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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L + F(찾기): 시간

매일 수백만 명의 재무 전문가가 수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질문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 및 보고 시스템의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로 추출합니다. Excel은 데이터 덤프 및 컴파일, 
특정 데이터 집합 내에서의 계산 수행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한 장점들로 인해 Excel은 데이터 퍼즐을 
맞추고 더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데 주로 쓰이는 도구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의존하는 경우 필요한 답변의 일부만을 제공하는, 
애드혹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제한된 하위 집합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자는 영구적이고 반복적인 재구축 및 쿼리 주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착화된 수작업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Anaplan, Salesforce 및 NetSuite와 같은 도구와 함께 재무 분석 
프로세스 및 기술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오늘날 재무 부서는 수동 
덤핑 및 정적 보고를 방지할 수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인사이트를 
얻는 속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시간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엔터프라이즈 전체에 걸쳐 셀프 서비스 
분석을 개발하는 데에 기술 및 인력에 대한 기존 투자를 확장해야 
합니다.

Deloitte 보고서에 따르면, CFO의 61%가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가용성과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61%
CFO들이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가용성을 
꼽았습니다.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finance/us-cfo-signals-4q17-high-level-report.pdf


보다 효율적인 방법

재무 전문가가 모든 보고를 완료하고 애드혹 질문 및 답변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존의 기술 
스택과 대규모의 이기종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도 재무 전문가가 
엔터프라이즈 전체에 걸쳐 데이터 탐색을 개선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셀프 서비스 분석 추가 

오늘날 재무 부서에서는 셀프 서비스 분석을 기존 프로세스에 
추가하여 더욱 풍부하고 좀 더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간단한 시각적 예제

이 MBR(경영진 비즈니스 리뷰) 대시보드는 완전히 
다른 원본 시스템의 실제 및 예측 데이터를 포함하는 
라이브 데이터 원본의 FTE(전일제 환산 기준), 비용 
및 수익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FP&A(재무 계획 
및 분석) 팀에서는 동일한 수동 분석을 반복하는 
대신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모든 부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단일 데이터 원본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분석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도 
핵심 메트릭 및 KPI를 탐색할 수 있고, 새로운 질문이 
있을 때마다 새 수치를 넣어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클릭하여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profile/mike.crook.gocougs#!/vizhome/Management_Business_Review_Demo/ManagementBusinessReview
https://public.tableau.com/profile/mike.crook.gocougs#!/vizhome/Management_Business_Review_Demo/ManagementBusinessReview


분석은 스프레드시트처럼 유용한 데다가, 재무 분석을 개선하고 많은 사용 사례와 재무팀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도움이 될 4단계를 소개합니다.

1. 모든 데이터 통합 및 사용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3. 대화형 애드혹 분석으로 데이터 인사이트 발견

4. 셀프 서비스 분석을 통한 협업 개선 



1. 모든 데이터 통합 및 사용

조직의 규모에 상관없이 재무 데이터는 모든 곳에 있으며, 그 양도 
방대합니다. 웨어하우스에 있는 ERP(전사적 자원 관리)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에 있는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HR(인사과) 및 
CRM(고객 관계 관리) 데이터를 다른 스프레드시트로 가져오려 
하든지 간에, 단일 분석 플랫폼에서 모든 작업의 조합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더 정확하고 전체적인 뷰를 볼 수 있게 공통 필드에서 
통합할 수 있습니다. Tableau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스프레드시트로 
인한 데이터 요소 수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방법
재무 부서 입장에서 데이터 통합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기존의 인프라와 데이터 원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 필드에서 데이터를 통합하는 방법은 빠른 자습서에 나와 
있습니다.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data-blending


분석에 더 많은 시간 할애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연결하고 
통합했으면, 원본에 관계없이 데이터 집합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할 메트릭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더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알려진 수식이나 함수를 사용하거나 LOOKUP
이나 IF/THEN과 같은 익숙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스프레드시트에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Tableau에 Excel을 사용하는 방법' 가이드를 통해 
스프레드시트에서 전환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1. 모든 데이터 통합 및 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O-iGVTsfLbA


실제 보고 관련 과제: 
Zedi의 Excel 병목 현상 

업계 선두의 원유, 가스 기술 및 서비스 기업인 Zedi는, Microsoft 
Dynamics GP를 포함하는 재무 데이터를 신뢰할 만한 단일 데이터 
원본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품 관리자는 여러 비즈니스 분야 및 솔루션에서 발생하는 수익, 
손실 및 재무 보고를 담당하므로, 재무팀은 Microsoft Dynamics
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Microsoft Access로 가져온 후에 Excel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 때문에 Zedi의 7명의 제품 책임자는 각각 보고 
주기가 매달 최대 2일에 달했습니다. 

1. 모든 데이터 통합 및 사용

https://www.tableau.com/solutions/customer/zedi-harnesses-iot-data-tableau-minimize-customer-risk-and-increase-revenue#BLDf8kSHZVbpACf6.99


또한, Zedi의 선임 기술 제품 관리자인 Doug Watt는 "데이터에 
일관성이 없었으며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각기 
다른 필터를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이로 인해 제품 
관리자와 재무팀 사이에 혼란을 가져와 결국 데이터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재무 보고 주기를 월 2주로 감축한 Zedi

통합된 데이터 및 분석 대시보드를 통해, Zedi의 재무팀은 회사 
전체에 신뢰할 만한 단일 데이터 원본인 재무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재무팀]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언제 가져올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할지를 제어합니다."라고 
Doug는 말합니다. 

재무 및 운영 데이터에 관한 중앙 집중화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Zedi는 보고 시간을 월 2주로 반감하여 직원들이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더 전략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무팀]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과 그 데이터를 언제 
가져올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할지를 
제어합니다." 
 
Doug Watt 
Zedi의 선임 기술 제품 관리자

1. 모든 데이터 통합 및 사용

https://www.tableau.com/solutions/customer/zedi-harnesses-iot-data-tableau-minimize-customer-risk-and-increase-revenue#BLDf8kSHZVbpACf6.99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스프레드시트를 최대한도까지 채우거나, 소규모의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복잡한 매크로와 계산을 실행하든 
간에, 종종 시간을 낭비하고 불편을 겪곤 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 
불필요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골라내거나 계산을 새로 고치기 위해 
시간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분석을 더 빨리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데이터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합했으면 셀프 서비스 분석이라는 다음 단계로 분석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분석을 통한 이상값 관리 

우리의 두뇌는 시각적인 요소를 몇 초 만에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재무 분석 프로세스에 시각적인 요소를 추가하면 이상값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간단하고 빨라집니다.

시각적 분석을 통해 이상값을 신속하게 찾아 분리해 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지리적 위치를 표시하며, 추세를 보고 미래를 
모델링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실제 예제: 
여행 및 경비 이상값 

이것은 Egencia의 여행 및 경비 데이터를 
사용하여 토요일 밤 호텔 투숙 상황을 
보여주는 대시보드입니다. 사용자는 신속하게 
마우스오버하여 이상값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마크를 클릭하여 세부 정보로 
드릴다운하여 숙박 당 정확한 투숙 날짜, 위치, 
호텔 이름 및 발생 비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행 및 경비 데이터에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https://www.tableau.com/ko-kr/resource/travel-and-expense


이상값과 추세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는 
PepsiCo

PepsiCo는 예상 매출 정보를 대량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CPFR(공동 계획, 예측 및보급 시스템) 팀은 
Microsoft Access에서 소매업자의 매출 데이터와 PepsiCo
의 공급 데이터를 결합하는 도구를 만들어야 했으며, 이 과정에 
최대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팀에서는 주로 Excel을 분석에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데이터가 생성되었습니다. 팀에 효율적인 오류 검색 
방법이 없었으므로 간혹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품이 누락될 경우 부정확한 예측 및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pepsico-cuts-analysis-time-90-tableau-trifacta#uwzL2IOpiCt1sg7g.99


데이터를 통합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역할을 
하는 Tableau를 통해, PepsiCo는 재고, 물류 및 재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주기를 조직 전체 규모로 확장했습니다. 

시각적 대시보드를 통해 PepsiCo의 재무 분석가는 추세와 
이상값을 재빨리 포착하여 향후 요구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회사의 비용을 절감합니다. 

PepsiCo의 CPFR 팀은 분석을 사용하여 추세를 예측하고, 
판매를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 수익을 개선합니다. "우리는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다른 부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PepsiCo의 공급망 데이터 분석가인 Mike 
Riegling은 말하고 있습니다.

PepsiCo의 CPFR(공동 계획, 예측 및 보급 시스템) 샘플 
대시보드입니다. PepsiCo에서 어떻게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여 재무 
보고를 개선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2. 더 신속한 분석 확장 및 반복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pepsico-cuts-analysis-time-90-tableau-trifacta#uwzL2IOpiCt1sg7g.99


3. 대화형 애드혹 분석으로 데이터 인사이트 발견 

분석은 보기 좋은 그래프 그 이상입니다. 분석은 대화형이며 
라이브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고, 지난주 또는 
지난달이 아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진화하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정적 보고서를 
가져다가 자동화된 대화형 대시보드로 전환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가장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 부서의 모든 사람은 깨진 수식, 사용자 실수에 
대처하는 시간을 줄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여 데이터 이상값에서 얻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시보드는 NetSuite와 미지급 인보이스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AR(매출 채권) 팀은 이 대시보드에서 대화형으로 
월별로 묶은 보고서를 관리하거나, 국가별 지급 동향을 
파악하고, 연체 인보이스를 추적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문서는 대화형이므로 사용자가 시각적 분석 내에서 
클릭하고 탐색하다가 찾고 있지도 않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FO가 120일 이상 
연체된 미결제 인보이스의 수를 알고 싶은 경우 필터를 한 번 
클릭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필터에 결과가 표시되면 사용자는 연체 인보이스와 관련 세부 
정보를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예에서처럼 대부분의 미지급 
금액이 한 회사(Company 2345)의 것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3. 대화형 애드혹 분석으로 데이터 이상값 발견

https://public.tableau.com/ko-kr/s/profile/mike.crook.gocougs#!/vizhome/Finance-AccountsReceivableDemo/ARGeoDash


이 인사이트는 계속 질문에 질문을 낳습니다. 회계사는 "
그렇다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 이러한 연체금이 
발생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 플랫폼은 
또한 조직의 CRM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사용자가 더 많은 애드혹 분석을 수행하여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CRM 데이터를 통해 
회사의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회사가 최근에 인수되어 지급 연기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인보이스에 대한 대략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좀 더 체계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액세스하기 쉬운 애드혹 분석으로 데이터 이상값을 밝혀내는 
것은 많은 일상적인 재무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서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하거나 깨달음의 순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대화형 애드혹 분석으로 데이터 이상값 발견



4. 셀프 서비스 분석을 통한 협업 개선

Excel은 세부적인 재무 모델링에 맞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재무 부서가 이러한 세부 정보를 다른 부서의 이해 
관계자와 공유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재무팀 이외의 직원들이 모두 Excel 모델을 이해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시각화 기능을 추가하면 사내 역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더 잘 이해하고 더 생산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Excel 보고서 또는 정적 PDF
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가 데이터에 대한 후속 
질문을 하거나 보고서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



시각적이고 대화형인 대시보드를 통해 조직의 분석 주기에 
필요한 협업이 구축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공유나 협업을 
위한 추가적 구성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시보드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면, 재무 분석가가 받는 중복 이메일 및 요청이 줄어듭니다.

재무팀은 협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시보드를 게시 및 
공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하여 보고서를 얼마나 자주 보고 사용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연결은, 정적 Excel 보고서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인, 보고서가 금방 오래되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용 보고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데모를 
살펴보십시오.

4. 인사이트에 대한 조직의 의사소통 개선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2016/4/tableau-online-tips-4-ways-share-your-analytics-53665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2016/4/tableau-online-tips-4-ways-share-your-analytics-53665
https://www.youtube.com/watch?v=KtAJgwFd58k


조직의 보고 협업을 개선한 Swedish Medical

2012년 말, Swedish Medical은 재무 및 기타 부서별 
분석이 전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분석가뿐만 아니라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솔루션에 
액세스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Swedish Medical Group의 CFO, David Delafield는 
말합니다.

먼저 시각적 대시보드가 소수의 사용자와 공유되자, 액세스 
요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매주 액세스 요청 이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매주 많은 

새로운 사용자들이 플랫폼에 

액세스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비즈니스 조정과 간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뷰를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David Delafield 

Swedish Medical Group의 CFO

4. 인사이트에 대한 조직의 의사소통 개선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swedish-medical-center-sharing-improves-caring-and-offers-millions-dollars-worth#uV41Ef7GfJO6GLjW.99


Tableau 정보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재무 분석에 더 큰 영향을 주기 위해 

스프레드시트와 기존 프로세스를 모두 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원본을 시각적 분석에 통합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Tableau는 사람과 조직이 더 데이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그래밍 기술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연결, 통합, 정리, 시각화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재무 데이터에 

분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Tableau 무료 

평가판을 사용해 보십시오.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finance-analytics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finance-analytics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