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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lueprint 사 용
사람들은 이동 경로 선택에서 식단과 운동 모니터링, 개인 예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에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의식하고 있든 아니든 거의 모
든 사람이 효율성을 얻고,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행동을 수정하여 더 나은 개별 결과를 얻기
위해 이미 일종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직 또는 팀이 어디서나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
람들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필요하며 어떻게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해당 시점
에 관련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나 데이터 기반 조직을 원한다고 말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회사가 여전히 최신 데이터 및 분석 수용의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
입니다.
Tableau Blueprint는 규범적이고 반복 가능하며 입증된 프로세스를 통해, 개별 사용자, 팀, 조
직이 더욱 데이터 기반이 되도록 돕기 위해 수천에 달하는 고객으로부터 모범 사례와 전문
지식을 선별합니다. Tableau Blueprint 개요 페이지19 주제에 방법론이 요약되어 있는데,
올바른 이해를 위해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볼 것을 권장합니다.
이니셔티브의 범위, 규모 및 성숙도에 따라 여러분의 특정 요구 사항에 더 적합한 Tableau
Blueprint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는 조직, 팀 및 개인을 위한 관련성 있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조직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데이터를 배포하고 소비하는 수많은
기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담 분석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보고서를 만들고, 사람들
은 서로 다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과 도구를 사용하고,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 관리
되는 기록 시스템에서 관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Tableau가 고립된 채 여
러 팀에 흩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Tableau Blueprint에 요약된 발견 프로세스에서는 Tableau Blueprint 플래너 로 분석 전략 페

이지27을 정의하기 위해 조직 전체에서 가치 있는 관점을 수집하도록 지원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이 리소스에서는 질문할 내용, 세워야 할 계획, 따라야 할 단계를 차례로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민첩하게 배포, 분석 숙달 구축, 분석 커뮤니티 형성 등의 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물
론 시행착오만을 통해서 당면하는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
터에 액세스하도록 Tableau의 거버넌스 페이지81를 정의합니다.
조직의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할수록 분석의 성장과 신뢰할 수 있고 관리되는 데이터의 광범위
한 사용을 사전 대응식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새 배포든 기존 배포든 현재 상태를 이해하

Tableau Software

15

Tableau Blueprint 도움말
는 것이 좀 더 광범위한 전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바탕으
로 조직 내 일관된 업무 수행을 추진하고 경영진 지원 및 프로젝트 팀 페이지69의 역할과
책임을 결정하여 처음부터 회사의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로 확장한다는 계획까지 이니셔
티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신 분석이 익숙하지 않은 조직이든 이미 배포가 완료되어 데이터 사용을 확대, 심화 및 확
장해야 하는 조직이든, Tableau Blueprint를 활용하면 전체적인 상황과 미래의 모습을 큰 틀
에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 특정 영역을 확대하여 여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세부적으로 조정
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팀
전사적 이니셔티브에 속하지 않은 소규모 팀 또는 작업 그룹에서는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직원이 어떤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에는 콘텐츠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리되는 데이터 원본을 선별
하고, 영향력 있는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모델을 만들어 예측을 배포하고, 새로운 기술을 구
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있는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지44 탭과
Tableau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페이지47 탭은 시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조직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입증하고 경영진 지원을 얻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탭을 출발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거버넌스 페이지81는 유연하면서도 정의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그것을 조직의 고유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적정 규모로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를 쌓고 분석 기술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 Tableau 라이선스 유형별 기술 페이지209 및
Tableau 교육 계획 개발 페이지211 주제는 팀이 숙달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Tableau 학습 및 커뮤니티(TLC) 가이드 는 사용자가 일상 업무에서 Tableau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여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내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1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Tableau 커뮤니티 에 가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이터 애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도록 팀을 격려해야 합니다. 지역
및 가상 Tableau 사용자 그룹부터 매년 개최되는 Tableau Conference까지, 자세한 내용은
외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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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은 디자이너,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비즈니스 과학자, 개발자 등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에 정의된 규범적 학습 경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Blueprint에서는
또한 Tableau 라이선스 유형별 기술 페이지209 주제에서 라이선스별 기술 뷰를 제공합니
다. Tableau 학습 및 커뮤니티(TLC) 가이드 는 사용자가 일상 업무에서 Tableau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경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ableau 분석 모범 사례 페이지235 주제에서는 데이터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표시하기 위
한 지침, 표준 및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적 분석의 주기 페이지239와 이를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커뮤니티 에 가입하고, 활발하게 운영되는 데이터 애호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및 가상 활동부터 매년 개최되는 Tableau Conference까지, 자세한 내
용은 외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7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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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lueprint 개 요
오늘날 기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조직이 캡처, 저장 및 구
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에
접어들자 돌연 모든 회사가 데이터 회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데이터의 변환 잠재력은 사
실상 무궁무진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데이터의 가치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고군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Tableau는 최신 분석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신뢰할 수 있는 표준으로 자리매
김하여, 조직 전체가 완벽한 엔드투엔드 환경에서 더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
다. Tableau는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에게 강력하고 직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이 기존에 투자한 기술과 통합합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 인력의 손에 데이터 과학 기능을
제공하여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종류의 AI 기반 분석
을 도입함으로써 비즈니스 인력에게 강력한 데이터 과학 기능을 가져오는 Tableau 비즈니스
과학이 포함됩니다.
데이터의 가치를 모두 실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올바른 기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
다. Tableau를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과정을 계획할 때는 단지 소프트웨어
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화의 중심에 있는 데이터와 함께 직관보다는 사실을 우선
시함으로써 조직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구를 제
공하기만 하는 의사 결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행동을 창출하며, 참여를
장려하고, 성과를 인정하여 조직이 데이터를 매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의사 결정이 되어
야 합니다.
조직 전체에서 변화를 주도하려면 관점과 관심사가 서로 다르며 때로는 반대되는(그러나 귀
중한) 여러 이해관계자와 사용자의 노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변화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려면 경영진 지원과 더불어 전체 조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광범위한 부서 간 참여
자들의 조정 및 참여가 필요합니다.
Tableau Blueprint는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로서, 최신 셀프 서비스 분
석을 새로 시작하는 조직은 물론 이미 배포하여 데이터 사용을 확대, 심화 및 확장해야 하는
조직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의 일상적인 의사 결정 방식을 변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
지만, 데이터 및 분석을 의사 결정 주기에 통합하는 것이 조직에 가장 혁신적인 영향을 미치
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혁신을 달성하려면 분석 실무 개발에 대한 신중하고 전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문화 를 개발하려는 모든 조직의 여정이 각기 다르겠지만,
Tableau Blueprint에는 수천에 달하는 고객의 프로세스 및 모범 사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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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는 핵심 기능을 설명하고, 더 많은 사람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도
와주는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 및 조직 전체에서 활발한 데이터 기반 사고방식을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데이터 기반 조직의 핵심 기능
모든 데이터 기반 조직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기능인 민첩성, 숙달 및 커뮤니티가 있습니
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조직의 의도, 변화 관리 및 신뢰를 통해 지원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은 데이터 및 콘텐츠 보안, 액세스 및 프로세스와 관련된
가드레일을 설정하여, 조직의 모든 부서, 팀 및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분석 환경을
구축합니다. 거버넌스는 모든 성공적인 셀프 서비스 분석 이니셔티브의 중심이며, 조직이
데이터 및 분석 사용을 시작하고, 성장하며,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노력을 확장하는 것은 데이터 및 분석을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의 목표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고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 배포, 거버넌스 실행, 분석 기술
의 향상 및 커뮤니티 성장에 대한 점증적인 영향을 가장 잘 포착하는 메트릭을 이해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적합한 메트릭, 특히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메트릭은 조직마다 다를 것이며,
분석 관행이 변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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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성
배포는 민첩하게, 현재 기술 요건에 맞는 다양한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
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
드에 배포하려면 되풀이되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서버 플랫폼의 기본 아키텍처를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
합니다. 분석이 업무에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사전 대응적 모니터링을 통한 민첩한 배
포를 통해 충분한 가용성, 용량 및 여유 공간을 유지함과 동시에 리소스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 BI 플랫폼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하는 데이터 및
분석 사용에 대응하려면 다른 엔터프라이즈 기술 플랫폼보다 서버 사용률 및 사용자 참여를
더 자주 평가해야 하며, 토폴로지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호스팅되는
SaaS 분석 솔루션인 Tableau Clou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Tableau가 플랫폼을 확
장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이외에도, Salesforce 클라우드 옵션의 일부로 제공되는 완전히 호
스팅되는 SaaS 솔루션인 CRM Analytics가 있습니다.
이 작업 흐름은 배포,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IT가
주도하는 업무로서 더 폭넓은 비즈니스 전략과 요구 사항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
니다.
l

배포 — Tableau Server(온프레미스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Tableau Cloud(완전하게
호스팅되는 SaaS) 모두 기존에 투자한 기술을 활용하며, IT 인프라에 통합되어 사용자에
게 최신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
가 Tableau Server 관리자와 함께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선정된 IT
역할 담당자와 협력하여 통합합니다. Desktop 관리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사용자에게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CRM Analytics의 경우, 일반적으로 Salesforce 관리자가 배포를 주도합니다. 모바일 사용
사례의 경우, Tableau Mobile을 조직의 휴대기기 관리 솔루션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배포 페이지117는 전체 설치 및 구성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모범
사례를 제공합니다.

Tableau Software

21

Tableau Blueprint 도움말
l

모니터링 — 데이터는 대규모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Tableau
Server를 배포 및 운영하고 사용자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 및 성과 기대치를 충
족하려면, 지속적인 사전 하드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없이 '설치하고 잊어버리기' 식의 마음가짐은 부적절한 리소스와 결합되기 쉬우며, 그
결과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의 워크로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점점 커지
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춰 플랫폼의 성능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데이터 새로 고침, 사이트 크기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작
업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CRM Analytics의 경우 데이터 관리자
에서 데이터 작업과 모델 관리자에서 예측을 모니터링해 데이터 새로 고침과 모델의 정
확도를 유지하고 모든 잠재적 알림과 경고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l

은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을 참조하십시오.
유지 관리 —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를 수행하면 Tableau 배포를 최상의 상태로 계속 실
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성능 조정, 로드 테스트, 용량 계획 및 업그레
이드를 포함한 증가하는 분석 사용을 지원하도록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
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은 많은 유지 관리 의사 결정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 클라이언트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CRM Analytics의 경우 Salesforce 출시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가 수행됩니다. Tableau 유지 관리 페이지187에서는 배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활동 및 도구에 대해 설명합니다.

숙달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데이터를 능숙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의사 결
정을 내리려면 숙달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 능력을 넘어, 직원이 본능
이나 감정에 의해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분석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술 수준 및 데이터
숙련도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인사이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됩
니다.
이 작업 흐름은 사용자 교육, 수용 및 참여 측정, 모범 사례를 통한 조직 내 데이터 숙련도 향
상에 중점을 둡니다.
l

교육 — 최신 분석을 회사 구조에 통합하려면, 사용자와 데이터의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장 가능하고 지속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l

22

Tableau 교육 페이지201을 통해 조직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
습니다.
측정 — 민첩한 배포를 수행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요구 사항과 유사하며, Tableau 사이
트 관리자는 측정을 통해 팀의 분석 사용을 관리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누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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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를 작성하고 소비하는지와 같은 사용자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모범 사례 — 사용자는 시각적 분석 주기와 작성, 공유, 분석, 협업을 위한 반복 가능
한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이를 조직의 표준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분석 모범 사례 페이지235를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유 및 협업하는 사내 사용자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여기
에서 분석 및 발견한 인사이트에 대한 수용과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커뮤니티 리
더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 데이터를 배치한다는 공통된 전제를 기반으로 활성화 리소스를 문
서화하고, 회사 내부의 사용자를 연결하며, 그룹 멤버 사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
력합니다. 또한, 내부 사용자 커뮤니티는 더 광범위한 글로벌 Tableau 커뮤니티와의 통합 및
지원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작업 흐름은 커뮤니케이션, 참여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사용자를 성장시키고 분석을 전파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l

커뮤니케이션 —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사용자 활성화 리소스를 구축하면, 사용자가 학
습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수용을 장려하여 데이터 및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커뮤니케이션 페이지261은 활성화 인트라넷, 분석 블로그/
뉴스레터 및 토론 포럼/채팅 등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l

다.
참여 — 참여 활동은 Tableau 사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최신 분석에 대한 비전
을 가속화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참여 활동은 더 생
산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l

Tableau 커뮤니티 참여 페이지271는 내부 사용자 그룹 회의, 지식 이전 세션 및 경쟁뿐
만 아니라 외부 커뮤니티 활동도 포함하여, 활발한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활
동 유형을 정의합니다.
지원 — 사용자층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층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 지원 프로세스 페이지281는
기존의 헬프 데스크 지원 요청, 데이터 닥터, 챔피언 육성 및 멘토링으로 사용자를 지원
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작업 흐름 내에서 각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 및 접근 방식을 개발하면 총
체적 접근 방식을 통해 회사 전체에서 데이터 및 분석의 수용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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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는 조직 내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생성하는 제어, 역할 및 반복 가능
한 프로세스의 조합입니다. 기존의 BI 환경에서 거버넌스는 종종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데
이터 또는 콘텐츠를 잠그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BI 프로
세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신 셀프 서비스 분석 환경에 반한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있습
니다. 그러나 거버넌스는 최신 분석 환경에서 다소 다르지만 여전히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사용자를 제한하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역량과 권한
을 부여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버넌스는 셀프 서비스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데이터 및 콘텐츠를 올바
르게 보호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구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셀프 서비스 환경을 성공적으
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액세스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확하게 정의된 거버
넌스 프레임워크는 모든 데이터 기반 회사의 기준점입니다. 조직에서 정의하는 거버넌스
모델은 세 가지 워크스트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침 제공에서부터 조직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강화하는 핵심 기능 개발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많은 의사 결정
을 이끌어냅니다.
셀프 서비스 분석 규모를 확장하려면 거버넌스에 협업이 필요합니다. IT 부서 및 프로젝트
팀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는 모두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를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IT 부서가 주도하는 거버넌스 모델로부터 전환하는 것은 IT 부서가 제어권을 포기한다는 의
미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더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
다. 최신 BI 환경은 분석가와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현 및 확장되며, 이러한
사용자는 모두 합의된 거버넌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문제 또는 불규칙성을 식별하는
일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조직이 다르고 모든 사용 사례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모델은 해당하는 거버넌스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적합한 규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거버넌스
모델인 중앙 집중식 모델, 위임 모델 및 자체 관리 모델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조직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충족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Tableau 플랫폼 관리 활동과 마찬
가지로, 조직 전체에서 사용자 수용 및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거

버넌스 모델 페이지114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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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lueprint의 반 복 가 능 한 프 로 세 스
Tableau Blueprint는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는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중요
한 기본 작업과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핵심 기능으로 변환할 세 가지 기본 작업 흐름에 대
한 구체적인 계획,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입증되고 반복 가능한 네
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주요 의사 결정 지점을 안내합니다.

1. 발견 —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비즈니스 팀 간 데이터와 분석 사용, 현재 보유한 분석
기술 및 향후 필요한 분석 기술에 대해 후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관점을 수집합니다.
2. 관리 — 적절한 데이터와 콘텐츠를 올바른 대상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 역할 및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3. 배포 — 세 가지 주요 작업 흐름에서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소프트웨어를 설
치 및 구성하고, 사용자를 교육하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합니다.
4. 발전 — 플랫폼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참여를 측정하며, 참여 활동을 주최하여
점차 증가하는 데이터 및 분석 사용을 프로모션하고 지원합니다.
기존 배포의 경우, 이 Blueprint를 사용하여 현재 뛰어난 영역과 향후 확장 및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포함한 현재의 역량을 평가하십시오.

1단계: 발견
Tableau Blueprint에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 전략을 정의하며, 분
석 및 예측 사용 사례를 발견하고, 총괄 운영 위원의 역할 및 책임 페이지69 및 Tableau 프

로젝트 팀 역할 및 책임 페이지72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포괄적인 계획 자산인 Tableau Blueprint 플래너 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
해 조직의 요구 사항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조직 전체에 적합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발견 단계를 완료하면 분석 전략이 향하는 방향과 이
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사용자와 사용 사례가 늘어나
면 발견 단계로 다시 돌아와야 하지만, 향후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의
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관리
위에서 언급한 대로,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접근 방식은 프로세스의 중추적인 지점이므로
조기에 다루어야 합니다. 거버넌스는 모든 작업 흐름에 걸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간을 투
자하여 협업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정의하면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데이터를 신뢰하고,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사용하며, 관련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됩니다. Tableau 거버넌스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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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79는 Tableau에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모든 측면을 다루며 팀,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
한 최상의 접근 방식을 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내에서 여러 영
역에 걸쳐 작업하면서 표준과 정책을 정의하고, 거버넌스 모델에서 해당 동작 및 프로세스
를 수행하는 역할을 정의합니다.

3단계: 배포
확신을 바탕으로 조직 전체에 분석을 확장하려면, 분석 전략을 실행할 때 배포 단계에서 반
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초기 배포 단계에서는 부서 간 팀원 간에 Tableau 플랫
폼을 설치, 통합 및 구성하고, 사용자를 교육하며, 조직별 지원 활성화 리소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초기 배포 후에는 새 팀을 온보딩하고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사용하게 됩니다.

4단계: 발전
분석 전략은 조직 전체에서 사용자, 보유 기술 및 사용 사례의 성장 속도에 발맞춰야 합니
다. 프로세스가 기능으로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는 최신 분석을 수용하게 되며, 시간이 지남
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운영 모델을 조정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팀은 여러 정
보 및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분석 환경을 조정합
니다. 프로젝트 팀은 달성한 비즈니스 가치를 포함한 핵심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
기 위해 피드백 루프를 설정함으로써 다양한 사용자 집합 사이에서 증가하는 데이터 및 분
석 사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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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략
조직에서 성공적으로 분석에 투자하려면 명확하게 정의된 배포 비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장려하기 위한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전략에서는 사람, 프로세스 및 변화 관리를 포괄하여 즉각적인 비즈니
스 사용 사례를 식별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성공 측정치와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주기를 설정해야 합니다.
진행률을 이해하기 위한 성공 측정치와 더불어 역할, 책임, 아키텍처, 프로세스 등 조직 전체
에서 얻은 귀중한 정보는 분석을 배포하고 향후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를 완료하면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전 정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KPI 지정,
Tableau 비즈니스 목표 설정, 위험 및 과제의 문서화를 통해 여러분의 분석 전략이 지향하는
방향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발견 프로세스
발견 프로세스에서는 역할과 책임,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비즈니스 팀 간에 데이터와 분
석의 사용에 대해 후원자와 여러 이해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적
인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각 섹션에는 완료를 담당하는 팀 또는 역할이 표시되어 있습니
다. 발견은 스폰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의 분석 비전을 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는 Tableau를 광범위하게 배포하기 전에 답해야 하는 질문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답을 통해 Tableau Blueprint의 모든 단계 및 모든 작업 흐름에서의
활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래너에서 다루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l
l
l
l
l

분석 전략(분석 비전과 비즈니스 가치)
역할 및 책임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교육 역할 매핑
사용자
커뮤니티
업그레이드 계획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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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너의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지44, Tableau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페이지47 및 Tableau 사용자 페이지57 섹션은 조직이 성장하며 새로운 데이터 사용
사례와 새로운 부서 및 팀의 사용자를 정할 때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석 비전
우리가 대시보드와 비주얼리제이션의 열성 팬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
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고객은 단순히 아름다운 대화형 차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즈
니스 성과를 거두려고 당사 플랫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석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 성
과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 비전을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분석 비전 탭에는 분석 비전을 설정
할 때 고려하면 좋을 질문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분석 비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성공적인 분석 투자의 열쇠이자 탄탄한 분석 전략의 토
대입니다. 조직 수준이든, 팀 수준이든, 또는 두 가지 수준 모두에서 분석 비전을 정의하기
로 했다면, 처음부터 주요 경영진이 함께 참여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분석 비전의 핵심으로
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다만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전 설정 프로
세스는 조직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어떻게 더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살핀 다음 그 목표를 달성
하기에 적합한 분석 기능에 맞게 비전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분석 비전의 초안을 작성할 때 조직의 비즈니스 목표 , 핵심 성과 지표 (KPI), 전략적 이니

셔티브 를 고려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말해, 경영진 차원의 참여 외에도 분석 전략의 이행에
중요한 두 가지 인물 유형이 있는데, 바로 비즈니스 사용자와 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업무를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는 데이터가 업무 인 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의
존성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전문가는 경영진과 비즈니스 사
용자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석 전략에서 이들의 역
할과 책임은 서로 다르겠지만, 조직 전체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할 최상의
방법을 알아내려면 이 세 유형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분석 비전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을 간략히 제시합니다. 이후 단계
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이 연습 과정에서는 전체적이고 개략적인 수준의
답변과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분석 비전 선언문 초안을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대답

우리의 주요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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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이러한 이니셔티브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
니스 성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진척 상황을 추
적하는 데 어떤 메트릭과 KPI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누가 이러한 메트릭과
KPI에 액세스해야 합니까?
이러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적시에 의사 결정
을 내리려면 이 데이터를 언제 봐야 합니까?

다음으로, 현재 상태와 바라는 향후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현재 상태

향후 상태

비즈니스 성과가 데이터와 분석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입니까?
비즈니스 사용자와 의사 결정권자는 데이
터에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그들은 어떤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까?
언제 이러한 정보를 얻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사용하여 최소한 데이터 및 분석 사용이 미칠 영향, 이에 따라 도움을 받게
되는 사람과 그 방식을 요약하여 명확한 분석 비전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또한, 조직에서 데이터 문화를 구축하고, 분석 기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석 비전을 실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대되는 행동 및 의사 결정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지도 원
리를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하는 한 가지 원칙은 "꾸준히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 및 분석의 사용을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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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 프로세스는 항상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으며, 한 번에
조직 존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면 이해관계자가 끝
까지 버티며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석 비전의 예 : 인사 부서에서는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작업 흐름과 선호하는 도구 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기적절하고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회사
의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 례 연 구 : Superstore HR 데 이 터 및 분 석 팀 의 비 전 설 정
이 섹션과 다음 섹션(비즈니스 가치)에서는 한 회사의 인적 자원(HR) 부서를 예로 들겠습니
다. 이 예에 나오는 가상의 회사를 Superstore라고 하겠습니다.
Superstore HR 부서는 데이터와 분석 기능을 좀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Tableau Blueprint를 활용하여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HR 부서의 데이터 및 분석 팀장은
분석 비전 섹션을 읽은 후 분석 비전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위
해 팀장 자신과 여러 직능별 리더,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 리더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소
집합니다. 다른 많은 회사와 마찬가지로, 최근 직원 이탈이 증가해 팀에서 가장 중대한 사안
이 되었습니다. 이번 임무 중, 전문가팀은 직원 유지율 개선이라는 한 가지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팀원들은 함께 샘플 질문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
습니다.
질문

대답

우리의 주요 전략적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입

직원 유지율 개선.

니까?
이러한 이니셔티브로 우리가 추구하는 비즈

• 직원 이탈 25% 감소.

니스 성과는 무엇입니까?

• 이해하기 쉽고 관련성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직능별 리더 100%가 적절한 조
치를 취하도록 함.

이러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진척 상황을 추

• 직원 유지율

적하는 데 어떤 메트릭과 KPI가 도움이 될 수

•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있습니까?

• 개인 개발 계획(IDP) 완료도
• 관리자와 개인 기여자(IC) 간의 소통

우리의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임원, 운영 담당자, 관리자, 개인 기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누가 이러한 메트릭과
KPI에 액세스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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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적시에 의사 결정
을 내리려면 이 데이터를 언제 봐야 합니까?

• 관리자와 IC 간 소통: 매 분기
• 직원 유지율: 매월
•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 분기
• IDP 완료도:
- 임원은 각 마감일 1주일 후에 완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 담당자는 IDP 공개 시부터 매주 완
료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매일 완료율을 확인해야 합니
다.

질문

현재 상태

향후 상
태

비즈니스 성과가 데이터와 분석의 영향

영향을 받을 것이라 여기지만 데이

예. 어떤

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입니

터, 조치, 결과를 일직선으로 연결할

비즈니

까?

수는 없습니다.

스 성과
를 달성
했는지,
누가, 어
떤 조치
를 취했
는지, 어
떤 데이
터 요소
를 사용
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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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용자와 의사 결정권자는 데

HR 데이터 및 분석 팀에서 이메일을

비즈니

이터에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통해 보고서를 푸시해 보냅니다. 비

스 사용

즈니스 사용자와 의사 결정권자는

자와 의

Tableau Server에 게시된 다양한 대

사 결정

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권자가
정기적
으로 사
용하는
도구 내
에서 그
들이 필
요로 하
는 데이
터를 제
공합니
다.
Slack과
Tableau
Server
를 통해
필요할
때마다
데이터
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
다.

그들은 어떤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HR이 보고서에 포함하고 Tableau

비즈니

까?

Server에 게시하는 정보.

스 목표
를 향한
진행 상
황을 분
석하고
구체적
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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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
한 정보
를 제공
할 것입
니다.
언제 이러한 정보를 얻습니까?

HR 데이터 및 분석 팀에서 결정한 주

이 정보

기 또는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

를 비즈

여 대시보드를 볼 때마다 얻습니다.

니스 사
용자와
의사 결
정권자
의 워크
플로우
에 바로
내장할
것입니
다. 그들
은 또한
애드혹
데이터
를 요청
해 즉시
확인하
고 개인
이 선호
하는 대
로 구독
을 설정
할수있
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받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Tableau Software

모릅니다. 각 역할에 대해 정의된 워

통상적

크플로우가 없습니다.

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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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도구에
데이터
를 내장
했으며,
행동 촉
구도 분
명하게
설정했
습니다.
버튼이
나 링크
를 클릭
하여 적
절한 다
음 단계
를 완료
할수있
습니다.

팀은 답변을 고찰한 후 현재 데이터와 분석을 '분석가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권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옵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합니
다. 그들은 HR 데이터 및 분석 팀이 이러한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와 제공
방법, 시기, 위치를 좀 더 의도에 맞게 정한다면 의사 결정권자가 데이터와 인사이트에 대해
더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 비전 초안을
작성합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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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가치
이제 분석 비전 을 정의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어
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조직의 원래 의도, 즉 분석에 투자하여 비즈니스 성과를 주도하고 비즈니스 가치 또는 투자
수익(ROI)을 창출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팀에서는 그동안 분석에 많은
시간, 리소스, 자금을 투자했으며 이 투자로부터 의도했던 이익을 거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분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배포할 때 항상 가치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가치를 앞세우지 않으면 시간과 리소스의 낭비부터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상
실까지, 그 영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alesforce 분석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품을 배포할 때 어떻게 비즈니스 가치에 대
한 가시성을 우선시할까요? 간단합니다. 가치 맵 을 만들면 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

너 의 분석 가치 맵 탭에서 가치 맵의 초안을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 맵이란 무엇일까요 ? 가치 맵은 조직에서 배포하는 제품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을
자세히 나타내는 통합 뷰입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성공을 측정하
는 방법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치 맵은 집단적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이해관계자들
과 함께 만듭니다. 가치 맵은 현재를 반영하는 문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화합니다.
가치 맵의 요소로는 비즈니스 목적 , 비즈니스 목표 , 성공 메트릭 , 분석 기능 이 있습니다.
가치 맵을 만들 때는 가치 맵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과 맵을 만들고 고려하
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1. 비즈니스 목적 결정 —목적이 목표를 정합니다.
2. 목표 정의 —목표에서 메트릭이 나옵니다.
3. 성공 메트릭 식별 —메트릭은 진척 상황을 측정하고 목표를 향해 계속 매진하게 돕습
니다.
4. 분석 기능 개발 —메트릭을 달성하게 해 주는 기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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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맵의 각 요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목적 —조직에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최종 결과로, 비즈니스 효과를 기준으
로 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을 정의할 때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고려해야 합니다.
l

비즈니스 목적이 비즈니스상 이익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수익, 비용 또는 사용자 환
경과 같은 결과에 연결됩니까?

l

비즈니스 목적이 특정 시장, 제품, 기술, 고객 또는 채널 등에서 얻는 이점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나타냅니까?

예 : "회계 연도 말까지 45억 달러의 온라인 수익 창출" 또는 "통합 기술 시스템으로 비용 절
감"
비즈니스 목표 —조직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목적에
지정한 전략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각해 볼 몇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목표가 목적 달성 방법을 설명해 줍니까?

l

일반적으로 사람, 프로세스 및/또는 기술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분명합니까?

l

목표가 측정 가능합니까? 실행 가능합니까?

예 : "거래당 평균 단위를 늘려 주문 금액 증대" 또는 "잠재 고객 유치 방법을 개선하여 이메
일 잠재 고객 30% 증가"
성공 메트릭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돕는 정량화된
지표입니다. 메트릭을 사용하여 목표와 목적에 대한 성공 정도를 측정합니다. 성공 메트릭
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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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메트릭으로 목표 대비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l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노력으로 메트릭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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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달성 횟수나 기타 보여 주기식 데이터 요소(예: 대시보드 뷰 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
즈니스 또는 프로세스 성과를 측정합니까?

예 : "이메일 클릭률" 또는 "최초 문의 시 해결 비율"
분석 기능 —성공 메트릭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분석 기능과 기술입니다. 즉, 각각
의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된 메트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한 메트릭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 및 소비 계층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맵을 작
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만 우선시하고 그 기능에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고려해
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누가 생성된 분석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것입니까?

l

이러한 대상 사용자는 분석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고 싶어 합니까?

l

조직에 분석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리소스와 기술적 역량이 마련되어 있고 대
상 사용자가 분석과 인사이트를 소비하기 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l

특정 기능에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l

분석 콘텐츠를 생성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예 : "데이터 기반 알림" 또는 "여러 원본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기능"

비 즈 니 스 가 치 의 예 : Superstore HR 데 이 터 및 분 석 팀
Superstore HR 데이터 및 분석 팀은 분석 비전을 정의했으니 Tableau 투자의 가치 맵 초안을
작성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비즈니스 목표 중에서도 '직원 유지율 개선'을 위한 이
니셔티브에 주력하기로 결정합니다. 원래의 전문가팀을 다시 소집하여 비즈니스 가치 맵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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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역 할 및 책 임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있는 역할 및 책임 탭은 부서 간 후원자 및 프로젝트 팀원을 식
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별된 개인은 현재/향후 상태 기능, 목표 및 과제
를 파악해야 합니다. 배포 규모와 범위에 따라 선별되는 인원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영진 지원 및 프로젝트 팀 페이지69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엔 터 프 라 이 즈 아 키 텍 처 설 문 조 사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는 IT 부서가 Tableau에 연결할 플랫폼 및 응용 프로그램
을 식별하도록 지원합니다. 제품 평가 기간에 Tableau가 기존에 투자한 기술에 어떻게 맞을
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이미 고려했을 수 있지만, 전사적 배포 전에 각 시스템 소유자를
자세히 살펴보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Tableau를 완전히 통합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배포한 경우에도 차이를 파악하거나 다음에 통합할 내용
을 식별하는 데 설문조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배포 페이

지117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 Tableau Cloud 또는 CRM Analytics 중 알맞은 배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엔
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관해 다음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Tableau Server
하드웨어
l
l
l

배포 위치는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호스팅 중 어디입니까?
엔터프라이즈 표준 빌드/사양은 무엇입니까? (코어, VM, RAM)
엔터프라이즈 서버 운영 체제는 무엇입니까?

가용성
l
l
l

Tableau Server가 업무상 중요하므로 고가용성이 요구됩니까?
목표 복구 시간(RTO)은 얼마입니까?
목표 복구 시점(RPO)은 언제입니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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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엔터프라이즈 인증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Active Directory, LDAP, SAML)
Tableau Server와 관련한 서비스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은 무엇입니까?

네트워크
l
l
l
l
l

SSL이 필요합니까?
http/https를 통한 게이트웨이 포트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포트 제한이 있습니까?
서버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허용합니까?
사용자가 외부에서 서버에 액세스합니까?

운영
l
l
l
l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관리 도구는 무엇입니까? (서버, 클라이언트, 모바일)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도구는 무엇입니까? (SCOM, Splunk 등)
서버에 몇 개의 환경이 필요합니까? (개발, UAT, 프로덕션)
백업/복원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라이선스
l
l

l
l
l

라이선스 유형은 무엇입니까(역할 기반 구독, 코어, 내장)?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키를 배포합니까, 아니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활용
해 라이선스 키를 관리합니까?
라이선스 자산을 어떻게 할당합니까?
추가 라이선스 구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차지백 모델이 있습니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l
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배포됩니까(Desktop, Prep Builder)?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그레이드됩니까(Desktop, Prep Builder)?

모바일
l
l

모바일 분석의 대상 사용자는 누구이며 기본 사용자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사무실, 현장, 홈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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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Tableau Server에 연결합니까?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l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회사 소유 기기를 사용합니까, 개인 기기(BYOD)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둘

l

l
l
l

다 사용합니까?
어떤 휴대기기 유형(휴대폰, 태블릿)을 지원합니까?
어떤 모바일 OS를 지원합니까?
데이터의 민감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분석 서비스
l

외부 서비스(R 서버, Python, MATLAB, WMS)를 통합할 예정입니까?

자동화 및 확장성
l

자동화, 사용자 지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API)

데이터
l
l
l
l
l
l
l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이 데이터의 원본입니까?
어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 사용될 예정입니까? (네트워크 폴더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계정, 사용자 계정에 대해 마련된 보안 정책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안 분류는 무엇입니까? (비밀, 기밀, 내부, 공개 등)
지리적 지역으로 제한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준수해야 하는 외부 및/또는 정부 규정이 있습니까?
행 수준의 보안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Tableau Cloud
보안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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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증 프로토콜은 무엇입니까? (SAML, Google, TableauID)
클라우드 SSO 공급자(Azure AD, AD FS, OneLogin, PingOne, Okta, Salesforce)를 활용
합니까?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클라우드 SSO, REST API, 수동)
서비스 계정에 대한 보안 정책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원본, Tableau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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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l
l
l
l

데이터 원본 연결에 SSL이 필요합니까? (Tableau Cloud는 기본적으로 SSL 사용)
http/https를 통한 게이트웨이 포트에 대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포트 제한이 있습니까?
내부 서버에서의 인터넷 액세스가 허용됩니까?

라이선스
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키를 배포합니까, 아니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활용

l
l

해 라이선스 키를 관리합니까?
라이선스 자산을 어떻게 할당합니까?
추가 라이선스 구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l

차지백 모델이 있습니까?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l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배포됩니까(Desktop, Prep Builder)? (수동, 자동, 셀

l

프 서비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업데이트됩니까? (수동, 자동, 셀프 서비스)
Tableau Bridge는 어떻게 배포 및 관리됩니까? (필요 시 중앙 집중식 권장)

l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통합

l

브랜드 및 사용자 지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API를 이용한 자동화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l

사이트 모니터링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trust.tableau.com, 사이트 상태 관리자 뷰,

l

관리자 인사이트 사용자 지정 보고)

모바일
l
l
l
l

휴대기기 관리(MDM)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모바일 분석의 대상 사용자는 누구이며 기본 사용자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현장, 홈 오피스,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필
요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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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람들이 회사 소유 기기를 사용합니까, 개인 기기(BYOD)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둘

l

다 사용합니까?
어떤 휴대기기 유형(휴대폰, 태블릿)을 지원합니까?
어떤 모바일 OS를 지원합니까?

l

데이터
l
l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합니까?
어떤 온프레미스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합니까? (데이터베이스, 가상 사설 환경, 응용

l

프로그램, 파일)
데이터를 Tableau Cloud로 이동하는 데 Tableau Bridge를 사용합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계정, 사용자 계정에 대해 마련된 보안 정책은 무엇입니까?

l

자격 증명이 내장됩니까? 자격 증명은 서비스 계정이 됩니까 아니면 데이터 관리자

l

계정이 됩니까?
내부 데이터를 위해 조직에 어떤 데이터 보안 조치, 고려 사항 및/또는 회사 정책이 필

l

l

요합니까?
준수해야 하는 외부 및/또는 정부 규정이 있습니까?
지리적 지역(판매 구역, 지리적 데이터 주택 규제 등)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습

l

니까?
행 수준의 보안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l

CRM Analytics
보안
l
l
l
l

모든 CRM Analytics 사용자가 Salesforce 조직에 추가되었습니까?
SSO 또는 2단계 인증과 같은 Salesforce 관련 보안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까?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을 어떻게 수행합니까? (클라우드 SSO, REST API, 수동)
온프레미스 데이터에 대한 커넥터 생성 및/또는 ETL 도구 활용에 대한 보안 정책은 무
엇입니까?

네트워크
l
l

데이터 원본 연결(커넥터)에 요구되는 특별한 보안이 있습니까?
허용된 액세스 목록에 어떤 IP 주소를 추가해야 합니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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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l
l

라이선스(PSL)를 어떻게 프로비저닝하고 활성화할 것입니까?
CRM Analytics 커뮤니티 전용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추가 라이선스 구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향후 추가 데이터 행 구매를 계획해야 합니까?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통합
브랜드 및 사용자 지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API를 이용한 자동화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Predictions API를 사용하여 Salesforce 외부의 데이터를 점수화할 계획입니까?
데이터 모니터링이 어디에 필요합니까(trust.salesforce.com, 데이터 관리자에 속한 작
업, 알림 및 경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모바일

l

휴대기기 관리(MDM) 솔루션은 무엇입니까?
모바일 분석의 대상 사용자는 누구이며 기본 사용자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데이터가 필요합니까? 현장, 홈 오피스,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용자가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데이터에 액세스할 필

l

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회사 소유 기기를 사용합니까, 개인 기기(BYOD)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둘 다

l
l
l

l
l
l
l
l
l

사용합니까?
어떤 휴대기기 유형(휴대폰, 태블릿)을 지원합니까?
어떤 모바일 OS를 지원합니까?
브랜드 및 사용자 지정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API를 이용한 자동화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Predictions API를 사용하여 Salesforce 외부의 데이터를 점수화할 계획입니까?
데이터 모니터링이 어디에 필요합니까(trust.salesforce.com, 데이터 관리자에 속한 작
업, 알림 및 경고,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데이터
l
l
l

l
l
l

어떤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합니까?
어떤 온프레미스 데이터 원본에 어떻게(ETL 도구, API 등) 액세스할 것입니까?
어떤 동기화 정책(증분 또는 전체 새로 고침, 필터, 단일 또는 다중 로컬 조직 연결 또는
라이브 커넥터)을 사용할 것입니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계정과 사용자 계정에 대해 어떤 보안 정책이 있습니까?
새로 고침 빈도와 오케스트레이션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커넥터용 자격 증명은 서비스 계정입니까, 아니면 데이터 관리자 계정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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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스냅샷 생성 요구 사항(과거 데이터 저장)이 있습니까? 예상량 대비 사용할 수 있는

l

제공된 행 수는 얼마입니까?
데이터양(데이터 집합의 레코드 수) 모니터링 및 정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부 데이터를 위해 조직에 어떤 데이터 보안 조치, 고려 사항 및/또는 회사 정책이 필

l

l

요합니까?
준수해야 하는 외부 및/또는 정부 규정이 있습니까?
지리적 지역(판매 구역, 지리적 데이터 주택 규제 등)에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가 있습

l

니까?
행 수준의 보안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l

Tableau 데 이 터 및 분 석 설 문 조 사
사업부의 리더는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있는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주요 데
이터 원본, 데이터가 배포되고 소비되는 방식, 팀에 어떤 분석 기술이 있으며 무엇을 개발해
야 하는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할 비즈니스 팀은 데이터 및 분석 설문
조사를 완료하거나 IT 팀원과 협력하여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CSV 파일, 이메일을 통
해 배포되는 보고서 및 로컬 데이터베이스 파일에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
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및 외부 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원본을 고려하십시오. 이것
은 새롭게 추가되는 팀을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부의 리더
는 팀을 대상으로 다음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팀

l

팀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목표 사용자 수는 몇 명입니까?
팀 내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능 담당자가 있습니까?
팀 내에 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배포하기 위한 데이터 과학 관행이나 비즈니스 과학자

l

인물 유형이 있습니까?
분석해야 할 것이 있다면 팀이 지금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l
l
l

데이터 선택 및 관리
l
l

l
l
l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팀은 데이터 소싱을 어떻게 합니까? (Salesforce, 데이터 웨어하우스, 파일 내보내기,
타사)
팀의 주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자주 변경됩니까?
어느 정도의 새로 고침 빈도가 필요합니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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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분포
l
l
l
l
l
l

데이터를 어떻게 분배합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분배합니까?
어떤 형식을 사용합니까?
분배할 보고서를 누가 준비합니까?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내장 기능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소비

l

데이터를 어떻게 소비합니까? 신규 또는 교체 솔루션/보고서입니까?
팀의 업무에 맞게 데이터 소비자가 데이터를 내보내고 추가 작업을 수행합니까?

l

수신자의 직무/역할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l

기술
l
l
l

팀 내에 보유한 분석 기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개발해야 하는 분석 기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팀 내에서 누구를 Tableau 챔피언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CRM Analytics 예 측 설 문 조 사
각 사업부 후원자는 Einstein Discovery를 사용하여 스토리/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배포하기
전에 사용 사례와 예측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부서와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합니다. Einstein Discovery를 사용할 각 비즈니스 팀은 예측 설문조사를 완료하거나 팀
원과 협력하여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최적화가 필요한 비즈니스
활용 사례(서술적 및 규범적 예측)와 필요한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설문조사는 데이터 과학자의 참여, 예측 배포 계획 및 실행, 모델 모니터링 책임 할당이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팀
l
l
l
l
l

팀의 비즈니스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상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기존 데이터 과학자 팀과 협업해야 합니까?
팀이 분석해야 할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까?
팀원 중 누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스토리/모델을 만들고 예측을 배포하려면) CRM
Analytics에 대한 전체 라이선스 액세스 권한이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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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및 관리
l

예측에 어떤 비즈니스 활용 사례가 사용됩니까? 사용 사례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l

검증되었습니까?
스토리/모델의 주요 데이터 원본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팀은 데이터 소싱을 어떻게 합니까(Salesforce, 데이터베이스 또는 웨어하우스, 파일

l

l

내보내기, 타사 등)?
데이터 과학자 팀에서 모델에 대한 승인을 받았거나 받아야 합니까?
비즈니스 활용 사례를 검증하기 위해 CRISP-DM과 같은 데이터 모델링 방법을 통합

l

했습니까?
1단계(빠르고 약식 접근 방식)에서 데이터의 상태는 어떠하며, csv 파일을 사용하여

l

데이터 집합을 채울 수 있습니까?
프로덕션 배포에서 데이터의 상태는 어떠하며, 데이터 준비를 활용하고 필요한 오케

l

스트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기술
l
l
l

l
l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팀 내에 보유한 비즈니스 과학자 기술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팀 내에서 Einstein Discovery 챔피언으로 선정하고 교육할 대상은 누구입니까(예: 비
즈니스 과학자)?
사용 사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비즈니스 기술과 인사이트가 있습니까?
파생 분야 및 변수 가공 요구에 필요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술이 있습니까?

보안
l

CRM Analytics 사용과 관련하여 Salesforce 클라우드 제품 및 데이터 센터를 이미 조
사하고 승인했습니까?

모니터링
l

예측의 정확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입니까(예:모델 관리자, 사용자 지정 대시보

l

드)?
허용되는 모델 정확도 임계값은 얼마이며, 값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누가 알림과 경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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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받게 됩니까?
모델 데이터를 얼마나 자주 새로 고쳐야 합니까?
모델이 배포된 후 비즈니스 영향, 성능, 채택률을 측정할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l

비즈니스 조직에서는 배포된 예측에서 프로세스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모니
터링하고 측정합니까?

Tableau 사 용 사 례 및 데 이 터 원 본
프로젝트 팀은 초기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 위해 각 부서/팀을 대상으로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지44를 수집한 후에,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있는 사용 사례 및 데
이터 원본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어떤 데이터 원본이 해당 비즈니스 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을지를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
및 인증할 데이터 원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복잡하지 않고 영향력이 큰 것부터 먼저 시
작하여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데이터 원본을 게시 및 인증하고, 통합 문서를 만들
어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새 데이터 원본이 식별되면 이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사용 사례를 넘어 배포가 진행됨에 따라 새 데이터 원본을 추가하
는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제공됩니다.

사용 사례
IT 부서가 주도하는 기존의 하향식 BI 접근 방식에서 전환 중이든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책
임을 단계별로 위임하고자 하든, 인증된 데이터 원본 및 대시보드를 포함하여 IT 부서 또는
중앙 집중화된 BI 팀이 부서 간 초기 사용 사례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석 기술이 향상되고 사용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사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도메인은 셀프 서비스를 위한 더 광범위한 분
석 콘텐츠로 유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초기 사용 사례에서 셀프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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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사용 사례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Tableau는 인기 있는 사업부 응용 프로그램용 대시보드 스타터 를 제공하여 콘텐츠
작성을 가속화합니다. 콘텐츠 소비자는 분석 기술을 강화하는 한편 초기 사용 사례를 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완료하면, 초기 사용 사례는 새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부서별 초기 사용 사례입니다.
l

IT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산 인벤토리, 헬프 데스크 통화량/해결 소요 시간, 리소스

l

할당, 보안 패치 규정 준수
재무 — 예산 계획 및 지출, 미지급금, 출장 경비
마케팅 — 캠페인 참여, 웹 참여, 리드
인적 자원 — 이직률, 채용 중인 인원수, 신입 직원 확보, 직원 만족도
영업 — 판매/할당량 추적, 파이프라인 범위, 평균 거래 규모, 성사/실패율

l

시설 운영 — 물리적 위치, 콜센터 수량/워크로드 배분, 작업 요청량/해결 시간

l
l
l

업종 및 부서별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 사례 를 참조하십시오.
CRM Analytics의 경우, 특정 사용 사례와 업종별 분석 앱 템플릿을 사용하여 가치 창출 시간
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앱은 즉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데이터로 데이터 집합을
만들고 사전에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와 예측을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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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M Analytics 영업 앱 - Sales Analytics. Sales Analytics는 Analytics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서 Sales Cloud로 Analytics 기능을 가져옵니다. Sales Analytics는 Salesforce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한 직관적인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해 인사이트를 행동으로 신속
히 옮길 수 있게 해주고 데이터를 더 스마트한 영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CRM Analytics 서비스 앱 - Service Analytics. Service Analytics 템플릿을 통해
Analytics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으며, 어떤 기기에서든 Service Cloud 데이터를 통한
분명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관리자든 상담사든 상관없이, 비즈니스 성장에 도
움이 되는 핵심적인 데이터 인사이트를 한곳에서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
다.
Financial Services용 CRM Analytics. Financial Services용 CRM Analytics는 CRM
Analytic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고객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금융 고문과 개
인 은행가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코드 작성 없이 어떤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든
자동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Einstein Discovery가 포함됩니다.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Revenue Operations Analytics 템플릿을 사용하면 영업
팀이 성능 인사이트를 확보하여 더욱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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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B2B Marketing Analytics 앱 . B2B Marketing Analytics는 데이터 기반 마케팅 담당자가
마케팅 및 영업 데이터를 모두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고급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Pardot 및 Sales Cloud 데이터를 통합하는 강력한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탐
색하고, 매출액에 미치는 마케팅 영향을 파악하고, 원하는 마케팅 결과를 얻을 수 있도
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tail Banking용 Analytics 템플릿 . Retail Banking용 Analytics는 Financial Services
Cloud 고객을 위한 CRM Analytics 앱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해당 대시보드는 개인 은행
가가 고객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메트릭과 핵심 성과 지표(KPI)를 시각화합니
다.
Consumer Banking Starter Analytics 템플릿 . Consumer Banking Starter Analytics는
Financial Services Cloud 고객을 위한 CRM Analytics 앱 제품군의 일부입니다. 이를 통
해 개인 은행가가 고객을 가치 사슬의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솔
루션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RM Analytics 사전 빌드 앱 배포 에서 더 많은 분석 앱 템플릿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ableau 데 이 터 및 콘 텐 츠 거 버 넌 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있는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모델 워크시트는 중앙 집중식
모델, 위임 모델, 자체 관리 모델의 주요 고려 사항을 안내합니다. 이 워크시트는 각 영역의
책임자, 지정된 사람이나 팀이 해야 할 일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영역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Tableau의 거버넌스 페이지81 및 Tableau 거버넌스 모델 페이지114을 참조
하십시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원본 관리: 조직 내 데이터 선택 및 배포와 관련된 프로세스 포함

l

부서 또는 팀의 주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관리자 또는 데이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라이브로 연결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합니까?
데이터 원본을 내장해야 합니까, 아니면 게시해야 합니까?
데이터 집합의 변형이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원본으로 통합될

l

수 있습니까?
다중 데이터 원본이 통합된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용 사례를 수행하려고 해서 단

l
l
l
l

l
l

일 데이터 원본의 성능 또는 유틸리티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데이터 원본으로 어떤 비즈니스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어떤 명명 규칙이 사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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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다중 조직 커넥터가 필요합니까(CRM Analytics만 해당)?
출력 커넥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CRM Analytics)?
온프레미스 원본에서 데이터를 푸시하기 위한 ETL 도구나 API 호출을 고려하고 있습

l

니까(CRM Analytics)?
Salesforce 조직으로 로컬 연결을 여러 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까(CRM Analytics)?

l
l

데이터 품질: 주어진 상황에서 데이터가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
l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및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

l

니까?
데이터 원본에서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업스트림/다운스트림 영향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l
l
l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까?
데이터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누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까?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강화 및 준비: 분석에 사용되는 원시 데이터를 향상, 정제 또는 준비하기 위한 프로세스
l
l
l
l
l
l

데이터 강화 및 준비가 중앙 집중식입니까, 아니면 셀프 서비스입니까?
조직의 어떤 역할이 데이터 강화 및 준비를 수행합니까?
강화 및/또는 준비를 자동화하는 데 어떤 ETL 도구 및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결합할 때 귀중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용자가 Tableau Prep Builder 및/또는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또
는 CRM Analytics의 경우 레시피)을 결합할 수 있습니까?

l

사용자가 데이터 집합을 보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DBA가 표준화된 조인 또는 혼합

l
l

필드를 설정했습니까?
셀프 서비스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강화 및 준비 프로세스가 어떤 빈도로 발생해야 하며(매시간, 매일, 매월), 장애 알림

l

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데이터 집합을 결합하거나 데이터 집합의 세분화 수준을 보존하는 데 어떤 접근 방식

l

을 사용할 예정입니까(CRM Analytics)?
스토리/예측 모델에 필요한 기능 엔지니어링 또는 하이브리드 데이터를 어떻게 구현
할 것입니까(CRM Analytics - Einstein Discovery)?

데이터 보안: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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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민감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합니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서비스 계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사용

l

합니까?
민감도 분류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안이 법률, 규정 준수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Salesforce에서 공유 상속을 사용하거나 데이터 행 수준 보안을 위한 보안 예측자를 사

l

용할 계획입니까(CRM Analytics)?
Salesforce Shield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스킹된 필드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 집합에 대

l

한 보고가 필요합니까(CRM Analytics)?
다양한 Salesforce 사용자/그룹/역할에 대한 자산 수준 액세스를 설정했습니까(CRM

l

Analytics)?
세부 수준 분석을 마스킹하기 위해 요약/집계 데이터 집합을 사용해야 할 요구 사항이

l
l

있습니까?

메타데이터 관리: 비즈니스 친화적인 의미론적 데이터 계층의 생성, 제어, 향상, 특성 부여,
정의, 관리하기 위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l

데이터 원본을 큐레이션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원본의 크기를 해당 분석에 맞게 조정했습니까?
명명 규칙 및 필드 서식 지정에 대한 조직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Tableau 데이터 모델(CRM Analytics용 필드 또는 데이터 집합 XMD)이 사용자 친화적

l

인 명명 규칙을 포함하여 모든 선별 기준을 충족합니까?
메타데이터 체크리스트를 정의하고 게시하였고, 유효성 검사, 프로모션, 인증 프로세

l

스에 통합했습니까?
각 데이터 집합 수준에서 실행 가능 필드를 식별하고 설정했습니까(CRM Analytics)?

l
l
l

모니터링 및 관리: 성공적인 작업 실행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l
l

l
l

l
l

일정에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원본 시스템에서 원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모니터링합니까?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
료했습니까?
중복된 데이터 원본이 있습니까?
추출 새로 고침 실행은 언제 예약되어 있습니까? 추출을 실행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새로 고침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누가 작업 실행 경고 및 알림을 받아야 합니까?
추출 새로 고침이 발생한 이후 구독 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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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원본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이것은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

l
l

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오래되었을 때 제거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비공개 앱에 있는 데이터 집합을 포함하여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집합을 정리하는 프

l

로세스는 무엇입니까(CRM Analytics)?
동기화, 데이터 플로, 레시피에 종합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일정 조정)이 필요합니까

l

(CRM Analytics)?
배포된 예측 데이터 알림 모니터링 담당자는 누구입니까(CRM Analytics - Einstein

l

Discovery)?
데이터 집합 자체를 포함하여 모델을 새로 고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CRM
Analytics - Einstein Discovery)?

콘텐츠 거버넌스
콘텐츠 관리: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관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

l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회사 전체에 공유할 예정입니까?
민감한 콘텐츠 또는 부서를 분리하는 데 사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프로젝트에서 조직적(부서/팀), 기능적(주제), 또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 중 무엇을

l

사용할 예정입니까?
샌드박스 및 프로덕션 프로젝트는 애드혹 및 유효성을 검사한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l
l

l
l

l
l
l
l
l
l

설정되어 있습니까?
콘텐츠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까?
작성자가 서로 다른 필터를 선택하여 동일한 통합 문서의 여러 복사본을 게시하고 있
습니까?
콘텐츠가 설명과 태그를 포함하며 시각적 스타일을 준수합니까?
로드 시간에 대한 기대치 및 예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콘텐츠 소유권을 재할당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어떻게 앱을 관리하고 분석 자산을 게시할 것입니까(CRM Analytics)?
사용자가 분석 자산을 비공개 앱에만 저장하도록 제한할 것입니까(CRM Analytics)?
관리해야 하는 템플릿 또는 통합 서비스 공급 업체에서 배포한 분석 앱이 있습니까
(CRM Analytics)?

권한 부여: 데이터 및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권한 모델을 정의하는 프로세스
l
l

Active Directory/LDAP 그룹 동기화에 대한 최소 사이트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본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 그룹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없음으로 설정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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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모든 사용자 계정으로 전파하려면 모든 사용자 그룹에 명시적 제한(거부 사용 권한)을

l
l

설정해야 합니까?
각 프로젝트에 대해 작성 및 보기 기능 집합에 해당하는 그룹을 생성했습니까?
사용 권한 모델 테스트용으로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유효한 사용 권한을 검토했습니

l

까?
프로젝트 계층 전체에서 보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 권한을 상위 프로젝트에 대

l

해 잠금 설정했습니까?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해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까?
CRM Analytics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Salesforce 조직으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고

l

있습니까(CRM Analytics)?
CRM Analytics PSL과 관련된 사용 권한 집합과 사용 권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당합니

l

까(CRM Analytics)?
앱에 대한 사용 권한을 계획하고 Salesforce 조직의 사용자/역할/그룹에 매핑했습니까

l

(CRM Analytics)?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커넥터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계정 로그인 정보로 보호하

l

고 있습니까(CRM Analytics)?
필수 사용자 지정 필드 및 개체에 대한 분석 통합 사용자 프로필을 위한 읽기 액세스를

l

설정했습니까(CRM Analytics)?

콘텐츠 유효성 검사: 콘텐츠가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
l
l
l
l
l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콘텐츠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으며, 최신입니까?
새 콘텐츠가 기존 콘텐츠를 대체합니까?
기초 데이터와 계산이 정확합니까?
콘텐츠가 기업 브랜드를 반영합니까?

l

콘텐츠의 레이아웃은 논리적입니까?
데이터 시각화에서 모든 축과 숫자가 올바른 형식입니까?
대시보드가 허용되는 성능 시간 내에 로드됩니까?
필터 및 대시보드 동작은 대상 뷰에서 작동합니까?
대시보드는 엣지 케이스 동작(모두 필터링, 없음, 하나의 값 등)을 수행하는 데 유용합

l

니까?
누가 모델을 튜닝하고 모델 메트릭을 확인합니까(CRM Analytics - Einstein Discovery)?

l
l
l
l

콘텐츠 프로모션: 콘텐츠를 샌드박스 프로젝트에서 프로덕션 프로젝트로 가져오기 위한 프
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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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승격 프로세스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콘텐츠 승격 역할의 기준을 평가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인증된 콘텐츠와 애드혹 콘텐츠를 프로젝트별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까?
반복과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민첩합니까?
직접적이고 제한된 데이터 원본과 통합 문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

l

습니까?
분석 자산을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으로 배포하는 데 어떤 마이그레이션 방법을 사

l

용할 것입니까(Tableau CRM)?
예측을 특정 사용자만 사용하도록(dark launch) 하시겠습니까? 예측을 특정 사용자

l
l
l
l

에게 단계적으로 배포하시겠습니까(CRM Analytics)?

콘텐츠 인증: 콘텐츠가 심사되었는지와 운영 상태에서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프
로세스
l
l
l
l

인증된 콘텐츠를 지정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까?
인증 참고 사항, 태그 등 모든 필드를 작성했습니까?
스토리와 모델의 경우, 누가 모델 메트릭이 예측으로 배포되도록 인증합니까(CRM
Analytics)?

콘텐츠 사용률: 사용자 참여를 측정하기 위한 프로세스
l
l
l
l
l
l
l

l
l

각각의 뷰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도달합니까?
오래된 콘텐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콘텐츠는 얼마나 자주 제거됩니까?
간접 사용(알림 및 구독)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구독은 정시에 전달됩니까?
실제 대상 사용자의 규모가 기대치와 일치합니까?
콘텐츠가 주간, 월간, 분기별 동향을 따릅니까?
사용자 코호트의 마지막 로그인 이후 다음 로그인까지의 일수 또는 로그인 빈도는 어
떻게 됩니까?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크기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Adoption Analytics 앱을 사용하여 활용률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까(CRM Analytics)?

Tableau 교 육 역 할 매 핑
조직은 데이터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부 발
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서 내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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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할 스프레드시트 및 보고서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원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팀 회의 중에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KPI의 스냅샷을 빠르게 캡처
합니다.
각 조직의 역할 또는 직무는 Tableau 역할을 식별하고 매핑해야 하는 데이터와 관계가 있습
니다. 각 조직 역할에서 Tableau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평가하려면 각 제품으로 완료
할 수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제품이 위에서 설명한 Tableau 라이선스와 어떤 관
련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미리 진행해야 하는 발견 및 계획 작업의 일환으로, 단기 및
장기 로드맵에 필요한 Tableau 라이선스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상태 정의
발견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부서 내에서 데이터가 분산되고 소비
되는 방식과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보고서를 배포 또는 수신하거나 보고서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사용자
를 모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향후 상태 정의
현재 상태를 파악했으면 향후 상태를 정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와 어떻게 상호 작용
할지를 고려하여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 및 교육 역할을 결정하십시오.

라이선스 유형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에서 발견한 정보를 사용하여 각 조직 역할과 데이터의 관계를 평가
하고, 사용자 유형을 분류하며, 라이선스 유형별로 교육 요구에 가장 적합한 주제를 결정해
야 합니다. 향후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배포하는 사용자는
Creator가 되고, 기존 보고서를 수정하고 결합하는 사용자는 Explorer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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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는 콘텐츠 소비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라이선스 유형 페이지160을 참조
하십시오.

교육 역할
Tableau는 데이터 기반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직원에게 교육할 규범
적 학습 경로 에 매핑되는 12개의 교육 역할로 구분했습니다. 교육 리소스를 자체적으로 선
별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서로 다른 조직 역할의 교육 요
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페이지201 및 관련 주제를 참
조하십시오.

조직에서 데이터 문화 활성화 : 이러한 역할은 모든 Tableau 사용자가 조직의 분석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적 표준과 기술적 표준을 설정합니다.

인사이트 제공 및 비주얼리제이션 솔루션 개발 : 이러한 역할은 Tableau 플랫폼의 기능
을 사용하여 애드혹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내장된 분석 기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솔루션
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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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배포 및 관리 : 이러한 역할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확장 가능한 배
포를 계획하며, 운영을 시작하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교육 역할 매핑 탭에 나열된 각 교육 역할에 해당하는 직책을 입
력하십시오. 각 교육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사 용 자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탭에서 추정된 대상 사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드릴다운
하여 사용자를 나열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사용자 탭을 사용하여 개인이 소속
된 부서, 라이선스 수준, 학습 경로 및 온보딩 날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부서당 한 명 이상
의 챔피언을 지정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에 설명된 대로, 나중에 이들의 이름을
활성화 인트라넷의 사용자 디렉터리에 게시하게 됩니다. 각 사용자에 대해 다음 정보를 수
집하거나 사용자 유형별로 분류하십시오.
l
l
l
l
l

이름
부서
라이선스 수준
사용 권한 집합 라이선스(CRM Analytics용)
사이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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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학습 계획
온보딩 날짜
Tableau 챔피언 여부

Tableau 커 뮤 니 티 계 획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커뮤니티 탭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분석 사용을 육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참여 활동 및 지원 계획에 중점을 둡니다. 조직의 Tableau 사용자 커뮤니티
는 Tableau 커뮤니티 와 유사하며, 단지 규모가 더 작을 뿐입니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의 모
든 Tableau 사용자로 구성됩니다. 커뮤니티 리더는 모든 대화의 중심에 데이터를 배치한다
는 공통된 전제를 기반으로 활성화 리소스를 수집하고, 회사 내부의 사용자를 연결하며, 그
룹 멤버 사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탭에 나열된 모든 항목이 시작 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중 다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개됩니다. 다음은 마감일과 함께 소유자에게 할당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커뮤니케이션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시작하기
FAQ
지원
공지
사용자 디렉터리
거버넌스 모델
데이터 플랫폼
인증된 데이터
분석 모범 사례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
이벤트 달력
학습 계획
교육 동영상
회사 교육 달력
사용자 그룹 녹음
분석 블로그/뉴스레터
토론 포럼 및 채팅

참여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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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점심시간 학습
비주얼리제이션 게임
Tableau의 날/분석의 날

지원
l
l
l
l

사용자 지원 프로세스
챔피언 육성
기술 피라미드
멘토링

Tableau 업 그 레 이 드 계 획 및 프 로 세 스 체 크
리스트
업그레이드 계획의 목표는 Tableau의 다음 버전으로 이동하기 위한 사전 대응식 접근 방식
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 총체적인 접근 방식은 기술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획을 넘
어, 총괄 운영 위원 및 부서 간 프로젝트 팀의 의견을 취합하고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지원 계획을 포함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업
그레이드 계획 체크리스트 탭을 완료하고, 업그레이드 주제를 검토하고,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탭을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초기에 프로젝트 팀 간에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은 업그레이드 빈도, 버전 선택 및 버전
호환성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이 됩니다. 업그레이드
접근 방식을 조기에 정의함으로써 프로젝트 팀은 업그레이드를 언제 어떻게 수행할지를 설
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능에 대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대신 사용자의 기대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l

l

얼마나 자주 업그레이드합니까? 연간 수행할 Tableau Server 업그레이드 수를 결정
하고 월말, 분기말, 연말 결산 활동 및/또는 블랙아웃 기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허용 가
능한 다운타임 기간을 고려하십시오. Tableau Cloud의 경우 Tableau에서 사전에 통지
하고 업그레이드를 수행하지만, 조직의 관리자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서 새로운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IT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버전을 선택하려면 Tableau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 Cloud는 Tableau에서 최신 버전으로 업
그레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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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 버전이 기존 솔루션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기존 소프트웨어 버전 및 사용자
지정 솔루션(예: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용 내장된 분석 기능을 위한 사용자
지정 API 개발과 자동화)과의 호환성을 평가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획
업그레이드에 대해 생각할 때 즉시 떠오르는 것이 아마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계획일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다음 Tableau 소프트웨어 버전으로 가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정의합니
다. 프로젝트 팀의 IT 직원이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탭을 기초로 사용하여 계획을 개발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는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테스트 및 프로덕션 환경 업그레이드 이후
평가할 상위 대시보드와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여 업그레이드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롤백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이 작업은 테스트 환경부터 시작해서 서버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시
스템 관리자 및 Tableau Server 관리자 역할에 의해 수행됩니다. 테스트 환경에서 유효성이
확인되면 프로덕션 환경 업그레이드 및 재해 복구 환경(해당하는 경우) 일정을 정합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 및 에이전트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Desktop 관리자 역할과 Mobile 관리자 역할은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배포에 모두
적용되는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Mobile의 패키징과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설치에 따라 tabcmd, Tableau Cloud용 Tableau Bridge, Content Migration Tool
과 같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하십시오.
해당 전문 분야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보안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의 추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l

어떤 IT 역할이 업그레이드에 관여합니까?

l

업그레이드할 Tableau의 프로덕션 인스턴스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l

프로덕션 환경 사양 및 구성과 일치하는 테스트 환경 설정이 있습니까?

l

고가용성을 지원하도록 구성을 변경할 것입니까? 이미 고가용성이 구현된 경우 모든
프로세스가 중복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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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재해 복구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l

백업을 매일 수행하고 프로덕션 Tableau Server 밖에 저장합니까?

l

역할 기반 라이선스로 변경하고 있습니까?

l

Tableau Server/Tableau Cloud 및 Tableau Desktop의 사용 중인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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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입니까?
l

Tableau Prep Builder의 사용 중인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무엇입니까?

l

Tableau Mobile의 사용 중인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무엇입니까?

l

Resource Monitoring Tool의 사용 중인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무엇입니까?

l

개별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tabcmd, Tableau Bridge 또는 Content Migration Tool의 사
용 중인 버전과 새로운 버전은 무엇입니까?

l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받을 프로그래밍 관련 종속성이 있습니까? (내장된 분석 기능,
포털 개발, API를 이용한 자동화)

l

이 업그레이드와 다음 업그레이드 사이에 새로운 워크로드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용
량이 필요합니까? (추출 새로 고침, 흐름 실행, 구독)

l

이 업그레이드와 다음 업그레이드 사이에 예상되는 규모의 신규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용량이 필요합니까?

l

업그레이드 이후 완료 상태에 대해 계획된 플랫폼 변경이 있습니까? (OS, 하이퍼바이
저, 하드웨어 또는 클라우드 공급업체)

l

업그레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롤백 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달 계획
전달 계획을 세울 때 업그레이드의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하여, 곧 있을 업그레이드 전과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에서 업그레이드 완료 후에 사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을 고려하십시오. 소식지에 업그레이드 타임라인을 추가하고, 부서 사이트 관리자나 팀 챔
피언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십시오. Tableau Server에서 사용자 지정 로그인 메시지와 사
이트 시작 배너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알리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사용자 지정 을 참
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업데이트의 유지 관리 기간을 나타내는 메
시지가 표시되는데, 내부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l

업그레이드의 비즈니스 목표가 무엇입니까?

l

새 버전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l

곧 있을 업그레이드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l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후 사용자에게 어떻게 알립니까?

l

사용자가 새 클라이언트와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설치합니까? (자동, 셀프 서
비스,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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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계획
교육 계획을 통해 사용자는 새로운 기능을 이해하고 Tableau의 새 버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도움말 문서에 있는 제품별 새로운 기능 주제, 최신 릴리스 정보 , 무료

교육 동영상 , 시작 이벤트 등 Tableau에서 호스팅한 리소스로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십시오.
Tableau가 제공하는 리소스에, 사용 사례를 들어 새로운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하
는 조직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리소스를 보강하고 새로운 기능에 중점을 두는 사용자 그룹
회의 일정을 잡으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l

사용자에게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l

Tableau 제공 리소스 중 어떤 것이 활성화 인트라넷에 추가됩니까?

l

회사에 특화된 리소스로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합니까?

l

점심시간 학습 또는 온디맨드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까?

지원 계획
지원 계획에서는 업그레이드 이후 지원, 분류 및 에스컬레이션 경로에 대한 초기 요구를 처
리하는 데 필요한 추가 리소스를 정의해야 합니다.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
콘텐츠를 업데이트하십시오. 계획을 세울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l

어떤 셀프 서비스 지원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l

업그레이드 이후 지원을 위한 인시던트 카테고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l

지원 요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l

업그레이드 이후 인시던트의 에스컬레이션 경로는 무엇입니까?

Tableau 프 로 젝 트 계 획
Tableau Blueprint 플래너 를 사용하여 분석에 대한 조직의 비전을 정의하고, 총괄 운영 위원
및 프로젝트 팀원을 선정하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현재 상태를 문서화하고, 각 비즈
니스 팀의 데이터 및 분석 사용을 평가했습니다.
이 단계는, 조직에서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 계획을 세우고 분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요
구 사항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중요합니다. 이제 프로젝트 팀은 정보를 종합하고 발
견 프로세스에서 찾아낸 내용을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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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영역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각 영역에 대한 질문과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비전은 무엇이고 전략적 이니셔티브, 비즈니스 목표 및 과제는 무엇입니까? (분
석 전략 탭) 최신 분석 및 광범위한 데이터 사용에 대한 비전은 원대하면서 실행 가능
해야 하며 조직의 목표와도 일치해야 합니다.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비즈니스 목표는
원하는 결과로 나아가는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KPI와 메트릭 설정에 방향을 제시합니
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데이터 및 분석에 연결하여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변
화의 추진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대개 경영진의 관심 분야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특
정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경영진 수준의 콘텐츠를 가지고 총괄 운영 위원은 데이터 기
반 행동을 사례로 만들고 모델링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몇 가지 예를 들
면, 고객 사용 환경 개선, 브랜드 인지도 향상, 시스템 현대화로 기술 부채 감소 등이 있
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는 이러한 각 예제의 뒤에는 데
이터가 있습니다.
과제 또는 장애물을 조기에 파악하면 더 잘 준비하여 성공을 거두는 데 따르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며 체계적으로 도입을 전개해 나가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l

총괄 운영 위원과 프로젝트 팀원은 누구입니까? (역할 및 책임 탭) 프로젝트에 참
여하는 사람들의 수는 필요 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특정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클수록 전문적인 역할이 더 많기 때문에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해 적절한 사람들이 참
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괄 운영 위원은 목소리를 높여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은 프로
젝트 팀과 함께 기술 확장 방법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변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교
육 및 구조를 보장해야 합니다.
부서 간 프로젝트 팀은 IT/BI 전문가, Tableau Server 및/또는 사이트 관리자, 그리고 서
로 다른 부서에서 선별된 콘텐츠 작성자 및 데이터 관리자로 구성됩니다. 배포 초기에
는 매주 회의를 열도록 설정하고, 운영 흐름이 안정되면 격주 또는 월별 회의로 전환하
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진행 상황은 물론 에스컬레이션을 통해 의사 결정권자가 해결

Tableau Software

63

Tableau Blueprint 도움말
해야 할 문제도 총괄 운영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아직 경영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데이터 기반 조직의 가치를 입증하는 매우 영향
력 있는 사용 사례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와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탭에 집중해야 합니다.

l

Tableau를 기존에 투자한 기술과 어떻게 통합합니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 탭) 이 작업은 민첩성 작업 흐름에서 실행됩니다. 이 모든 것의 상호 운용 방
식을 이해하는 것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설치, 구성 및 지속적인 운
영을 위한 핵심입니다.
IT는 현재 상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문서화하고 기술 스택이 변경됨에 따라 문
서를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Tableau는 플랫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되므로 모든 통합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수준의 통합 지점 외에도 셀프 서비스 및/또는 자동 설치를 위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인 Tableau Desktop과 Tableau Prep Builder의 패키지화 및 테스트를 시작
해야 합니다. 모바일도 범위에 포함되면 엔터프라이즈 MDM 솔루션을 사용하여
Tableau Mobile 앱을 게시 및 테스트해야 합니다. 또한, tabcmd, Content Migration
Tool 또는 Tableau Cloud용 Tableau Bridge 같은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사용자
도 고려하십시오.

l

데이터를 어떻게 선택 및 관리하고 배포 및 소비하며 보호합니까? (데이터 및 분
석 설문조사 탭) Tableau 프로젝트 팀은 참여하는 각 비즈니스 팀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오늘날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가장 영향력이 큰 콘텐츠의 종류
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지를 파악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CSV 파일,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보고서, 로컬 데이터베이스 파일부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외부 원본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원본을
고려하십시오.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를 배포할 때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직접 답하는 것이 편한
지 아니면 프로젝트 팀의 누군가와 인터뷰를 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초기 배포의 범
위에 5개의 비즈니스 팀이 있는 경우 총 5개의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각 팀
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각 팀에서 정보를 수집했으면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각 비즈니스 팀과 공유하여 검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 팀을 추가하기 위한 온보딩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 설문조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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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조사는 또한 여러 팀을 연결하고 각 팀에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떻게 Tableau를 사용하려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l

어떤 사용 사례가 가장 영향력이 큽니까?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탭)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게시 및 인증할 데이터 원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복잡하지 않고 영향력이 큰 것부터 먼저 시작하여 빠른 성공을 입증하십시오. 영향력
은 대개 대상 사용자 규모 또는 경영진의 관심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게시 및 인증하고, 관련 비즈니스 질문에 답할 통합 문서를 만드십시
오. 팀당 적어도 인증된 데이터 원본과 대시보드를 각각 하나씩 준비하여 사용자 온보
딩 완료 시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새 데이터 원본이 식별되면 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사용 사례를 넘어 배포가 진행됨에 따라 새 데이터 원본을 추가하는 반복 가능한 프로
세스가 제공됩니다.

l

책임감 있는 사용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탭)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탭에 찾을 수 있는 데이터 원본과 '사
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탭에서 볼 수 있는 초기 콘텐츠에서 민감도와 대상 사용자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분류한 다음,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의 각 영
역에 대해 중앙 집중식 모델, 위임 모델, 자체 관리 모델을 정의하십시오.
거버넌스는 공동 책임이므로 유연성과 제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때 부서 간
프로젝트 팀에서 모델을 정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활성화 인
트라넷에 조직의 거버넌스 모델을 게시하십시오. 거버넌스 정책을 명확하게 전달함
으로써 거버넌스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기보다는 가능하게 한다는 아이디
어를 강화하여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용 및 참여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 반복적인 접
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조기에 자주 나눠야 합니다.

l

직무와 데이터는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 역할 매핑 탭) 프로젝트 팀은 워크플로우
에서 각 직책의 역할에 따른 특성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사용자 유형을 분류해야 합니
다. Tableau는 출발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당사 교육 포트폴리오와 일치하는 교육
역할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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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인 기술을 추가하여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책에 '분석가'가 포함된 사람은 분석가 교육 역할에 매핑하고, 부장 이상의 직
책은 총괄 운영 위원 교육 역할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매핑이 완료되면 개인이 해당
학습 경로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인증된 데이터 원본 및 대시보드의 가용성에 맞춰 Tableau 온
보딩과 교육을 조정하십시오. 다른 사용자를 위해 콘텐츠를 만들 초기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콘텐츠 작성자 및 데이터 관리자부터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교육 일정을
게시하고, 분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팀 자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짧은 온디
맨드 입문 동영상을 녹화하십시오.
채용 및 직원 온보딩에 데이터를 더 일찍 통합할수록 특정 개인의 데이터 사용 방식
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줄어듭니다. 이는 조직 전체에서 분석 숙달에 이르고
기존 인재를 개발 및 유지하기 위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l

누가 Tableau를 사용할 것이며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합니까? (Tableau 사용자
탭)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탭에서 추정된 대상 사용자 규모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드릴다운하여 사용자를 나열합니다. 사용자 탭에서는 부서, 라이선스 수준, 사이트
역할, 해당 교육 역할, 온보딩 날짜 등을 식별하여 모든 사용자의 인벤토리를 가져옵
니다.
이 작업은 교육, 사용자 참여 측정, 분석 모범 사례와 함께 숙달 작업 흐름에서 실행됩
니다. 이 단계에서는 교육 목적에 맞게 부서, 팀, 교육 역할별로 사용자 수를 수량화합
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인벤토리화된 사용자 수는 미래의 성장에 대비하여 환
경의 크기를 조정하고 사용자 온보딩 일정을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l

공유 및 협업을 어떻게 프로모션합니까? (커뮤니티 탭) 커뮤니티 탭에는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사용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권장 리소스와 활동이 요약되어 있습니
다. 커뮤니케이션 계획, 활성화 인트라넷의 셀프 지원 리소스, 실제 사용 시 지원 에스
컬레이션 경로에 중점을 두십시오. 첫 번째 내부 사용자 그룹 회의를 계획하고 정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이 작업은 커뮤니티 작업 흐름에서 실행됩니다. 콘텐츠와 참여 인원 면에서 소규모
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높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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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로운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업그레이드 계획 및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탭) 지금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처리 방법을 고려하
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업그레이드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사전 대응
식 접근 방식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업그레이드 계획 및 업그레이
드 체크리스트 탭에서는 Tableau Server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또는 Tableau
Cloud에 연결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으로 이전할 때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지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민첩성, 숙달 및 커뮤니티 작업 흐름에서 실행됩
니다.

프로젝트 메트릭
'Analytics on your analytics'(분석에 대한 분석)는 단순히 Tableau Conference 세션의 제목만
이 아닙니다. 프로젝트 팀은 배포 진행 상황을 분석하여, 잘되고 있는 것부터 잘 안되고 있는
것까지 조직의 요구를 파악합니다. 이는 성과와 개선할 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표는 배포 전반에 걸친 추적에 도움이 될 메트릭을 제공합니다.

경 영 진 KPI
l

경영진의 Tableau 콘텐츠(예: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연결된 콘텐츠) 참여 비율

l

회의 진행 시 분석 사용, 부서/팀 성과의 측정값

l

예상 영향 및 ROI: 수익 증가, 비용 절감, 비즈니스 및 고객 결과 개선

IT KPI
l

비즈니스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 대 IT가 작성한 콘텐츠의 비율

l

사용 가능한 데이터 대 분석된 데이터의 비율

l

소유한 라이선스 대 할당한 라이선스

l

TCO: 구입, 구현, 지원 및 교육 비용

분 석 KPI:
l

온보딩된 사용자 비율

l

사용자 참여(조직 수준): 사용자 로그인 빈도, 마지막 로그인 후 경과일 수, 한 번 로그
인한 후 다시 하지 않은 사용자

l

만들고 게시한 콘텐츠(조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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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콘텐츠 사용률(조직 수준)

l

인증되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 비율

l

인증된 프로젝트 통합 문서 대 애드혹 프로젝트 통합 문서의 비율

l

분석 기술 수준, 역할 배지, 제품 자격증 등 교육받은 모든 사용자의 비율

l

교육 역할 수준을 점차 높이면서 분석 기술을 향상한 사용자의 비율.

사 업 부 KPI
l

팀 내 교육받은 사용자의 비율

l

만들고 게시한 콘텐츠의 양

l

사용자 행동(부서 또는 팀 수준): 사용자 로그인 빈도, 마지막 로그인 후 경과일수, 한
번 로그인한 후 다시 하지 않은 사용자

l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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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지원 및 프로젝트 팀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려면 올바른 기술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 이상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세스를 비롯한 조직 내 모든 사용자의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엔터프라
이즈 배포에는 관점과 관심사가 서로 다르며 때로는 반대되는(그러나 각자 고유하고 귀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사용자 간의 노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
화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려면, 광범위한 부서 간 이해관계자의 승인, 조정 및 참여가 필요합
니다.
프로젝트 팀과 함께 일하는 총괄 운영 위원은 전체 조직의 기술을 확장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 교육, 변경 관리 및 조직 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석에 대한 투자와 데이터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기술 수준 및 데이터 숙
련도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접하는 모든 사람이 인사이트를 기회 또는 혁신으로 전환할 수 있
게 됩니다.
부서 간 운영 위원회 및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것이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영진, IT/비즈니스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의 참여와 기술력은 승인, 조정, 그리
고 궁극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할 때 최신 분석에 대
한 조직의 비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관리되는 안전한 데이터 액세스를 실현하는 공
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분석 문화 구축에 필요한 주요 역할 및 상호 연결 방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설
명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역할 및 책임 탭은 총괄 운영 위원회 및 프로젝트 팀원
을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총괄 운영 위원의 역할 및 책임
Tableau를 배포하기 전에 총괄 운영 위원을 선정해야 합니다. 총괄 운영 위원은 최신 분석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혁신 이니셔티브에 맞게 조정하고, 프로젝트 수행 및 지
원 역할을 담당할 직원을 지명하고, 책임을 확인합니다. 이들은 Tableau 사용에 대한 관리 기
관의 역할을 합니다. 총괄 운영 위원을 Tableau 운영 위원회, Tableau 위원회 또는 분석 경영
진 위원회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이 부서 간 통합 경영진 팀은 다음
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l
l
l

조직 전체에 최신 분석의 비전을 전달하고 확산합니다.
예산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분석 사용을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맞게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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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젝트 팀에서 식별한 비즈니스 및/또는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의 데이터를 관
리하기 위한 Tableau 거버넌스 페이지79 프로세스, 정책, 지침, 역할 및 책임을 승인합

l

니다.
눈에 띄고 자기 목소리가 확실한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데이터를 부서 회의 시 모든 대화
의 중심에 두고 직감보다는 사실을 사용하는 사례를 설정합니다.

전사적 이니셔티브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용 사례를 고려할 때,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직의 일상 활동에서 데이터가 얼마나 심층적으로 뿌리내렸는지,
그리고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KPI는
Tableau 콘텐츠(예: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연결된 콘텐츠)에 대한 경영진 참여 비율, 회의 운
영 시 분석 사용, 부서/팀의 성과 측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배포 진행률을 추적하고 팀이 Tableau를 수용하도록 영향을 주기 위해 매월 회의
를 열어야 합니다. 운영이 정상화되면 회의의 주기를 분기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배포 규모와 범위에 따라, 총괄 운영 위원의 수 및 직책(고위 경영진, VP 등)은 달라질 수 있
습니다. 다음은 총괄 운영 위원회의 잠재적인 멤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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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CDAO(최고 데이터 및 분석 책임자) 또는 CDO(최고 데이터 책임
자) 역할 및 이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이 IT 부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총괄
운영

책임

위원
역할
IT 후

IT 후원자(최고 정보 책임자/최고 기술 책임자)는 Tableau 설치, 구성 및 유지 관리

원자

를 책임지고, 비즈니스 리더 및 SME와 협력하고, 안전하고 관리되는 데이터 액세
스를 보장하며, 콘텐츠 작성을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전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IT KPI에는 비즈니스 사용자가 작성한 콘텐츠 대 IT 부서가 작성한 콘텐츠 비
율, 사용 가능한 데이터 대 분석한 데이터 비율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분석

분석 후원자(최고 데이터 책임자)는 최신 분석에 대한 비전을 구현하고, 데이터 및

후원

콘텐츠의 가용성을 보장하며, 조직의 직무별 교육 계획 및 학습 경로를 설정하고,

자

사용자 커뮤니티 전체에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달성한 비즈니스 가치를 집계
합니다.
특정 분석 KPI에는 교육을 받은 모든 사용자(예: 조직의 분석 기술) 비율, 분석 기술
이 향상된 사용자 비율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

사업부 후원자(최고 재무 책임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등)는 각각의 팀 내에서 데이

부후

터 기반 의사 결정을 옹호하고, 콘텐츠 작성 및 관리되는 데이터 액세스를 프로모

원자

션하며, 협업 및 공유를 권장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문서화합니다.
사업부 관련 KPI에는 팀 내 교육을 받은 사용자 비율, 게시된 콘텐츠의 양, 사용자
로그인 빈도, 마지막 로그인 이후 경과일, 한 번 로그인한 후 돌아오지 않은 사용자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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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프 로 젝 트 팀 역 할 및 책 임
부서 간 프로젝트 팀은 IT/BI 전문가, Tableau 관리자, 선별된 콘텐츠 제작자(데이터 관리자
및 콘텐츠 작성자)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부서 간 프로젝트 팀이 중점을 두는 영역입니다.
l

l

l
l

Tableau 거버넌스 페이지79 프로세스, 정책 및 지침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분석 실습
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비즈니스 및/또는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을 정의합니다.
Tableau 배포를 계획 및 실행하고, 최신 분석에 대한 조직의 비전을 구현합니다.
정책 및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추고 발전시킵니다.

조직의 규모와 특정 역할에 대한 전문성 정도에 따라, 아래에 나열된 각 역할은 대규모 조직
에서는 한 사람의 몫이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두 명 이상이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팀원의 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각 역할을 채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조직 계층에서 프로젝트 팀 역할의 해당 위치를 나
타냅니다(규모가 큰 배포에서는 커뮤니티 리더가 각 사업부에 상주할 수 있음).

72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참고: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 멀티 테넌시를 지원합니다. Tableau Server 관리
자는 사용자와 콘텐츠를 분리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을 위임하기 위한 사이트를 만들고, 사이
트 수준의 관리를 책임질 사이트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
자는 사이트 설정을 관리하고 콘텐츠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며 관리 작업의 책임을 위
임할 수 있습니다.

IT/BI 전문가 역할
IT/BI 전문가 역할의 책임은 Tableau를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통합하고 Tableau 사용자
가 관리되는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T 부서와 분석 부
서가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는 배포 계획, 설치, 구성을 비롯한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에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전체 프로젝트 팀과 함께 배포 진행 상황을 계획하
고 추적해야 합니다. 운영이 정상화되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거나, 서버 인프라를 확장하거
나, 다른 시스템과 통합하지 않는 한 회의 개최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IT/BI 전
문가 역

책임

할
분석

분석 책임자는 조직 내에서 분석을 적재적소에 배치,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맞게

책임

조율, 사용자 활성화 및 수용을 포함하여 Tableau의 사용을 주관합니다.

자또
는
IT 서
비스
소유
자
엔터

엔터프라이즈 설계자는 기술 요구 사항을 식별하고 Tableau를 엔터프라이즈 아

프라

키텍처 표준과 통합합니다.

이즈
설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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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BI 전
문가 역

책임

할
보안

보안 및 규정 준수 관리자는 회사가 내부 보안 및 데이터 보안 정책과 외부 규제

및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준
수관
리자
데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모니터링, 유지 관리 및 보안

터베

을 담당합니다. DBA는 데이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관리자와 협력하여 데이터 액

이스

세스를 제공하고 Tableau 제품에 연결하는 데이터의 원본을 모델링, 구성 및 최

관리

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자
시스

시스템 관리자는 데이터 센터 또는 클라우드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템관

Bridge가 설치된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의 설치, 구성, 관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

리자

는 한편, 비즈니스 및 기술 전략에 따라 회사 정책을 시행합니다.

네트

네트워크 관리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워크

SSL, VPN, Tableau Bridge 및 모바일 네트워킹을 포함한 네트워크 통신 및 연결을

관리

유지 관리합니다.

자
클라

클라이언트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이언

Builder, Tableau Mobile 및 Tableau Bridge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

트관

치하고 구성합니다.

리자
프로

프로젝트 관리자는 프로젝트의 팀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그룹과의

젝트

관계를 관리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리소스를 할당 및 활용하고, 협력적이고 동

관리

기가 부여된 성공적인 팀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정시에 예산 내에서

자

완료되도록 보장합니다.

커뮤

커뮤니티 리더는 지원 리소스, 참여 이벤트, 사내 사용자 교류, 분석 홍보를 포함

니티

하여 사용자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합니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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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든 조직이 이와 같은 책임 업무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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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관리자 역할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Tableau 사이트 관리자는
개별 사이트, 사용 권한, 콘텐츠, 사용자 및 사이트 사용 시기 를 담당합니다.
초기에는 전체 프로젝트 팀과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배포 진행률, 콘텐츠 사용
률 및 사용자 참여를 추적해야 합니다. 운영이 정상화되면,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거나 인프
라를 변경 또는 확장하거나 모바일, 고급 분석 또는 확장 가능한 기능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 한, 관리자 회의를 매월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책임

역할
Tableau

Tableau Server 관리자는 Tableau Server 설정, 서버에 구축된 모든 사이트, 사

Server

용자 및 그룹,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와 같은 모든 콘텐츠 자

관리자

산에 제한 없이 액세스하여 전체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의 KPI는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Tableau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의 사용자 및 그룹을 생성

사이트

및 관리하고, 사이트의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생성하며, 사용자

관리자

(그룹)가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이외에도 콘텐츠
를 인증 및 프로모션하고, 사이트 내에서 분석 사용을 측정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 관리자는 가장 높은 관리자 역할입니다. 사이트 관리
자는 사이트 설정을 관리하고 콘텐츠 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며 관리 작업
의 책임을 위임합니다. 이외에도 콘텐츠를 인증 및 프로모션하고, 사이트 내에
서 분석 사용을 측정합니다.

Tableau 사이트 관리자의 KPI는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

지219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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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콘텐츠 제작자 역할
콘텐츠 제작자는 데이터 관리자와 콘텐츠 작성자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팀으로 선발된
개인은 조직의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
과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선정한 콘텐츠 제작자를
Tableau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지원 프로세스 페이지281를 참조
하십시오.
초기 배포 중에 데이터 관리자 및 콘텐츠 작성자는 콘텐츠 소비자가 시작 단계에서 사용할
인증된 데이터 원본 및 관련 통합 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그룹에서 제기되는 모든 병목
또는 문제는 배포 단계에 따라 전체 프로젝트 팀 및/또는 경영진과 공유하여 논의하고 해결
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전체 프로젝트 팀과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배포 진행률, 콘텐츠 사용
률 및 사용자 참여를 추적해야 합니다. 매주 콘텐츠 제작자 회의를 개최하여 모범 사례를 공
유하고, 계획을 세우고, 콘텐츠 작성, 워크플로우 디자인 및 콘텐츠 사용률 메트릭을 추적해
야 합니다. 운영이 정상화되면,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하거나 새로운 기능(예: 모바일, 고급
분석 또는 확장 가능한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는 한 회의를 매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콘
텐
츠
제

책임

작
자
역
할
데

데이터 관리자는 비즈니스 영역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분석 간의 상호 작용을 이

이

해합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와 지침이

터

있는지 확인하고 DBA 및/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

관

스 및 규정 준수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Tableau Creator 라

리

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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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콘텐츠 작성자는 대시보드 및/또는 데이터 원본을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또한,

텐

Tableau 기술을 향상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콘텐츠 작성자는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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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텐
츠
제

책임

작
자
역
할
츠

Creator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작
성
자

Tableau 콘 텐 츠 소 비 자 의 역 할
콘텐츠 소비자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Creator, Explorer 및 Viewer 등 Tableau를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콘텐츠 소비자는 프로젝트 팀의
일부는 아니지만, 데이터 액세스, 콘텐츠 작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의사 결정과 관련된 능
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 소비자는 배포 및 업그레이드 주기 전반에 걸쳐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Tableau 커뮤니티 참여 페이지271 활동 및 Tableau 지원 프로세스 페이

지281 중에 입력 내용을 수집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Tableau 활성화 인트
라넷 페이지261의 시작하기 및 FAQ 영역에서 다뤄야 합니다.

Tableau Software

77

Tableau Blueprint 도움말

Tableau 거 버 넌 스
최신 분석 채택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셀프 서비스와 거버넌스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셀프 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질문에 답하
고 정보에 입각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셀프 서비스를 가
능하게 하는 것은 거버넌스이므로, 거버넌스는 Tableau Blueprint의 핵심입니다. 거버넌스는
기준점으로서 프로젝트 팀이 조직 전체에 걸쳐 민첩성, 숙달 및 커뮤니티를 개발함에 따라
모든 의사 결정을 주도하게 됩니다.
거버넌스는 데이터 및 분석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제어, 역할 및 반복 가능한 프로
세스의 조합입니다. IT 부서 및 프로젝트 팀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는 모두 데이터 및 콘텐
츠 거버넌스를 함께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적절한 수준
의 거버넌스는 책임을 부여하고 조직의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보
장합니다(제한하는 것이 아님). 거버넌스는 스펙트럼과 같아서,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콘텐츠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기대치는 진화하기 때문에 한
번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면 새로운 분석 기술과 사
용 사례가 개발됨에 따라 기술을 향상하고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는 데이터와 콘텐츠, 두 가지를 관리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사용자의 결정
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콘텐츠 거버넌스를 통해 비즈니스 사용자는 신
뢰할 수 있는 관련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신속하고 자신 있게 찾고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에 대한 소프트 지침에서부터 확고한 경계에 이르기까지, 조직은 내
부 정책 및 절차와 더불어 전반적인 비즈니스 요구를 준수하는 자체 거버넌스 모델을 설계해
야 합니다. 조직의 거버넌스 모델은 데이터 및 콘텐츠 관리 프로세스는 물론 설정된 제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아울러야 합니다. 다른 Tableau 플랫폼 관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조직 전체에서 사용자 수용 및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
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연성과 제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셀프 서비스와 거버넌스의 장점
을 모두 실현할 수 있습니다.
l

l
l
l
l

안전하고 관리되는 운영 모델 내에서 올바른 대상 사용자에게 올바른 데이터를 제공합
니다.
모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합니다.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신뢰 및 확신을 확립합니다.
투명하며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형식으로 프로세스를 문서화합니다.
관리되는 워크플로우를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중복 데이터 및 콘텐츠의 확
산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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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와 그 안에서의 거버넌스 역할,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 영역
및 거버넌스 모델 정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와 함께 각 거버넌스 영역의 주요 고려
사항이 포함된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탭을 사용하여 데이
터와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표준, 프로세스 및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
조직에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를 도입하면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답
할 수 있고, 팀 내외에서 인사이트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
한 데이터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주요 작업은
액세스 및 뷰, 상호 작용, 분석 및 발견, 공유, 그리고 프로모션 및 관리입니다.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

80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다음은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의 작업을 실행하는 역할입니다.
l

IT 부서 및/또는 BI 전문가 — Tableau Server 관리자는 Tableau 배포를 설치, 관리, 모니터
링 및 유지 관리합니다. 서버 관리자 또는 위임받은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 프로비저닝
을 수행하고, 보안 및 사용 권한을 유지 관리하며, 거버넌스 감독을 제공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수행하고 보안 및 사
용 권한을 유지 관리하며 거버넌스 감독을 제공하는 한편, IT 전문가가 인증 및 데이터 연
결과 같은 기존에 투자한 기술과 통합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을 통해 프로젝트 수준으로 관리의 범위를

l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 — Tableau Creator는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Desktop 및 데이터 연
결을 포함한 전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작성 기능에 대한 라이선스가 부여
되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Tableau Explorer는 기존 콘텐츠를 사용하여 웹 작성 내
에서 모든 작성을 수행합니다. 적절한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이트 관리자 및 Tableau

l

Creator 또는 Tableau Explorer는 콘텐츠 유효성 검사, 프로모션 및 인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소비자 — Tableau Viewer는 데스크톱,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통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여 콘텐츠를 보고 콘텐츠와 상호 작용합니다.
서버 및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및 Explorer도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분석 기술이 향상되면, 적절한 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콘텐츠 소비에서
콘텐츠 작성, 콘텐츠 프로모션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 사이의 경계는 더욱 유
동적으로 바뀝니다.

Tableau의 거 버 넌 스
Tableau의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보안 및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분석을 사용하고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를 통해 데이터와 콘텐츠를 안전하게 관
리하려면 표준, 프로세스 및 정책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사용할 분석에 대해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
록 워크플로우의 모든 사람이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Tableau 거버넌스 모델 페이지114을 정의하려면 Tableau Blueprint 플래너 를 사용
하여 아래 다이어그램에 요약된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영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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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의 데이터 거버넌스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 페이지80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목적은 조직의 적절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올바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에 액세스하도록 보장합니다
(제한하는 것이 아님).

데이터 원본 관리
데이터 원본 관리에는 조직 내 데이터 선택 및 배포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Tableau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플랫폼에 연결하여 해당 시스템에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
버넌스를 활용합니다. 콘텐츠 작성자 및 데이터 관리자는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다양한 데
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및 기타 콘텐츠를 작성 및 게시할 수 있습니

82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없으면, 중복 데이터 원본이 확산되어 사용자 간에 혼란을 유발하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시스템 리소스를 소비하게 됩니다.
Tableau의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키텍처는 라이브 쿼리 또는 인메모리 추출을 사용하여 데이
터와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만
큼이나 두 가지 모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라이브 및 추출 사용 사례 모두
에서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 테이블, 뷰 및 저장 프로시저에 연결하여 추가 작업 없이 이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쿼리는 빠른 데이터베이스에 투자했거나,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초기 SQL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인메모리 추출은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가 대화형 쿼리를
수행하기에 너무 느려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의 로드를 경감하려는 경우 또는 오프라인
데이터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Tableau 2020.2는 새로운 다중 테이블 논리적 계층 및 관계를 지원하므로 사용자는 Tableau
데이터 원본에 있는 비정규화된 단일 플랫 테이블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
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여 조인 유형을 지정하지
않고도 테이블 간 세부 수준을 인식하는 유연한 관계로 다중 테이블 데이터 원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중 테이블이 지원되므로 Tableau 데이터 원본에서 이제 스타 또는 눈송이 스
키마 같은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모델은 물론 좀 더 복잡한 다중 팩트 모델도 직접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일 데이터 원본에서 여러 세부 수준이 지원되므로 동일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 더 적은 수의 데이터 원본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조인보다 더 유
연하며 추가 사용 사례가 나올 때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새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 데이터 모델
을 작성할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잘 모델링된 스키마에서 관계를 사용하면 데이터 모델을 작
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기 위한 데이터 원본의 수를 모두 줄일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섹션의 뒷부분에 나오는 메타데이터 관리 페이지91 및 Tableau 데

이터 모델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할 때 작성자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
할 수도 있고 통합 문서에 내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의해 놓은 데이터 원본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Tableau 플랫폼의 기본 구성 요소인 Tableau 데이터 서버를 사용하면
데이터 모델을 공유 및 재사용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액세스 방식에 보안을 유지하며, 게시
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추출을 관리 및 통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통해 Tableau Creator 및 Explorer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용자는 Tableau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웹 작성 및 '데이터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 , 웹에서 뷰 편집 및 '데이터에 질문'에 사용할 데
이터 최적화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는 향상된 데이터 탐색 기능을 통해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름을 포함
한 모든 콘텐츠를 인덱싱하므로, 작성자는 통합 문서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서 필드, 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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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를 참조하십
시오.
Tableau Catalog를 활성화하면, 콘텐츠 작성자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

는 테이블 에서 선택하여 데이터를 검색 함으로써 데이터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데이터 원본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게시된 뷰의 데이터 세부 정보 탭은 소비자에게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부 정보에는 통합 문서에 대한 정보(이름,
작성자, 수정일), 뷰에 사용된 데이터 원본 및 사용 중인 필드 목록이 포함됩니다.

아래 워크플로우는 새로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데이터 관리자를 위해 데이터 원
본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결정 사항, 즉 라이브 또는 추출, 내장 또는 공유 데이
터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공식적인 모델링 프로세스가 이
루어져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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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데이터 원본을 찾고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지44 탭과 Tableau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페이지47 탭을 사용
하십시오.

데이터 원본 관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부서 또는 팀의 주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관리자 또는 데이터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라이브로 연결합니까,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합니까?
데이터 원본을 내장해야 합니까, 아니면 게시해야 합니까?
데이터 집합의 변형이 존재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원본으로 통합될 수

l

있습니까?
다중 데이터 원본이 통합된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용 사례를 수행하려고 해서 단일

l

데이터 원본의 성능 또는 유틸리티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데이터 원본으로 어떤 비즈니스 질문에 답해야 합니까?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어떤 명명 규칙이 사용됩니까?

l
l
l
l

데이터 품질
데이터 품질은 주어진 상황에서(이 경우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데이터가 목적에 부합
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은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관련성 및 최신 상태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데이터를 원본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품
질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미 마련했을 수 있으며, 업스트림 프로세스에 수정된 데이
터가 많을수록 분석 시 필요한 수정이 줄어듭니다. 소비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데이터 품질
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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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서비스 모델에서는 더 많은 사용자 그룹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우
는 동안 기존의 업스트림 데이터 품질 검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Tableau Prep
Builder 및 Tableau Desktop은 데이터 품질 문제를 감지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IT 팀이나
데이터 관리자에게 데이터 품질 문제를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면, 데이터 품질이 데
이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Tableau Data Management 및 Tableau Catalog를 통해 사용자에게 데이터 품질 문제를 전
달하여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과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자산에 경
고 메시지를 설정하여 해당 데이터 자산의 사용자가 특정 문제를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새로 고침되지 않은 데이터 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
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흐름 또는 테이블과 같은
데이터 자산당 데이터 품질 경고를 하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고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유형에는 경고, 더 이상 사용
되지 않음, 오래된 데이터, 유지 관리 중이 있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REST API 도움말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품질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86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l

l
l
l

정확성, 완전성, 안정성 및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
까?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까?
데이터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으려면 누가 데이터를 검토해야 합니까?
프로세스를 비즈니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고,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소유자와 협
력하여 문제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강화 및 준비
강화 및 준비는 분석을 위해 원시 데이터를 향상, 개선 또는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세스
를 포함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사용자가 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
니다. 서로 다른 원본의 데이터를 추가하면 귀중한 컨텍스트가 더해집니다. 다양한 원본에
서 원시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를 정리, 결합, 집계 및 저장하는 ETL 프로세스를 이미 보
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및 API를 사용하여 Tableau를 기존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셀프 서비스 데이터 준비 를 위해서는 Tableau Prep Builder 및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일정에 따라 다중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고 자동화해야 합니다. Tableau Prep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CSV, Hyper 및 TDE 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같은 다
양한 출력 유형을 제공합니다. 2020.3부터는 Tableau Prep 출력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포함되어, 흐름의 결과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bleau Prep Builder에서 준비한 데이터를 중앙 위치에서 저장 및 관리하고 조직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는 Tableau Creator 라이선스의 일부이며,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Data Management의 일부입니다. Tableau Data Management를
사용하면 데이터 준비에서부터 카탈로그 작성, 검색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분석 환경의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의사 결정을 추진하는 데 항상 신뢰할 수 있
는 최신 데이터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시각적이고 스마트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Tableau Prep Builder를 사
용하여 사용자는 각기 다른 데이터 원본을 분석에 맞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준비할 수 있습
니다. 단계를 정의하고 확인했으면, 흐름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Prep Conductor가 지정된 일정에 따라 그 흐름을 실행하고 게시된 데이터 원
본을 출력합니다. 자동화는 일관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수동 작업
단계를 줄이며, 성공/실패를 추적하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단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출력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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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흐름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Tableau Prep 흐름
데이터 강화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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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강화 및 준비가 중앙 집중식입니까, 아니면 셀프 서비스입니까?
조직의 어떤 역할이 데이터 강화 및 준비를 수행합니까?
강화 및/또는 준비를 자동화하는 데 어떤 ETL 도구 및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결합할 때 귀중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는 작업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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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가 Tableau Prep Builder 및/또는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데이터 집합을 결합

l

할 수 있습니까?
사용자가 데이터 집합을 보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DBA가 표준화된 조인 또는 혼합 필

l

드를 설정했습니까?
셀프 서비스 데이터 준비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ableau 고객은 기존에 구현된 데이
터 보안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인
증으로 보안을 구현하거나, Tableau 내에서 사용 권한으로 보안을 구현하거나, 이 두 방식을
혼합하여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에 게시된 뷰, 휴대기기에 게시된 뷰 또는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를 통해 게시된 뷰 등 어디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
든 보안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종종 다양한 사용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하이
브리드 방식을 선호합니다. 데이터 보안 분류를 설정함으로써 조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
의 데이터 및 민감도 수준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보안 활용 시에는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수준의 인증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인증과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로그
인하지 않음). 즉,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려면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자격 증명(자신의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또는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암호)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Tableau에서는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읽기 액세스 자격 증명만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게시자가 실수로 기초 데
이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게
임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임시 데이터는 Tableau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성능 및 보안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정보에서 자동 새로 고침을 사용하려면 자격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
다. Google 및 Salesforce.com 데이터 원본의 경우, OAuth 2.0 액세스 토큰의 형태로 자격 증
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추출 암호화는 .hyper 추출이 Tableau Server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이를 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기능입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모든 추출의 암호화를
시행하거나 사용자가 게시된 특정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과 관련된 모든 추출에 대한
암호화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된 추출 암호화 를 참조하십시오.
조직에서 저장된 데이터 추출 암호화를 배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추출 암호화를 위해
AWS를 KMS로 사용하도록 Tableau Serv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KMS 또는 A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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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를 사용하려면 각각 AWS 또는 Azure에 Tableau Server를 배포하고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Server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AWS 시나리오에서
Tableau Server는 AWS KMS 고객 마스터 키(CMK)를 사용하여 AWS 데이터 키 를 생성합니
다. Tableau Server는 AWS 데이터 키를 모든 암호화된 추출에 대한 루트 마스터 키로 사용
합니다. Azure 시나리오에서 Tableau Server는 Azure Key Vault를 사용하여 모든 암호화된
추출의 루트 마스터 키(RMK)를 암호화합니다. 그러나 AWS KMS 또는 Azure KMS 통합용으
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Tableau Server에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여전히 기본
Java 키 저장소와 로컬 KMS가 사용됩니다. AWS KMS 또는 Azure KMS는 암호화된 추출을
위해 루트 마스터 키를 암호화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관리 시스템 을 참조
하십시오.
Tableau Cloud의 경우,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하지만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를 사용하면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 를 활용하여
키 순환 및 감사를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를 통해 고객이
관리하는 사이트에 한정되는 키로 사이트의 데이터 추출을 암호화할 수 있어서 보안 수준
을 더욱 높여 줍니다. Salesforce 키 관리 시스템(KMS) 인스턴스는 한 사이트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으로 사이트 특정 암호화 키를 저장합니다. 암호화 프로
세스는 키 계층을 따릅니다. 우선, Tableau Cloud가 추출을 암호화합니다. 다음으로,
Tableau Cloud KMS가 키 캐시에 적절한 데이터 키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KMS GenerateDataKey API가 그 키와 연결된 키 정책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사용하여
키를 하나 생성합니다. AWS KMS는 CMK를 사용하여 데이터 키를 생성하고 일반 텍스트 복
사본과 암호화된 복사본을 Tableau Cloud로 반환합니다. Tableau Cloud는 데이터 키의 일
반 텍스트 복사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키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저장합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모두 데이터 원본에 사용자 필터를 설정하여 사용자
별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Tableau Server 로그인 계정을 토
대로 사용자가 게시된 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관리자
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안 접근 방식을 통해, Tableau Cloud 또
는 Tableau Server의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안전한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는 방
식으로 단일 뷰 또는 대시보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보안 및 데이

터 행 수준에서 액세스 제한 을 참조하십시오. 행 수준 보안이 귀사의 분석 사용 사례에 다
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Tableau Data Management를 사용해 데이터 정책과 가상 연결을
활용하여 규모에 맞게 사용자 필터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보안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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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민감도에 따라 어떻게 분류합니까?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어떻게 요청합니까?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서비스 계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사용합
니까?
민감도 분류에 따라 데이터를 보호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안이 법률, 규정 준수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까?

메타데이터 관리
메타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원본 관리의 확장으로서, 조직 전체에서 정보의 액세스, 공유, 분
석 및 유지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세스를 포함합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친화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기존 BI 플랫폼의 의미론적 계층과 유사
합니다. 선별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면 조직에서 사용하는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의 복잡성
은 가리고, 원래 가져온 데이터 저장소 및 테이블과 관계없이 필드를 즉시 이해할 수 있습니
다.
Tableau는 엔터프라이즈 메타데이터 관리를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간단
하고 명쾌하고 강력한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Tableau 데이터 모델은 통합 문서
에 내장할 수도 있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서 데이터 서버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하고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될 Tableau 데이터 모델을 작성한 후 이를 사용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비즈니스 질문
에 답할 수 있도록 필터링되고 크기가 조정되고 서식이 잘 지정된 데이터로 시작할 때 분석
이 얼마나 더 쉬워질지 알게 될 것입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모델 ,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 및 Tableau 데이터 서버로 관리되
는 데이터 액세스 구현 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다이어그램은 Tableau 데이터 모델에서 요소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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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부터 데이터 원본에 연결, 연결 특성, 그리고 데이터 모델 내의 물리적 및 논리적 계층
이 포함됩니다. 연결 시 Tableau가 자동으로 필드를 차원 또는 측정값으로 나타냅니다. 또
한, 데이터 모델에는 계산, 별칭 및 서식이 저장됩니다. 물리적 계층에는 조인, 유니온 및/또
는 사용자 지정 SQL로 정의된 물리적 테이블이 포함됩니다.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로
구성된 각 그룹은 관계와 함께 논리적 계층에 상주하는 논리적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관계는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유연합니다.
관계는 공통 필드를 기반으로 두 테이블의 관련 방식을 설명하지만, 조인의 결과처럼 테이
블을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는 조인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합니다.
l

테이블 간에 조인 유형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의할 필드를 선택하기만

l

하면 됩니다.
관계는 조인을 사용하지만, 이는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관계에서는 조인 유형을 분석

l

시기에 분석의 컨텍스트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Tableau는 워크시트에서 사용 중인 필드의 현재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분석 중에 정

l

확한 집계 및 적절한 조인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관계를 사용합니다.
단일 데이터 원본에서 서로 다른 세부 수준의 여러 테이블이 지원되므로 동일한 데이

l
l

터를 표현하는 데 더 적은 수의 데이터 원본이 필요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이 삭제되지 않습니다(실수로 인한 데이터 손실 없음).
Tableau는 현재 뷰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쿼리를 생성합니다.

VizQL 모델에서 실행 시 비주얼리제이션의 차원과 측정값을 기반으로 여러 쿼리가 동적으
로 작성되며 필터, 집계 및 테이블 계산이 적용됩니다. Tableau는 각 논리 테이블의 컨텍스
트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한 집계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조인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따라
서 한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을 설계할 때 다른 사용자들이 데이터 원본으로 수행할 분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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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형을 알고 계획하거나 또는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Tableau Catalog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시트 및 흐름을 포함하여 Tableau의 모든 콘텐츠를 검색하고 인덱싱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직접 액세스 워크플로우에서 보듯이, 데이터 원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
는 데이터 관리자 또는 작성자는 데이터 원본을 Tableau 통합 문서에서 내장된 데이터 원본
으로 프로토타입화한 후 Tableau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들어 선별된 Tableau 데이터
모델을 공유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데이터 원본에 직접 액세스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DBA 또는 데이터 관리자가
Tableau 통합 문서에 내장된 프로토타입 데이터 원본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제한
된 액세스 워크플로우에서 보듯이,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가 필요한 데이터가 포
함되어 있는지를 검토 및 확인한 후 Tableau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들어 Tableau 데이
터 모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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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체크리스트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선별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준을 설정하면, 비즈니스에서 사용자 친화적
이고 이해하기 쉬운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
서 추출 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들기 전에 다음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 Tableau 데이
터 모델에 적용하십시오.
l
l
l
l
l
l
l
l
l
l
l
l
l

데이터 모델 유효성 검사
해당 분석에 맞게 필터링 및 크기 조정
사용자 친화적인 표준 명명 규칙 사용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필드명 동의어 및 사용자 지정 제안 추가
계층 생성(드릴 경로)
데이터 유형 설정
서식 적용(날짜, 숫자)
회계 연도 시작 날짜 설정(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산 추가
중복 또는 테스트 계산 제거
댓글로 필드 설명 입력
최상위 수준으로 집계
사용되지 않은 필드 숨기기

2019.3부터 Data Management에 포함되는 Tableau Catalog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시트
및 흐름을 포함하는 Tableau의 모든 콘텐츠를 검색하고 인덱싱합니다. 인덱싱은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스키마 및 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Tableau
Catalog는 메타데이터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의 콘텐츠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파악하는 것이 곧 데이
터를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열쇠이며, 누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곧 환경에
서 변경 데이터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Tableau Catalog의 계보 기능은 내
부 및 외부 콘텐츠를 모두 인덱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 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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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기능을 사용하면 계보 그래프에서 콘텐츠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목록에
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의 소유자로 할당된 사람과 계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연락처로 할당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이메
일을 전송하여 영향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연락 을 참조
하십시오.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l

데이터 원본을 큐레이션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원본의 크기를 해당 분석에 맞게 조정했습니까?
명명 규칙 및 필드 서식 지정에 대한 조직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Tableau 데이터 모델이 사용자 친화적인 명명 규칙을 포함한 모든 선별 기준을 충족합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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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메타데이터 체크리스트를 정의하고 게시하였고, 유효성 검사, 승격, 인증 프로세스에
통합했습니까?

모니터링 및 관리
모니터링은 셀프 서비스 모델의 중요한 부분으로, IT 부서 및 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데
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용, 성능, 데이터 연결 및 새로 고침 오류에 대
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표준에 따라, IT 부서는 도구와 작업
스케줄러를 함께 사용하여 원시 데이터 및 서버 상태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비즈니스 사용자가 더 현명한 결정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듯이, 관리자 역시 Tableau 배포
에 대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및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Server의 기본 관리 뷰와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사용하여 추출 새로 고침, 데이터
원본 사용률, 구독 및 알림 발송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 뷰는 Tableau
Server의 리포지토리 데이터에서 생성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관
리 뷰로 사이트 작업 모니터링 에 액세스하고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 및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을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l

일정에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까?
원본 시스템에서 원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모니터링합니까?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했습니까?
중복된 데이터 원본이 있습니까?
추출 새로 고침 실행은 언제 예약되어 있습니까? 서버에서 추출이 실행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새로 고침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l

추출 새로 고침이 발생한 이후 구독 일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 원본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가 사용합니까? 이것은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와

l

어떻게 비교됩니까?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오래되었을 때 제거하는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l

데이터 거버넌스 요약
제어와 민첩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엄격한 거버넌스 정
책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분석을 위해 민감한 데이터 및 분석을 종종 로컬 경로에 저장합니
다.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역할은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로의
액세스를 허용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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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 사항은 다르지만, 아래의 표에서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이
상적인 상태를 설명합니다.

IT 관리자/

영역

BI 전문가

콘텐츠 작성자

데이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모델을

터원

데이터 전략,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정의, 관리 및 업데이트합니다.

데이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의사 결정을 위

게시된 데이터 모델에 적용된

터품

해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이터 정리 규칙을 수집하고

질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제공합니다.

강화

다중 데이터 원본에서 ETL 프로세스를 작성하

게시된 데이터 모델에 적용된

및준

여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강화 및 준비 규칙을 수집하고

본관
리

비

제공합니다.

데이

게시된 데이터 모델에 대한 보안 매개 변수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보안 정책

터보

액세스 제어를 정의합니다.

및 외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메타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직 정책 및 프로세

필드 수준 메타데이터를 정의

데이

스를 정의합니다.

및 업데이트하고 사용자에게 제

안

터관

공합니다.

리
모니

규정 준수 및 데이터 자산의 적절한 사용을 보

중앙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모델

터링

장할 수 있도록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감사합

의 사용량 메트릭을 모니터링하

및관

니다.

고 추적합니다.

리

Tableau의 콘텐츠 거버넌스
분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업무상 중요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이 데이터를 기
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수 효과로는 콘텐츠의 양이 증가한다는 점 외에, 귀중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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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를 발견하고 협업할 사용자들 간에 기술 수준이 다양해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데이터
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므로, 누구나 자신 있게 콘텐츠를 찾고, 소비하며,
만들 수 있도록 Tableau 콘텐츠를 보호, 관리, 신뢰 및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
거버넌스가 없다면 사용자는 관련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중복된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콘텐츠 거버넌스에는 더 이상 찾는 사람이 없어 콘텐츠를 폐기할 시점을 인지하거나 의사
결정에 중요한 대시보드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과 같이 콘텐츠를 관
련성 있게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콘텐츠 작성자의 핵심적인 책임
은 조직에서 콘텐츠 거버넌스 정책이 준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IT 관리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Tableau의 콘텐츠 거버넌스 기능을 뒷받
침하는 핵심 개념을 비롯하여, 발전하는 최신 분석 플랫폼에서 작성된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관리
일관된 콘텐츠 조직 구조를 정의하면 관리자가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
자는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는 특정 거버넌스
요구 사항에 맞게 환경을 구조화하고 콘텐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구조를 세심하게 구성하면 규모에 맞는 진정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제공하고 사
용자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프로젝트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해, 사용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콘텐츠를 만들
어 프로젝트에 게시합니다. 프로젝트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컨
테이너로, 그 내부에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흐름, 메트릭 및 다른 중첩된 프로젝트가 있습
니다. 이를 통해 Tableau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관리에 필요한 확장 가능한 구조
가 생깁니다.
조직이 단편적이지 않은 것처럼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도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와
중첩된 프로젝트는 파일 시스템 폴더와 같이 작용하여, 비즈니스를 그대로 반영하는 사용
자, 그룹 그리고 해당 사용 권한과 관련된 데이터와 콘텐츠를 수집하는 계층 구조를 제공합
니다. 관리자만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지만, 특정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소유
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에게 중첩된 프로젝트를 쉽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콘텐츠
관리 접근 방식으로는 조직(부서/팀별), 기능(주제별) 또는 하이브리드(조직 및 기능의 조
합)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콘텐츠 구조를 계획할 때, 부서 간 통합 Tableau 팀이 프로젝트에
대해 일관된 명명 규칙과 이런 규칙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주어질 그룹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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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처음 Tableau Server 배포에는 영업, 마케팅 및 IT 부서가 관여하게 됩니다. 조직
의 구조를 따라 모든 부서에 각각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처음 세 부서의 사용
자는 부서 간 통합 '디지털 전환' 팀에 속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 콘텐츠는 여러 부서의 사
용자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는 별도의 프로젝트도 필요할 것입니
다. 각 부서의 사용자는 이런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룹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
와 그룹에게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만 보이므로, 관리자로서 보는 프로젝트의 수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샌드박스 및 인증된 프로젝트
셀프 서비스를 지원하려면 샌드박스와 프로덕션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프
로젝트는 애드혹 콘텐츠 또는 인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포함하고, 프로덕션 프로젝트는 유효
성 검사를 마치고 인증된 콘텐츠를 포함합니다. 사용자는 이 두 프로젝트 유형 간 용도의 차
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모든 콘텐츠 작성자
는 자유롭게 데이터를 탐색하고 콘텐츠를 작성하고 애드혹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
덕션 프로젝트의 유효성이 검사되고 인증된 콘텐츠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에 적합하게 높
은 수준의 신뢰와 확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로덕션 프로젝트의 게시는 이 위치에 대한 콘텐츠 유효성 검사, 승격 및 인증할 소규모 사
용자 그룹으로 제한됩니다. 이런 콘텐츠 관리 작업은 프로젝트 소유자와 프로젝트 리더인 사
용자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수준 관리를 참조하십시오(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콘텐츠 유효성 검사, 승격 및 인증에 대한 역할과 프로세스는 이 주
제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부서 전체의 데이터 원본을 보유하는 '영업부 데이터 원본'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영업 부서의 프로젝트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영업 부서의 프로젝트 내에 중첩된
프로젝트는 영업 지역에 매핑됩니다. 각 지역 내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그룹은 적절한 지역의
중첩된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생성되는 콘텐츠는 필요에 따라 콘텐츠
를 구성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될 지역 내 중첩된 프로젝트와 함께 존재합니다. 부서
는 직무에 상응하는 보안,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 권한을 이미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직 구조를 가지고 Tableau 콘텐츠 구조의 매핑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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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팀 예로서, '마케팅' 부서는 부서 전체의 프로덕션 콘텐츠 및 데이터 원본과 같은 공유
리소스는 공급하지만, 자체 프로덕션 및 샌드박스 프로젝트가 있는 '디지털'과 같은 그룹을
위한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마케팅' 프로젝트 계층이 아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용 권한을 프로젝트와 그룹에 대해 잠김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수준에서 관리하여 콘텐츠
에 대한 액세스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관리를 간소화합니다. 잠기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항
목 수준으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금세 통제하기 어려워
집니다. 사용 권한이 잠긴 프로젝트로, 필요할 때 여러 프로젝트 간에 협업을 제공하는 동시
에 데이터의 보안을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
(Windows | Linux)를 참조하십시오.
2020.1 릴리스에 사용 권한이 잠긴 중첩된 프로젝트가 도입되어, 상위 프로젝트가 다른 사
용 권한으로 잠겨 있는지에 상관없이 프로젝트 계층의 어떤 수준에서든 프로젝트를 잠글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및 사이트 관리자와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업무에 더
밀접한 프로젝트 소유자나 프로젝트 리더에게 콘텐츠 관리 책임을 위임하여 콘텐츠와 사용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층의 어느 수준에서든 특정한 그룹 요
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용 권한 모델이 잠긴 중첩된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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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잠그려면 중첩된 프로젝트에 적용 을 참조하십시오.

모음
2021.2에 도입된 모음 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가상 컨테이너를 제공합니다. 모음을 다른 사람
과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의 조합을 선곡하는 Spotify의 재생 목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
다. 이 기능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즐겨찾기와는 다릅니다.
모음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모든 Tableau 사용자 사이트 역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치에 관계없이 단일 사이트의 어느 곳에서든 대부분의 콘텐츠 유형(예: 통합 문
서, 뷰, 메트릭, 데이터 원본 등)을 모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항목을 이동하거나
복제하지 않고도 새로운 팀원 온보딩, 워크플로우 지원, 관련 콘텐츠 공유를 위한 유연한 방
법입니다. 항목 사용 권한이 여전히 적용되므로 적절한 사용자만 모음에 있는 콘텐츠를 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음을 조직의 콘텐츠 관리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사용할 방법은 많습니다. 계속해서 위 예제
를 가지고, 조직에 여러 프로젝트(영업과 마케팅)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프로젝트 전
체에 걸쳐 관련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어서 하나의 모
음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 팀이 한곳에서 한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습
니다.

개인 샌드박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작업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면, 단일 개인 샌드박스와 사용 권한을 만들어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항목
만 볼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개인 샌드박스는 애드혹 또는 진행 중인 분석에 사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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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광범위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콘텐츠를 숨깁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콘텐츠를 부서의 샌드박스로 이동하여 유효성 검사, 승격 및 인증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사용자를 위한 단일 개인 샌드박스는 보호하고 관리할 프로젝트의 수를 줄여
관리 부담을 줄입니다. '개인 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만든 후, 이 프
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용자를 위한 사용 권한을 게시로 설정하고, 통합 문서에 대해 없음 ,
데이터 원본에 대해 없음 , 흐름에 대해 없음 , 메트릭에 대해 없음 으로 설정합니다.

게시자 사용 권한만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
개인 샌드박스 콘텐츠를 단일 위치에 두면, 관리자는 콘텐츠의 조회 빈도를 모니터링하고,
소유자가 오래된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시점을 제안하며, 누가 개인 샌드박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보는 권한이
없는 프로젝트에 게시된 콘텐츠라도 자신이 소유한 콘텐츠는 항상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섹
션에서는 권한 부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이트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 사이트를 사용하여 멀티 테넌시를 지원합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특정 사용자, 그룹, 데이터, 콘텐츠를 격리하는 보안 경계를 설정하
기 위해 여러 개의 사이트를 같은 Tableau Server 배포에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사이트의 사
용자는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 볼 수도 없으며, 다른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경계 때문에, 사용자가 협업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거나 모든 개발 단계 중
에 콘텐츠가 분리되어야 할 때 사이트가 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다이어그램은 두 개의 Tableau Server 사이트를 보여줍니다. 이 예에서 사
이트 1의 고유 사용자는 데이터와 콘텐츠를 포함하여 사이트 2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습
니다. 사이트 1과 사이트 2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모두 가진 사용자는 한 번에 한 사이트에
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의 사용자가 모두 어떤 콘텐츠를 필요로 한다면, 해당
콘텐츠를 각 사이트 내에서 복제하거나 이들 사용자를 위한 공유 콘텐츠용으로 새 사이트
를 만들어야 하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 측정, 유지 관리 등의 관리 부담이 훨씬 더 많이 발생
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Tableau 인스턴스는 단일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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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경계를 만드는 사이트(위 다이어그램 참조)
Tableau Server의 사이트는 처음에는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사용자를 분할하기에 유용한
구조로 보일 수도 있지만, 보안 경계로 인해 대부분의 조직에서 규모에 맞는 진정한 셀프 서
비스를 위해 필요한 협업과 콘텐츠 승격이 가로막힙니다. 따라서 콘텐츠 관리 책임이 위임된
단일 사이트에 있는 여러 프로젝트 대신 사이트를 사용할 때의 영향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
니다. 사이트 간의 엄격한 경계를 보여주는 예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 때는 관련 데이터 원
본을 새로운 인스턴스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가 어떤 목적으로 경계를 넘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Tableau 사용자와 콘
텐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용자 및 콘텐츠 세트를 관리해야 할 때만 새 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는 사이트 개요
(Windows | Linux)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관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회사 전체에 공유할 예정입니까?
민감한 콘텐츠 또는 부서를 분리하는 데 사이트를 사용할 예정입니까?
프로젝트에서 조직적(부서/팀), 기능적(주제), 또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 중 무엇을 사

l

용할 예정입니까?
샌드박스 및 프로덕션 프로젝트는 애드혹 및 유효성을 검사한 콘텐츠를 지원하도록 설

l
l

정되어 있습니까?
l
l

l
l
l

콘텐츠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까?
작성자가 서로 다른 필터를 선택하여 동일한 통합 문서의 여러 복사본을 게시하고 있습
니까?
콘텐츠가 설명과 태그를 포함하며 시각적 스타일을 준수합니까?
로드 시간에 대한 기대치 및 예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직원이 퇴사한 경우, 콘텐츠 소유권을 다시 할당하기 위한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권한 부여
사용자가 Tableau에 로그인을 시도하면 인증을 통해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Tableau
Server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사용자는 Tableau Server의 ID 저장소(Windows | Linux)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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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 인증 은 사용자 ID 확인에 Tableau, Google 및
SAML을 지원합니다. 권한 부여란 인증 이후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서 무엇에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권한 부여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l

사이트, 프로젝트, 통합 문서, 뷰, 데이터 원본, 흐름을 포함하여 Tableau Server 및

l

Tableau Cloud에 호스팅되는 콘텐츠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서버 및 사이트 설정 구성, 명령줄 도구 실행, 사이트 만들기, 기타 작업 등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이러한 동작에 대한 권한 부여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관리되며, 사용자의
라이선스 유형, 사이트 역할, 그리고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과 같은 특정 엔터티와 관련
된 사용 권한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Tableau의 역할 기반 라이선스에는 암시적 거버넌스
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는 라이선스 자체에 포함된 기능 때문입니다. 라이선스별 특정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팀 및 조직용 Tableau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경우 라이선스 유형에
관계없이 해당 사용자에게 사이트 역할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이트 역할은 사이트 내에서
한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액세스 수준을 나타냅니다.
Tableau Creato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Mobi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ableau
Creator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역할입니다.

사이트

설명

역할
서버 관
리자

Tableau Server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Tableau Cloud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Tableau Server, 서버의 모든 사이트, 사용자와 그룹, 그리고 프로젝트, 데이터
원본(연결 정보 포함), 통합 문서, 흐름과 같은 모든 콘텐츠 자산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브라우저,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 Tableau에 게시된 데
이터 원본 또는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원본과 흐름을 만들고
게시하며, 통합 문서를 작성하고 게시합니다.

사이트

사이트 수준에 한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콘텐츠에 제한 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

관리자

니다. 브라우저,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 Tableau 또는

Creator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고, 새로운 데이터 원본을 생성하며, 콘텐츠를 작성 및 게
시합니다.
서버 관리자는 Tableau Server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를 관리하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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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설명

역할

역할 및 사이트 멤버십을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으로, 사이트 관리자는 이러한 기능을 Tableau Server에서 그리고 Tableau
Cloud에서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Tableau Cloud에 대한 최고 수준의 액세스 권한입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구성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Creator

데이터에 연결하여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게시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데이터 원본과 대시보드를 작성합니다. 데이터 관리자(DBA 또는 데이
터 분석가)가 데이터 원본을 게시합니다. Creator는 엔터프라이즈 메타데이터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 정의, 정책, 가이드라인 및 비즈니스 지식을 조직의 규제
의무를 준수하여 통합합니다.

Tableau Explore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Tableau Server나 Tableau Cloud 및 Tableau
Mobi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ableau Explorer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역할
입니다.

사이트

설명

역할
사이트

사이트 관리자 Creator와 같이 사이트 및 사용자 구성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웹

관리자

편집 환경에서 외부 데이터에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Explorer

Tableau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여 새 통합 문서를 만들고 기존 통합 문
서를 편집 및 저장합니다.

Explorer

브라우저에서 새 콘텐츠를 게시하고, 게시된 뷰를 찾아보고 상호 작용하며, 모

(게시 가

든 상호 작용 기능을 사용합니다. 웹 편집 환경에서는 기존 통합 문서를 편집 및

능)

저장하거나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연결에서 새 독립형 데이터 원본을 저
장할 수는 있으나,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여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는 없습니
다.

Explorer

게시된 뷰를 찾아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콘텐츠를 구독하고, 데이터 기반 알림
을 생성하며, Tableau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웹 작성 환경에서 애
드혹 쿼리를 위해 통합 문서를 열 수는 있지만, 작업 내용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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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설명

역할
다.

Tableau Viewe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Tableau Server나 Tableau Cloud 및 Tableau
Mobile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설명

역할
Viewer

필터와 콘텐츠를 보고 상호 작용합니다. Viewer는 비즈니스 이벤트에 의해 트
리거되는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추가된 사용자가 라이선스가 없는 사
용자입니다.

사이트 역할

설명

라이선스 없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음

수 없습니다.

콘텐츠 사용 권한을 보유한 사이트 역할은 콘텐츠를 게시하고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수 있
는 사용자 또는 게시된 콘텐츠를 볼 수만 있는 사용자를 결정하며, 사이트 사용자 및 사이트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프로젝트 팀은 콘텐츠 사용 권한 모델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및/또는 사이트 관리자는 그룹에 사용 권한 규칙을 할당하
고, 이를 프로젝트로 잠금 설정합니다. 잠긴 프로젝트는 컨테이너(중첩된 프로젝트 포함)
안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사용 권한 규칙을 강제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기본

사용 권한 설정 및 프로젝트 잠그기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에는 프로젝트,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기본 사용 권한 규칙이 있지만, 조
직에서 이러한 콘텐츠 유형에 대해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규칙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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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
한 규칙

설명

템플릿
프로

적절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리더는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프로젝트, 하위

젝트

프로젝트, 해당 프로젝트 계층에 게시된 콘텐츠에 제한 없이 액세스하도록 허용

리더

합니다.

에디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원본이나 통합 문서에 대해 연결, 편집,

터

다운로드, 삭제 및 사용 권한 설정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사용자 또는 그룹은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도 있으며, 게시하는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인 경우 연결 정보 및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권한은 액세스하는 뷰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는 경우에 뷰와 관련됩니다.

게시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프로젝트에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도록 허용합

자

니다.

커넥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도록 허용합니다.

터
뷰어

사용자 또는 그룹이 프로젝트의 통합 문서 및 뷰를 보도록 허용합니다.

없음

사용 권한 규칙의 모든 기능을 지정되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거부

사용 권한 규칙의 모든 기능을 거부됨으로 설정합니다.

됨

데이터 원본 액세스 또는 다운로드부터 사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이
르기까지,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을 활용하면 사용 권한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
니다. Tableau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자를 기능 그룹에 연결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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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권한을 그룹에 할당하며, 누가 어느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콘텐츠 리소스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가 있는 경우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서버에 로컬로 그룹을 만들거나 Active Directory/LDAP에서 가져오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기화(Windows | Linux)해야 합니다. 동기화 일정은 Tableau Server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설정합니다. 유지 관리를 단순화하려면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수준
에서 그룹에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SCIM을 사용하여 외부 ID 공

급자를 통해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를 자동화 할 수 있으
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REST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그룹에서
멤버를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설정 빠른 시작 ,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구성 및 사용 권한 참조 를 참조하십시오.

권한 부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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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Active Directory/LDAP 또는 SCIM 그룹 동기화에 대한 최소 사이트 역할은 무엇입니까?
기본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 그룹에 대한 모든 사용 권한을 없음으로 설정했습니까?
모든 사용자 계정으로 전파하려면 모든 사용자 그룹에 명시적 제한(거부 사용 권한)을

l

설정해야 합니까?
각 프로젝트에 대해 작성 및 보기 기능 집합에 해당하는 그룹을 생성했습니까?
사용 권한 모델 테스트용으로 선택한 사용자에 대해 유효한 사용 권한을 검토했습니까?
프로젝트 계층 전체에서 보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사용 권한을 상위 프로젝트에 대해

l

잠금 설정했습니까?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해 서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까?

l
l

콘텐츠 유효성 검사
콘텐츠 유효성 검사는 콘텐츠 인증에서 완료할 일련의 이벤트 중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데이
터 거버넌스의 데이터 품질 영역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유효성 검사는 콘텐츠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으며, 최신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포괄합
니다.
콘텐츠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첫 번째 역할은 작성자여야 합니다. 작성자는 대상 사용자에게
도 피드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식 피드백 그룹에서 또는 통합 문서의 링크를 공유
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이 잠재적인 게시 및 인증 후
보로서 정확한지 보장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통합 문서에 내
장된 경우, 데이터 관리자는 그 원본이 잠재적인 게시 및 인증 후보가 되는지 고려해야 합니
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및 계산 정확성 외에도,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
사이트 역할에 따른 브랜드, 레이아웃, 서식 지정, 성능, 필터, 대시보드 동작 및 사용 범위를
넘는 행동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합니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l
l
l
l
l
l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통합 문서가 정확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으며, 최신 상태입니까?
새 콘텐츠가 기존 콘텐츠를 대체합니까?
기초 데이터와 계산이 정확합니까?
통합 문서는 기업 브랜드를 반영합니까?
통합 문서의 레이아웃은 논리적입니까?
모든 축과 숫자는 올바른 형식입니까?
대시보드가 허용되는 성능 시간 내에 로드됩니까?
필터 및 대시보드 동작은 대상 뷰에서 작동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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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시보드는 엣지 케이스 동작(모두 필터링, 없음, 하나의 값 등)을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
까?

콘텐츠 승격
콘텐츠 유효성 검사가 완료된 후에는 콘텐츠 승격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프
로젝트 위치에 통합 문서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 원본 인증 배지
지정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통합 문서 워크플로우의 예입니다.

통합 문서 워크플로우
콘텐츠 작성자는 데이터에 연결하고, 새 대시보드를 작성하고,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게시
합니다.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는 콘텐츠의 유효성을 검사하고 승인합니다. 승
인된 콘텐츠는 프로덕션 프로젝트에 게시됩니다.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
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Content Migration Tool은 Tableau Server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쉽게 승격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별개의 여러 Tableau Server 설치
에서 프로젝트 간에(예: Tableau Server의 개발 인스턴스와 각 환경에 맞는 적절한 라이선스
가 있는 제품 설치 간), 또는 단일 Tableau Server 설치에서 프로젝트 간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 계획은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다중 마이그레이션용 템플
릿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사례 를 참조하십시오.
IT 요구 사항에 따라 별도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세 가지 환경(개발, QA 및 프로덕션)이 필요
한 경우, 최신 분석 플랫폼으로 기존의 하향식 폭포형 개발 주기를 복제하지 마십시오. 사용
자가 엄격한 정책을 우회하거나 프로덕션으로 콘텐츠 가져오기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QA
환경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Tableau의 REST API의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 스크립트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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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프로덕션 서버로의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
십시오.
콘텐츠 승격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l
l

승격 프로세스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콘텐츠 승격 역할의 기준을 평가할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인증된 콘텐츠와 애드혹 콘텐츠를 프로젝트별로 명확하게 설명했습니까?
반복과 혁신을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민첩합니까?
직접적이고 제한된 데이터 원본과 통합 문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습
니까?

콘텐츠 인증
유효성을 확인하고 승격된 콘텐츠는, 프로덕션 프로젝트에 대해 사용 권한이 있는 사이트 관
리자, 프로젝트 리더 또는 게시자(콘텐츠 작성자 또는 데이터 관리자)가 통합 문서 또는 데이
터 원본을 지정된 위치로 승격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인증된 콘텐츠가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
면 중복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의 확산이 감소하므로, 콘텐츠 소비자는 콘텐츠를 더 잘
찾을 수 있고 데이터 관리자는 Tableau에서 전사적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에서 확립된 기본 요구 사항을 인증의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콘텐츠 작성자는 인증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
게 이해해야 하며, 콘텐츠 소비자는 콘텐츠 관리 표준에 정의된 대로 프로덕션 프로젝트에서
인증된 콘텐츠가 게시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인증을 통해 데이터 관리자는 Tableau 배포에서 특정 데이터 원본을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할 준비가 된 상태로 승격할 수 있습니다. 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검색 결과 및 Tableau 스마트 데이터 원본 권장 사항 알고리즘에서 우선순위
를 갖게 되므로 쉽게 찾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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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데이터 원본
콘텐츠 인증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l

인증된 콘텐츠를 지정하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까?
인증 참고 사항, 태그 등 모든 필드를 작성했습니까?

콘텐츠 사용률
콘텐츠 사용률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한 데이터의 측정값으로, 뷰
에 대한 트래픽으로만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사용률을 측정하면 콘텐츠를 생성 및
소비하는 사용자 행동과 더불어 대시보드 및 데이터 원본의 품질 및 관련성을 이해함으로
써 배포를 확장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콘
텐츠를 식별하고 적절한 다음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와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관리 뷰를 통해 광범위한 사
용 패턴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 데이터로 만들 수 있
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관리 뷰로 사이트 작업 모니터링 에 액세
스하고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는 사이트 내에 게시된 모든 인증된 콘텐츠 및 애드혹 콘텐츠의 사용 현황을 측정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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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애드혹 콘텐츠 사용률이 인증된 콘텐츠 사용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
우, 승격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비해 너무 제한적이거나 너무 길기 때문일 수 있
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페이

지47 탭에 기록된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에 비추어 콘텐츠 사용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
콘텐츠 작성자도 통합 문서의 축소판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메뉴에서 '이 뷰를 본
사용자'를 선택하여 스파크라인 도구 설명에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을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사용률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
l
l

각각의 뷰에 얼마나 많은 트래픽이 도달합니까?
오래된 콘텐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래된 콘텐츠는 얼마나 자주 제거됩니까?

l

간접 사용(알림 및 구독)은 얼마나 발생합니까?
구독은 정시에 전달됩니까?
실제 대상 사용자의 규모가 기대치와 일치합니까?
콘텐츠가 주간, 월간, 분기별 동향을 따릅니까?
사용자 코호트의 마지막 로그인 이후 다음 로그인까지의 일수 또는 로그인 빈도는 어떻

l

게 됩니까?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크기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l
l
l
l

콘텐츠 거버넌스 요약
아래의 표는 활발한 최신 분석 배포에서 콘텐츠를 승격 및 관리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정의합
니다.

영역

IT 관리자/BI 전문가

콘텐츠 작성자

콘텐

게시된 콘텐츠를 저장하고 정리하기 위한

콘텐츠가 해당 사이트 또는 프로젝트

츠관

환경을 생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안

분석 콘텐츠의 보안을 유지하고 콘텐츠 유

조직의 보안 및 사용 권한 정책을 준

및사

형, 민감도, 비즈니스 요구 사항 등을 기준

수합니다.

용권

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액세스 수준을 부

한

여합니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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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IT 관리자/BI 전문가

콘텐츠 작성자

콘텐

콘텐츠 유효성 검사 프로세스가 올바른지

사용자가 생성한 분석 콘텐츠의 유효

츠유

정의합니다.

성 검사 및 정확성 확인을 지원하기

효성

위해 플랫폼 기능에 액세스합니다.

검사
콘텐

콘텐츠 승격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거버넌스 프로세스에서 결정된 대로

츠승

신뢰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환경에

격

유효성을 검사한 분석 콘텐츠를 승격
합니다.

콘텐

콘텐츠 인증 프로세스를 정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인증하고

츠인

동일한 환경에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증

콘텐츠와 구분합니다.

콘텐

조직의 부서 전체에서 광범위한 사용 패턴

게시된 콘텐츠의 사용을 측정 및 감

츠사

을 측정합니다.

사하고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의 사

용률

용 현황을 추적합니다.

Tableau 거 버 넌 스 모 델
모든 조직이 다르고 모든 사용 사례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모델은 해당하는 거버넌스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적합한 규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거버넌스
모델인 중앙 집중식 모델, 위임 모델 및 자체 관리 모델을 설정하면 대부분의 조직에 필요한
거버넌스를 충족하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Tableau 플랫폼 관리 활동과 마찬가지로, 조직 전체에서 사용자 수용 및 참여가 증가
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반복적인 접근 방식
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이 향상되고 책임 업무가 IT 조직의 역량보다 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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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위임되면 프로세스도 바뀌게 됩니다. 모델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일 년에 두 차례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시점을 설정하십시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탭을 사용하여 Tableau 엔터프라
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 페이지38 및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지44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거버넌스 모델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모델, 위
임 모델 및 자체 관리 모델 내에서 각 영역을 지원하는 프로세스 및 담당자를 설정하고 문서
화해야 합니다.
매트릭스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를 구분하고 이 세 가지 모델로
세분화하면, 모델 간에 쉽게 혼합하고 매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데이터 및 콘
텐츠 거버넌스가 중앙 집중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교육 이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앙
에 집중될 수 있지만, 데이터가 기획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위임되거나 자체 관리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 맞게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 내 특정 영역을 맞
춤화할 수 있습니다(예: 메타데이터 관리는 위임하고 보안 및 사용 권한은 중앙에 집중). 비
즈니스 사용자의 분석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책임이 위임될 수 있
습니다. 거버넌스 모델을 정의했으면 활성화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사용자 커뮤니티에 전달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을 참조하십시오.

중앙 집중식
중앙 집중식 모델에서 IT 또는 다른 책임 부서는 데이터 액세스를 소유하며, 소수의 Creator
와 나머지 Viewer가 일대다 방식으로 소비하도록 데이터 원본과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민
감도가 높은 데이터에 대한 제어를 유지 관리하려면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대상 사용자 간의 기술 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앙 집중식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
석 역량을 쌓는 동안에도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준
비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T 부서가 주도하는 기존의 하향식 분석 접근 방식에서 전환 중이든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책임을 단계별로 위임하고자 하든, 인증된 데이터 원본 및 대시보드를 포함하여 IT 부서 또
는 중앙 집중화된 BI 팀이 부서 간 초기 사용 사례를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자가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사용 가능
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영역은 해당 팀 및 부서와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하고 사용자는 더
넓은 범위의 셀프 서비스 분석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됩니다. '보고서를 찍어내는' 모델
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중앙 집중식 거버넌스 모델 너머로 진화하고 책임 위임을
시작하는 목표 및 날짜를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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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임 거버넌스 모델에서는 IT 부서 또는 중앙 책임 부서 이외에 새로운 역할이 도입됩니다.
식별된 사이트 관리자 및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콘텐
츠 작성자는 인증을 받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자신의 비즈
니스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며, 일부 콘텐츠 소비자에게는 파생 콘텐츠를 샌드박스 프로젝트
에 저장할 수 있도록 웹 작성 기능이 제공됩니다. 콘텐츠를 검증, 프로모션 및 인증하는 프
로세스가 도입되더라도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IT 부서의 역할이 보고서 제공자에
서 분석 지원자로 전환함에 따라 IT 부서와 비즈니스 사용자 사이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습
니다.

자체 관리
자체 관리 모델에서는 IT 부서와 비즈니스 사용자 사이에 강력한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인
증된 콘텐츠 및 데이터 원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Creator 및 Explorer는 애드혹 콘텐츠를 정
기적으로 작성합니다. Viewer는 인증된 샌드박스 콘텐츠와 애드혹 샌드박스 콘텐츠의 상태
차이를 이해합니다.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가 검증, 프로모션 및 인증 프로세스를 정확하
게 정의하고 이해합니다. 조직 전체에서 분석 기술이 향상되면, 적절한 라이선스 및 사용 권
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콘텐츠 소비에서 콘텐츠 작성, 콘텐츠 프로모션으로 전환할 수 있
으므로 최신 분석 워크플로우의 역할 간 경계가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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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배 포
데이터와 분석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에는 더 적절한 시기가 없습니다. 회사는 규모에 상
관없이 이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일부만 분석하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엔터프라이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발전하고, 분석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IT 조직은 Tableau를 대규모로 배포 및 운영하고, 비즈
니스 사용자와 전문가가 똑같이 콘텐츠를 작성하고 소비하도록 서로 다른 데이터 원본을 구
성, 오케스트레이션 및 통합함으로써 셀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Tableau는 지시하지 않고, 기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에 맞추는 유연성을 우선시합니다.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는 기존의 기술 투자를 활용하고 기존 IT 인프라에 통합하여
사용자에게 최신 셀프 서비스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및 호스팅
옵션과 함께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는 Tableau 버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유형을 비교
합니다.
종류

장점

단점

Tableau Server - 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전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리를

프레미스

제어 권한

위한 전담 관리자 필요

인프라 및 데이터를 방화벽 내

네트워크 없이 액세스하기 위한

에 유지

추가 인프라 필요(모바일, 외부)

Tableau Server - 퍼

관리되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전담 관

블릭 클라우드

웨어를 완전히 제어

리자 필요

(IaaS)

데이터가 있는 공간에 인프라

네트워크 없이 액세스하기 위한

배치(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

추가 인프라 필요(모바일, 외부)

션)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를 스핀
업/다운할 수 있는 유연성
Tableau Cloud

전체 호스팅 솔루션(하드웨어,

(Saa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속한 배포

멀티 테넌트 환경의 단일 사이트
큐브가 지원되지 않음
게스트 계정 액세스 없음

외부 대상 사용자의 액세스 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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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서는 발견 단계에서 해당 배포 유형에 대한 Tableau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

사 페이지38를 완료하고, 조직 내 부서 및 팀에서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
지44를 수집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를 통해 Tableau에 통합할 기술 및
플랫폼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표준 및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다양한 역할과 책임에 따라, 시스템 관리자와 지정된 Tableau Server 관리자가 적절
한 IT 담당자와 협력하여 Tableau Server를 설치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기존 기
술과 통합하고 사이트 설정을 구성합니다. 비즈니스 팀이 완료한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를 통해 데이터 사용 사례, 사용 대상 규모 및 사용자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합니다.
두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의 규모, 설치 및 구성 또는
Tableau Cloud의 통합 및 구성을 포함한 배포 전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Tableau Server 설치
나 Tableau Cloud 구성 외에도, 관리자는 해당할 경우 Tableau Cloud를 위한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Desktop, Tableau Mobile, Tableau Bridge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이 문서는 시스템 통합 및 배포 모범 사례를 다룹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배포 전략을 계획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ableau Server를 설치하기 전에 계획(Windows | Linux) 및 기준 구
성(Windows | Linux)을 검토하십시오. 전체 문서를 보려면, Tableau Server 시작(Windows |

Linux)을 참조하십시오. 엔터프라이즈 IT 관리자는 또한 참조 아키텍처 맥락에서 엔터프라
이즈 시나리오에 대한 규범적 배포 지침을 제공하는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 배포

가이드 를 참조해야 합니다. 참조 아키텍처는 업계 표준 엔터프라이즈 배포를 반영합니다.
Tableau는 참조 아키텍처를 테스트하여 보안, 확장성, 성능 벤치마크를 준수하는지 검증하
여 업계 표준 모범 사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구성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플 랫 폼 아 키 텍 처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는 사용자에게 완전한 최신 분석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Tableau의 아키텍처
는 유연하여 거의 어디에서나 플랫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에, Amazon EC2, Google Cloud Platform, MS Azure 또
는 Alibaba Cloud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를 가상화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서버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보려면 Tableau Public에서 Tableau Server 프로세스 를 참조하

118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십시오. Tableau Server는 많은 IT 인프라 구성 요소와 통합되므로, Tableau Server와 조직 IT
인프라와의 통합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프로세스(Windows | Linux)를 참조하십시오.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최소
Tableau Server 배포로서 참조 아키텍처에 배포되는 Tableau Server 프로세스에 대해 자세
히 알아보려면 Tableau Server 배포 가이드에서 2부 - Tableau Server 배포 참조 아키텍처

이해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Tableau Cloud는 멀티 테넌트(공유 컴퓨터) 환경 내에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수천의 사용자
가 있는 수천 개의 사이트를 지원하도록 확장할 수 있게 구축된 SaaS(Software-as-a-Service)
배포입니다. Tableau Cloud는 제품 및 클라우드 아키텍처 모범 사례에서 사용 가능한 고가용
성 기능을 이용해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Tableau Cloud는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를 포함하여 다양한 네트워크가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
키텍처를 지원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Tableau 사내 Tableau Cloud 배포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Tableau는 다양한 네트워크에 걸쳐 SQL Server, PostgreSQL, MySQL, Redshift, Snowflake,
Google Big Query, 플랫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다양한 데이터 원본을 관리합니다. 퍼블릭 클
라우드 데이터 연결은 대개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프라이빗 연결의 경우, Tableau
Bridge 풀링 서비스를 통해 라이브 온프레미스 또는 VPC 데이터베이스 쿼리 기능과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이 원활하게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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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Tableau Cloud 확장성 백서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
Tableau Bridge로 시작하기
Bridge 배포 계획

하드웨어 플랫폼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Tableau Server는 물리적 또는 가상 컴퓨터에 온프레미스로 설치하거나 클라우드에 설치할
수 있으며, Windows 또는 Linux 운영 체제를 지원합니다. 하드웨어 플랫폼 및 크기를 결정하
려면 환경, 데이터 원본 및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모든 사용자
의 잠재적 워크로드, 실제 사용 현황 데이터 등의 변수를 고려하십시오. Tableau Server를
처음 배포하는 경우에는 환경 표준과 데이터 원본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기존에 배포한
경우에는 환경 및 데이터 원본 외에도 Tableau Server 데이터를 분석하여 워크로드 및 사용
현황을 평가합니다.

하드웨어 요구 사항
Tableau Server를 배포하기로 선택한 위치에 관계없이 적절한 크기의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버 사용률 및 사용자 참여를 더 자주 평가하고, 더 자주 확장하며, 다른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보다 토폴로지를 더 자주 변경함으로써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 표준에 맞는 하드웨어 플랫폼에 해당하는 링크
를 검토하십시오.
l

권장 기준 구성(Windows | Linux)

l

VMware vSphere 상의 Tableau Server
AWS 인스턴스 유형 및 크기(Windows | Linux)

l

Google Compute Engine 가상 컴퓨터 유형 및 크기(Windows | Linux)

l

Microsoft Azure 가상 컴퓨터 유형 및 크기(Windows | Linux)

l

Alibaba Cloud ECS 인스턴스 유형 및 크기(Windows | Linux)

l

클라우드에 Tableau Server를 배포하는 경우 전용 하드웨어 및 RAM 정적 할당을 사용하면
리소스 경합으로 인한 성능 변동 문제가 해소됩니다.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가상 하드
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인프라를 테스트하여 요구에 맞는 가장 적합한 구성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의 예는 EC2 속도의 Tableau 백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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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이 실험은 AWS에서 수행되었지만, 테스트 이론은 모든 클라우드 제공업체
로 확장 적용됩니다.)

초기 크기 조정
Tableau 계정 팀이 요구 사항을 평가하고 크기 조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초기
배포에서는, 활성 사용자를 10%라고 가정하면 Explore는 8코어 노드당 600~800명으로 추산
해야 합니다(노트북 또는 휴대기기에서 대시보드 소비, 웹 작성,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
및 쿼리 등을 포함하여 Tableau Server에 대해 생성된 대화형 동시 요청). 이는 출발점일 뿐이
며, 초기 배포 이후의 고정된 크기 조정 규칙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덕션 서버의 메
모리는 코어당 최소 8GB RAM이어야 합니다. 40코어 미만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8코어 노드
를 사용하고, 40코어보다 큰 클러스터에서는 16코어 노드를 사용하십시오. 각 라이선스 유
형에 대한 상대적 워크로드는 하드웨어 크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Explorer를 1명의 사용자로
가정하면, Creator의 상대적 워크로드는 2.4명의 사용자이고, Viewer의 상대적 워크로드는
0.75명의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워크로드 계수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의 용량을 추산할 수 있
습니다. 다음 테이블은 각 행에서 동등한 워크로드의 예입니다.

Creator Explorer Viewer
워크로드 1

25

300

586

워크로드 2

50

333

462

워크로드 3

75

234

514

워크로드 4

100

171

518

Creator, Explorer 및 Viewer의 실제 워크로드는 데이터 연결 및 웹 작성 빈도, 콘텐츠 보기 및
콘텐츠 상호 작용과 같은 Tableau Server 기능의 사용 현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가 온보딩하여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기 시작하면, 하드웨어 및 콘텐츠 사용률을 모니터링
하고, 하드웨어 모니터링 도구 및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버 크
기에 대해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 및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을 참조하십시오.

확장성
신규 및 기존 배포 시나리오에서, 목표는 충분한 가용성, 용량 및 여유 공간을 사전에 유지 관
리하고 리소스 경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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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또는 디스크를 추가하여 수직 확장하거나, 더 많은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여 수평 확장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는 기업 고유의 환경,
데이터, 워크로드 및 사용 현황 조합에 따라 하드웨어 리소스를 추가하여 거의 선형으로 확
장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유지 관리 페이지187에 요약된 대로 로드 테스트 및 용량 계획
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확장성과 성능은 데이터 원본, 데이터 볼륨, 네트워크 속도, 사용자 워크로드, 통합 문서 디
자인과 같은 외부 시스템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배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변경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크기의 하드웨어 구성이 초기에 배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획
되지 않은 사용자 온보딩, 모니터링되지 않은 사용률, 비효율적인 통합 문서, 최적화되지 않
은 데이터 추출 설계 및 피크 시간대 새로 고침 일정은 서버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 인시던트의 누적된 효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확장성 백서 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우드에 Tableau Server를 배포할 때 핫 토폴로지 를 포함하여 Tableau 플랫폼의 기존
확장 기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용 IP 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서버를 다시 시작하
는 것만으로 플랫폼을 지원하는 기본 컴퓨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노드 배포의 경우, 컴퓨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운타임 중에 Tableau Server 컴퓨터를
끌 수도 있습니다. 다중 노드 클러스터에서 그렇게 하면 Tableau의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
러나 핫 토폴로지 를 활용하면 Tableau Server 프로세스 할당을 즉시 조정하여 컴퓨터 비용
과 용량 요구 사항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인스턴스
화하는 자동 확장 기능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서버 환경
프로덕션 환경 외에도, 업그레이드 및 서버 토폴로지 변경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
트 환경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은 콘텐츠 유효성 검사, 승격 및 인증 프로
세스와 함께 프로덕션 및 샌드박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최신 분석을 모두 하나의 환경에
서 지원합니다. 이러한 콘텐츠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거버넌스 페

이지79를 참조하십시오. 프로덕션 및 테스트 환경은 하드웨어 사양, 서버 토폴로지 및 구성
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는 프로덕션 콘텐츠를 복원하여 업그레이드를 테스트하
고 테스트 환경에서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몇 조직에서는 콘텐츠 개발, 테스트 및 소비에 대한 사용 사례를 별도의 Tableau Server
설치로 분리하기 위해 개발, QA 및 프로덕션의 세 가지 환경을 요구하는 IT 정책을 실시합니
다. 이것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인 경우, Tableau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에 정의된 대로
이를 세 가지 프로덕션 환경으로 간주하여 세 개의 환경 각각에 대해 별도의 라이선스를 부
여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및 QA 환경은 사양, 서버 토폴로지 및 구성이 동일해야 합니다. 별
도의 세 가지 개발 환경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최신 분석 플랫폼으로 기존의 하향식 폭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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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주기를 복제하지 마십시오. 사용자가 엄격한 정책을 우회하거나 프로덕션으로 콘텐츠
가져오기의 지연을 피하고자 QA 환경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Content Migration Tool 또는 Tableau의 REST API의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프로덕션 서버로의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을 자동화함으로써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개발 환경이 업그레이드 테스트 또는 베타 프로그램 참여에 사용되지
않는 한, 프로덕션 및 QA 환경과 동일한 하드웨어 사양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가용성
가용성 요구 사항에 따라 Tableau를 설치 및 구성해야 하며, 용량 및/또는 고가용성(Windows
| Linux)을 지원하기 위해 노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업무상 중요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려면,
외부 부하 분산 장치(Windows | Linux)를 사용하여 HA(고가용성) 클러스터 구성을 배포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의 HA 설치에는 최소 3개의 노드가 사용되며, 노드마다 여러 개의 중복된 주
요 프로세스 인스턴스(리포지토리, 파일 저장소/데이터 엔진 및 조정 서비스)가 사용됩니다.
목표는 단일 장애 지점을 제거하고 가능한 경우 장애 조치로 장애를 감지함으로써 시스템 다
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고가용성 백서 를 참조하십
시오.
HA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아래 패턴을 참조하십시오.

1. 초기 노드를 설치하고 아키텍처 인식 스마트 설치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세스를 구성합
니다(Windows | Linux). 활성 리포지토리는 노드 1에 있습니다.

2. 프로세스 구성을 다른 VizQL 노드로 복제하여 중복성을 확인합니다(Windows | Linux).
비활성 리포지토리는 노드 2에 있습니다. 노드 3 프로세스는 리포지토리 프로세스가 없
을 경우를 제외하고 노드 1 및 2를 미러링합니다.
3. 조정 서비스 집합 및 클라이언트 파일 서비스를 추가합니다(Windows | Linux).
4. 외부 부하 분산 장치를 추가합니다(Windows | Lin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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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노드로 Tableau Server HA 배포(참고: 조정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 파일 서비스는 명시
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시간이 흐르면서 특수 노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집니다. 추출이 많고 추출 빈도가 높은 추출
새로 고침 워크로드는 대화형 데이터 시각화 렌더링 워크로드와 분리해야 합니다. 추출이
많은 환경에서는 데이터 원본의 대부분을 추출합니다. 소수의 대규모 추출은 여러 개의 소
규모 추출과 같이 이 카테고리에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추출 새로 고침이 빈번한(하루 업무
시간 중 여러 번) 배포의 경우 특수 백그라운더 노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백그라운더 프로
세스의 워크로드를 분리하려면, 아래 노드 4 및 노드 5에 표시된 대로 특수 백그라운더 노드
를 추가하여 중복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드 역할을 사용하면 Tableau Server 설치에서 특
정 유형의 워크로드가 처리되는 위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드 역할 기능을 사용하면 특
정 워크로드에 맞게 리소스를 투입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더 및 파일 저장소의
노드 역할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드 역할을 통한 작업 부하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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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노드로 Tableau Server HA 배포(참고: 조정 서비스 및 클라이언트 파일 서비스는 명시
적으로 표시되지 않음)

2019.3부터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를 Amazon RDS(Relational Database Service)에 배포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는 모든 사용자 상호 작용, 추출 새로 고침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mazon RDS는 PostgreSQL에
내장된 확장성, 안정성, 고가용성 및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와 통합하여 Tableau
Server 외부 리포지토리를 구성하면 이러한 클라우드 배포에 따른 추가적인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외부 리포지토리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할 때 다운타임의 위험을 더 완화하기 위한 몇 가
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bleau Server의 각 노드를 자체 가상 네트워크에 배포하거
나 다른 가용 영역 또는 영역에 배포하는 것이 모두 지원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분리하면 시
스템 전체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커뮤니티를 위해 적절한 균형을 유
지하려면 환경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성능과 가용성을 모두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 Server는 하나의 멀티 노드 클러스터를 서로 다른 지역에 배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재해 복구
Tableau 환경의 재해 복구(DR) 계획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 즉 목표 복구 시간(RTO)과
목표 복구 시점(RPO)을 고려해야 합니다. RTO는 전체 복구 전에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많은
다운타임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백업을 대체 클러스터로 복원하는 빈도와
인프라 투자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RPO는 비즈니스에서 허용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정도
를 측정하는 것으로, 시스템 백업을 수행해야 하는 빈도에 영향을 줍니다. Tableau Serve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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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PO는 서버의 전체 백업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표
는 RTO 요구 사항 범위를 계획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높은 RTO

중간 RTO

낮은 RTO

작동 중단 시 새로운

컴퓨터가 프로비저닝

프로덕션과 동일한 구성 및 토폴로지로

하드웨어/VM 확보

되지만 실행되지 않음

항상 실행되는 전용 하드웨어

Tableau Server 설치

Tableau Server 설치됨

DR 환경으로 정기적인 백업 복원

새로운 환경으로 백

수동 대기 환경으로 최

DR 환경을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할 수 있

업 복원

신 백업 복원

는 외부 부하 분산 장치/DNS 라우팅

몇 시간 또는 며칠

두세 시간

몇분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에 호스팅하든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든 백업 프로세스는 동일
합니다. Tableau Server의 백업을 생성하고 새 컴퓨터에서 이 백업을 복원하려면 TSM

Backup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Tableau Server 컴퓨터의 스냅샷을 만들어 새 컴퓨터에서 복
원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의 개념에 대한 업무

상 중요한 안정성 과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및 권한 부여
Tableau는 엔터프라이즈 보안의 모든 면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인 기능과 심층적인 통합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플랫폼 보안 및 Tableau Server 보안 강화 검사
목록(Windows | Linux) 또는 클라우드에서의 Tableau Cloud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ID 저장소
Tableau Server에는 사용자 및 그룹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ID 저장소(Windows | Linux)가 필
요합니다. 로컬(Tableau Server)과 외부(Active Directory, LDAP), 두 종류의 ID 저장소가 있
습니다. Tableau Server를 설치할 때 로컬 ID 저장소 또는 외부 ID 저장소를 구성해야 합니
다. ID 저장소의 구성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entityStore 엔터티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를 로컬 ID 저장소로 구성하면, 모든 사용자 및 그룹 정보가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로컬 ID 저장소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 및 그룹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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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본이 없습니다. 참고: 서버를 설치한 후에 ID 저장소를 변경하려면 전체 설치 제거 및

재설치 가 필요합니다.
Tableau Server를 외부 저장소로 구성하면, 모든 사용자 및 그룹 정보가 외부 디렉터리 서비
스에 의해 저장되고 관리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의 로컬 복사본이 Tableau Server 리포지토
리에 존재하도록 Tableau Server를 외부 ID 저장소와 동기화해야 하지만, 외부 ID 저장소가
모든 사용자 및 그룹 데이터의 마스터 원본입니다. 사용자가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면
자격 증명이 외부 디렉터리로 전달되며 여기에서 사용자 인증(Windows | Linux)이 진행됩니
다. Tableau Server는 이 인증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ID 저장소에 저장된 Tableau 사
용자 이름은 Tableau Server의 권리 및 사용 권한과 연결됩니다. 인증이 확인되면 Tableau
Server는 Tableau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권한 부여)를 관리합니다.

인증
인증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서버나 사이트를 관리하든 콘텐츠 게시, 검
색 또는 관리를 수행하든 상관없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Tableau Server ID 저장소에 사용자로 표시되거나 Tableau Cloud 사용자로 프로
비저닝되어야 합니다. 인증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로컬 인증)에 의해 수행되
거나 외부 프로세스에 의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Active Directory, OpenLDAP,
SAML 또는 OpenID와 같은 외부 인증 프로토콜에 맞게 Tableau Server를 구성하거나 Google
또는 SAML에 맞게 Tableau Cloud를 구성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에 서 의 인 증
Tableau Cloud는 다음과 같은 인증 유형을 지원하며, 이는 인증 페이지에서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인증 을 참조하십시오.
l

l

l

Tableau: 기본 인증 유형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용자를 추가하기 전
에 별도의 구성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자격 증명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
번호로 구성되며 Tableau Cloud에 저장됩니다. 사용자가 Tableau Cloud 로그인 페이
지에 자신의 자격 증명을 직접 입력합니다.
Google: 조직이 Goog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OpenID Connect를 통한 SSO
(Single Sign-On)로 Tableau Cloud에서 Google 계정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Google 인증을 활성화하면 사용자는 Google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Google은 이 정보를 저장합니다.
SAML: SSO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SAML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타
사 IdP(ID 공급자)를 사용하여, IdP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도록 사이트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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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합니다.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는 그 IdP에 이미 저장된 SSO 자격 증
명을 입력하는 해당 IdP의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Tableau Cloud 다 단 계 인 증 요 구 사 항
귀사에서 사이트에 구성하는 인증 유형 외에도, 2022년 2월 1일부터 Tableau Cloud에 SSO
IdP(ID 공급자)를 통한 다단계 인증(MFA)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사가 직접 SSO IdP를 이용
하지 않는다면 MFA 인증을 제공하는 Tableau를 사용하여 MFA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에 서 의 인 증
아래의 표는 어떤 Tableau Server 인증 방법이 어떤 ID 저장소와 호환되는지 보여줍니다.

인증 방법

로컬 인증 AD/LDAP

SAML

예

예

Kerberos

아니요

예

상호 SSL

예

예

OpenID

예

아니요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예

예

Active Directory와 OpenLDAP
이 시나리오에서는 Tableau Server가 Active Directory의 도메인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는 Active Directory에서 ID 저장소로 사용자 및 그룹 메타데이터를 동기화합
니다. 사용자를 수동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동기화된 후에는 사이
트 및 서버 역할을 할당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 수준에서 할당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는 데이터를 Active Directory에 다시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Tableau Server는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사이트 역할 사용 권한 데이터에 따라 콘텐츠 및 서버 액세스를 관리
합니다.
조직의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이미 Active Directory를 사용하고 있다면, Tableau 설치 중
에 Active Directory 인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ctive Directory 그룹을 동기화하여
그룹에서 동기화된 사용자에 대해 최소 사이트 역할 Tableau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특정 Active Directory 그룹을 동기화하거나 그룹 전체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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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서버의 모든 Active Directory 그룹 동기화 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도메인, 도메인 이
름 지정, NetBIOS 및 Active Directory 사용자 이름 형식이 Tableau 사용자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을 이해하려면 Active Directory 배포의 사용자 관리 를 검토하십시오.
ID 저장소와 통신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LDAP를 사용하도록 Tableau Server를 구성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enLDAP는 유연한 스키마를 사용하는 다양한 LDAP 서버 구현 중
하나입니다. OpenLDAP 서버를 쿼리하도록 Tableau Serv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ID 저장

소 를 참조하십시오. 이 시나리오에서 인증은 기본 LDAP 솔루션 또는 Single Sign-On 솔루션
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은 Active Directory/OpenLDAP 인증을 사용하는
Tableau Server를 보여줍니다.

SAML
시큐리티 어설션 마크업 언어(SAML)는 안전한 웹 도메인이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부여 데이
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XML 표준입니다. 외부 ID 공급자(IdP)를 사용하여 SAML 2.0
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는 브라우저와 Tableau Mobile 앱에서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시작된 SAML과 IdP에서 시작된 SAML을 모두 지원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 연결하려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시작된 SAML 요청이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에는 사용자 자격 증명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며 SAML을 사용하면 조직의 Single Sign-On 환
경에 Tableau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ML을 통한 사용자 인증은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
와 같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대한 사용 권한 및 권한 부여에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또한,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이 연결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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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의 경우, 서버 차원에서 SAML을 사용하거나 Tableau Server 사이트별로 구
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옵션에 대한 개요입니다.
l

서버 차원의 SAML 인증. 단일 SAML IdP 응용 프로그램이 모든 Tableau Server 사용자에
대한 인증을 처리합니다. 서버에 기본 사이트만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또한, Tableau Server 사이트별로 SAML을 사용하려면 개별 사이트를 구성하기 전에
Tableau Server 차원의 SAML을 구성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사이트별로 SAML이 작동
하려면 Tableau Server 측 SAML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
다.
l

서버 차원의 로컬 인증 및 사이트별 SAML 인증. 다중 사이트 환경의 경우, 사이트 수준
에서 SAML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은 사용자는 로컬 인증을 사용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l

서버 차원의 SAML 인증 및 사이트별 SAML 인증. 다중 사이트 환경의 경우, 사이트 수준
에서 구성된 SAML IdP를 통해 모든 사용자를 인증하고, 다중 사이트에 속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서버 차원의 기본 SAML IdP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ML(Windows | Linux)을 참조하십시오. 아래 다이어그램은 SAML 인증을
사용하는 Tableau Server를 보여줍니다.

Tableau Cloud용 SAML을 구성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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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인증 유형 변경이 Tableau Bridge에 미치는 영향
XML 데이터 요구 사항

참고: 이런 요구 사항 외에, 하나의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항상 Tableau
인증 전용으로 구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SAML 또는 IdP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용
TableauID 계정이 있으면 Tableau Cloud 사이트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
다.

신뢰할 수 있는 티켓
Tableau Server 뷰를 웹 페이지에 내장하는 경우, 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Tableau
Server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페이지를 방문하면, 뷰를 보기
전에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웹 페이지 또는 웹 응용 프로그
램에서 이미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
는 인증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두 번 로그인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은 단순히 Tableau Server와 하나 이상의 웹 서버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했음을 의미합니다. Tableau Server는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웹 서버로부터 요
청을 받으면, 웹 서버가 필요한 인증을 처리했다고 가정합니다.
웹 서버가 SSPI(Security Support Provider Interface)를 사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뷰를 내장할 수 있으며, Tableau Serve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이
고 Active Directory 멤버(Windows | Linux)라면 해당 뷰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
래 다이어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티켓을 사용하는 Tableau Server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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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SSL
상호 SSL을 사용하면, Tableau Desktop 및 기타 승인된 Tableau 클라이언트 사용자에게
Tableau Server에 안전하게 직접 액세스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호 SSL을 사용
하면, 유효한 SSL 인증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Tableau Server에 연결할 때, Tableau Server
는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사용자 이름을 기반으로 클라이언트 인증서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
용자를 인증합니다. 클라이언트에 유효한 SSL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Tableau Server가
연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호 SSL이 실패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인증으로 폴
백되도록 Tableau Server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권한 부여
권한 부여는 인증이 확인된 후,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무엇에 어
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의 거버넌스 페이지81를 참
조하십시오. 권한 부여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l

프로젝트, 사이트, 통합 문서 및 뷰를 포함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l

호스팅되는 콘텐츠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l

있는 작업.
서버 또는 사이트 설정 구성, 명령줄 도구 실행, 기타 작업 등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권한 부여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내에서 관리됩니다. 권한 부여는 사용자의 라
이선스 수준(Tableau Creator, Tableau Explorer, Tableau Viewer), 사이트 역할, 그리고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과 같은 특정 엔터티와 관련된 사용 권한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프로
젝트 팀은 사용 권한 모델을 함께 정의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및/또는 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그룹에 사용 권한 규칙을 할당하고, 이를 프로젝트로
잠금 설정합니다. 데이터 원본 액세스 또는 다운로드부터 사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을 활용하면 사용 권한을 좀 더 세부적
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쉽게 사용자를 기능 그룹에 연결하고, 사용 권
한을 그룹에 할당하며, 누가 어느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에 로컬로 그룹을 만들거나 Active Directory에서 가져오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뷰를 사용하면 비즈니스 사용자가 자체 사용자 및 그룹을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설정 빠른 시작 ,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

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구성 및 사용 권한 참조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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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통신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에는 세 개의 주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l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Server로: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 Tableau Mobile,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또는 Tableau 서비스 관리자(Windows | Linux) 및 tabcmd

l

(Windows | Linux) 유틸리티일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에서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 추출을 새로 고치거나 라이브 데이터베이

l

스 연결을 처리하려면 Tableau Server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서버 구성 요소 커뮤니케이션: 이는 분산 배포에만 적용됩니다.

Tableau Server에 대한 안전한 액세스가 보장되고, 서버와 Tableau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전
달되는 민감한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보호되도록 SSL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
트워크 보안(Windows | Linux) 및 포트(Windows | Linux)를 참조하십시오. 업계 표준 참조 아
키텍처에 대한 SSL 구성 예제를 검토하려면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 배포 가이드에서

6부 - 설치 후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보안 온프레미스 서버
게시/탐색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액세스하면 안 되는 Tableau Server 리소스에 연결하는 것
을 막으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1. PostgreSQL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2. 이름을 tbladminviews로 지정합니다.
3. 관리자 뷰에 대한 최소 권한을 선택합니다.
4. tblwgadmin 대신 tbladminviews를 사용하도록 관리자 뷰 통합 문서 템플릿을 변경합니
다.
5. 개인(라우팅 불가) IP 주소를 거부하는 연결 IP 정책 추가합니다.
a. 연결 IP 기본 규칙을 허용으로 변경
tsm configuration set -k ConnectionIPDefaultRule=ALLOW

b. 개인(라우팅 불가) IP 주소 거부
tsm configuration set -k ConnectionIPDenyRanges=127.0.0.1,192.168.0.0192.168.255.255,172.16.0.0-172.31.255.255,10.0.0.0-10.255.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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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Tableau Cloud와의 모든 통신은 데이터의 안전한 전송을 위해 SSL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
다. 클라이언트에는 웹 브라우저,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Bridge,
Tableau Mobile, tabcmd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Tableau Cloud는 TLS 1.2 이상을 지원합
니다. 다양한 암호화 기법으로 브라우저에서 서버 계층을 거쳐 리포지토리까지, 또한 그 반
대로도 보안을 보장합니다. 또한, Tableau는 스푸핑, 하이재킹 및 SQL 삽입 공격 방지에 도
움이 되는 많은 보안 메커니즘을 기본 제공하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 능동적으로 테스트하
고 매달 업데이트를 통해 대응책을 배포합니다.

네트워크 토폴로지
사용자는 사무실에서, 이동 중에 스마트폰에서, 또는 다른 국가의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등 어디서나 Tableau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 배포 가이드에서 3부 -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 배포

준비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전략
모든 조직의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솔루션은 상이합니다. Tableau는 조직의
선택을 존중하며, 기존 데이터 전략과 통합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외에
도, 조직 내부 및 외부에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 및 데이터, 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조
적 및 비구조적 리포지토리와 같은 많은 새로운 데이터 원본이 있습니다. Hadoop 클러스터
에서 NoSQL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EDW(엔터프
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최종 목적지로 하여 데이터 흐름을 중앙에 집중할 필요가 없
습니다.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는 새로운 비즈니스 요구 사항(속도, 민첩성, 볼륨) 및 새로운 기술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데이터 액세스를 제공할지 또는 다른 원본으로 데이터를
보강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를 클라우드 솔루션과 결합하면, 인프라
와 서비스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수 시간 내에 실행할 수 있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조직에 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조직의 데이터 관리 핸드북이
기존 EDW의 단일 데이터 버킷 사고방식을 토대로 작성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버킷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비결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데이터 원본이 모
든 데이터 요청에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신 데이터 아키
텍처의 패턴입니다.

134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최신 데이터 아키텍처

1. 원시 데이터: 데이터 원본(예: 정리, PII 검사 등 여러 방식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데이
터 플랫폼에 로드된 트랜잭션 데이터)입니다.
2. 준비용 계산: 원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상당한 계산 리소스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의 ETL(데이터 준비)을 넘어섭니다. 흔히 데이터 과학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에 둡니다.
실제로 많은 가치를 지닌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저장소: 최신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가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점진적으로 중간 데이터,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의 여러 버
전 및 형식을 저장합니다. 따라서 저장소는 계층화됩니다.
4. 쿼리 계산: 일반적인 분석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Hyper 추출은 물론 Hadoop 등도 포함
됩니다.
5. 분석: Tableau의 핵심은 분석에 있습니다.

Tableau의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키텍처
Tableau의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키텍처는 라이브 연결 또는 인메모리 추출을 사용하여 데이
터와 상호 작용하는 두 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사용 사례에 적합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만
큼이나 두 가지 모드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연결
Tableau의 데이터 커넥터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 동적 쿼리를 원본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보냄으로써 기존 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합니다. 즉, 분석에 최적화된 빠른 데이터베이
스에 투자한 경우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투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
니다. 그러면 세부 데이터는 원본 시스템에 그대로 남고, 쿼리 집계 결과가 Tableau로 전송됩
니다. 이는 또한 Tableau가 무제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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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는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프런트엔드 분석 클라이언
트입니다. Tableau는 각 데이터 원본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커넥터를 최적
화했습니다.

인메모리 추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구축된 데이터 아키텍처가 있거나 핵심 데이터 인프라
의 워크로드를 줄이고자 하는 조직을 위해, Hyper 기술 이 사용된 Tableau의 데이터 엔진은
분석에 최적화된 인메모리 데이터 저장소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인메모리로 가져와서 연
결 및 추출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Tableau에서 쿼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데이터
추출을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쿼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사용자 경험
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추출은 또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중복된 쿼리 트래픽을 비
웁니다.
추출은 빈번한 쿼리를 처리할 리소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는 매우 활동적인 트랜잭션 시스
템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야간에 추출 새로 고침을 수행하여 주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추출은 고정된 레코드 수, 총 레코드 백분율 또는 필터링된 기준에 근거
하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엔진은 새로운 데이터로 기존 추출을 업
데이트하는 증분 추출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출은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하기 위한 것
이 아니므로, 분석에 적합한 규모로 수행하십시오.
기초 데이터 원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사용자와 통합 문서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추출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패키지 통합 문서(.twbx 파일 형식)에는 해당 통합 문서
에 사용된 모든 분석 및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 및 다른 Tableau 사용자와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추출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게시하면, 해당 추출도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됩니다. 향후 통합 문서와의 상호 작용에서는 라이브 데이터를 요청
하는 대신 추출이 사용됩니다. 활성화된 경우, 일정에 따라 추출에 대한 자동 새로 고침을
요청하도록 통합 문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쿼리 연합
관련된 데이터가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의 테이블에 저장된 경우, 교차 데이터

베이스 조인 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생성하
려면, 테이블을 조인하기 전에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Excel 및 텍스트 파일 포함)를 추가
하고 연결하여 다중 연결 Tableau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은 라이
브 연결 또는 인메모리 추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36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데이터 서버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포함된 데이터 서버 는 추출 및 공유 프록시 데이터베이
스 연결을 공유하고 중앙에서 관리하므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모든 사용
자가 통합 문서 전체에서 추출 또는 데이터 연결을 복제하지 않고도 통제, 측정 및 관리되는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원본에 여러 통합 문서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남용을
최소화하고 저장 공간 및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거기에 추출 연결이 있다면, 그 추출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위치하므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에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드라이버 를 각 사용자의 컴퓨터 대신
Tableau Server에만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면 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처럼, Tableau는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용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관리합니다.
DBA 및/또는 데이터 관리자는 각 팀에서 수집한 초기 데이터 사용 사례를 사용하여, 사용자
를 위해 식별된 각 데이터의 출처에 대한 인증된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Tableau Desktop 및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은 추출과 라이브 연결 모두에 대한 데이터 사일로 및 신뢰할 수 없는 데
이터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있으며, 조직 전체의 사용자들은 동
일한 공유 데이터와 정의를 사용하므로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 데이터베이
스 연결을 통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라이브 데이터에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즉, 조직은 데이터 연결, 조인 로직, 메타데이터 및 계산된 필드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이와 동시에, 사용자는 셀프 서비스 및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데이터를 혼합하거나
새로운 계산을 생성하여 데이터 모델을 확장하고, 새로 정의된 데이터 모델을 프로덕션에 민
첩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는 변경되지 않지만, 사용자는 유연
성을 유지합니다.

인증된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또는 데이터 관리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인증하여 사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Tableau Server, Tableau
Cloud 및 Tableau Desktop에서 모두 고유한 인증 배지로 표시됩니다. 인증 참고 사항에 특정
데이터 원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 원본을 볼 때와 이를
인증한 사람을 확인할 때 Tableau 전체에서 이러한 참고 사항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증
된 데이터 원본은 검색 결과에 우선적으로 나타나며 Tableau Server, Tableau Clou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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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의 데이터 원본 목록에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리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및 Tableau Server/사이트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할 사용 권한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된 데이터 원본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모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Tableau 고객은 기존에 구현된 데이
터 보안을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증으로 보안을 구현하거나, Tableau 내에서 사용 권한으로 보안을 구현하거나, 이 두 방
식을 혼합하여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에 게시된 뷰, 휴대기기에 게시된 뷰
또는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를 통해 게시된 뷰 등 어디에서 데이터에 액세
스하든 보안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종종 다양한 사용 사례를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호합니다. 데이터 보안 분류를 설정함으로써 조직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및 민감도 수준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보안 활용 시에는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핵심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수준의 인증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인증과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로그
인하지 않음). 즉, 데이터베이스 수준의 보안을 적용하려면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자격 증명(자신의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또는 서
비스 계정 사용자 이름/암호)도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Tableau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읽기 액세스 자격 증명만 요구하는데, 이렇게 하면 게시자가 실수로
기초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사용
자에게 임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임시 데이터는
Tableau가 아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성능 및 보안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정보에서 자동 새로 고침을 사용하려면 자격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Google 및 Salesforce.com 데이터 원본의 경우, OAuth 2.0 액세스 토큰의
형태로 자격 증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추출 암호화는 .hyper 추출이 Tableau Server에 저장되어 있는 동안 이를 암호화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기능입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모든 추출의 암호화
를 시행하거나 사용자가 게시된 특정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과 관련된 모든 추출에 대
한 암호화를 지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된 추출 암호화 를 참조하십시
오.
조직에서 저장된 데이터 추출 암호화를 배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추출 암호화를 위해
AWS를 KMS로 사용하도록 Tableau Server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 KMS 또는 Azure

KMS를 사용하려면 각각 AWS 또는 Azure에 Tableau Server를 배포하고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Server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AWS 시나리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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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는 AWS KMS 고객 마스터 키(CMK)를 사용하여 AWS 데이터 키 를 생성합니
다. Tableau Server는 AWS 데이터 키를 모든 암호화된 추출에 대한 루트 마스터 키로 사용합
니다. Azure 시나리오에서 Tableau Server는 Azure Key Vault를 사용하여 모든 암호화된 추출
의 루트 마스터 키(RMK)를 암호화합니다. 그러나 AWS KMS 또는 Azure KMS 통합용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Tableau Server에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여전히 기본 Java
키 저장소와 로컬 KMS가 사용됩니다. AWS KMS 또는 Azure KMS는 암호화된 추출을 위해 루
트 마스터 키를 암호화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관리 시스템 을 참조하십시
오.
Tableau Cloud의 경우,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하지만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를 사용하면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 를 활용하여
키 순환 및 감사를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를 통해 고객이 관
리하는 사이트에 한정되는 키로 사이트의 데이터 추출을 암호화할 수 있어서 보안 수준을 더
욱 높여 줍니다. Salesforce 키 관리 시스템(KMS) 인스턴스는 한 사이트에서 암호화를 사용
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기본으로 사이트 특정 암호화 키를 저장합니다. 암호화 프로세스는
키 계층을 따릅니다. 우선, Tableau Cloud가 추출을 암호화합니다. 다음으로, Tableau Cloud
KMS가 키 캐시에 적절한 데이터 키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KMS
GenerateDataKey API가 그 키와 연결된 키 정책에서 부여하는 권한을 사용하여 키를 하나 생
성합니다. AWS KMS는 CMK를 사용하여 데이터 키를 생성하고 일반 텍스트 복사본과 암호
화된 복사본을 Tableau Cloud로 반환합니다. Tableau Cloud는 데이터 키의 일반 텍스트 복사
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키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저장
합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모두 데이터 원본에 사용자 필터를 설정하여 사용자별
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Tableau Server 로그인 계정을 토대로
사용자가 게시된 뷰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
자는 이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 관리자에 대
한 데이터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보안 접근 방식을 통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안전한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는 방식으
로 단일 뷰 또는 대시보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행

수준에서 액세스 제한 을 참조하십시오. 행 수준 보안이 귀사의 분석 사용 사례에 다른 무엇
보다 중요하다면 Tableau Data Management를 사용해 데이터 정책과 가상 연결을 활용하여
규모에 맞게 사용자 필터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

책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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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를 클 라 우 드 로 이 동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Tableau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Tableau의 철학은 고객의 배포 전략에까지 확장됩니다.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로도,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AWS, Google Cloud Platform,
Microsoft Azure 또는 Alibaba)에도 호스팅할 수 있고, 완전히 호스팅되는 제품인 Tableau
Cloud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여정을 시작하고 나면 그와 같은 선택에 얽매
이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데이터 전략을 바꾸면 Tableau가 그 변화에 맞춥니다.
클라우드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고객이 Tableau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로 선택했습
니다. 이 섹션에서는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계획할 때 고려할 주요 요소를 개괄적으로 설명
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Tableau Server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옮길지, Tableau Server에
서 Tableau Cloud로 전환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섹션은 특별히 기존에 Tableau를 배포했으며 배포 방법의 변경을 고려 중인 고객을 위
해 만들었습니다. 신규 고객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보는 대신 Tableau 플랫폼 아키텍처 페

이지118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은 환경을 최적화할 고유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이 기
회를 활용해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을 평가합니다.
l
l
l

오래된 콘텐츠 제거(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거버넌스 전략
하드웨어 플랫폼 페이지120과 Tableau Server 토폴로지(Tableau Server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
한 고려 사항
많은 조직이 민첩성을 강화하고 인프라 관리 대신 데이터 분석에 주력하고자 전략적으로
완전히 호스팅되는 옵션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려는 경우에 평가해야 할 주요 고려 영역을 제시합니다.
이로써 마이그레이션 계획 시 필요한 본질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Tableau 계정팀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계정 관리자가 귀사에 가장 적합
한 옵션을 식별하도록 도와 드리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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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서 Tableau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l
l
l
l
l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보안 및 인증
데이터 연결
관리 책임
Tableau 라이선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Cloud로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최적의 결과를 원하신다
면 Tableau 컨설팅 서비스 나 당사의 숙련된 파트너사 중 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일회성 작업이므로, 배포 규모가 큰 고객은 대부분 Tableau의
전문가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의존해 가치 창출 속도를 극대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Tableau의 경험이 고객이 더 명확하게 정해진 일정 내에 자신 있게 마이
그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안 및 인증
Tableau가 Tableau Cloud에서 가장 우선시한 문제는 늘 보안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
니다. Tableau의 완전히 호스팅되는 옵션과 기초 인프라에 적용되는 엄격한 보안 모델과 테
스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관련 사항을 더욱 심층적으로 다룬 보안 개요 또는 Tableau

Cloud 확장성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가 인프라를 관리하는 동안 모든 고객은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선호하는 인증 방법
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는 클라우드 우선으로 만든 솔루션이므로,
Tableau Server와는 옵션이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옵션이 귀사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인증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다 단 계 인 증 요 구 사 항
귀사에서 사이트에 구성하는 인증 유형 외에도, 2022년 2월 1일부터 Tableau Cloud에 SSO
IdP(ID 공급자)를 통한 다단계 인증(MFA)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사가 직접 SSO IdP를 이용하
지 않는다면 MFA 인증을 제공하는 Tableau를 사용하여 MFA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연결
Tableau Cloud는 방화벽 밖에서 호스팅되므로 Tableau Cloud에 연결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위치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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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Tableau Cloud가 클라우드 플랫폼에 호스팅된 데이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 : 이 방법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가 라이브 연결과 추출 연결 모두에 대해 클
라우드에 호스팅된 데이터를 직접 쿼리할 수 있습니다.
2. Tableau Bridge를 통한 통신 사용 : 온프레미스 데이터(또는 인터넷을 통해 쿼리할 수
없는 데이터)와 Tableau Cloud 연결이 쉬워집니다. Tableau Bridge가 데이터와 같이
방화벽 내에 설치되고 Tableau Cloud와의 안전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Tableau Bridge
는 사용 가능한 커넥터 를 대부분 지원하며, 라이브 연결과 추출 연결을 모두 지원합
니다. Tableau Bridge 소개, Bridge 보안, Bridge 배포 계획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려면 Tableau Bridge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관리 책임
Tableau의 완전히 호스팅되는 옵션인 Tableau Cloud는 조직 전반에 걸쳐 분석을 배포하면
서 수반되는 관리 간접 비용 을 많이 줄여 줍니다. Tableau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면, 환경
보안, Tableau Cloud 업그레이드 수행,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용량 확장을
Tableau에서 관리합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의 역할은 인프라 관리에 들이는 노력을 줄
이고 분석 커뮤니티의 발전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관리자가 사용자의 참여와 수용과 같은 핵심 메트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된
Tableau Cloud용 도구 집합을 제공합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는 신중하게 선별한 데이터 원
본과 조직의 사이트 데이터로 사전에 만든 통합 문서로 미리 채운 Tableau Cloud 전용 프로
젝트입니다. Tableau Server의 리포지토리와 마찬가지로, Cloud 사이트의 고유한 요구 사항
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데이터로 사용자 지정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라 이 선 스
Tableau Cloud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고객을 위한 주요 라이선스 고려 사항은 Tableau Cloud
가 역할 기반 구독 라이선스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Tableau Server는 역할 기반 구독 라이
선스와 기존 가격 모델을 지원합니다. 이전 라이선스 모델을 사용 중인 경우 Tableau 계정
팀에 문의하여 라이선스를 역할 기반 구독으로 전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라

이선스 관리 페이지162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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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
한 고려 사항
전 세계 많은 조직이 퍼블릭 클라우드 옵션의 민첩성, 유연성, 경제성을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배포 전략을 선택하든, Tableau는 변화하는 조직의 우선순위 내에서 그 전략
을 조정하도록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 있던 기존 Tableau
Server를 지원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고객을 위한 전
용 페이지입니다.
이 섹션은 특별히 기존에 Tableau Server를 배포했으며 배포 방법의 변경을 고려 중인 고객
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신규 고객은 이러한 고려 사항이 필요하지 않으며 Tableau 플랫폼

아키텍처 페이지118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 배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배포로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이라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아키텍처, 네트워킹, 데이터 연결, Tableau 라이선스
의 다섯 가지 범주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마이그레이션 전략에 관해
상의하고 조직의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보십시오.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따라 고려 사항과 서비스가 다르므로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해
아래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콘텐츠 마이그레이션은 비교적 표준 프로세스입니다. 두 가지 기본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
째는 기존 환경을 백업하고 원하는 위치에 Tableau Server를 설치한 다음, 백업 파일로 환경
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 지침은 이 Tableau Server를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단계별 설명 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경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새로운 환경을 설치하고 선택한 콘텐츠만 복원하는 것입
니다. 이는 자산이 적은 소규모의 배포나 ID 저장소 변경처럼 중대한 관리 변경 사항이 동시
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Tableau Advanced Management 고
객의 경우,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면 선택한 자산을 새로운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분석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인프라를 AWS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기업은 관련 전문 지식,
리소스 그리고 비즈니스 및 IT 전략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많은 조직이 Tableau와 AWS에서
모두 검증된 컨설팅 파트너와 협력하여 마이그레이션 및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
다. 이 특화된 서비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최신 클라우드 분석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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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키텍처
Tableau Server는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가상 컴퓨터에 설치됩니다. 이
런 가상 컴퓨터는 해당 제공업체의 특정 하드웨어 요구 사항 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엔
터프라이즈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Tableau Server는 프로세서, 메모리 및/또는 디스크를 추
가하여 수직 확장하거나, 더 많은 노드를 클러스터에 추가하여 수평 확장할 수 있습니다. 참
고로, 몇 가지 초기 크기 조정 추정치를 제시해 드립니다. Tableau 계정팀과 협력하여 귀사
의 환경, 데이터, 워크로드, 사용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하도록 계획하는 방법을 정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클라우드에서 Tableau의 확장성 에 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조직의 가동 시간 및 가용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아키텍
처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아키텍처와 마찬가지로, Tableau에서는 프로
덕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키텍처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계획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버 환경 을 허용합니다. 또한, 고가용성 및 재해 복구 시나리오를 계획할 때 클라
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킹
퍼블릭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Tableau Server를 사용하면 조직 환경의 토폴로지가 이 일반

적인 네트워크 구성 과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Tableau Server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일
반적으로 환경에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지만, 네트워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액세스 활성화를 계획할 때는 보안과 접근성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제
공업체는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련의 강력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는 클라우드 제공업체마다 다르겠지만, 네트워킹 고려 사항은 변함없습니
다. 네트워킹 규칙을 설정할 때 사용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통신 경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
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따르는 경로는 조직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안정적이고 믿
을 수 있는 분석 플랫폼으로 데이터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Tableau Server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온프레미스이든 클라우드 호스팅이든, Creator가 Tableau Server와 데이터에 모두 접
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데이터 커뮤니티에 Tableau Server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연결
Tableau Server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하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연결의 원칙
은 바뀌지 않겠지만, 새로운 도구 집합으로 작업하게 될 것입니다. 작업할 때 따를 기본 원
칙은 Tableau Server가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와 직접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
전한 통신을 보장하려면, 제공업체의 특정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로 연결되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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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만들거나, 네트워킹 팀과 협력하여 Tableau Server가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Tableau Server가 연결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라 이 선 스
Tableau Server를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중 어디에 배포하든, 라이선스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하여 새로운 환경을 테스트할 때도 똑같은 제품 키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Tableau Data Management
Tableau Data Management를 사용하면 분석 환경의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
으므로, 의사 결정을 추진하는 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의 사용이 보장됩니다. 데
이터 준비부터 카탈로그 작성, 검색 및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Tableau Data Management를
통해 데이터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어 셀프 서비스 분석 수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Tableau Data Management는 여러 기능의 모음으로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 Tableau
콘텐츠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의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는 Tableau Prep
Conductor 및 Tableau Catalog를 포함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2019.1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용 Tableau Data
Managemen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ableau Data Management 구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는 흐름을 실행하고, 연결 자격 증명
을 확인하며, 흐름이 실패하면 알림을 전송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의 예약 및 추적 기능을 활용하므로, Tableau Prep Builder를 사용하
여 데이터 변경에 따른 개별 흐름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대신 흐름 출력을 업데이트하도록 흐
름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전용 노드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흐름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Tableau Server 설치 시에는 1단계(새 설치): Tableau Server와
Tableau Prep Conductor 설치를 참조하십시오(Windows | Linux). 기존 Tableau Server 설치
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려면 1단계(기존 설치):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Windows | Linux). Tableau Cloud의 경우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2019.3부터 Tableau Catalog도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용 Tableau Data
Management에 포함됩니다. Tableau Catalog는 Tableau 응용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통합 문
서, 데이터 원본, 시트 및 흐름을 포함한 모든 콘텐츠를 인덱싱함으로써 계보, 영향 분석, 데
이터 사전, 데이터 품질 경고 및 향상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려면 Tableau Catalog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용

Tableau Software

145

Tableau Blueprint 도움말
Tableau Data Management를 구매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Catalog가 자동으로 활성화됩
니다.
Tableau 2021.4부터 Data Management에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과 같은 더 많은 거버넌
스 및 보안 기능이 추가됩니다. 가상 연결 에디터를 사용하여 다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데이터에 대해 공유 가능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가상 연결.

l

연결 수준에서 행 수준 보안을 적용하는 데이터 정책.

Tableau Catalog, Tableau Prep Conductor, 가상 연결, 데이터 정책은 Data Management를
통해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라이선스
(Windows용 Tableau Server | Linux용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조직 전반에 걸쳐 Tableau 배포 규모가 커지고 사용자 수와 사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Tableau는 소규모 작업 그룹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IT 조직이 관리하고
통제하는 비즈니스에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으로 바뀝니다. 플랫폼을 전사적 서비스
로서 지원하려면 추가적인 제어, 보안, 거버넌스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Tableau Advanced Management는 업무에 필수적인 사용 사례에 Tableau를 실행하는 고객
을 위한 관리 효율성, 보안 및 확장성 기능을 한곳에서 제공합니다. Advanced Management
의 세밀하게 구성 가능한 기능을 통해 Tableau 생태계를 더 쉽게 이해하고 까다로운 보안 요
구 사항을 충족하는 동시에, 향상된 최종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IT 부서의
민첩성을 높이고 시간을 크게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Advanced Management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배포와 별도로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다음 섹션을 클릭하여 배포 유형에 따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Advanced
Managemen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Server
향상된 보안, 관리 용이성 및 확장 기능을 제공하는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Server는 Tableau Server와 별도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엔터프라이즈 구독 요금제의 일
부로 Data Management와 번들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Advanced Management는 추가 클러
스터 구성 옵션, 에이전트 기반 클러스터 모니터링,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한데 모아
특정 배포 및 워크플로우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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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관리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Server는 AWS, Azure, GCP, 온프레미스 배포 유형과 더
욱 깊게 통합되어 귀사의 기술 투자와 전문 지식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기능과 그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온프레미스 인프라가 나와 있습니다.

AWS
외부

Amazon EFS 또는 FSx

Azure

GCP

온프레미스

Azure 파일

Google

저장소

Filestore

Azure

PostgreSQL

PostgreSQL

리포

Database

용 Cloud

데이터베이

지토

for

SQL

스

리

PostgreSQL
-

-

Google

추가 노드

파일

NAS

저장
소
외부

키관

Amazon RDS for PostgreSQL

AWS KMS

리
독립

Azure Key
Vault

AWS EC2

Azure VM

게이

Compute

트웨

Engine VM

이

외부 파일 저장소 는 엔터프라이즈급 저장소 시스템에서 파일 저장소를 중앙 집중화하고
Tableau Server 클러스터의 여러 노드에서 로컬 파일 저장소를 운영할 필요성을 없애고 여러
노드에 걸쳐 복제 중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임으로써 배포 토폴로지를 간소화합니다. 노드
간 복제에서 디스크 공간 제약 또는 높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경험한다면, 외부 파일 저장소
구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외부 파일 저장소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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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리포지토리는 Tableau 외부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프로세스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 로컬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설치에서 분리함으로써 대량의 Tableau 메타데이터를 보유한 조직에 향상된
확장성과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AWS 및 Azure 구성은 클라우드의 속도와 규모를 활용하
여 향상된 확장성, 안정성, 고가용성, 보안을 제공합니다. 온프레미스 배포의 경우 자체 관
리 PostgreSQL 인스턴스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외

부 리포지토리 를 참조하십시오.
키 관리를 사용하면 키 관리 작업을 중앙 집중화하고 더 많은 고급 보안 및 규정 준수 시나리
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Tableau Server 파일 시스템에서 마스터 암호화 키를
제거하고 이를 AWS 또는 Azure 플랫폼의 보안 키 관리 솔루션에 저장함으로써 보안을 강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키 관리 시스템 을 참조하십시오.

재해 복구
저장소 기기가 하드웨어 스냅샷 생성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자는 외부 저장소를 활용해
Tableau 데이터의 스냅샷 백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Tableau 백업 및 복원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그 결과, 재해 복구를 위한 목표 복구 시간(RTO)이 단축됩니다.
백업은 업그레이드 프로세스에서도 권장되는 부분이므로, 더 빠른 업그레이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1TB의 데이터 엔진 폴더와 66GB의 리포지토리로 이뤄진
Tableau의 자체 Tableau Server 배포에서, 기본 구성으로 수행 시 걸리는 시간의 20% 미만
의 짧은 시간 내에 백업을 완료함으로써, 전체 업그레이드를 4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파일 저장소를 사용하는 백업 및 복원 을 참조하십시오.

워크로드 관리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백그라운드 작업이 증가하면 대기 중인 작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신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못하고 구독 제공 지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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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수 있습니다. Tableau Advanced Management를 사용하면 특정 클러스터 리소스를 각
작업 유형에 지정하여 백그라운더 워크로드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드 역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흐름 실행에 Tableau Data Management 페이지145를 사용하는 흐름 전용 노드와 함께 추
출 새로 고침 및 구독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조합을 위한 백그라운더 노드 역할로 워크로드를
보다 훌륭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로드를 특정 노드에 격리함으로써 조직의 요
구에 맞게 배포를 더욱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드 역할을 통한 워크로

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 및 차지백
조직 전체에서 더 많은 사용자가 교육을 받고 분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Tableau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위해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니터링 없는 '설치하고 잊어버리
기' 식의 배포는 부적절한 리소스와 결합되기 쉬우며, 그 결과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의 워크
로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 배포를 운영 및 지원하고 사용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충족하려면 계속되는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은 시스템 사용으로 생성된 로그를 구문 분석 및 분석하고, 이를 물
리적 시스템 사용량(CPU 사용량, RAM, 디스크 I/O 등) 모니터링과 결합하여 Tableau Server
클러스터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심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에이전트 기반 모니터링 솔루
션입니다. 관리자는 모든 Tableau Server 환경에서 집계된 환경, 성능 및 워크로드 데이터에
서 임계값 알림을 정의할 뿐 아니라, 사용자 또는 세션 수준까지 작업을 추적하여 문제를 더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용, VizQL 세션, 데이터 원본 쿼리, 백그라운더 워크
로드 등에 대한 향상된 가시성으로 더 쉽게 Tableau Server 배포 상태를 관리하고 서버의 성
능을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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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T에는 조직 내 공유 인프라인 Tableau 배포에서 분석 비용을 관리하고 분산하기 위해 차
지백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는 분석이 한 비용 센터 아래에서 중앙 집중식 회계를 통해 처리
되지 않을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차지백 보고서는 사이트별 또는 프로젝트별 사용 현황
을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Tableau 통합 문서로 생성되므로,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지백 통합 문서는 사이트 및/또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메
트릭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차지백에 대한 총비용을 사용자 지정하고 각
메트릭에 대한 차지백 가중치를 조정하고 인보이스 스타일 형식의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
다.

콘텐츠 관리
콘텐츠 관리 페이지98는 Tableau의 콘텐츠 거버넌스 페이지97 실행의 한 부분으로 데
이터와 분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콘텐츠 관리가 없다면 사용자는 관
련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중복된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점
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Content Migration Tool은 콘텐츠 승격 및 아카이브와 같은 작업을 자
동화하여 기존 워크플로우부터 최신 워크플로우까지 모든 단계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합니
다.
코딩이 필요 없고 간소화되고 반복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계획으로 단일 Tableau Server 설
치에서 프로젝트 간에, 또는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Tableau Server
설치에서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예: Tableau
Server의 개발 인스턴스에서 프로덕션 인스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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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 계획은 한 번만 사용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예약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을 다시 매핑하고 다른 통합 문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ontent Migration Tool과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사례 를 참조하십시오.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로 손쉽게 업무에 필수적인 분석을 빠르게 관리, 보
안, 확장할 수 있어 관리자의 업무 처리 시간이 절약됩니다. Advanced Management는
Tableau Cloud와 별도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관리 용이성, 보안 및 확장성 기능을 제공합니
다. Advanced Management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사용 환경 이해 . 운영 인사이트 기능으로 Tableau 배포에 대해 속속들이 파악합니다.
• 규모에 맞는 콘텐츠 관리 . 강력한 콘텐츠 수명 주기 관리 요구 사항에 맞게 콘텐츠를 완벽
히 프로모션합니다.
• 보안 강화 . 데이터 암호화 키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여 조직의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합
니다.
• 기업의 규모에 맞게 확장 . Tableau Cloud의 늘어난 사이트 용량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데
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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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환경 이해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서 Tableau가 조직의 업무에 핵심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됩
니다. 사용자는 탐색하기 쉽고 확실히 관리되며 큐레이션된 사용 환경을 기대합니다. 관리
자가 배포에 대해 수동적이고 무덤덤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 사용자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용률이 낮아지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더 적게 이루어질 것
입니다. Tableau Cloud 배포를 규모에 맞게 관리하고 사용자의 참여를 유지하려면 선제적
이고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를 사용하면 모니터링에 더 적은 노력
이 들고 더 간단해지며, 시간 경과에 따른 사용자 동작과 수용 상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작업 로그와 최대 365일 분량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환
경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로그는 관리자에게 개인이 Tableau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세부적인 이벤트 데이터를 제공하므로 기존의 모니터링 데이터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작업 로그를 구성하고 나면 1시간마다 AWS S3 버킷의 JSON 파일을 받게 되므로 Tableau
Cloud 사용 현황 데이터를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작업 로
그를 사용해 사용 권한 감사를 수행하여 사용자가 적절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는 미리 구축해 놓은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통합 문서 및 큐레이션된 데
이터 원본과 함께 제공되는 Tableau Cloud 프로젝트입니다. Advanced Management를 사용
하면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최대 365일 동안 데이터를 유지하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사이트
채택, 비주얼리제이션 성능, 게시 관련 작업을 더 잘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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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활용하기로 하든 사용자 지정 관리자 뷰를 만들기로 하든, 데이
터가 더 많으면 사실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l

누가 Tableau 콘텐츠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l

지난 100일 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l

가장 많이 사용된 뷰와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l

어떤 콘텐츠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으로써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Tableau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 수용을 늘릴 뿐 아니라, 내부 챔피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챔피언은 모범 사례
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연락하고,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을 보여주고,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
록 오래된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규모에 맞는 콘텐츠 관리
콘텐츠 거버넌스 실행의 핵심 구성 요소인 콘텐츠 관리는 조직 전체의 모든 사람이 데이터와
분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콘텐츠 관리가 없다면 사람들은
관련이 없거나, 오래되거나, 중복된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Content Migration Tool은 콘텐츠 프로모션 및 아카이브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여 조직의 콘텐츠 수명 주기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탁월한 사용자 환경을 제
공할 수 있게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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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가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코딩이 필요 없고 간소화된 반복 가능한
마이그레이션 계획으로 Tableau Cloud에서 개발 프로젝트와 프로덕션 프로젝트 사이에서
콘텐츠를 손쉽게 프로모션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프로모션 프로세스 도중, 통합 문서를 사
용자와 공유하기 전에 데이터 원본을 다시 매핑하고 다른 통합 문서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
니다. Content Migration Tool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한 번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를 쉽게 안내합니다.

보안 강화
조직의 데이터 보안은 중요합니다. Tableau Cloud의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중에 이미 암호
화되지만, 암호화 키에 대한 특정 보안 요구 사항이 있는 고객도 있습니다. 고객 관리형 암
호화 키(CMEK)를 사용하면 Tableau Cloud에서 나가지 않고도 키를 생성, 순환, 감사, 삭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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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K는 Salesforce Shield Key Broker를 활용하여 귀사 사이트에 고유한 마스터 암호화 키를
Salesforce의 KMS 서비스에 저장합니다. 내장된 암호화 스토리지에 더해 CMEK를 활용함으
로써 데이터를 보호하고 엄격한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심층 방어 전략이 제공됩니
다. 아래의 대략적인 아키텍처 다이어그램과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1. 데이터 추출이 Tableau Cloud로 전송됩니다.
2. Tableau Cloud는 CMEK 기능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Salesforce KMS에 추출 키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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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lesforce KMS가 일반 텍스트와 마스터 암호화 키로 암호화된 텍스트, 두 가지 버전
의 추출 키를 만듭니다. 이를 통해 봉투 암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암호화
키는 Salesforce의 KMS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4. 그런 다음 일반 텍스트 추출 키와 암호화된 추출 키가 Tableau Cloud로 다시 전송됩니
다. 5. 일반 텍스트 추출 키는 추출을 암호화하는 데 사용된 다음 폐기됩니다. 그런 다
음 암호화된 추출 키와 암호화된 추출이 Tableau Cloud에 함께 저장됩니다.

기업의 규모에 맞게 확장
분석의 성공 여부는 사용자에게 관련성 있고 관리되는 최신 데이터 원본을 제공하는 능력
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데이터양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Tableau Cloud도 분명히 함께 확장할 것입니다. Advanced Management for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 고객 사이트에는 다음 환경이 제공됩니다.
l

저장소 1TB

l

동시에 최대 25회의 추출 새로 고침

l

최대 25GB의 통합 문서/데이터 원본 크기

데이터 과학 통합
데이터 과학 팀은 빠르게 진화하는 각각 다른 도구들의 집합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인사
이트를 도출합니다. 데이터 과학 팀에서 이러한 도구를 Tableau의 대화형 비주얼리제이션
에 직접 연계할 수 있다면, 조직 전체에서 최첨단 분석을 보고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Tableau 2020.1부터 Analytics Extensions API를 통해 개발자는 새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
트웨어를 Tableau의 동적 계산 언어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Tableau 확장으로, 모
든 이해관계자가 데이터 과학 프로세스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API와 함께 Tableau의 기존 Python, R, MATLAB 외부 서비스를 'Analytics 확장 프로그램'
이라고 합니다. Analytics Extensions API는 원래의 TabPy External Services API를 기반으로
하며, TabPy는 Tableau의 참조 API 구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인증과 SSL을 통한 자격
증명 전달이 지원되므로, 사용자는 Tableau에서 TabPy/외부 API 연결 유형으로 자신의 서
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Analytics 확장 프로그램의 핵심 시나리오 중 하나는 예측 모델을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에 통합하는 경우입니다. 동적 통합을 이용하면 최신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예측과 유연한
시나리오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너무 커서 미리 계산할 수 없는 필터링된 데이터 집합
에 예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에 고급 통계 분석을 결합하면 모든 기술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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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본 통계 패키지 및 기능에 대한 깊은 지식 없이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부
고급 분석 기능을 사용하려면 Tableau Server에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Analytics Extensions AP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개발자 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살펴
보십시오.

확장성
Tableau는 심층적이고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통합 및 내장된 분석 솔루션을 위한 강력한 확
장성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관리 업무 자동화에서부터 엔터프라이즈 포털 응용 프로그
램에 다채로운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확장성을 구현합니다. 어떤 종
류의 원본에서든 모든 데이터를 Tableau 지원 형식으로 가져오고, 표준 기반 API 집합을 늘
려 시스템 자동화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T 도구 및 Tableau 개발자 프로그램 을 참
조하십시오.

REST API
Tableau REST API를 사용하여 HTTP를 통해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엔터티를 프
로그래밍 방식으로 생성, 읽기, 업데이트, 삭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API를 사용하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데이터 원본, 프로젝트, 통합 문서, 사이트 사용자 및
사이트에 내재해 있는 기능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에 액세스하여 자체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Tableau 리소스와의 상호 작용을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yper API
Tableau Server는 수많은 데이터 원본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 및 연결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Tableau에서 작업하기 전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사전 처리하거나 액세스 및
수집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Tableau Hyper API에는 Tableau Server 10.5 이상과
Tableau Cloud에서 Tableau 추출(.hyper) 파일과의 상호 작용을 자동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l

현재 Tableau에서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의 추출 파일을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ETL(데이터 준비)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예: 롤링 윈도우 업데이트 또

l

는 사용자 지정 증분 업데이트 구현).
추출 파일에서 데이터를 검색합니다.

l

Hyper API는 추출 파일을 만들기 위한 이전 Extract API 2.0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것 외에
도 새로운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Hyper의 최고 속도로 추출 파일을 만들고 업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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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하는 한편, .hyper 파일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읽고 업데이트하고 삭제(CRUD)할 수 있
습니다. 특별히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CSV 파일에서 바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API는 .hyper 파일의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기 위한 SQL 기능과 함께 .hyper 파일에서 임
의의 SQL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웹 데이터 커넥터 사용
Tableau 웹 데이터 커넥터 SDK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Javascript 및 HTML로 추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커넥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웹 데이터 커넥
터(WDC)는 Tableau에 커넥터가 아직 없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HTTP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연결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입니다. WDC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웹을 통해 액세
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 연결하고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WDC용 데이터 원본에는 내부 웹 서비스, JSON 데이터, REST API가 포함되며 HTTP 또는
HTTPS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원본도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WDC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웹 데이터 커넥터를 사용하는 방법 을 참조하십시오. 커뮤니티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데이터 커넥터 포럼 을 참조하십시오.

JavaScript API
Tableau의 JavaScript API를 사용하면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을 자신의 웹 응용 프로그램
에 완전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API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Tableau 비주얼리
제이션에서 사용자의 동작을 양방향으로 제어하고 사용자의 상호 작용을 제어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는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부의 응용 프로
그램을 연결하는 웹 포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서 일관된 UI를 사용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JavaScript API를 사용하면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Tableau 대시보드의 요소를 제어하는 단추 및 기타 컨트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s API
개발자는 Tableau의 Extensions API를 사용하여 다시 쓰기 기능, 사용자 지정 대화형 인터
페이스 및 타사 제품 통합과 같이 고객이 Tableau 대시보드에서 직접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영역에서 실행되며 Tableau

Extensions API를 사용하여 나머지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타사
확장 프로그램이 Tableau Exchange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Tableau Server에 게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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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프로그램이 허용 목록(Windows | Linux)에 있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코
드 검토 및 보안 평가에 기반하여 서버별 또는 사이트별로 확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
습니다. Tableau Clou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Document API
Document API는 Tableau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XML을 수정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Python을 사용하면 Tableau에서 템플릿 통합 문서를 만들어 다중 서버에 쉽게
배포하고, 데이터 원본 및 연결을 업데이트하며, 데이터 원본 내 필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TSM API
Tableau Server에는 TSM(Tableau 서비스 관리자)이라는 관리 서비스 집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이 문서는 Tableau Server 시작 및 중지, 서비스 및 노드 상태 확인, Tableau Server 백업
및 복원, 구성 및 토폴로지 변경, 서비스의 포트 할당 변경 및 로그 파일 아카이브 생성을 포
함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TSM API(0.5 alpha) 시험판 버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Metadata API
Tableau Metadata API를 통해 테이블,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및 시트를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쿼리할 수 있습니다. API는 빠르고 유연하며 이름, 호스트 이름 및 URI와
같은 공통된 특성과 필드 데이터 유형 및 인증과 같은 유형별 정보를 포함합니다. API를 사용
하면 연결된 항목(예: 특정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및 열)을 쿼리할 수 있습니다.
Tableau REST API에서는 Metadata API 외에도 메타데이터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Metadata Methods 주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부트스트랩
모바일 앱 부트스트랩(MAB)으로 사용자 지정 모바일 앱을 개발하십시오. MAB은 Tableau
Server에 연결하고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며, Tableau 콘텐츠를 내장하고, Tableau JavaScript
API를 활용하여 원하는 Tableau 콘텐츠를 손쉽게 내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샘플 오픈 소스
모바일 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바일 앱 부트스트랩 – React Native, 모바일 앱 부트스

트랩 – Cordova 또는 모바일 앱 부트스트랩 – Objective-C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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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hooks API
Webhooks는 Tableau 배포의 이벤트에 응답하는 자동 워크플로우를 트리거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Tableau Server 2019.4 이상과 Tableau Cloud에서 워크플로우를 빌드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Webhooks 문서 및 샘플 을 방문하십시오.

Tableau 라 이 선 스 유 형
Tableau 플랫폼 가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연한 가격 책정을 참조하십시오 .
지금은 사람들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필
요하지만, 이들과 데이터와의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Tableau의 역할 기반 라이선스를
활용하면 조직 전체에서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배포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는 동시
에, 올바로 관리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역할
기반 라이선스에는 그 유형마다 허용하는 기능 집합을 기반으로 고유의 거버넌스가 내장되
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형은 계층적입니다. Creator는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Cloud의 전체 기능에 액세스하여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Explorer는 Tableau
Server/Cloud만을 통해 Creator 기능 중 일부에 액세스하여 기존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과 통
합 문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Viewer는 Tableau Server/Cloud
에서만 보고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제한된 기능 집합을 받습니다.

Tableau Creator
Creator 라이선스는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용자용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리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데이터 원본의 설계, 정리 및 선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 작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찾을 수 있는 정보
를 제어하는 거버넌스 및 사용 권한 모델 설계도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Creator가 될 수 있습니다.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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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일상적인 직무에 포함됩니다.
분석을 수행하려면 많은 데이터 원본을 함께 결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데이터 원본을 작성하거나 기획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 외에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구현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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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 기능에 액세스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l
l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Cloud

Tableau Explorer
Explorer 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의 전체 데이터 변환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관리되는 작성 및 데이터 탐색 기능을 제공하거나, 원시 데이터 원본의 게시 또는 연결 기능
을 제공합니다. Explorer는 게시된 데이터를 액세스 및 분석하고, 자체 대시보드를 생성 및 배
포하며, 작성했거나 편집 권한이 있는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Explorer가 될 수 있습니다.

l

사업부의 데이터 사용자로서 데이터를 사용한 실습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기획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자신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어야 합

l

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가져와서 편집하거나 사용자 지정

l

하고자 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관리합니다.

l

Explorer는 Tableau Server/Cloud만을 통해 Tableau Creator 기능 중 일부에 액세스하여 기존
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과 통합 문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Viewer
Tableau Viewer는 게시된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들에게는 게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안내된 세부 경로 및 필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
용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를 구독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받고 데이
터 기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Viewer가 될 수 있습니다.
l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지만 심층 분석을 직접

l

수행할 시간이나 기술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비주얼리제
이션을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Tableau Viewer는 보고 상호 작용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Tableau Server/Cloud에서
제한된 기능 집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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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서로 다른 비즈니스 그룹이 갖는 관심 수준에 따라 Creator, Explorer 및 Viewer 라이
선스 유형의 할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Tableau 배포 방식은 특정 책임
이 있는 사용자가 그에 적절한 라이선스 유형 및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Tableau 라 이 선 스 관 리
역할 기반 라이선스를 구매했으면, 조직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프로세스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Tableau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분석 기술이 높아짐에 따라
Tableau 라이선스 수준을 변경하고, 퇴사자가 있을 때 기존에 제공했던 Tableau 라이선스
를 환수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와 로그인 시 역할 부여는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면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Creator 역할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또는 Viewer 역할의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역할 기반 구독을 사용
하고 있다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별도의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제품 키가 필요 없게 되어 라이선스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온프레미스 Tableau
Server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제품 키만 관리하면 되고 Tableau Cloud의 경우에는 제품 키를
하나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Tableau Server
|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는 Tableau Cloud용 기본 라이선스 관리 및 활성화
옵션입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Tableau Server와 함께 사용하는 Tableau Desktop
의 경우,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려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제
공하는 특수 제품 키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의 사용에 관심이 있
으시면 Tableau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로그인 시 역할 부여
2020.3부터, 관리자가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면 조직의 모든 개인을 특정 사이트에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적절한 역할(Creator, Explorer, Viewer)을 알거나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는 최소의 역할이 할당됩니다. 그
그룹 멤버가 실제로 로그인할 때까지는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남게 되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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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선착순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Tableau Server |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시 역할 부여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l
l
l
l
l
l
l

조직 내 모든 잠재적 사용자를 빠르게 추가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요청할 필요가 없어져 관리상 병목 상태 가능성을 줄임
로그인하여 실제로 활성화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시트 또는 라이선스 사용
새 그룹과 기존 그룹의 호환성
일회성 라이선스 할당의 경감에 따른 시간 절약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와의 시너지 효과로 Creator 라이선스 관리 간소화
기존 또는 코어 라이선스 모델에서 역할 기반 라이선스로의 전환 용이

모범 사례 권장 사항:
l

로그인 시 역할 부여 옵션을 활성화하기 전에 라이선스 방식을 변경하십시오. 예를 들
어 한 번도 로그인한 적 없는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취소하십시오. 이 기능을 활성화하
면 사용자의 기존 사이트 역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로그인할 때만). 일단
활성화된 후에는 사용자 그룹에서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그 그룹의 멤버를 더 낮은 역

l

할(라이선스 없음 포함)로 '강등'할 수 없습니다.
구독을 수신하는 사용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Tableau 대시
보드에 대해 구독하고 있는데 Tableau에 로그인하지는 않는 사용자가 있을 경우 이 기
능을 사용하면 그런 사용자의 구독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상사의 상사일 수도 있는
해당 사용자가 거의 또는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

l

록 계속 라이선스가 부여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Tableau를 처음 시작할 경우 모든 잠재 사
용자를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로 Tableau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량을 최적화하면서도 어떤 사용자든 즉시 액세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룹
멤버십을 살펴보며 수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라이선스를 확장할 수 있
습니다.

Tableau Bridge 배 포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Cloud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즉, AWS Redshift, Snowflake, Google BiqQuery,
Azure Synapse 등), 온프레미스 환경(즉, SQL Servers, Oracle, 파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
경(VPC)에 데이터가 있는 하이브리드 데이터 아키텍처를 운영합니다. Tableau Bridge는 조
직의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Tableau Cloud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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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준비를 해줍니다. Tableau Bridge는 완전히 온프레미스에 있든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있든 상관없이,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
다.
Tableau Bridge는 Tableau Cloud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독립 실행
형 소프트웨어로, 온프레미스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의 연결을 활성화하도록 방화벽
내에 설치하는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씬 클라이언트는 Tableau Cloud와 함께 작동하여 암
호화된 아웃바운드 연결을 통해 Tableau Cloud가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에 연결된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Bridge는 확대 및 확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 내 여러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풀의 설정과 관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Bridge는 여러 개의 라이
브 쿼리와 여러 개의 추출 새로 고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 모델
조직에서 Bridge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제약 조건은 없지만, Bridge 배포가 대개 다
음 두 가지 표준 관리 모델 중 하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용하는 관리 모델은 Bridge 배포
가 지원해야 하는 온프레미스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Tableau Bridge 관리에 중앙 집중식 모델을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l

중앙 집중식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풀링된 리소스로 작동한다는 의미로, 사용량과 부

l

하가 분산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Bridge 사용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 원본이 통신이 제한된 여러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걸쳐 있다면,
Tableau Cloud와 직접 통신하기 위해 각 세그먼트에 Bridge를 배포해야 하므로 혼합
관리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풀링을 지원하고 관계형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
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풀링을 위해 구성되어 있으면,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
트 전체에서 라이브 쿼리와 새로 고침 작업이 병렬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개의 새로 고침이 있어 실행 중이고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5개 있는 경우,
각 클라이언트에 각각 4개의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하도록 할당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
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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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사이트 관리자로서, 필요에 따라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라면 다음이 가능합니다.
l Bridge가 필요한지를 감지하는 중단 없는 게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l Tableau Cloud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합니
다.
권장 일정을 사용하여 직접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합니다.
파일 데이터의 경우, 중앙 집중식 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예:
네트워크 공유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특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혼합 관리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개별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데이터에 연결
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Bridge가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 혼합 관리 모델이 필요합니
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의 이점 외에도, 파일 데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명명'되거나 지정된 클라이언트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l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할 때, 파일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을 특정 클라이언트
에 할당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할 때,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같은 Tableau
Cloud 계정으로 그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했다면 그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

l

에게만 보입니다.
파일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한 번에 하나의 새로 고침만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새로 고침이 동시에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더 많은 처리량 지원을 위해

l

'명명된' 클라이언트를 추가로 지정해 보십시오.
사이트 관리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 특정 클라이언트에 할
당된 데이터 원본도 소유해야 합니다.

Tableau Bridge 배포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
l

사이트 관리자로서 배포를 계획할 때는 사용자가 연결 중인 데이터, 사용 중인 연결의
유형, 그와 같은 연결 유형이 데이터 원본을 관리할 수 있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아

l

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와의 연결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Bridge를 실행 중인 가상 환경에 대한 하드웨어 가이드라인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l

내용은 Tableau Bridge에 권장되는 하드웨어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최신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이용하려면 항상 Tableau Bridge 릴리스 페이지에서
Bridge 클라이언트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 주제를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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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ridge 설치와 설정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배포를 계속 진행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l

몇 가지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배포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동시성 용량을 사용해 조직을 위해 배포할 Tableau Bridge의 수를 결정합니다. 모범
사례로서, 하나의 Bridge 또는 가상 컴퓨터가 예기치 않게 다운되는 경우를 대비해 필
요한 Tableau Bridge 수보다 하나 더 많게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
링 용량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l
l
l
l

Tableau Bridge 홈페이지
Tableau Bridge로 시작하기
Bridge 배포 계획
Tableau Bridge와의 연결
Tableau Bridge 보안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배
포
관리자는 Creator 라이선스가 부여된 사용자에게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를 배포하고 설치합니다. 패키지화된 설치 파일을 생성하도록 선택하면, 설치를 사용자 지
정할 수 있으며 설치 프로세스 중에 최종 사용자에게 프롬프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Windows 또는 Mac 컴퓨터에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설치하면, 기본
데이터베이스 연결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기본 드라이버의 전체 목록은 설치하기 전에
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드라이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않으려면, Tableau
Desktop 설치 프로그램의 사용자 지정 패널에서 목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이외에 추가 드라이버 가 필요한 경우 각 컴퓨터에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상 데스크톱 지원은 Tableau Desktop 10.5 및 이후 버전과 Tableau Prep Builder 2018.2.1
및 이후 버전의 '옵트인' 기능으로, 비영구 가상 데스크톱 또는 정기적으로 재이미지화되는
컴퓨터에 대해 Tableau 설치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상 데스크톱 지원이
사용될 때, 라이선스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Tableau에 호스팅된 서비스에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정의된 시간 이후에 Tableau 라이선
스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즉, 제품 키를 수동으로 새로 고침하거나 비활성화할 필요
가 없습니다. 호스팅된 서비스와 Tableau 간에 통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주기적으
로 인터넷에 연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데스크톱 지원 구성 을 참
조하십시오.

166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Tableau Desktop 라이선스가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 내에서 최종 사용자 정보를 기록하
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 Desktop 10.0 및 이후 버전의 각 복사본은 사용
자 데이터를 Tableau Server로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에 구성하려면 스크립
트 또는 타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Tableau를 설치하고 구성해야 하며, 설치 후에 구성하
려면 레지스트리 또는 속성 목록 파일을 수정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스크

톱 라이선스 보고 구성 을 참조하고, 라이선스 추적 섹션에 설명된 대로 서버 구성을 계속하
십시오.

Tableau Mobile 배 포
모바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상에서만 근무하지 않습니다. 이동 중이거나 고객을 방문하거나 출장 중이거나 매
장을 둘러보는 중일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는 자신이 만든 통합 문서를 모바일 기기에서
액세스할 때 자동으로 모바일 기능이 지원됩니다. 손가락을 모아 확대하고, 스와이프하여
스크롤하고, 퀵 필터와 같이 터치에 최적화된 기타 상호 작용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
합 문서를 편집하고 새 뷰를 만들어 데이터로 새로운 질문에 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 지정 모바일 앱 및 Tableau Mobile 앱 자체에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과 함께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Tableau Mobile 배포에 대한 주요 고려 사항은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엔터프

라이즈 아키텍처 설문조사 페이지38에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배포 시에는 네트워크 관리
자, 보안 관리자, 휴대기기 관리(MDM) 관리자 역할과 함께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관리자, 콘텐츠 작성자, 특정 모바일 요구 사항이 있는 비즈니스 사용자 역할도 포함해
야 합니다.

Tableau Mobile 앱 배포
조직은 다양한 전략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모바일 앱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휴
대기기 관리(MDM) 플랫폼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데, 이 경우 앱의 배포 방법과 대상을 정확
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MDM 플랫폼에서는 앱 전달을 제어하는 것 외에도 Tableau 로그인
환경을 사용자 지정하고, 앱 정책을 구성하고, 더 높은 보안과 거버넌스 제어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프로세스를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조직의
MDM 플랫폼에 기기가 등록된 사용자는 MDM 플랫폼에 마련된 내부 앱 스토어로 이동하여
해당 카탈로그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Tableau Mobile 배포를 관리하려면, 휴대기기 관리(MDM) 또는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 관리
(MAM)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되는 휴대기기 관리 시스템에는 Blackberry
Dynamics, VMware Workspace ONE, MobileIron, Citrix Endpoint Management(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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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nMobile) 및 Microsoft Intune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는 물론 Apple
iPad 및 iPhone, Android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서도 터치에 최적화된 뷰를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Mobile 배포 가이드 를 방문하십시오.
MDM에 투자하지 않은 조직의 사용자는 공개 앱 스토어에서 Tableau Mobile 앱을 다운로드
한 다음 서비스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보안
보안은 모든 모바일 배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기기는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
며 여러 네트워크에서 사용됩니다. 조직에서 BYOD(Bring-Your-Own-Device) 정책을 지원하
는 경우 사용자 개인 기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송 중에는 물론 저장된 상태에서도 데이
터의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Tableau에서 데
이터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Tableau Cloud는 기본적으로 SSL 통신을 활용하며 Tableau
Mobile 앱은 기본적으로 이 통신을 지원합니다.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SSL을 구
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잠재적인 중간자 공격
(man-in-the-middle attack, MITM)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대기기가 Tableau Server와 같은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있지 않은 경우 연결 방법도 결정
해야 합니다. 회사 방화벽을 통과하여 서버에 도달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VPN을 통
해 연결하거나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직에 가장 적합한 옵션을 선택
하려면 사용 가능한 기존 솔루션(VPN 또는 프록시)이 있는지, 라이선스 비용, 보안 고려 사
항, 사용자 환경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서 간 프로젝트 팀에서 이 주제를
토론하고 가능한 옵션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는 완전하게 호스팅되는
SaaS 솔루션이므로, 유효한 로그인 자격 증명으로 인터넷에서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보안의 마지막 요소로 보관 중인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Tableau에서 처리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스냅샷 이미지, 액세스 토큰 등 기기에 남는 모든 정보는 기본
OS 암호화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한 가지 모범 사례로, 타사 보안 전문가에게
조직의 감사를 맡겨 전반적인 데이터 보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원활하게 로그인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먼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중
요합니다. 사용자는 로그인하기가 어려우면 모바일 워크플로우를 포기하며, 그러면 배포
를 위해 기울인 전체적인 노력이 퇴색됩니다. Tableau Mobile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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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요 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을 때 실현됩니다. 로그인을 간소화하려면 Active
Directory, SAML 또는 Kerberos 같은 SSO(Single-Sign On)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SO를 사용하면 새로운 ID와 암호를 외울 필요 없이 기존의 회사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SO 외에도 로그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MDM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추가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DM을 사용하면 연결할 사전 설정 서버 목록을 표시하고 사용자 ID를 입력
란에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MDM은 또한 모든 것이 미리 설치되고 구성되도록 정책
과 인증서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면 MDM이 인증서를 기
기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이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고 사용자에게는 자격 증명
을 요구하는 메시지조차 표시되지 않습니다. MDM은 필요 시 백그라운드에서 VPN 클라이언
트 로드와 같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초기 단계가 생략되므로 사용자
는 앱으로 곧장 가서 데이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환경에서 마찰을 줄이기 위
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모바일 사용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액세스 구성
외부 출장 시 모바일 사용자의 인터넷 연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활한 오프라인 환경은
큰 이점이 됩니다. 휴대기기에서 빠른 오프라인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Tableau Mobile은
사용자가 즐겨 사용하는 뷰의 고해상도 스냅샷 이미지를 자동으로 캐시합니다. 일정 기간 오
프라인 상태로 사용할 예정인 사용자는 앱에서 스냅샷 이미지를 수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습
니다. iOS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정기적으로 스냅샷 새로 고침이 진행됩니다. 스냅샷은 가
장 중요한 콘텐츠를 한눈에 보여주므로, 연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여러 회의를 오가면서 관심 영역에 맞춰 스냅샷을 이동 및 확대/축소하
고 스와이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스냅샷에서 관심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탭하여 대화형
뷰로 이동한 다음 데이터로 추가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특정 사이트에 대해 캐
시된 스냅샷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스냅샷은 원시 기초 데이터를
제외하며 암호화된 상태로 기기에 저장되므로 보안상의 우려보다 스냅샷의 장점이 훨씬 많
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용 시작 및 지원
소규모 사용자 그룹에서 먼저 테스트하여 모바일 시작 파일럿을 진행하십시오. 발견한 문제
가 있다면 해결한 후 사용자가 기기를 빠르게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별 지침과 함께
조직 전체로 사용을 전개하기 시작하십시오. 특히 조직에서 고유한 배포 옵션을 사용하는 경
우 최초의 대면 교육 세션은 수용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모바일용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만들어서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풍부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보십시오. 조직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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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면 사용자가 이동 중일 때 의견을 수집하십시오. 성공적인 접
근 방식으로는 누구나 전화를 걸어 참가할 수 있는 '모바일 상담 시간' 주간 회의, 문제를 그
룹에 바로 전달하는 모바일 지원 전용 이메일 별칭을 들 수 있습니다.

Tableau 지 원 프 로 그 램
Tableau 지원 팀에 사례를 접수해야 할 경우 지원 사례 열기로 이동하여 문제 , 오

류 또는 키워드를 검색 창에 입력하여 문제 해결을 시작하십시오 .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도움이 되는 검색 결과가 없으면 계속하여 사례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십
시오 .
Tableau Software는 모든 고객의 서비스 요구를 충족하도록 세 가지 지원 수준을 제공합니
다.
l

표준 지원은 구독 구매, 영구 라이선스의 첫 해 또는 영구 라이선스 첫 해 이후 연간 유지
관리 계약 갱신에 포함됩니다.

l

l

확장 지원 은 단축된 응답 시간으로 중요한 P1 문제에 대한 연중무휴(24x7) 및 주말 지
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다운타임을 없애거나 줄이고 투자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지원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하고, 사전 예방적인 계정 관리를 제공합
니다. 프리미엄 지원은 포괄적인 리소스, 확장된 가용성, 근본 원인 분석과 문제에 대한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프리미엄 지원 을 참조하십
시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지원 프로그램 수준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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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모 니 터 링
조직 전체에서 점점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하고 분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Tableau는 데이
터 기반의 의사 결정에서 업무상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모니터링 없는 '설치하고 잊어버리
기' 식의 배포는 부적절한 리소스와 결합되기 쉬우며, 그 결과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의 워크
로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규모에 따라 배포를 운영 및 지원하고 사용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충족하려면 계속되는 사전 예방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Tableau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및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엔터프라이즈 아
키텍처와 통합되므로, 성능에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모니터링의 핵심은 모든
것이 상호 운용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이런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와의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이 기능은 사실상 주로 기
술적인 것으로 IT 역할에 의해 수행됩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 사이
트 관리자는 플랫폼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함께 협력
합니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모니터링 데이터를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과 결합하여 이런 인사
이트를 관리자, 사용자 및 챔피언 그룹 회의와 같은 내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1에 적용
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고 더욱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십
시오.
예를 들어 새로 고침이 예약된 다수의 데이터 원본과 180일 동안 액세스한 적 없는 통합 문서
를 발견한 경우, 오래된 콘텐츠의 보관 및 삭제를 위한 콘텐츠 관리에 관한 세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하드웨어 사용률 모니터링,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및
외부 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Tableau Server의 상태 및 분석이 소비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모
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Resource Monitoring Tool은 에이전트 기반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은 전반적인 서버 사용으로 생성된 로그를 구문 분석 및 분석하고, 이를 물리
적 시스템 사용량(CPU 사용량, RAM, 디스크 I/O 등) 모니터링과 결합하여 Tableau Server 클
러스터의 상태 및 성능에 대한 향상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밖에도, Splunk, New Relic
또는 다른 에이전트 기반 유틸리티와 같은 표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ableau와 이들 솔루션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와 함께, Tableau
Desktop을 사용해 Tableau Server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분석해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모니터링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조직에서
Tableau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증가한 워크로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리소스 제약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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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사전에 규모를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올바른 크기의 하드웨어
구성이 초기에 배포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모니터링되지 않는 하드웨어 사용률과 사용자
워크로드, 비효율적인 통합 문서, 최적화되지 않은 데이터 추출 설계, 피크 시간대 데이터
새로 고침 일정은 서버 성능과 사용자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별 인시던트의 누
적된 효과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모니터링 및 운영을 위해, 시스템 관리자와 Tableau Server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l

하드웨어 사용률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를 설정하고, 향후 성장 및 사용량 급증에 대비하

l

여 충분한 여유 공간을 유지합니다.
이벤트 및 임계값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는 기본 제공 알림 및 인시던트를 구성합니다.
기본 관리 뷰를 사용하여 백그라운드 작업 성공/실패 및 작업 큐 대기, 느린 통합 문서,

l

디스크 사용 현황 및 라이선스 할당을 파악합니다.
l

배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리포지토리 데이터에서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만들

l

고 조직의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사용자 지정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합니다.
Tableau Server 로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Tableau Cloud는 SaaS 분석 플랫폼이므로 Tableau가 인프라 및 운영을 모니터링하지만,
Tableau Cloud 배포에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작업이 있습니다.
l

Tableau Trust 업데이트를 구독하여 Tableau가 인시던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
거나 해결할 때 이메일, 문자 메시지, Atom 피드 또는 RSS 피드 알림을 받습니다. 언

l

제든 Tableau Trust 페이지를 방문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증,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연결과 같이, Tableau Cloud와 통합된 다른 시스템을

l

모니터링합니다.
기본 관리 뷰를 사용하여 백그라운드 작업 성공/실패 및 작업 큐 대기, 느린 통합 문서,

l

디스크 사용 현황 및 라이선스 할당을 파악합니다.
배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생성하고 조직의 정책 및 목표에 대한 사용자 지정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
정합니다.

모니터링 역할 및 책임
초기 계획 단계 중에 Tableau 프로젝트 팀 역할 및 책임 페이지72을 정의하고 할당했습
니다. 바로 그 역할들이 각자의 기술 영역에 맞는 특정 모니터링 책임을 맡게 됩니다. 최소
한 Tableau Server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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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관

모니터링 책임

리자 역할
Tableau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서버 사용 패턴, 프로세스 상태(작동/중단/장애 조

Server 관

치), 작업 상태(성공/실패),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 오래된 콘텐츠를 비롯한

리자

전체 서버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Tableau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라이선스 프로비저닝, 사용 패턴, Tableau

Cloud 사이

Bridge 활동, 작업 상태(성공/실패), 공간 사용량, 오래된 콘텐츠를 모니터링

트 관리자

합니다.

조직 규모와 특정 역할에 대한 전문성 정도에 따라 Tableau 외부의 모니터링 책임을 중앙 집
중화하거나 여러 팀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각 조직 역할이 대규모 조직에서
는 한 사람에게 해당하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한 명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명이 하느냐가 아니라 각 역할이 각자의 해당 영
역을 모니터링한다는 점입니다.

역할 이름
시스템 관리자

모니터링 책임
시스템 관리자는 Tableau Server 인프라 및 리소스
사용률(프로세서, 메모리, 디스크) 또는 Tableau
Bridge 풀 가용성 및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의

리자

리소스 사용률을 모니터링하고 Tableau에 연결하
는 데이터 원본의 모델링, 구조화, 최적화를 지원
합니다.

보안 및 규정 준수

보안 및 규정 준수 책임자는 회사 보안 및 데이터

관리자

보안 정책과 계정/암호 및 PII와 같은 외부 규제 요
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네트워크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는 Tableau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SSL, VPN, Tableau Bridge 및 모바일 네트워킹을
포함한 네트워크 통신 및 연결을 모니터링합니다.

클라이언트 관리

클라이언트 관리자는 Tableau Desktop, Tableau

자

Prep Builder, Tableau Mobile 및 Tableau Brid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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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이름

모니터링 책임
비롯하여 버전,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등의 클라
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를 모니터링합니다.

Mobile 관리자

Mobile 관리자는 Tableau Mobile 앱 설치, 사용률,
버전을 모니터링합니다.

성능은 배포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자와 사용자가 공유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성공을 위해서 모니터링과 측정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l

Tableau Server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라면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플랫폼을 사용하
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제에만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Tableau Server 관리자는
Tableau Server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주요 응용 프로그램 메트릭을 추적합니다.
Tableau Server 사이트 관리자나 프로젝트 리더는 시스템 성능과 안정성에 중대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담당하는 사이트나 프로젝트에서 콘텐츠 메트릭을 측정합니
다. 사이트 관리자나 프로젝트 리더에게 콘텐츠 및 참여도 측정 책임이 위임될 때까

l

지는 Tableau Server 관리자가 이런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응용 프로그램 수준의 메트릭
을 모니터링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나 프로젝트 리더는 관리자 인사이트를 활성화하
고 책임을 위임하여 각각의 사이트나 프로젝트에서 콘텐츠 메트릭을 측정합니다. 프
로젝트 리더에게 콘텐츠 및 참여도 측정 책임이 위임될 때까지는 Tableau Cloud 사이
트 관리자가 이런 메트릭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콘텐츠 및 참여도 메트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

지219을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성능은 하드웨어에 달려 있습니다. 물리적 서버인지 또는 가상
컴퓨터인지, 온프레미스인지 또는 클라우드인지에 관계없이, 시스템 과다 사용을 방지하
기 위해 Tableau Server 배포의 기본 인프라에서 용량 제약 조건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CPU, 메모리 사용량, 스토리지 I/O, 저장 공간 및 네트
워크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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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
2019.3부터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Resource

Monitoring Tool은 Tableau Server의 모든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상태를 웹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알려줍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 Agent는 Tableau 클러스터의 각 노드
에서 실행되며,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에서 수집한 하드웨어 사용률, 성능
및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평균치를 위해 초당 여러 번의 WMI를 사용하여 프로세서, 메모
리, 디스크 큐 및 네트워크를 샘플링합니다. 중요 인시던트로 기록되는 '환경이 중단됨' 이벤
트는 기본적으로 15초의 폴링 간격으로 모니터링되며 삼진아웃 규칙을 따릅니다. 연속 3회
의 폴링 간격 동안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30초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중요 인시던트가 생성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및 환경이 중단됨 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충분한 여유 공간을 유지하고 리소스 제약 조건을 줄이려면, 하드웨어 사양에 기초하여 다음
의 값을 계산하고 Resource Monitoring Tool 하드웨어 인시던트 임계값 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십시오.
l
l
l

5분 동안 CPU 80% 이상
사용 가능한 메모리 25% 미만
사용 가능한 디스크 20% 미만

기업 모니터링 방식에 따라, 에이전트 기반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서비스 또는 Windows의

PerfMon(샘플 통합 문서 )을 사용하여 하드웨어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inux 관리
자는 sysstat 도구 또는 vmstat를 사용하여 Windows 버전과 유사한 통합 문서에서 분석할 데
이터를 수집합니다. VMware, HyperV 또는 Citrix와 같은 가상 플랫폼에서 배포하는 경우, 또
는 AWS(CloudWatch), Microsoft Azure(Azure Portal) 및 Google Cloud Platform(Google
Stackdriver)을 포함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배포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자체 유틸리티로
가상 컴퓨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러한 도구는 일반적으로 인프라를 자동 모니터링
하며 사용률이 사전 설정된 임계값의 75-85%를 초과할 때 경고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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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 소스 Tableau Server 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인 TabMon이
있습니다. TabMon은 Tableau Desktop으로 분석한 구조화된 출력물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프로세스 수준에서 CPU, 메모리 사용량, 스토리지 I/O, 스토리지 공
간 및 네트워크 대역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TabMon 샘플 통합 문서 소개

동영상 을 참조하십시오. 이 정보는 Tableau Server의 규모를 확장하는 시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abMon.config 파일에서 300초마다 모니터링하고 30일 간격으로 데이
터를 유지하여 데이터베이스 크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
Tableau Cloud의 이점 중 하나는 Tableau Cloud가 SaaS 분석 플랫폼이므로 Tableau에서 관
리하고 최적화한다는 점입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는 경우 Tableau Bridge의
가용성과 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로서,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l

l
l
l

기본 제공되는 관리 뷰를 사용하여 라이브 연결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모니

터링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 상태 모니터링
내장된 관리 뷰를 사용하여 Bridge 추출 성능 모니터링
추출 새로 고침 알림을 위한 데이터 원본 소유자 설정

데이터 원본 실패 시 알림 이메일을 받는 사용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중앙에서 관리되는 모델에서 중요한데, Bridge 클라이언트의 소유자가
사이트 관리자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그들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관리자한테 알림이 자동으로 가지 않으므로, Bridge 클
라이언트 소유자가 아닌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이 자동으로 전달
되도록 설정하여 그들이 문제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원본 게시자로서 추출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Bridge를 통한 추출 새로 고침에는 Bridge
로 로컬에서 추출하는 것과 그다음 Online으로 전송하여 추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문제의 잠재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Tableau Desktop에서 같은
추출을 시도하여 추출 시간을 Bridge의 추출 시간과 비교하는 것은 신중한 방법일 것입니
다. 이상이 있으면 Tableau 담당자에게 알려 검토 및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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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알림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 프로세스가 중단되면, 중단된 프로세스에 따라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가 저
하되거나 실패하게 됩니다. 설치 및 구성(Windows | Linux) 중에, Tableau Server는 지정된 이
메일 배포 목록에 시스템 알림과 실패 를 전달할 수 있도록 SMTP 이메일 서버로 구성 됩니
다. 시스템 알림이 사용되면 프로세스 작동, 중단, 장애 조치 이벤트, 디스크 공간 제약 등에
대한 알림이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아래 권장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Tableau 서비스 관리자에서 프로세스 작동, 중단 및 장애 조치 이벤트, 라이선스 보고, 디스
크 공간에 대한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십시오. 알림을 위해서는 개인 이메일 주소
대신 관리자 이메일 배포 그룹을 사용하십시오. Resource Monitoring Tool을 사용 중인 경우
임계값을 동기화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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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Trust 업데이트를 구독하여 Tableau가 인시던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해결할 때 이메일, 문자 메시지, Atom 피드 또는 RSS 피드 알림
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 Tableau Trust 페이지를 방문해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추출 새로 고침 실패의 경우,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의 예약된 추출 새
로 고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때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에게 이
메일을 보내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계정 설정에서 개별적으로 옵트
아웃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출 새로 고침 실패 시 소유자에게 알림 을 참조하십
시오. Tableau Bridge를 통해 새로 고쳐지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에는 다른 알림이 생성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의 이메일 알림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Resource Monitoring Tool 인 시 던 트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2019.3부터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Resource

Monitoring Tool은 Tableau Server의 모든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상태를 웹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알려줍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 Agent는 Tableau 클러스터의 각 노드
에서 실행되며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에서 수집한 성능 및 활동을 모니터
링합니다.
Tableau Server 및 Tableau Server가 실행되고 있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포
함하여,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탐지할 수 있도록 인시던트를 구성하고 사용
해야 합니다. 글로벌 인시던트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환경별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인시
던트에는 세 가지 수준, 즉 정보, 경고, 중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Resource

Monitoring Tool - 인시던트 를 참조하십시오.
하드웨어 모니터링 에 설명된 '하드웨어 및 환경이 중단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
시던트가 기록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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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실패 - Tableau에 추출 실패가 있을 때 경고로 기록됩니다.
쿼리 성능 저하 - 쿼리가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기록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쿼
리를 실행하는 데 최소 30초가 소요되면 쿼리 성능 저하 인시던트가 경고를 트리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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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뷰 성능 저하 - 보기 요청이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기록됩니다. 기본적으로, 보기 요청
을 로드하는 데 최소 1분이 소요되면 뷰 성능 저하 인시던트가 경고를 트리거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에이전트 - Tableau Server가 Tableau Resource Monitoring Tool을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중요로 기록됩니다.

Tableau Server 프 로 세 스 상 태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Tableau Server가 제대로 작동하면 프로세스는 대부분 활성, 사용 중 또는 비활성(리포지토
리)으로 표시됩니다. 아래 목록은 가능한 프로세스 상태를 설명합니다.
l

활성 — 프로세스가 의도한 대로 작동합니다. 가능한 활성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

버 프로세스 문제 해결 의 파일 저장소를 참조하십시오.
l

사용 중 — 프로세스가 일부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프로세스

문제 해결 의 파일 저장소 및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십시오.
l

비활성 — 리포지토리가 비활성 모드에 있습니다.

l

라이선스 없음 — 프로세스에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l

중단됨 — 프로세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프로세스에 따라 다릅니다.

l

상태를 알 수 없음 — Tableau Server가 프로세스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아보려면 Tableau Server 상태 페이지 또는 Tableau 서비스 관리자

상태 페이지 로 이동하십시오. 이러한 페이지에는 프로세스가 예상대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참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설명서 링크와 함께 Tableau Server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습니
다. 마우스 포인터를 프로세스의 상태 표시기 위로 이동하면 도구 설명에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노드 이름과 포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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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부터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Resource

Monitoring Tool은 프로세스 상태를 포함한 Tableau Server의 모든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상
태를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제공합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은 기본적으
로 15초마다 Tableau Server의 http://{TableauServerUrl}/admin/systeminfo.xml 페이지를 폴
링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연속 3회의 폴링 간격 동안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30초 내에 응
답하지 않으면, 중요 인시던트가 생성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이 중단됨 을 참조하십시
오.
외부 엔터프라이즈 모니터링 도구와 통합하려면 TSM REST API를 사용하여 각 프로세스의

상태 를 가져오십시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도움말에서 서버 프로세스 문제 해결 을 검토하고, 추가
지원을 위해 Tableau 지원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는 로그 스냅샷을 준비해 주십시오.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 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데이터는 기본 관리 뷰(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및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사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관리 뷰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포함된 대시보드로, 시스템 사용률과 사용자가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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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스템 활동 및 기타 예약된 작업을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모든 서버 활동에 대한 관리 뷰를 볼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
관리자는 각자의 사이트로 제한된 Tableau Server의 기본 관리 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는 각자의 사이트에 대한 기본 관리 뷰뿐 아니라, 스타
터 통합 문서와 선별된 데이터 원본을 포함한 Tableau Cloud에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정기적으로 Tableau 사용 패턴과 시스템 사용률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l

Tableau Server: 응용 프로그램이 온종일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는지 파악하십시오. 추
출 새로 고침 및 구독과 같은 백그라운드 작업을 면밀히 살펴, 정시에 실행되는지와 최
대한 피크 시간/기간을 피해서 실행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추출 작업량이 많은 경우에

l

는 백그라운더 프로세스를 자체 노드로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 Cloud: 예약된 작업의 성공/실패와 Bridge 리소스 사용률을 파악하십시오.

기본 관리 뷰
다음은 Tableau Server 관리자와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에게 가장 적합한 기본 관리
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l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완료,
보류 중, 실패 상태의 추출 작업 세부 정보입니다.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l
l
l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 (Tableau Cloud)
Bridge 추출 — (Tableau Cloud)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완
료, 보류 중, 실패 상태의 비추출 백그라운드 작업 세부 정보입니다. (Tableau Server

l

| Tableau Cloud)
백그라운드 작업 지연 — 백그라운드 작업의 실제 시작 시각과 예약된 시작 시각 간의 차
이입니다. 이 뷰를 사용하면 작업 일정을 재분배하고 작업을 최적화하여 서버 성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위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작업 지연은 백그라운더 프로세
스를 분리하고 확장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을 위한 용량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메트릭입니다. (Tableau Server)

l
l

로드 시간 통계 — 뷰 로드 시간 및 성능 기록입니다. (Tableau Server)
뷰 성능 — 뷰 로드 시간과 지정된 기간 내에서 가장 느린 뷰에 대한 전체 분포입니다. 느
린 로드 시간의 급증과 세션 수의 급증을 비교하여 하루 중 사용자 트래픽이 많아져 서버
속도가 느려지는 시간대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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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실행의 성능 – 사이트의 모든 흐름에 대한 성능 기록을 보는 뷰입니다. (Tableau

l

Server | Tableau Cloud)
공간 사용량 통계 — 추출 및 라이브 연결을 포함하여 게시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l

의 공간 사용량입니다.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서버 디스크 공간 — 현재와 과거의 서버 노드별 디스크 공간 사용량입니다. 서버 디스
크 공간 뷰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를 실행하는 서버에서 사용 중인 디스크 공간의
양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디스크 공간은 Tableau Server가 설치된 파티션만 의미합니
다. 이 뷰를 사용하여 디스크 공간 사용량의 갑작스러운 변경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Server)

l
l

l

오래된 콘텐츠 —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Tableau Desktop 라이선스 사용량 — Tableau Desktop 라이선스 사용량 요약입니다.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라이선스가 더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 뷰
는 서버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 라이선스 만료 — Tableau Desktop 라이선스 만료 정보입니다. 이 뷰
는 서버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본 관리 뷰는 주로 사이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리더가 모니터링하며,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에서 다룹니다.
l

l

l

l
l

뷰에 대한 트래픽 — 게시된 뷰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자입니다. 트래픽을 예상 대상 사
용자 규모와 비교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자입니다. 트
래픽을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와 비교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작업 —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작업
입니다.
특정 사용자의 작업 — 사용된 항목을 포함한 특정 사용자에 대한 작업입니다.
최근 사용자의 작업 — 사용자의 최근 작업입니다(마지막 작업 시간 및 유휴 시간 포
함).

모범 사례 권장 사항:
임계값에 맞춰 데이터 기반 알림을 생성하도록 Tableau 관리자 통합 문서를 게시하십시오.
l

Tableau Server: 기본 관리 뷰 통합 문서를 게시 및 추출하고 알림을 설정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 관리 뷰를 연 후에 임시 통합 문서를 컴퓨터에 복사하고, Tableau
Desktop에서 열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Tableau Server에 게시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Server 10.x부터 2018.1 버전까지는 해당 위치가 'Tableau
Server\data\tabsvc\temp'입니다. 2018.2 및 이후 버전에서는 vizql 서버 프로세스 어디
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예: Tableau Server\data\tabsvc\temp\vizqlserver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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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2.18.0627.2230.
게시된 관리자 뷰 통합 문서의 공간 사용량 통계 뷰와 로드 시간 통계 뷰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을 설정하여 관리 표준에 따라 어떤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이 예상 크기
제한이나 로드 시간을 초과하는지 식별합니다. 예를 들어, 로드 시간 10초 미만이 표준
이면 데이터 기반 알림은 로드 시간이 10초를 넘을 경우 알림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
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 크기 1GB가 표준이면, 데이터 기반 알림은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1GB보다 큰 경우 알림을 제공합니다.
l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통합 문서를 새 프로젝트로 복사하고 알림을
설정합니다. 일부 예에는 사용자층이 어떤 임계값과 게시 활동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
는지 알아보기 위한 로그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용자 지정 관리 뷰
사용자 지정 관리 뷰는 식별된 사용자 행동 및 조직의 특정 KPI에 대한 심층 분석에 유용합니
다. Tableau Server의 경우 기본 관리 뷰로 시작하고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 연결하여
자체 연결을 생성하고 배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선별된 데이터 원본
인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사용자 지정 관리 뷰에서 다른 사용자의 추가 분석을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또는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 권
한을 부여하십시오.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

트 관리를 위한 팁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은 GitHu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
다.
l

TS 백그라운드 작업 — 주로 백그라운더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

l

작업을 분석합니다.
TS 콘텐츠 — Tableau Server의 각 뷰, 통합 문서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대략적인

l

수준의 요약 데이터입니다.
TS 데이터 연결 — 통합 문서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모두 기초 데이터 연결에 매핑합니
다. 어떤 통합 문서가 어떤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고, 그다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
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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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 이벤트 — 사용자 로그인, 뷰 액세스, 콘텐츠 게시 등 Tableau Server에서 발생하는

l

이벤트를 표시하는 마스터 감사 데이터 원본입니다.
TS 사용자 — 사용자 활동에 대해 집계된 정보입니다.
TS 웹 요청 — Tableau Server 웹 서버 구성 요소를 통해 생성된 요청입니다. 비주얼리제

l

이션과의 사용자 상호 작용 및 성능 모니터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와 데이터 원본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콘텐츠는 처음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누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좋을지 고려하여 그에 따라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l

TS 이벤트 — 사용자 로그인, 뷰 액세스, 콘텐츠 게시 등의 이벤트를 표시하는 마스터 감

l

사 데이터 원본입니다.
TS 사용자 — 사용자 활동에 대해 집계된 정보입니다.

보안 온프레미스 서버
게시/탐색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액세스하면 안 되는 Tableau Server 리소스에 연결하는 것
을 막으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여 온프레미스 서버를 구성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십시오.

1. PostgreSQL 사용자 계정을 만듭니다.
2. 이름을 tbladminviews로 지정합니다.
3. 관리자 뷰에 대한 최소 권한을 선택합니다.
4. tblwgadmin 대신 tbladminviews를 사용하도록 관리자 뷰 통합 문서 템플릿을 변경합
니다.
5. 개인(라우팅 불가) IP 주소를 거부하는 연결 IP 정책 추가합니다.
a. 연결 IP 기본 규칙을 허용으로 변경
tsm configuration set -k ConnectionIPDefaultRule=ALLOW

b. 개인(라우팅 불가) IP 주소 거부
tsm configuration set -k ConnectionIPDenyRanges=127.0.0.1,192.168.0.0192.168.255.255,172.16.0.0-172.31.255.255,10.0.0.0-10.255.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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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 로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Windows | Linux) 서버 프로세스에 대해
더 자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례를 작성 하려면 해당 로그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Tableau 지원은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문제를 진단합니다. 로그 파일 스냅샷을 생성
하고 Tableau 지원에 업로드하려면 다음 지침(Windows | Linux)을 참조하십시오.
2019.3부터 Tableau Advanced Management의 일부로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Resource

Monitoring Tool은 Tableau Server의 모든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상태를 웹 사용자 인터페이
스를 사용하여 알려줍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 Agent는 Tableau 클러스터의 각 노드
에서 실행되며,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에서 수집한 하드웨어 사용률, 성능
및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능은 거의 실시간으로 Tableau 로그 파일 을 확인하며 처리
및 보고, 특정 사용자의 뷰 성능 저하 로깅, 세션 수준 추적을 위해 Master Server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오픈 소스 도구인 Logshark는 Tableau Server 로그를 모니터
링하여 시스템 성능, 콘텐츠 사용 현황 및 오류 조건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통합 문서
집합을 생성하는 명령줄 유틸리티입니다. Tableau 관련 문제를 시각화, 조사 및 해결하려면
Logshark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Logshark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
l
l
l

로그에 기록된 문제 해결.
로그 데이터에서 시스템 메트릭 분석.
새로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변경할 때 기록 데이터를 기준으로 Tableau Server 응용 프로
그램 동작의 정기적인 유효성 검사.

모범 사례 권장 사항:

Logshark는 사용자가 생성한 전체 Tableau zip 로그 파일 집합을 사용합니다. 하루 또는 며칠
간의 로그일 수 있습니다. 사전 구축된 Tableau 통합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 로그 파
일 집합에 해당하는 다양한 Logshark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로그 파일(Windows | Linux)을 보려면, Tableau 로그 파일을 열 형식의 레이아웃으로 표
시하는 간단한 인터페이스의 교차 플랫폼 무료 오픈 소스 도구인 Tableau Log Viewer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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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Trust 업데이트를 구독하여 Tableau가 인시던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해결할 때 이메일, 문자 메시지, Atom 피드 또는 RSS 피드 알림
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Tableau Trust를 확인해 활성 인시던트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십시오. 그래도 문제가 계속되면 지원 사례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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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유 지 관 리
조직 전체에서 분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Tableau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
서 업무상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 활동을 통해 Tableau 배포가 최상의 상
태로 실행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은 많은 유지 관리 의사 결정의 원동
력이 될 것입니다.
Tableau Server를 위한 성능 조정, 로드 테스트 및 용량 계획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분석 사용
을 지원하도록 변화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 업그레이드 계획과 실행은 새로운 Tableau 버전으로 이동하기 위한 커뮤니케이
션, 교육 및 지원 계획과 함께 되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서버 상태를 확인하고, 서버 활동을 분석 및 모니터링하며, 예약된
작업을 관리하고, 기타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Tableau Server 유지 관리 활동은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작업
Active

설명
Active Directory 그룹 동기화

도구
Tableau

Directory 동

Server 설

기화

정

프로덕션

지난 7일 동안 보존된, Tableau Server 클러

환경 백업

스터의 외부에 위치한 콘텐츠 및 설정 복사

빈도
매일

TSM CLI

매일

TSM CLI

로드 테스트, 업그

본 생성
프로덕션

프로덕션 환경의 현재 상태를 테스트 환경

환경을 테

으로 복원

레이드 테스트 또

스트 환경

는 베타 프로그램

으로 복원

참여 전

데이터베이

Tableau Server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스 유지 관

의 http_requests 테이블에서 Tableau

리/

Server 로그 파일, 임시 파일 및 행을 제거하

로그 파일

TSM CLI

매월

고 아카이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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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설명

도구

로드 테스

환경, 데이터, 워크로드 및 사용 현황 프로

TabJolt

트/

필과 관련한 Tableau Server의 용량 이해

(Windows

용량 계획

빈도
매분기

만 해당)

리소스 관

180일 동안 액세스되지 않은 오래된 콘텐

관리자

업그레이드하기

리

츠 아카이브

뷰

전, 1년에 2~4회

업그레이드

새 릴리스를 평가하고 업그레이드를 계획/

TSM CLI

후원자와 프로젝

실행하는 프로세스

트 팀 간에 합의된
주기

Tableau Cloud
Tableau Cloud의 이점 중 하나는 Tableau Cloud가 SaaS 분석 플랫폼이므로 Tableau에서 유
지 관리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최소 유지 관리 활동이 필요합니다.

작업

설명

오래된 콘텐츠

180일 동안 액세스되지 않은 오래된 콘텐츠 아카이브

관리

도구

빈도

관리자

1년

뷰

에
2~4
회

클라이언트 업

새 릴리스를 평가하고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를 계

클라이

릴

그레이드

획/실행하는 프로세스

언트 테

리

스트

스
일
정
에
따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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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
Tableau Server
Active Directory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버 설정 페이지의 일반 탭을 사용하여 정기적
인 일정에 따라 모든 Active Directory 그룹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를 Linux에서
실행하는 경우에는 외부 디렉터리 통신이 LDAP ID 저장소로 구성되고 관리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 동기화 컨텍스트에서, LDAP ID 저장소로 구성된 Tableau Server는 Active Directory와
동일합니다. Tableau Server의 Active Directory 동기화 기능은 올바르게 구성된 LDAP 디렉터
리 솔루션(Windows | Linux)으로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Tableau Cloud
ID 공급자(IdP)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 추가 또는 제거와 그룹에서 멤버 추가
또는 제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IdP 사용자 관리에서는 사용자 ID 정보의
교환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개 표준인 SCIM(도메인 간 ID 관리 시스템) 표준을 사용합니다.
현재 Okta 및 OneLogin IdP가 SCIM에 대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ID 공급자를 통

해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 자동화 를 참조하십시오.

백업 및 복원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매일 Tableau Server와 해당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단
계를 수행하면 Tableau Server 실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SM
(Tableau 서비스 관리자)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 및 사용자 메타데이터, 데이터
추출 파일, 서버 구성 데이터 및 로그 파일을 저장하는 Tableau Server의 자체 PostgreSQL 데
이터베이스를 포함한 Tableau 데이터를 백업 및 복원(Windows | Linux)할 수 있습니다.
2018.2부터 Tableau Server의 Windows 및 Linux 버전은 모두 TSM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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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과정에서는 로그 파일과 임시 파일을 포함하는 이전 파일 및 http_
requests 테이블의 행을 삭제함으로써 Tableau Server 배포에 여유 공간을 만듭니다. 분산
배치에서 Tableau Server를 실행 중인 경우, TSM Controller 프로세스를 실행 중인 노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컨트롤러는 클러스터의 초기 노드에 있습니다
(Windows | Linux).
참고: 감사 분석을 위해 http_requests에 기록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정리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http_requests 테이블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ETL(데이터 준비)을 수행하십시오. 정
리 명령이 백업 스크립트의 일부인 경우, http_requests 테이블의 데이터가 잘립니다.

로드 테스트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로드 테스트는 고유한 환경, 데이터, 워크로드 및 사용 현황 프로필과 관련하여 Tableau
Server의 용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콘텐츠를 작성하고, 새로운 사용자가 온보
딩하며, 분석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워크로드 및 사용 현황이 변경됩니다. 그러므로
업그레이드 및 서버 수직 확장 또는 수평 확장과 함께 로드 테스트를 일 년에 2~4회 수행해
야 합니다.
Tableau가 만든 TabJolt는 Tableau Server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포인트앤런(point-and-run)
로드 및 성능 테스트 유틸리티입니다. 워크로드의 증가에 따라 용량 요구 사항을 확인하며
Tableau Server를 확장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abJolt는 모든 기간에 대해
사용자 지정 로드를 자동화하므로, 기타 로드 테스트 솔루션에 필요한 스크립트 개발 및 스
크립트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로드가 증가하면 Tableau Server는
Windows 및 Linux용 클러스터에 노드를 더 추가하여 로드를 따라 거의 선형으로 확장합니
다.
다음은 로드 테스트 모범 사례입니다.
l

로드 테스트는 프로덕션 환경에서 복원한 콘텐츠와 동일한 테스트 환경에서 TabJolt
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드웨어 및 Tableau Server 토폴로지 관점뿐만

l

아니라 데이터 볼륨 관점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장 많이 본 통합 문서에서 전형적인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확장성 및 성능과 관련
된 문제의 원인은 종종 모범 사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작성한 통합 문서에 있을 수 있
습니다. 통합 문서에서 단일 사용자 테스트의 응답 시간이 매우 느리면 로드 테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통합 문서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190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l

테스트 중에 75~85%의 CPU 사용률 및 2% 미만의 오류 발생률로 워크로드를 늘리십

l

시오.
Tableau Server의 아키텍처 인식 설치 프로그램이 결정한 기본 프로세스 구성으로 시

l

작하고 임계값이 충족 및 유지될 때 필요에 따라 확장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프로세스 카운트를

l

기본값보다 높게 설정해도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볼륨과 함께 어느 정도의 사용자/요청 수준에서 서버를 중단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테스트 계획 개발:
l
l
l
l
l
l

전형적인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예상 사용량을 모델링합니다.
최고 사용량을 고려합니다.
최소 10분 동안 실행합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서버에서 다른 작업은 중단합니다.

용량 계획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증가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최적의 Tableau Server 성능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용량 계획을 통해 충분한 여유 공간을 유지하
고 리소스 논쟁 및 공유하는 리소스를 둘러싼 충돌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분석의 사용 증가
및 조직 전체의 빠른 수용으로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성능 데이터, 사용자 온보딩 일
정 및 로드 테스트 결과는 향후 서버 크기 및 용량 계획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용량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l
l
l
l

회사 전체의 주의를 끄는 대시보드와 결합된 새로 출시된 데이터 원본 집합.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 스며드는 기술 및 분석 사용의 증가.
전반적인 사용자 상호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플랫폼에 출시된 새로운 기능.
볼륨, 복잡성,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변화, 사용자 보안 등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시보드
를 구동하는 기초 데이터 전략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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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를 완료하려면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사용자 페이지57 탭에서 사
용자 수를 집계해야 합니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총 사용자 수
노드
총 코어
참고: 사용자 수와 온보딩 속도에 따라 6개월, 분기별 또는 월별 간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관리
참고: 이 주제는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에 설명된 대로 사이트에
서 최신 관련 콘텐츠를 유지 관리해야 하며, 서버 관리자는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
에 설명된 대로 전체 서버 및 서버 리소스의 사용 방식을 감독해야 합니다. 표준을 정의한 후
문서화하여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커뮤니케이션 페이지26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성능은 모두의 책임이라
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래된 콘텐츠 감사
예약된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게시했지만 보는 사용자가 없으면, Tableau Server
에서 시스템 리소스만 소비되고 사용자가 더 중요한 콘텐츠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
다. 사용되지 않는 콘텐츠도 Tableau Server에 백업 및 복원 시간을 늘립니다. 오래된 콘텐
츠를 매년 2~4회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래된 콘텐츠 를 참조하십시오.

크기 감사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크기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여 콘텐츠를 모니터링합니다. 공간 사
용량 통계 뷰에 데이터 기반 알림 을 설정하여 추출된 데이터 원본과 함께 다운로드 및 게시
한 기본 버전의 관리자 뷰 통합 문서를 사용하여 어떤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이 예상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지 식별하십시오. 예를 들어, 추출 크기가 1GB 미만일 것을 표준으로 설정
한다면 이보다 큰 추출에 대해 알림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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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시간 감사
통합 문서 로드 시간에 대한 정책을 설정하여 콘텐츠를 모니터링합니다. 추출된 데이터 원본
과 함께 다운로드 및 게시한 기본 버전의 관리자 뷰 통합 문서를 사용하여 긴 뷰 로드 시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알림 을 설정하십시오. 로드 시간이 긴 통합 문서의 경우,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Server의 성능 기록기를 사용하여 이벤트 및 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
오.

업그레이드
조직의 분석 전략 페이지27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 프로젝트 팀은 Tableau 업그레

이드 계획 및 프로세스 체크리스트 페이지59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의 기본 원칙을 세웠
습니다. 업그레이드 빈도, 버전 선택 및 버전 호환성에 대한 초기 결정으로 업그레이드 수행
시기와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영역을 조기에 해결하면 관리자는 새로운 기능에 대한 비
즈니스 요구에 따라 대응하는 대신 사용자의 기대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이 주제에 요약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은 커뮤
니케이션, 교육 및 지원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버전 호환성
Tableau Server, Tableau Cloud, Tableau Desktop은 분기별 릴리스 주기로 업데이트되는 반
면 Tableau Prep Builder는 매월 업데이트됩니다. 분기별 릴리스에는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후 문
제를 완화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에서 업그레이드를 포괄적으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업그레
이드할 때마다 아래 링크를 검토하여 버전 호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l
l
l
l

Tableau Desktop과 Tableau Server 간의 버전 호환성
통합 문서 버전 호환성
Tableau Prep 버전 호환성
Tableau Cloud 버전 호환성

업그레이드 전달
곧 있을 업그레이드를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Tableau Server 관리자는 Tableau Server 로

그인 메시지 및/또는 시작 배너 메시지 를 사용하여 다운타임 기간을 전달해야 합니다. 로
그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서버 설정 > 일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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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배너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서버 설정 > 사용자 지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는 완전히 호스팅되는 솔루션이므로 Tableau에서 유지 관리합니다. Tableau
Cloud의 유지 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이 로그인 후 나타나는 팝업 메시지를 통해 미리 안내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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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Tableau Server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는 테스트 환경부터 시작해서 서버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시스템 관리자 및 Tableau Server 관리자 역할에 의해 수행됩니다. 테
스트 환경에서 유효성 검사가 완료되면 프로덕션 환경 업그레이드 및 재해 복구 환경 업그레
이드(해당하는 경우) 일정을 정합니다.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 및 에이전트
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배포된 경우).
버전 2018.2부터 Windows용 Tableau Server는 Tableau 서비스 관리자(TSM)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용 Tableau Server는 버전 2018.2부터 Linux용 Tableau Server는 버전
2018.1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TSM이 도입되면서 Tableau Server 업그레이드 프로세스가 변
경되었습니다. TSM은 웹 기반 서버 구성 및 관리 유틸리티로, Server 구성 유틸리티 및
tabadmin 명령줄 유틸리티를 대체합니다. TSM은 Tableau Server의 설치와 구성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Tableau Server의 TSM 이전 버전(2018.1 이하)에서 TSM을 실행하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몇 가지 특별한 업그레이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단계는 TSM 이전에서 TSM
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Windows용 Tableau Server의 TSM 이전 버전은
2018.2 이전 버전입니다. TSM 이전 버전의 예로 9.3, 10.5, 2018.1을 들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의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서버 버전 보기 를 참조하십시오.
Desktop 관리자 역할과 Mobile 관리자 역할은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배포에 모두
적용되는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Mobile의 패키징과 업데이트를 담
당합니다. 설치에 따라 tabcmd, Tableau Cloud용 Tableau Bridge, Content Migration Tool과 같
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모든 업그레이드 시, 다음 영역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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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사용 방법 이해: 업그레이드가 기존 사용 사례에 미칠 영향과 새로운 사용 사
례를 활성화하는 방법.

l

모니터링 및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여 현재 배포 평가: 토폴로지, 콘텐츠, 사용자.

l

미래 상태와 비교: 데이터 원본, 구성 변경, 용량 대 계획된 사용자 온보딩 일정.

l

기존 소프트웨어 버전 조사: 클라이언트 컴퓨터, 드라이버, 휴대기기.

l

프로그래밍 방식의 종속성 파악: 내장된 분석 기능, API 관련, 다중 인스턴스 배포, 클
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버전 및 호환성.

l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 안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검토 일정 예약(개선 기회 파
악 포함).

Tableau Server(Windows | Linux)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아래의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체
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완료해야 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
구 사항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고객은 업그레이드 조사에서 처
음 두 작업을 완료한 다음,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수행 페이지200이라는 작업으로 넘어
가십시오. 해당 전문 분야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엔터프라이즈 설계자, 데이터베이스 관
리자, 보안 관리자,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의 추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TSM 이전 버전에서 TSM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특정 작업은 아래 표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업그레이드 조사

예 니
요

해당
없음

릴리스 정보 검토: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Tableau Server의 새로운 기능과 변경된 기능 |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
Tableau Server 2018.1 또는 이전 버전에서 TSM으로 업그레이드 Linux |

Windows | Tableau 자습서 동영상 | Tableau 커뮤니티 포럼 게시물
tabadmin과 TSM의 기능 비교 *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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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업그레이드 조사

예 니
요

해당
없음

기존 하드웨어에 설치

새 하드웨어로 마이그레이션
Desktop 및 Server 호환성

Server 업그레이드 준비

예

아니 해당 없
요

음

Tableau Server 아키텍처 및 구성 디자인 문서에서 문서화된 설정 검토
및 유효성 검사
사용자 지정
SMTP 구성
SSL 구성 및 인증서
SAML 구성, 인증서 및 IdP 메타데이터 파일
Kerberos 구성
OpenID 구성
추가 노드 구성
프로젝트, 통합 문서, 뷰, 데이터 원본 수량화
사용자 및 그룹 수량화
새로운 Tableau Server 버전의 설치 파일 다운로드

Tableau Server 데이터 백업
제품 유지 관리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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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업그레이드 테스트

예 아니요 해당 없음

테스트 환경 준비
테스트 환경 업그레이드
Tableau Server 기능 확인
서버 프로세스
사용자 액세스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게시
게시된 통합 문서 보기
구독 및 추출 새로 고침
사용 권한
명령줄 유틸리티 및 API

성능 및 사용자 수용 테스트
성능 리소스
통합 문서 성능 테스트
새로운 기능 테스트
계획된 업그레이드 전달

참고: TSM 이전 버전에서 TSM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특정 작업은 아래 표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Server 업그레이드 수행

예 니
요

해당
없음

보류 중인 업그레이드 있음 공지
구독 및 예약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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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erver 업그레이드 수행

예 니
요

해당
없음

Tableau Server 데이터의 사전 업그레이드 백업 생성. 도움이 필요하면

Tableau Server 데이터 백업 을 참조하십시오.
TSM 이전의 기존 Tableau Server 버전 제거 및 다른 위치에 tsbak 파일 저
장*

Tableau Server 업그레이드
초기 노드 설치
클러스터에 다른 노드 설치
업그레이드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설치 완료
TSM에 로그인하여 Tableau Server 시작
수집된 파일 복원*
업그레이드 유효성 검사
Tableau Server 프로세스 상태 확인
Tableau Server 설정 확인
구독 및 예약 활성화
Tableau Server 프로세스 수정(필요한 경우)
사용자 액세스 검토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게시 확인
게시된 통합 문서 보기
사용 권한 검토
명령줄 유틸리티 및 API 확인
Tableau Server에 로그인
프로젝트, 통합 문서, 뷰, 데이터 원본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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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erver 업그레이드 수행

예 니
요

해당
없음

사용자 및 그룹 수 확인
데이터베이스 연결 확인
백업 스크립트 실행

Resource Monitoring Tool Master Server 및 에이전트 업그레이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전달

아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수행

예 니
요

해당
없음

업그레이드할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전달(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tabcmd, Content Migration Tool, Tableau Mobile, Tableau Bridge)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업그레이드
tabcmd 업그레이드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
Tableau Mobile 업그레이드(자동 업데이트, MDM에 게시)
Tableau Bridge 업그레이드(Tableau Cloud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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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교 육
분석 인사이트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 사람은 데이터로 매우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Tableau와 같은 플랫폼을 보유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
지 않습니다. 조직은 직원들이 도구를 원하는 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기술이 채택되고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책임 시
스템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배경의 직원들을 성공적으로 교육하고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만능 모델은 없
습니다. 조직은 Tableau 배포의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사용자를 교육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확장 가능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없으면 어떤 규모의 분석 프로
그램에도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프레젠테이션, 배포 및 복잡성에 관한 최신 분석 표
준에 적응하는 것까지, 프로젝트 팀원은 부서와 팀 전체의 '분석 IQ'를 높이기 위한 교육 계획
을 세워야 합니다. 사용자는 Tableau 관련 기술 외에도, 데이터 작업에 대한 회사별 프로세스
를 이해하고 데이터 관련 기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기술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본 주제에서는 회사 전체의 직원들이 Tableau에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하고 지원하기 위한 권장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매일 사람들은 이동 경로 선택에서 식단과 운동 모니터링, 재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에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
든 사람이 이런저런 데이터 기반 도구를 사용해 결과를 개선하려고 자신의 진행 상황을 측정
하거나 행동을 수정합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게다가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지금처럼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더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려면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작업이 완료됐다고 고려하는 것 이상
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데이터와 분석 기술이 있더라도 조직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기본 행동이 되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
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로, 이는 데이터를 탐색 및 이해하
고 데이터로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기준선으로서 우선시함으
로써, 인간이 역사를 통틀어 다양한 기호, 단어, 언어를 사용해온 것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언
어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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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숙달 과정에서 발전
되는 추가적인 기술을 위한 선행 요건으로 봐야 합니다. 직위나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어려운 문제(예: 새롭게 떠오르거나 발전하는 시장 동향, 고객
활동 및 요구, 예기치 않은 위기 등)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데이터 언어를 잘 알고 수용해야 합
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도구와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술
을 가르치고, 새로운 행동과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고, 데이터 관련 성과가 있을 때 이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기술 수준뿐 아니라 각각 발전시켜야 할 기술도 다양합니다. 조직에서 데
이터 리터러시를 기본적인 기술 역량으로 확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Tableau의 모두를 위

한 데이터 리터러시 무료 온라인 학습 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5시간의 실습 교
육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일곱 개로 이루어진 온디맨드 온라인 학습 모듈에서 다음 주제
를 다룹니다.
l
l
l
l
l
l
l

기본적인 데이터 리터러시 개념
좋은 구조의 데이터 알아보기
변수와 필드 유형 탐색
집계와 세부 수준 탐색
분포의 이해
현명한 비교를 위한 변형의 이해
상관관계 및 회귀를 사용한 관계 검토

모듈을 어떤 순서로 완료하든 상관없지만, 고용주는 수료증을 직접 거두어 모든 모듈을 이
수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은 7번째 모듈까지 모두 마치는 즉시 PDF 형식으로 된 자신
의 수료증에 액세스할 수 있어 다운로드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을 거
두는 조직에서는 직원의 교육 참여와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팀 또는 개인 단위로 경쟁 과제
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데이터 기술 수준이 다양한 조직에
서 이것은 간단하고도 손쉽게 기본적인 데이터 리터러시를 시험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앞
으로 능력을 쌓기 시작할 기준선이 마련됩니다.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것도 데이터 리터러시가 더 뛰어난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 사용자 그룹이나 사내 토론 포럼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은 직원에게 실제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나 회사 특정 데이터 과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욱 손쉽게 이처럼 진화하는 기술을 연마할 수
있고 개인 또는 집단의 진보를 저해할 수 있는 지식 격차나 문화적 행동(교육을 막 마친 사
람에게는 자주 포착되지 않는 장애 요소)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Tableau의 모두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무료 온라인 학습 을 이수하여 기본 기
술을 습득했으면 규범적 Tableau 학습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 발전하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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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아래 을 참조하십시오. 소규모 배포에
대해서는 Tableau 라이선스 유형별 기술 페이지209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교 육 역 할 별 기 술
사용자 교육의 첫 단계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는 것입니
다. 성공적인 데이터 기반 조직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지원되며, 필요한 기술은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보고 상호 작용하는 것부터 Tableau Server 배포에 고가용성을 구축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경영진 지원 및 프로젝트 팀 페이지69 주제에서는 조직의 분석 전략을 세울 때 수행할 역
할에 따라 사용자를 분류합니다. 필요한 기술에 따른 사용자 분류를 한층 더 깊이 해 보겠습
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에 설명된 이러한 역할 사이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고유한 Tableau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
한 각각의 고유한 Tableau 기술 모음을 하나의 '교육 역할'로 분류했습니다. 교육 역할은 사
용자가 일상적인 직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분석 및 Tableau 기술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Tableau 프로젝트 팀 역할 및 책임 페이지72은 각 프로젝트 팀 구성원의 배포 관련 작업
및 책임을 구분합니다. 프로젝트 역할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할도 사용자의 조직 내 직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역할의 책임을 이해하면 쉽게 역할을 분간할 수 있습니
다.
Tableau는 데이터 기반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직원에게 교육할 규범
적 학습 경로 에 매핑되는 12개의 교육 역할로 구분했습니다. Tableau 학습 및 커뮤니티

(TLC) 가이드 는 사용자가 일상 업무에서 Tableau를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
합한 학습 경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육 리소스를 자체적으로 선별하거나 교육
과정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서로 다른 조직 역할의 교육 요구를 검토하는 것
이 좋습니다.
조직 내 직책을 교육 역할에 매핑하여 교육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려면 Tableau Blueprint 플

래너 의 교육 역할 매핑 탭을 사용하십시오.

조직에서 데이터 문화 활성화
이러한 역할은 모든 Tableau 사용자가 조직의 분석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적 표준과
기술적 표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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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운영 위원
총괄 운영 위원은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 결정과 전략을 추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장 압력이 있으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
며, 조직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기반 문화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 수용 및 장려하고, 그러한 조직의 목
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Tableau의 힘을 이해합니다. 라이선스 유형은 총괄 운영 위원이
비즈니스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조직 전체에 최신 분석의 비전을 전달하고 확산합니다. 예산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l
l

해당 부서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분석 사용을 조직의 혁신을 주도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맞게 조정합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식별한 비즈니스 및/또는 규정 요구 사항에 따라 조직의 데이터를

l

관리하기 위한 Tableau 거버넌스 프로세스, 정책, 지침, 역할 및 책임을 승인합니다.
눈에 띄고 자기 목소리가 확실한 플랫폼의 사용자로서 데이터를 부서 회의 시 모든 대
화의 중심에 둠으로써 직감보다는 사실을 사용하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커뮤니티 리더
커뮤니티 리더는 커뮤니케이션, 참여 및 지원과 관련된 사용자 활성화 업무를 조율할 책임
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커뮤니티 리더는 또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Tableau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Creator 구독이 필요합니다. 책
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조직 내 사용자 간 용이한 연결 지원
조직 내 사용자를 위한 참여 이벤트 조직
조직 내 사용자를 위한 지원 리소스 홍보
분석의 사용을 널리 전파

데이터 관리자
데이터 관리자는 비즈니스 영역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분석 간의 상호 작용을 이해합니
다.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와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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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및/또는 데이터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전사적 데이터 거버넌스, 제
어 및 규정 준수 정책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Tableau 내에서,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 정책
에 따라 설정된 사용자 권한을 사용하여, 인증된 데이터 원본을 선별하고 관리합니다. 데이
터 관리자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운영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장합니다.
조직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적절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을 파악합니다.

인사이트 제공 및 비주얼리제이션 솔루션 개발
이러한 역할은 Tableau 플랫폼의 기능을 사용하여 애드혹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내장된 분석
기능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소비자
소비자는 각자의 사업부에서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소
비자의 범위는 행정 보좌관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조직의 다른 사람들이 만드
는 대시보드와 보고서를 사용하여 정보에 기반한 더 나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공
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대개 Viewe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
과 같습니다.
l

다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 및 대시보드를 보고 잠재적으로 이러한 대시보드의 주요

l

이해관계자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직무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l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팀 또는 회사 메트릭을 추적합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합니다.

작성자
작성자는 시장 및 비즈니스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Tableau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 가능한 데이터 원본을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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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 자체 소비를 위한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좀 더 스마트한 비즈
니스 의사 결정을 좀 더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작성자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지만, Explorer 라이선스로 웹에서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 업무는 다
음과 같습니다.
l

Tableau Desktop에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 원본을 사

l

용하여 뷰와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을 수행

l

하여 개인 업무 성과를 높입니다.
분석 중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조직 전체에서 이해 관계자가 정보를 빠르고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돕는 비주얼
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이들은 Tableau를 활용하여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영향
력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시각 디자인 예술
을 적극 활용하며, 분명하고 매력적인 비주얼리제이션이 내부 및 외부 대상 사용자에게 미
칠 수 있는 영향력을 이해합니다. 디자이너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비주얼리제이션 레이아웃, 색상, 모양 및 기능에 대한 열정을 발휘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 대상 사용자에게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합니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탐색하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대시보드를 만
듭니다.

분석가
분석가는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사업부를 지원하는 책임이 있습니
다. 분석가는 복잡한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하고, 고급 계산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사용자 지
정하며, 고급 기능(매개 변수, 집합, 필터 및 예측)을 사용하여 다양한 차트를 작성하고 다양
한 데이터 유형을 분석합니다. 분석가는 애드혹 분석을 수행하여 새로운 데이터 질문을 탐
색하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잘 디자인된 대화형 대시보드를 생성하며, 비즈니스
의사 결정 및 결과를 안내할 목적으로 조직 내에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만들고 공유합니다.
분석가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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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과학자는 크고 다양한 데이터 집합에 대한 가치 있는 인사이트를 이끌어내는 데 전문
가입니다. 이들은 빅 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급 분석 기
능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많은 경우 해당 비즈니스 영역 전문가이며, 데이터로부
터 ROI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와 IT 간에 협업합니다. 또한 Tableau Prep Builder에서 데
이터 정리 및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탐색 분석에 Tableau Desktop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결과를 지원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종 대시보드를 개발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기계 학습과 고급 분석을 활용하는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구축 및 배포합니다.
R, Python 또는 기타 코딩 언어로 모델을 빌드 및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엔터프라이즈 운영에 사용될 모델을 튜닝합니다.

l

조직 전체에서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회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솔루션을
추진할 기회를 식별합니다.

개발자
개발자는 비즈니스 요구를 소프트웨어 도구, 응용 프로그램 및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
여 조직을 간소하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들은 Tableau를 활용하여 새로
운 데이터 제품을 만들고, 비주얼리제이션 및 대시보드를 현재 솔루션에 내장하고, 분석 프
로세스를 개선하며, 조직의 인사이트를 다른 외부 플랫폼 및 포털에 통합합니다. 개발자는
대개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을 내부 및 외부 웹 응용 프로그램(예: Salesforce)에 내장 및

l

통합합니다.
자동화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기본 커넥터가 없는 다양한 원본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웹 데이터 연결을

l

l
l

Tableau에 구축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추출을 만듭니다.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우를 위한 대시보드 확장 추가 기능을 Tableau에 만듭니다.

Tableau 배 포 및 관 리
이러한 역할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확장 가능한 배포를 계획하며, 운영을
시작하면 사용자가 필요할 때 필요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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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사이트를 관리, 모니터링 및 유지 관
리합니다. 이들은 사이트 조직, 콘텐츠 게시, 그룹, 사용자 및 사용 권한을 관리합니다. 모니
터링 활동을 통해 사이트 이용률, 수용, 성과 및 규정 준수에 대한 최신 세부 정보를 파악합
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조직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수용하는 데 핵심 역
할을 담당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
다.

l

사이트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사이트 콘텐츠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사용자 및 그룹에 콘텐츠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콘텐츠 사용 현황,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의 성공, 사용자 활동과 같은 사이트 메트릭을

l

모니터링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l
l
l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는 Tableau Server 설치가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서버 보안, 라이선
스 관리, 사용자 관리, 서버 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 서버 유지 관리 수행 등이 주요 요소입니
다. 서버 관리자는 Tableau Server의 작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엔터프라이즈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서버 관리자는 Creator 라이선스를 가지며, 책
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Tableau Server를 설치하고 구성합니다.
서버 유지 관리(예: 백업,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서버 성능 및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Tableau Server의 모든 사이트, 사용자, 그룹 및 콘텐츠를 관리합니다.
사이트를 만듭니다.

서버 설계자
서버 설계자는 Tableau Server 배포를 계획하고 성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성공 요소에
는 선호하는 인증 옵션으로 배포를 통합하고, 서버를 모니터링하고, 엔터프라이즈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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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게 서버 초과시간을 확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구현이 완료되면 서버 설계자는 배포를 유
지 관리하고 서버 문제의 조사 및 해결을 지원합니다. 책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엔터프라이즈 서버 배포를 계획합니다.
서버 인증 옵션을 구성합니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서버 배포를 모니터링, 유지 관리 및 확장합니다.
서버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작업을 자동화합니다.
서버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합니다.

Tableau 라 이 선 스 유 형 별 기 술
라이선스 유형은 Tableau 제품을 사용할 때 각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기능을 정의합니다. 대규
모 배포에서는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에 정의된 학습 경로가 모범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배포에서는 한 사용자가 여러 다양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
며, 필요한 기술을 라이선스 유형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교육 리소스를 Tableau 라이선스에 맞추어 나열해 보았습니다. 무료 리소스는 플랫폼에 대
한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규 교육을 보완합니다. 조직에서
무료 리소스를 수집하여 자체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지만, 내부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와 Tableau 교육 이용을 비교해볼 것을 권장합니다.
Tableau에 의한 적극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외에도, Tableau 교육 수업에서는 사용
자가 Tableau 제품 자격증 시험 에 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 Creator 기술
Tableau Creato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전체 Tableau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분
석하고 자신과 조직의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는 기본 분석에서 정보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해 Tableau의 고급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을 수
행합니다.
Tableau Creator를 위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l

모두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무료 자료
Creator용 온라인 학습
Desktop I 강의실 교육 과정
Desktop II 강의실 교육 과정
Desktop III 강의실 교육 과정
Prep 강의실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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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시각적 분석 강의실 교육 과정
무료 교육 동영상

추가적인 보조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Tableau Creator에게 요구
되는 일반적인 역량을 요약한 것입니다.
l

l
l
l

일반적인 데이터 지식 — 데이터 연결 및 준비 방법, 일반 데이터 구조, 조인 및 기본
SQL.
분석 모범 사례 — 데이터 질문 생성,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지식 — 비즈니스 리더가 모니터링하는 비즈니스 과제 및 메트릭 숙지.
디자인 기본 — 대시보드, 인포그래픽 및 기타 그래픽 문서의 레이아웃/디자인.

대부분의 서버 관리자와 사이트 관리자도 Creator 라이선스를 보유합니다. 이들은 조직에
서 사용되는 서버와 서버 사이트를 설치, 관리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
용자의 보안, 성과, 거버넌스 및 확장성을 책임집니다.
Tableau 사이트 또는 서버 관리자를 위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Creator용 온라인 학습
Server 관리 강의실 교육 과정
Server 아키텍트 강의실 교육 과정
무료 교육 동영상

서버 관리자에게 필요한 기타 보조 지식은 Tableau 배포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l
l
l
l

자동화 스크립트 작성
명령줄 인터페이스 및 API
서버 규모 및 토폴로지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프로토콜

Tableau Explorer 기술
Tableau Explorer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용자는 웹을 통해 간단한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하
고,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환경을 탐색하며, 데이터를 사용해 효과적인 뷰를
만드는 원칙을 이해합니다. Tableau Explorer를 위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모두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무료 자료
Explorer용 온라인 학습
무료 교육 동영상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보조 기술이 Explorer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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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분석 모범 사례 — 데이터 질문 생성,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지식 — 비즈니스 리더가 모니터링하는 비즈니스 과제 및 메트릭 숙지
디자인 기본 — 대시보드, 인포그래픽 및 기타 그래픽 문서의 레이아웃/디자인

Tableau Viewer 기술
Tableau Viewer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용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환경을 탐
색하고, 다양한 차트 유형을 읽으며,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압니다.
Tableau Viewer를 위한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모두를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무료 자료
무료 소비자 학습 경로
무료 총괄 운영 위원 학습 경로
무료 교육 동영상

Tableau 교 육 계 획 개 발
교육 계획에서는 직원이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터득하는 방
법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활성화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Tableau를 성공적으로 배포하려면
사용자가 누구이며 각자의 특정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 교육 역할 매핑 페이지54에서 사용자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
인하십시오.
교육은 지속적인 과정이며, 최신 제품 또는 기능 릴리스에 맞춰 자신의 기술 수준을 최신으
로 유지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즉시 사용 가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기존
및 신규 사용자 모두를 위한 기술 개발이 원활해집니다. 활성화 옵션을 고려할 때 다음을 염
두에 두어야 합니다.
l

사용자가 누구이며 각 역할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이 정보는 Tableau Blueprint 플

l

래너 의 Tableau 사용자 페이지57로부터 집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자는 한 장소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l

l

얼마나 빨리 업무를 실행하기 시작해야 합니까? 사용자의 역할 수행 성공 여부에
영향을 받는 조직 수준의 이니셔티브 또는 목표를 고려해 보십시오.
사용자가 어떤 학습 방식을 선호합니까? 어떤 학습자는 몰입형 강의실 학습을 선
호하는 반면, 다른 학습자는 일상 업무와 병행하여 자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학습
을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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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답변을 통해 사용자 개인과 조직 전체에 가장 적합한 활성화 옵션을 결정할 수 있습
니다.

학습 경로
역할 기반 학습 경로는 사용자 숙련도를 높이도록 설계됩니다. 사용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전문가가 각 경로를 선별합니다. 학습 경로에는 자신의 속도
에 맞춰 진행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강의실 교육 과정, 무료 리소스 및 Tableau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평가가 포함됩니다. 학습 경로는 각 교육 역할의 사용자가 필
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안내하는 한편, 분석 기술을 보유한 사용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빠르
게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 경로 개요의 교육 제품을 참조하십시오.
학습 경로는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에 매핑되며 조직에서 식별한 각 역할
에 맞는 명확한 경로를 제공합니다. 둘 이상의 교육 역할을 담당하는 사용자의 경우 여러 경
로를 완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습 경로는 Creator 구독용 온라인 학습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 집합(총괄 운영 위
원, 커뮤니티 리더 및 소비자)은 Explorer 구독용 온라인 학습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일부
경로에는 추가 비용이 있는 강의실 과정이 포함됨).
데이터 문화 활성화:
l
l
l

총괄 운영 위원 (무료)
커뮤니티 리더 (무료)
데이터 관리자

인사이트 제공 및 비주얼리제이션 솔루션 개발:
l
l
l
l
l
l

소비자 (무료)
작성자
디자이너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개발자

최적화된 환경의 배포 및 관리: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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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습 경로에는 선별된 기술 구축 활동 외에도 학습된 개념과 기술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도록 보장하는 이해도 점검이 포함됩니다. 각 학습 경로의 끝에는 해당 경로의 핵심 개념
을 다루는 기술 평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면 사용자는 역할 배지를 획득합니
다(역할 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통과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재평가를 시도
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자세한 학습 목록이 제공됩니다.
각 학습 경로의 콘텐츠를 살펴보려면 Tableau 온라인 학습 샘플 을 참조하십시오.

교육 리소스
역할 기반 학습 경로는 가장 확장하기 쉽고 일관되게 사용자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유료 교육 과정 및 다른 리소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필요 시 사용자 기술의
폭이나 깊이를 확장하기 위해 학습 경로에 리소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l

l

l

온라인 학습 – Tableau 온라인 학습은 사용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 진행할 수
있는 웹 기반 교육입니다. 교육 과정은 대화형이며, 기술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Tableau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 경로 및 교육 과정
에 대한 액세스가 구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실 교육 과정 – 강사가 진행하는 포괄적인 교육을 통해 사용자는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또는 가상 강의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강
의실 교육 과정은 집중에 방해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조직에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그룹이 있다면, Tableau 강사가 이끄는
온사이트 강의 를 선택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무료 교육 동영상 – 정규 교육을 보완하는 사전 녹화된 이 동영상은 사용자에게 특정
기능이나 개념을 빠르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동영상은 독립형 교
육을 위한 것이 아니며 정규 교육 솔루션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온디맨드 웨비나 – 이 웨비나 라이브러리는 Tableau 제품 릴리스에서 틈새 산업 주제
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지식 리포지토리 역할을 합니다.

Tableau 사용자를 위한 자체 교육 자료를 선별하려는 조직은 해당 직무에 대한 Tableau 설명
서, 동영상 및 기타 부수적인 기술 리소스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순차적 기술 및
지식 개발과 함께 권장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십시오.
Tableau의 교육 리소스 외에도, 사용자가 일상적인 직무, 회사 데이터 원본 및 조직의 모범
사례에 이러한 제품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조직에 맞는 컨텍스트를 추가하
십시오. 내부 프로그램에 분명한 목표와 마감일을 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달성할 적절
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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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평가 및 보상 시스템
책임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은 사용자의 기술 개발 경로에 함께하는 일련의 체크포인트 및 주
요 점검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서 공통의 목표와 성과를 설정하여 사용자가 기
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장려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인 프로세스이
며, 조직의 배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학습 및 보상 기회가 필요합니
다.
기술을 검증하는 다음 세 가지 접근 방식을 교육 계획에 통합해 보십시오.
l
l
l

역할 배지
Tableau 제품 자격증
기술 벨트

역할 배지
Tableau 교육 역할별 기술 페이지203에 나와 있는 대로 역할 기반 학습 경로의 끝에서, 사
용자가 핵심 개념을 다루는 부담이 적은 객관식 기술 평가를 통과하면 역할 배지를 받게 됩
니다. 역할 배지는 특정 역할의 지식을 입증할 수 있게 사용자가 계속해서 학습하도록 장려
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학습 경로의 모든 교육 과정을 완료해야 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고급 사용자는 평가 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통과 점수를 받으면 특정 역
할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통과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기술
격차를 보완해 줄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 학습 또는 강의실 교육 과정에 대한 권장 사항이 제
공됩니다. 역할 배지는 공개 URL을 통해 공유할 수 있으므로, 조직 수준에서 진행 상황 모니
터링 및 측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LMS 시스템 또는 인트라넷에 배지를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구독 을 통해 역할 배지 및 기술 평가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Tableau 제품 자격증 을 통해 사용자는 전문성을 입증하고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자격증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사용자가 공식적인 업무에 Tableau 제품 지식을 적
용할 수 있음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감독형 시험은 전문 자격증 프로그램에 대한 업계 표준
을 따르기 때문에 역할 배지 기술 평가보다 더 부담됩니다. 팀 내에서 자격증을 장려하고 지
원하는 것은 전문 경력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 주는 것이며, 개인이 노력할 수 있
는 명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 점검 단계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
용자의 핵심 그룹을 만들면 이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며, 동료의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이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Desktop과 Server, 두 제품에 각각 획득할 수 있는 세 가지 자격
증 수준인 Specialist, Associate, Professiona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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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

시험 수준

제품별

Specialist

Tableau Desktop Specialist – 기본 곧 출시 예정
적인 기능 및 제품에 대한 이해를
테스트합니다.

Associate

Tableau Desktop Certified

Tableau Server Certified

Associate – 종합적인 기능 및 제
품 전문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Associate – 관리 기능 및 플랫폼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도높
아짐
↓

Professional Tableau Desktop Certified

Professional – 고급 기능 및 시각
적 모범 사례 적용을 테스트합니
다.

Tableau Server Certified
Professional – 아키텍처 지식 및
플랫폼 통합 전문성을 테스트합
니다.

감독형 온라인 시험은 연중무휴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테스트 센터로 찾아가는 대신 컴퓨터
및 네트워크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전 세계 어디서나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Tableau
Conference와 같은 일부 Tableau 이벤트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참고 : 자격증 배지는 역할 배지와 어떻게 다릅니까 ?
자격증 배지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 감독형, 보안 방식의 시험을 통과하여 제품 지식
을 입증한 사용자의 중요한 성취 결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할 배지는 자체 감독,
비보안 방식의 기술 평가를 통과한 사용자의 덜 중요한 성과를 인정합니다.

기술 벨트
기술 벨트 프로그램은 내부에서 만든 배지 및 보상 프로그램으로, 내부적으로 선별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기술 벨트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기능, 스토리텔링, 디자인, 비주얼
리제이션과 성능의 모범 사례, 커뮤니티 리소스에서 측정 가능한 지식을 순차적으로 구축하
는 사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각 기술 수준을 완료하려면 사용자는 새
로운 지원자를 위해 동료 및 멘토 리소스 역할에 자원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식을 공유하
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Tableau 기술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도
록 사용자를 격려하여, 참가를 보장하고 조직 전체에서 유기적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
습니다.
기술 벨트 프로그램에는 관리, 거버넌스 및 프로모션 면에서 지원자와 챔피언 모두가 필요합
니다. 프로그램 관리를 돕기 위해 추가 리소스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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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조직은 학습 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 전달 시스템 내에서 평가를 관
리하는 방법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기술 벨트와 메리트 배지 전체에서 필수 콘텐츠 및 측정 도구를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

실습 — 사용자가 따라 할 수 있는 안내 동영상 또는 웨비나로, Tableau 통합 문서를

l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서 — 사용자가 읽도록 작성한 긴 형식의 교육용 문서입니다.
모범 사례 — 일반적으로 시각적 모범 사례 및 성능 모범 사례에 중점을 두는 다양한

l

형식의 소비형 콘텐츠입니다. 사용자의 기술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기술적이며 거버

l

넌스와 관련된 주제가 콘텐츠에 포함됩니다.
스토리텔링 — 사용자가 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소
프트 스킬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다양한 형식의 소비형 콘텐츠입니다.

l

블로그 — 대개 Tableau 직원 또는 공개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예: Tableau 전문가)가
작성하는 다양한 출처의 유용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에는 실습 활동, 모범 사례 또

l

는 추가 리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조 자료 — 참조 문서, 커뮤니티 가이드(예: GitHub), 기타 교육용 참조 자료(예: 차트

l

계층) 및 보충 자료.
과제 — 사용자가 완료할 수 있는 Tableau 통합 문서 예제로, 참조용 해답이 포함되어

l

있습니다.
중요 점검 단계 — 기술 벨트 또는 메리트 배지를 얻기 위해 사용자가 완료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에 참여하리라고 기대하거나, 각 기술 벨트 수준에서 사
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마스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은
완벽한 숙달이 아니라 개념을 접하고 지식을 구축하는 것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
어, 사용자는 Python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도 전문가 수준의 인식
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Python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하는 사용자는 일부에 불과하지
만, 모든 사용자가 Python과 Tableau를 어떻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며, 나
아가 이것이 조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게임화
학습의 게임화(Gamification)는 모든 기술 벨트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게임화는 학습 환경
에서 게임 요소 및 디자인을 사용하여 학습자가 학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 접근 방
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피로나 불안을 극복하고 참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게임화는 올바른 메커니즘을 통합함으로써 사용자가 더 많이 참여하고 학습을 지
속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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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업 성취, 적절한 행동 및 소셜 참여(예: 동료
돕기, 댓글 달기, 가치 추가)에 대해 보상(예: 조직 내 지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술 벨트
및 메리트 배지는 조직 내 지위나 명성을 전달함과 동시에 학업 성취와 자원봉사 활동을 인
정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장려하려면 기술 벨트 및 배지 이름을 재미있게 지어
야 합니다. '제다이 마스터'는 '분석 전문가'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름입니다. 벨트 이름(예: 콘
테스트)을 선택하는 데 커뮤니티를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름을 짓는다
면, 프로그램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게임화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학급 또는 학급공동체의 느낌을 시뮬레이션하여 프로그램
을 가능한 한 사회적 분위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성취를 통해 동료의 인정을 바라는 사
용자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동료의 압박 또는 다른 참가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기
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점수와 비주얼리제이션을 보여주는 리더 보드를 활
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keover Monday 및 비주얼리제이션 게임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경쟁을 늘리고 추가적인 보상 및 인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
램은 참가자들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학습 과정에서 발전하며, 다음 단계가 무엇
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기대감은 강
력한 동기 부여 요소이며, 학습자가 더 오랜 기간 학습 흐름에 흥미를 느끼고 참여하도록 이
끌어줍니다.

자원자 공로 인정
피어 투 피어 지원 페이지286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직원은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피어 투 피어 지원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직원은 데이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더 나
은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데이터 문화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그
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자원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방법의 몇 가지 예입
니다.
l

Tableau 사용자 그룹을 주최할 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치하하는 시간을

l

따로 마련하여 조직이 한층 더 데이터 기반이 되도록 하십시오.
귀하가 커뮤니티 리더라면, 자원봉사자의 상사에게 영향력 있는 메트릭과 피드백(데
이터 닥터 이용자 만족도 점수, 지원한 사용 사례 수, 구체적인 기여 내용)을 제공하십
시오.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닥터의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의 기
여도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이를 정기 평가 또는 연말 평
가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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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사 용 자 참 여 및 수 용 측 정
Tableau가 조직 전체에서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에게 광범위하게 배포됨에 따라, 관리자
는 작성되고 소비되는 콘텐츠가 검색 가능하고 최신 상태이며 대상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및 수용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은 배포를 규모에 맞게 운영하고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은 사용자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누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며 그 품질은 어떤지 파악하고, 게
시되는 대시보드와 데이터 원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인증된 콘텐츠와 샌드박스 콘텐츠 사
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소비되지 않는다면 그 콘텐츠를 식별하여 아카이브하거
나 삭제하는 적절한 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범 사례 권장 사항: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을 Tableau 모니터링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런 인사이트를 관
리자, 사용자 및 챔피언 그룹 회의와 같은 내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1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형성하고 더욱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십시오.
예를 들어 적은 수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찾았는데 그중 어느 것도 인증되지 않았다면, 사
용 사례 파악에 관한 다음 그룹 회의에 세션을 추가하고 대상 사용자 규모를 기준으로 게시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조직의 모범 사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인증하면 새
로운 데이터 큐레이션 기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데이터 원본과 통합 문서 콘텐츠, 사용자 및 시스템 성능, 확장성 및 크기 사이의 관계를 이해
하는 것은 현재 사용 현황과 향후 성장률을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Tableau
Server 관리자와 Tableau 사이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리더 사이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소통이 플랫폼에서 신규 사용자와 사용 사례를 위
한 계획에 필수적입니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l

팀 또는 사용자 그룹에는 알려진 데이터 원본 모음이 있으며, 이를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

l
l

로 식별 및 준비하거나 통합 문서에 내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과 내장된 데이터 원본은 대시보드를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대시보드에는 특정 대상 사용자가 있거나, 해당 콘텐츠를 반드시 봐야 하는 사용자 그룹

l

이 있습니다.
특히 Tableau Server의 경우, 사용자 참여는 서버 확장성 및 규모 결정에 영향을 주어 예
산 계획 및 조달 요청에 부합하는 하드웨어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Tableau Cloud는 호
스팅되는 분석 솔루션이므로 Tableau에서 확장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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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역할 및 책임
초기 계획 단계 중에 Tableau 프로젝트 팀 역할 및 책임 페이지72을 정의하고 할당했습
니다. 조직 및 배포 규모에 따라, 측정 및 모니터링 책임을 여러 팀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Tableau Server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
서 이제 막 Tableau 사용을 시작하는 중이거나 배포 규모가 작은 경우, 단 한 사람이 콘텐츠
조직, 사용 권한 그리고 사용자 및 그룹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뿐 아니라, 모니터링 및 측정
책임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의 배포에서는 측정 역할이 일반적으로 기술 플랫폼
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 모니터링에만 중점을 둡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링 역할 및 책임 페이지172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를 더욱 폭넓게 확장하기 시작할 때는 콘텐츠 사용률, 사용자 참여, 비즈니스 목표
를 더 잘 이해할 더 많은 사용자의 Tableau 수용, 주요 메트릭, 각각의 영역에 대해 예상되는
트래픽과 행동을 측정할 책임을 위임해야 합니다. Tableau 사이트 관리자 및 프로젝트 리더
역할에는 정해진 관리 책임의 범위가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 범위는 Tableau
Server 사이트 수준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수준까지인 반면, 프로젝트 리더의 책임 범
위는 프로젝트까지입니다.

Tableau

측정 책임

역할
Tableau

Tableau Server에서 사이트의 사용자, 그룹 및 콘텐츠의 하위 집합을 구분해야

사이트

할 때, Tableau Server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및 사용자 지정 사이트 수준 관리

관리자

뷰를 사용하여 콘텐츠 및 데이터 원본 트래픽, 콘텐츠 성능 및 크기, 작업 상태,
직접 및 간접 사용자 참여 그리고 로그인 빈도, 마지막 로그인 이후의 일수 등
의 기타 행동을 측정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 관리자는 가장 높은 관리자 역할입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관리 사이트 수준 뷰 및 Tableau Cloud 관리자 인

220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Tableau

측정 책임

역할

사이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및 데이터 원본 트래픽, 콘텐츠 성능 및 크기, 작업
상태, 직접 및 간접 사용자 참여 그리고 로그인 빈도, 마지막 로그인 이후의 일
수 등의 기타 행동을 측정합니다.
프로젝

프로젝트 리더 설정에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 이러한 프로젝

트 리더

트에 있는 모든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에 대해 다중 사용자 액세스를 허용하
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일 필요
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또는 Tableau Cloud 인
사이트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사용해 각 프로젝트에 대한 콘텐츠 사용률과 사
용자 참여도를 측정합니다.

측정을 위한 관리 뷰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 또는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의 데이터는 기본 관리 뷰
및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사용하여 분석합니다. 관리 뷰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포함된 대시보드이며,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기본 관리 뷰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서
버 상태 또는 사이트 상태 페이지에서 관리 뷰로 이동합니다.
서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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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이트 기본 관리 뷰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매주 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l

뷰에 대한 트래픽 — 게시된 뷰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자입니다. 트래픽을 예상 대상 사

l

용자 규모와 비교합니다. (Tableau Server)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량 및 사용자입니다. 트
래픽을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와 비교합니다. (Tableau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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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 (Tableau Cloud)
모든 사용자의 동작 — 사이트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사용자에 대한 동작입
니다. (Tableau Server)

l

특정 사용자의 동작 — 사용된 항목을 포함한 특정 사용자에 대한 동작입니다. (Tableau

l

Server)
최근 사용자의 동작 — 사용자의 최근 동작입니다(마지막 동작 시간 및 유휴 시간 포함).

l

(Tableau Server)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완료,
보류 중, 실패 상태의 추출 작업 세부 정보입니다.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l
l

Bridge 추출 — (Tableau Cloud)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완
료, 보류 중, 실패 상태의 비추출 백그라운드 작업 세부 정보입니다.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l
l

로드 시간 통계 — 뷰 로드 시간 및 성능 기록입니다. (Tableau Server)
공간 사용량 통계 — 추출 및 라이브 연결을 포함하여 게시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의
공간 사용량입니다.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l

오래된 콘텐츠 — (Tableau Server | Tableau Cloud)

사용자 지정 관리 뷰는 식별된 사용자 행동 및 조직의 특정 KPI에 대한 심층 분석에 유용합니
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기본 관리 뷰 통합 문서와 그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고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 콘텐츠 및 사용자 행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텐츠를 관리하지만 전체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아닌 사용자와 프로젝트 리더는 소비량을
보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와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 게시된 기본 관리 뷰
통합 문서를 사용하여 오래 걸리는 뷰 로드 시간과 같은 데이터 기반 알림 을 설정하거나 어
떤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이 예상 크기 제한을 초과하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출
크기가 1GB 미만일 것을 표준으로 설정한 경우 공간 사용량 통계 뷰에 1GB 이상인 모든 추
출에 대해 알림이 설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로 알려진, 커
뮤니티에서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을 GitHub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l

TS 백그라운드 작업 — 주로 백그라운더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

l

작업을 분석합니다.
TS 콘텐츠 — Tableau Server의 각 뷰, 통합 문서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대략적인

l

수준의 요약 데이터입니다.
TS 데이터 연결 — 통합 문서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모두 기초 데이터 연결에 매핑합니
다. 어떤 통합 문서가 어떤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고, 그다음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
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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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S 이벤트 — 사용자 로그인, 뷰 액세스, 콘텐츠 게시 등 Tableau Server에서 발생하는

l

이벤트를 표시하는 마스터 감사 데이터 원본입니다.
TS 사용자 — 사용자 활동에 대해 집계된 정보입니다.
TS 웹 요청 — Tableau Server 웹 서버 구성 요소를 통해 생성된 요청입니다. 비주얼리제

l

이션과의 사용자 상호 작용 및 성능 모니터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와 데이터 원본을 생성합니다.
이 프로젝트와 콘텐츠는 처음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만 보입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누가 이 데이터를 이용하면 좋을지 고려하여 그에 따라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합
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l

TS 이벤트 — 사용자 로그인, 뷰 액세스, 콘텐츠 게시 등의 이벤트를 표시하는 마스터 감

l

사 데이터 원본입니다.
TS 사용자 — 사용자 활동에 대해 집계된 정보입니다.

Tableau 콘 텐 츠 사 용 률
사용률은 의사 결정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한 데이터 시각화의 측정값으로, 뷰에 대한 트
래픽으로만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이 데이터는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사용 사례 탭에
설명된 예상 대상 사용자 규모의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Tableau Server 배포는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로 사용자 지정 뷰를 만

듭니다 .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관리자 인사이트 라는 선별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가 500명인 경우
에는 뷰에 대한 트래픽 대시보드에 한 달에 약 10,000회의 조회수(20 영업일 * 500명의 사용
자)가 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250명의 사용자가 하루에 두 번 대시보드를 본다면
참여율은 50%로, 정보가 관련성이 있는지, 기술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는 절반에 해당하는
대상 사용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대시보드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지를 파악해
야 할 시점입니다.
Tableau Server에 게시된 콘텐츠의 경우, 각 콘텐츠 제작자는 통합 문서의 축소판 위에 마우
스를 올리거나 메뉴에서 '이 뷰를 본 사용자'를 선택하여 스파크라인 도구 설명에서 자신의
콘텐츠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TS 이벤트 관리자 인사이트 데
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에 액세스한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탐색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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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률

1. 사이트 또는 프로젝트 내에서 뷰 트래픽은 어떻습니까? (매월) — 사이트 및 프로젝트의
사용 현황 추세를 이해하면 성장을 파악하거나, 추가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용자에게 사
용 가능한 콘텐츠를 교육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프로젝트 트래픽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하단의 나머지 색상은 평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이벤
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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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180일 대비 30일 동안의 뷰 트래픽은 어떻습니까? (매월) — 트래픽이 낮은 뷰는 기
간 내의 활동 임계값을 기준으로 검토 및 아카이브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게시했지만
보는 사용자가 없으면, 시스템 리소스만 소비되고 사용자가 더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에서, 지난 30일 동안 세 개의 대시보드(주황
색)만 사용자가 액세스했습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에서 TS 콘텐츠를 사용합니
다. 참고: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는 90일 동안의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TS 이벤트를 사용하여 각각 지난 90일 동안과 30일 동안 액세스된 뷰를
대조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3. 액세스 이벤트와 관련하여, 통합 문서의 잠재 사용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매월) — 새
콘텐츠의 사용 사례를 식별할 때에는 특정 통합 문서의 대상 사용자 규모를 예상해야 합
니다. 고유한 소비자의 수를 액세스 이벤트의 수와 비교하면 콘텐츠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적은 잠재 사용자/적은 트래픽)의 콘텐츠를 검토하여 더 이상 유
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
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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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세스 이벤트와 관련된 데이터 원본의 잠재 사용자 규모는 얼마입니까? (매월) — 이전
예제와 유사하게, 새 콘텐츠의 사용 사례를 식별할 때에는 특정 데이터 원본의 잠재 사용
자 규모를 예상해야 합니다. 고유한 소비자의 수를 액세스 이벤트의 수와 비교하면 콘텐
츠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적은 잠재 사용자/적은 트래픽)의 콘텐츠
를 검토하여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
와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5. 콘텐츠를 작성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매월) —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사용자는 조직의 최신 분석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가 Tableau에 게시하는지 파악
하려면 프로젝트, 통합 문서, 인증된 데이터 원본 및 인증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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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십시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Tableau 사 용 자 참 여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 모두 사용자 행동의 측정값입니다. 직접 참여에는 대시보드 보기, 대
시보드와 상호 작용, 데이터 원본 연결 및 웹 작성이 포함됩니다. 간접 참여에는 구독과 사
용자에게 전달되는 알림이 포함됩니다. Tableau Server 배포는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
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인사이트 로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듭니다 . Tableau Cloud 사이
트 관리자는 관리자 인사이트 라는 선별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로그인 빈도
사용자가 몇 번이나 로그인했나요? (매월) — 사용자 참여를 측정하려면 로그인한 횟수, 한
번 로그인하고 나서 다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 한 번도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를 수량
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열 두 명의 사용자가 한 번 로그인한 이후에 다시 로그
인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
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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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로그인 이후의 경과일
콘텐츠 사용이 일상적이 되었나요? (매월) — 마지막 로그인 이후의 일수를 수량화하여 사용
자가 Tableau를 늘 사용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49일 동안 Tableau
에 로그인하는 사용자가 4,065명이면 Tableau 사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HR 데
이터를 결합하여 부서 또는 팀 내에서의 참여도를 보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사용자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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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및 알림
구독 및 알림 이메일이 사용자에게 전송되고 있나요? (매월) — Tableau에서의 직접(게시,
보기 및 상호 작용) 및 간접(구독 및 알림) 활동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와
직접 상호 작용하지 않는 사용자라도 구독 및 알림 기능을 통해 이메일을 받을 수 있으며, 구
독 보내기 이벤트와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 이벤트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이를 수량화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인사이트와 Tableau Cloud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모두 TS
이벤트를 사용합니다.

커뮤니티 참여
사용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내부 Tableau 커뮤니티의 사용자 참여 데이터를 정
량화하면 되풀이되는 질문과 전체적인 수용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한 사내
커뮤니티 내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메트릭으로는 일정 기간 데이터 닥터 상담 횟수와 질문을 하며 재방문하는
동료의 백분율이 있습니다. 이들 메트릭은 사용자가 겪는 문제의 수량과 초점에 대한 기초
정보를 줍니다. 다른 메트릭으로는 데이터 닥터나 Tableau 챔피언 팀의 성장, 또는 Tableau
의 날 참석자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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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규모 및 성능
대시보드가 느리고 추출 새로 고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누적에서 오는 결과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능은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에서 공동 책임입니
다. 정의한 성능 임계값을 기반으로 사용자와 협력하여 성능을 기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합
니다. 아래 대시보드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의 기본 관리 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
다.

1.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크기의 분포는 어떻습니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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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au Server에만 해당: 뷰를 로드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매주) — 통합 문
서가 너무 느리게 로드되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해 로드 시간 예상치를 설정했습니까?
예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3. 추출 수행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주) — 추출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추출 새
로 고침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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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ableau Cloud에만 해당: Bridge 클라이언트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매주)

5. 구독은 정시에 전달됩니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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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규정 준수는 사용자가 회사 내부 정책 및 절차, 그리고 해당될 시 외부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
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정의될 예정이거나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의 몇 가지 예입니다.

1. 사용자 이름 및 암호에 서비스 계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개인 계정을 사용합니까? (매
주)
2. 내장된 암호로 인해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상승됩니까? (매주)
3. Tableau 데이터 원본 또는 대시보드 수준에서 행 수준 보안(Row Level Security)을 구현
할 때, 사용자 권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까? 누가 편집/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
누가 할 수 없습니까? RLS를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까?
4. 시각적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색상, 브랜딩, 비주얼리제이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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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분 석 모 범 사 례
사용자는 분석 모범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표시하기 위한 지침, 표준 및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일반적인 모범 사례 외에도, 분석 기능으로
발전할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조직에 적용할만한 추가 사례를
고려해보십시오.
조직의 모범 사례를 정의했으면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전에 기록된 콘텐츠, 온라인 회의 및 오프라인 세션을 혼합하여 데이터 기반 조직으로 전
환하는 과정의 일부로 모범 사례를 소개, 강화 및 제도화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완벽한 전
체 목록은 아니더라도 몇몇 가장 일반적인 분석 모범 사례를 이 문서에 정리합니다.

왜 시각적 분석일까요?
시각적 분석은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수단입니다. 시각적 분석은 분석 프로세스 자체
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합니다. 시각적 인터페이스 내에서 질문하고, 답을 얻고, 후속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적 요약에서 또 다른 시각적 요약으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됩
니다. 나중에 스토리를 되돌아보며 다시 생각하고, 탐색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각
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직접 보고 상호 작용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
다.

사전 주의적 특성
시각적 분석은 사전 주의적 특성을 활용하여 사용자를 가장 유용한 경로로 안내합니다. 사전
주의적 특성이란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처리하기 전에 시각적으로 거의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다음은 사전 주의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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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주의적 특성
사람들은 이러한 패턴을 생각이나 사고 과정 없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데이
터를 표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은 상황을 빠르게 평가하고, 패턴
을 식별하며, 무엇인가에 반응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인간 사회에서 진화했습니
다. 콘텐츠 제작자는 Tableau에서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할 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하
기 위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인코딩합니다.

시각적 인코딩 설명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Tableau를 배포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 분석의 가치를 즉각적
으로 알아차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스프레드시트 또는 표 형식의 보고서를 고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각적 분석의 가치를 전달하고, 데이터를 시각적
으로 인코딩할 때 가능한 한 색상, 모양 및 크기를 사용하여 그들이 데이터를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를 더 익숙하게 보이도록 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먼저, 익숙한 표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예는 텍스트 표에서 판매 및 수익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최고값과 최저값을 찾으려면 전체 표의 행과 열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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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표 데이터

색상과 괄호를 사용하여 음수의 서식을 지정하면 눈에 잘 띄기는 하지만, 음수를 찾는 경우
에만 그러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값을 비교하기 위해 표를 살펴봐야 합니다.

색상으로 음수를 나타낸 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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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텍스트 표와 전체 비주얼리제이션 사이의 중간 형식으로, 매출 및 수익 측정값에
개별적으로 색상을 적용하여 높은 값과 낮은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뷰어가 여전
히 두 측정값 사이의 색상 범주를 조정해야 합니다.

색상 그라데이션으로 매출 및 수익을 나타낸 표 데이터

마지막으로 매출은 길이로 인코딩하고 수익은 색상으로 인코딩하여 전체 비주얼리제이션
을 표시합니다. 그러면 최고 매출과 최저 수익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대 길이로 매출을 나타내고 색상으로 수익을 나타낸 시각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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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조직의 Tableau 사용자에게 시각적 분석의 이점을 소개하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자체 소개 동영상을 녹화하여 활성화 인트라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시각적 분석의 주기
시각적 분석은 비선형 프로세스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초기 작업 또는 질문을 염두에
둔 채로 시작해서, 관련 데이터를 찾아 분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는 동안,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새로운 시각적 매
핑을 선택하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몇 단계를 되돌아갑니다. 이 예는 시각적
분석 주기의 어느 단계에서나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BI에서는 분석의 흐름을 달성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시각적 단서와 반복의
힘을 활용하는 대신, 중요 점검 단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요구 사항의 수집은
개발로 이어지고, 테스트를 거쳐 결국 출시로 연결됩니다.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면,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므로 단계가 더 유연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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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시작하기
자신을 위해 작성하든 남을 위해 작성하든, 시각적 분석의 주기는 답을 구해야 할 비즈니스
질문 또는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데이터 질문을 할 때 광범위한 주제로 시작한 다음, 각 질
문에 특수성을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요약에서 세부 정보까지 콜센터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l
l
l
l

매월 몇 건의 전화를 받습니까?
전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가장 많은 통화 유형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많은/적은 전화를 받습니까?

흔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비즈니스 질문을 이해합니다. 또는 대시보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대시보드에서 다뤄야 할 비즈니스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원을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성공하기
위한 단계는 비슷합니다.
l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업무 관계를 위한 관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들의 경험에 대

l

해 알아보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도하십시오.
"라인 그래프를 원하십니까?" 또는 "추세선을 만들어야 합니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으십니까?" 또는 "어떤 질문에 답하고 싶으십니까?"

l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예제를 활용하십시오. 기존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질문하십시오.

데이터 가져오기
사용자의 질문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과연 그들이 올바른 데이
터 원본을 찾아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다양한 정형, 반정형 및 원시 데이터 원
본에서 조직의 여러 부서에 존재하는 고립된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데이터를 가져
올 수 있는 위치를 아는 것이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는 과정에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
다.
발견 프로세스 중에,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페이

지44에서 주요 데이터 원본과 각 부서 또는 팀 내에서 데이터가 배포 및 소비되는 방식을 식
별했습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사용 사례 및 데이터 원본 페이지47 탭
에 문서화된 특정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고, 어떤 원본이 가장 많은 대상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지를 우선순위로 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들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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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자는 초기 사용 사례 외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
져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사용 사례
를 발견하고 필요한 데이터가 이미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반복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미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콘텐
츠 제작자는 이에 연결하여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존재하지 않
는 경우, 작성자는 완벽히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으로 진행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데
이터 관리자와 협업하여 샘플 데이터 파일이라도 그들이 보유한 데이터로 작업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 집합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 집합이 샘플을 대체합니다.

시각적 매핑 선택
콘텐츠 제작자는 데이터를 가져온 후에 뷰에 측정값과 차원을 추가하여 데이터를 탐색하기
시작할 것이며, Tableau는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비주얼리제이션을 제공합니다. 콘텐
츠를 작성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비주얼리제이션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데
이터를 탐색하고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각적으로 인코딩하면, 데이터에서 인사이
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 유형에 적합한 시각적 매핑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행동을 유도하
는 데 중요합니다. 다음은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시각적 매핑의 다섯 가지 주
요 유형입니다.
l
l
l
l
l

막대로 표현되는 비교
맵으로 표현되는 공간
라인으로 표현되는 시간
분산형 차트로 표현되는 두 측정값 비교
텍스트 테이블로 표현되는 정확한 숫자

데이터 보기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은 종종 예기치 않은 관계, 이상값 및 추세를 표시합니다. 놀라운 발
견은 사고 과정을 자극하여, 심층 분석 또는 다른 탐색 경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Tableau의
상호 작용 모델은 점진적 변화라는 개념에 기반합니다. 동작(예: 필터)을 수행할 때마다,
Tableau는 즉시 새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점진적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능한 비주얼리제이션의 넓은 공간을 직관적으
로 탐색하여 올바른 비주얼리제이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탐색 작업에 집
중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질문은 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시각적 분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보를 보는 방법을 배우면서 천천히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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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데이터를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인터페이스는 질문을 답으로 점
진적으로 정제하는 프로세스에 기반합니다. 분석가뿐만 아니라 모든 Tableau 사용자는 데
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고, 데이터를 의사 결정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개발
이전에는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시각화가 분리된 작업이었습니다. 분석가는 데이터 원본에
서 답을 찾기 위해 쿼리를 실행하고 계산을 작성한 다음, 정해진 차트나 그래프로 결과를 내
보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쿼리 프로세스를 시각적으로 만들면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
식으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분석을 사용하면 좀 더 조사해야 하는 상황으
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므로, 분석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인사이트를 찾고, 인사이트를 최적화된 참여 방식으로 전달
하는 것입니다. 시각적 분석에서는 계속해서 '왜'라고 묻기 때문에, 작성자든 소비자든 데이
터에 대해 직관적으로 묻고 답하게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 사고는 콘텐츠 제작자(종종 분석가, 개발자 또는 데이터 과학자)와
정보 소비자 모두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그룹 모두 인사이트를 개
발할 때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l
l
l
l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답을 얻을 때 나는 그것을 신뢰하는가?
내 데이터가 유용한지 질문할 능력이 있는가? 정확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실을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편견을 확인하려고 노력하는가?

활용(공유)
발견 내용을 공유하면 동작, 결과 및 솔루션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공유되지 않는 발견은
쓸모가 없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Prep 흐름: Prep 흐름을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하고 필요할

l

때 Prep Conductor로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다른 사람이 새 통합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원
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또는 라이브) 연결
또는 일정에 따라 새로 고칠 수 있는 추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 및 Tableau 데이터 서버로 관리되는 데이터 액세
스 구현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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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합 문서: 통합 문서는 뷰, 대시보드, 스토리 및 데이터 연결로 이루어집니다. 배경 이미
지 및 사용자 지정 지오코딩과 같은 로컬 리소스가 서버 또는 다른 Tableau 사용자가 액
세스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 이러한 로컬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체크리스트는 게시된 콘텐츠가 목적을 충족하고 의도된 비즈니스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유용한 리소스입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이 잠재적인 게
시 및 인증 후보로서 정확한지 보장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및 계산 정확성 외에도,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 사이트 역할에 따
른 브랜드, 레이아웃, 서식 지정, 성능, 필터, 대시보드 동작 및 사용 범위를 넘는 행동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합니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 프로모션 및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거버넌스 페이지79를 참조하십시오.

시각적 모범 사례
시각적 모범 사례는 대상 사용자의 행동을 주도하는 유익한 비주얼리제이션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적인
대시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통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없다
면, 흥미로운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아름다운 대시보드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가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및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대시보드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대화형 요소를 갖추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레이아웃을 따르며, 간
결한 디자인을 갖추어 복잡한 의사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데이
터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자동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활성화 인트라넷에서 공유할 수 있는 몇 가지 백서 링
크입니다.
l
l
l
l

시각적 분석 가이드북
상황에 맞는 차트 또는 그래프 작성
양호한 수준에서 최상의 수준으로
효율적인 통합 문서 디자인

부록에서 저명한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제공하는 책 목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
서와 책을 분석 커뮤니티의 리소스에 추가하면 시각적 모범 사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내재화
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대상 사용자
최상의 비주얼리제이션은 의도하는 대상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
엇을, 누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사용자가 이 주제에 대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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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주제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신호가 필요합니
까?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생각하면 성공적인 대시보드를 만드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상 사용자가 경영진이면 행 수준의 트랜잭션이 아니라 요약 수준의
집계된 데이터 및 KPI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텍스트
뷰에 컨텍스트를 포함하십시오. 제목, 캡션, 단위 및 설명은 대상 사용자가 데이터 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데이터 및 시각화를 활용하여 스토리를 전달하도록 노
력하십시오. 좋은 스토리는 단순히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
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미적인 부분에 유의할 뿐 아니라 종종 감성적인 것들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
오. 즉, 효과적인 뷰는 대상 사용자들로부터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들과 진솔한

l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타일 또한 중요합니다. 뷰가 일관적이고 보기에 좋은지 확인하십시오. 뷰는 본인 및

l

본인의 관심사를 대표합니다.
사람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는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화형 요소를 사
용하면 대상 사용자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발견에 이

l

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생생하고 기억에 남는 뷰를 작성하십시오. 구조와 컨텍스트에 유의하십시오.

차트 선택
차트 선택 은 답하려는 질문 또는 전달하려는 특정 인사이트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차트에는 항상 각각의 상충되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한 차트 유형으
로 공유하려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상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
는지를 항상 자문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Tableau 표현 방식 패널의 차트 유형과 각
차트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활성화 인트라넷에 게시하여 새 사용자
를 교육해야 합니다.

차트

설명
라인 — 시간에 따른 데이터 추세를 봅니다.
예: 5년 동안의 주가 변동, 한 달 동안의 웹 사이트 페이지 조회수, 분기별 매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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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설명
막대 — 카테고리 전체에서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예: 다양한 사이즈별 셔츠 수, 시초 사이트별 웹 트래픽, 부서별 지출 비율.

히트 맵 —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 목표 시장의 세그먼트 분석, 지역별 제품 수용률, 담당자별 영업 잠재 고객.

하이라이트 테이블 — 히트 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다양한 세그먼트의 시장 비율, 특정 지역의 판매 수치, 연도별 도시 인구.

트리맵 — 계층 데이터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여줍니다.
예: 전체 컴퓨터 시스템의 저장소 사용 현황, 기술 지원 사례 수 및 우선순위 관
리, 연도별 재정 예산 비교.
간트 차트 — 시간 경과에 따른 기간을 보여줍니다.
예: 시스템 사용 기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팀 선수의 경기 출전 가능 여부.

불릿 차트 — 목표 대비 메트릭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예: 판매 할당량 평가, 실제 지출 대비 예산, 실적 수준(우수/양호/부실).

분산형 차트 — 다양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조사합니다.
예: 연령대별 남녀 폐암 발병률,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 얼리어댑터와 래거드의
구매 패턴, 지역별 여러 제품 카테고리의 배송료.
히스토그램 —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합니다.
예: 회사 규모별 고객 현황, 학생 시험 성적, 제품 결함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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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트

설명

기호 맵 — 요율이 아닌 총계에 사용합니다. 차이가 작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예: 지역별 고객 수.
지역 맵 — 총계가 아닌 요율에 사용합니다. 기본 지리적 정보를 사용합니다.
예: 특정 지역의 인터넷 사용률, 다른 동네의 주택 가격.

박스 차트 — 데이터 집합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예: 데이터에 대한 빠른 이해,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방식 확인, 데이터
에서 이상값 식별.

레이아웃
대상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읽는' 방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시보드의 목적은 다
양한 뷰를 통해 사용자를 안내하고 각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시
보드에는 합리적인 '흐름' 및 서로 다른 정보의 논리적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대시보드 디
자인이 뛰어날수록 사용자는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안내할지를 고려하십시오. 사용자가 다음에
어디를 봐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디자인 이론에는 성공 비결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성공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개념입니다.
l

신문 또는 Z-레이아웃 — 사용자의 시선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른쪽 및
아래로 움직이므로 가장 중요한 콘텐츠를 비주얼리제이션의 상단 또는 왼쪽에 배치합

l

니다.
공백 — 네거티브 스페이스(빈 점)와 여백을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의 섹션을 나타냅
니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두꺼운 '격자선'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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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크기 — 더 중요한 콘텐츠(KPI, 요약, 비주얼리제이션 등)는 다른 항목보다 크게 표현해야

l

합니다.
기기 유형 — 기기에 특화된 대시보드를 사용하면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및 스마트폰
의 시청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색상
색상은 주의를 끌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미적 기능 중 하나입니다. 색상은 가장 먼저 눈에 들
어오며 즉시 특정 인사이트를 하이라이트하거나 이상값을 식별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디자인 리소스입니다.
색상 유형(알림 및 하이라이트 표시) 선택, 사용자 지정 색상표 생성 및 일관성 유지 등과 같
이 색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품질의 데이터 시각화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를 표준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일관성 있고 영향력 있는 데이터 스토리를 제작하려면 색상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l

색상 선택 관리 — 디자인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기본 색상은 중립적인 색상이어야 합니
다. 그레이 스케일 등의 기법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표현하는 지점의 대비 및 가시성을 극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강조 및 알림 등을 나타내는 확장 색상은 브랜드를 반영해야 합니
다. 데이터의 주요 메시지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확장 색상은 조금만 사용해야 합니

l

다.
색상 유형 — 연속, 분리, 분류, 하이라이트 또는 알림을 표현하는 색상 모티프를 언제 사
용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l

l

l

사용자 지정 색상표 — 회사 고유의 색상표를 만들어 균일성을 적용하고 새 사용자를
위한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관성 — 비주얼리제이션을 다시 확인하여 하나의 색상(예 : 빨강색)이 서로 다른 세 가
지를 의미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하고 반복되는 색상은 실제로는 존재하
지 않는 관계를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 디자인 과정에서 색맹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목 및 부제목
제목은 대상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쉬운 방법입니다. 워크시트 또는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부제목을 사용하여 컨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
니다. 이는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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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예처럼, 질문을 통해 대상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낸 다음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질문
에 답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제목 및 부제목

이와 마찬가지로, 필터 제목을 더 직관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는 방
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필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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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설명
도구 설명은 중요한 정보를 하이라이트함으로써 대상 사용자를 안내합니다. 아래 예에서는
글꼴을 굵게 하고 색상을 변경하여 카운티와 주를 강조하고 있으며, 분산형 차트를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관련 치수 및 측정값을 도구 설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시보드의 공간을 절약하고 정돈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비주얼리제이션 해석에 집중하
는 대신 인사이트 발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도구 설명

보는 사람이 도구 설명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면, 도구 설명과 직접 상호 작용하고 비주
얼리제이션의 나머지 부분이 작동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관련 마크와 이상값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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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설명 서식 지정

글꼴
서체는 중요합니다. 대시보드에 다양한 유형의 글꼴과 크기를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서체의 계층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아래 예에는
상위, 중간 및 하위 수준의 글꼴이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글꼴은 보는 사람의 관심을 집중
시키는 파란색입니다. 색상을 사용하여 상위 수준의 글꼴이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수준
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50

Tableau Software

Tableau Blueprint 도움말

상위, 중간 및 하위 수준의 글꼴(The Big Book of Dashboards에서 발췌)

크기, 굵기, 색상 및 유형을 통해 비주얼리제이션의 시각적 계층을 강화하기 위한 글꼴을 선
택합니다.
l

크기 — 더 큰 글꼴은 관심을 집중시킬 때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KPI, 제목 등에 가장 큰

l

글꼴을 사용하십시오.
굵기 — 더 굵은 글꼴은 관심을 집중시킬 때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전체
에서 크기와 함께 굵기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과 KPI에 모두 24pt
글꼴을 적용할 수 있지만, KPI를 굵게 표시하여 대상 사용자가 이 내용에 먼저 집중하도

l

록 할 수 있습니다.
색상 — 일반적으로 제목, 텍스트 및 KPI에는 회색과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PI를 색상 처리하여 눈에 띄게 할 수 있지만, 비주얼리제이션에 사용된 다른 색상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색은 눈길을 끌게 되므로, 제목에는 너무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시보드 크기
Tableau 대시보드는 기본적으로 고정 크기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을 유
지하는 경우, 대상 사용자가 보게 될 크기로 비주얼리제이션을 구성하십시오. '크기'를 '자동'
으로 설정하면, Tableau는 화면 크기를 기준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의 전체 차원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다시 말해, 1300x700 픽셀의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는 경우 Tableau는 더 작은 디
스플레이에 맞게 대시보드의 크기를 조정할 것이며, 간혹 이로 인해 뷰 또는 스크롤바가 축
소될 수 있습니다. '범위' 크기 조정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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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크기의 범위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만드는 경우, 특정 기기 레이아웃을 디자인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뷰와 개체 집합을 포함하는 대시보드를 태블릿과 스마트폰에서 각
기 다르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로 다른 기기 유형에 대한

대시보드 레이아웃 만들기 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상호 작용
대시보드를 디자인할 때는 대상 사용자 및 이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대상 사
용자가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숙련된 사용자는 클릭하여 시도해
보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새 사용자의 경우 지식이나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새 사
용자가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러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클릭 또는 마우스오버를 지시하는 자막을 생성해서라도 대상
사용자와 분명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터, 도구 설명 및 동작 을 사용하여 대
상 사용자가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마크를 선택하고 마우스오버하여 도구 설명을 보는 방
식으로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작을 설정하면 뷰에서 탐색 및 변
경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대시보드에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종류
하이라이트 및 하이라이트 동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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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컨텍스트 내에서 관심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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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설명
l
l

필터링 및 필터 동작

l
l
l

공유 특성이 있는 다른 마크를 참조합니다.
시트 전체에서 관련 데이터를 찾습니다.
분석하려는 데이터에 집중합니다.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제어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표시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합
니다.

매개 변수

l
l
l

집합 및 집합 동작

l
l
l
l

도구 설명

l
l
l

URL 동작

l
l
l

대시보드 탐색

l
l

가정 시나리오를 탐색합니다.
뷰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대시보드의 유연성을 향상합니다.
집합의 멤버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부분을 전체와 비교합니다.
계층을 원활하게 드릴다운합니다.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여 계산을 업데이트합니다.
요청 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를 간소하게 유지합니다.
도구 설명에 비주얼리제이션을 삽입합니다.
외부 콘텐츠를 대시보드에 통합합니다.
요청 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를 웹 사이트에 연결합니다.
사용자에게 통합 문서를 안내합니다.
사용자를 추가 콘텐츠로 안내합니다.

대시보드를 디자인할 때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과 이유를 고려합니다. 다음은 도움
이 되는 질문입니다.
l
l

사용자가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작용을 통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성능을 위한 디자인
여기에서 성능 은 Tableau로 작업할 때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격으로 액세스할
때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대기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Tableau Desktop에서 작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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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속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개인 컴퓨터 또는
Tableau Server나 Tableau Cloud에서 액세스하는 뷰 또는 대시보드를 로딩하는 속도를 의
미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은 나중에 고려할 문제가 아닌 디자인 과정의 일부로 다뤄야 합니다. 응답성
은 최종 사용자가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볼 때 중요한 성능 요인이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실
행되는 통합 문서를 만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효율적인' 통합 문서를 판가름하는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요소는 기술
중심적이거나 사용자 중심적이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통합 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
니다.
l

단순함 – 손쉽게 통합 문서를 만들고 이후에도 간편하게 유지 관리됩니까? 시각적 분석
원칙을 활용하여 작성자와 데이터 간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됩니까?

l

유연함 – 통합 문서가 사용자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여러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면 하나의 질문에만 답할 수 있습니까? 통합 문서가 사용자에게 상호 작용이 가능한 환

l

경을 제공합니까, 아니면 간단한 정적 보고서에 불과합니까?
신속성 – 통합 문서가 사용자에게 빠르게 응답합니까? 여기서 빠르다는 것은 통합 문서
를 여는 시간, 새로 고치는 시간 또는 상호 작용에 대한 응답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신속
성은 다분히 주관적인 측정값이지만, 일반적으로 몇 초 내에 통합 문서에 초기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 상호 작용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시보드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l

l
l
l
l
l

대시보드 및 워크시트 수준의 시각적 디자인(예: 요소 수, 데이터 요소 수, 필터 및 동작
의 사용 등)
계산(예: 계산 종류, 계산이 수행된 위치 등)
쿼리(예: 반환되는 데이터의 양, 사용자 지정 SQL 영향력 등)
데이터 연결 및 기초 데이터 원본
Tableau Desktop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비해 갖는 몇 가지 차이점
Tableau Server의 하드웨어 구성과 용량 등 기타 환경적 요소

자세한 내용은 효율적인 통합 문서 디자인 을 참조하십시오.

접근성
US Section 508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기타 접근성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환경
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Tableau를 사용하여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2.0 AA)을 준수하는 데이터 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크린 리더, 점자 키보드, 키보드 전용 탐색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
가 액세스할 수 있는 뷰 작성이 포함됩니다. 세부 정보는 접근성을 위한 데이터 뷰 작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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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십시오. Tableau 커뮤니티 포럼의 'FAQ: 접근성' 게시물 에서 추가 리소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직 자산
글꼴, 색상,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미리 선택된 템플릿 통합 문서인 스타일 가이드와 같은 조
직 자산을 개발하면 사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 모범 사례를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성
자와 사용자 모두가 '훌륭한' 비주얼리제이션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하고 콘텐츠를 가장 잘
개발, 제공 및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공통된 참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 리더는
조직 전체에서 훌륭한 콘텐츠를 모으고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에서 모든 자
산을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친숙한 모양과 느낌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수용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
다. 또한, 브랜드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여 소비자가 확신을 갖도록 신뢰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표준을 디자인할 때 명심해야 할 핵심 주제는 텍스트, 색상 및 일관성
입니다.
l

텍스트 — 텍스트 사용은 사용자 지정 글꼴 에만 국한되지 않고, 텍스트와 문자를 사용
하여 분석 및 스토리텔링을 개선함으로써 분석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l

색상 — 사용자 지정 색상표 를 사용하고, 기존의 관련 기능을 활용하여 인사이트를 얻
는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색맹 관련 모범 사례를 염두에 두고 대시보드에서 개별 색상
의 양을 제한하십시오. 브랜드 색상이 밝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색상표를 사용하고, 대시

l

보드의 특정 항목을 표시하는 데 기본 색상 대신 브랜드 색상을 사용합니다.
일관성 — 일관성이 똑같은 비주얼리제이션 또는 대시보드 집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
다. 디자인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으면서도 동일한 모양과 느낌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
려하십시오.

회사 브랜드 표준을 만들기 전에, 디자인 또는 멋진 스타일의 요소를 위해 분석 효율성이 손
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부 디자인 요소는 실제로 분석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성능이나 기능을 희생하면서까지 외양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
사용자가 훌륭한 대시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를 게시함으로써 디
자인을 시작하는 방법, 임시 콘텐츠와 인증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방법, 사용할 글꼴과 브랜
드 색상 및 기타 서식 지정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스타일 가이드는 문서
또는 Tableau 통합 문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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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레이아웃 템플릿
대시보드 레이아웃 템플릿을 사용하면, 작성자는 사전 정의된 레이아웃 컨테이너에 자신이
만든 개별 시트를 추가하여 세련된 대시보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ublic에서 샘

플 대시보드 레이아웃 을 다운로드하여 자신만의 로고와 색상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레이아웃

대시보드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한 검토, 수정 및 릴리스 프로세스 없이는 문서를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지 않아야 하
며, 대시보드도 이와 같습니다. 홍보 및 인증에 앞서 대시보드를 검토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콘텐츠 작성자가 콘텐츠를 가장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대상 사용자에게도 피드
백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식 피드백 그룹에서 또는 통합 문서의 링크를 공유하고 댓
글을 장려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시보드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데이
터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시간과 협업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새
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l
l
l

피드백을 수집하려면 어떤 유형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수단이 필요한가?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피드백, 개선 및 반복에 시간을 할애했는가?

사용자가 스타일 가이드를 통해 시각적 모범 사례와 일관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
시보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십시오. 모든 콘텐츠 제작자는 조직의 표준 체크리스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전에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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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자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이 잠재적인 게시 및 인증 후보로서 정확한지 보장하고
검토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콘텐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및 계산 정확성 외에도, 사
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 사이트 역할에 따른 브랜드, 레이아웃, 서식 지정, 성능, 필
터, 대시보드 동작 및 사용 범위를 넘는 행동에 대한 검토도 포함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체크리스트
아래의 메타데이터 체크리스트는 Tableau 거버넌스 페이지79에 요약된 대로 게시된 데이
터 원본을 기획하는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표준을 설정하
면, 비즈니스에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 데이터 액세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 추출 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만들기 전에, 다음 체크리
스트를 검토하여 메타데이터 모델에 적용하십시오.
n
n
n
n
n
n
n
n
n
n
n
n
n

데이터 모델 유효성 검사
해당 분석에 맞게 필터링 및 크기 조정
사용자 친화적인 표준 명명 규칙 사용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필드 동의어 및 사용자 지정 제안 추가
계층 생성(드릴 경로)
데이터 유형 설정
서식 적용(날짜, 숫자)
회계 연도 시작 날짜 설정(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계산 추가
중복 또는 테스트 계산 제거
댓글로 필드 설명 입력
최상위 수준으로 집계
사용되지 않은 필드 숨기기

프레젠테이션 지침
데이터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인사이트를 얻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데이
터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대시보드를 보여주고 회의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데이
터 기반 메시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트북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잡
한 차트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용 차트를 디자인할 때 특
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에는 차트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십시오. 주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래 예의 차트는 글로벌 비영리 단체 PATH의 작업에 따른 잠비아의 말라리아 사례를 보여
줍니다. 핵심 메시지는 '93% 감소'입니다. 슬라이드에는 이 내용이 매우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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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리제이션으로 결론 진술
화면에 차트를 띄워놓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성자는 차트를 자세히 이해하고 있겠
지만, 잠재 사용자는 차트를 처음 볼 것입니다. 복잡한 차트를 보여주려면 설명하는 데 시간
을 투자해야 합니다. 위의 말라리아 사례는 시각적이고 명확한 결론을 보여주므로 순식간
에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좋은 방법은 잠재 사용자가 차트를 화면에 띄워놓는 절반의
시간에 차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상 사용자는 차트의 관련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꼴은 노트북/모니터에서 사용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이러한 글꼴 크기는 큰 화면
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동일한 차트의 두 가지 버전입니다. 오른쪽 차트의 글꼴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을 만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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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리제이션에 통합된 범례
메시지를 강조하려면 색상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일별로 고객을 추적하고,
주말에는 평일보다 훨씬 적은 고객이 있음을 강조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십시오. 아래의
왼쪽 차트는 이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간단한 색상 구성표를 사용하여 오른
쪽 차트보다 훨씬 명확하게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상 대 너무 많은 색상
다음은 인사이트를 차트로 제시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l
l
l
l

데이터의 스토리를 전달하기 위해 결론 진술을 추가했는가?
발표하는 회의실의 뒤에서도 글꼴을 읽을 수 있는가?
장식보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색상을 사용했는가?
차트는 화면에 띄워지는 시간 동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한가?

컴퓨터 화면용으로 디자인된 대시보드나 복잡한 분석 차트는 회의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 거의 대부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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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커 뮤 니 케 이 션
조직 전체에 Tableau를 광범위하게 배포할 때 내부 커뮤니케이션 및 활성화 리소스를 구축
하면 수용을 장려하여 데이터와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
인 고객은 다양한 셀프 서비스 지원 방법을 사용하여 Tableau를 시작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며, 회사 내 다른 Tableau 사용자를 찾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분석 후원자와 커뮤니티 리더를 지원하는 활성화 인트라넷, 토론 포럼 및 뉴
스레터에 대해 설명합니다. 회사에 가장 적합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따라, 아래 주제 목록은
사용자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보여줍니다. 잘 정의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사용하면,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모든 기술 수준에서 데이터 및 분석 사용을 육성하
며, 일반적인 질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활 성 화 인 트 라 넷
배포 규모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증가하면 사용자 간 연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활
성화 인트라넷을 사용하면 많은 사용자가 전체 부서 및 지리적 위치에 걸쳐 교류할 수 있습
니다. 활성화 인트라넷은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창출하는 것과 모두가 모범 사례를 기
반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Tableau 리소스의 허브 역할
을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사용자 커뮤니티가 온보딩, 거버넌스 정책 및 절차, 기타 Tableau 사용자 등
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할 수 있는 주제를 정의합니다.
이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질문에 대비하고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 분석 제공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트 맵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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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새로운 사용자가 라이선스에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Tableau를 사용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가용한 리소스는 무엇입니까? Tableau는 조직 전체에 광범
위하게 배포되므로 모든 사용자를 온보딩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소
지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용자가 수용함에 따라 일대일 지원을 제공할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커뮤니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작하기' 영역에서는 새로운 사용자를 인트라넷 및 회사 전체에 있는 필요한 리소스와 연
결합니다. 사용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불편함 없이 Tableau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
오. 이는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Tableau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
다.
일반적인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l

l
l
l
l
l

어떻게 라이선스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며, 어떻게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액세스합니까?
각 라이선스 수준의 기본 기술은 무엇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교육은 언제 진행되며 해당 역할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서 내 Tableau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데이터에 어떻게 연결합니까?
가용한 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또한, Tableau의 온라인 도움말 주제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면 데이터를 보고 상호 작용하기
위한 기본 기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
l
l
l
l
l
l
l
l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
Tableau 사이트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Tableau 웹 뷰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뷰의 데이터 탐색 및 분석
사용자 지정 뷰 사용
웹 뷰 공유
뷰 구독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
뷰에 대한 댓글

Creator 및 Explorer의 경우, 다음 링크를 제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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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l
l

웹 작성 및 Tableau Desktop 기능 비교
Creator: 웹 작성 시작하기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웹에서 데이터 준비
웹에서 뷰 편집
웹 편집을 하는 동안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
대시보드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작업 내용 저장

FAQ
FAQ를 유지 관리하면 사용자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질문에 직접 응답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
직에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 이 구현된 경우, 질문 수와 가장 자주 다루는 주제를 추적해 보십
시오. 이 정보를 추적하면 질문들에 공통된 주제와 카테고리, 그리고 이러한 지식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피드백 입력을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 채팅 채널을 통해 편집을 제안하거나, 특정 배포 목록을 이메일로 보
내는 등, 사용자가 직접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장려하시기 바랍
니다.

지원
지원 영역에서는 피어 투 피어 지원 페이지286, 상담 시간 지원, 지원 요청 티켓 작성 등 사
용자가 지원받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실망하게 되어
Tableau 사용을 중단하려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팀 또는 부서 내 전문가가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티켓의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설정하고 문서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지원 프로세스 페이지281를 참조하십시오.
피어 투 피어 지원을 활성화할 때 서로가 함께 솔루션을 배우고 가르치고 발견하도록 권장하
십시오. Tableau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검색하는 방법 을 아는 것이 기술적 장
애물을 제거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도움말 지원 주제인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에 대한 링크를
게시하여 Tableau의 온라인 도움말 및 기술 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활성
화 인트라넷의 지원 페이지에서 기획할 수 있는 인기 있는 주제 목록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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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용자 그룹 회의, 학습 계획, 교육 기회 및 상담 시간에서 유지 관리 기간, 업그레이드 및 기
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인
트라넷에 공지 사항을 게시합니다.

사용자 디렉터리
사용자 디렉터리를 만들면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아이디어 교환이 활발해지고, 팀 내
부와 외부에서 도와줄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사용자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디렉터리에는 이름, 부서, 직책, 라이선스 수준, 기술 벨트 수준 및 인증 수준 등의 정
보와 함께 라이선스가 부여된 모든 Tableau 사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된 Tableau 사용자는 Tableau Server 커뮤니티 TS 사용자 데이터 원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R, 교육 및 인증 데이터와 결합하여 각 사용자의 전체 프로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Tableau 사용자 페이지57 탭에도 이 정보
가 포함될 것이므로 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여 뷰를 만들고 이것을 웹 페이지에 내장하십시오.

거버넌스 모델
사람, 프로세스 및 기술을 결합하면, 회사의 Tableau 거버넌스 모델 페이지114을 실행하
는 주체는 바로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입니다. 지침, 정책 및 프로세스를 게시하여,
사용자가 Tableau Blueprint 플래너의 거버넌스 워크시트를 통해 설정된 데이터 및 콘텐츠
거버넌스의 세 가지 모델인 중앙 집중식 모델, 위임 모델, 자체 관리 모델을 이해하도록 지
원하십시오. 사용자는 샌드박스에서 프로덕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 원본 인
증 및 콘텐츠 프로모션과 관련한 조직의 워크플로우를 이해하고 참조해야 합니다.

데이터 플랫폼
사용자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을지 알 수 있도록 회사에 있는 데이터 원본의
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이름, 테이블 또는 뷰, 인증 유형 및 액세스
요청 요구 사항을 문서화하십시오.

인증된 데이터 원본 디렉터리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석을 위해 관리되는
데이터 집합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인증된 데이터 원본 디렉터리를 만드십시오. 인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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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디렉터리는 선별되어 관리되는 데이터 원본을 나열합니다. 최소한 데이터 원본
이름, 소유자 및 데이터 원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한 부서의 데이터는 다른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인증된 데이터 원본 이름을 디렉터리에 공유하여 가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복제 가능성을 최소화하십시오.
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Tableau Server 커뮤니티 TS 데이터 연결 데이터 원본에서 [Data
Source is Certified] = TRUE를 필터링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하여 뷰를 만들
고 이것을 웹 페이지에 내장하십시오.

분석 모범 사례
활성화 인트라넷에서 분석 모범 사례를 즉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콘텐츠 작성자는 올바른
차트 유형을 선택하고 콘텐츠 소비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시보드를 작성하기
위한 지침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분석 모범 사례 페이지235를 참조하십
시오.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
사용자가 훌륭한 대시보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를 게시함으로써 디
자인을 시작하는 방법, 임시 콘텐츠와 인증된 콘텐츠를 구분하는 방법, 사용할 글꼴과 브랜
드 색상 및 기타 서식 지정 옵션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시각적 스타일의 정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출발점은 종종 회사 브랜드 또는 스타일 가이드입니다.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색상표 및 레이아웃 템플릿을 게시하십시오. 브랜드 레이아웃 템플릿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분석 모범 사례 페이지235를 참조하십시오.

영감 얻기
인트라넷 페이지에 Tableau RSS 및/또는 Twitter 피드를 내장하여 현재 콘텐츠를 Tableau에
서 사용자 커뮤니티로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Tableau는 RSS 뷰어 웹 구성 요소와 함께 사
용할 수 있는 Tableau 블로그용 RSS 피드를 제공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Tableau는 Tableau
Public 오늘의 비주얼리제이션 갤러리에 대한 이메일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witter의

내장된 페이지 를 사용하여 Tableau(@tableau) 및 Tableau Public(@tableaupublic) Twitter 피
드를 인트라넷에 내장할 수 있습니다.
l

오늘의 비주얼리제이션: 갤러리 , 이메일 , Twitter

l

Tableau 블로그: 웹 사이트 , 이메일 , RSS

l

Tableau: Twitter

l

Tableau Public: Twitter

Tableau Software

265

Tableau Blueprint 도움말
가장 뛰어난 최신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를 보려면 Twitter에서 Tableau Visionaries 및

Ambassadors를 팔로우하여 #datafam의 일원이 되십시오.

이벤트 달력
Tableau 커뮤니티 참여 페이지271 및 Tableau 지원 프로세스 페이지281에 설명된 참여
활동을 기반으로 이벤트 달력을 작성하면 사용자가 참여 및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러한 활동에는 사용자 그룹 회의, 관리자 그룹 회의, 점심시간 학습 이벤트 및 상담 시간이
포함됩니다.

학습 계획
사용자가 직무 및 라이선스 유형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트 관리자, 프로젝
트 리더, Creator, Explorer 및 Viewer 역할에 대한 학습 계획을 게시하십시오. 학습 계획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페이지201을 참조하십시오.

교육 동영상
모든 동영상, 자막 및 관련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 하여 조직의 LMS(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기획하거나 활성화 인트라넷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사내 강사는 Tableau에서 제공하는 무
료 교육 자료를 조직과 관련된 자체 실습 또는 데이터 집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회사 교육 달력
회사 교육 달력은 웹 회의 또는 강의실에서 열리는 사이트 관리자, 프로젝트 리더, Creator,
Explorer 및 Viewer 중심의 교육 세션에 대한 반복적인 모임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세션을 특
히 매월 또는 매주 초에 마련하면, 모든 사용자에게 Tableau 사용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페이지201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그룹 녹음
내부 사용자 그룹 회의를 녹음하면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교육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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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블 로 그 및 뉴 스 레 터
분석 블로그를 게시하여 성과를 보여주고, 조직 내에서 데이터와 분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십시오. 각 부서에서 수행한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제출하고 예정된 이
벤트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제로는 문서화된 가치, Tableau 도움말, 엔터프라이즈 범
위의 데이터 원본 가용성, 다운타임/업그레이드 알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을 통
해 분석 뉴스레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Tableau 토 론 포 럼 및 채 팅
토론 포럼 및 기타 채팅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카이브된 채팅이 향후에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이 기술 자
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토론 포럼, 채팅방 및/또는 채널(Slack, Yammer, Wechat 등)
을 설정하고 모든 Tableau 사용자를 초대하십시오.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따라, 토론 포럼과 채팅은 커뮤니티 관리자가 교육이나 참여 활
동에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주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포럼 스타일의 토론
에서는 질문과 답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향후 검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채널 기반 커뮤니
케이션에서는 주제별 채널 또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단일 도움말 채널을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든 사용자 간의 이러한 연결을 촉진하면 더 강력한 커뮤
니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사용자를 위한 가
상 집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l

커뮤니티 챔피언: Tableau 전문가 위원회 또는 팀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필요
에 따라 포럼을 설정하는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을 다양하게 유지하면 모

l

든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리소스 유형: 사용자에게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까?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기를
바랍니까?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제공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시작으
로 사용자층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챔피언은 이 계획 단계에 참

l

여해야 합니다.
셀프 서비스 도움말 권장: 커뮤니티 공간의 주요 장점은 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전문 지
식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팅 메시지 또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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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는 시간에 대해 서비스 수준 계약을 설정함으로써 커뮤니티 사용자의 의견

l

에 귀를 기울인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역할 및 책임: 성공적인 커뮤니티는 조직의 모든 측면을 다루기 위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부 포럼을 관리할 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

l

오. 다음은 토론 포럼 및 채팅 역할의 예입니다.
l 관리자: 포럼의 전반적인 상태 및 성과 모니터링
l 중재자: 질문에 답하고 포럼 사용자와 교류
l 홍보 대사: 챔피언 및 포럼 대표자로 활동
현실적으로: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필요하며 누가 무엇을 소유하는지 등 포럼에 대한

l

기대치를 참여의 초기 단계에 설정하십시오.
작게 시작: 필요한 것을 구축하고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포럼은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럼 구축
포럼 및 채팅 공간을 설정할 때 아래의 모범 사례를 명심하십시오.
l

플랫폼: 조직 내에서 작동하는 채팅 및 인트라넷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회사 표
준을 살펴보십시오. 이는 Tableau 활성화 인트라넷 페이지261에서 채팅 기반 응용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일상적인 내부 Tableau

l

l

l

l

활동 페이지271 이외에, 어디에서 다른 Tableau 사용자와 연결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찾기 쉬운 리소스: 사용자가 Tableau 시작하기, 고급 계산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직원 등의 리소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고유한 공간을 만드십시오. 이러한 공간을
조기에 마련하고 콘텐츠를 채우면 사용자는 내부 공간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카테고리화: 콘텐츠 검색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 주제로 채팅 채널을 설정하거
나 포럼 게시물에 태그를 지정하십시오. 커뮤니티가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도 증가합
니다.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부 중재자: 질문에 답하고, 콘텐츠를 작성하며, 새로운 사용자를 온보딩함으로써
포럼 중재를 지원할 수 있는 파워 유저 그룹을 식별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사용자는
가장 까다로운 문의를 받더라도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는 Tableau 전문가여야 합니
다.
데이터 사용: 사용자가 포럼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과 가장 인기 있는 주제를 추적하
십시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콘텐츠 및 포럼 참여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일
상적인 내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1을 위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을 통해 마련된 토론 포럼과 채팅 공간은 조직 내 Tableau 수용을 추진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리소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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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 대부분에 해답을 제시하는 채팅 플랫폼을 찾고, 선정하고 구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선정 후에는 다음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l

공지용(향후 이벤트, 배포, 유지 관리)과 사용자의 Tableau에 대한 질문용, 두 개의 사

l

용자 지원 전용 채팅방 또는 채널을 만듭니다.
질문하는 방법이나 교육 리소스 또는 FAQ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용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원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채팅 환경을 전환하여 이를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 닥터 구현 툴킷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에서 배우기
사용자가 포럼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및 만들 수 있는 가이드 유형에 대한 영감을 얻으려면
아래의 Tableau 포럼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l
l
l
l
l

Tableau 포럼 가이드라인
통합 문서 첨부
@Mention 예절
커뮤니티 예절
행동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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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커 뮤 니 티 참 여
조직의 Tableau 사용자 커뮤니티는 Tableau 커뮤니티와 유사하며, 단지 규모가 더 작을 뿐입
니다. 회사 내부의 사용자를 연결하고 모든 대화의 중심에 데이터를 배치한다는 공통된 전제
에 기반을 두고 그룹 멤버 사이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Tableau 사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한편, 참여 활동을 통해 최신 분석에 대한 비전을 가속화하고 강화하며, 궁극적으
로 조직의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참여 활동은 직관 너머의 사실에 입각하여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내리는, 보다 생산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육성합니다. 이전에는 아이디어를 교환한 적
이 없을지도 모르는 광범위한 기술 수준의 사람들 및 다른 팀과 부서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
하고, 제품 지식과 비즈니스 영역 경험을 공유하게 됩니다.
참여 활동은 회사 내부 및 외부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대면을 통한 전달에서부터
가상 전달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른 형식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모든 사
람을 위한 무언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최 측이 회사의 커뮤니티 리더인지, 다른 Tableau 고
객인지, 또는 Tableau 전문가 및 홍보 대사인지와 관계없이, Tableau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
해 배우고, 협업하고, 교류하도록 사용자를 초대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내 부 Tableau 활 동
회사 내에서 주최하는 내부 참여 활동은 커뮤니티 리더에 의해 구성되며, 정기 일정 또는 이
벤트 달력에 표시되어 활성화 인트라넷 또는 위키에 게시되고 기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
해 프로모션됩니다. 다음은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활동입니다.
l

사용자 그룹 – 모든 Tableau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팀 간의 협업 및 공유를 프로모션

l

합니다.
챔피언 그룹 – 선정된 모든 챔피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관리자 그룹 – 모든 Tableau Server 및 사이트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서버 및 콘텐츠

l

l

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합니다.
점심시간 학습 – 점심시간을 이용한 새로운 기술 구축에 중점을 둔 모임입니다.
비주얼리제이션 게임 – 데이터 분석 경연 대회입니다.
Tableau의 날 – Tableau의 성공적인 사용을 축하하고 공유하는 종일 또는 반나절 이벤트

l

입니다.
분석의 날 – Tableau의 날과 비슷하지만, 좀 더 나아가 다른 기술도 포함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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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사용자 그룹
내부 사용자 그룹은 조직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
한 점은 모든 Tableau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서버 관리자와 사이트 관
리자도 포함됩니다. 조직 전체에서 소수의 사용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수백 명의 사용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그룹 회의에서 사람들은 다른 팀 및 부서 간에 정보를 자유롭
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참석한 모든 사람이 배우고, 다른 사용자와
교류하고, 데이터를 사용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교환할 좋은 기회입
니다.
강력한 내부 사용자 그룹은 강력한 리더로 시작됩니다. 강력한 리더의 열정과 관심은 그룹
에 소속된 나머지 사람들에게 활력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커뮤니티 리더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예약하고, 이를 활성화 인트라넷에 프로모션해야 합니다. 초기에 참여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관련 주제를 의제로 제시하면, 소중한
정보가 공유될 것임을 알고 사람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회의를 녹화하고 프레
젠테이션을 활성화 인트라넷에 아카이브하면 새 사용자가 주문형 보기를 통해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그룹 일정 샘플입니다.

주제

기

설명

간

환영/공

참석자를 환영하고 인트라넷의 새로운 도움말 주제, 교육 세션 등의 공

10

지

지 사항을 공유합니다.

분

기술 개

참석자가 제품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사내 또는 Tableau

15

발

Public 콘텐츠에서 디자인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제를

분

선택합니다.

성공 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달성한 성과를 공유합니다.

10

토리

분

새 인증

한 부서의 데이터가 다른 부서의 데이터에 컨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으므

5

된 데이

로 사용 가능한 새 인증된 데이터 원본 소식을 공유합니다.

분

사내 상위 10개의 대시보드를 소개합니다.

5

터 원본
우수 콘
텐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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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설명

기
간

정
공개 피

공개 피드백 및 Q&A를 위한 시간입니다.

15

드백

분

합계

60
분

회의 주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Tableau Blueprint 플래너 의 데이터 및
분석 설문조사 탭과 사용자 탭에서 수집한 정보에서 사용자 커뮤니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
는 기술 대비 앞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에 대한 초기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배포의 경우, Tableau Server 및/또는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서
사용자 행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는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Tableau 모니터링 페이지171과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에 설명되어 있듯이, 콘텐츠 사용률과 게시 및 인증된 데이터
원본, 구독, 데이터 기반 알림의 가용성 및 사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
한 인증된 데이터 원본이 몇 개밖에 없으면, 데이터 원본을 게시 및 인증하는 방법에 대한 세
션을 개최하고 선별되어 관리되는 데이터 모델의 가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로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구독하지 않거나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게 구독하는 방법이나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권
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커뮤니티 툴킷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챔피언 그룹
챔피언은 분석 커뮤니티 내에서 사람들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들은 동료들이 데
이터를 보고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얻는 가치를 알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협업 및 공유를 통해 커뮤니티에 크게 기여합니다. 다음은 챔피언의 특성입니다.
l

리더십 및 전파
l
l

l

포용과 친절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정신 및 목소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장려합니다.

지식 및 옹호
l
l

Tableau 제품, 회사 및/또는 커뮤니티에 대해 깊이 이해합니다.
커뮤니티에서 활동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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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커뮤니티 내 다른 사용자에 대한 호응도 및 접근 가능성
l
l

Tableau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응답합니다.
가능한 경우 항상 협업하고 기여합니다.

조직 내 모든 챔피언은 모임을 갖고, Tableau 커뮤니티 대표로 전체 커뮤니티 활성화 활동
에 참여하여 사용자로부터 보고 듣는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Tableau 관리자 그룹
관리자 그룹은 Tableau Server/사이트 관리자 및/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로 구성
된 사용자 그룹의 하위 집합입니다. 매월 관리자 그룹 회의를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교환하
고, 문제를 공유하며, 변경 사항을 전달할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다중 Tableau Server 인
스턴스 및/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가 있는 조직에서 관리자 그룹을 운영하면 표준 및 프
로세스를 조정하고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자 그룹 일정
샘플입니다.

주제
환영/공지

기

설명

간

관리자들을 환영하고 공지 사항을 공유합니다.

10
분

시스템 사용

시스템 사용률, 백그라운드 작업, 사용자 온보딩 일정을 검토합니

15

률 검토

다.

분

콘텐츠 사용

콘텐츠 사용률, 느리게 로드되는 대시보드, 실행 시간이 긴 추출, 오

20

률 검토

래된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분

공개 피드백

공개 피드백 및 Q&A를 위한 시간입니다.

15
분

합계

6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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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점심시간 학습
바쁜 근무 시간 중에는 일정을 예약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 식사는 합니다. 점심시
간 학습 이벤트는 사용자가 서로 배우도록 지원하는 비공식 옵션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
져와 점심 식사를 하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능하면 음식을 제공하는 점심시
간을 활용한 회의를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참석률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게임
비주얼리제이션 게임은 후원자 측에서 비주얼리제이션 도전 과제, 분석용 데이터 집합, 일
반적으로 1주일 이상 내외의 게시물 제출 마감 기한을 발표하는 비주얼리제이션 경연 대회
입니다. 콘테스트 참가자들이 마감 시한 전까지 비주얼리제이션을 제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라이브 콘테스트는 흥미롭기는 하지만 실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Tableau에서는 이 두 가
지 형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온라인 콘테스트는 최종 오프라인 콘테스트에 참여할 자격이 있
는 사람을 결정합니다.
테마를 미리 선택해두면 콘테스트의 나머지 부분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주얼리제
이션 경연 대회의 테마는 보통 특정 주제, 데이터 집합, 차트/대시보드 유형, 기능 등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재미있고 눈길을 끄는 방식으로 참가자에게 경연 과제를 부여하십시오!
총괄 운영 위원은 일반적인 원인이나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참가자의 관심을 돌려 콘테스트
를 전략적 이니셔티브에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Tableau 챔피언, 데이터 전문가 및 비즈니스
영역 전문가를 한데 모아 부서 간 통합 팀에서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4,500만 달러를 절약한다는 목표를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재무 부서에서는 미지
급금 데이터를 제공하고, 콘테스트를 통해 잠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디자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심사위원단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으
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단이 평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l

분석 – 제기된 질문과 해당 비주얼리제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등과 같은 요
소를 검토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사용된 데이터 유형, 차트 유형, 집계 유형 및 통계 분
석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해당 스토리에 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얼마나

l

정교하고 적절한가?
스토리텔링 – 주제의 컨텍스트와 제기되는 질문이 명확한지 살펴봅니다. 스토리텔링이
비주얼리제이션에 잘 드러나며 질문에서 답으로의 이동이 명확한가? 흥미로운 점과 중
요한 이유가 잘 드러나는가? 이 모든 것은 색상/모양/크기, 텍스트, 이미지, 주석, 스토리
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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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디자인 – 시각적 매력, 레이아웃 및 흐름, 공백 사용(또는 공백 부족), 색상 및 이미지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매끄럽게 표현되었는가? 전달하는 스토리와 관련하여 디자인이 얼
마나 적절한가?

채점표를 사용하여 점수 및 피드백을 기록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 및 링크 분석(0-10) 스토리텔링(0-10) 디자인(0-10) 피드백

인정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기부여가 됩니다. 간결함, 안내가 제공되는 분석, 창의
성을 비롯하여 모호한 인사이트에 대해서도 상을 수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커

뮤니티 툴킷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의 날
회사 내 데이터 및 분석의 가시성을 높이려면 매년 한두 차례 Tableau의 날을 정하십시오.
이 이벤트는 회사의 발표자가 자신의 작업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Tableau Conference의
소규모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총괄 운영 위원의 협조하에 전략적 이니셔티브에서 이룬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데이터 및 분석이 가진 혁신적인 영향력을 강조하는 좋은 방
법입니다.
Tableau의 날에 추가할 만한 또 다른 활동은 데이터 닥터 실행입니다. 데이터 닥터는 조직
내 Tableau 전문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데이터 애호가들이 서로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모범 사례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ableau는 데모, 실습형 교육 및 Q&A를 통해 참석자를 이끄는 진행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현장에 한 명 이상의 Tableau 인력을 배치하면 다른 사용자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습니다.
Tableau 계정 관리자와 협력하여 Tableau의 날을 설정하는 것은 조직 전체에 열광하는 분
위기를 조성하고 추진력을 구축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분석의 날
분석의 날은 Tableau의 날과 유사하지만, 범위를 더 확장하여 Tableau 이외의 다른 주제도
포함합니다. 시스템 현대화 및 데이터베이스 플랫폼과 같이 확장된 주제를 Tableau 콘텐츠
와 결합하여 데이터 분석 사용 및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이점을 더 광범위하게 보여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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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litz
토론 포럼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도움을 줄 응답자가 충분치 않아 게시판에 질문만 잔뜩
쌓이는 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처럼 밀린 질문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챔피언들이 토론 포럼에서 답변이 달리지 않은
질문에 시간을 할애하는 날 또는 주간인 'Tableau Blitz' 일정을 정하십시오. 총괄 운영 위원의
지원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원해 준 챔피언에게 감사를 표하십시오.

외 부 Tableau 활 동
회사 밖에서 진행되는 외부 활동은 Tableau 또는 Tableau 커뮤니티 리더에 의해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예정된 커뮤니티 이벤트의 전체 목
록을 보려면 이벤트 및 컨퍼런스 를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 다음과 같은 외부 활동을 설
명합니다.
l
l
l
l

l
l
l

지역 Tableau 사용자 그룹 –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고객 주도 세션
가상 Tableau 사용자 그룹 – 고객 또는 Tableau가 주최하는 온라인 모임
Tableau Public 가상 도전 과제 – 기술 연마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주도 프로그램
Tableau 커뮤니티 포럼 – 토론에 참여하고, 주제를 탐색하며, 질문하고, 인사이트를 공유
할 수 있는 공간
Tableau 로드쇼 – Tableau가 주최하는 제품 출시 이벤트
Tableau Conference – 미국과 유럽에서 열리는 연례 고객 컨퍼런스
Iron Viz - Tableau의 연례 데이터 시각화 콘테스트

지역 Tableau 사용자 그룹
Tableau 사용자 그룹은 사용자가 학습, 협업 및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고객이
구성하는 이벤트입니다. 전 세계 250개 이상의 Tableau 사용자 그룹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는 사무실 또는 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Tableau 사용자 그룹 모임
을 주최하는 것은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직원을 위한 무료 현장 교육이
며, 커뮤니티에 가시성을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가상 Tableau 사용자 그룹
산업 사용자 그룹 은 주로 고객이 진행합니다. 14개의 활성 산업 그룹에서 더 많은 사람이 동
료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버 관리, 의료, 정부, K-12, 법률, 소매, 데이터 및 여성,
비영리, 보험, 고등 교육, OEM 파트너, 여행 및 접객, 제조 및 분실 방지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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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ublic 가상 도전 과제
Tableau 커뮤니티 리더 및 Tableau Visionary가 진행하는 Tableau 커뮤니티 주최 이벤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며, Tableau
적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Makeover Monday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식을 탐색하여 데이터 시
각화 및 분석 기술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가 참가하는 Makeover Monday는
Tableau 커뮤니티 리더와 Tableau 전문가가 매주 주최하는 학습 및 개발 세션입니다. 월요
일마다 참가자는 지정된 데이터 집합으로 시작하여 더 나은, 더 효과적인 비주얼리제이션
을 만듭니다. 한 시간으로 제한 시간을 정해 놓고 무언가를 빨리 만들어 보십시오.
Workout Wednesday는 사용자의 Tableau 지식을 테스트하여 Tableau 기술을 향상하도록
돕습니다. 매주 과제가 주어지며 참가자는 과제와 최대한 근접한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어
야 합니다. 근접한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면, 이에 대한 링크와 함께 댓글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Twitter에 사진을 게시합니다. 한 시간 내에 과제를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완료하지 못 하더라도 모든 과제에 대한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Tableau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가상 도전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더 광범위한 목록은

Tableau Public 커뮤니티 리소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커뮤니티 포럼
Tableau 커뮤니티 포럼 은 Tableau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Tableau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사용자를 돕
고 싶으십니까? 포럼 탐색 – 고객과 파트너가 매일 모범 사례를 논의하고 다른 사용자를 돕
고 협력합니다.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 사용자 그룹을 통해 같은 업계, 지역 또는 역할에 속
한 다른 사용자와 연계 하여 더 나은 분석을 진행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
뮤니티 회원 여러분이 제품 아이디어 를 탐색하고 제품에 적용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투표
하여 Tableau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Tableau Conference
고객은 한 발 앞서는 방법을 배우고, 영감을 얻고, 다른 참석자와 교류하며, 지속적인 연결
을 구축하기 위해 Tableau Conference에 참석합니다. 데이터 분석이 생소한 사용자든 숙련
된 전문가든, Tableau Conference에는 기술 향상에 필요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Tableau
Conference에는 강의 및 실습형 교육에서 협업 세션, 모임, Tableau Doctor 상담 약속에 이
르기까지 Tableau 및 고객이 주도하는 소규모 세션, 교육 워크샵 및 자격증 등 모든 학습 스
타일에 맞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는 매년 미국(Tableau Conference) 및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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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onference Europe)에서 열립니다. Tableau 커뮤니티 포럼의 사용자 그룹 게시판
에서 Tableau Conference에 관한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Iron Viz 경연
Iron Viz는 Tableau가 주최하는 데이터 시각화 콘테스트로, 전 세계의 데이터 전문가와 겨루
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일련의 주제를 놓고 벌이는 온라인 예선전 우승자 중에서 Tableau
Conference Europe 또는 Tableau Conference 현장에서 열리는 실시간 경연인 Championship
에 참가할 결승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여기 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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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지 원 프 로 세 스
Tableau 지원 팀에 사례를 접수해야 할 경우 지원 사례 열기로 이동하여 문제 , 오류 또는

키워드를 검색 창에 입력하여 문제 해결을 시작하십시오 .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검색 결과가 없으면 계속하여 사례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

사용자 커뮤니티는 활성화 인트라넷에 게시된 셀프 서비스 지원 리소스 및 교육 이니셔티브
를 통해 마련된 사전 조치 외에도, 사용자가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는 질문에 답을 구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실망하게 되어 Tableau 사용을 중단하려 할 수 있으며, 이
는 수용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른 엔터프라이즈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한 다음 수준의 지원 및 문제 해결을 담
당할 팀을 고려하여 Tableau에 대한 지원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정의해야 합니다. 일부 고객
은 챔피언이 작성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액세스와 같은 시스템 수준의
문제를 분석 팀이나 IT 팀에 에스컬레이션함으로써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지원을 성공적으
로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기록 및 분류하여 지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성화 인트라
넷, 사용자 그룹 주제 및 교육 요구 사항에 대한 새 콘텐츠의 기회 영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
다. 다음은 내부 지원 에스컬레이션 경로의 예입니다.
l
l
l
l

부서 또는 팀 챔피언
채널 기반 커뮤니케이션 또는 채팅
데이터 닥터 상담 시간
분석 지원 티켓

또한, Tableau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셀프 지원 리소스 를 제공합니다.
l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별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자료

l

전 세계 다른 Tableau 사용자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Tableau 커뮤니티 포럼

l

알림, 드라이버, 릴리스 정보, 알려진 문제 및 FAQ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 허브

l

Tableau Cloud 및 Tableau Public 상태를 알 수 있는 Tableau Trust

l

최신 기술 지원 문제, 인기 있는 기술 자료 기사 등의 업데이트를 볼 수 있는 Twitter 지

원
다양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용자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협업을 장려하며, 데이터 및 분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Tableau 챔피
언을 육성하고, 피어 투 피어 지원으로 사람들을 연결하며, 지원 에스컬레이션 경로를 정의
하는 전술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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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챔 피 언 육 성
조직에는 데이터의 혁신적인 영향력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데이터를 중
심으로 모든 대화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이끌며, 스스로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지식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은 이러
한 사용자를 찾아내고 역량을 강화하여 조직 커뮤니티의 데이터 문화 리더, 교사 혹은 지지
자로 선정하여 이들이 가진 훌륭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챔피언을
발견하고 육성하는 데 투자하면 그 결과, Tableau 애호가의 네트워크도 확대됩니다. 챔피언
은 수용 프로세스에 꼭 필요합니다. 새로운 부서와 팀으로 배포를 확대할 때 새로운 챔피언
이 육성되어서 분석 관행을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챔피언은 중앙 지원 팀에 대한 의존
도를 낮출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l
l
l
l
l
l

동료들에게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사용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부서 간에 협업할 기회를 만듭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여 사용자를 지원합니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고 홍보합니다.
커뮤니티 활동과 숙련도 향상 노력에 실무 경험을 접목합니다.
사용 사례를 모으고 그중 최고의 사례를 선정합니다.

커뮤니티가 제각기 다르듯이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도 각각 다릅니다. Tableau Blueprint
의 다른 작업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분석 커뮤니티의 범위와 규모, 성숙도 맥락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실제 고객의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용 사례 예 (PPTX)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의 기초
시작하기에 앞서, 공식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
다. 다음 항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l

커뮤니티를 위한 전략적 계획: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은 조직 사용자의 온보딩이나
기타 커뮤니티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챔피언은 커뮤니티 전략의 한 부분이
며, 소통과 참여 활동 그리고 사용자 지원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
을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커뮤니티 계획 페이지58을 참조하십시

l

오.
전담 프로그램 리더: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끝까지 맡을 수 있는 프로그램 리더가 있
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리더는 커뮤니티 리더 혹은 핵심 프로젝트 팀의 한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ableau 프로젝트 팀의 커뮤니티 리더와 기타 공통된 역할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프로젝트 팀 역할 및 책임 페이지72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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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 챔피언과 직접 소통하고 챔피언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해
주는 일관된 중앙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토론 포럼 및 채팅

l

페이지267을 참조하십시오.
총괄 운영 위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커뮤니티에 대해 크게 기여한 바
를 다른 조직 리더에게 알릴 능력이 있는 총괄 운영 위원이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과
뜻을 같이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도 시간을 두고 파악해야
합니다.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
지만, 대부분 두 가지 포괄적 목표 중 하나에 수렴됩니다. 바로 참여와 역량 강화입니다. 비즈
니스 요구 사항과 이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표를 파악했으면, 그 항목들을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에 나와 있는 측정 가능한 성공 메트릭에 연관 지어 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가치가 드러나고, 챔피언은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
게 됩니다.

목표

비즈니스 요구 사항

성공 메트릭

참여

멋진 대시보드가 있는데,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활성 사용자 10% 늘
리기

사용자 그룹과 기타 커뮤니티 활동을 주최하고 있지만, 참석

사용자 그룹 참석률

률이 저조합니다.

10% 늘리기

역량

제품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여전히 조직에서

지원 요청 티켓 10%

강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줄이기

내부 포럼이 있지만, 게시물 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답변되지 않은 게시
물 수 10% 줄이기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를 제대로 갖췄으며, 그 목표도 파악했습니
다. 이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챔피언을 규정, 육성하고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다음 템플릿을 사용해 보십시오.
1. 우리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챔피언이 _______하기를 바랍니다.
2. 우리는 챔피언이 그러한 기대에 부합할 수 있게 ______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우리는 챔피언의 노력을 ______(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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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피언 규정
조직에서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여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작업
을 돕는 역할을 할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내부 포럼을 통해서든 동료를 적극적으로 지
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까요? 챔피언에게 바라는 역할과 함께 챔피언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
각해 보십시오.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챔피언으로서 헌
신하는 시간에 대한 경영진의 승인을 얻고, 챔피언에게 기대하는 사항을 문서로 기록해 놓
으십시오.

챔피언 육성
데이터 챔피언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습니다. 챔피언이 그 기대에 부응하게 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쇄도하는 지원 요청을 감당하느라 고전하는 중앙 팀에서는 챔
피언을 중앙 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Tableau 전문가로 교육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싶
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챔피언을 전파 담당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챔피언을 위
한 특정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계획하여 이들의 의욕을 늘 북돋워 주고 조직의 최신 데이
터와 분석 작업에 대해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에서는 챔피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과 정기적 커뮤
니티 활동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챔피언 교육

및 훈련 리소스 (PPTX)와 데이터 챔피언 참여 활동 (PDF)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교육과 참여 활동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계획할 때는 주기 같은 기타 실행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행 계획과 인력 배정에 대한 모범 사례 (PDF)를 참조하
십시오.

챔피언 보상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합당한 보상이 없으면 챔피언은 기대에
부응하려는 의욕을 갖기 힘듭니다. 따라서 책임 평가 및 보상 시스템 페이지214에 설명
된 것처럼, 챔피언에게 프로그램 참여의 보상으로 자격증이나 기술 배지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표창 등 어떤 것을 수여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을 위한 올바른 기초를 마련했고 설계도 마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브랜딩하고 홍보할지, 그리고 챔피언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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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브랜딩하기
브랜드를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름을 고르거나 홍보용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
니다. 브랜드는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의 목적을 전 조직에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프로그
램의 결합력과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Tableau의 데이터 챔피언 로고 및 브랜드

지침 (PDF)을 활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챔피언 선정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용자를 찾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기
대치를 충족하는 챔피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챔피언 프로그램
의 의도가 데이터와 분석에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
다. 다음은 챔피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l

Tableau 사용자 그룹이나 Tableau의 날 같은 기존 참여 활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

l

합니다. 이 템플릿 (PPTX)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론 포럼 및 다른 채팅 기반 커뮤니케이션(Slack, Yammer 등)을 살펴서,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을 찾아보십시

l
l

l

l

오.
각 팀의 리더에게 챔피언 지명을 요청합니다.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 데이터를 분석 하여 가장 참여도가 높은 사용자를 찾습
니다.
인트라넷이나 뉴스레터 또는 조직 내 다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발
표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설문 조사를 보냅니다.

프로그램 실시
프로그램을 설계했고, 참여할 챔피언도 선정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프레임
워크에서 챔피언이 활동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참여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직무를 다하도
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고려해 볼 만한 그 밖의 모범 사례입니다.
l

조직과 챔피언을 쉽게 연결해 주는 '데이터 챔피언 디렉터리'나 또 다른 중앙 리소스를

l

만듭니다.
챔피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처음에 지정된 기대치에 대해 계속 책임감을

l

갖도록 합니다.
챔피언을 대상으로 자주 설문 조사를 하여, 어떤 일이 있는지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개

l

선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 정한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목표 그리고 성공 메트릭을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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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투 피어 지원
피어 투 피어 지원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Tableau 지식을 공유하고 전달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커뮤니티는 조직 전체의 집단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 지원 프로그램은 조직 내에서 인재를 개발하고 공유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더 빠르게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피어 투 피어 지원 프로그램
은 동료 간에, 지원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에, 그리고 Tableau 제품에 신뢰를 구축합니다. 그
밖에도, 적절한 주제와 예제를 포함한 사회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협업, 하이브 마인드 참
여, 내부 문제 해결을 장려합니다. 피어 투 피어 지원을 장려하는 조직은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고 데이터 문화 구축 노력을 보이며, 핵심 프로젝트 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IT 팀
과 함께 미해결 티켓을 해결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멘토링, 토론 포럼 및 채팅, Tableau 데이터 닥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합
니다.

멘토링
숙련된 Tableau 사용자는 멘토링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합니다. 챔피언은
새로운 Tableau 사용자를 멘토링하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 원본을 소개하며, 팀원의 분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공식적인 점검을 제공함으로써 팀 또는 부서 내 온보딩 과정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Tableau 사용자 참여 및 수용 측정 페이지219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와의 파트너 관계를 통해 어떤 사용자가 콘텐
츠를 만들고 소비하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au 토론 포럼 및 채팅
토론 포럼 및 기타 채팅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아카이브된 채팅이 향후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
에 기술 자료도 될 수 있습니다. Tableau 토론 포럼, 채팅룸 및/또는 채널(Slack, Yammer,
HipChat 등)을 설정하고 모든 Tableau 사용자를 초대하십시오.

Tableau 데이터 닥터
Tableau 데이터 닥터는 Tableau 사용에 질문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동료를 Tableau 전문
가와 연결하여 사용자 참여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데이터 닥터는 동료 직원들에게 Tableau
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증상'을 듣고 해결책을 연구 또는 테스트함으로써 전 세계 채
팅 채널을 통해 일대일 및/또는 일대다 지원 또는 실시간 일대일 세션을 제공합니다.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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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이든 시간제 자원봉사든, 데이터 닥터는 모든 규모의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에 필수적입
니다.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 지원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기초를 미리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
다.

후원 . 귀사에서 데이터 닥터를 지원 및 홍보하고 자원할 사람 모집을 돕는 강력한 옹호자가
되어줄 후원자를 파악하십시오. 기술에 투자하거나 자원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할 인센티브
를 확보하고 싶다면 후원자의 지원이 예산 승인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원자나 경영진 팀의 협력하에 데이터 닥터가 직원의 Tableau 기술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데 적합한 솔루션이라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지원 프로그램이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
목표, 메트릭에 부합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사의 많은 직원이 Tableau에 사용 권한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문제에 직면할 때 일반적으로 좌절감을 느낀다면
비즈니스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 기반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l
l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 제품의 사용률을 10% 높인다.
사내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Tableau 제품에 대한 IT 티켓 수를 15% 줄인다.

Tableau의 날, 점심시간 학습 등의 내부 Tableau 활동 페이지271에 후원자를 초대해 모든
개인 기여자가 해낸 업적과 기울인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치하하며 공로를 인정하십시오.

교육 . 내부 데이터 커뮤니티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Tableau의 각종 사용 '방법'
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Tableau 기술과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귀
사의 교육 및 기술 향상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교육 페이지201과 Tableau 교

육 계획 개발 페이지211을 참조하십시오.
귀사에 지원 계획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 각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든 개인의 답변 방식
을 통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Tableau 제품 문제는 단일 플랫폼(채팅, 업무 시간
또는 약속)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고립된 팀원은 모든 개별 질문을 올바른 플랫폼/채널로 리
디렉션하도록 교육받아야 합니다.
Tableau 관련 질문을 단일 채널로 중앙 집중화하면, 또한 특정 데이터 닥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효과적으로 지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프로그
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변경, 개선 또는 확장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채용 . 기술 관련 Tableau 질문에 답변할 Tableau 전문가를 한 명 이상 지정하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역할, 자격, 할애해야 할 시간, 특정한 관여 목표에 대해 적합한 기대치를 설정하십시
오.

Tableau Software

287

Tableau Blueprint 도움말
예를 들어, 귀사의 데이터 닥터가 이미 Tableau Desktop Associate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매
주 두 시간씩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닥터의 성공적 역할 수행을 추적하기 위
해, 라이선스 사용량과 생성된 IT 티켓 수의 월별 변화를 분석합니다.

데이터 닥터의 이점
조직에서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피어 투 피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 Tableau 챔피언과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
여 채팅, 업무 시간, 약속 또는 실습/클리닉 형태로 동료를 돕습니다.
지식 또는 기술 격차를 발견합니다 . 팀, 부서 또는 조직이 기술 평가를 받아 조직의 고충
사항, 교육 및 지식 격차를 파악하고 해결합니다.
데이터 문화가 성장합니다 . 데이터 닥터는 귀사의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지원 및 관
리하고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문화를 뒷받침합니다.
IT 티켓 수를 줄입니다 . 자급자족이 가능해져 IT 리소스에 의존하는 대신 Tableau 사용자
가 다른 사용자를 도울 수 있게 역량이 강화됩니다.

데이터 닥터 툴킷 개요
데이터 닥터 툴킷 은 자체적인 데이터 닥터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호스팅하기 위한 리소스
모음입니다. 이 모음에는 다음 옵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설명

채팅

Tableau 사용자가 소통하고 질문하기 위해 제일 먼저 찾는 채팅

채널

채널을 만듭니다. 전문가든 막 시작한 초보자든, 모든 채팅 채널

주요 특징
l

적은 노
력으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l

됨
유지 관
리 필요
성이 적

l

음
1명 이
상의 데
이터 닥
터 필요

업무

내부 Tableau 커뮤니티에 참여해 Tableau 제품 사용률을 높이

시간

고 생성되는 IT 티켓 수를 줄이며 일대일 상호 작용을 통해 소통

도 노력

및약

합니다.

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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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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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설명

주요 특징

속
l

함
매주 유

l

지 관리
2명 이
상의 데
이터 닥
터 필요

자체

1년에 여러 번 인식을 제고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Tableau 사용

실행

자 커뮤니티와 소통합니다.

l

력이 필

방식
운영

많은 노
요함

l

계획 및
실행에
시간을
따로 할
애해야

l

함
10명 이
상의 데
이터 닥
터 필요

외 부 Tableau 커 뮤 니 티 포 럼
Tableau 커뮤니티 포럼은 Tableau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정보원입니다. 사용자가
하는 질문은 과거 다른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이거나 누군가 향후 동일한 내용을 질문할 가능
성이 있습니다. 이 Tableau 사용자 커뮤니티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커뮤니티 내 지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합니다.
시작하려면 Tableau 포럼 가이드라인 및 패키지 통합 문서: 언제, 왜, 어떻게 를 참조하십
시오. Tableau 계정을 만들고 시작하려면 이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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