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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수준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오늘날의 시장에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목표는 숫자가 아니라 

효과이므로, 다음 5가지 방법으로 시각화를 양호한 수준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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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차트 마법사로 또는 미리 구성된 틀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최상의 데이터 시각화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스토리를 가장 잘 

표현하며, 당면한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은 무엇입니까?

차트



범주 비교

막대 차트는 측정값이 하나이고 범주를 

비교하려고 할 때 가장 적합합니다.



진행 상황 확인

불릿 차트, 참조선, 구간 및 분포를 사용하면 

대상에 주의가 집중됩니다. 



분포

히스토그램과 박스 플롯은 데이터가 군집한 

위치를 표시하며 범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석

지리적 맵에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위치 관련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고 지리적 탐색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모양

더 주목할 만한 스토리를 표현하려면 주제 관련 모양을 사용합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양한 멸종 위기종의 레코드 

수를 표시하지만 스토리에 동물 자체가 

없습니다.

양호

사용자 지정 

모양으로 디자인 

향상

https://public.tableau.com/en-us/s/gallery/endangered-safari


Tableau Public에서 이 대시보드의 사용 실례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데이터에 사용자 지정 모양을 

추가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멸종 

위기종이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최상

사용자 지정 

모양으로 디자인 

향상

https://public.tableau.com/en-us/s/gallery/endangered-saf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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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색상은 주의를 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미적 

기능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며, 특정 인사이트를 즉시 하이라이트하거나 

이상값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호 

또는 브랜드 색상이 아닌 데이터는 색상을 

사용하여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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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유사한 색상이나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대시보드에서 다른 차원이나 측정값에 색상을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측정 가능

색조가 데이터와 일치합니까? 측정값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색상이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또는 단계별로 이동합니까?



관련성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는 색상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정보를 더 빠르게 

처리합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표현할 때는 노란색을, 열을 나타낼 때는 

빨간색을 사용하십시오.



이 대시보드에는 1961~1990년  

세계 지표면 온도(°C)에 대한 100

개의 관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정확하지만 빨간색이 더 낮은  

온도를 나타내어 데이터에서 

표현하려는 정보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호

색상으로 

디자인 향상



최상

같은 대시보드에서 의미상 공감되는 

색상으로 변경하면 실제로 열기가 

느껴집니다. 색상 선택과 팔레트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데이터 

지점에서 말하고자 한 스토리가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색상으로 

디자인 향상

Tableau Public에서 이 대시보드의 사용 실례를 확인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profile/publish/GlobalTemperatures_4/GlobalTemperatures#!/publish-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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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개체는 클수록 더 선명해 보입니다. 선명한 모양과 색상은 막대 차트 및 

영역 차트와 잘 맞지만, 트리맵 등 다른 차트에서 사용하면 요란하고 현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모호하게 두지 말고 크기를 사용하여 

강조하십시오. 

크기



라인 차트 및 막대 차트

데이터 요소 간 차이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경우, 시각적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크기가 언제나 좋은 인코딩 도구는 아닙니다.



맵 차트

마크 크기의 기반은 맵의 값 범위여야 합니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지도에 

샌프란시스코 Airbnb 목록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모든 목록의 크기와 색상이 

같아서 필터를 사용해도 목록 간 가치의 

차이를 한눈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호

크기로 디자인 

향상



색상과 크기를 적절한 데이터 

측정값과 결합함으로써 이 AirBnB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탐색이 훨씬 

쉬워지고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웃 및 넓이 차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맞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상

크기로 디자인 

향상

Tableau Public에서 이 대시보드의 사용 실례를 확인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airbnb-prices-san-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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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가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쉽게 눈에 띄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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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짧지만 강력하게 유지하고 가능하면 최소 단어로 

요점, 메시지 또는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레이블

스윗 스팟을 찾습니다. 마크 레이블이 너무 많으면 지나치게 산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마크나 최소/최대 레이블을 지정해 보십시오. 추가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도구 설명을 사용합니다.



이 데이터 시각화는 어떤 비틀즈  

멤버가 어떤 곡을 작곡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막대 차트는 꽤 

괜찮지만 텍스트가 너무 많아 앨범 

이름이 잘려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목적과 재미가 급감합니다.

양호

텍스트로  

디자인 향상



텍스트로  

디자인 향상

이 대시보드에서는 가독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레이블이 모두 보이도록 

막대 차트를 다시 정렬했습니다. 또한 

마우스오버 하이라이트를 

추가하여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최상

Tableau Public에서 이 대시보드의 사용 실례를 확인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beatles-alb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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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레이아웃

대시보드의 목적은 둘 이상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 독자를 시각적으로 

안내하고 각 인사이트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며 이들의 연결 방식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시보드 디자인이 뛰어날수록 사용자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안내할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사용자가 다음에 어디를 봐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차트 • 색상 • 크기 • 텍스트 •                               • 결론대시보드 레이아웃



사용자 안내

비주얼라이제이션 사용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채 

사용자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필터 제목을 탐색 

방법에 대한 명시적 언어 

안내로 바꿔보십시오.

http://kb.tableau.com/articles/knowledgebase/creating-table-contents-navigate-other-dashboards?lang=ko-kr


3의 법칙

다수의 중요한 정보가 경쟁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하나의 대시보드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 3개가 넘으면 너무 

많습니다.



스토리 전달

대시보드가 둘 이상 필요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경우 스토리 

포인트로 서로 다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연결합니다. 서로 연관된 시각적 

의미로 데이터를 설명하고 특정 인사이트를 하이라이트하며 추가 문맥을 

제공하되 이 모두를 하나의 자연스러운 프레젠테이션에서 수행합니다. 정적 

이미지를 잘라서 PowerPoint에 붙여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story-points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story-points


글로벌 성장과 개발 지표를 표시하는  

이 대시보드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 

4개가 꽉 차 있습니다.

양호

스토리 포인트로 

디자인 향상



이는 글로벌 성장과 개발에 대한 

대시보드를 순서대로 정렬한 모음이며, 

각 뷰를 스토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최상

스토리 포인트로 

디자인 향상

Tableau Public에서 이 대시보드 사용 실례를 확인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profile/publish/IndicatorsofGlobalGrowthandDevelopment/Story#!/publish-confirm


이 스토리 포인트를 사용하면 보다 정돈된 방식으로 각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지표와 인사이트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포인트의 사용 실례를 보려면 대시보드를 클릭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profile/publish/IndicatorsofGlobalGrowthandDevelopment/Story#!/publish-confirm
https://public.tableau.com/profile/publish/IndicatorsofGlobalGrowthandDevelopment/Story#!/publish-confirm


결론

뛰어난 시각화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의미 있는 답을 

더 빠르게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새로운 질문과 답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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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비주얼라이제이션

받은 편지함으로 직접 배달되는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 시각화로 날마다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범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오늘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구독하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qt-overview_gallery=1


Tableau 정보

Tableau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잘 

표현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정적인 차트를 넘어서서 

많은 양의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상호 작용하며 공유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iPad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료 평가판을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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