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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 파트너십



Microsoft Excel은 데이터 추적과 정렬뿐 아니라 재무, 수학, 통계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Excel은 데이터 수집에 

매우 적합한 도구이며, 분석 툴킷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cel은 데이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반면에, Tableau는 유연한 응답형 

분석 기능을 통해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킵니다. 



Excel에 데이터를 저장하시나요?
Excel 데이터를 결합하여 Tableau에 통합하십시오.

전통적인 스프레드시트 도구인 Excel은 데이터의 모든 세부 정보를 추가, 수집, 저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개별 통합 문서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데이터 스토리를 파악하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데이터를 찾느라 헤매다가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어느 통합 문서나 워크시트 또는 탭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필요한 내용이 여기에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Excel에 저장해 둔 데이터에 데이터 스토리의 일부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도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Excel이 훌륭한 데이터 저장 도구이지만, Tableau를 더한다면 별개의 워크시트나 통합 문서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심지어는 Excel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도 손쉽게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위 테이블, 워크시트, 통합 문서 등의 조합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모두 한 번에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한 곳에서 데이터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절약됩니다.



Excel에서 차트와 그래프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Tableau를 사용하여 차트 및 더욱 통찰력 있는 비주얼리제이션을 구축해 
보십시오.

Excel은 효율적인 스프레드시트 도구답게 숫자 위주로 처리됩니다. 숫자는 원시 데이터이며 구체적이긴 

하지만, 스프레드시트에서 여러 행을 보는 일은 결코 데이터를 파악하거나 분석 결과를 표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의 상사, 상사의 상사도 모두 숫자를 신뢰합니다. Excel에서 숫자를 

피벗하여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차트를 만들 수 있지만, 자세한 후속 질문을 하는 데는 Excel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cel에서는 분석 결과를 가장 잘 표시하는 차트를 결정하려면 먼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정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모든 유형의 분석에 대해 이 정도의 통찰력이 있을까요? 사용할 차트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사이에 데이터가 변경되었거나, 분석에 도움이 되는 가용 정보가 추가되었거나, 

생성된 차트의 모양이 예상과 다르거나, 차트가 질문에 답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ableau는 정적인 차트의 한계를 뛰어넘어 통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보다 총체적인 데이터 뷰를 제공합니다. 

스프레드시트 수준의 세부 정보나 복잡한 분석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도 모든 각도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손쉽게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차트나 그래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각 데이터에 맞는 최적의 차트와 그래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은 학술 분야와 비즈니스의 전문가에게 모두 인정 받고 

있으며, 새 데이터 및 변화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최적입니다. 또한, 최신 및 관련 비주얼리제이션을 

자연스럽게 촉진시킵니다. 차트보다는 분석에 주안점을 두어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통해, 답변을 예상하는 

쪽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쪽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https://research.tableau.com/


계산을 위해 Excel을 사용하시나요? 
계산과 훨씬 더 풍부한 분석을 위해 Tableau를 사용해 보십시오.

Excel의 수식이나 LOOKUP, SUM 등의 함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데이터 기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이 간편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신속하게 한 단계 더 향상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ableau는 스마트한 계산 언어 외에도 데이터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형식으로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 제공 기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마음껏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상값을 신속하게 찾아 분리해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며, 

추세를 보고 미래를 모델링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생성한 수식을 누군가가 실수로 삭제하여 수주 또는 수개월의 

작업이 손실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없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데이터 원본에 다시 쓸 수 없으므로 

데이터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Tableau를 사용하면 궁금한 사항을 모든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쉽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훌륭한 새 인사이트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cel 보고서를 공유하시나요?  
분석을 공유하고 협업하는 데 Tableau를 사용해 보십시오.

Excel에서는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때 보고서 인쇄물이나 PDF로 공유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후속 질문을 하거나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cel 

스프레드시트를 공유하거나 Excel 스프레드시트로 협업하려면 일정 수준의 추가 구성과 주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타사 플러그인도 필요합니다. 

Tableau에서는 조직의 분석 주기에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서 협업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나 협업을 위한 추가적 구성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Server 및 Tableau Online

의 경우,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게시하고 협업에 

참여할 사람과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론 

Excel과 Tableau를 함께 사용하면 데이터 분석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적인 

스프레드시트와 차트의 한계를 벗어나서 모두가 데이터를 통한 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탐색, 인사이트, 상호 작용 환경을 경험하십시오. 

데이터를 Excel에 저장하신다면 Tableau를 통해 모두 통합해 보십시오. 사용할 차트와 그래프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Tableau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대화형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하십시오. 계산 식을 작성하는 데 

지쳤다면 Tableau의 끌어 놓기 분석을 사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십시오. 보고서를 

전송하는 방식 대신 Tableau를 통해 공유 데이터 및 대시보드에 대해 협업하고, 반복 및 탐색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작업하십시오.

간단한 질문에 빠른 답변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협업하거나, 데이터 분석 결과를 회사 전체에 제공하는  

등 어떤 경우에도 Tableau의 분석은 데이터에서 영향력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거나 Tableau가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확인해 보십시오.

https://www.tableau.com/ko-kr/trial/tableau-software?utm_campaign=Prospecting-CORE-ALL-ALL&utm_medium=Paid+Search&utm_source=Bing&utm_language=EN&utm_country=USCA&kw=tableau%20free%20trial&adgroup=CTX-Brand-Trial-E&adused=%257bcreative%257d&matchtype=e&placement=%257bplacement%257d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