’ 선택 

4) ‘시군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 ‘지리적 역할’ 에서 ‘시군구’ 선택 

5) ‘지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지리적 역할’ > ‘만들기 원본’  > ‘시도’ 클릭 



 

6) ‘국가’ 더블 클릭 

7) 마크 카드의 상세 정보 ‘국가’에서 플러스 기호 클릭  

 

8) ‘시군구’ 수준까지 플러스 기호 클릭 

9) 측정값의 ‘수익’을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10) 차원의 ‘제품 중분류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필터 표시’ 클릭 

 

 

 



11) 화면 오른쪽의 제품 중분류 (그룹) 필터 에서 아래 삼각형 클릭 

 

12) ‘단일 값(목록)’ 클릭 

13) 제품 중분류(그룹) 필터에서 ‘탁자’ 선택 

14) 차원의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필터 표시’ 클릭 

15) 화면 오른쪽의 년(주문 일자) 필터 에서 아래 삼각형 클릭 

16) 단일 값(슬라이더) 클릭  

17) 년(주문 일자) 필터에서 ‘2018’ 값 선택 

  



5. 맵이 최선인가? 

 

1)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행에 있는 ‘시군구’를 필터 카드로 드래그 & 드랍 

2) 필터 [시군구] 창에서 ‘상위’ 클릭  

3) ‘필드 기준’ 클릭 

4) ‘하위’ 선택 후, ’수익’ 클릭    

 

5) 확인 클릭 

6) 툴바의 ‘오름차순’ 클릭 

  



6. 맵 with 버블 

 

1) 측정값의 ‘매출’을 ‘크기’로 드래그 & 드랍 

2) 마크 카드에서 크기 클릭 후, 사이즈 크게 조정 

3) 마크 카드에서 색상 클릭 후, 투명도 조정 및 테두리 설정   

  



7. 라인 차트 

 

1) 측정값의 ‘매출’ 더블 클릭 

2) 차원의 ‘주문 일자’ 더블 클릭 

3) 열에 ‘년(주문일자)’와 ‘월(주문 일자)’ 수준으로 보기 

4) 측정값의 ‘수익’을 행의 ‘합계(매출)’ 알약 옆으로 드래그 & 드랍 

5) 행의 ‘합계(수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6) ‘퀵 테이블 계산’에서 ‘누계’ 클릭 

7) 행의 ‘합계(수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8) ‘테이블 계산 편집’ 클릭 

9)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에서 ‘패널(옆으로)’ 선택 후, 테이블 계산 창 닫기 

10) 합계(수익)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영역’으로 변경 

11) 합계(수익) 마크 카드에서 색상을 초록색으로 변경 

12) 차원의 ‘제품 중분류 (그룹)’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필터 표시’ 클릭 

13) 제품 중분류(그룹) 필터에서 ‘탁자’ 선택 

14) 차원의 ‘고객세그먼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필터 표시’ 클릭 

15) 화면 오른쪽의 고객세그먼트 필터 에서 아래 삼각형 클릭 > 단일값(목록) 클릭 

16) 고객세그먼트 필터에서 값 변경하면서 데이터 확인 

 



8. 라인 차트가 최선인가? 

 

1) 열의 ‘일(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2) 첫번째 섹션의 자세히 > 요일 클릭 

 

3)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막대’ 선택 

4) 차원의 ‘주문 일자’를 ‘합계(매출)’ 알약 앞에 드래그 & 드랍 

5) 차원의 ‘주문 일자’를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9. 파이차트 

 

1) 화면 오른쪽의 ‘표현 방식’ 활성화 

2) 차원의 ‘제품 대분류’ 클릭  

3)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측정값의 ‘매출’ 클릭 

4) 표현 방식에서 ‘파이 차트’ 선택 

5) 차원의 ‘지역’을 열로 드래그 & 드랍 

6) 툴바의 ‘내림차순’ 클릭 

7) 차원의 ‘매출’을 레이블로 드래그 & 드랍 

8) 마크 카드에서 합계(매출) 레이블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9) ‘퀵 테이블 계산’에서 ‘구성 비율’ 선택 

10) 마크 카드에서 합계(매출) 레이블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1) ‘테이블 계산 편집’ 클릭 > ‘셀’ 선택 > 테이블 계산 닫기 

12) 마크 카드에서 합계(매출) 레이블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3) ‘서식’ 클릭 

14) 화면 왼쪽의 패널에서 기본값의 숫자 형식을 백분율로 선택 > 소수 자릿수 1  

  



10.  맵 with 파이 

 

1)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파이 차트’로 변경 

2) 측정값의 ‘매출’을 마크 카드의 ‘크기’로 드래그  

3) 측정값의 ‘매출’을 마크 카드의 ‘각도’로 드래그 

4) 차원의 ‘제품 대분류’를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5) 마크 카드에서 ‘크기’ 클릭 후, 크기 크게 조정 

6)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위도(생성됨)’을 선택 후, 드래그 하여 기존 위도(생성됨)옆으로 드랍 

7) 위도 생성됨(2)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맵’으로 변경 

8)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대분류, 합계(매출) 크기, 합계(매출) 세부 정보 선택 후 제거 

9) 측정값의 ‘수익’을 색상으로 드래그 

10) 행의 두번째 위도(생성됨)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11) ‘이중 축’ 클릭 

12) 두 번째 위도(생성됨)을 첫 번째 위도(생성됨) 앞으로 드래그 

  



11. 누적 막대 

 

1) 차원의 ‘제품 대분류’를 색상으로 드래그 

2) 행의 ‘합계(매출)’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3) ‘퀵 테이블 계산’에서 ‘구성 비율’ 클릭 

4) 행의 ‘합계(매출)’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5) ‘테이블 계산 편집’에서 ‘테이블(옆으로)’ 사용하여 계산 

6)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열의 ‘합계(매출)’을 마크 카드의 레이블로 드래그 

  



12. 트리맵 & 버블 

 

1) 오른쪽 화면의 ‘표현 방식’을 활성화 

2) Ctrl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 대분류’, ‘제품 중분류’, ‘매출’, ‘수익’ 선택 

3) ‘표현 방식’에서 ‘트리맵’ 선택 

4) 차원의 ‘주문 일자’를 행으로 드래그 & 드랍 

5)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원’으로 변경 

6) 마크 카드에서 제품 대분류 레이블 제거 

7) 툴바에서 ‘행과 열 바꾸기’ 클릭 

  



13. 워터폴차트 

 

1) 행의 ‘합계(수익)’ 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2) ‘퀵 테이블 계산’ 에서 ‘누계’ 선택 

3) 분석 탭에서 ‘총계’ 추가 

4)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간트 차트’ 선택 

5) 측정값의 ‘수익’을 마크 카드의 ‘크기’로 드래그 & 드랍 

6) 마크 카드의 합계(수익) 크기를 더블 클릭 

7) SUM([수익]) 앞에 – 입력 

 

8) 측정값의 ‘수익’을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14. 분산형차트 

 

1) 측정값의 ‘매출’ 더블 클릭 

2) 측정값의 ‘수익’ 더블 클릭 

3) 차원의 ‘고객명’을 마크 카드의 ‘세부 정보’로 드래그 & 드랍 

4) 마크 카드의 마크 형태를 ‘원’으로 선택 

5) 툴바의 ‘행과 열 바꾸기’ 클릭 

6) 차원의 ‘제품 중분류 (그룹)’을 필터 카드로 드래그 & 드랍 

7) ‘탁자’ 선택 후 ‘확인’ 클릭 

8) 차원의 ‘할인율’을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15. 하이라이트 

 

1) 차원의 ‘고객세그먼트’를 열로 드래그 & 드랍 

2) 차원의 ‘제품 중분류(그룹)’을 열로 드래그 & 드랍 

3) 마크 카드에서 마크 형태를 ‘사각형’으로 변경 

4) 측정값의 ‘수익’을 마크 카드의 ‘색상’으로 드래그 & 드랍 

5) 측정값의 ‘수익’을 마크 카드의 ‘레이블’로 드래그 & 드랍 

  



16. 히스토그램 

 

1) 오른쪽 화면의 ‘표현 방식’을 활성화 

2) 측정값의 ‘할인율’을 클릭 

3) ‘표현 방식’에서 ‘히스토그램 뷰’ 선택 

4) 차원의 ‘제품 대분류’를 색상으로 클릭 

5) 행의 ‘카운트(할인율)’을 마크 카드의 ‘레이블’로 드래그 & 드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