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라인
참조 라인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Tableau에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라인은 말 그대로 뷰에 참조 요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조 구간이나
상자를 추가하여 뷰의 특정 영역이나 분포에 음영을 넣고 동일한 차트에 여러 참조
라인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라인 추가
뷰에 참조 라인을 추가하는 작업은 간단합니다. 분석 탭을 클릭하여 드래그 앤 드롭
옵션 목록을 표시합니다. 참조 라인을 선택하고 테이블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뷰의 특정 마크를 선택하는 경우 해당 마크에 대한 참조를 일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참조 라인이 업데이트됩니다.
참조 라인 옵션
라인을 실행 취소하고 패널을 선택하여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표시되는 내용이 마음에 드는 경우 이 대화 상자를 닫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 요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분석 패널에는 상단에 있는 것과 동일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참조 라인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옵션과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는 패널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 테이블 또는 셀별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테이블을 클릭하면 평균 라인이 범주별 1개씩이었던 3개의 다른
라인에서 전체 테이블에 대한 단일 평균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인 자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수익 중앙값 라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값에서는 라인이 참조할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뷰에 매출과 수익이
둘 다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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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기본 집계는 평균이지만 다른 모든 옵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값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블입니다. 여기서 라인에 레이블로 표시할 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없음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o

값은 측정값의 값 집계가 표시되므로 수익의 실제 중앙값입니다.

o

계산은 측정값의 집계가 의미하는 것을 표시하므로 여기서는 '중앙값
수익'이라는 하겠습니다.

o

사용자 지정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는 삽입할 수 있는 필드를 표시합니다.



<값>: <필드명>의 <계산>을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을 클릭해야 하는데 실수로 확인을 클릭했습니다. 대화 상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조 라인 자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마크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서식을 클릭하면 라인의 두께, 색상
및 스타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라인에 대한
몇 가지를 제어할 수 있으며 점선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조 라인


상수 라인은 여기 분석 패널에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o

여기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500,000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참조 라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서식 지정 옵션이 제공되지만 서식
> 참조 라인에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편집 및 참조 라인에 대한 삭제 옵션을
표시하거나, 다른 참조를 추가하거나, 참조 라인의 필드가 뷰의 주요 측정값이 아닌
경우 필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 표시에서 만든 뷰를 수정할 때
유용합니다.
라인, 구간, 분포 및 상자
분석 패널에서 라인, 구간, 분포 또는 상자그림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라인은 라인별 단일 값으로 표시되는 상수 또는 계산된 값입니다.

2



구간은 마크 뒤에 있는 상수 또는 계산된 값 사이의 영역에 음영을
지정합니다.



분포는 음영 그라데이션을 추가하며 불릿 차트 등에 유용합니다.



상자그림은 사분위수와 수염(whisker)을 표시합니다.

참조 구간
참조 구간을 설정할 때 이 참조 구간을 패널로 가져옵니다. 라인과의 차이점은 상한
및 하한 기준이 될 두 개의 값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값은 최소값 및
최대값이지만 중앙값 및 평균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에 대한 라벨을
없애겠습니다.


이제 두 측정값에 대한 집중도에 크게 차이가 있고 데이터가 치우친
세그먼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조 분포
참조 분포는 모든 참조와 마찬가지로 테이블 전체로 분산하거나 패널 또는 셀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포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옵션 및 참조 분포의 레이아웃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조선, 구간, 분포 및 박스' 온라인 도움말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조 분포는 불릿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불릿 그래프는 자동 표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참조 라인와 분포를 조합합니다.
상자그림
상자그림은 간단하게 통계적 분포를 표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수염을 두 사분위수 간 범위의 1.5배 영역 또는 최대값 및 최소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조정하여 상자그림 아래의 데이터를 숨기고
상자와 수염의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o

예를 들어 유리 스타일을 선택하고 선 굵기를 가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자그림은 자동 표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상자그림에 포함할 필드를 선택한 다음 자동 표시를 사용하여 단일
클릭 상자그림을 만듭니다. 결과는 참조 라인 메뉴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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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선
Tableau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옵션에는 하강선이 있습니다. 하강선은 축에 값을
표시하는 점에서 참조 라인과 유사하지만, 하강선은 뷰의 마크에 묶여 있습니다.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하강선 > 하강선 표시를 선택하여
하강선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요소를 선택하면 해당 마크 값에 대해 양 축의 하강선이 표시됩니다.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시 클릭하고 하강선 > 하강선 편집을
선택하여 하강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o

하강선을 항상 표시하거나 마크가 선택되었을 때만 표시하도록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마크가 있는 경우 하강선을 항상 표시하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o

라인을 하나 또는 두 축 모두에 표시할지 여부

o

그리고 값에 레이블을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크를 클릭하면 Y축에 레이블이 추가된 하강선이 표시됩니다.

하강선은 여기서와 같이 막대 차트, 선 그래프 등의 다른 차트 유형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참조 라인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디맨드 교육
동영상을 통해 Tableau Desktop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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