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가이드 
 

I. 데이터 연결 

데이터 연결 파트는 데이터 베이스 구성, 추가 데이터 파일 준비 등이 필요하여 실습 환경 구성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내용별로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1. 데이터를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 

1) 윈도우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Tableau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 

2)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복사한 경우(Ctrl-C), 붙여넣기(Ctrl-V) 를 사용하여 연결 가능 

3) 다중 값(사용자 지정 목록) 필터의 경우, 클립 보드의 리스트를 붙여 넣기로 사용 가능 

 

2. 데이터 원본 바꾸기, 참조 바꾸기 

메뉴 화면 캡쳐 

 



3. 추가 데이터 연결 시 DB암호 입력 최소화 하기 

데이터 원본 복제를 사용하면, 매번 암호 입력 없이 테이블만 변경 가능 

 

 

4. twbx에서 데이터 추출 하기 

1) twbx 파일의 확장자를 zip으로 변경 

2) 확장자를 변경한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twb파일과 함께 data 폴더 아래에서 원본 파일을 

확인 가능 
 

 

 

 

 

 

 

 

 

 



 

II. 시각적 분석 

1. 표 그리기 

 
표를 그리는 다양한 방법은 

- 데이터 창에서 항목 다중 선택 후 “표현 방식” 의 텍스트 테이블 사용 

- 차원 값부터 더블클릭 하여 표를 구성 

- 측정값을 드래그 하여 “표현 방식” 아이콘이 표시되는 위치에 드랍 

 



 

1) 분석 탭에서 “총계”를 드래그 하여 “소계” 를 추가 

2) 측정값 선반에서 “합계(매출)”을 마우스 우 클릭하여 “총계에 다음의 계산 표시(자동)” – “숨

기기” 선택,  “합계(수익)”에도 동일하게 조정 

3) “총계”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열 총계를 맨 위로” 선택 

4)  “총계”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서식…” 선택, 이후 서식 창에서 “총계” 섹션의 레이블

을 지워서 공백으로 만들기 

  



2. 선택 행 강조 – 집합 작업 version 

 
1) 데이터 탭의 “시도”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만들기” – “집합” 선택 

2) 이름을 “시도 Set” 으로 입력하고, “모두 사용(U)”를 클릭하고 “확인” 버튼 클릭 

3) 데이터 탭의 “제품 중분류”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만들기”-“집합” 선택 

4) 이름을 “제품 중분류 Set”으로 입력하고, “모두 사용(U)”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클릭 

5) 데이터 탭의 “선택행열”계산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주석(//) 을 제거하고 이미 입력

되어 있던 0 값을 지워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저장 

if [시도 Set] or [제품 중분류 Set] then 1 else 0 END 

6) “선택행열” 항목을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드래그하고 마크 유형을 “사각형” 으로 선택 

7) 상단 메뉴바에서 “워크시트”-“작업…” 클릭 

8) “작업 추가(A)>” – “집합 값 변경(S)” 를 클릭하여 대상 집합을 “시도 Set”으로 선택하고, “집

합 값 유지(K)” 선택 후 “확인” 클릭 

(다음 페이지 화면 캡처 참조) 



 

9) 8) 스텝을 반복하여 “제품 중분류 Set”에 대해서도 설정 

10) 필요 시 색상을 “사용자 지정 다중” 으로 변경하고, 0일 경우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 

  



3. Y축 이름 가로로, 열 머리글을 상단으로 

 
1) 행 선반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2) “매출” 입력 

 
3) Y축을 더블 클릭하여 축 제목에서 “매출”을 삭제 

4) 상단 메뉴바에서 “분석”-“테이블 레이아웃(B)”-“고급(A)…” 선택 

5) 옵션에서 “세로 축이 있을 때 보기 하단에 가장 안쪽 수준 표시” 항목 체크를 해제 하고 “확

인” 클릭 

 



4. 줌 인/아웃 

 

 
1) 라인 차트 좌측의 “매출_스케일조정” 축을 더블 클릭 

2) “0 포함” 옵션을 선택 해제 

 
  



5. 밀집된 데이터를 분산 시켜 표현하기 – 흩뿌림(Jittering) 

 
1) 열 선반에서 더블 클릭 

2) random() 입력 하고 엔터 

 
3) 분석 탭에서 “박스 플롯”을 드래그 하여 화면 중앙으로 이동한 후, 합계(Median) 항목에 드

랍 

 



4) 박스 플롯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편집…” 클릭 후, “기초 마크 숨기기(이상 값 제외)(H)” 

체크 하고 확인 

   
 

  



6. 마크 레이블을 컨트롤 – 선택 마크만 레이블 표시, 라인 끝에만 

레이블 표시하기 

 

1)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하는 항목을 Ctrl + 마우스 클릭으로 다중 선택 

2) 마우스 우 클릭하여 “마크 레이블” – “항상 표시” 선택 

3) 마크 카드의 “레이블” 클릭 

4) “마크 레이블 표시” 체크, “최소/최대” 클릭, 필드에서 “월(배송 일자)” 선택 

 
5) 데이터 탭에서 “매출” 을 드래그 하여 마크 카드의 레이블에 드랍 



7. 서식 초기화 

 

 
1) 라인 차트 Y축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서식…” 선택 

2) 기본값의 “글꼴:” 에서 마우스 우 클릭 

3) “지우기” 선택 

4) 라인 차트 X축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서식…” 선택 

5) 화면 하단의 “지우기” 클릭 

 

  



8. 여러 항목으로 색상 설정 

 

다수의 차원을 색상으로 사용 

1) 행 선반의 “고객 세그먼트”, “제품 중분류” 알약을 Ctrl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 

2)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드롭 

 

다수의 측정값을 색상으로 사용 

3) 마크 카드 색상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 “제품 중분류”를 제거  

4) 데이터 탭의 “수익” 을 드래그 하여 “매출” 축에 드랍 

 



5) 행 선반의 “측정값 이름”을 열 선반으로 이동 

6) 열 선반의 “측정값” 알약을 Ctrl+드래그 하여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드랍 

7) 색상으로 할당된 “측정값” 알약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별도의 범례 사용” 선택 

(다음 페이지의 화면 캡쳐 참조) 

 

 
  



9. 영역차트 +/- 색상 설정 

 

1) 행 선반의 “합계(수익) △”을 Ctrl+드래그 하여 복제 

 
2) 상단 영역 차트의 Y축에서 더블 클릭 

3) 축 편집 창에서, 범위를 “고정” 으로 변경하고 시작 값을 0으로 변경 

 



4) 하단 영역 차트의 Y축을 더블 클릭하여 범위를 “고정” 으로 변경하고 끝을 0으로 수정 

5) 마크 카드의 마지막 마크 카드에서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조정 

 
  



10. 영역 차트 윤곽선 표시하기 

 

1) 행 선반의 “합계(매출)” 을 Ctrl+드래그 하여 행 선반에 복제 

2) 마크 카드의 “합계(매출) (2)” 카드에서 마크 유형을 “라인” 으로 변경 

 
3) 행 선반 우측의 “합계(매출)”을 우 클릭하여 “이중 축” 선택 

 

  



11. 도넛 차트 

 

 

1) 열 선반에서 더블 클릭하여 항목 생성 

2) 0입력하고 엔터 

 
3) 생성된 열 선반의 “합계(0)”을 Ctrl+드래그 하여 열 선반에 복제 

4) 복제된 두번째 “합계(0)”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이중 축” 선택 

5) “합계(0) (2)” 마크 카드에서 색상에 할당된 “제품 중분류” 를 제거하고, 색상을 클릭하여 흰

색으로 설정 

6) “합계(0) (2)” 마크 카드의 “크기” 를 클릭하여 좀 더 작은 크기로 조정  

 

  



12. 아령 차트 

 

1) 데이터 탭의 “제품 중분류” 를 드래그 하여 행 선반에 드랍 

2) 측정값 “2017년 매출” 을 드래그 하여 열 선반에 드랍 

3) 측정값 “2018년 매출” 을 드래그 하여 바차트의 x축인 “2017년 매출” 축에 드랍 

 
4) 행 선반의 “측정값 이름” 알약을 드래그 하여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드랍 

5) 열 선반의 “측정값”을 Ctrl+드래그 하여 열 선반에 복제 

  



6) 열 선반의 두번째 “측정값” 알약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이중 축” 선택 후 축에서 우 클릭

하여 “축 동기화” 

 
7) “측정값” 마크 카드의 마크 유형을 라인으로 변경 하고, 색상에 할당되어 있는 “측정값 이

름”을 “경로” 로 이동 

 

  



13. 점선 라인 차트 

 

1) 열 선반의 “월(주문 일자)” 를 Ctrl+드래그 하여 페이지 선반에 드랍 

2) 마크 선반에서 마크 유형을 “원” 으로 변경 

 
  



3) 페이지 카드에서 “기록 표시” 를 클릭하여 전체, 추적 선택 후 서식을 점선으로 선택 

      
  



14. 달력 그리기 – 전체 날짜가 다 없는 경우 

 

1) 데이터 원본을 “6. 달력 그리기 – 영업 실적 (2018년 12월 일부)” 를 선택 

2) 차원의 “주문 일자” 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 하여 열 선반에 드랍 

3) 필드 놓기 창에서 “# 요일(주문 일자)”를 선택하고 확인 

4) 차원의 “주문 일자” 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 하여 행 선반에 드랍 

5) 필드 놓기 창에서 “# 주(주문 일자)” 를 선택하고 확인 

6) 차원의 “주문 일자” 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드래그 하여 마크 카드의 레이블에 드랍 

7) 필드 놓기 창에서 “#일(주문 일자)” 선택하고 확인 

8) 마크 선반의 레이블을 클릭하여 맞춤을 좌측, 상단으로 변경 

 



9) 측정값의 “매출” 을 드래그 하여 마크 카드의 색상에 드랍 

10) 마크 선반의 마크 유형을 “사각형” 으로 변경 

11) 2018년 12월 1일 ~ 31일까지 날짜가 리스트 되어 있는 데이터 준비 

 
12) 화면 하단의 “데이터 원본” 클릭하여 데이터 원본 편집 화면으로 이동 

13) 준비한 12월 1일~31일 데이터를 드래그 & 드랍 

14) 실적 데이터와 오른쪽 조인으로 설정하고, 조인 조건을 “주문 일자” = “기준 일자” 로 설정 

 
15) 차원의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우 클릭하여 “참조 바꾸기…” 하여 “기준 일자” 로 변경 



15. 지리적 역할 – 만들기 원본 

 

1) 위치 계층의 “지역” 항목에서 마우스 우 클릭 

2) “지리적 역할” – “만들기 원본” – “시도” 클릭 

 

 



III. 성능 및 서버 

성능 및 서버 파트 역시 실습 환경 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내용별로 간단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1. 성능 측정 – 데스크탑 

1) 상단 메뉴바의 “도움말” – “설정 및 성능(P)” – “성능 기록 시작(S)”를 선택 

 
2) 측정하고자 하는 분석/뷰 실행 

3) 상단 메뉴바에서 “도움말” – “설정 및 성능(P)” – “성능 기록 중지(S)” 선택하여 기록 중지 후 

팝업으로 나타나는 측정 결과 워크북에서 결과 분석 

  

 

  



2. 성능 측정 – 서버 

1) 서버 어드민 계정으로 서버에 로그인 후 상단 “설정”, “일반” 의 “통합 문서 성능 메트릭” 섹

션의 “통합 문서 성능 메트릭 기록” 이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 체크 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 

후 “저장” 클릭 

 
2) 성능 측정을 원하는 뷰의 URL에 :record_performance=yes 추가하여 실행 

예) http://localhost/#/views/_2/2_-?:iid=1&:record_performance=yes 

3) 성능 버튼을 클릭하여 측정 결과 분석 

 
 

 

  



3. 서버를 활용한 추출(Empty Extract) 

1) 아래와 같이 부울 유형의 매개 변수를 “참”을 현재 값으로 생성 

 
2) 생성된 매개 변수를 내용으로 갖는 계산식 생성 

 
  



3) 데이터 추출 필터에 2)에서 작성한 “비어 있는 추출” 이 참인 경우를 제외하도록 설정하여 

추출 수행 

 
4) “비어 있는 추출?” 매개변수의 값을 “거짓” 으로 변경하여 서버 게시 

5) 서버에서 추출 갱신, 스케줄 설정하면 추출작업이 서버에서만 작동 되도록 설정 가능 

4. 필요시 아래 링크에서 추가 학습 

https://www.tableau.com/about/blog/2013/9/easy-empty-local-extracts-25152  

https://www.tableau.com/about/blog/2013/9/easy-empty-local-extracts-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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