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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심층적으로 탐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Tableau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 영업과 

관련된 추가 리소스를 찾고 있는 분들 모두, 이 가이드를 통해 팀의 실적을 높이고 조직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풍부하고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을 신속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빠르게 Tableau 사용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한 후 권장되는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선, Tableau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의 

가상 교육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시보드를 살펴보거나, 몇 차례의 웹 세미나에 

참여하여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영업 분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활발한 Tableau 커뮤니티에서 Tableau Public에 공유하는 자료들도 참조해 보십시오. 

다른 영업 전문가들도 이전에 거쳤던 여정인만큼 Tableau를 사용하여 영업 실적을 향상시킨 다른 기업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영업팀들이 Tableau를 사용하여 난해한 비즈니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영업팀도 Tableau를 통해 곧 성공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작점: Tableau 사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Tableau Desktop 무료 평가판

무료 교육 동영상

Tableau의 상위 10가지 테이블 계산

Tableau 온라인 학습 

Tableau Public – 대시보드 쇼케이스

Tableau 커뮤니티 포럼

참여를 유도하는 대시보드 만들기

대시보드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시각적 분석 모범 사례 가이드

그래픽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여 최고의 대시보드 만들기

서로 다른 기기 유형에 대한 대시보드 레이아웃 만들기 

Tableau Prep으로 데이터 정리 및 구성

Tableau Prep

Tableau Prep 소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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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Tableau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업 지원팀 4곳

LinkedIn

MillerCoors 

Ingersoll Rand  

Tableau에서의 Tableau 사용: 영업 분석 웹 세미나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Tableau 영업 분석 솔루션 페이지

Tableau 지원

Tableau Conference

시작점: Tableau 사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 

Tableau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셨다면 다음 사용 방법 리소스가 데이터 기반의 팀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먼저 Tableau Desktop 2주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신용 카드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 필요할 경우 

평가판의 사용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할 마땅한 데이터 집합이 없으신가요? Tableau에 포함된 3개의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 Tableau의 Superstore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매출 추세를 분석하고, 가장 수익성 높은 고객을 파악하며, 

할인에 의한 영향을 알아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집합에는 간결한 요약, 영업 담당자 커미션 

모델 및 두 가지 매출 예측 방법을 비롯하여 미리 준비된 대시보드가 함께 제공됩니다. Tableau Desktop 사용 

방법을 빨리 배우려면 대시보드를 분해한 후 다시 만들어 보십시오. 머지않아 생각나는 즉시 데이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linkedin-dives-deep-into-petabytes-data-tableau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millercoors-satisfies-their-thirst-better-data-tableau-online
https://www.tableau.com/ko-kr/webinars/strategic-market-insights-ingersoll-rand-realizing-vertical-horizontal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tableau-tableau-sales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sales-analytics
https://www.tableau.com/ko-kr/support
https://tc18.tableau.com/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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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준비, 분석 및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짧은 무료 교육 동영상을 보십시오.

•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고급 LOD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 게시물에는 단계별 안내와 

다운로드 가능한 Tableau 통합 문서가 제공됩니다.

• 영업 효과, 공급망 물량 및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기회 수 분석을 비롯하여 공개 데이터를 사용한 200개 이상의 

영업 및 마케팅 비주얼리제이션 갤러리를 볼 수 있는 Tableau Public을 방문해 보십시오. 

• 활발한 Tableau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수천 명이 넘는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영감과 도움을 얻으십시오. 

Tableau를 처음 사용하는 분을 위한 초보자 포럼도 있습니다.

• 데이터를 분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Tableau에는 Salesforce, Eloqua 및 Marketo와 같은 원본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Dashboard Starters가 함께 제공됩니다. Tableau는 또한 수백 개의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Tableau 파트너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여를 유도하는 대시보드 만들기 

스토리텔링의 황금률은 데이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대상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의 특성상 신속한 대응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 부서를 위한 대시보드는 

최대한 명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Sales Performance vs Target” 대시보드는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녹색 막대는 많은 영업팀이  

“녹색 불이 켜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매출 목표를 달성한 세그먼트를 보여줍니다. 보라색 막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세그먼트입니다. 사용자는 즉시 대시보드에 표시된 정보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 제공된 정보는 영업 경영진의 긴급한 질문에 대해 적합한 답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드릴다운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후속 질문의 답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대시보드 모두 대상 사용자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대상 

사용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므로 효과적인 대시보드입니다. 

아래의 리소스는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가 풍부하며, 팀원이 보고 싶어하고 또 사용하고 

싶어하는 대시보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tableau.com/ko-kr/learn/training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LOD-expressions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core.product.marketing#!/vizhome/08-SalesEffectiveness/SalesEffectiveness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core.product.marketing#!/vizhome/05-SupplyChainVolumeDashboard/MainDash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core.product.marketing#!/vizhome/SalesforceStarter-OpenPipelineDashboard/OpenPipeline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core.product.marketing#!
https://community.tableau.com/welcome
https://community.tableau.com/groups/newbie-tableau-desktop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dashboard-starters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desktop#data-sources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desktop#data-sources
https://www.tableau.com/ko-kr/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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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시작할지, 무엇을 포함할지 그리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시보드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동안 대시보드에 대해 다양한 

시도와 반복을 거듭하며 피드백을 얻으며, 대상 사용자를 고려하여 맞춤화된 대시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디자인하거나 모든 질문에 한 번에 답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대시보드의 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것은 자신의 대시보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시각적 분석 모범 사례 가이드을 통해 사람들이 데이터에서 더 많은 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이 온디맨드 웹 세미나에서 비주얼리제이션 향상 기술과 피해야 할 실수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Tableau Desktop으로 다양한 기기 환경에 적합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서로 다른 기기 

유형에 대한 대시보드 레이아웃 만들기”를 읽어보십시오.

Tableau Prep으로 데이터 정리 및 구성 

영업팀의 CRM 데이터를 분석해 본 사람은 데이터 준비가 반복적이고 수동적이며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간단히 끌어 놓는 동작만으로 조인, 유니온, 피벗 및 집계를 스크립트 작성 

없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Tableau Prep을 사용하여 분석 전에 데이터를 변형 및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 Tableau Prep 소개 블로그에서 Tableau Prep의 데이터 흐름 접근 방법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제품 

관리자의 말을 참조해 보십시오.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dos-and-donts-dashboards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dos-and-donts-dashboards
https://www.tableau.com/ko-kr/learn/whitepapers/tableau-visual-guidebook?ref=wc&signin=4b2b1ef66380db3ea18ec702f8e2a222&reg-delay=TRUE
https://www.tableau.com/ko-kr/learn/webinars/applying-graphic-design-principles-create-killer-dashboards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dashboards_dsd_create.html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dashboards_dsd_create.html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prep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2018/6/new-tableau-prep-start-these-five-fundamentals-89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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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Tableau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영업 지원팀 4곳

다른 영업 조직이 어떻게 Tableau의 데이터 분석 및 비주얼리제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 LinkedIn은 세계 최대의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입니다. LinkedIn은 고객 데이터를 중앙 집중화하고 계정 

실적을 추적하며 이탈을 예측하기 위해 Tableau를 채택했습니다. 영업 인력의 90%가 매주 Tableau에 

액세스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사전 예방적인 영업 주기를 형성하였고 수익과 제품 사용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 MillerCoors는 Miller, Coors, Blue Moon 등 인기 맥주 브랜드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영업팀은 

Tableau를 사용하여 영업 보고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단일 원본을 구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300명 이상의 

영업 사원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산업용 제조업체인 Ingersoll Rand는 영업팀이 Tableau 및 시각적 분석이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현지 시장의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Tableau가 제공하는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 Tableau의 영업 조직 및 기타 비즈니스 그룹도 Tableau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영업 직원이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여 책임을 강화하고 꾸준히 목표를 달성하는 팀을 실현해냈는지 그 스토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시보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

아직 살펴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리소스에서 오프라인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Tableau는 Tableau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데이터 및 영업과 관련된 뛰어난 리소스를 모두 갖춘 Tableau 영업 분석 솔루션 페이지를 북마크하십시오.

• 클릭만 하면 Tableau 지원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bleau 전문가는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Tableau

를 통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Tableau Conference에 참여하십시오! TC(Tableau Conference)는 전 세계의 열혈팬이 한 곳에 모여 1주일 

동안 배우고 영감을 얻으며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Tableau의 최신 블로그 게시물을 읽고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TC18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십시오.

• Tableau와의 소통을 위해 LinkedIn, Twitter, Instagram 및 Facebook를 팔로우해 주십시오.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linkedin-dives-deep-into-petabytes-data-tableau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customer/millercoors-satisfies-their-thirst-better-data-tableau-online
https://www.tableau.com/ko-kr/webinars/strategic-market-insights-ingersoll-rand-realizing-vertical-horizontal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tableau-tableau-sales
https://www.tableau.com/ko-kr/solutions/sales-analytics
https://www.tableau.com/ko-kr/support
https://tc18.tableau.com/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2018/6/data-rockstars-unite-reasons-why-everyone-should-attend-tableau-conference-89271
https://www.linkedin.com/company/tableau-software/
https://twitter.com/tableau
https://www.instagram.com/tableausoftware
https://www.facebook.com/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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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Tableau 정보
Tableau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시각적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대시보드 구축 및 애드혹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업 실적을 검토하는 개인 분석가부터 파이프라인에서의 전반적인 

실적을 보고 회사의 목표를 충족하는 목표 달성 능력을 검토하는 영업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Tableau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