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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igQuery 및 Tableau: 모범 사례

Tableau와 Google BigQuery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가지 도구를 함께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Google BigQuery의 강력한 기능을 빠른 대화형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코드 작성이나 서버 관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시각적 분석 도구를 사용해 수십억 개의 행을  
몇 초 내에 분석합니다.

• Google BigQuery 데이터에 연결하여 멋진 대시보드를 몇 분 내에 만들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최신 
자료를 활용합니다.

• Tableau Server 및 Tableau Online을 통해 웹에서 보고서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누구든지 모든 
기기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Google BigQuery의 클라우드 대응력을 Tableau의 빠른 속도와 결합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욱 
신속하게 실현합니다.

두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디자인 주기가 단축되고 사용자와 조직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응답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링과 쿼리 생성을 최적화하는 기술을 설명합니다. 또한 Tableau와 BigQuery를 함께 
사용할 때 최고의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Martin Sleeman, Tableau 제품 관리자

Marc Lobree, Tableau 제품 컨설턴트

Vaidy Krishnan, Tableau 제품 마케팅 부문 선임 관리자

Babu Prasad Elumala, Google 솔루션 엔지니어

Seth Hollyman, Google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

Tino Tereshko, Google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엔지니어

Mike Graboski, Google 솔루션 엔지니어

https://www.tableau.com/ko-kr
https://cloud.google.com/big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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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Google BigQuery 

BigQuery는 일반 SQL에서 몇 초 내에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정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분석하기 위한 Google의 혁신적인 기술인 
Dremel을 기반으로 하는 BigQuery는 대규모 기업이 이전에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성능 수준을 기가바이트당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BigQuery는 대규모의 구조화 및 반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을 대상으로 SQL 쿼리를 실행하는 데 가장 적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집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애드혹 분석

 • 웹 로그

 • 컴퓨터/서버 로그

 • 사물 인터넷 데이터 집합

 • 전자상거래 고객 행동

 • 모바일 앱 데이터

 • 소매업 분석

 • 게임 원격 측정

 • Google Analytics 프리미엄 데이터

 • 기존 RDBMS에서 일괄 쿼리를 실행하는 데 수 분(또는 수 시간)이 걸리던 모든 데이터 집합

BigQuery는 운영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Google Cloud Platform과 통합됩니다. 다른 클라우드 
기반 분석 솔루션과는 달리, BigQuery를 사용하면 서버 클러스터를 미리 프로비저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세싱 클러스터는 런타임 시 BigQuery에서 크기를 지정하고 프로비저닝합니다. 

데이터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BigQuery는 자동으로 프로세싱 파워를 추가하지만 기가바이트당 지불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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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QL 및 표준 SQL

Google BigQuery는 BigQuery SQL(기존 SQL이라고 함) 이외에 표준 SQL도 사용하도록 API
를 업그레이드하였고, Tableau는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Google BigQuery 커넥터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BigQuery 사용자가 표준 SQL을 사용하면 세부 수준 표현식, 메타데이터 유효성 
검증 속도 향상, 연결 대금 청구 프로젝트 선택 기능 등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표준 SQL 사용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SQL에서 표준 SQL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oogle Cloud Platform 웹사이트에 있는 기존 SQL에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영문)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Tableau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 소프트웨어 제품은 데이터의 
힘을 일반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범위의 많은 사용자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Tableau 
제품은 기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복잡성, 경직성 및 비용을 줄여줍니다. Excel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Tableau Desktop의 드래그 앤 드롭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용이 풍부한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와 강력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으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Online을 통해 
조직 전반에서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Tableau는 라이브 데이터 연결 및 인메모리 추출을 모두 지원하는 Google BigQuery에 최적화된 
커넥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Tableau의 데이터 통합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60개의 지원되는 다른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BigQuery 데이터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Online을 통해 
클라우드에 게시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경우 Google BigQuery에 대한 직접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s://cloud.google.com/bigquery/sql-reference/migrating-from-legacy-sql
https://cloud.google.com/bigquery/sql-reference/migrating-from-legacy-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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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위한 모범사례: Tableau

Tableau 10 활용

성능을 가속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Tableau 10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Tableau에서 정기적으로 제품에 추가하는 모든 성능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Tableau 9는 Tableau의 제품 개발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던 버전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응답 속도를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성능 개선 사항이 대거 도입되어 비약적인 기술 향상을 달성한 
버전이었습니다.

Tableau 9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부 수준(LOD) 계산:  LOD 표현식을 사용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세부 수준 그 이상의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데이터는 대개 특정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를 필터링한 
결과입니다. LOD 표현식은 필터링되기 전 상태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더욱 강력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병렬 쿼리: Tableau는 Google BigQuery와 기타 데이터 원본의 기능을 활용하여 최대 16개의 다중 
쿼리를 동시에 실행합니다. 결과가 아직 캐시되지 않은 경우 독립 쿼리 및 중복 제거 쿼리의 일괄 작업은 
그룹으로 함께 묶여 BigQuery로 전송됩니다. BigQuery의 확장 아키텍처를 통한 병렬 쿼리 덕분에 
사용자는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 쿼리 융합: Tableau는 가능한 경우 통합 문서 및 대시보드의 여러 쿼리를 융합함으로써 BigQuery
로 전송되는 쿼리 수를 줄입니다. Tableau는 먼저 유사한 쿼리를 식별하고 반환되는 열에서 다른 부분을 
제외합니다. 그런 다음 집계 또는 사용자 계산 수준만 다른 경우 쿼리를 결합합니다.

• 외부 쿼리 캐시: 동일한 쿼리를 마지막으로 실행한 후 초기 데이터 원본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Tableau는 자동으로 이전에 저장된 쿼리 캐시를 읽어 거의 즉각적으로 로드합니다. 예를 들어 1억5천7
백만 행의 Tableau 데이터 추출 파일이 있는 통합 문서가 Tableau 9에서 캐시되면 캐시가 없는 
Tableau 8.3보다 50배 빠르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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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0 0.2 Seconds

9.7 Seconds

그림 1: 1억5천7백만 행의 데이터 집합을 연 경우 Tableau 8.3에 비해 Tableau 9.0의 성능이 크게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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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Tableau 10에서도 확장성 뛰어난 엔터프라이즈 배포에 필요한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 향상된 브라우저 성능: Tableau 10에서는 초기 통합 문서 로드를 캐시하여 보다 빠른 통합 문서 성능을 
제공합니다. 빠른 로드 시간, 상호 작용에 따른 즉각적인 업데이트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보십시오.

• Tableau Desktop의 온디맨드 연결: 사용자가 게시된 통합 문서를 열면, Tableau Desktop은 현재 
시트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원본에만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 데이터가 훨씬 더 빨리 
표시됩니다.

• Tableau Server 안정성 개선: Tableau 10에는 Tableau Server를 위한 여러 안정성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일 서버 설치의 경우 장시간의 디스크 IO 지연 시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Tableau Server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는 Tableau Server에 세 개의 노드가 있어야 
하지만, 두 개의 노드로 페일오버 및 복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어, 고객에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두 개 노드로 구성된 경우에는 리포지토리 인스턴스가 하나로 제한됩니다. 리포지토리의 
두 번째 인스턴스에 페일오버나 고가용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드가 세 개 이상인 클러스터에 Tableau 
Server를 설치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리포지토리 인스턴스를 구성하여 자동 페일오버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Tableau Server 프로세스의 전체 메모리 사용량을 줄여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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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기록기

기본 제공되는 강력한 도구인 성능 기록기를 사용하면 느린 쿼리를 정확하게 찾고 통합 문서를 
최적화하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 기록기는 개별 통합 문서가 쿼리를 실행하고 레이아웃을 
계산할 때까지 경과한 시간을 추적함으로써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래의 녹색 막대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BigQuery에서 생성되는 쿼리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느린 쿼리를 파악한 후 데이터 
모델로 다시 돌아가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 기록을 만들거나 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Tableau Desktop의 성능 기록기

• Tableau Server의 성능 기록기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perf_record_create_desktop.html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perf_record_interpret_serv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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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필터

규모가 큰 데이터 원본에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컨텍스트 필터를 설정하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필터는 데이터 원본에 먼저 적용되므로 추가 필터는 결과 레코드에만 적용됩니다. 이 절차로 
인해 데이터 원본의 각 레코드에 각 필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데이터 집합의 크기를 줄이는 필터를 설정하고 몇 개 이상의 데이터 뷰에 대해 해당 필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필터를 컨텍스트 필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컨텍스트 필터를 사용한 뷰 성능 
향상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를 참조하여 컨텍스트 필터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측정값 집계

만든 뷰가 느린 경우 집계되지 않은 측정값이 아니라 이미 집계된 측정값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뷰가 느린 경우 일반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데이터 행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집계하면 행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분석 메뉴에서 측정값 집계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집계에 대한 온라인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help.htm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help.htm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calculations_aggregation_aggregatingda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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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측정값 범위를 기준으로 멤버를 제거하기 위해 차원을 필터링하려는 경우 수량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집합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차원의 모든 항목이 아니라 상위 50개 항목만 반환하는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 만들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만들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의 설명과 같이 선택 내용에서 그룹을 만드는 경우 원하는 
열만 포함시켜야 합니다. 집합에 열이 추가될 때마다 성능이 저하됩니다.

필터 먼저 추가하기

대규모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 뷰에 필터를 
추가하면 쿼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뷰를 만든 후 필터를 지정하지 말고 먼저 필터를 지정한 다음 뷰에 
필드를 드래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를 실행하거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켜면 
필터가 먼저 적용됩니다.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sortgroup_sets_create.html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sortgroup_groups_creat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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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업데이트 끄기

선반에 필드를 배치할 때 Tableau는 데이터 원본을 자동으로 쿼리하여 뷰를 생성합니다. 밀집된 
데이터 뷰를 만드는 경우 쿼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시스템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뷰를 작성하는 동안 쿼리를 끄도록 Tableau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준비가 되면 쿼리를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쿼리 관리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찾기

선반에 규모가 큰 차원(멤버가 많은 차원)을 배치하려고 시도하면 성능에 대한 경고 대화 상자가 
Tableau에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에는 아래 그림에 표시된 것과 같이 4가지 선택 사항이 제공됩니다.

모든 멤버를 추가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성능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managing_quer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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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및 성능을 위한 모범 사례: Google BigQuery

고성능 쿼리를 수행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면 일반적으로 Google Cloud Storage와 같이 외부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가 결합된 테이블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 데이터 집합에 대한 
반복 쿼리를 수행하려면, BigQuery에서(Tableau가 아니라) Query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구현해야 
Tableau에서 데이터 집합에 대한 고성능 쿼리가 가능해집니다.

비정규화 및 사전 조인

BigQuery는 대규모의 조인을 지원하며 조인 성능이 우수합니다. 또한 BigQuery는 열 형식의 데이터 
저장소이며 비정규화 데이터 집합을 사용할 때 성능이 극대화됩니다.

BigQuery 저장소는 비용이 저렴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므로 데이터 집합을 비정규화하고 동질의 
테이블로 사전 조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저장소 리소스로 교환하는 
것입니다(후자가 성능 및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임). BigQuery는 열 형식의 저장소이므로 컴퓨팅을 
저장소로 교환하면 데이터 압축 효율성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BigQuery는 우수한 ETL 도구이며, 이를 사용하면 대규모의 변환과 관련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8MB보다 큰 데이터 집합을 구현하는 경우 '대규모 결과 허용'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BigQuery의 SQL 언어를 사용하여 로드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과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온라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cloud.google.com/bigquery/preparing-data-for-bigquery#denormalizingdata

• cloud.google.com/bigquery/querying-data#largequeryresults

https://cloud.google.com/bigquery/query-reference
http://cloud.google.com/bigquery/preparing-data-for-bigquery#denormalizingdata
http://cloud.google.com/bigquery/querying-data#largequery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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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기준으로 테이블 분할

일부 데이터는 날짜별로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로그 데이터 또는 단순하게 증가하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된 레코드가 있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BigQuery 테이블을 
날짜 기준으로 분할하고 테이블 이름에 날짜를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Tableau에서 
사용자 정의 SQL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정의 SQL 쿼리 연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테이블 이름을 지정합니다.

 mytable_20170501, mytable_20170502 등

 그런 다음, 날짜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쿼리를 실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이 BigQuery의 와일드카드 테이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

     name

    FROM

     `myProject.myDataSet.mytable_*’ 

    WHERE

     age >= 35 

 위 예제는 자동으로 mytable_ 접두사가 있는 모든 테이블을 포함하게 됩니다.

 와일드카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패턴으로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임의 접두사]YYYYMMDD.

다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분할 기능을 사용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분할하는 
경우 BigQuery의 성능 차이는 무시해도 되는 정도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 쿼리당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분 단위 수준으로 분할하도록 선택하면 분할이 너무 많아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 
단위 이상의 수준이 적합합니다.

와일드카드 사용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help.htm
http://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help.htm
https://cloud.google.com/bigquery/docs/wildcard-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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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사한 쿼리를 실행하는 경우 대상 테이블 지정하기

동일한 쿼리를 여러 개 실행하는 경우 쿼리 캐싱이 유용하지만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쿼리를 실행하는 
경우(예를 들어 쿼리 실행 간에 WHERE 구문의 값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본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하고 반복적으로 쿼리할 레코드를 새 대상 테이블에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생성한 새 대상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3개의 WHERE 구문이 있는 쿼리 3개를 실행하려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WHERE col1 = “a”

WHERE col1 = “b”

WHERE col1 = “c”

 
원본 테이블에서 쿼리를 실행하고 결과 레코드를 대상 테이블에 작성합니다.

SELECT col1

FROM source

WHERE col1 = “a” OR col1 = “b” OR col1 = “c” 

'OR'로 WHERE 구문을 통합하면 모든 관련 레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대상 테이블은 원래 
원본 테이블보다 훨씬 작아질 수 있습니다. BigQuery는 쿼리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양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므로 새 대상 테이블에서 이후 쿼리를 실행하면 원본 테이블에서 직접 쿼리를 실행할 때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테이블을 정리하여 이들 테이블에 대한 저장소 비용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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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모범 사례를 적용하면 비즈니스 사용자와 데이터 분석가 모두 Google BigQuery를 사용하여 구현한 
Tableau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성능과 응답 속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결합하면 
사용자는 매우 신속하게 수십억 행의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정보

Tableau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는 사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만 9천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서 사무실 및 이동 
중에 Tableau를 통해 빠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Tableau Public을 이용해 
블로그와 웹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tableau.com/ko-kr/trial 에서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여 Tableau가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관련 백서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 분석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2017년도 상위 10가지 클라우드 동향

Tableau Server 및 Google Cloud Platform: 클라우드에서의 신속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든 백서 보기

추가 리소스 탐색

제품 데모

교육 및 자습서

커뮤니티 및 지원

고객 사례

솔루션

 
Tableau 및 Tableau Software는 Tableau Software, Inc.의 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회사 및 제품 이름은 관련된 각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why-business-analytics-cloud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top-10-cloud-trends-2017
https://www.tableau.com/learn/whitepapers/tableau-server-and-google-cloud-platform-rapid-fire-business-intelligence-cloud?ref=wc&signin=1cfc4ed5dc0e5894211ff14e33cd761c
https://www.tableau.com/ko-kr/search/whitepapers/cloud
https://www.tableau.com/ko-kr/learn/demos
https://www.tableau.com/ko-kr/learn/training
http://community.tableau.com/welcome
http://www.tableau.com/ko-kr/learn/stories
http://www.tableau.com/ko-kr/sol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