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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Tableau Cloud는 Tableau에서 만든 콘텐츠에 대한 작성, 공유, 배포 및 협업을 지원하
는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입니다.

Tableau Cloud의 새 로 운 기 능
Tableau Online의 이름이 Tableau Cloud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의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십시오.
기능을 클릭하면 해당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서가 포함된 링크가 있는 도구 설명이
표시됩니다. 필터를 탐색하여 검색을 구체화합니다.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자
지정된 목록을 만듭니다.
기능별 검색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버전의 새로운 기능 목록을 보거나 기
능이 릴리스된 시기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Tableau Cloud의 경우 대시
보드는 현재 Tableau Cloud로 기본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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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및 뷰 상호 작용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작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
용은 웹에서 Tableau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Tableau Cloud에 도입된 기능
이전에 릴리스된 버전의 기능에 대한 요약 정보를 살펴보십시오.
모든 Tableau Cloud 릴리스 정보 | 모든 알려진 문제

이전 버전에 추가된 기능

2022년 6월에 추가된 기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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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및 모든 신규 사이트에 대한 MFA 개선 사항

Tableau Cloud의 MFA(다단계 인증) 요구 사항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모든 기존
Tableau Cloud 사이트의 사이트 관리자와 신규 Tableau Cloud 사이트의 모든 역할에
MFA가 사용됩니다.
MF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l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l

사용자인 경우 다단계 인증 등록 을 참조하십시오.

l

Salesforce의 MFA(다단계 인증) 적용 로드맵(영문)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이제 사이트 관리자는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사용자 관리를 자동화하고 그룹
을 프로비저닝하며 Tableau Cloud 사이트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zure Active Directory로 SCIM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연결된 앱을 사용하면 사용자 대신 JWT(JSON Web Token)를 사용하여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앱의 액세스 범위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별로 데이터 설명을 기본적으로 사용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설정 및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사이트 설명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데이터 설명 설정 대
화 상자(통합 문서 설정은 제거됨)에서 온라인으로 볼 때 이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통합 문서 옵션을 더 이상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
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사이트 설정, 사이트 역할 및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을 기반으로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oftware

3

Tableau Cloud 도움말
메트릭에 대한 비교 및 날짜 범위 조정

이제 메트릭의 구성을 편집하여 비교, 날짜 범위 및 상태 표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전에는 메트릭을 만들 때만 이러한 옵션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메트릭 구성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이제 Tableau Cloud에서 영어로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
는 대시보드 내에서 서술형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관련
인사이트를 보여줍니다.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는 동안 데이터 스토리로 작성된
스토리가 조정되므로 데이터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고 주요 인사이트를 빠르게 파
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 만들기(영어 전용)를 참조
하십시오.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

6월부터 Amazon Athena, OData, Databricks 및 SharePoint 목록을 포함한 더 많은 연결
유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을 참조하십시
오.
가속화된 뷰를 자동으로 일시 중단

이제 불필요한 리소스를 소모하는 뷰 가속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
속이 자동으로 일시 중단되기 전까지의 가속 작업 실패 횟수에 대한 임계값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가속을 참조하십시오.
ICU 68.2 업그레이드 이해

보안 강화 및 언어 지원 개선을 위해 현재 ICU(International Components for Unicode)
라이브러리 68.2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정렬 관련 문제를 해
결하며 새로운 유니코드 문자의 처리를 개선합니다. 이 업데이트는 대시보드 정렬,
필터링 및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된 필드에 문자열 비교를 사용하는 경
우 계산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문자열 함수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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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atalog - Data Management의 일부

계보에 데이터에 질문 렌즈 표시 - 이제 계보 패널에 렌즈 정보가 포함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 - Data Management의 일부

가상 연결에서 변경 내역 지원 - 변경 내역에서 연결에 대한 변경 내용을 보거나 수정
버전을 삭제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연결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책 테스트를 위한 필터 기능 개선 - 가상 연결 편집기에서 데이터 정책이
적용된 데이터를 미리 볼 때 정책이 허용하는 값과 필터링되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Tableau Bridge의 OAuth 지원

Tableau Bridge가 이제 Snowflake, Google BigQuery, Google Drive, Salesforce 및
OneDrive에 대한 연결의 인증 방법으로 OAuth를 지원합니다. OAuth를 사용하면 기본
적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인증을 사용할 때보다 보안이 강화되고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Auth 사용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게시를 참
조하십시오.

2022년 5월에 추가된 기능
관리자 인사이트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

관리자 인사이트를 통해 사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여 사이트의 백그라운드 작업에 대한 이벤트 및 런타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에는 추출 새로 고침, Bridge 새로 고침 및 흐름 실행이 포함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
시오.

2022년 3월에 추가된 기능
Bridge 풀에 대한 IPv4 주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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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Bridge 풀에 매핑할 때 사이트 관리자는 사설망 허용 목록에서 IPv4 주소를
지정하여 IPv4 주소가 연결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본과 가상 연결을 새로 고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P 주소을 참조하십시오.
뷰 로드 시간 가속

통합 문서 소유자, 사이트 관리자 및 서버 관리자는 이제 뷰의 로드 시간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뷰 가속은 오래 실행되는 쿼리를 미리 계산하므로 가속화된 통합 문서
는 빠르게 로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가속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보기 창 사용자 지정

워크시트의 데이터 보기 창에서 데이터의 표 형식 표시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기본 뷰에서 열을 제거하거나 열 순서를 변경하거나 열을 정렬하거나 열을 추가
하여 상세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초 데이터의 사용자 지정
뷰를 CSV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 보기 창을 사용자 지정할 때 변경 내용은 데이터 보기 창이 열려 있
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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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 보기 창 및 사용자 지정 옵션은 Tableau Cloud, Tableau Server 및
Tableau Desktop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 데이터 보기를 참조하
십시오.
Tableau Cloud, Tableau Server 및 Tableau Desktop의 키보드 탐색 및 화면 읽기 프로그
램을 통해 데이터 보기 창 및 해당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의 키보드 접근성”에서 데이터 보기 창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통합 문서의 시트 설명 열기

이제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시트 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하는 동안 워크시트 메뉴에서 시트 설명을 선택합니다. 필드 설명
도 웹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의 필드 및 시트 관련 세부 정
보 얻기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의 검색 동작에 대한 변경 내용

2022 봄 릴리스부터 Tableau 검색 결과 페이지의 검색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릴
리스 이전에는 콘텐츠가 “부분 토큰 일치”를 허용하도록 인덱싱되었습니다. 즉, 부분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super”를 검색하면 “super”라는 단어가 직
접 나오지 않더라도 제목, 설명 또는 열에 “Superstore”가 포함된 콘텐츠가 결과에 포
함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봄부터는 “전체 토큰 일치”와 “유사 항목 토큰 일치”를 모두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덱싱이 수행됩니다. 즉, 전체 문자열을 기준으로 한 결과가 표시되며 부
분 일치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유사 항목 일치는 전체 문자열에 대한 부분 일치를 제
공합니다. "Superstore"를 찾으려면 “superstore” 또는 이 전체 문자열의 일부 변형(예:
“supertor”, “sperstore” 또는 “superstores”)을 검색해야 합니다. “super”만 검색하면 이 일
치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목표와 이점은 검색 결과와 보다 근접하게
일치하는 콘텐츠로 결과를 제한하여 노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 변경을 활용할 때는 다음이 권장됩니다.
l
l

쿼리에 전체 단어를 사용
콘텐츠의 제목 또는 설명에 있는 단어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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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검색

빠른 검색의 동작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분 토큰 일치가 여전히 지원되
지만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검색의 결과는 검색 결과 페이지의 결과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가상 연결에 대한 인증 및 데이터 품질 경고 - 이제 가상 연결을 인증하고 데이터 품
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보에 가상 연결 표시 - 이제 계보 패널에 가상 연결과 가상 연결 테이블 정보가 포
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개발자 리소스

메타데이터 API의 가상 연결 - 이제 메타데이터 API를 사용하여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 주소를 지정하고 사용 시 출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메타데이터 API 참조에서 메타데이터 모델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가상 연결에 대한 Salesforce 커넥터 지원 - Tableau를 Salesforce 데이터에 연결하고
가상 연결과 행 수준 보안을 구현하는 데이터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공간 사용량 뷰에 가상 연결 추가 - 가상 연결이 개체 유형으로 공간 사용량 통계 뷰
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가상 연결에 사용된 디스크 공간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추가된 기능
Salesforce CDP에 대한 OAuth 설정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Salesforce CDP에 대해 OAuth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CDP에 대한 OAuth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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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업데이트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이제 관리자 인사이트의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대
한 업데이트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 관리를 참
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로그인 업데이트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에 추가된 사용자의 경우 이제 로그인 프로세스에서 액세
스하려는 사이트의 사이트 URI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 로그인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뷰 로드 시간 보기

새로운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을 통해 Tableau Cloud 사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에 연결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뷰
의 로드 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
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2021년 12월에 추가된 기능
MFA 확인 방법 재설정

이제 일반적인 모든 MFA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사이트에서 잠긴 사용자의
MFA를 사이트 관리자가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IdP에서 시작한 SLO 지원

Tableau Cloud는 SP(서비스 공급자)에서 시작한 SLO(싱글 로그아웃)을 지원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IdP(ID 공급자)가 시작한 SLO를 지원합니다. SAML 구성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 대한 SAML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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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SSO 지원

2022년 1월 초에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
이트와 Tableau 콘텐츠가 내장되는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 간의 명시적 신뢰 관
계를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앱을 사용하면 내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콘
텐츠를 내장할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하고 IdP(ID 공급자) 통합 없이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통합을 참조
하십시오.
여러 사설망의 더 많은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이제 사이트 관리자는 여러 Bridge 풀을 구성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풀을 도메인에 매핑할 수 있으므로 사설망의 보호되는 도메인
으로 액세스를 제한하여 특정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용
도로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
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직접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예약 및 관리

Bridge 버전 2021.4.3부터 Bridge를 사용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이 Online
일정과 통합됩니다. 게시자는 Tableau Cloud에서 직접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
한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이트 관리자는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 있는 도메인에 매핑된 풀에 Bridge
2021.4.3 클라이언트를 하나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지원

Bridge를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새로운 가상 연결을 최신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을 만들고 사용하려면 사이트에서 Data Management Addon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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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

이제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통합 문
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만 편집할 수 있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새로 만들든 게시된 기존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든 데이터 원
본 페이지에서 조인을 만들고 스키마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원본
을 게시하기 전에 스크래치패드를 사용하여 변경 내용을 테스트하고, 폴더를 만들
고, 계층을 구성하고, 필드 이름 및 별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Tableau
안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을 참조하십시
오.

대시보드 개체 복사 및 붙여넣기

이제 현재 대시보드 내에서 또는 다른 시트 및 파일의 대시보드에서 개체를 복사하
여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시보드의 시트, 특정 시트에 의존하는 항목(예:
필터) 또는 기기 레이아웃의 개체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항목의 전체
목록과 자세한 지침은 개체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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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스토리 및 워크시트에서 애니메이션 재생

이제 어디에서 Tableau를 사용하든 대시보드, 스토리 및 워크시트에서 애니메이션
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단추를 클릭하여 최근 애니메이션을 되감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는 속도(실제 속도, 2배 속도 또는 1/2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데이터가 변경되는 방식을 컨텍스트에서 보는
데 도움이 되므로 데이터에 대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서식을 참조하십시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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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을 통해 데이터에 질문 비주얼리제이션 공유

Tableau 관리자가 Slack 통합을 구성한 경우 렌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데
이터에 질문 비주얼리제이션을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오른쪽 위에
서 공유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텍스트 상자에 특정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Slack 또는 링크를 통해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비주얼리제
이션 공유를 참조하십시오.
이전에 예약된 용어를 데이터에 질문의 분석 기능에 사용

이전에는 데이터에 질문에서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 및 값에 있는 분석 용어가 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균”, “그룹”, “필터”, “제한”, “정렬” 및 “날짜”와 같은 용
어가 다른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수정 없이
데이터 원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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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에서 테이블 계산이 포함된 필드 쿼리

이제 데이터에 질문에서 테이블 계산이 포함된 필드를 쿼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의 쿼리 식에 필터, 제한 또는 “연도별 차이” 비교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하십시오.
즐겨찾기에 데이터에 질문 렌즈 추가

이제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사이트의 즐겨찾기 목록에 추가하여 렌즈로 손쉽게 돌
아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 작성자에게 피드백 제공

렌즈의 구조 또는 데이터에 질문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
우 작성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쿼리 상자 왼쪽에서 "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팁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서 렌즈 작성자에게 연락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만 렌즈 작성자는 렌즈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 옵션을 숨길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작성할 때 필드 및 테이블 이름 바꾸기

데이터 원본의 필드 및 테이블 이름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반영하지 않
는 경우 렌즈 작성자는 각 렌즈에 대한 이러한 항목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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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 개별 테이블 또는 필드 위에 마우스오버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더 많은 대표하는 이름을 제공하
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이트에서 렌즈 페이지 생성 또는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경 레이더로 이상값 식별(제한적 미리 보기)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제한적 미리 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에 참여하
고자 하는 조직의 Tableau 관리자인 경우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데이터 변경 레이더는 예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더 추가 탐
색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
요가 나타납니다. 추적되는 뷰 그리고 이러한 뷰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중요한 데이터 변경 식별(미리 보기)을 참조하십시
오.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는 홈페이지와 추천 항목 페이지에 이 아이콘
과 함께 추천 데이터 변경이 표시됩니다. 추천 뷰의 축소판 그림을 클릭하여 열
고 데이터 변경 레이더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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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가 나타나면 데이터 변경 레이더 패널이 오른쪽에 열리고 예기치 않은 변경 내용
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의 각 변경 내용 위로 마우스오버하여 뷰의 관련 마크를
하이라이트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목록에서 변경 내용
을 클릭합니다. 그래프가 나타나면 마우스를 끌어 각 시점에 캡처된 특정 값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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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페이지에 메트릭 내장

메트릭을 내장하여 관련된 웹 페이지 및 앱에 메트릭을 포함합니다. 메트릭을 내장
하려면 Tableau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내장 코드를 복사하거나 자체 내장 코드를 작
성합니다. 내장된 메트릭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메트릭을 내장할
때 사용한 사이트와 동일한 로그인 및 사용 권한 제한을 따르므로 메트릭 데이터가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페이지에 메트릭 내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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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에 대한 새로운 비교 및 상태 구성

이제 메트릭을 만들 때 날짜 범위를 조정하고, 기간별 비교를 구성하며, 상태 표시기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비교 및 상태는 메트릭 카드에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이전 시점 또는 정의한 특정 값을 기준으로 메트릭의 성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를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관리자 인사이트 및 Nonprofit Cloud

이제 Salesforce에 연결한 후 Salesforce 관리자 인사이트 및 Nonprofit Cloud에 대한 추
가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조직에 맞게 사용자
지정되며 Tableau Cloud에서 Salesforce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Salesforce 데이터로 통합 문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Add-on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은 개별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Tableau Cloud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단일의 중앙 집중식 연결을 제공하고 데이터 정책
을 사용하여 연결의 테이블에 대한 행 수준 보안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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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연결을 통해 빠른 도움말 보기

새 가상 연결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 클릭 한 번으로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서 제공되는 빠른 도움말에는 가상 연결 에디터에서 현재 위치 또는 수행 중인 작업
에 따라 적시에 맞는 관련 도움말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화면 오른쪽 위의 ?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이동 가능한 도움말 창이 열립니다.

Tableau Catalog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콘텐츠 계보 페이지의 사용자 지정 SQL 정보 - Catalog 계보 페이지에 콘텐츠의 사용
자 지정 SQL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l
l
l

계보 페이지의 배너는 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하는 콘텐츠를 식별합니다.
사용자 지정 SQL 쿼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계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SQL 쿼리에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지원되는 계보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자 지정 SQL 쿼리의 T-SQL 언어에 대한 Tableau Catalog 지원 - T-SQL 언어가
지원됨에 따라 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할 때 Tableau Catalog에서 더 완전한 계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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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지원되
는 쿼리를 참조하십시오.
이메일의 데이터 품질 경고 링크가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에서 자동으로 열림 - 구
독 이메일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를 클릭하면 뷰가 열리고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이
표시됩니다. 또한 showDataDetails라는 새로운 내장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뷰를 열
고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내장 코드의 매개 변수를 참조하십시오.
상속된 설명이 계보 페이지의 필드 목록에 표시됨 - 필드에 대한 설명이 필드의 업
스트림에 있는 경우 설명의 상속 출처에 대한 정보와 함께 계보 페이지의 필드 목록
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필드 설명의
상속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자산을 기반으로 Prep 흐름을 손쉽게 만들기 - 이제 Prep 웹 작성에서 데이터
베이스 및 테이블을 새 흐름의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새 흐름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9월에 추가된 기능
Slack에서 데이터 공유, 협업 및 확인

이제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를 Slack 작업 영역에 연결할 수 있는 Tableau for
Slack 앱을 사용하여 Slack에서 Tableau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된 후 허가된
Tableau 사용자는 Slack에서 댓글에 언급될 때, 팀 동료가 콘텐츠를 공유할 때 또는
데이터 기반 알림에서 데이터가 지정된 임계값을 충족하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와 Slack 작업 영역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공간에 통합 문서 저장

Creator와 Explorer는 Tableau 사이트의 각 웹 작성자를 위한 비공개 위치인 개인 공
간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에 저장된 콘텐츠는 사용
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추가된 리소스 거버넌스로 제어됩니다. 설정에서 개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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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사용자 저장소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개
인 공간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콘텐츠에 계속해서 액세스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공간에서 개인 콘텐츠 만들기 및 편집을 참조하
십시오.
통합 문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설정

통합 문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사용하여 성능과 데이터 새로 고침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캐시된 데이터는 라이브 연결 통합 문서의 성능에 매우 유용한 반
면, 오래된 캐시된 데이터가 비주얼리제이션에 표시되면 통합 문서 사용자에게 혼란
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통합 문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사
용하여 세분화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필요할 때 최신 상태의 데
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통합 문서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편집을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l
l
l

사이트 기본값 (Tableau Cloud에서 12시간)
항상 라이브 (Tableau가 항상 최신 데이터를 가져옴)
데이터 새로 고침 간격 을 선택하고 간격(예: 12시간마다) 설정
데이터 새로 고침 시간 을 선택하고 요일 및 시간(예: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
전 09:00(태평양 시간)) 설정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사용하면 비즈니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일정에 통합
문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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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 바꾸기

이제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저장 권한이 있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바꾸려면 통합 문서 이름을
바꿀 때처럼 추가 동작 메뉴를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업
데이트 REST API를 사용하여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바꾸면 다음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이 완료된 후 해당 데
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통합 문서에 새 이름이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
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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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변경 내용을 대규모로 보고 이해하기

이제 Tableau Desktop,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축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데이터 그룹을 포함하도록 비주얼리제이션을 필터링하면
새 값의 추가로 인해 축의 배율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축 애니메이션을 사
용하면 컨텍스트의 배율 변경을 볼 수 있으므로 데이터에 대해 더 나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니메이션 서식을 참조하십시오.

고급 필터링 사용

이전에 Tableau Desktop에서만 제공되었던 고급 필터링을 이제 Tableau를 사용하는
모든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카드 필터링을 사용하여 필터 기준과 일
치하는 문자열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조건 또는 상위 N 필터와 연동되는 수식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범주형 데이터(차원)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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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에 대한 새로운 사용 권한 기능 설정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사용 권한 기능이 통합 문서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사용 권한 항목에서 사용 권한 기능 및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2021.3 이전에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기능은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제어되었습니다. 2021.3 이전에 만들어진 통합 문서에서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
능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새로운 기능은 데이터에 대한 세분화된 제어를 제공하여 메트릭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동안 뷰의 전체 데이터를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사이트 설정 및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
어

이제 Tableau 관리자는 사이트 설정에서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2021.3 이전에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은 tsm
configuration set 옵션인 ExplainDataEnabled를 사용하여 서버 수준에서만 제어되었
습니다.
이제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 실행 사용 권한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을 통합 문서 수준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항목에서 데이
터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통합 문서 작성자가 데
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 온라인으로 볼 때 이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설명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옵션도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항목당 태그 수 제한

새로운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Tableau 콘텐츠(예: 통합 문서 및 메트릭)와 외부
자산(예: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추가할 수 있는 태그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면 태그로 인한 리소스 소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태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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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면 제한을 초과하는 새 태그를 추가할 수 없지만 제한 초과 시 항목의 기존 태
그가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설정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JDBC 또는 ODBC 연결 사용자 지정을 Bridge에 사용

TDC(Tableau 데이터 원본 사용자 지정) 파일을 사용하여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
을 사용자 지정한 경우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에 .tdc 파일 사용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자 지정 연결을 Bridge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ON 로그를 사용하여 Bridge 새로 고침 모니터링

Bridge 클라이언트의 JSON 로그 파일에 연결하여 새로 고침 작업을 모니터링할 데이
터 원본과 뷰를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질문 작성자에게 피드백 제공

렌즈의 구조 또는 데이터에 질문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
우 작성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1.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쿼리 상자 왼쪽에서 "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팁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서 렌즈 작성자에게 문의를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만 렌즈 작성자는 렌즈에 대한 질문을 이
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의 단계를 수행하여 이 옵션을 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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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예약된 용어를 데이터에 질문의 분석 기능에 사용

이전에는 데이터에 질문에서 데이터 원본 필드 이름 및 값에 있는 분석 용어가 무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균”, “그룹”, “필터”, “제한”, “정렬” 및 “날짜”와 같은 용
어가 다른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수정 없이
데이터 원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에서 테이블 계산에 액세스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집계 또는 정렬을 수행하는 테이블 계산이 있는 계산된 필드
가 포함되는 경우 데이터에 질문에서 이러한 필드가 다른 필드와 마찬가지로 인덱
싱되고 분석됩니다. 데이터를 필터링하거나 제한하는 테이블 계산은 지원되지 않
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에서 긴 필드 값 사용

이제 데이터에 질문에서 이전 제한(10,000자)보다 높아진 최대 200,000자 길이의 필
드 값이 인덱싱됩니다.
Dremio에 대한 사용자 지정 OAuth 설정

버전 2021.3부터 Dremio에 대한 사용자 지정 OAuth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OAuth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Add-on
Tableau Catalog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상속된 설명이 웹 작성에 표시됨 - 필드에 대한 설명이 필드의 업스트림에 있는 경
우 설명의 상속 출처에 대한 정보와 함께 웹 작성에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필드 설명 입력을 참
조하십시오.
개인 공간의 자산이 인덱싱됨 - 개인 공간의 자산이 Tableau Catalog를 통해 인덱싱
됩니다. 그러나 계보 도구를 통해 검색하는 사용자에게는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에
대한 정보 대신 사용 권한 필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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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이메일에 데이터 품질 경고가 표시됨 - 구독 이메일에 통합 문서 또는 뷰에 대
한 데이터 품질 경고(업스트림 자산에 경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구독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8월에 추가된 기능
데이터에 질문에서 색상별로 데이터 유형을 보고 간단한 제한 및 정렬 구문 사용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쿼리를 만들 때 숫자, 텍스트 문자열, 테이블 등의 데이
터 유형을 식별하는 유용한 색상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필터를 제한하기 위한 구
문과 정렬도 간소화되어 쿼리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 해석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 해석에 사용되는 요소 식별

사용자의 입력이 데이터에 질문의 해석에서 사용되는 방법에 대한 시각적 피드백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시된 단어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남은 단어 위로 마우스오버하
면 위의 해석에 포함되는 방식이 하이라이트됩니다.

데이터에 질문 렌즈에 대한 필드 설명 편집

렌즈 작성자는 사용자가 필드 위로 마우스오버할 때 나타나는 설명을 사용자 지정하
여 대상 렌즈 사용자에게 필드 용도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 입력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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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필드명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021년 6월에 추가된 기능
Tableau에서 MFA 사용

보안 환경이 변화하고 사용자 자격 증명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협이 점점 더 흔해짐
에 따라 강력한 보안 조치를 구현하여 조직과 사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SSO(Single Sign-On) ID 공급자(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는 경우 Tableau 인증으로
MFA(다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사용자 로그인 프로세스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l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l

사용자인 경우 다단계 인증 등록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위한 효율적인 사이트 설정

이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위한 효율적인 사이트 설정을 통해 모든 데이터 원
본에 대해 사이트 전체에서 기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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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이트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각 데이터 원본에 대해 인덱싱 빈도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모음에서 항목 구성

모음은 사용자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재생 목록과
같습니다. Viewer(뷰어), Creator 또는 Explorer는 모두 모음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음에서 항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모음에 대한 제한된 미리 보기에 참여했던 경우 공용 모음을 제어하는 사이트 설정
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이제 모음에 대한 사용 권한은 다
른 콘텐츠 유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음에 대한 사용 권
한을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데이터로 통합 문서 만들기

이제 Salesforce 데이터를 Tableau Cloud에 통합하여 사이트의 사용자를 위한 스타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Salesforce에 연결하면 Tableau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통
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여 Sales 및 Service Cloud 분석을 바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데이터로 통합 문서 만들기을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에서 추출에 대한 설정 구성

이제 웹 작성에서 만든 추출에 대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옵션을
구성하여 Tableau에 추출을 저장하고, 추출에 대한 필터를 정의하고, 추출의 데이터
양을 제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추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웹의 Prep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가져오기

버전 2021.2부터는 Einstein Discovery에 내장된 예측 모델을 웹의 Prep 흐름에 직접 가
져올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29

Tableau Cloud 도움말
참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Einstein Discovery에 액세스하도록 구성된
Salesforce 라이선스 및 사용자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 학습과 인공 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흐름 데이터에 대한 대량 점수를 매기고
행 수준에서 예측 결과에 대한 새 필드를 생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측 결과에 영
향을 준 필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도록 최상위 예측자 및 권장 개선 필드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예측 단계를 추가하고 Einstein Discovery에 로그인하여 배포
된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 흐름 데이터에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흐름 출력
을 생성하고 새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Tableau에서 예측된 결과를 분석할 수 있습
니다. 이 기능은 Tableau Prep Builder 버전 2021.1.3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의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추가 및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한 사이트에 여러 분석 확장 프로그램 사용

버전 2021.2부터 이제 사이트마다 여러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즉, 언어 또는 연결 요구 사항이 다른 조직의 경우 한 Tableau Server 사이트 내의
여러 통합 문서가 서로 다른 연결을 사용하더라도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alytics 확장 프로그램에 식 전달(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
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1.2부터 Einstein Discovery 분석 확장 프로그램은 여전히 사이트당 1개로 제
한됩니다.
게시된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설명의 설명 공유

데이터 설명의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보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
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작성자(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또는 Explorer)는 게시된 통
합 문서의 대시보드 및 시트 Viewer(뷰어)를 위해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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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iewer(뷰어)는 뷰에서 관심 있는 마크를 선택하고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여 이전
보다 더 심도 있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의 데이터 설명 액세스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성자가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도록 설정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을 통해 더 빠르게 통찰력 확보, 데이
터 설명 시작,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OAuth 구성

이제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여 기
본 OAuth 클라이언트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OAuth 구
성을 참조하십시오.
Bridge를 사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Bridge는 다음 커넥터를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l
l
l
l
l
l

Alibaba AnalyticsDB for MySQL
Alibaba Data Lake Analytics
Databricks
Denodo
Impala
Kyvos

Bridge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와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 탐색

새로운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을 통해 Tableau Cloud 사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여 사용자의 그룹 멤버 자격을 식
별하거나 사이트 콘텐츠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여 사이트의 콘텐츠 항목에 대한 거버
넌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
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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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설명 추가 -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필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다음 데이터 원
본 페이지 계보 탭의 설명 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 때 데이
터 탭에서 설명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
말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필드 설명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품질 경고 업데이트
l

경고 메시지에 서식 있는 텍스트 지원 - 데이터 품질 경고 메시지를 만들거나 편
집할 때 텍스트에 굵게, 밑줄 및 기울임꼴 서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링크나 이미지
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l

경고에 필요한 메시지 - 데이터 품질 경고를 만들 때 사용자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추출 새로 고침 또는 흐름 실패를 모니터링하도록 Tableau를 설
정할 때 생성되는 경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상속된 설명이 Tableau Desktop에 표시됨 - 필드에 대한 설명이 필드의 업스트림에
있는 경우 설명의 상속 출처에 대한 정보와 함께 Tableau Desktop에 나타납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필드 설
명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테이블 이름이 나타남 - 테이블 페이지에 테이블의 전체 이름이 추가되었습니
다.
태그로 필터링 - 이제 연결 대상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을 태
그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또는 내장되지 않은 자산 기준으로 필터링 - 외부 자산 페이지에서 내장된
또는 내장되지 않은 자산 범주별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을 필터링할 수 있
습니다.
웹에서 매개 변수 동작 만들기

이제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 모두에서 매개 변수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동작을 만들 때는 데이터가 비주얼리제이션에 표시되는 방식을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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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과 직접 상호 작용하여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수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집합 동작 만들기

이제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 모두에서 집합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합
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하위 집합을 정의한 다음 집합 동작을 사용하여 뷰의 다른 데
이터와 집합 멤버를 비교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 동작을 참조
하십시오.

2021년 4월에 추가된 기능
Salesforce 인증

조직에서 Salesforce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OpenID Connect를 통한
Single Sign-On에 Salesforce 계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인증
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Salesforce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격 증명을 입력하
게 되고 자격 증명은 Salesforce에서 관리 및 저장됩니다. 최소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Salesforce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2021년 3월에 추가된 기능
새롭게 설계된 알림 센터에서 새로운 댓글 및 공유 알림 보기

이제 Tableau 사이트의 오른쪽 위에 있는 종 아이콘을 선택하여 새로운 댓글 및 공유
에 대한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알림 센터에는 흐름 및 추출 작업에 대
한 업데이트도 표시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전 알림은 계속해서 이메일로 전송
되지만 알림 센터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전 알림을 계속해서 이메일로 수신하려
면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알림 관리에서 각 알림 유형에 대해 이메일을 선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이트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정보는 사이
트 설정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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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데이터 품질 경고 - 추출 새로 고침 실패 및 흐름 실행 실패를 모니터링하도록
Tableau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발생하면 데이터 품질 경고가 생성되고 사용
자에게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빠른 검색 결과 확장 - 이제 빠른 검색 결과에 외부 자산에 대한 태그가 포함됩니다.
Tableau 대시보드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추가

새로운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뷰에서 마
크를 선택할 때 예측과 예측된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 동적으로 업데이트됩
니다. 작성자는 확장 프로그램 개체를 대시보드 캔버스로 끌어오고 확장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Einstein Discovery를 선택한 다음 Tableau Cloud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에서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
그램을 통해 예측 탐색을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및 Tableau의 필요한 라이선스, 액세스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액세스 요구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에 대한 소개는 tableau.com에서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 페이지 및 데모를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구성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instein Discovery 통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12월에 추가된 기능
웹에서 추출 만들기

이제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지 않고 웹 작성에서 직접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추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통합 문서뿐만 아니라 새
통합 문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추출 생성을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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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완료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출이 생성되는 동안 작
성 세션을 닫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큰 추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

이제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
리하고 준비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하거나, 새 흐름을 만들거
나, 기존 흐름을 편집하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몇 초마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사용
자만 사용할 수 있는 초안 흐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흐름을 게
시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바로 개별 흐름을 실행하거나, Data Management Add-on이
있는 경우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일정에 따라 흐름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모음에서 항목 구성(제한적 미리 보기)

모음은 Tableau 콘텐츠를 구성할 수 있는 재생 목록과 같습니다. 개인적인 참조를 위
해 비공개 모음을 만들거나 사이트의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공개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음에서 항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관리자는 공개 모음 허용 사이트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자가 모음을 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음은 Tableau Cloud의 제한적 미리 보기로 제공됩니다. 사이트가 미리 보기에 참여
하지 않으면 모음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미리 보기에 참여하려는 Tableau 관리자인
경우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Tableau Catalog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Tableau Catalog는 개별적으로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
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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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 관리 뷰 - 사이트 관리자는 미리 구축된 관리 뷰인 데이터 품
질 경고 기록을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에서 품질 경고 세부 정보 보기 - Tableau Desktop 사용자는 데이터
탭의 경고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여 통합 문서의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품질 경고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메트릭이 계보에 나타나고 데이터 품질 경고를 표시함 - 이제 데이터 품질 경고가
경고의 영향을 받는 메트릭에 나타납니다. 또한 계보 도구에 메트릭이 표시되므로
영향 분석을 수행할 때 메트릭이 데이터 변경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이제 Data Management Add-on은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흐름을 예약하
고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다른 흐름 관련 작업은 더 이상 Add-on 라이
선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Conductor를 참조하십시오.
분석 확장 프로그램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R 및 Python과 같은 언어와 다른 도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에서 Tableau 동적 계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끝점
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 및 채택 관리 뷰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 관리 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데이
터에 질문에 참여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헤드라인 값 메트
릭과 함께 상위 데이터에 질문 사용자, 데이터 원본 및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강조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을 참조하십시오.

2020년 9월 및 10월에 추가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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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레거시) 일정이 새 위치로 이동됨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해야 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의 경우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동작 메뉴에 있는 새 위치에서 Bridge(레거시) 일
정을 찾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
십시오.

참고: 권장 일정은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Online 새로 고침 일정과 계속 통합됩니
다. 하지만 권장 일정은 이 통합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더 이상 "권장"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모든 Bridge 관련 업데이트는 새로운 Online 일정 예약 환경
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 지정 추출 새로 고침 일정

이제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완전히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미리 채워진 일
정 목록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해 사용자 지정된 시
간별, 일별, 주별 및 월별 일정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웹 페이지 개체 해제

대시보드의 웹 페이지 개체가 대상 URL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려면 사이트 설정에서
웹 페이지 개체 사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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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 추가된 기능
추출을 위한 사이트 표준 시간대 설정

사이트에서 추출 기반 데이터 원본의 기본 표준 시간대는 UTC(협정 세계시)입니다.
이제 사이트 관리자가 다른 표준 시간대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 Tableau는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체 추출 새로 고침에만 적용되며 증
분 추출 새로 고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매주 한 번 이상의 빈도로 실
행되는 새로 고침 일정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을 참
조하십시오.
로그인 시 역할 부여로 사용자 그룹의 라이선스 관리

관리자는 사용자 그룹에 대한 최소 사이트 역할을 설정하고 해당 사용자 그룹을 만
들거나 수정할 때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역할 부여
를 사용하면 관리자가 그룹별로 사이트 역할 기능을 지정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 사
용자에게 라이선스를 프로비저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관리에 필요한 수동 작
업이 줄어듭니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까지 라이선스 부여를 지연시킴으로써 관
리자는 비활성 사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라이선스 프로비저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아키이브를 위한 오래된 콘텐츠 태그

2020.2에 도입된 오래된 콘텐츠 관리 뷰에 이제 오래된 콘텐츠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태그가 지정된 콘텐츠를 아카이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래된 콘텐츠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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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atalog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Tableau Catalog는 개별적으로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확인 -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품질 경
고가 있는 통합 문서를 열면 통합 문서 시트 페이지의 데이터 탭에 경고 아이콘(파란
색 원 또는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민감한 데이터' 경고 유형 추가 - 이 새로운 경고 유형을 사용하여 조직의 민감한 데
이터에 대한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품질 경
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내장된 자산이 외부 자산에 나열됨 - 이제 외부 자산 페이지에 나열된 내장된 자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자산 태그 지정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으며, 무엇
보다 개인 식별 정보(PII)가 있는 테이블 및 열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항목 태그 를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 및 뷰 상호 작용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은 Tableau 사용자
의 새로운 기능 및 웹 작성 및 Tableau Desktop 기능 비교에 나와 있습니다.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항목은 웹에서 Tableau 사용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추가된 기능
Tableau Bridge

Bridge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음 – 게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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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터에 연결되는 데이터 원본에서 배타적으로 작업하는 게시
자의 경우 더 이상 현재 클라이언트를 유지하거나 최신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장 일정(다음 글머리 기호)을 사용하여 새로 고침 일정을 마
이그레이션하고 관리자가 하나 이상의 Bridge 2020.2 클라이언트를 설치 및 설정했
다면 모든 설정이 완료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
조하십시오.
통합 새로 고침 일정
Bridge의 새로 고침 일정이 이제 Tableau Cloud 새로 고침 일정과 통합되었습니다. 게
시자의 경우 권장 일정이라고 하는 통합 새로 고침 일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l
l

자신의 데이터 원본을 보다 정확하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자격 증명 업데이트와 같은 특정 데이터 원본 관리 작업에 대한 사이트 관리
자 의존도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Online 일정 및 Bridge(레거시)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Bridge를 사용하여 사설망 내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를 최신 상
태로 유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을 참조하십
시오.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한 풀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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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라이브 쿼리뿐만 아니라 추출 새로 고침을 네트워크의 모든 2020.2 클
라이언트에 풀링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추출 새로 고침 풀링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l
l

가용성 제공, 처리량 및 지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쿼리 및 추출 새로 고침 작업 부하의 특성과 일치하도록 클라이언트 풀의 구
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된 설정 페이지
사이트 관리자는 간소화된 Bridge 설정 페이지를 사용하여 풀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고, 경고 아이콘을 표시하여 어떤 클라이언트를 최신 버
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
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경고 아이콘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최신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
니다. 경고 아이콘은 클라이언트 또는 관련 Bridge 데이터 원본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20년 5월에 추가된 기능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한 사이트 용량 업데이트

사이트 성능을 개선하고 일관된 일정 예약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트에는 일별
동시 추출 새로 고침 용량이 할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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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사용하여 다중 테이블 분석을 위한 데이터 결합

관계는 Tableau에서 다중 테이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새로운 유연한 방
식입니다. 이제 데이터 원본은 새로운 논리적 계층에서 다중 테이블 데이터 모델을
지원합니다. Tableau는 데이터 원본에서 개별 테이블을 인식하고 각 테이블의 기본
세부 수준에서 집계를 수행합니다.
Creator는 관계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테이블 간의 관계
를 사용하면 평균이나 총계와 같은 집계를 제어하는 특수한 계산을 작성할 필요 없
이 더 쉽게 올바른 세부 수준에서 다중 테이블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
다.
관계를 위해 조인 유형을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석 중에 Tableau가 필드와 워크
시트의 분석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인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웹 작성의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관계
를 편집할 수 있으려면 통합 문서에서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모델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중 테이블 분석을 지원하면서 Tableau 인터페이스의 여러 부분이 변경되었습니
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캔버스, 데이터 그리드), 데이터 보기 창 및 워크시트의 데이
터 패널이 모두 다중 테이블 분석 환경을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양한 인터페이스 변경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2020.2 이상에서 데이터 보기 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
은 관계 및 논리적 테이블을 지원하는 데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2020.2 이상의 데이터 보기 열 순서 변경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데이터 원본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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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2020.2에서 데이터 원본 및 분석의 변경된 기능
2020.2의 관계,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질문
Tableau 데이터 모델
데이터 연관 및 성능 옵션을 사용하여 관계 최적화
관계를 사용하는 다중 테이블 데이터 원본에서 분석이 작동하는 방식
다중 테이블 분석 문제 해결
단계별 과정: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극복

Tableau 블로그 게시물: 관계 1부: Tableau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소개(영문)도 참조
하십시오.
데이터를 추적하는 메트릭 만들기

메트릭을 사용하여 데이터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뷰에서 메트
릭을 만들고 해당 메트릭을 사용하여 일별 매출과 같은 주요 수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메트릭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관리자는 사용자가 메트릭을 만들 수 있게 하거나 사이트에서 메트릭
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에 대한 설정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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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빠르게 집합의 멤버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집합 컨트롤 추가

집합 컨트롤이 있으면 대상 사용자가 편집 모드를 사용할 필요 없이 집합의 멤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뷰에서 카드와 직접 상호 작용하여 간단하게 집합 멤
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합 동작과 함께, 관심 집합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게 만드는 두 가지 강력한 보완 기능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블로그 게시물 집합 컨트롤이 있
는 사용자 친화적인 패키지의 강력한 분석 기능(영문)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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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하여 집합의 값 추가 또는 제거

이제 집합 동작을 사용하면 작성자와 대상 사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 자체를 사용하
여 집합의 값을 증분식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하여 포함하거나 제외할 마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새로운 집합 컨트롤 기능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심층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방법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 업로드 및 열기

이제 사용자가 Tableau Desktop, REST API 또는 TabCmd를 통해 게시하지 않고도
Tableau 통합 문서를 Tableau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에서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새로 만들기 > 통합 문
서 업로드를 선택하여 .twb 또는 .twbx 파일(최대 50MB)을 프로젝트에 업로드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이트에 통합 문서 업로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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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의 홈에서 대시보드 스타터 액세스

이제 사이트 관리자 Creator는 Tableau Cloud의 홈페이지에서 대시보드 스타터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리 설계된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Salesforce 또는
ServiceNow ITSM과 같은 공통 비즈니스 응용 프로그램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시각
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데이터 시각화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Tableau Catalog는 개별적으로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 경고의 표시 유형 높임 - 데이터 품질 경고를 더 높은 표시 유형으로 설정하면
경고의 영향을 받는 비주얼리제이션의 사용자가 알림을 보게 되고 경고가 Tableau
의 여러 위치에서 다른 항목보다 훨씬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 및 뷰의 데이터
탐색 및 분석의 "데이터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 정보 표시"를 참조하
십시오.
대시보드가 계보 패널에 나타남 - 계보에서 대시보드 항목을 선택하면 다운스트림
대시보드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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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상태 및 데이터 품질 경고 기반 외부 자산 필터링 - 검색을 사용하여 외부 자산
에 대한 선택 항목 범위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
이블을 인증 상태 및 데이터 품질 경고를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연결 시 더 많은 필터 - 데이터에 연결할 때 연결 유형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추가 정보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다른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은 Tableau 사
용자의 새로운 기능 및 웹 작성 및 Tableau Desktop 기능 비교에 나와 있습니다. 웹 작
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항목은 웹에서 Tableau 사용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추가된 기능
동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매개 변수 새로 고침

이제 매개 변수의 현재 값을 단일 값, 뷰 독립적 계산의 결과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 열을 기반으로 매개 변수의 값 목록(또는 도메인)을 새로 고
칠 수 있습니다. 즉, 통합 문서가 열리고 Tableau가 매개 변수로 참조되는 데이터 원본
에 연결할 때마다 통합 문서에서 해당 매개 변수를 참조하는 모든 자리가 최신 값 또
는 도메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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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매개 변수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 자동화

IdP(ID 공급자)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의 사용자 추가 또는 제거와 그룹의 멤버 추
가 또는 제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IdP 사용자 관리에서는 SCIM
(System for 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표준을 사용합니다. SCIM은 사용자 ID
정보의 교환을 자동화하기 위한 공개 표준입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IdP에서 SCIM
을 지원합니다.
l
l

Okta
OneLogin

SCIM은 Tableau Cloud와 같은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
는 데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IdP에서는 사용자 ID를 중앙에서 관리하며, 여기에는
사용자를 응용 프로그램 및 그룹에 할당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IdP에서는 SC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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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을 사용하여 다운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을 IdP를 통해 설정된 이러한 프로비저
닝 할당과 동기화합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를 관리하면 보안이 향상되고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 사용자 및 그룹 멤버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수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 자동화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지원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면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Creator
역할을 가진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또는 Viewer(뷰어) 역
할을 가진 사용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과 함께 역할 기반 구독을 사용하는 경우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
면 별도의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제품 키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라이
선스 관리가 간소화됩니다. 온프레미스 Tableau Server의 경우 하나 이상의 제품 키
만 관리하면 되며 Tableau Cloud의 경우 제품 키를 전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여 Tableau 활성화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권한 대화 상자 업데이트

새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더 빠르게 사용 권한을 설정하십시오. 새로운 사
용 권한 템플릿 및 기능 그룹화는 공통적인 사용자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사용 권
한 규칙을 편집하는 것이 직접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편집 모드로 진입하
려면 두 번 클릭하십시오. 미리 선택할 필요 없이 그룹과 사용자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규칙을 복사하여 다른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설정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관리를 프로젝트 리더에
게 보다 직관적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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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프로젝트 잠금

이제 훨씬 유연하게 사용 권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프로젝트에서 독립적
으로 프로젝트 사용 권한을 잠글 수 있습니다. 최상위 프로젝트는 사용 권한 모델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들에 대한 구성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
가 새 잠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지금 실행 설정
이 새로운 설정을 사용하여 관리자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추출 새로 고침, 흐름 실행
및 구독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할지, 아니면 차단할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
행 설정은 일반 설정 페이지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업을 실행
할 수 있도록 선택됩니다.
Tableau Catalog 업데이트 - Data Management Add-on의 일부

Tableau Catalog는 개별적으로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릴리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넥터 추가 - 더 많은 외부 자산의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Google Big Query,
Google 드라이브, Google Sheets, Box, Dropbox 및 OneDrive 커넥터에 대한 지원을 추
가했습니다.
통합 문서 만들기 - 외부 자산 페이지 또는 Catalog 지원 연결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페이지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의 Creator: 웹 작성 시작에서 "Tableau Catalog 사용자가 외부 자산
에서 통합 문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상태 및 데이터 품질 경고 기반 필터링 - 인증 상태를 기준으로 데이터 원본, 데
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을 필터링하고, 연결을 기준으로 데이터 원본을 필터링
하고, 데이터 품질 경고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Creators: 웹에서 데이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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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 열기” 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
하여 데이터에 연결의 "Tableau Desktop에서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 개선 l

l
l
l

지난 12주 동안 시트 또는 대시보드를 본 횟수를 사용하는 스파크라인을 볼 수 있습
니다.
뷰에 경고가 있는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확장하여 필드 메타데이터(예: 설명 또는 계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의 필드가 설명을 상속하는 경우 설명이 제공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뷰의 데이터 탐색 및 분
석의 "데이터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 정보 표시"를 참조하십시
오.

2019년 10월에 추가된 기능
웹 작성 및 뷰 상호 작용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기능의 포괄적인 목록
에 대해서는 Tableau 사용자의 새로운 기능 및 웹 작성 및 Tableau Desktop 기능 비교
에서 "웹에서 데이터 준비, 작성 및 보기" 아래에 나와 있는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 및 웹의 뷰 상호 작용과 관련된 항목은 웹에서 Tableau 사용에 나와 있습니다.
뷰에 대한 추천 항목

이제 Tableau Cloud는 사용자가 관련 콘텐츠를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뷰에 대한 추천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추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권장 뷰 검색을 참
조하십시오.
설정 페이지의 뷰에 대한 추천 항목 아래에 있는 옵션을 조정하여 사이트에 추천 항
목이 나타나는지 여부 또는 추천 항목 도구 설명에 사용자 이름이 나타나는지 여부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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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비주얼리제이션 개선 사항

이제 작성자가 최대 50개 열이 있는 넓은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불연속형
필드가 있는 넓은 테이블을 이제 가로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이
블 구조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atavis.blog에서 Tableau Public Ambassador Marc
Reid가 작성한 50열 테이블(영문)에 대한 게시물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추출 만들기

이제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우저에서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웹에서 추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tabcmd에서 새로운
createextracts 및 deleteextracts 명령을 사용하여 게시된 통합 문서 또는 데
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cmd 명령
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에서 뷰 로드 시간 얻기(베타)

관리자 인사이트의 최신 버전에 포함된 기능은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 드릴다
운 대시보드와 TS 웹 요청 데이터 원본입니다. 이 두 리소스를 사용하면 뷰를 작성
하는 사용자가 뷰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환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 탐색 및 데이터 원본 탐색를 참조하십시오.
이 대시보드 및 데이터 원본은 요청에 따라 릴리스 예정 베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새 관리자 인사이트 콘텐츠와 관련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려면 Early Feedback 사이트에 로그인하십시오.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인 아닐 때 이메일 알림 사용 안 함

예약 새로 고침이 예약 범위 밖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보이거나 실행 중이지 않은 클
라이언트에 관련하여 받는 알림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메일 알림을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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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요청

이제 사용자가 프로젝트, 통합 문서 또는 뷰에 대한 보기 사용 권한이 없을 때 보기 액
세스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면
Tableau가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사용자에게 요청에 대한 정보
와 액세스 변경에 대한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냅니다. 사용 권한 관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보 표시 유형 제한

사용자 표시 유형 사이트 설정을 사용하면 관리자가 Viewer(뷰어) 및 Explorer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사이트의 다른 사용자 및 그룹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여러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표시 유형이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Explorer와 Viewer(뷰어)가 다른 사용
자에 대한 정보(예: 별칭, 프로젝트 소유권, 댓글 등)를 볼 수 없습니다. Creator 및 관
리자(사이트 관리자 Explorer 포함)는 계속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사용자 표시 유형은 전체로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사용자 표시 유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설정의 일반 영역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의 가용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 또
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 관리

이제 Tableau는 Tableau에서 호스팅하는 보호된 환경에서 실행되는 새로운 유형의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인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네트워
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영역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며 Tableau Extensions API를 사
용하여 대시보드의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
그램은 웹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갖지만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외부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네트워크 호출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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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새로운 보안 수준
을 제공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제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
로그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프로그램 보안 및 배포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확장 프로그램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2019년 9월에 추가된 기능
이탈리아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됨

Tableau에 이탈리아어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11가지 언어 중 하나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도록 Tableau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l
l
l
l
l
l
l
l
l
l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영국)
영어(미국)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언어 및 로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Tableau 제품에서 이탈리아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언어에서 도움말
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언어로 도움말을 읽으려면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도움말 페이지의 맨 아래로 이동하여 바닥글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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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ata Management Add-on

Data Management Add-on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환경에서 Tableau 콘텐
츠 및 데이터 자산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라이선스입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및 Tableau Catalog가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
은 Data Management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 - Data Management의 일부

Tableau Prep Conductor는 개별적으로 라이선스가 허가되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용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Cloud의 예약 및 추적 기능을 활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Tableau Prep에 로그인하여 개별 흐름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대신, 흐름 실행을 자동
화하여 흐름 출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Conductor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 기능 - Data Management의 일부

Tableau Catalog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용으로 별도로 라이선스가 부여되
는 Data Management Add-on에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합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자산을 큐레
이션하고, 데이터 품질을 알리고,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Tableau 콘텐츠의 계보를 추
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Metadata API

개발자이거나 Tableau Catalog를 통해 인덱싱되고 노출되는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하
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Tableau Metadata API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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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뷰 탐색 및 검사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마크를 검사하고 식별하고 자세히 살
펴보십시오. 데이터 설명은 선택한 마크에 대한 통계적 설명을 제안하여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뷰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잠재적 관련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편집 사용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Desktop에서 뷰를 편집하거나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웹 환경에서 뷰를 편집할 때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마크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요소에 대한 정보와 비주얼리제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탐색을 위해 비주얼리제이션을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뷰 검사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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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Ask Data) 개선 사항

사용자는 이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HTML 페이지에 내장하고, 기준 날짜 필터
를 조정하고, 컨텍스트에서 상위 및 하위 이상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뷰 작
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 소유자 및 Tableau 관리자는 이제 필드명뿐만 아니라 필드 값에 대한 동
의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에 질
문(Ask Data)에 사용할 데이터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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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관리

이제 사이트 관리자가 작업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Cloud의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2019년 5월에 추가된 기능
Tableau의 10가지 언어 중에서 선택

Tableau는 중국어(번체) 및 영어(영국)의 두 가지 새로운 언어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
습니다. 이제 10가지 언어 중 하나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도록 Tableau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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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습니다.
l
l
l
l
l
l
l
l
l
l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영어(영국)
영어(미국)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언어 및 로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모든 Tableau 제품에서 두 가지 새로운 언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언어에서
도움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언어로 도움말을 읽으려면 Tableau 웹 사이
트에서 Tableau 도움말 페이지의 맨 아래로 이동하여 바닥글에서 언어를 선택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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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디자인

모든 도움말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피드백 보내기 아이콘이 표시되어 항
목의 콘텐츠에 대한 피드백을 더욱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고 항목
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십
시오.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관리 뷰 만들기

사이트에서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를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Tableau Cloud 수용,
사이트 트래픽, 라이선스 할당 등에 대한 사용자 지정 관리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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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 않은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이메일 알림 구성

예약된 새로 고침이 Tableau Bridge에 의해 수행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는 완
전하지 않은 새로 고침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자신에게 보내도록 Tableau Cloud를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 개선 사항

다음은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및 워크플로우의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 사항입니
다.
l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Tableau Bridge 관련 관리 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라이브 쿼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지원되는지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
습니다.

l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약된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 알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Cloud를 2019.2로 업그레이드한 후 일부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이 다수 표시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새로 고침이 예약 범위 밖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보

임: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질문(Ask Data) 개선 사항

이제 사용자는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대화형으로 질문하고, 간단한 계
산을 적용하고, 여러 시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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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뷰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관리자 및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
l

"year" 및 "date" 같은 단어들은 분석 함수에서 사용하도록 예약되며 필드명으로 사

l

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드명에 대한 동의어를 추가하는 기능은 이제 데이터 원본 소유자 및 Tableau 관

l

리자로만 제한되어 사용자에게 보다 일관된 환경이 제공됩니다.
사용량 분석 대시보드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쿼리, 상위 사용자 및 기타 유용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 사용할 데이
터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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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및 탐색 개선 사항

사용자 및 관리자는 새로운 탐색 변경 사항 및 페이지를 통해 더욱 쉽게 시작하고 관
련 콘텐츠를 찾을 수 있습니다.
l

새로운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최근에 사용한 뷰에 액세스하고, 즐겨찾는 콘텐츠를
찾고,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배너 및 동작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에 맞게 조정됩니다.

l

전용 즐겨찾기 및 최근 항목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모든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콘텐츠를 찾으려면 각 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정렬 및

l

필터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왼쪽 탐색 패널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모든 사이트 콘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탐색 페이지를 비롯하여 사이트의 중요 페이지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
다. 패널은 화면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며 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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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을 보거나 만들 때 왼쪽 탐색 패널이 사라져 분석에 더 많
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축약된 머리글을 사용하여 더욱 쉽게 프로젝트 계
층을 탐색하고, 사이트를 검색하고, 필요에 따라 즐겨찾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Tableau 사이트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알림 측면 패널

사용자가 뷰에서 알림을 선택하면 새 패널에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기존 알림이
표시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알림을 만들려면 알림을 만들 때 다른 사용
자가 볼 수 있도록 설정을 선택합니다. 2019.2 이전에 만들어진 알림은 다른 사용자
에게 표시되지 않지만 업데이트하면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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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뷰어) 역할에 대해 지원되는 사용자 지정 뷰

이전에는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드는 데 Creator 또는 Explorer 라이선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Viewer(뷰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
서 사용자 지정 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본 사이트 시작 페이지 설정

관리자는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기본 시작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이트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면 관리자가 설정한 시작 페이지가 나타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사용자의 기본 시작 페이지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 개선 사항
l
l

데이터 원본을 만들 때 매개 변수가 있는 저장 프로시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의 상태 표시줄을 확인하여 전체 마크 수에 대한 선택된 마크 수, 행 및 열, 집
계 등을 비롯한 뷰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줄에 대한 자세한 내

l

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상태 표시줄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필드 놓기 메뉴를 사용하여 필드의 집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드나 선반에서 필
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끌기(macOS의 경우 Option 키를 누른 채 마우
스 왼쪽 단추를 클릭하고 끌기)를 사용하여 집계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여

l

카드나 선반에 선택한 집계와 함께 필드를 놓습니다.
매개 변수를 만들고, 편집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추가된 기능
향상된 콘텐츠 탐색

새로운 방법으로 공유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통합 문서, 뷰, 데이터 원본, 흐름 및 중첩된 프로젝트)가 단일 그
리드 또는 목록에 표시됩니다. 서로 다른 콘텐츠 유형에 대한 개별 페이지를 탐색하
지 않아도 되므로 콘텐츠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이트
둘러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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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비주얼리제이션 만들기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Tableau에서 질문을 입력하고 즉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상호 작용 방식을 도입합니다. 자동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의 형태로 답변이 제공되므로 필드를 수동으로 끌어서 놓거나 데이터 구조의 의미
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시계열 및 공간 분석 같은 주요 분석 개념을 지원하고
“last year(작년)”, “earliest(가장 빠른)” 및 “most popular(가장 인기 있는)” 같은 대화 구
절을 이해하므로 정교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역할(Creator, Explorer 및
Interactor)은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자
동으로 뷰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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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타일 배경 맵

이제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Public에서 만들거나 게시된 맵에서 벡터 타일을 사
용하여 지리 데이터를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맵을 이동하고 확대/축소할 때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표시되며 뷰에 맞춰 레이블 및 아이콘의 크기가 동적으로 조
정되거나 모양이 변경됩니다. 새로운 벡터 타일 맵은 Tableau 배경 맵을 구동하는 기
본 기술을 대체하여 더 원활하고 쾌적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Tableau 맵에 대한 배경
지도 제작도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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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커넥터

Box, Dropbox, Google Drive, Google BigQuery 및 OneDrive 커넥터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를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카드 이미지

프로젝트 카드에 프로젝트 카드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해당 이미지를 프로젝트 설
명의 마지막 항목으로 추가하고 !(느낌표)로 묶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
트 이미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일시 중단된 구독 알림

뷰 또는 통합 문서를 구독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이메일 스냅샷이 정기적인 간격
으로 전송됩니다. 이제 구독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실패 알림을 다시 시작하거나 삭
제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또는 통합 문서
에 대한 구독 만들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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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및 Tableau Public에서 새로운 인구 통계 데이터 보기

Tableau Cloud 및 Tableau Public에는 Tableau Desktop과는 다른 새로운 인구 통계 데이
터 원본이 있습니다. 맵에서 Tableau Desktop의 인구 통계 데이터 계층을 사용하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Public에 맵을 게시하면 범례의 기간 및 값 나누기를 포함
하여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bleau Desktop에서 "블록 그룹" 데이
터 계층 옵션을 사용하는 맵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Public에 게시될 때 자동으
로 "인구 조사 표준 지역"로 업데이트됩니다. Tableau Desktop에 나타나는 다음 6개 인
구 통계 데이터 계층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Public에 맵을 게시할 경우 사라집
니다.
l
l
l
l
l
l

인구 증가율 예측
세대 증가율 예측
주택 증가율 예측
실제 구매 수입(중앙값)
연간 건축물(중앙값)
거주 기간(연간 평균)

Tableau Desktop에서 Tableau Server로 맵을 게시해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터 기능 향상

Ctrl+클릭(Mac의 경우 control 클릭)을 사용하여 뷰의 다중 값 필터에서 여러 값을 선
택합니다. 선택된 값은 연속형이 아닐 수 있으며 회색 하이라이트로 표시됩니다. 값
을 선택한 후 해당 확인란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을 취소하거나 동시에 값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 개선 사항
l

웹 작성을 위한 새로운 클라우드 커넥터: Box, Dropbox, Google Drive, Google
BigQuery 및 OneDrive 커넥터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를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개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새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작성자는 이제 초기 SQL을 실행하고, 사용자 지정 SQL 쿼리에 연결하고, 조인
의 필드 간 불일치를 확인하는 조인 계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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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제 대시보드 항목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 패널의 항목 계층
영역이나 캔버스에서 각 개체에 대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항목의 이름
을 바꿀 수 있습니다.

l

웹에 게시한 후 브라우저에서 기기 레이아웃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새 기능과 관련된 정보는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의 새로운 기능에서
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리 뷰를 사용하여 Tableau Bridge 추출 새로 고침 작업 검토 및 모니터링

관리 뷰를 사용하여 Tableau Bridge에서 수행된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을 검토하고 모
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의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제한 구성

오래 실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으로 인해 다른 추출이 새로 고쳐지지 않는 것을 방지
하려면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에 대한 시간 제한
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 구성을 참조하
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버전 번호 찾기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에 연결된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의
버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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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클라이언트의 버전 번호가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온하
고 이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그 후에도 버전 번호가 표시되
지 않으면 최신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도움말 디자인

콘텐츠 탐색을 용이하게 하는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오른쪽
메뉴를 사용하면 페이지의 서로 다른 항목을 빠르게 검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추가된 기능
웹 작성 개선 사항
l

밀도 맵 및 차트를 작성합니다. 밀도 마크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중요 지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맵 및 차트를 만듭니다.

l

대시보드에 이미지 개체를 추가합니다. 이미지를 쉽게 조정하고, 대상 URL을
추가하고, alt 텍스트를 추가하여 대시보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l

대시보드에 탐색 단추를 추가합니다. 단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다른 대시보
드, 시트 또는 스토리로 쉽게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고유한
이미지로 단추를 사용자 지정하거나 안내하는 도구 설명 텍스트를 추가합니
다.

l

워크시트 배경색을 없음으로 설정하여 워크시트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l

크로스탭으로 복제를 선택하여 통합 문서에 새 워크시트를 삽입하고 원래 워
크시트의 크로스탭 데이터 뷰로 시트를 채웁니다.

l

요소, 마크 및 영역 주석을 만들고, 이동하고,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새 기능과 관련된 정보는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의 새로운 기능에서
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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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도움말 검색, 탐색 및 레이아웃 개선 사항

제품 도움말 내의 검색 결과가 모든 Tableau 제품 및 도움말 문서의 결과를 포함하도
록 확장되었습니다. 목차 배치 및 이동 경로와 같은 도움말 레이아웃 및 탐색 기능이
모든 제품군에서 보다 일관된 도움말 환경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행 수준에서 추출 데이터 보호

Tableau에서 행 수준 보안을 구현하는 기존 방법을 사용하여 행 수준에서 추출 데이
터를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데이터 행 수준에서 액세
스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7월에 추가된 기능
Tableau Cloud가 Linux 서버로 마이그레이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Cloud 포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도움말 변경 사항

제품 도움말 내의 검색 결과가 모든 Tableau 제품 및 도움말 문서의 결과를 포함하도
록 확장되었습니다. 목차 배치 및 이동 경로와 같은 도움말 레이아웃 및 탐색 기능이
모든 제품군에서 보다 일관된 도움말 환경을 제공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Tableau Bridge를 Tableau Desktop과 별개로 설치

2018.2 릴리스부터 Tableau Bridge를 Tableau Desktop과 별개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Tableau Bridge 요구 사항, 이전 Tableau Desktop 버전과의 호환성 및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의 자동 재시작 없음

독립 실행형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는 자체적인 자동 재시작을 위한 자동 재시
작 간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 Bridge에서 필요한 자동 재시작
간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에서 Tableau Bridge FAQ(자주 묻는 질
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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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Bridge 2018.1 이하에서 Tableau Bridge 2018.2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구성 파일에 남아 있는 자동 재시작 간격이 무시됩니다.
Tableau Cloud의 글꼴 지원

Tableau Cloud에는 "웹에 적합한" 글꼴인 Arial, Courier New, Georgia, Tableau, Times
New Roman, Trebuchet MS 및 Verdana가 포함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제공되지 않는 글꼴을 사용하는 비주얼리제이션은 Tableau Cloud
에서 기본 시스템 글꼴을 사용하여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웹 사이트에
서 게시한 후 글꼴이 예상대로 표시되지 않음 기술 자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에서 응용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여 라이브 연결 확인

이제 Tableau Bridge에서 응용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하여 라이브 연결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즉, Windows에 로그온한 경우에만 라이브 쿼리를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
습니다(사이트 관리자가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 작동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에게 Tableau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이터와
직접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Tableau에서
실행하도록 허용할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
터 액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제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멘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대화에 동료 포함

뷰에서 발견한 중요한 데이터에 관한 대화에 동료를 참여시키려면 댓글에서 동료 이
름에 @멘션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일치하는 Tableau 계정을 가
진 조직 사용자가 목록에 표시되고 이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뷰에 댓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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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설정의 일반 섹션에서 @멘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 개선 사항
l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대시보
드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
로그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l

시각적 그리드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항목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대시보드 크기 및 레이아웃 을 참조하십시오.

l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하여 웹에서 뷰를 빠르게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바로 가기 키를 참조하십시오.

l

다중 연결 데이터 원본을 만들고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인(교
차 데이터베이스 조인)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조
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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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웹에서 동일한 데이터 연결의 데이터를 유니온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유니온을 참조하십시오.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할 때 데이터를 크로스탭 형식에서 열 형식으
로 피벗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피벗(열을 행으로)
을 참조하십시오.

l

Ctrl+C(Windows) 또는 Command+C(macOS)를 눌러 데이터 그리드에서 선택한
값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메타데이터 그리드에서 선택한 값을 복사하려
면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후 복사를 선택합니다.

l

스키마 검색을 사용하여 데이터 패널의 필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l

정렬에 대한 제어 개선. 중첩된 정렬을 사용하여 각 패널의 컨텍스트 내에서 차
원 값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계산된 필드를 만들거나 차원을 결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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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비주얼리제이션의
데이터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뷰의 행 또는 열 선반에서 차원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정렬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뷰를 변경한 경우(예: 필터를 조정한 경우) 사용자 지정 뷰를 저장하지 않고 데
이터 알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축 편집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축의 상단
근처(세로 축) 또는 오른쪽(가로 축)으로 마우스오버하고 표시되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또는 축을 두 번 클릭합니다.

7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l

축에 대해 로그 배율을 선택할 때 대칭을 지정하여 0 또는 음수 값이 포함된 데
이터를 로그 배율 축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
움말에서 축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l

(워크시트 또는 대시보드의) 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점 또는 마크
주석을 선택하여 주석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편집하거나 제거
하려면 주석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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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에 이미 게시된 추출의 계산 구체화

Tableau Cloud에 이미 게시된 추출의 계산을 소급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경우
tabcmd에서 --addcalculations 옵션을 사용하여 게시된 추출을 새로 고칠 수 있
습니다. 추출의 계산 구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추출
에서 계산 구체화를 참조하십시오. tabcmd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freshextracts workbook-name 또는 datasource-name을 참조하십시오.

2018년 4월에 추가된 기능
이제 새로운 사용자 기반 한시적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Tableau는 다양한 가격대에서 광범위한 웹 작성 및 기타 기능을 부여하는 다양
한 유형의 사용자 기반 한시적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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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데이터 분석 및 비주얼리제이션 요구 사항에 맞게 보다 융통성 있는 라이선
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용자 기반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
오. 각 라이선스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가격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스타터를 사용하여 신속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

대시보드 스타터를 통해 Salesforce, ServiceNow, Oracle Eloqua, Marketo 등과 같은 클
라우드 기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
합 문서를 만들고 핵심 비즈니스 메트릭에 맞게 조정된 여러 가지 아름답고 유용한
디자인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데이
터 시각화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여 라이브 연결의 부하 분산 조정

사이트 관리자는 다른 컴퓨터에서 추가로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여 라
이브 쿼리의 부하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가 온프레미스 데
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유지 관리하도록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진행 중인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 취소

진행 중인 추출 새로 고침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Tableau Bridge를 사용
하여 일정에 따라 추출을 새로 고치도록 구성한 경우 진행 중인 추출 새로 고침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 데이터 원본의 예약 만들기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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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Creator 사용자 라이선스가 있으면 브라우저에서 직접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Excel 또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 원본을 업로드하거나,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또
는 엔터프라이즈의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에 연결하거나, 사이트에 저장된 게시된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
오.
웹에서 데이터 준비

Creator 사용자 라이선스가 있으면 데이터 원본 탭을 사용하여 분석할 데이터를 준
비합니다. 조인을 만들고, 새 데이터 원본을 추가하고, 데이터 해석기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
이터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내장된 뷰에 액세스할 수 있는 툴바 추가

작성자는 모든 사용자가 댓글을 추가하거나, 뷰를 다운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와
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액세스 가능한 툴바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접근성을 위한 뷰 작성에서 뷰 게시 및 내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통합 문서 다운로드

예를 들어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통합 문서를 열어야 하는 경우 다른 버
전의 Tableau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를 현재 버전으
로 다운로드하거나 이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버전 호환
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를 버전 간에서 호환되게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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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작성 개선 사항
l

웹에서 뷰를 편집할 때 행 머리글의 너비와 열 머리글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
니다.

l

이제 대시보드에서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주석을 두 번 클릭하여 해당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 워크시트를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
명 비주얼리제이션인 대상 워크시트에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설명 비
주얼리제이션 워크시트를 다시 표시하려면 원본 워크시트에서 모든 시트 숨
기기 취소를 클릭합니다.

l

계층의 모든 값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뷰에서 계층형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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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l

마크 카드에서 경로 속성을 클릭하여 라인 마크 유형을 스텝 라인이나 점프 라
인으로 변경하십시오.

l

축을 두 번 클릭하여 축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추가된 기능
댓글 삭제로 토론 스레드 간소화

댓글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빠르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에 있는 X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뷰
에 댓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2018년 1월에 추가된 기능
Tableau Cloud 서버가 버전 10.5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권장 데이터 원본

권장 데이터 원본에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게시된 Tableau Desktop 사
용자 관련 데이터 원본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추천 항목은 조직에서 현재 사용자와
사용 방식이 유사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기반합니다.
정확한 추천 항목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서버가 매일 다음 사항을 검사합니
다.
l

새로운 콘텐츠 - 새 데이터 원본이나 업데이트된 데이터 원본을 예로 들 수 있
습니다.

l

새로운 사용 현황 정보 - 예를 들어 Laura Rodriquez가 Food Catering 데이터 원
본을 사용했고 Henry Wilson이 Monthly Sales 데이터 원본을 사용했다는 정보
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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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인증되거나 권
장되는 데이터 원본 및 테이블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중첩된 프로젝트

이제 더 넓은 영역에서 콘텐츠를 하위 섹션으로 분리하려는 경우 프로젝트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최상위 프로젝
트에서 대상 독자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콘텐츠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된 데이터에 연결하는 작업과 진행 중인 공동 작업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l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

l

웹에서 Tableau 탐색 문서의 프로젝트 탐색

추출에서 새로운 .hyper 형식 사용

이제 추출을 만들 경우 새로운 .hyper 형식이 사용됩니다. 이 새로운 형식의 추출은 이
전의 데이터 엔진과 동일한 분석 및 쿼리 성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큰 추출을 지원
하는 개선된 데이터 엔진을 활용합니다. 마찬가지로 .tde 추출에 추출 작업을 수행하
면 추출이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
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값이 계산되는 방식의 변경 사항

데이터 원본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개선하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버전 10.5에서 데이터 원본의 값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버전 10.4(및 이전)와 버전 10.5(및 이후) 간에서 뷰의 값과
마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추출 데이터 원본에 적용되며 다중 연
결 데이터 원본, 파일 기반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Google 스프레드시트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추출 전용 데이터 원본 및 WDC 데이터 원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뷰의 값 및 마크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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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운영 체제 요구 사항(64비트가 32비트 대체)

버전 10.5부터 Tableau Desktop, Tableau Reader 및 Tableau Public(데스크톱)은 64비
트 운영 체제에서만 실행됩니다. 버전 10.4가 32비트 Windows 운영 체제를 지원하는
Tableau Desktop, Tableau Reader 및 Tableau Public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웹 작성의 새로운 기능
l

대시보드에 텍스트 개체를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워크시트 및 대시보드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두 번 클릭하여 제
목 편집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l

추세선을 편집하고 추세 모델의 설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추세 모델을 표시
하려면 추세선을 마우스오버합니다. 웹에서 추세선을 편집하려면 추세선을
클릭한 후 마우스오버하여 편집 메뉴가 나타나면 클릭합니다.

l

이제 추세선에 거듭제곱 옵션이 포함됩니다.

l

데이터 패널에서 한 차원을 다른 차원에 끌어다 놓아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
다.

l

필드의 기본 색상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수량형 색상 범례에서 고급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날짜는 포함되지 않
음).

l

웹에서 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축 편집 대화 상자를 열려면 뷰에서
축을 두 번 클릭하십시오. 축 편집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에 이중
축 동기화, 축 범위 지우기(재설정) 및 눈금 편집이 포함됩니다. 필드의 상황에
맞는 메뉴(행 또는 열 선반에서 측정값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에
서도 이중 축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검색이 기본적으로 숨겨짐

이제 필터링된 검색 옵션이 페이지 오른쪽에 위치하고 기본적으로 숨겨집니다. 필
터 패널이 열려 있으면 이 토글이 어두운 아이콘(

84

)으로 표시되고, 필터 패널이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닫혀 있으면 밝은 아이콘(

)으로 표시됩니다. 검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필터링된 검색을 사용하려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017년에 추가된 기능
2017년 9월 에 추 가 된 기 능
Tableau Cloud 서버가 버전 10.4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알림

데이터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임계값에 도달하면 데이터 기반 알림이 사용자가 지정
한 주요 인물에게 이메일 알림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알림을 만들고 관리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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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인증

인증을 사용하면 큐레이션을 통해 데이터 원본의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와 프로젝트 리더는 조직의 보안 및 규정 준수 표준이나 사용자가 정의한 다
른 표준을 충족하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을 사용
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의 라이브 연결 지원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에서 액세스를 요청하지 않고 Tableau Bridge의 라이브 쿼
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이
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유지하고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 확장을 참조하십시
오.
뷰의 댓글 기능 향상

댓글 기능이 새로운 데이터 발견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유도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 패널은 뷰 아래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나타나기 때문
에 토론과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도 자동으로 나타나므로
다른 사용자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뷰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려
면 댓글과 함께 대화형 스냅샷을 추가하여 설명 중인 데이터를 하이라이트하십시
오.
데스크톱 브라우저에서 추가한 모든 댓글은 Tableau Mobile에도 나타나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동 중에 동료와 쉽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이 포함된 통합 문서를 수정해도 뷰 이름이 동일하기만 하면 댓글이 뷰에 유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에 댓글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뷰를 본 사용자 확인

뷰의 소유자는 조직에서 뷰를 본 사용자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이트
페이지의 맨 위에서 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관심이 있는 특정 뷰를 마우스오버
하고 오른쪽 위의 메뉴에서 이 뷰를 본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8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내장된 뷰의 WCAG 규격 드롭다운 필터

이제 내장된 뷰에서 액세스하는 단일 값(드롭다운) 및 다중 값(드롭다운) 필터가
WCAG 규격을 준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접근성을 위한 데이터 뷰 작성 및 접근성
을 위한 뷰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의 새로운 기능
대시보드 간격의 정확성을 개선하는 테두리 및 배경색 컨트롤

이전에 빈 개체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조정한 경험이 있다면 새로운 간격
컨트롤이 제공하는 놀라운 이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백을 사용하여 대시보드
에서 항목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테두리 및 배경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하이
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주위에 여백, 테두리 및 배경색 추가를 참
조하십시오.
웹에서 뷰 툴바 설정

이전 릴리스에서는 웹에서 작성할 때 맵 뷰에서 작업할 때에만 뷰 툴바를 보고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웹 작성 시 통합 문서의 모든 뷰 또는 대시보드에 대해 뷰 툴
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워크시트 > 뷰 툴바 표시를 선택하고 옵션
을 선택합니다.
그룹 편집

Tableau 버전 10.4부터 그룹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편집하려면 데이터 패널
에서 그룹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그룹 편집을 선택합니다. 열리는
그룹 편집 대화 상자에서 기존 그룹의 멤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그룹 필
드에서 새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그룹을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별칭 만들기

Tableau 버전 10.4부터 차원 멤버에 대한 별칭을 만들어 뷰에 서로 다른 레이블을 표
시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 대한 별칭을 만들려면 데이터 패널에서 차원을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별칭을 선택합니다. 별칭 편집 대화 상자의 값(별칭)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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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칭을 만들어 뷰의 멤버 이
름 바꾸기를 참조하십시오.
라인 서식

웹에서 작성할 때 통합 문서의 모든 라인을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식 > 통합
문서를 선택한 다음 통합 문서 서식의 라인 섹션을 확장하고 선택 항목을 결정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 수준에서 서식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2017년 7월 에 추 가 된 기 능
구독 일정에 대한 사용자별 표준 시간대

이전에 구독 일정은 하나의 표준 시간대로 제한되었지만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표
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창의 맨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클릭한 다
음 내 계정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구독 표준 시간대에서 일정을 만들 때 사
용할 표준 시간대를 선택합니다.

2017년 6월 에 추 가 된 기 능
모든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기본 작업 우선 순위

모든 Tableau Cloud 고객을 위한 공정한 프로세스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사이트 관
리자가 일정이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거했습니
다. 이전에 설정된 우선 순위는 기본값으로 돌아갑니다.

2017년 5월 에 추 가 된 기 능
Tableau Cloud 서버가 버전 10.3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Tableau Cloud 동기화 클라이언트가 Tableau Bridge로 변경

제한적 릴리스, 요청별. Tableau Online 동기화 클라이언트에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운 이름이 지정되었습니다.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온프레미
스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 유지하십시오. Bridge는 동기화 클라이언트가 추출
새로 고침을 위해 제공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일정은 동기화 클라이
언트에서 정의된 대로 계속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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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쿼리 기능은 현재 요청에 의해서만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ID 공급자의 암호화된 SAML 어설션

Tableau Cloud는 이제 ID 공급자의 암호화된 SAML 어설션을 지원합니다. SAML SSO
(Single Sign-On)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사이트에서 SAML 인증 사용을 참조
하십시오.
지원 사용자를 위한 사이트 액세스

Tableau Cloud 관리자는 승인된 Tableau 지원 기술자가 고객 지원 사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Tableau Cloud 사이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액세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새롭게 설계된 도움말

버전 10.3부터 Tableau Desktop 도움말을 Tableau 도움말이라고 합니다. Tableau 도움
말에는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의 데이터 분석 및 사용과 관
련된 모든 도움말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도움말은 Tableau에서 통합 문서 또
는 데이터 원본을 만들고 게시하는 사용자와 뷰를 보고 상호 작용하며 공유하려는
사용자를 위한 도움말입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과 콘텐츠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환영
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피드백 표시줄("이 페이지가 도움이 되셨나요?")를 사용
하여 댓글 필드를 열고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웹에서 Tableau 사용에서는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도움말에 있던 항목에 대
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웹 작성의 새로운 기능

버전 10.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대한 웹 작성 항목은 Tableau 도움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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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저장

이제 게시된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다른 사용자가 연결할 수 있는 별도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 저장하는 옵션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저장할 때 통합 문서를 업데이트하여 새로 저장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량 색상 범례 편집

이제 웹 작성에서 연속형 색상 범례의 색상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마크 카드에서
또는 범례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색상 편집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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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카드:

범례:

또한 16진수 값을 입력하여 시작 및 끝 색상에 대한 사용자 지정 색상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개별 범례의 색상 편집

뷰에서 측정값에 대한 개별 색상 범례를 만드는 경우 더 이상 기본 색상표만 사용하
거나, Tableau Desktop에 뷰를 게시할 때 각 색상 범례에 할당된 색상표만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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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지 않습니다.
웹 작성 모드에서 이제 각 범례에 대해 다양한 색상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례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색상 편집 대화 상자를 연 다음 색상표를 선택합니다.
또한 16진수 값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시작 및 끝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맵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사용자 지정

웹 작성 모드에서 이제 맵 옵션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상 독
자가 맵 뷰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l
l
l

맵 배율 표시
맵 검색 숨기기
뷰 툴바 숨기기
이동 및 Zoom 해제

자세한 내용은 맵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웹의 숫자 서식

이제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뷰의 측정값에 대한 기본 숫자 서식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숫자 및 Null
값 서식을 참조하십시오.

92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스토리 만들기

이제 웹 작성에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컨텍스트를 제공하거나, 의사 결정과 결과
의 관계를 보여주거나, 설득력 있는 사례를 구성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스토리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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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차원 만들기 및 편집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Tableau Desktop과 비슷한 방법으로 연속형 측
정값에서 구간차원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속형 측정값에
서 구간차원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뷰에서 표현 방식으로 필드 끌기

관심 차원 및 측정값을 선택하고 뷰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특정 용도에서 이 레코드
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 방식" 뷰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계속해서 다른
표현 방식 옵션을 클릭하여 다른 뷰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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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서 연속형 계층 드릴업 및 드릴다운

연속형 계층이 있는 뷰에서 연속형 축의 머리글 근처를 마우스오버하여 + 및 - 컨트
롤을 표시합니다. 클릭하여 드릴다운하거나 드릴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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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에 추 가 된 기 능
Google 인증

Google 인증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에서 간편하게 Google ID 및 암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Tableau Cloud에 액세스할 때 로그인 프롬프트의 수가 줄어듭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중앙 위치에서 이러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암호를 여
러 번 재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Google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을 참조하
십시오.
사용자 지정 구독 일정

구독 일정은 표준 옵션 집합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 원하는 일정으로 이메일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구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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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에 추 가 된 기 능
Tableau Cloud 서버가 버전 10.2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Tableau Server의 새로운 기능에 있는 다음 항목이 Tableau Cloud에도 적용됩니다.
l

접근성 준수 지원
이 항목의 기능은 접근 가능한 뷰를 만들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에 게시하는 Tableau Desktop 작성자를 위한 것입니다.

l

웹 작성 개선 사항

2016년에 추가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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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에 추 가 된 기 능
Tableau Cloud 서버가 버전 10.1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웹 작성 개선 사항
l

뷰의 머리글 표시 또는 숨기기.

l

대시보드에 대한 읽기 전용 기기 레이아웃 보기.

전체 화면 보기

뷰를 확장하려면 툴바 맨 오른쪽에 있는 전체 화면을 클릭합니다. 뷰를 이전 크기로
되돌리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알림에 대한 구독 보내기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가 존재할 때만 뷰에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새로운 구독 옵션인 뷰가 비어 있는 경우 보내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구독 및 구독 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tabcmd 다운로드를 위한 새 위치

이제 tabcmd 설치 프로그램을 Tableau 웹 사이트의 Tableau Server Releases 페이지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항상 최신 버전의 tabcmd를 찾을 수 있습니
다.
tabcmd 다운로드는 릴리스 정보의 버전 번호 아래에 있습니다.
Tableau Cloud 도움말의 링크도 변경되었습니다. 이 링크에 책갈피를 지정한 경우
tabcmd 설치 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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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에 로 그 인
Tableau 클라이언트 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
트에는 웹 브라우저, Tableau Desktop, Tableau Bridge 및 Tableau Mobile이 포함됩니다.
사이트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웹 페이지에 내장된 Tableau 뷰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
니다.

로그인 옵션 및 단계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를 설정한 방식에 따라 다음 방식 중 하나(즉,

인증 유형)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l

SSO(Single Sign-On)
SSO(Single Sign-On)은 사용자가 회사 내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자격 증명 )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를 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SSO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의 자격 증명은 Tableau Cloud 외부에서 타사 IdP
(ID 공급자 )를 통해 관리됩니다. 자격 증명을 입력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
하면 해당 IdP는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자임을 Tableau Cloud에 알립니다.

l

Tableau에서 MFA 사용
Tableau 인증으로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면 TableauID 자격 증명과 다른
확인 방법을 조합하여 Tableau Cloud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ID 자격 증명은 Tableau Cloud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 증명을 통해 Tableau
웹 사이트에 있는 주문형 교육용 동영상, 백서 등의 다른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FA를 등록한 후 확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단계 인증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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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사용되는 자격 증명의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
사이트가 SSO(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사
이트 관리자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사용자는 조직 내의 다른 프로그램
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인증을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에게 사
이트 초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면 암호를 만들 수 있습니
다. 이 이메일 주소와 암호가 사용자의 TableauID가 됩니다. 또한 MFA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로그인할 때마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을 하나
이상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이트가 어떤 자격 증명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로 그 인 (Tableau Cloud URL 포 함 )
로그인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로그인 위치:

수행할 작업: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Tableau Cloud URL
(https://online.tableau.com)을 입력합니다.

Tableau Desktop(콘텐
츠 게시 또는 액세스)
Tableau Desktop
(Tableau Bridge 로그

서버 > 로그인 을 선택하고 Tableau Cloud URL
(http://online.tableau.com)을 입력합니다.
서버 >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시작 을 선택합
니다.

인)
Tableau Mobile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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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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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1. Tableau Cloud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
다.
단일 사이트에만 추가된 경우 ID 공급자의 로그인 양식으로 이동됩니다. 사용
자 이름을 다시 입력하고 암호를 입력합니다. 타사의 사용자 인증을 거친 후
Tableau Cloud로 다시 이동합니다.
2. SSO를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에 추가된 경우 액세스하려는 사이트의 사이트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이트 개인 정보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사이트 URI가 필요합
니다. 사이트 URI는 Tableau Cloud 사이트의 고유 식별자이며 인증 후 사이트
URL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이름이 “Company X”인 경우 URL에
https://us-east-1.online.tableau.com/#/site/companyx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이트 URI가 기억되지 않도록 하려면 사이트 URL을 브라우저에
책갈피로 저장하여 해당 Tableau Cloud 사이트로 빠르게 리디렉션하고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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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URI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잊음을 클릭하고 지침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확인합니다. 15분 내에 확인 코드 1개만 전송되므로
Tableau의 이메일이 보이지 않는 경우 스팸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확인되
면 사용자 이름에 연결된 사이트 목록으로 리디렉션됩니다. 이 클라이언
트에서는 30일간 이메일 주소를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Tableau 인증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1. Tableau Cloud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로
그인을 클릭합니다.
Tableau 인증을 통해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MFA 등록 프
로세스 중에 선택한 확인 작업을 사용하여 ID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
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거나 MFA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아
래 다단계 인증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2. 관리자가 사용자를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에 추가한 경우 사이트를 선택
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아웃하려면
로그아웃하려면 페이지의 오른쪽 위에서 자신의 표시 이름을 선택하고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로그아웃 링크가 표시되지 않고 그
냥 브라우저 탭 또는 창이 닫힙니다. 회사의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ID 공급자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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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가 단일 로그아웃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지 않은 경우 로그아웃 링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로그인 자격 증명 저장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려면 로그인 페이지에서 정보 저장
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로그인하면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암호는 여
전히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SSO 인증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 이름이 Tableau에 기억되고 기본 사이
트로 설정됩니다. 다음에 로그인하면 사용자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사이트 URI
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없이 인증을 위한 IdP로 리디렉션됩니다.
다음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기본 사이트가 대체됩니다.
l

다른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정보 저장을 다시 선택합니다.

l

특정 사이트를 가리키는 URL인 딥 링크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액세스하
고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정보 저장을 선택합니다.

Tableau에서 사용자 정보를 지우려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쿠키를 제거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
사이트 관리자는 승인된 Tableau 클라이언트에 바로 로그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의 예는 이 항목의 소개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인식되는 클라이언트에서 성공적으로 로그인하면 Tableau가 Tableau Cloud에 대한
연결을 기억하는 보안 토큰에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이 토큰이 있으면
로그인 없이 Tableau Cloud 사이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로그인 지우기
l

사이트 연결을 해제하려는 경우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명시적으로 로그아웃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bleau Desktop에서 서버 >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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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Desktop에서 기존의 모든 서버 연결을 제거하려면 도움말 > 설정 및
성능 > 저장된 서버 로그인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연결을 저장하는 보안 토큰을 허
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에서 내장된 뷰에 로그인
사용자가 내장된 뷰가 포함된 웹 페이지로 이동한 경우 뷰가 나타나는 프레임에 로
그인 단추가 표시됩니다. IE(Internet Explorer)를 사용하는 경우, 자격 증명을 입력하
면 로그인 단추가 뷰로 바뀌지 않고 브라우저 보안 설정에 의해 뷰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IE는 보안 영역을 사용하여 웹 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IE에
Tableau의 내장된 뷰를 표시하려면 방문하는 웹 사이트 및 Tableau Cloud 주소를 올
바른 보안 영역에 추가하면 됩니다.

IE 보 안 영 역 에 웹 주 소 추 가
1. Internet Explorer에서 Tableau 뷰가 포함된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도구 단추를 클릭한 다음 인터넷 옵션을 선택합니다.
3. 보안 탭에서 다음과 같이 웹 사이트를 해당 보안 영역에 추가합니다.
l

사이트에 포함된 Tableau 뷰가 조직 내부에 있는 경우 로컬 인트라넷을
클릭하고 사이트, 고급을 차례로 클릭합니다. 사이트가 아직 웹 사이트
목록에 없으면 사이트를 추가합니다.

l

사이트가 조직 외부에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고 사
이트를 클릭한 후 사이트를 웹 사이트 목록에 추가합니다.

4. Tableau Cloud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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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선택하고 영역에 웹 사이트 추가 상자에서
*.online.tableau.com을 입력합니다.
5. 추가를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들 단계는 Microsoft Windows 페이지 보안 영역: 웹 사이트 추가 또는 제거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참고: 제공된 링크를 클릭하면 Tableau 웹 사이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Tableau
는 이러한 외부 웹 사이트 링크의 정확성 및 관련성뿐 아니라 최신 상태가 유지되
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외부 공급자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페이지가 정확하
며 최신 상태인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콘텐츠와 관련된
질문은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십시오.

다단계 인증 등록
계정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인증으로 MFA(다단계 인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FA가 사용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마
다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을 하나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와 함께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Bridge를 사용하는 경우 버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MFA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단계 요소"라고도 하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제
공하여 신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보안 계정 인증 방법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입니다(예:
TableauID 자격 증명). 추가 요소는 Salesforce Authenticator 또는 타사 TOTP(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 앱과 같은 인증 앱에서 생성된 코드입니다.
지원되는 확인 방법을 비교하고 사용 시 요구 사항을 검토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
의 다단계 인증에 대한 확인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대부분의 경우 Tableau Cloud의 확인 방법은 휴대폰에 설치해야 하는 모바일 인
증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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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MFA를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확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Salesforce Authenticator를 클릭합니다.

3. Tableau Cloud 대화 상자의 단계에 따라 선택한 확인 방법을 Tableau Cloud 계
정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Salesforce Authenticator 앱을 선택한 경우 다음을 수행하
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 iOS 또는 Android 휴대기기에서 App Store 또는 Google Play에서 무료
Salesforce Authenticator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휴대기기에서 앱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열고 계정 추가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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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bleau Cloud의 대화 상자에서 앱의 두 단어 단계를 입력하고 연결 을 클릭합
니다.

4. 로그인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Tableau Cloud는 휴대폰에서 인증 앱을 통해
로그인 요청을 승인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요청을 수락하면 신원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트로 리디렉션됩니다.
예를 들어 Salesforce Authenticator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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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Cloud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되면 푸시 알림에 응답합니다.

2. Salesforce Authenticator에서 요청 세부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3. 승인 을 누릅니다. 사이트로 리디렉션됩니다.

확인 방법 관리
MFA를 사용한 후에는 Tableau Cloud의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MFA 확인 방법 관
리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방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추가 확인 방법
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기존 휴대
폰에서 확인 방법을 삭제합니다. 인증 앱 구성을 백업에서 새 휴대폰으로 복원하여
복사할 수 없는 경우 인증 앱을 다시 설치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정
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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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코드 정보 -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
잠금 시나리오의 위험을 줄이려면 MFA에 등록한 후 백업용으로 복구 코드를 추가하
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MFA 확인 방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서만 사용해야 하는 복구 코드를 통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하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일회용
코드 목록이 생성됩니다.
중요:
l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한 후에는 복구 코드 목록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상황
에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코드를 안전한 위치에 즉시 복사 및 저장하십

l

시오.
복구 코드를 기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일반적인 MFA 확인
방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복구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잠긴 후 사이트 액세스 권한 다시 얻기
중요: 사이트에서 잠기지 않도록 하려면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 코드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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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든 MFA 확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
리자에게 문의하여 MFA 확인 방법을 재설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MFA 확인 방
법을 재설정한 후 다단계 인증 등록의 절차를 수행하여 MFA를 다시 등록합니다.

라이선스 모델 이해
이 항목에서는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 및 이와 관련될 수 있는 제품 키 또는 구독에 대
해 설명합니다. Tableau 고객 포털의 Tableau Cloud에서 제품 키 및 구독에 대한 유용
한 시각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au 고객 포털(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에서 제품 키를 보는 경우
제품별 접두사를 기록합니다.
제품

설명

키접
두사
TC

Tableau Creator 제품 키는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D

Tableau Desktop 제품 키는 오직 Tableau Desktop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
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키는 더 이상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않는 레
거시 제품 키입니다.

한시적 라이선스 모델
Tableau의 한시적 라이선스 모델은 Tableau Cloud 사용을 허가하는 메트릭으로 정의
됩니다. 한시적 라이선스는 구독 라이선스라고도 합니다. Tableau는 현재 Tableau
Cloud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독 라이선스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독 라이선스 모
델에서 고객은 연간 구독료를 지불합니다. 구독이 만료되면 소프트웨어 작동이 중
지됩니다.
구독 라이선스의 구독은 역할에 기반하거나 코어에 기반합니다. 단일 라이선스 키
는 모든 역할 및 기능과 함께 구매할 수 있으며, 이 라이선스를 USL(업데이트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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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전체 구매를 나타내려면 Tableau Cloud에서 하나의 키만
활성화하면 됩니다.
l

역할 기반 라이선스 를 사용하면 각 역할 유형의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를 기반
으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내장된 분석 기능 사용량 기반 라이선스 는 Tableau Server의 Viewer(뷰어) 사용
자 계정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이 라이선스는 사용량, 보다 구체적
으로 분석 노출 수에 기반을 둡니다.

역할 기반 라이선스 모델
Tableau는 다양한 가격대에서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 기반 한시적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역할 기반 한시적 라이선스의 유형은 Display, Viewer(뷰어), Explorer 및
Creator의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

l

l

l

Display 라이선스 를 사용하면 상호 작용 없이 공유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광범위한 내부 사용자와 Tableau 콘텐츠를 공유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Display 라이선스에는 별도의 사이트 역할이 없습니다. Display 라이선스를 사용할
때 관리자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각 Display 위치에 대한 전용 로그인 계정을 만들고,
이는 개별 사용자의 로그인 계정과 동일하지 않으며, Viewer(뷰어)의 최대 사이트
역할을 할당합니다.
Viewer(뷰어 ) 라이선스 가 있는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를 보고 상
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Viewer(뷰어)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Tableau Mobile에 액세스하고, 통합 문서에 댓글을 추가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시각
자료를 내보내고, 통합 문서 요약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직접 구독을 만들고, 데
이터 기반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plorer 라이선스 는 이전 Tableau Cloud 릴리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기반
한시적 라이선스에 해당하며, Viewer(뷰어)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기능과 추가 기능
을 포함합니다. Explorer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통합 문서
작성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업 기능의 전체 집합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Creator 라이선스 는 Tableau Cloud를 사용할 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사용 기능을 부여합니다. Creator 라이선스는
Explorer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허용하고 Tableau Cloud 사용 시
다음 기능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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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새 데이터 원본에서 새 통합 문서 게시를 만들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 연결을 만들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활
성화를 사용합니다.

내장된 분석 기능
Tableau가 제공하는 내장된 분석 기능 오퍼링은 조직 외부의 고객에게 Tableau 콘텐
츠 및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Tableau Cloud 분석 기능을 외부 솔루션에 포함하려
는 고객을 위한 제한된 Tableau Cloud 사용 라이선스입니다.

참고: 내장된 분석 기능 라이선스는 전체 사용 라이선스와 동일한 환경에서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소비자 인구 통계에 관한 행동 패턴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에서 Tableau Cloud는 'Demographics Analyzer(인구 통계 분석기)'라는 특정 독점적 응
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내보낸 TXT 파일 및 SQL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합니다. 조
직은 고객이 로그인하여 계정을 관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보안 포털에서 고객에
게 비주얼리제이션을 제공합니다. 최종 사용자는 포털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계정으로 고유하게 식별됩니다.
라이선스를 확인하려면 Customer Success 팀에 문의하십시오.

내장된 분석 기능 사용량 기반 라이선스 모델
내장된 분석 기능 사용량 기반 라이선스 모델에서 Creator와 Explorer는 여전히 사용
자 단위로 정의되지만 외부 Viewer(뷰어)는 분석 노출에서 측정된 사용량 단위로 라
이선스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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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노출은 외부 Viewer(뷰어)(조직 외부의 뷰어)가 외부용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또
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내장된 분석 기능에 액세스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
어 Viewer(뷰어)가 다음 동작을 수행할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l

대시보드 로드

l

워크시트 로드

l

Tableau 메트릭 로드

l

API 또는 UI를 통해 이미지, PDF, PowerPoint 또는 Tableau 통합 문서와 같은 비
주얼리제이션(대시보드 또는 워크시트) 다운로드 또는 내보내기

l

구독 수신

l

데이터 기반 알림 수신

사이트 관리자는 분석 노출 소비량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리는 월별 개요 이메일을
수신하여 사용량을 추적하고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계정 관리
자에게 사용량 메트릭을 요청하여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능 라이선스
기능 라이선스는 다른 라이선스와 다르게 판매됩니다. 독립 라이선스가 있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배포의 모든 사용자에 대해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연 단위 라이선스를 통해 제공되며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전부" 제공되거나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l
l
l

Data Management
Advanced Management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참고: 업데이트 가능한 구독 라이선스에는 하나의 라이선스에 기능과 역할이 모
두 포함됩니다. 더 이상 여러 기능 및 관련 역할에 대해 여러 라이선스와 제품 키
를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Tableau Software

113

Tableau Cloud 도움말

Data Management
Data Management 라이선스에는 Tableau Catalog 및 Tableau Prep Conductor가 포함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dvanced Management
Tableau Cloud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는 배포 기준으로 허여됩니다.
Advanced Management 및 포함된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LBLM(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은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의 라이
선싱을 간소화합니다. Cloud Creator는 Cloud 사이트(LBLM)에 로그인하여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를 활성화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사용자가 제품 키를 활성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여 Tableau 활성화를 참조하십
시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여
Tableau 활 성 화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는 Tableau Cloud 내의 Creator 역할을 위한 기본 라이선
스 관리 및 활성화 옵션이며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로그
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면 권한 있는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여
Tableau Desktop 및/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활성화하고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
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면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에 대한 제품 키를 배포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별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인증하려면 Tableau Cloud 사이트
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라이선스 활성화 및 중앙 집중식 라이선스 관리를 위해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Creator 역할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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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면 라이선스 사용량을 보
다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관리 뷰를 사용하여 한 곳에서 Creator 시트의 할당 및 사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 뷰는 Creator 라이선스를 사용 중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Tableau 배포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의 최근 라이선스 임대 및 버전 관련 정보를 표시합니다.
다음 Tableau 제품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지원합니다.
l

Tableau Cloud

l

Tableau Server 2020.1 이상

l

Tableau Desktop 2020.1+

l

Tableau Prep Builder 2020.1.3 이상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작동 방식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가 사용되는 경우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는 사용자가 Creator인지 확인하고 ATR(Authorize to Run)을 얻기 위해 주기적
으로 연결하거나 Tableau Cloud에 연결합니다. Tableau Cloud은 Tableau에서 호스팅
되는 ATR(Authorization to Run) 서비스에 연결하여 Tableau Desktop 클라이언트에 활
성화가 허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TR 서비스는 라이선스와 권한 부여 기간을 확인
하고 관리합니다. 아래 다이어그램에서는 클라이언트, Tableau Cloud 및 라이선스 서
비스 사이의 통신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Tableau에서는 공통 포트(80 및 443)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요청을 수행합니다. 대부
분의 경우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실행
되고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Tableau에서 사용하는 포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액세스 요구 사항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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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및 Tableau Cloud

1.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설치하고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가 Creator인지 확인합니다. 아닌 경우 오류가 발생
합니다. 맞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ATR 서비스와 통신합니다.
3. ATR 서비스가 Tableau Cloud에 ATR 임대 정보를 반환합니다.
4. Tableau Cloud에서 ATR 임대 정보를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
에 제공하여 활성화를 마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사용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려면 Tableau Desktop을 설치하고 Tableau
Cloud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1단 계 : 로 그 인 기 반 라 이 선 스 관 리 사 용
버전 2020.1부터 Tableau Cloud 및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려면
Tableau Desktop을 설치하고 Tableau Cloud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Tableau
Desktop 버전 2020.1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3단계: Tableau Desktop 활성화로 건너뜁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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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이전 버전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설치 시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 로
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 변경
명령줄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을 변경하려면 컴퓨터 명령줄에서 관리
자로 설치 프로그램 .exe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msi 파일을 추출해야 한다면
Windows(MSI) 설치 프로그램 추출 및 실행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기본값인 14일/1,209,600초 이외의 기간을 사용하려면
ATRREQUESTEDDURATIONSECONDS 스위치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
다.
tableauDesktop-64bit-2020-1-0.exe /quiet /norestart ACCEPTEULA=1
ATRREQUESTEDDURATIONSECONDS=43200
.exe 파일이 위치한 디렉터리에서 명령을 실행하거나 컴퓨터에서 .exe 파일 위치에
대한 전체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공유 디렉터리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설치하려는 컴퓨터의 디렉터리에 .exe 파일을 다운로드합
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Windows
설치 프로그램 명령을 보여 줍니다.
tableauDesktop-64bit-2020-1-0.exe /quiet /norestart ACCEPTEULA=1
LBLM=disabled
또는
tableauPrepBuilder-64bit-2020-1-0.exe /quiet /norestart
ACCEPTEULA=1 LBLM=disabled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할 때 사용자가 활성화에 사용할 Tableau Server의

Tableau Software

117

Tableau Cloud 도움말
기본 URL을 설정하려면 ACTIVATIONSERVER 또는 WorkGroupServer 옵션을 추가
합니다.
exe를 업데이트하려면:
tableauDesktop-64bit-2021-4-0.exe /quiet /norestart
ACCEPTEULA=1 ACTIVATIONSERVER=http://<tableau_online_site_url>
레지스트리를 업데이트하려면:
reg.exe add HKEY_LOCAL_MACHINE\SOFTWARE\Tableau\Tableau
2021.4\Settings /f /v WorkGroupServer /d https://<tableau_
server_url>

참고: ACTIVATIONSERVER 옵션은 처음 활성화할 때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
니다. 이전에 이 버전의 Tableau에 로그인했다면 WorkGroupServer(Windows) 또
는 WorkgroupServer(macOS) 옵션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Windows에서
Tableau Desktop 버전 2021.1을 사용하고 있고 이전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했다면
WorkGroupServer 옵션을 사용하여 활성화 서버를 지정합니다. macOS의
Tableau Desktop에서는 WorkgroupServer 옵션을 사용합니다. macOS에서 이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소문자 “g”를 사용합니다.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
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 변경
이미 Tableau Desktop을 설치한 경우에도 Windows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해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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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xe add HKEY_LOCAL_MACHINE\SOFTWARE\Tableau\ATR /f /v LBLM
/d disabled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유일한 로그인 옵션으로 만들려면:
reg.exe add HKEY_LOCAL_MACHINE\SOFTWARE\Tableau\ATR /f /v LBLM
/d required
또는 직접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하
거나, 해제하거나, 필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Tableau Desktop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관리자로, 레지스트리 파일을 변경하기
전에 백업을 만듭니다.
2. 레지스트리 편집하고 HKEY_LOCAL_MACHINE\SOFTWARE\Tableau에서 ATR
이라는 하이브를 찾아 LBLM 값을 원하는 설정으로 수정합니다.
a. 이름: LBLM.
b. 데이터: enabled, disabled 또는 required.
3. 변경 내용이 적용되도록 Tableau를 다시 시작합니다.

macOS의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
리 설정 변경
macOS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을 변경하려면 터미널 창에서 다음 명령
을 실행하여 기본 설정 파일을 업데이트한 다음 Tableau Desktop을 설치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해제하려면: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tableau.ATR LBLM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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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유일한 로그인 옵션으로 만들려면: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tableau.ATR LBLM
"required"
macOS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활성화에 사용
할 수 있도록 Tableau Server의 기본 URL을 설정하려면
첫 번째 활성화: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tableau.ATR LBLM
"required"
후속 활성화: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tableau.Tableau<version> Settings.WorkgroupServer "https://<tableau_server_
url>"

참고: macOS의 Tableau Desktop에서는 WorkgroupServer 옵션을 사용합니다.
macOS에서 이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소문자 “g”를 사용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설정

다음 설정을 사용하여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변경하고, ATR 기간을 설정하
고, 활성화 서버 URL을 설정합니다.
설정

값

설명

LBLM

enabled,

enabled(기본값)로 설정되어

disabled 또는

있으면 라이선스 화면에 활성

required

화를 위한 두 옵션(제품 키 또
는 자격 증명)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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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bled로 설정되어 있으면
라이선스 화면에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가 나타나지 않
습니다.
required로 설정되어 있으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가
Tableau Desktop을 활성화하
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이선
스 화면이 나타나면 활성화를
위해 자격 증명 옵션만 제공
됨).

참고: LBLM이 사용
(enabled) 또는 필수
(required)로 설정되어 있
으면 보고도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ATRREQUESTEDDURATIONSECO- 1209600

ATR(Authorization to Run) 기간

NDS

(초)을 설정합니다. 이 기간 동
안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인스턴스의 실행
권한이 부여됩니다. 기본값은
1209600초(14일)입니다. 값에
구분 기호로 쉼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CTIVATIONSERVER

http://<tablea-

첫 번째 활성화의 경우 사용자

u_online_

가 활성화에 사용할 Tableau

site_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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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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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GroupServer(Windows)

http://<tablea-

Windows 레지스트리 또는

WorkgroupServer(macOS)

u_server_url>

macOS plist에 대한 업데이트
의 경우 사용자가 활성화에 사
용할 Tableau Server의 기본
URL을 설정합니다.

참고: macOS의 Tableau
Desktop에서는
WorkgroupServer 옵션을
사용합니다. macOS에서
이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
분하며 소문자 “g”를 사용
합니다.

REPORTINGFREQUENCYSECOND- 3600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보

S

고서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으로 전송할 빈도
에 대한 기본값(초)을 설정합니
다. 최소 설정은 60초이며 기본
값은 3600초(1시간)입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여 Tableau
Server의 부하를 줄이거나 네트
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습니
다. ATR(Authorization to Run) 임
대 기간의 설정과 관계없이

REPORTINGFREQUENCYSECONDS는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 클라이언
트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활성화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으로 보고하
는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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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배포를 위한 추가 구성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는 정기적으로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연결하여 Tableau가 실행되도록 인증되었는지 해당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는 ATR 서비스에 연결하여
라이선스와 인증 기간을 확인합니다.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의 가상(비영구) 배포를 구성할 경우 초과
사용 활성화 오류 메시지를 방지하려면 4 또는 8시간 같은 낮은 값 중 하나로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VM(가상 컴퓨터)이 반환된 후 ATR 서비스는 활성화 모니터링을 처
리합니다.
Tableau Desktop을 최종 사용자에게 게시하기 전에 원본 이미지에 다음 플래그를 사
용해야 합니다. 각 최종 사용자는 배포된 각자의 새 VM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최종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Tableau Creator인 경우 제품 키를 입력할 필요
가 없습니다.
VM에서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 대해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 대한 새 VM을 시작할
때마다 라이선스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오류
가 발생하면 다시 시작해야 하며, 다시 시작하면 Tableau Desktop을 다시 등록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오류는 ATR 서비스가 라이선스 캐시와 일치하지 않는 새
토큰을 전송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Windows 설치 프로그램에서 SYNCHRONOUSLICENSECHECK 및
SILENTLYREGISTERUSER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au-setup-std-tableau-2020 SYNCHRONOUSLICENSECHECK="true"
SILENTLYREGISTERUSER="true" ATRREQUESTEDDURATIONSECONDS=14400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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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Desktop-64bit-2020-1-0.exe /quiet /norestart
ACCEPTEULA=1 ATRREQUESTEDDURATIONSECONDS=14400
ACTIVATIONSERVER=http://<tableau_online_site_url>
SYNCHRONOUSLICENSECHECK="true" SILENTYLYREGISTERUSER="true"
Tableau Prep Builder 및 Tableau Desktop이 한 가상 데스크톱에 배포되는 경우
Tableau Desktop 설치 중에 ATRREQUESTEDDURATIONSECONDS만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Tableau Prep Builder를 독립 실행형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Tableau Prep
Builder 설치 중에 ATRREQUESTEDDURATIONSECONDS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는 원본 이미지에서 다음 레지스트리 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Reg key path: HKLM\SOFTWARE\Tableau\<Tableau version>\Settings\
Reg key (String value, need to set to true to make that feature
enabled)
SynchronousLicenseCheck
SilentlyRegisterUser

(선 택 사 항 ) 2단 계 : ATR(Authorization to Run) 기 간 변 경
ATR(Authorization to Run) 기간에 대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기본 설정은 대부
분의 환경에 적합하지만 필요한 경우 이러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로그
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에서는 1,209,600초(14일)의 기본 ATR(Authorization to Run) 기
간을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Builder 인스턴스의
실행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초기 인증 후 활성화가 만료되기 전 14일 동안 네트워
크 연결 없이 Tableau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의 기본 기간 값은 최종 사용자에게 비영구 VM 전송 솔루
션을 전송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VM 용도에 따라 4~12시간 사이의 값으로 이
ATR 기간을 낮춰야 합니다. 새 VM이 최종 사용자에게 전송될 때 새 ATR(Authorize to
Run) 토큰이 생성됩니다. VM이 반환될 때 이 토큰도 반환되고 새 VM에서 ATR
(Authorize to Run) 요청에 이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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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ATR 기간을 결정할 때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층을
사용합니다.
1. ATR 서비스 – 모든 사용자/설치에 적용 가능한 최소(4시간/14,400초) 및 최대(90
일/7,776,000초) ATR 기간을 설정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Desktop에
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기본 ATR 기간(14일/1,209,600초)을 지정합니다.
2. Tableau Desktop – 선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대한 ATR 기간
(ATRREQUESTEDDURATIONSECONDS)을 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본 ATR 기간
(14일/1,209,600초)을 ATR 서비스 최소값(4시간/14,400초) 및 최대값(90
일/7,776,000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로컬 ATR 기간은 ATR 서비스 또는
Tableau Server에 의해 설정된 모든 기간을 재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 ATR 기간
이 Tableau Server에 설정된 최대 ATR 기간보다 클 수 없습니다.

Tableau Desktop에서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ATR 기간 변
경
기본값인 14일/1,209,600초 이외의 기간을 사용하려면
ATRRequestedDurationSeconds 레지스트리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Tableau Desktop을 실행하는 컴퓨터의 관리자로, 레지스트리 파일을 변경하기 전
에 백업을 만듭니다.
2. 레지스트리를 편집하여 HKEY_LOCAL_MACHINE\SOFTWARE\Tableau\ATR에
서 ATRRequestedDurationSeconds를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0은 기본 설정
사용).

a. 이름: ATRRequestedDurationSeconds라는 문자열 값을 찾습니다.
b. 데이터: 기간이 지속되는 시간(초)을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을
12시간으로 설정하려면 43200을 추가합니다.
3. 변경 내용이 적용되도록 Tableau를 다시 시작합니다.

macOS 기반 Tableau Desktop에서 ATR 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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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인 14일/1,209,600초 이외의 기간을 사용하려면
ATRRequestedDurationSeconds 기본 설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
습니다.
sudo defaults write /Library/Preferences/com.tableau.ATR
ATRRequestedDurationSeconds -string "43200"

3단 계 : Tableau Desktop 활 성 화
Windows용 Tableau Desktop과 macOS용 Tableau Desktop의 2020.1 이상 버전은 로그
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지원합니다.
1. Tableau Desktop 설정을 실행합니다.
2. Tableau 활성화 화면에는 서버에 로그인하여 활성화 옵션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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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버에 로그인하여 활성화 를 클릭한 다음 Tableau Cloud 링크를 클릭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되면 유효한 자격 증명을 입력하여 Creator 역할을 구독하는 사
용자로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 보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대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을 볼 수 있습
니다. 이 보고서에는 사용자, 호스트, 사용자 역할, 제품, 버전, 활성화, 사용 중인
Creator 시트, 사용 중이지 않은 Creator 시트 및 Creator 시트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
간이 표시됩니다. 지난 30일에서 최대 183일 동안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사용량 관리 뷰를 보려면: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탐색 패널에서 사이트 상태를 클릭합니다.

2. 사이트 상태 페이지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을 클릭합니다.
3. 선택 사항입니다. 보고서 화면에서 시트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이 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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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간을 변경하고, 동작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사용자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는 동안 다음 오류 메시지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활성화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지
만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오
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서버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
다 . 연결할 다른 서버를 선택하거나 , 제품 키를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활성화하거나 ,
평가판을 시작하여 작업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
관리자 및/또는 Tableau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가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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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에 서 로 그 인 기 반 라 이 선 스 관 리 를 사 용 하 도 록 설
정되어 있지 않음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를 활성화하는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버전
2020.1 이전에는 Tableau Desktop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해제되어 있습니다. Tableau Desktop 버전을 확인하여 올바른 버전을 사
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 중에 또는 업데이트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옵션을 해제한 경우 1단계: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년 구 독 을 구 입 한 후 에 는 제 품 키 만 료 날 짜 가 변 경 되 지 않 음
Tableau Cloud 구매를 갱신한 후 Tableau Desktop 라이선스가 곧 만료될 것으로 나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제품 키 관리에서 새 Tableau Cloud 구독
의 만료 날짜는 이전 사이트 만료 날짜 2주 전까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Creator 라 이 선 스 가 없 음
Tableau Desktop에서 활성화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Creator 라이선스가 없습니다 . 라이선스를 구하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Creator 역할이 할당되지 않은 경우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여러 사이트에 속하는 경우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할
때 Creator 역할이 있는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오류가 표시
됩니다.
Creator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서버에서 제품 키를 활성화했는지 확인하려면 TSM 웹
UI를 열고 구성을 클릭한 다음 라이선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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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수의 컴퓨터를 활성화함
Tableau Desktop에서 활성화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계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수의 Tableau를 활성화했습니다 . Tableau를 다시 활성화하
려면 다른 컴퓨터의 라이선스 활성화가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동일한 Creator 사용자 자격 증명으로 여러 컴퓨터에서 Tableau를 활성화하고 최대
활성화 수를 초과한 경우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새 컴퓨터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컴
퓨터 중 하나에서 ATR(Authorization to Run) 토큰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비영구 VM(가상 컴퓨터)을 사용하는 경우 이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TR 기
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활성화를 위해 ATR 토큰 기간을 줄이려면

비영구적 가상 배포를 사용할 때 이 최대 사용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이후에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ATR 기간을 4시간(14400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새 컴퓨터에서 활성화할 시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
용되지 않는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로 이전에 활성화된 컴퓨터의 임대가 단축
됩니다.
1.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Tableau Desktop 컴퓨터에서 관리자로 명령 프롬프트
를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ableau 바이너리(\bin)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Windows: cd Program Files\Tableau\Tableau <version>\bin
Mac: cd /Applications/Tableau\ Desktop\
<version>.app/Contents/MacOS
3. 다음 명령을 실행하여 기간을 4시간(예: 14400초)으로 설정합니다.
Windows: atrdiag.exe -setDuration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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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sudo ./atrdiag -setDuration 14400
4.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이전 ATR 토큰을 삭제합니다.
Windows: atrdiag.exe -deleteAllATRs
Mac: ./atrdiag -deleteAllATRs
5. 다음으로 기존 ATR 토큰을 덮어씁니다. Tableau Desktop을 엽니다. Tableau에
“라이선스 변경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끝내기를 클릭하여 Tableau Desktop
을 자동으로 닫았다가 다시 엽니다.
6. 등록 대화 상자에서 활성화를 클릭한 다음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
하는 Tableau Server를 통해 Tableau Desktop을 다시 활성화하고 기존 토큰을 덮
어씁니다.
7. Tableau Desktop을 닫고 ATR 토큰이 만료되고 사용자 시트가 확보되도록 ATR
기간(예: 4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ATR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Tableau Desktop를 열지 마십시오. ATR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십시오. ATR
토큰 TTL End는 미래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야 합니다(예: 지금부터 4시간).
Windows: atrdiag.exe
Mac: ./atrdiag
8. ATR 토큰이 만료된 후 새 컴퓨터에서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라이선스 없음 상태로 되돌리려면

1. 관리자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Tableau 바이너리(\bin)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cd Program Files\Tableau\Tableau <version>\bin
3.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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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atrdiag.exe –deleteAllATRs
Mac: ./atrdiag.exe –deleteAllATRs

참고: 이 명령은 컴퓨터에서 ATR 토큰만 제거합니다. 어떠한 사용자 시트도 확
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시트는 삭제된 ATR 토큰이 만료된 후에만 확보됩니
다.

Tableau 자 격 증 명 이 잘 못 됨
Tableau Desktop에서 활성화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Tableau 자격 증명이 잘못되었습니다 . 계정을 재설정하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
이 오류는 사용 중인 Tableau 라이선스가 인식되지 않으면 표시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컴퓨터의 시계가 현재 시간과 동기화되지 않음
Tableau Desktop에서 활성화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
니다.

컴퓨터의 시계가 현재 시간과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 컴퓨터 시계를 현재 시간과
동기화한 다음 Tableau를 활성화해 보십시오 .
컴퓨터의 시계가 현재 시간과 동기화되지 않은 경우 이 오류가 표시됩니다. 컴퓨터
의 시계를 인터넷의 시간 서버와 동기화하거나 자동 시간 동기화를 사용하도록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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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데 이 터 로 통 합 문 서 만 들 기
Tableau에서 Salesforce 데이터를 빠르게 작성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직접 Salesforce에 로그인하고 탐색할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Tableau는 Salesforce 데이터를 통합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스타터 통합 문서 및 데
이터 원본이 있는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탐색하거나 사이트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Salesforce 프로젝트에는 Salesforce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된 스타터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이 포함됩니다. 스타터 통합 문서를 사용하면 Nonprofit, Sales 및 Service
Clouds에 대한 질문의 답을 빠르게 찾거나 Salesforce 관리자 인사이트에 연결하여 조
직의 사용 현황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nprofit Cloud
Nonprofit Cloud에 연결하여 조직의 프로그램 및 드라이브 영향을 분석합니다.

Tableau Software

133

Tableau Cloud 도움말
Nonprofit Case Management - Service Delivery and Staff Capacity, Nonprofit Case
Management Assessments, Nonprofit Case Management Enrollment, Nonprofit Case
Management Intake 및 Nonprofit Fundraising Overview에 대한 스타터 통합 문서가 포
함되어 있습니다.

Sales Cloud
Sales Cloud에 연결하여 영업 프로세스를 시각화하고 영업팀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
원하십시오.

계정 추적 , 오픈 파이프라인 , 기회 개요 , 기회 추적 , 분기별 판매 결과 , 상위 계정 및
마케팅 잠재 고객 의 스타터 통합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alesforce 관 리 자 인 사 이 트
Salesforce 관리자 인사이트에 연결하여 조직의 사용 현황 추세 및 참여를 시각화합
니다.
Salesforce 관리자 인사이트 "에 대한 스타터 통합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ervice Cloud
Service Cloud에 연결하여 중요한 서비스 메트릭 및 사례를 분석하고 탐색하십시오.

서비스 개요 및 사례 추적 에 대한 스타터 통합 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alesforce에 연결
Salesforce 데이터에 연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로그인하고 탐색할 클라우드를 선
택하면 Tableau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사이트에 게시
합니다. 게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다른 통합 문서와 마찬가지로 결과 통합 문서를
편집하여 요구에 맞게 빠르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에 연결하려면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고 Salesforce 인스
턴스에 API로 액세스할 수 있는 관리자여야 합니다. API 액세스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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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Professional Edition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
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통합을 선택합니다.
2. 통합 탭에서 Salesforce 데이터에 연결을 클릭하고 Salesforce에 대한 액세스를
승인하라는 메시지를 따릅니다.
3. Salesforce에 연결 대화 상자 창에서 탐색할 클라우드를 선택합니다.
4. 프로젝트의 이름과 초기 사용 권한을 지정합니다. 사용 권한을 관리자만으로
설정하거나 기본 프로젝트에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5. 선택 항목을 검토하고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만들고 스타터 통합 문서를 게시했습니다. Tableau가 Salesforce
데이터의 추출을 준비하는 동안 레이아웃을 탐색할 수 있도록 통합 문서의 샘플 데
이터가 표시됩니다. Salesforce 데이터가 새로 고쳐지고 통합 문서에 추가되면 이메
일이 수신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의 크기에 따라 추출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추
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에서 Salesforce 추출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 및 기타 콘텐츠를 보려면 탐색 메뉴에서 탐색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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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 Salesforce 자 격 증 명 사 용
이미 Salesforce에 연결한 경우 기존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추가 스타터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탭에서 Salesforce 데이터에 연결을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할
Salesforce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Tableau는 통합 문서가 사이트에 게시될 때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참고: 통합 문서는 Salesforce 자격 증명이 내장된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통합 문
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이러한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데이
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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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을 예약하여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통합 문서를 보거나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때 최신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려면 새로
고침을 예약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터 통합 문서를 게시할 때 생성된
Salesforce 데이터 추출은 자동으로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Tableau Cloud에서 Salesforce 콘텐츠가 포함된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2. 새로 고칠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동작을 클릭한 다음 추출 새로 고침...을 선
택합니다.
3.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 창에서 새로 고침 유형 및 새로 고침 빈도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구독 수신
Salesforce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은 자동으로 수행되며 데이터를 새로 고칠 때마다
알림 이메일이 수신됩니다. 구독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하려면 뷰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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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 권한 변
경
Salesforce 데이터에 연결한 후 사용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Salesforce 프로젝트,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을 설정
하는 것은 적합한 사용자가 스타터 콘텐츠에 액세스하여 자신만의 통합 문서를 만
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이트에서 사용 권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 만들기
Salesforce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에서 웹 작성을 통해 새 통합 문서
를 만들거나,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쿼리하고 만
들 수 있습니다.
l

웹 작성: Tableau Cloud에서 직접 데이터에 연결하여 사용자만의 데이터 비주
얼리제이션을 탐색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
움말에서 Creator: 웹 작성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질문을 입력하여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고 자동 데
이터 시각화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
터에 질문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뷰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필드명을 바꿔 회색으로 표시되는 뷰 수정
조직에서 Salesforce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를 사용자 지정한 경우 스타터 통합 문서
에서 데이터를 로드한 후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일치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Salesforce “Account” 필드의 이름을 “Customer”로 바꾼 경우 아래와 같이 뷰
가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통합 문서에서 해당하는 변경을 수행해야 합니다.

13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회색으로 표시된 뷰를 수정:
1. 대시보드 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2. 회색으로 표시되는 시트로 직접 이동합니다.
3.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에서 필드명 옆에 있는 빨간색 느낌표(!)를 찾습니다.
이 표시는 조직이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4. 이러한 필드 각각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참조 바꾸기를 선택합니
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올바른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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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도 움 말 정 보
기술 언어의 암묵적 편견 해결
핵심 회사 가치 중 하나인 평등에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능한 경우 보다 포용
적인 의미를 담도록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용어를 변경하면 해당 변
경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 위치에서는 기존 용어를 유지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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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Resource Monitoring Tool 설치 프로그램, 설치 디렉터리 및 구성 파일의 용

l

어
타사 시스템 설명서

암묵적 편견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웹 사
이트에서 암시적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기술 언어를 업데이트하
는 Salesforce(영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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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역할 및 작업
이 항목에서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자 역할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 설정을 완료하기 위해 수행하는 핵심 작업을 나열합니다. 이
섹션의 추가 항목에서 각 단계에 대해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 관리자 역할 정의 방식
사이트 관리자란 조직의 Tableau Desktop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에 대해
게시, 공유, 관리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유지 관리
하는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 사용자와 해당 사용
자의 사용 권한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 IT 팀의 일원입니다. 조직에 공
식적인 IT 팀이 없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는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Tableau
Desktop 사용자(일명 임시 관리자 )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이트 관리자 영역에 속하지 않는 작업
이 설명서에서는 사이트 관리자 역할과 데이터 관리자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을 만들고 Tableau Cloud에 게시하는 역할의 사용자입
니다. 역할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조직 내에서 한 사람이 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실제로는, 사용자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들 업무를 분할하면 됩니다.
데이터 관리자 영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 게시를 참조하
십시오.

사이트 설정 단계
아래 표에서는 사이트를 설정하는 일련의 단계를 개략적으로 보여 줍니다. 하지만
단계는 환경에 맞게 원하는 순서로 완료해도 됩니다. 이 항목의 아래쪽에 각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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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세부적인 리소스를 제공하는 링크 목록이 있습니다.
사이트를 구성하기 전에 사이트 인증 옵션,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프로젝트 및 사용
권한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그룹 및 전체 사용 권한 전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십시오. 테스트 프로젝트를 설정해 서로 다른 설정으로 시
험해보는 것도 관련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들이
사이트에 대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도 여러 사이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프로덕
션 환경에 구현하고 나서는 변경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
다.
로고 업

이 간단한 첫 번째 단계는 조직 브랜드를 사이트에 통합하는 단

로드

계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유용한 기회입니다. 로그인한
후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 표시된 위치에 로고를 업로드합니다.

사이트

조직이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는 경우 Google 또는

액세스

SAML 인증을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구성

하지 않는 경우 각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고유한 이메일 주
소와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는 기본 Tableau ID 인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형 외에도, 사용자가 처음에 로그인한 후 Tableau 클라

이언트 에서 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프로젝

프로젝트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에 대

트 만들

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사용 권한)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

기

다. 기본 프로젝트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기본 그룹 및 사용 권
한을 설정한 후, 프로젝트를 잠가서 이후 만드는 추가 프로젝트
의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단계별 환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권

Tableau에서는 사용 권한이 사이트 역할과 함께 사이트 및 해당

한 구조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권한을 구성합니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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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업

이 간단한 첫 번째 단계는 조직 브랜드를 사이트에 통합하는 단

로드

계로,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는 유용한 기회입니다. 로그인한
후 설정 페이지로 이동해 표시된 위치에 로고를 업로드합니다.

사용자

Tableau Cloud에 액세스하는 각 사용자는 반드시 로그인해야

추가

합니다. 관리자는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 또는 SAML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SSO
(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
와 TableauID 자격 증명을 사용할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인증 유형에 따라 한 번에 여러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가져옵니
다.

Tableau

관리된 데이터 원본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Tableau Desktop 사

Cloud

용자, 즉 앞서 언급한 데이터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사용자를

으로 데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른 Tableau 사용

이터 가

자가 연결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 원본일 수 있습니다.

져오기
사이트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 사용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나 데이터 관리자가 중앙에서 유지 관
리할 수 있는 다른 특성으로는 연결 정보(자격 증명, 액세스 토
큰) 및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 일정이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게시된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의 사용량, 추출 새로 고침의 성공

사용량

여부, 사용자 작업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및 성능
분석

Tableau 웹 환 경 의 관 리 영 역 탐 색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관리자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는 관리
설정에 액세스하여 사이트, 사용자 및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다른 콘텐츠 관련 작업

14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 및 사이트 수에 기반한 액세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메뉴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사이트 관리자인지, 아니면 서버 관리자인지 여부
사이트 관리자는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Tableau Server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한 사이트에만 액세스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이트에 액세스하는지 여부

서버 관리자
단일 사이트 서버에서는 사이트 선택기
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모든 메뉴는 동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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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사이트 환경에서 왼쪽의 메뉴를 사
용하여 특정 사이트 또는 모든 사이트를
수정하고 사용자, 그룹, 일정, 작업 및 서
버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는 서버 관리
자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현재 사이트 이
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이트
메뉴를 연 다음 모든 사이트 관리를 선
택합니다.
콘텐츠 및 그룹 탭이 사라지고 서버 전
체 설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메뉴 텍스트가 모든 사이
트로 변경되며 서버 상태와 같은 옵션이
서버 전체 뷰를 반영합니다.
사이트 관리 메뉴로 돌아가려면 모든 사
이트를 선택하고 관리하려는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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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사
이트 관리자이고 여러 사이트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경우 관리할 사이트를 선택
하고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사용자, 그
룹, 일정 및 작업을 관리하고 사이트 상
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
납니다.
사이트 선택기에는 현재 사이트 이름이
표시됩니다.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려면
사이트 메뉴를 선택한 다음 사이트 이
름을 선택합니다.
한 사이트에만 액세스할 수 있으면 사
이트 선택기가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모든 메뉴는 동일합니다.

서버 관리자 작업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버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l

서버 상태 및 작업 모니터링

l

로그 파일 생성

l

사이트 추가 및 사이트 설정 편집. 서버 관리자만 서버에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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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버에 사용자 추가 및 사이트에 사용자 할당

l

사이트 그룹 추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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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이트에 대한 설정만 관리하려면 먼저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각 사
이트 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콘텐츠 관리: 프로젝트 만들기,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콘텐츠 이동,
사용 권한 할당, 콘텐츠 리소스의 소유권 변경 등

l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에 대한 일정 관리

l

사이트 활동 모니터링 및 통합 문서 성능 메트릭 기록

l

사용자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장소 공간 제한 관리

l

웹 작성 허용

l

수정 버전 기록을 사용하도록 설정

l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를 추가 및 제거하도록 허용

l

각 라이선스 유형(Creator, Explorer, Viewer(뷰어))에 대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라이선스 수를 설정합니다.

l

사용자가 통합 문서 및 뷰를 구독하도록 허용하고 콘텐츠 소유자가 다른 사용
자의 통합 문서 및 뷰 구독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

l

즐겨찾기에 대한 오프라인 스냅샷 사용(iOS 전용)

사이트 관리자 작업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사이트 관리자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l

콘텐츠 관리: 프로젝트 만들기,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콘텐츠 이동,
사용 권한 할당, 콘텐츠 리소스의 소유권 변경 등

l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의 일정 보기, 관리 및 수동 실행

l

사이트 사용자 추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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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이트 그룹 추가 및 관리

l

사이트 작업 모니터링

사이트 및 콘텐츠 설정 사용자 지정
사이트 설정 참조
Tableau 관리자는 아래 설정을 사용하여 조직의 사이트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은 사이트 구성과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지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이트 설정을 보고 편집하려면 Tableau
Cloud의 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Server의 서버 관리자여야 합니다.

참고: 아래에서 특정 설정을 찾으려면 Ctrl+F(Windows) 또는 Command+F
(macOS)를 누르십시오. Tableau Cloud와 Tableau Server는 이러한 설정을 서로
다른 순서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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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설정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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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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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Server) 기존 사이트를 편집하는 경우 사이트 페이지에서 원하는 사
이트를 선택하고 설정 편집을 선택합니다. 또는, 단일 사이트 배포에서는 측
면 패널 하단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일반 섹션
설정

설명

사이트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URL에 표시되는

름 및 ID

ID를 지정합니다. (기본 사이트를 편집 중인 경우에는 ID를 변경할 수 없

(Tableau

습니다.)

Server 관
리자만 해

URL의 “#/site” 부분(예: http://localhost/#/site/sales)은 변경할 수 없습니

당)

다. 다중 사이트 서버 환경에서 이러한 세그먼트는 기본 사이트가 아
닌 다른 사이트의 URL에 표시됩니다.

저장소
(Tableau
Server 관

서버 제한 또는 GB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후자를 선택한 경우 게시된 통
합 문서, 추출 및 기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저장소 공간의 제한으로 사용
할 GB 수를 입력합니다.

리자만 해
당)

서버 제한을 설정했는데 사이트가 해당 제한을 초과하면 사이트가
제한 값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게시자가 새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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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사이트 페이지에서 최대 저장소 및 사용된 저
장소 열을 사용하여 현재 사이트 사용 현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역

서버에 저장된 통합 문서, 흐름 및 데이터 원본의 이전 버전 수를 지정합

(Tableau

니다.

Server 관
리자만 해
당)
Tableau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흐름을 예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Prep

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Data Management의 일

Conductor

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Conductor를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

사이트에 브라우저 기반 작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할지 여부를 제어합니
다. 통합 문서에 대한 웹 작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서버
웹 환경에서 게시된 통합 문서를 만들거나 편집할 수 없으며, 대신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흐름에
대한 웹 작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서버 웹 환경에서 게
시된 흐름을 만들거나 편집할 수 없으며, 대신 Tableau Prep Builder를 사
용하여 흐름을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사이트의 웹 작성 액세스 설
정 및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관

서버 관리자만 사용자를 추가 및 제거하고 사용자 사이트 역할을 변경할

리

수 있는지, 아니면 사이트 관리자도 관리하도록 허용할지를 결정합니다.

(Tableau
Server 관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

리자만 해

를 선택하여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당)

지정합니다.
l

서버 제한의 경우 사용 가능한 서버 시트 라이선스 수를 더합니다.

l

코어 기반 라이선스가 있는 서버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이트 제한을 사용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지정된 제한 값까지 사용

l

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 제한을 사용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에 지정된 라
이선스 제한까지 각 사이트 역할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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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서버 라이선스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게스트 액

Tableau Server 계정이 없는 사용자가 게스트 액세스 사용 권한이 부여된

세스

뷰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게스트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Tableau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 Data Management 라이선

Catalog

스가 있는 경우 Catalog 기능을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atalog 사용

안 함 을 참조하십시오.
예약된 새

예약된 새로 고침이 있는 최근에 본 통합 문서를 미리 계산하여 더 빠르게

로 고침 후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된 새로 고침 후의 통합 문서 성능

의 통합 문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서 성능
(Tableau
Server 관
리자만 해
당)
통합 문서

사이트 사용자가 통합 문서의 로드 속도 같은 통합 문서 성능에 대한 메트

성능 메트

릭을 수집하도록 허용합니다. 기록을 시작하려면 사용자가 통합 문서의

릭

URL에 매개 변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기록 만들기

(Tableau

를 참조하십시오.

Server 관
리자만 해
당)
관리되는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의 OAuth 연결을 위한 저장된 자격 증명 키 체인

키 체인 정

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Auth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리
(Tableau
Server 관
리자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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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추출 새로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 Tableau는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작업

고침 작업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주 한 번 이

자동으로

상의 빈도로 실행되는 새로 고침 일정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시 중단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 을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서버 관리자는 사용자가 흐름 작업의 실행 일정을 차례로 예약하는

작업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예약된 흐름 작
업의 실행을 트리거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및

이 설정을 서버 수준에서 적용하여 Tableau Server의 모든 사이트를

사이트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수준에서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관리자만

하여 특정 사이트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결된 작업이 예약된 후 이 설정이 해제되면 실행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예약되어 있는 연결된 작업이 숨겨지며 예약된 작업 탭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작업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설

알림 및 구독용 자동 이메일에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 주소와 메시지 바닥

정

글을 지정합니다.

(Tableau
Server 관
리자만 해
당)
사이트 초

SSO(Single Sign-On) 인증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에 새 사용자

대 알림

가 추가되면 초대 이메일을 보냅니다.

(Tableau
Cloud에
만 해당)
사이트 로

사이트 이름과 함께 표시되는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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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작 페이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표시되는 사이트 페이지를 제어합니다. 기본적으

지

로 홈페이지가 나타나지만 모든 프로젝트, 모든 통합 문서 또는 기타 페이
지를 대신 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기본

시작 페이지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이 사이트 설정
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표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사용자 및 그룹 이름을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

시 유형

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사용자 표시 유형 관리 를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에

데이터 원본에 대해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사용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질문의 가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대화형 언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용성

쿼리하고 자동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자동

으로 뷰 작성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이트 사용자가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는

명의 가용

지 여부와 작성자가 데이터 설명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

성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 설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데이터 설명을 통해 더 빠르

게 통찰력 확보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

파생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외부 자산에 대한 특정 기능을 사용자에게

이스 및 테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파생된

이블 관련

사용 권한 해제 를 참조하십시오.

메타데이
터에 대한
자동 액세
스
민감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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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데이터

한 계보 데이터를 난독화하거나 필터링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감한 계보 데이터 를 참조하십시오.

교차 데이

여러 원본에서 데이터를 조인할 때 조인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위치를 결

터베이스

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

조인

베이스의 테이블 결합 을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추

.hyper 추출이 Tableau Server에 저장될 때 암호화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

출 암호화

다.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사이트의 모든 추출에 암호화를 적용하거나

(Tableau

사용자가 게시된 특정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모든 추출을

Server 관

암호화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된 추출 암호화

리자만 해

를 참조하십시오.

당)
Tableau

사용자가 Tableau Mobile에서 사이트에 액세스할 때 표시에 사용할 오프

Mobile -

라인 미리 보기를 생성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오프라인

Mobile 배포 가이드에서 기기에서 Tableau Mobile 데이터 관리 를 참조하

미리 보기

십시오.

사용
Tableau

사용자가 Tableau Mobile에서 사이트를 열려면 생체 인식 방법이나 기기

Mobile -

암호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Mobile 배포 가이드에서

앱 잠금 사

추가적인 보안을 위한 앱 잠금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용
(Tableau
Cloud의
인증 탭에
나타남)
Tableau

Tableau 지원 기술자가 지원 사례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이

지원 액세

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사용하지 않도록

스

설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액세스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
만 해당)
공유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와 직접 항목을 공유하도록 허용합니다. 항목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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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면 수신자가 알림을 받게 되고 항목이 수신자의 '나에게 공유된 항목'
페이지에 추가됩니다. 공유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공유
할 링크를 복사할 수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
에서 웹 콘텐츠 공유 를 참조하십시오.
댓글

사용자가 각 뷰의 댓글 측면 패널에서 설명을 추가하고 다른 Tableau 사
용자에게 @을 사용해 언급하면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는지 여부를 제
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뷰에 댓글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기

데이터가 주요 임계값에 도달하면 사용자가 자동으로 이메일을 받을 수

반 알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 를 참조하십시오.
구독 수신

사이트 사용자가 뷰를 구독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
니다. Tableau Server에서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려면 먼저 구독 설정을

구성 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

구독에서 관련 업스트림 데이터 품질 경고를 이메일에 포함할지 여부를

질 경고 구

제어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려면 먼저 구독을

독

설정하고 구성 해야 합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 품질 경고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데이터 품질 경고는 Data Management의 일부인 Tableau
Catalog의 기능입니다.

태그 지정

사용자가 항목에 추가할 수 있는 태그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제한은 50개
태그이며 최대값은 200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그 사용 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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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항목

천 항목 도구 설명에 표시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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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추천 항목을 차
단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요

사용자가 콘텐츠 또는 프로젝트 소유자에게 액세스 요청을 보낼 수 있습

청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사이트 사용자가 콘텐

츠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도록 허용 을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콘

사이트에서 메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메트릭을 설

텐츠 유형

정하면 사용자가 뷰에서 메트릭을 만들 수 있으며 메트릭이 콘텐츠 유형
으로 나타납니다. 해제하면 메트릭이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속해
서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메트릭을 다시 설정하면 기존 메트릭이 다시 나
타나고 새로 고침이 재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도움말 에서 "메트릭에 대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웹 페이지

웹 페이지 및 이미지 개체에 대상 URL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

개체 및 웹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웹 페이지 개체의 보안

이미지

을 참조하십시오.

개인 공간

Creator와 Explorer 사이트 사용자는 비공개 개인 공간에서 콘텐츠를 만들
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이 설정된 경우 사용자 저장소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 공간에서 개인 콘텐츠 만들기

및 편집 을 참조하십시오.
모음

사이트에서 모음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모음을 설정하
면 사용자가 모음을 만들어 콘텐츠를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가 제공한 모
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음에서 항목 구성 을 참조하
십시오.

추출을 위

사이트에서 추출 기반 데이터 원본의 기본 표준 시간대는 UTC(협정 세계

한 사이트

시)입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다른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 시간

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의 추출을 위한 사이트 표준 시간대

대

설정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의 추출을 위한 사이트 표준 시간대 설
정 을 참조하십시오.

추출 할당

추출 작업 용량 문제로 인해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이 취소된 경우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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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제한 알

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림

흐름 매
개 변수

사용자는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모든 값을 수락하도록 흐름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도 있습

(Tableau

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흐름 사용자가 매개 변수

Server 및

에 값을 입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액세스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

사이트

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자만
해당)

파일 이름 및 경로 또는 테이블 이름에 대한 입력 단계에서 또는 사용
자 지정 SQL 쿼리를 사용할 때, 파일 이름 및 경로와 테이블 이름에 대
한 출력 단계와 필터 또는 계산된 값에 대한 모든 단계 유형에서 매개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흐름 매개 변수 설정을 서버 수준에서 적용하여 Tableau Server의 모
든 사이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수준에서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특정 사이트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실행

웹, Rest API 및 Tabcmd에서 지금 실행 옵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사용자가 수
동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택됩니다. 관리자만 작업을
수동으로 실행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경우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이 사이트 설정
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알림 관리

사이트 사용자가 추출 작업, 흐름 실행,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 공유, 댓글
에 언급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알림을 수신하는 방법을 제어합니다. 알림
은 Tableau 사이트에서 알림 센터를 통해 표시되거나, 이메일로 전송되거
나, Slack 작업 영역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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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사용자는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알림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서버 관리자가 이 사이트
설정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흐름 구독

흐름 소유자가 흐름 출력 데이터가 포함된 이메일을 본인과 다른 사용자
에게 보내고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흐름 구독을 허
용하면 흐름 출력 데이터를 구독 이메일에 포함할지 여부와 흐름 출력 파
일을 이메일에 첨부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에게 성공적인 흐름 실행 알림 을 참조하십시오.
OAuth 클

커넥터 하위 집합의 경우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등록하여 사

라이언트

전 구성된 OAuth 클라이언트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레지스트

OAuth 클라이언트를 등록하면 기본 OAuth 클라이언트 대신 사용자 지정

리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도록 새 연결과 기존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OAuth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뷰 가속

로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Creator 및 Explorer 사이트 사용자가 통합 문
서의 뷰를 가속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뷰 가속을 허용하면 가
속할 최대 뷰 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가속 작업에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뷰에 대해 자동으로 가속을 일시 중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가속 을 참조하십시오.

인 증 섹 션 (Tableau Cloud)
설정

설명

인증 유

사용자가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법과 처음으로 로그인한 후 액세스하는 방

형

법을 지정합니다. 인증은 사용자의 ID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 을
참조하십시오.

내장된

사용자가 내장된 뷰에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뷰의 기

Tableau 인증이 선택됩니다.

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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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사용자

사이트에 새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기존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및 인증 방법

관리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 프

타사 ID 공급자(IdP)를 통해 사이트의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

로비저

도록 설정한 경우 기본 URL 및 암호 상자가 IdP의 SCIM 구성에서 사용할 값

닝및그

으로 채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사용자 프로비저

룹 동기

닝 및 그룹 동기화 자동화 를 참조하십시오.

화
(SCIM)
연결된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 자격 증명을 제공한 후 Tableau Mobile, Tableau

클라이

Bridge 등과 같은 Tableau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대한 인증을 유지하도록 허

언트

용합니다. 해제한 경우 사용자가 Tableau Cloud를 방문할 때마다 명시적으
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

세스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사용자가 Tableau Mobile에서 이 사이트를 열려면 생체 인식 방법이나 기기

Mobile

암호 코드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Mobile 배포 가이드에서 추

앱 잠금

가적인 보안을 위한 앱 잠금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Bridge 섹 션 (Tableau Cloud)
설정

설명

클라이언트가 실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서 연결이 끊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데

행되고 있지 않

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냅니다.

음 알림
풀링

Bridge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라이브 쿼리 및 새로 고침 작업을
분산시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및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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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섹션
설정

설명

대시보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제어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드 확장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영역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이며 대시보드의

프로그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

램

또는 Tableau Server 도움말 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참조하
십시오.

분석 확

사용자가 R 및 Python 통합을 위해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식을 전달할 수 있

장 프로

는 일련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그램

Cloud 도움말 또는 Tableau Server 도움말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웹에서 흐름을 작성할 때 사용자는 데이터에 대한 대량 점수 예측을 위

Prep 확

해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기반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 프로
그램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Einstein Discovery 통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섹션
설정

설명

Slack 연결

Slack 작업 영역과 Tableau 사이트 간의 연결을 표시
합니다. 연결된 경우 Tableau 사이트 사용자는 연결
된 Slack 작업 영역에서 Tableau 알림을 볼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에서는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에게
Tableau for Slack 앱 설치를 요청한 다음 설치되면 연
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와
Slack 작업 영역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분석 확장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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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을 전달할 수 있는 일련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 또는

Tableau Server 도움말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
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에 게시

사이트 사용자가 Salesforce 앱에 뷰를 게시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의 제한적
미리 보기)

Salesforce에 뷰를 게시하면 선택한 앱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기존 Tableau 사용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에 뷰 게시(제한적 미리 보기)를 참조하십
시오.

연결된 앱 섹션
설정

설명

연결된 앱

Tableau의 연결된 앱을 만들고 관리하거나 Tableau
Cloud 사이트와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 간의 명
시적 직접 신뢰 관계 또는 OAuth 2.0 신뢰를 만들고
관리하며 JWT(JSON Web Token)를 사용하여 사용
자 대신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프
로그래밍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
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의 사용자 지정 로고 업로드
사이트 머리글에 브랜드 ID를 통합하려면 Tableau 로고를 사용자 자신의 로고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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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로고를 표시하려는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사이트 로고 섹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컴퓨터에서 설정 페이지에 표시된 영역으로 이미지 파일을 끌어 놓습니
다.

l

파일 선택을 클릭하여 이미지 파일을 찾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엽니다.

머리글에 제공된 공간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도록 미리 보기
영역이 업데이트됩니다.
4. (선택 사항) 로고가 사용 가능한 공간에 딱 맞지 않으며 로고를 업로드하기 전
에 Tableau 외부에서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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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값으로 재설정을 클릭하여 원래 Tableau 로고를 표시합니다.

l

되돌리기를 클릭하여 마지막으로 저장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미 사
용자 지정 로고가 배치되어 있지만 다른 로고를 시험해 보려는 경우 이
옵션이 유용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파일 팁
l

권장 이미지 크기는 48 x 48픽셀부터 최대 160 x 160픽셀(최대)입니다.

l

투명 배경과 밝은 색상이 있는 이미지가 Tableau Cloud 사이트의 검은색 계열
배경에 잘 어울립니다.

대시보드 기반 사용자 지정 포털
참고: 이 개요는 Tableau 전문가인 Mark Jackson의 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
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rk의 블로그를 참조하십시오.

표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인터페이스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효과적으
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API 개발자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 브랜드의 환경을 만
들고 싶다면 Tableau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사용자 지정 포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
용자 지정 포털을 만들면 특정 부서 또는 작업 역할에 대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데이
터를 보다 완벽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콘텐츠의 볼륨이 증가하면 사용자 지정 포털의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데이터로 이동하고 관련된 뷰 및 Tableau Cloud 검색에 바로 액세스하여 쉽게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포털 디자인 그리기
Tableau 외부에서 종이나 와이어프레이밍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작합니다.
조직의 구조와 각 사용자 그룹에 적용되는 Tableau 뷰의 수를 고려하십시오. 콘텐츠
를 바로 가리키는 단일 수준의 탐색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개별 사용자 그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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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유형에 대한 탐색 링크를 제공하는 기본 페이지에서 시작되어 관련 대시보드
및 뷰가 포함된 두 번째 수준으로 이동하는 포털이 필요합니까?

디자인에 대한 주요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 단계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로고 및 탐색 요소에 대한 이미지 수집
초기 모형을 다듬으면서 이미지를 구상한 다음 클립아트 라이브러리 또는 승인된 브
랜드 그래픽에서 이미지를 수집하거나 Photoshop 또는 SnagIt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처음부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듭니다. 일반적인 차트 유형에 대한 탐색
축소판을 만들려는 경우 PowerPoint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및 선택한 시트를 대시보드에 배치
다양한 장치의 요소 배치 및 배율을 예측하기 쉽게 바둑판식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포털 대시보드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텍스트 및 이미지 개체를
추가하고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 뷰에 대한 시트도 포털 전면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대시보드 요소 간의 간격을 조정하려면 빈 개체를 삽입하고 빈 개체의 크기를 조정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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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요소를 콘텐츠에 연결
두 번째 수준의 탐색을 포털에 만드는 경우 필터 동작을 사용하여 기본 대시보드에
서 두 번째 대시보드를 가리킵니다. 데이터 뷰를 바로 여는 링크를 만들려면 이미지
개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URL 설정을 선택합니다. (아래의 예에서는
색상이 지정된 각 화살표와 수반하는 텍스트가 뷰 URL로 연결되는 이미지입니다.)
미리 로드된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빈 뷰를 가리키고 사용자로 하여금 웹 작성 작업
영역에서 새 Tableau 콘텐츠를 작성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팁: 텍스트 개체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추가하려면 전체 URL(예:
http://www.tableau.com)을 포함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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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게시, 테스트 및 조정
통합 문서를 서버에 게시하고 대시보드 URL을 사용자에게 배포합니다. 포털 디자인
은 데이터 분석과 마찬가지로 순환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포털이 게시되었으니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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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마지막으로 Tableau 툴바를 숨겨 포털에 회사의 고유한 느낌을 더합니다. 대
시보드 URL의 끝에 있는 물음표 뒤에 :embed=y&amp;:toolbar=n을 추가합
니다.

모든 사용자의 기본 시작 페이지 설정
새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Tableau Cloud 웹 작성 환경에 로그인하면 역할 기반 시작
배너를 표시하는 홈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홈 화면에는 최근에 사용한 뷰, 즐겨
찾기 및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관리자는 사이트 수준에서
사용자의 기본 방문 페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모든 통합 문서
를 표시하지만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액세스 권한이 있는 통합 문서를 표시할 수 있
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기본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사용자가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표시되는 기본 페이지로 만들려는 페이지 또
는 필터링된 뷰를 표시합니다.
2.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3.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려면 시작 페이지로 설정
및 이 사이트의 사용자용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작 페이지 및 계층
사용자는 프로필 아이콘에서 고유한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고 계정 설정에서 시작
페이지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프로필 및 계정 설정 액세
스”를 운영 체제의 온라인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검색).
사용자가 자신의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면 사이트에 대해 설정된 모든 시작 페이지
가 무시됩니다. 다음번에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면 자신이 설정한 시작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와 관리자가 모두 시작 페이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홈으로 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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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설정 변경
Tableau Cloud로 작업할 때 몇 가지 시간 관련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위한 사이트 표준 시간대 설정
사이트에서 추출 기반 데이터 원본의 기본 표준 시간대는 UTC(협정 세계시)입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다른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위한 사이트 표준 시간대를 설정하려면:
1. Tableau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구성하려는 사이트에서 Settings을 클릭합니다.
3. Site Time Zone for Extracts 섹션에서 표준 시간대를 선택한 다음 Save
을 클릭합니다.

계산된 필드에서 NOW() 또는 TODAY() 같은 함수는 표준 시간대를 고려합니다. 추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표준 시간대 설정은 추출 기반 데이터 원본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내부 추출에도 영
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Tableau가 텍스트 파일과 같은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연
결하면 추출이 내부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Tableau가 내부 추출을
사용하여 다른 원본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경우에도 이 동작이 수행됩니다.

컴 퓨 터 시 계 를 UTC와 동 기 화
Tableau Cloud 사이트에 표시되는 타임스탬프는 사이트가 배포된 포드의 UTC(협정
세계시)입니다. 컴퓨터의 시간이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시간과 일치하도록 하려면
다음 제안 사항 중 하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시계를 UTC와 동기화하면 됩니
다.
l

컴퓨터가 AWS(Amazon Web Services)에 배포된 경우 AWS 웹 사이트의 Amazon
Time Sync Service를 통한 서버 시간 동기화 기능 제공 블로그 게시물에 설명된
대로 NTP(Network Time Protocol) 원본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시계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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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할 수 있습니다.
l

컴퓨터가 AWS 외부에 배포된 경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 웹 사이트의
운영 체제에 내장된 도구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시계 설정(영문)
페이지에 설명된 대로 NIST 시간 서버 중 하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시계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Tableau는 데이터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중요한 자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Tableau는 고객 데이터의 보안 및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사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Tableau의 엔터프라이즈 수준 보안 기능은 작동 보안, 사용
자 보안, 응용 프로그램 보안,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을 관리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웹 사이트(https://www.tableau.com)에서 다음 리소스를 참조
하십시오.
l

클라우드의 Tableau Cloud 보안(영문) 백서.

l

Tableau Cloud 팁: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게시할 때의 보안 검사 목록(영문)

TableauID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경우 이 자격 증명을 사
용하여 Tableau 웹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보안
Tableau Cloud 인프라는 고객 데이터에 대한 제어력 및 안정성을 크게 높여 주는
SAS-70 호환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됩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Tableau Cloud에 저장되어 있을 때에도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권한
이 부여된 사용자만 Tableau Cloud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통합 문서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직원 및 다른 Tableau 고객은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단, Tableau는 시스템 사용률, 계정 상태 및 성능과 관련된 메트릭에 액세스하고 해
당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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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보안
사이트 및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사이트 관리자가 해당 사이트에 명시
적으로 추가한 사용자뿐입니다. 사용자가 더 이상 시스템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 해
당 사용자의 사용자 계정을 제거하여 Tableau Cloud 및 여기에 저장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철회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는 2시간의 유휴 세션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2시간 동안
Tableau Cloud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유휴 세션 시간 제
한 값은 수정할 수 없는 시스템 설정입니다.

Tableau 계 정
Tableau 계정은 Tableau 웹 사이트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보안 인증을 제공합니다.
Tableau 계정의 일부 보안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사용자 로그인이 HTTPS에 의해 보안 설정됩니다.

l

로그인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계정이 잠깁니다.

l

ID를 입증하기 위해 계정의 유효성이 사용자 이메일을 통해 검사됩니다.

l

암호는 암호화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저장됩니다. Tableau 직원 및 계약자는 일
반 텍스트 암호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

Tableau 인증(TableauID)을 사용하는 계정에 대해 MFA(다단계 인증)을 사용하
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에게는 조직의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적인 관리 및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증을 참
조하십시오.

역할 및 사용 권한
역할은 사용자 상호 작용을 관리하기 위해 프로젝트, 통합 문서, 뷰 또는 데이터 원본
에 적용되는 사용 권한 집합입니다. 각 자산에 대해 보기, 만들기, 편집, 수정,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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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특정 사용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와 Tableau Cloud 간의 모든 통신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위해 SSL을 사용하
여 암호화됩니다. Tableau Cloud는 TLS 1.2 이상을 지원합니다. TLS 지원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암호화 기술은 브라우저에서
서버 계층, 리포지토리로의 보안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또
한 Tableau는 스푸핑, 하이잭 및 SQL 삽입 공격을 방지하는 많은 기본 보안 메커니즘
을 사용하며, 매월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위협을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이에 대
응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보안
Tableau Cloud 환경은 고객 간에 사용자,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분리하는 멀티 테
넌트 구성에 호스팅됩니다.

데이터 보안
Tableau Cloud에서는 더 이상 회사 환경에 VPN 또는 터널을 구현할 필요가 없습니
다. 많은 데이터 원본은 추출로 캡처한 다음 정기적으로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동 새로 고침을 사용하려면 데이터 원본의 연결 정보에 자격 증명을 내장해야 합니
다. Google 및 Salesforce.com 데이터 원본의 경우 OAuth 2.0 액세스 토큰의 형태로 자
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데이터 원본 필터를 추가하여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에서 보안을 추가
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Tableau는 현재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그룹 또는 전체
이름을 사용하여 행 수준 데이터 보안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필터 기능도 제공합
니다. 사용자 필터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보는 사용자의 ID를 기반으로 데이터에 대
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estern Sales Director가 West 지역의 매출
결과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의 결과는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에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때 사용자 필터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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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에서 행 수준 보안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Tableau의 행 수준 보안 옵션에 대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위치
Tableau Cloud는 AWS(Amazon Web Services)에서 호스팅되며, 사이트 및 해당 데이터
가 저장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고객인 경우 사이트
설치 프로세스 중에 다음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토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
아시아 태평양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태평양

일본

유럽 서부

아일랜드

유럽 서부

영국

캐나다

퀘벡

미국 동부

버지니아

미국 서부

오리건

필요한 경우 사이트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사이트를 다른 지역으로 마
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을 요청하려면 Tableau 영업 팀 고객 관리 담당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기술 자료의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환경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는 선택된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백업됩니다.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URL 시작 부분의 호스트 이름을 기록한 다음 데이터 공급자 권한 부여를 위한
Tableau Cloud IP 주소의 사이트 위치 열과 비교하여 사이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10ax, 10ay, 10az, us-west-2b로 시작하는 URL은 US West - Oregon 지역
에 해당합니다. 미국 서부 오레곤 지역의 사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오리건에 저
장되고 백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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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 사이트를 요청하려면 이 웹 양식 을 작성하십시오.

l

Tableau Cloud 유지 관리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시스템 유지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항목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OAuth 연결
사용 권한
SAML 인증의 작동 방식
사용자 필터링(Tableau 도움말)

Tableau Cloud 사 이 트 용 량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모든 사용자의 분석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용량이
있습니다. 사이트의 용량에는 사이트에서 추출, 메트릭, 구독 및 흐름에 대해 수행해
야 하는 저장소 및 작업에 대한 용량이 포함됩니다.

요약
다음 표에는 사이트의 용량 허용량이 기능별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열된 기
능별로 더 많은 용량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

용량 유형

용량 허용량

사이트

100GB

소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1TB.
자세한 내용은 Advanced Management 용량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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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유형

용량 허용량

개별 통합 문서, 게시

15GB

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 크기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25GB. Advanced Management 용량을 참조하십시
오.

추출
새로
고침

일별 새로 고침

Creator 라이선스당 백그라운더 최대 8시간

동시 새로 고침

최대 10개 작업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최대
25개 작업. Advanced Management 용량을 참조하
십시오.

메트
릭

구독
수신

개별 새로 고침 런타임

2시간

일별 새로 고침

Creator 라이선스당 백그라운더 최대 8시간

동시 새로 고침

최대 10개 작업

개별 런타임

2시간

동시 구독

최대 10개 작업

개별 구독 런타임

2시간

개별 이메일 크기

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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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용량 유형

용량 허용량

동시 흐름

리소스 블록당 1개

개별 흐름 런타임

작업 런타임 용량 을 참조하십시오.

흐름 메모리 사용량 크

7.5 GB

기

비주

로드 시간

최대 5분

쿼리 사용량 크기

20GB

가속화된 뷰

사이트당 최소 30개의 가속화된 뷰와 Creator 라이선

얼리
제이
션

뷰가

스당 추가 20개의 뷰 최대 750개의 가속화된 뷰.

속
가속화된 뷰 새로 고침

각 뷰에서 1일 최대 12개 작업

메모리 사용량 크기

20GB

개별 가속화 런타임

최대 30분

저장소 용량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사이트 및 개별 콘텐츠 저장소 용량이 있습니다.
l

사이트 저장소: 사이트에는 100GB의 저장소 용량이 제공됩니다. 통합 문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및 흐름이 이 저장소 용량에 포함됩니다.

l

개별 통합 문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및 흐름 크기: 개별 통합 문서, 데이터 원
본(라이브 또는 추출) 또는 사이트에 게시된 흐름은 크기가 최대 15GB일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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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출 데이터 원본의 크기가 10GB를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거나 추출에서 데이터를 집계하여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큰 추출을 자주 게시하거나 새로 고치는 경우 시간이 낭비될 수 있으
며 대개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 새로 고침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용량
각 사이트에는 뷰라고도 하는 개별 비주얼리제이션을 로드하고 쿼리하기 위한 용량
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용량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
다.
l

로드 시간: 사이트에는 뷰를 로드하는 데 최대 5분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
습니다.

l

쿼리 사용량 크기: 사이트에는 추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뷰를 쿼리할 때
20GB 이하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뷰를 쿼리하는 데 필
요한 메모리의 양은 Tableau에서 뷰의 마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조작
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쿼리만 쿼리 사용량 용량에 포함됩니다. 기초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쿼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쿼리에 기초 데
이터베이스에 의해 적용된 다른 쿼리 사용량 용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량 유형을 하나 이상 초과하는 뷰는 사이트의 다른 뷰를 로드하기에 충분한 시스
템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용량 최적화를 위한 팁

비주얼리제이션 용량을 초과하는 뷰는 Tableau가 뷰를 생성하기 위해 실행해야 하는
쿼리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팁을
참조하여 쿼리를 최적화함으로써 Tableau Cloud에서 뷰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팁에서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를 편집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Tableau Cloud에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더 많은 팁을 보려면 Tableau 도움말에서 통합 문서 성능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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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원본 필터 사용: 데이터 원본에 대한 필터를 추가하면 뷰에서 생성해
야 하는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 뷰 로드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데이터 원
본에서 데이터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l

컨텍스트 필터 사용: 컨텍스트 필터는 데이터 원본 필터와 유사하지만 시트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를 줄입니다. 컨텍스트 필터는 다른 필
터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뷰에서 생성해야 하는 데이터 양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 뷰 로드 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컨텍스트 필터로 뷰 성능 향상을 참조
하십시오.

l

날짜 범위 줄이기: 일반적으로 날짜에는 숫자 및 부울 같은 다른 데이터 유형
보다 많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합니다. 뷰에 날짜 필터가 포함된 경우 생성해야
하는 날짜 범위 또는 날짜 수를 줄여 뷰 로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l

마크 줄이기: Tableau가 뷰를 생성하려면 마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마크
수는 뷰를 로드할 수 있는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필터
중 하나를 사용하거나 집합 필터링, 데이터를 집계하는 사용자 지정 SQL 등을
사용하여 마크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에서 마크 수 줄이기
를 참조하십시오.

뷰 가속 용량
각 Tableau 사이트의 뷰 가속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가속화된 뷰: 사이트당 가속화된 뷰의 기본 수는 30개입니다. 추가 Creator 라
이선스당 20개 뷰를 추가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가속화된 뷰의 최대 수는
750개입니다.

l

가속화된 새로 고침: 가속화된 뷰는 다음 4가지 데이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맞
춰 다시 생성됩니다.
l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가속화 타임스탬프가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과 동기
화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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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추출 새로 고침: 추출 새로 고침이 완료되어 최신 데이터가 있음을 알립니다.
가속화된 뷰 업데이트: 소유자가 가속화된 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뷰 옵트인: 뷰가 원래부터 가속화에 옵트인되었습니다.

각 고유한 이벤트에서는 큐에 추가할 사전 계산 작업이 트리거됩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더 작업이 사전 계산을 가져와서 완료한 다음 쿼리 결과를 구체화된
뷰로 저장합니다. 동일한 통합 문서에 속하는 뷰는 단일 작업에서 새로 고쳐집
니다. 리소스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사전 계산 작업의 최대 수는
1일 12개 작업으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l

가속화 메모리 사용량 크기 : 백그라운더 작업에서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사전 계
산하고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용량은 20G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
요한 메모리 양은 가속화할 뷰에 연결된 쿼리의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 런타임 용량
작업 런타임 용량은 작업 또는 작업 유형의 인스턴스가 실행되도록 허용되는 기간이
며,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 가능한 시스템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이 취소됩니
다. 각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 유형에 대한 작업 런타임 용량이 있습니다.
l
l
l
l
l

추출 새로 고침
구독 수신
흐름
메트릭
뷰 가속

각 추출 새로 고침, 구독 또는 메트릭 작업 유형에는 최대 2시간(120분 또는 7,200초)
의 런타임이 있습니다. 뷰 가속의 최대 런타임은 30분(1,800초)입니다.
흐름에 대한 참고 사항: Data Management가 없는 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의 흐름 작업
에 대한 최대 런타임은 Creator 라이선스 수와 60분을 곱한 값이며 최대 24시간입니
다. 사이트에 대규모 흐름 작업 부하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용량을 얻기 위해 Data
Management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Data Management가 있는 사이트의 경우 리
소스 블록당 하루에 최대 24시간 동안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 제한을 초과

Tableau Software

183

Tableau Cloud 도움말
하면 다음 날까지 새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동시 흐름 작업을 위한 추가 용량
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블록을 참조하십시오.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참고 사항: 새로 고침 작업이 최대 런타임에 도달하면 시간
초과 오류가 나타납니다. 이 오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새로 고침 작업이 런타임 용
량 내에서 유지되도록 추출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
간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동시 작업 용량
동시 작업 용량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작업 또는 작업 유형 인스턴스의 수입니다.
각 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 유형에 대한 동시 용량이 있습니다.
l
l
l
l

추출 새로 고침
구독 수신
흐름
메트릭

아래에서 각 작업 유형의 동시 작업 용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l

추출 새로 고침: 사이트에는 최대 10개의 추출을 동시에 새로 고치는 용량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스템 리소스에 따라 새로 고침 작업은 순차적으로 실
행되거나 병렬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 새로 고침 용량을 사용하는 작업에
는 예약된 새로 고침, 수동 새로 고침, 추출 만들기 및 데이터를 증분식으로 추
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 고침을 트리거하는 명령줄 또는 API 호출이 포함
됩니다.

l

구독: 사이트에는 최대 10개의 구독을 동시에 실행하는 용량이 있습니다. 동
시 구독 용량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Tableau Cloud를 통해 직접 생성되는 구독
의 이메일 생성이나 이메일 구독을 생성하는 API 호출이 포함됩니다.

l

흐름: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사이트에는 리소스 블록당 1개
동시 흐름 작업의 기본 용량이 있습니다. 리소스 블록은 흐름 작업을 지원합니
다.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사이트에는 리소스 블록 하나를
사용하는 것과 동등한 1개 동시 흐름 작업의 기본 용량이 있습니다. 흐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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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블록이 없으면 작업은 큐로 이동하여 리소
스 블록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동시 흐름 작업을 위한 추가 용량
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소스 블록을 참조하십시오. 각 사용자
는 한 번에 최대 4개의 활성 흐름 웹 편집 세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
션이 열리면 가장 오래된 세션이 닫힙니다.
l

메트릭: 각 사이트에는 최대 10개의 메트릭을 동시에 새로 고치는 기능이 있습
니다. 메트릭 새로 고침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이트에서 작업에 대한 동시 용량이 모두 사용된 경우 큐에 있는 다른 작업은
하나 이상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 중 상태로 유지됩니다.

일별 작업 용량
일별 작업 용량은 각 사이트가 사이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Creator 라이선
스당 하루에 소비할 수 있는 공유된 시간입니다. 백그라운더라고 하는 서버 프로세
스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고 수행합니다. 더 많은 Creator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
에는 더 많은 일별 작업(백그라운더) 용량이 제공되므로 대규모 사이트 사용자의 요
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에는 추출 새로 고침과 메트릭 새로 고침 작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별
작업(백그라운더) 용량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의 라이선스 수...

기본 시간의 배수

일별 작업 용량

10개의 Creator 라이선스

8시간

최대 80시간/일

50개의 Creator 라이선스

8시간

최대 400시간/일

일별 작업 용량은 매일 24:00:00 UTC(협정 세계시)에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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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새로 고침 정보
일별 작업 용량을 사용하는 새로 고침 작업에는 예약된 새로 고침, 수동 새로 고침
및 특정 명령줄 또는 API 호출을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는 전체 및 증분 새로 고침과
추출 만들기가 포함됩니다.
참고:
l

사이트의 일별 새로 고침 용량에 남은 시간이 있는 경우 새로 고침 작업은 작업이

l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실행됩니다.
사이트가 일별 새로 고침 용량의 70%, 90% 및 100%에 도달하면 사이트 관리자에

l

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사이트의 일별 새로 고침 용량이 모두 사용된 경우 모든 후속 추출 새로 고침이 취
소되고 콘텐츠 소유자에게 새로 고침 취소를 알리는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추출 새로 고침 용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팁

추출 사용량이 많은 환경을 관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최상의 방법에 따라
사이트 용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

사용되지 않는 추출의 새로 고침을 중지합니다. 사이트에 대한 용량을 확보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Tableau Cloud에서 일정을 통해 실행되거나 스
크립트를 통해 실행되는 사용되지 않는 추출의 자동 새로 고침을 중지하는 것
입니다. 새로 고침 일정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 작업 관리를 참
조하십시오.

l

새로 고침 빈도를 줄입니다. 사이트에 대한 용량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추출 새로 고침의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추출을 매시간마다 새로
고치는 대신 하루에 한 번 새로 고치거나 업무 시간 중에 최신 데이터가 가장
유용한 때에만 새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고침 일정 변경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새로 고침 작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l

전체 새로 고침 대신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합니다. 추출을 새로 고치는 데 걸
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추출의 전체 새로 고침 대신 증분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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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
참고: 전체에서 증분 새로 고침으로 변경하는 것은 추출을 게시하기 전에
Tableau Desktop에서 추출에 증분 새로 고침을 구성한 경우에만 Tableau Cloud
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증분 새로 고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
자 도움말에서 증분 추출 새로 고침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

추출 연결 대신 라이브 연결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빈번하게 업데이트해야
하는 뷰, 대시보드 및 통합 문서의 경우 데이터 원본을 추출 연결 대신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l

추출의 데이터를 최적화합니다. 추출의 성능을 개선하면 추출을 새로 고칠 때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추출의 전체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출의 데
이터에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되지 않는 필
드 제거, 필터를 사용하여 사용되지 않는 행 제거, 날짜 범위 변경 등이 있습니
다.

메트릭 새로 고침 정보
추출 데이터 원본에 의존하는 메트릭은 해당 추출이 새로 고쳐질 때 새로 고쳐지므
로 일별 작업 용량에 포함됩니다.
참고: 라이브 데이터 원본에 의존하는 메트릭은 60분마다 새로 고쳐지며 일별 작업
용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 령 줄 및 API 호 출 로 시 작 된 작 업
위에서 설명한 일별 작업 용량 외에 사이트에는 명령줄 및 API 호출에 대한 지정된 작
업 용량이 있습니다.
l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시작: 사이트에는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을 시작하는
tabcmd(refreshextracts), REST API(추출 새로 고침 작업 실행) 및 Tableau 클라이
언트(Python) 라이브러리 호출에 대한 지정된 용량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1시
간당 총 20회의 호출을 허용합니다.

l

작업 쿼리 또는 취소: 사이트에는 비동기식 작업에 대한 상태 정보를 호출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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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류 중인 작업 및 진행 중인 작업을 취소하는 REST API(작업 쿼리 및 작업
취소) 및 Tableau 클라이언트(Python) 라이브러리 호출에 대한 지정된 용량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24시간당 총 20,000회의 호출을 허용합니다.
l

게시, 업데이트 또는 새로 고침 작업 시작: 사이트에는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게시, 업데이트 또는 새로 고침 작업을 시작하는 tabcmd(publish),
REST API(통합 문서 게시, 데이터 원본 게시, 통합 문서 업데이트, 데이터 원본
업데이트, 지금 데이터 원본 업데이트) 및 Tableau 클라이언트(Python) 라이브
러리 호출에 대한 지정된 용량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24시간당 총 4,000회의
호출을 허용합니다.

참고: 호출 횟수가 위에 설명된 명령줄 또는 API 호출 용량을 초과하면 다음 오류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Unknown 429(알 수 없음 429) 또는 ApiCallError: 429000: Too
Many Requests – Too many requests for <job type> ‘api.rest.refresh_extracts’.
(ApiCallError: 429000: 너무 많은 요청 – < 작업 유형 > ‘api.rest.refresh_extracts’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 Please retry after 146 second(s).(146초 후에 다시 시도하십시
오 .)

용량 모니터링
사이트의 용량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도구는 작업 페이지와 관
리 뷰입니다.

작업 페이지
작업 페이지에는 지난 24시간 이내의 고유한 백그라운더 작업 인스턴스에 대한 세
부 정보가 제공됩니다. 작업 페이지를 사용하여 추출 새로 고침, 구독 및 흐름 작업
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작업을 클릭합니다.
3. 필터 드롭다운 메뉴의 작업 유형에서 모니터링하려는 작업 유형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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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페이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관리 뷰
관리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
리 뷰를 사용하여 아래 나열된 기능에 대해 더 많은 용량 사용 현황 정보를 찾을 수 있
습니다.
l

저장소: “공간 사용량 통계” 관리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저장소 용량을 모니
터링하고 사이트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
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태 > 공간 사용량 통계를 선택
합니다.
l

이 사이트에서 공간이 사용된 방식 옆에서 사이트에 사용된 총 저장소
용량을 확인합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름은 무엇입니
까? 아래에서 사이트의 콘텐츠 및 해당 크기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 관리 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간 사용량 통계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

흐름: 흐름 실행의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태 > 흐름 성능 기
록을 선택합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흐름 기록 아래에서 마크를 클릭하여
흐름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 관리 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흐름 실행의 성능을
참조하십시오.

l

메트릭: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메트릭 작
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상태 >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을 선
택한 다음 작업 필터 드롭다운에서 뷰의 모든 메트릭 업데이트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
이 관리 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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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Management 용량
Advanced Management를 사용하면 사이트의 용량이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l
l
l

1테라바이트의 저장소
25기가바이트의 최대 파일 크기
최대 25개의 동시 추출 새로 고침

Advanced Managemen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시 스 템 유 지 관 리
Tableau Cloud는 주기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Tableau Cloud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
라를 유지하고,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는 사이트 업데이
트 관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약된 유지 관리 일정을 검토하여 예정
된 중단 시간을 계획하고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분기별 릴리스를 참조하십시오.

유지 관리 커뮤니케이션
Tableau는 Tableau Trust 페이지 및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알림 이메일을 통해 시스템
유지 관리를 전달합니다.

Tableau Trust 알 림
Tableau Trust는 모든 Tableau Cloud 상태 업데이트가 게시되는 위치입니다. 상태 업
데이트에는 시스템 유지 관리와 Tableau Cloud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고된 인
시던트가 포함됩니다. Tableau Trust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Trust의 최신 정보를 구독
하여 Tableau Cloud 인스턴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Trust를 구독하려면 https://trust.tableau.com으로 이동하고 Subscribe to updates(업
데이트 구독)를 클릭합니다. Tableau에서 인시던트가 생성, 업데이트 또는 해결될
때마다 이메일, SMS 메시지 또는 RSS 알림을 통해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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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이메일
사이트 관리자 역할이 있는 Tableau Cloud 사용자는 사이트에 대한 알림 이메일을 자
동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이메일에는 시스템 유지 관리와 Tableau Cloud 사용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보고된 인시던트가 포함됩니다.
알림 이메일에는 날짜 및 시간, Tableau Cloud 인스턴스 이름, 예약된 유지 관리의 유
형,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예상 완료 시간이 포함됩니다.

예약된 시스템 유지 관리 일정
Tableau는 Tableau Cloud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프라의 보안, 가용성 및 성능을 지속하
기 위해 시스템 유지 관리 기간을 예약합니다. 예약된 유지 관리 일정은 예정된 중단
시간을 계획하고 Tableau Cloud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
니다. 유지 관리가 발생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기간이 있지만 몇 개월간은 유지 관리
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지 관리가 예약되면 Tableau Trust 사이트에 유지 관리 기간의 날짜 및 시간이 게시
됩니다. 전체 Tableau Cloud 인스턴스에 영향을 미치는 유지 관리의 경우 구독자 및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Trust 알림이 전송됩니다. 알림은 유지 관리 일정이
Trust에 게시될 때와 유지 관리가 발생하기 14일 전에 전송됩니다. 또한 Trust 알림은
각 유지 관리가 시작되고 종료될 때와 48시간 전에 미리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유지 관리를 다시 예약해야 하는 경우 Trust 사이트의 유지 관리 레코드가 업데이트
되고 Trust 구독자에게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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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우선 유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Trust 구독자와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
자에게 1주일 이내에 알림이 전송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만 Tableau는 아래 표에 나열된 기간의 매월 첫
번째 및 세 번째 주말에 시스템 유지 관리를 예약합니다. 조직의 유지 관리 작업(소
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통합 변경 등)은 인스턴스에 대한 Tableau 시스템 유지 관리
기간이 아닌 기간으로 계획하십시오. 극한의 상황에서는 Tableau Cloud 인프라의 시
스템 가용성, 성능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가 이러한 기간 외에
예약될 수 있습니다.
예약된 시스템 유지 관리 기간
지역

인스턴스

간격

로컬 시간

UTC

주말

토요일, 08:00 ~

토요일, 16:00

매월 세 번째

14:00 PST

~ 22:00

주말

일요일, 11:00 ~

일요일, 16:00

매월 세 번째

17:00 EST

~ 22:00

매월 첫 번째
미국 - 서부

10ay, 10az,
us-west-2b

주말

prod-us-east미국 - 동부

a, prod-useast-b, useast-1

매월 첫 번째

주말
매월 첫 번째

dub01, eu유럽 - 서부

주말

토요일, 02:00 ~

매월 세 번째

08:00 CET

west-1a, produk-a

토요일, 오전
1:00 ~ 오전
7:00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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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

prod-

매월 첫 번째

일요일, 01:00 ~

토요일, 16:00

양 - 일본

apnortheast-a

주말

07:00 JST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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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세 번째
주말
매월 첫 번째
아시아 태평
양 - 오스트레
일리아

prodapsoutheast-a

주말

일요일, 03:00 ~

토요일, 16:00

매월 세 번째

09:00 AEST

~ 22:00

주말

참고: 로컬 유지 관리 기간은 표준시를 사용합니다. 로컬 시간은 일광 절약 시간
중에 계절별로 +/- 1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분기별 릴리스
Tableau는 고객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품을 지
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과 특징을 분기당 4번 제공합니다.

릴리스 커뮤니케이션
분기별 릴리즈는 제품 내 알림을 통해 전달되어 사이트 업그레이드 예정 시기를 알
리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다시 알려 줍니다. 업그레이드하는 동안 사이트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 릴리즈 업
그레이드와 관련된 다운타임은 없습니다.

분기별 릴리스 일정
주 릴리스는 온프레미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몇 주 동안 Tableau
Cloud의 전 세계 인프라에 적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분기별 릴리스는 순차적으로
출시되므로 정확한 날짜 및 시간은 미리 발표되지 않습니다. 대신 출시 예정 시기를
사용자와 관리자에게 알리는 제품 내 알림이 제공됩니다.
사이트 업그레이드가 예약되기 약 2주 전에 제품 내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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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능에 대해 알아보기
사이트의 새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출시 예정을 참조하십시오. 곧 출시 예정
페이지는 출시 예정 릴리스 및 진행 중인 Tableau 릴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ableau Cloud 고객은 이 페이지에 나열된 기능에 이미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모든
Tableau 제품에 걸쳐 고객이 업그레이드하고 새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더 광범
위한 웹 사이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인증
인증은 사용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방법과 처음으로 로그인한 후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옵션을 나타냅니다. 인증은 사용자의 ID를 확인합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다단계 인증 유형을 지원하며, 인증 페이지에서 각 인증 유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구성하는 인증 유형 외에도, 2022년 2월 1일부터 Tableau Cloud를 사용하
려면 SSO IdP(ID 공급자)를 통한 MFA(다단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조직에서 SSO
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는 경우 MFA 인증과 함께 Tableau를 사용하여 MFA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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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본 인증 유형이며, 추가적인 구성 단계 없이 사
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자격 증명(일명 TableauID)은 Tableau
Cloud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로 구성됩니다. 사용자가
Tableau Cloud 로그인 페이지에서 직접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2022년 2월 1
일부터 TableauID를 사용하여 인증하는 사이트 관리자 또는 기타 사용자는
MFA가 구성된 Tableau를 보유해야 합니다. Tableau에서 MFA 사용을 구성하지
않으면 MFA(다단계 인증) 적용 로드맵(영문)에 따라 로그인을 시도할 때 MFA
와 함께 Tableau를 사용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

Tableau에서 MFA 사용: 이 인증 유형은 1) Tableau Cloud와 함께 저장되
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구성된 TableauID 자격 증명의 조합을 사
용하며 2) TableauID 인증에 성공하면 사이트에 액세스하기 전에 추가 확
인 방법에 응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l

Google: 조직에서 Googl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OpenID Connect를 통한 MFA와 함께 SSO(Single Sign-On)에 Google 계정을 사용
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Google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Google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격 증명을 입력하게 되고 자격 증명은 Google에
저장됩니다.

l

Salesforce: 조직에서 Salesforce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OpenID
Connect를 통한 MFA와 함께 SSO(Single Sign-On)에 Salesforce 계정을 사용하도
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Salesforce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격 증명을 입력하게 되고 자격 증명은
Salesforce에서 관리 및 저장됩니다. 최소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l

SAML: SSO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은 SAML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타사 IdP(ID 공급자)를 MFA와 함께 사용하고 해당 IdP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설정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합니다.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IdP
의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되며,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IdP에 이미 저장되
어 있는 자신의 SSO 자격 증명을 입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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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계 인 증 및 Tableau Cloud 정 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진화하는 위협 요소로 인해 조직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Tableau Cloud를 사용하려면 MFA 인증이 필
요합니다. MFA는 로그인 보안을 강화하고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를 보안 위협으로
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도움말에서
Salesforce 다단계 인증 FAQ(영문) 및 MFA(다단계 인증) 적용 로드맵(영문)을 참조하
십시오.
다단계 인증(MFA)은 위에서 설명한 다른 인증 방법 중 하나와 함께 사용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하는 인증 방법입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MFA를 구현할 수 있
습니다.
l

SSO 및 MFA(주 방법): MFA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SSO IdP(ID 공급자)에
서 MFA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l

Tableau에서 MFA 사용(보조 방법): SSO 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을 경우
Tableau Cloud와 함께 저장된 1) TableauID 자격 증명 그리고 사이트에 액세스
하기 전에 추가 확인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을 참조하십시오.

Google, Salesforce 또 는 SAML 정 보
사이트에서 Google 또는 SAML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외부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사용자와 Tableau 자격 증명을 사용할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한 사이트에서 TableauID와 외부 공급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각 사용자는
두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인증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 앞서 설명된 이러한 인증 요구 사항과 함께 Tableau에서 MFA 사용 인증이 구
성되어 있는 전용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AML 또는 IdP 관
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용 Tableau에서 MFA 사용 계정을 사용하면 사이트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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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직접 액세스 허용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제공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에는 연결된
Tableau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Tableau Cloud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인증과 함께 MFA를 사이트에 사용하고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필수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록시를 사용 중인 경우 필요에 따라
*.salesforce.com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인증
조직에서 Salesforce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OpenID Connect를 통한 SSO
(Single Sign-On)에 Salesforce 계정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봄부터
Tableau Cloud는 Salesforce 인증을 새로운 인증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Salesforce 인
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용자가 Salesforce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격 증명을 입력
하게 되고 자격 증명은 Salesforce에서 관리 및 저장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Salesforce
가 다른 IdP와 인증을 연합하는 시나리오도 지원합니다.

사용자 이름 요구 사항
Salesforce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은 Tableau Cloud의 사용자 이름 필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두 사용자 이름은 모두 이메일 형식이지만 이메일 주소로 사용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Salesforce 인증 유형을 구성한 다음 아래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 이름 섹션을 참조하
십시오.

인증 유형 변경 및 구성
조직에서 이미 Salesforce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인증 유형을
Salesforce로 설정하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Salesforce에 Tableau Cloud 연결 앱 패키지(영문)를 설치합니다. 사용자가 조직
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프로필 또는 사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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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합을 할당하여 연결된 앱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합니다. 또한 연결된 앱을
사전 승인된 관리자로 설정합니다. 연결된 앱에 대한 다른 액세스 설정 관리
(영문)를 참조하십시오.
2. Tableau Cloud에서 Salesforce 인증으로 변경합니다.

l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 을 선택합
니다.

l
l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 을 선택하고 Salesforce를 선택합니다.
사용자 로그인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Salesforce 조직을 구성
한 경우 사용자를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하도록 Tableau Cloud를 구성해
야 합니다. 내 도메인 편집...을 클릭하여 Salesforce의 내 도메인을 입력합
니다. Tableau Cloud가 도메인을 확인한 다음 로그인 URL로 추가합니다.

3. 새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이전 사용자를 업데이트하여 Salesforce를 구성된 인
증 유형으로 사용합니다.

문제 해결
일치하지 않는 사용자 이름

Tableau Cloud의 기존 사용자가 Salesforce의 해당 사용자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
용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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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Tableau Cloud 사용자를 라이선스가 없는 사이트 역할로 변경하여 라이선스
사용을 차단합니다.
2. 사용자 이름이 Salesforce 조직의 사용자 이름과 일치하도록 Salesforce 인증을 위해
새 Tableau Cloud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3. 필요한 경우 Tableau Cloud에서 이전 사용자 이름으로 소유한 이전 콘텐츠를 새 사
용자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반환 URL에서 OAUTH_APP_BLOCKED로 로그인 실패

이 문제는 Salesforce 인증을 사용하여 구성된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리디렉
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Tableau Cloud에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로그인에 실패했습니다 . 다시 시도하십시오 .
이 메시지가 계속 표시되면 아래의 상태 정보를 캡처하여 고객 지원 팀으로 보내십
시오 .
또한 사용자 브라우저의 반환 URL에는 다음 문자열이 포함됩니다.
/public/oidc/login?error=OAUTH_APP_BLOCKED&error_
description=this+app+is+blocked+by+admin&state=...
이는 Salesforce 내의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이 조직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을 나타냅
니다. 일부 보안에 민감한 Salesforce 고객은 연결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연결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API 허용 목록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Tableau Cloud - OIDC를 통한 Salesforce 사용자 로그인에 연결
된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적절한 사용자 프로필과 사용 권한 집합이 적용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l

연결된 앱에 대한 액세스 관리(영문)
연결된 앱에 대한 다른 액세스 설정 관리(영문)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광범위한 Salesforce 에코시스템의 일부로 사이트 소유자는 소유자 본인과 다른 사용
자의 계정 보안 메커니즘을 구성해야 합니다. 계정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은 MF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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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인증)과 같이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2월 1
일부터 Tableau Cloud를 사용하려면 MFA 인증이 필요합니다. MFA는 로그인 보안을
강화하고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도움말에서 Salesforce 다단계 인증 FAQ(영문) 및
MFA(다단계 인증) 적용 로드맵(영문)을 참조하십시오.
MFA를 사용하는 경우 SSO(Single Sign-On) IdP(ID 공급자)를 통해 MFA를 사용하도
록 설정해야 합니다. 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는 경우 Tableau에서 MFA 사용 기능을
통해 Tableau 인증 기반 MFA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 Tableau에서 MFA 사용을 결정한 경우 이 항목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특히 잠긴 후 사이트 액세스 권한 다시 얻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계정 및 다단계 인증
MFA(다단계 인증)은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단계 요소"라고도 하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 신원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보안 계정 인증 방법입
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용자가 알고 있는 고유한 정보, 즉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입니다. 추가 요소는 인증 앱과 같이 사용자가 보유한 확인 방법입니다.
MFA는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피싱 공격
및 계정 탈취 같은 일반적인 위협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MFA는 로그인 보
안을 강화하고 조직과 조직의 데이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주요 방법 - SSO에서 MFA 사용: 현재 조직의 SSO IdP를 사용하여 MFA
를 통한 보안을 강화하려는 경우 이는 계속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MFA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SSO를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하고 SSO IdP를 통해 MFA를 사용해야 합니다. Google, Salesforce 또
는 SAML 공급자에서 인증하도록 사이트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방법 - Tableau에서 MFA 사용: SSO 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을 경
우 또는 사이트 관리자나 다른 사용자가 TableauID를 사용하는 경우,
MFA와 Tableau 인증을 함께 사용하여 보다 중앙 집중화된 IdP로 전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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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때까지 사용자 로그인 프로세스를 보호함으로써 MFA 요구 사항
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TableauID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Tableau Cloud에 계속 로그인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인증되기 전에
확인 방법을 사용하는 추가 단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 MFA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확인 방법이 지원됩니다.

l

Salesforce Authenticator 앱
Goolge Authenticator, Microsoft Authenticator 및 Authy를 비롯한 TOTP

l

(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 인증 앱
WebAuthn 또는 U2F를 지원하는 보안 키(예: Yubico YubiKey 또는

l

Google Titan Security Key)
기본 제공 인증자(예: Touch ID, Face ID 및 Windows Hello)

l

복구 코드

l

지원되는 확인 방법을 비교하고 사용 시 요구 사항을 검토하려면
Salesforce 도움말의 다단계 인증에 대한 확인 방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인 증 을 통 해 MFA 사 용
조직에서 SSO IdP와 직접 연동하지 않는 경우 기본 Tableau 인증을 통해 MFA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을 참조
하십시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사용자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2. 나열된 첫 번째 사용자 옆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동작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을 선택한 다음 Tableau에서 MFA 사용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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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3. 사이트 관리자를 포함하여 나열된 각 사용자에 대해 2단계를 반복합니다.
사용자가 Tableau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후, Salesforce Authenticator 또는 기타 TOTP(시간 기반 일회용 암호) 인증 앱과 같이
지원되는 확인 방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 방법을 등록하고 관
리하는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등록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대한 모범 사례

사용자를 위해 MFA를 사용할 때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대해 다음 모범 사례를 권장
합니다.
l

최소 두 가지 확인 방법 등록: 각 사이트 관리자 계정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확인 방법을 등록하여 사이트에서 잠길 위험을 줄이십시오. 예를 들어
주 확인 방법을 등록한 후에는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하여 백업용으로 복구 코
드 집합을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l

사용자 및 MFA를 관리할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둘 이상 지정: 사용자 및 MFA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는 사이트 관리자 수준 계정(사이트 관
리자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을 둘 이상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잠겨 있는 경우 관리자 액세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관리

관리자(및 사용자)는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확인 방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추가 확인 방법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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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코드 정보 - 긴급 상황에서만 사용

잠금 시나리오의 위험을 줄이려면 MFA에 등록한 후 백업용으로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MFA 확인 방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복구 코드를 통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하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개의 일
회용 코드 목록이 생성됩니다.
중요:
l

복구 코드 옵션을 추가한 후에는 코드 목록에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상황에서

l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코드를 안전한 위치에 즉시 복사 및 저장하십시오.
복구 코드를 기본 확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일반적인 MFA 확인
방법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복구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잠긴 후 사이트 액세스 권한 다시 얻기

중요: 사이트에서 잠기지 않도록 하려면 복구 코드 옵션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구 코드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확인 방법에 실패한 경우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다른 사이
트 관리자를 통해 사이트 액세스 권한을 다시 얻으십시오. 이 절차를 사용하여 사용
자의 사이트 액세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MFA 재설정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Tableau Cloud의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에서
MFA 확인 방법을 재설정합니다.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하고 사이트 액세스 권한을 다시 얻어야 하는 사용자를 선택
합니다.
3.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설정 탭을 클릭한 다음 MFA 확인 프로그램 재설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참고: MFA 확인 프로그램 재설정 단추가 표시되려면 사용자의 인증 방법이
Tableau에서 MFA 사용 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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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 확인 방법을 재설정한 후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다단계 인증 등록에 설명된 절
차를 수행하여 MFA를 다시 등록하도록 요청합니다.
유일한 사이트 관리자로 MFA 재설정

유일한 사이트 관리자이고 일반적인 모든 확인 방법에 실패한 경우 계정 관리자에
게 문의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에 다시 액세스하려면 Tableau에서 사용자의 신
원을 수동으로 확인한 다음 확인 방법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원활한 계정 복구 프로
세스를 보장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l

Tableau에서는 TableauID 프로필(Tableau.com)의 정보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번호와 같은 프로필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bleauID 프로필 편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커뮤니티 사이트의 Tableau 커뮤니티에서 이름, 제목 또는 이메일 주
소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l

프리미엄 지원이 있고 주말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 Tableau 지원 사례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에서 웹 양식에서 사례 제출 을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에서는 사용자가 Tableau 클라이언트 에서 직접 사이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액세스는 클라이언트에서 처음 로그인할 때 자격 증
명을 제공한 후 부여됩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Tableau 응용 프로그램이거나
Tableau Cloud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ableau 클라이언트의 예로
는 Tableau Desktop, Tableau Bridge 및 Tableau Mobile이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연결된 클라이언트 를 설정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
서 로그인할 때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보안 액세스 토큰을 생성하는 것입니
다.
Tableau Bridge에 대한 연결된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

기본 연결된 클라이언트 옵션은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계속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인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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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다단계 인증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
도록 설정된 경우 Bridge는 Tableau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인증만 지원할 수 있습
니다.
참고: Tableau 인증에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Bridge 버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Tableau 및 MF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클라이언트 허용 취소
Tableau Cloud에 방문할 때마다 명시적으로 로그인하도록 사용자에게 요청하려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는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SAML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IdP의 SAML 디렉터리에서 제거된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하려면 옵트아웃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설정을 선택한 후 인증 탭을 선택합니다.
3.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가 이 Tableau Cloud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허용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의 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l

일부 클라이언트는 정보 저장 확인란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본인의 사용자
이름을 저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항상 암호를 제공해야 합니
다.

l

SAML 인증 기반의 SSO(Single Sign-On)로 구성된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는 처
음에 로그인한 후 사이트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웃 링크를 선택
하여 명시적으로 로그아웃하지 않는 한 사이트에 계속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연결된 클라이언트 제거
사이트 관리자는 특정 사용자에게 연결된 클라이언트(액세스 토큰)를 제거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더 이상 사이트의 멤버가 아니거나 사용자에게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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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의 최대 클라이언트 수가 초과된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를 선택하고 사이트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표시 이름에 대한 링
크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의 페이지에서 설정 탭을 선택합니다.
3. 연결된 클라이언트 섹션에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를 제거합니다.
사용자도 자신의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특정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수 있습
니다.

참고 항목
Tableau Cloud에 로그인
OAuth 연결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사용자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
자동화
IdP(ID 공급자)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의 사용자 추가 또는 제거와 그룹의 멤버 추
가 또는 제거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IdP 사용자 관리에서는 SCIM(System for 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표준을 사용합니다. SCIM은 사용자 ID 정보의 교환을 자동화하기 위
한 공개 표준입니다. SCIM을 사용하면 IdP에서 사용자 ID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
으며 여기에는 사용자를 응용 프로그램 및 그룹에 할당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IdP
에서는 SCIM을 사용하여 IdP를 통해 설정된 이러한 프로비저닝 할당과 다운스트림
응용 프로그램을 동기화합니다. 이 방법으로 사용자를 관리하면 보안이 향상되고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 사용자 및 그룹 멤버 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수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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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다이어그램에서 IdP는 Tableau Cloud로 업데이트를 푸시 하고 Tableau Cloud의
SCIM 끝점이 호출되는 빈도를 제어하여 사용자와 그룹이 적절히 미러링되도록 합니
다.

IdP별 구 성
이 항목의 후반부에 있는 단계에서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SCIM을 구성할 때
IdP의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다음 IdP에
대한 IdP별 구성 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Azure Active Directory로 SCIM 구성

l

Okta로 SCIM 구성

l

OneLogin으로 SCIM 구성

기능이 발전함에 따라 추가적인 IdP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SCIM 시험판 팀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필수 요건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SCIM 통합을 사용하려면 적절한 액세스 수준이 필요합니
다.
l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

Tableau Cloud에 대한 IdP 구성 설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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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CIM 기능을 사용하려면 SAML SSO(Single Sign-On)를 지원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사이트에서 SAML 인증 사용을 참조한
다음 IdP의 설명서에 따라 Tableau Cloud을 응용 프로그램으로 추가하십시오.

IdP를 통 해 SCIM 지 원 사 용
다음 단계에 따라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IdP
에서 제공하는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SCIM 프로비저닝을 위한 서비스 공급자를 구
성하거나 사용하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SCIM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사용자 및 해당 특성은 IdP를 통해 관리되
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 내에서 직접 변경할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과 덮어
쓴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Tableau Cloud의 인증 페이지에 있는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SCIM)
에서 SCIM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URL 및 암호 상자가 IdP의 SCIM 구성에서 사용할 값으로 채워집
니다.

중요: 암호 토큰은 생성된 직후에만 표시됩니다. 암호 토큰을 잊어 IdP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새 암호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토큰
은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사이트 관리자의 Tableau Cloud 사용
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가 사이트에서 제거되면 해당 암호 토큰은 유효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이
트 관리자가 새 암호 토큰을 생성하여 IdP에 적용해야 합니다.

3. 암호 토큰 값을 복사한 다음 IdP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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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SCIM 암호 토큰을 붙여 넣습니다.
4. Tableau Cloud SCIM 설정에 표시된 기준 URL을 복사하여 IdP의 해당하는 필드
에 붙여 넣습니다.
5.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IdP의 설명서에 따라 사용자 및 그룹을 프
로비저닝합니다.

SCIM 암 호 토 큰 바 꾸 기
SCIM(System for Cross-domain Identity Management) 암호 토큰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아래 단계를 수행합니다.
1. Tableau Cloud에서 설정 > 권한 부여로 이동합니다.
2.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SCIM)에서 새 암호 생성을 클릭합니다.
3. 새 암호 토큰을 사용하도록 SCIM을 다시 구성합니다.
관리자는 Tableau Cloud에서 해당 사용자를 삭제한 다음 사이트에 다시 추가하여 다
른 사용자에게 속한 암호 토큰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Azure Active Directory로 SCIM 구 성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해 사용자 관리를 구성하고, 그룹을 프로비저닝하고,
Tableau Cloud 사이트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완료하는 동안 Microsoft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위한 Tableau Cloud 구성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이미 사용하도록 설정했고 Tableau
SCIM 2.0 끝점을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하려는 경우 Microsoft 문서 Tableau Cloud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의 새 인
스턴스에 대한 프로비저닝을 설정하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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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M 지원 사용

다음 단계에 따라 Azure Active Directory를 통한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
다.
1. SCIM 기능을 사용하려면 SAML SSO(Single Sign-On)를 지원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하지 않은 경우 Azure Active Directory로 SAML 구성에서
Azure AD 응용 프로그램에 Tableau Cloud 추가 섹션을 완료합니다.
2. Azure Marketplace에서 Tableau Cloud을 추가한 후 다음 페이지가 표시된 상태
에서 Azure 포털과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l

Tableau Cloud의 설정 > 인증 페이지

l

Azure 포털에서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 > 프로비저닝 페이지

3. Tableau Cloud의 인증 페이지에 있는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SCIM)
에서 SCIM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URL 및 암호 상자가 IdP의 SCIM 구성에서 사용할 값으로 채워집
니다.

중요: 암호 토큰은 생성된 직후에만 표시됩니다. 암호 토큰을 잊어 IdP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새 암호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토큰
은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사이트 관리자의 Tableau Cloud 사용
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가 사이트에서 제거되면 해당 암호 토큰은 유효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이
트 관리자가 새 암호 토큰을 생성하여 IdP에 적용해야 합니다.

4. 암호 토큰 값을 복사한 후 Azure 포털의 프로비저닝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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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비저닝 모드에 대해 자동을 선택합니다.

l

인증 방법에 대해 전달자 인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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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암호 토큰에 앞서 복사한 Tableau Cloud SCIM 암호를 붙여 넣습니다.

l

테넌트 URL에 Tableau Cloud SCIM 설정에 표시된 기본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5. 연결 테스트를 클릭하여 자격 증명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6. 매핑 섹션에서 Azure Active Directory 그룹 프로비저닝 및 Azure Active
Directory 사용자 프로비저닝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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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zure Active Directory 그룹 프로비저닝을 선택하고 특성 매핑 페이지에서
Azure에서 Tableau Cloud으로 동기화된 특성을 검토합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
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8. Azure Active Directory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선택하고 특성 매핑 페이지에
서 Azure에서 Tableau Cloud으로 동기화된 특성을 검토합니다. 변경 내용을 저
장하려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자 및 그룹 할당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개별 사용자 및 그룹을 Azure의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
에 할당합니다.
1. 응용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엔터프라이즈 앱 >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그룹 추가를 클릭합니다.
3. 할당 추가 페이지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하고 다음 사이트 역할 중 하나
를 할당합니다. Creator, SiteAdministratorCreator, Explorer,
SiteAdministratorExplorer, ExplorerCanPublish, Viewer 또는 Unlicen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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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목록에 없는 역할을 선택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이트 역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4. 할당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역할에 대한 그룹 만들기

사용자는 Azure에서 여러 그룹의 구성원일 수 있지만 Tableau Cloud에서 가장 허용적
인 사이트 역할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두 그룹의 구성원이고 사이트 역
할이 Viewer(뷰어) 및 Creator인 경우 Tableau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을 할당합니다.
역할 할당을 추적하기 위해 Azure에서 “Tableau - Creator”, “Tableau - Explorer” 등과 같
은 역할별 그룹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이 그룹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신규 사용자를 빠르게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은 허용되는 권한이 가장 많은 것부터 작은 순서로 아래에 나열되어 있
습니다.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l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l

Creator

l

Explorer(게시 가능)

l

Explorer

l

Viewer(뷰어)

참고: 사용자 및 해당 특성은 Azure를 통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 내
에서 직접 변경할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과 덮어쓴 값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사용자 및 그룹을 Azure의 Tableau Cloud 응용 프
로그램에 할당한 후 다음 단계는 사용자를 Tableau 사이트에 프로비저닝하는 것입니

Tableau Software

213

Tableau Cloud 도움말
다.
1. 프로비저닝 페이지에서 설정 섹션을 확장하고 범위에서 Tableau Cloud에 프로
비저닝하려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정의합니다.

2. 프로비저닝 상태를 설정으로 전환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하면 범위에 정의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최초 동기화가 시작됩니다. Azure AD
프로비저닝 서비스가 실행되는 동안 동기화는 약 40분마다 발생합니다. 일정 외에
수동으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려면 주문형 프로비전을 선택합니다. 주문형 프로
비저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문서 Azure Active Directory의 주문형 프로비
저닝을 참조하십시오.
프로비저닝이 완료되면 Azure AD의 사용자 또는 그룹이 Tableau Cloud의 사이트 사
용자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 인증 변경

프로비저닝된 사용자에게는 기본적으로 SAML 인증 유형이 할당됩니다.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변경하려면 아래 단계를 사용합니다.
1.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사이트 사용자 페이지에서 인증 유형을 할당하려는 사용자 옆의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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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작 메뉴에서 인증을 선택합니다.
4. 인증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의 기본 인증 유형을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의 다른 인증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증을 참조하십시오.

Okta로 SCIM 구 성
Okta를 통해 사용자 관리를 구성하고, 그룹을 프로비저닝하고, Tableau Cloud 사이트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 역할 및 각 역할에 허용되는 기능을 잘 모
르는 경우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완료할 때 Okta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CIM 지원 사용

다음 단계에 따라 IdP를 통한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Okta의 SCIM 지
원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1. SCIM 기능을 사용하려면 SAML SSO(Single Sign-On)를 지원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Okta로 SAML 구성의 다음 섹션을
완료하십시오.
l

Tableau Cloud SAML 설정 열기

l

Okta 응용 프로그램에 Tableau Cloud 추가

이 두 섹션의 단계를 완료한 후 Okta 콘솔과 Tableau Cloud 모두에서 다음 페이
지에 로그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l

Tableau Cloud의 설정 > 인증 페이지

l

Okta 개발자 콘솔의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 Tableau
Cloud > Provisioning(프로비저닝)

2. Tableau Cloud의 인증 페이지에 있는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SCIM)에
서 SCIM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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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기본 URL 및 암호 상자가 IdP의 SCIM 구성에서 사용할 값으로 채워집
니다.

중요: 암호 토큰은 생성된 직후에만 표시됩니다. 암호 토큰을 잊어 IdP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새 암호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토큰
은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사이트 관리자의 Tableau Cloud 사용
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변경되거나 사용자
가 사이트에서 제거되면 해당 암호 토큰은 유효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이
트 관리자가 새 암호 토큰을 생성하여 IdP에 적용해야 합니다.

3. 암호 토큰 값을 복사한 후 Okta 관리자 콘솔의 Provisioning(프로비저닝) 페이
지에서 Settings(설정) 열의 API Integration(API 통합)을 선택합니다.
4. Edit(편집)를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l

Enable API integration(API 통합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API Token(API 토큰)에 이전 단계에서 복사한 Tableau Cloud SCIM 암호
토큰을 붙여 넣습니다.

l

Base URL(기본 URL)에 Tableau Cloud SCIM 설정에 표시된 기본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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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프로비저닝 사용

Okta를 사용하면 기존 그룹을 Tableau Cloud에 푸시하여 그룹 또는 사이트 역할과 같
은 사용자 특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푸시되면 Okta에서 그룹 멤버 자격을
관리하여 Tableau Cloud에서 해당 그룹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참고: SCIM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사용자 및 해당 특성은 IdP를 통해 관리되어
야 합니다. Tableau Cloud 내에서 직접 변경할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과 덮어쓴 값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전 섹션에서 중단한 위치에서 계속되며 Okta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1. 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2. 그룹 푸시 탭을 선택합니다.
3. 그룹 푸시를 클릭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이름으로 그룹 찾기: 이름으로 그룹을 검색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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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규칙으로 그룹 찾기: 규칙과 일치하는 그룹을 푸시하는 검색 규칙을 만
들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푸시 상태 열에서 활성 또는 비활성을 클릭하여 그룹 푸시를 비활성화하거나 푸시
된 그룹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그룹 멤버 자격을 즉시 푸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그룹
을 삭제,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하려면 일괄 편집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kta 설명서의 그룹 푸시 사용(영문)을 참조하십시오.
Okta의 SCIM 지원에 대한 참고 사항 및 알려진 제한 사항
l

Okta 사용자 할당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 및 주 이메일의 값이 동일해야 합니
다.

l

SCIM을 사용하여 관리하려는 각 사이트에 대해 별도의 Tableau Cloud Okta 앱
을 추가해야 합니다.

l

사이트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새 사이트에 대해 SCIM 프로비저닝을 다시 구
성해야 합니다.

l

새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할 때 Okta의 이름 및 성 특성이 Tableau Cloud에 동기
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사용자는 처음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때 이러
한 필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l

Okta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 수준의 사용자 사이트 역할(예: Creator, Explorer 또
는 Viewer(뷰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은 그룹 수준에서 할당하
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이트 역할을 직접 할당하는 경우 그룹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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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됩니다.
l

사용자는 여러 그룹의 멤버일 수 있습니다. 그룹에는 다양한 사이트 역할이 포
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여러 사이트 역할이 포함된 그룹을 할당하는 경
우 Tableau Cloud에서 허용되는 권한이 가장 많은 사이트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
당됩니다. 예를 들어 Viewer(뷰어) 및 Creator를 선택하는 경우 Creator 사이트
역할이 할당됩니다.
사이트 역할은 허용되는 권한이 가장 많은 것부터 작은 순서로 아래에 나열되
어 있습니다.

l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l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l

Creator

l

Explorer(게시 가능)

l

Explorer

l

Viewer(뷰어)

Okta에서 사용자에 대한 사이트 역할 특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이 변경 사
항은 Tableau Cloud로 전파됩니다. 사용자 이름 및 주 이메일 같은 기타 특성은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업데이트하려면 사용자를 제거하고
특성을 변경한 다음 사용자를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l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에서 SCIM 사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자 또는 그룹
의 사이트 역할이 잘못 프로비저닝될 수 있습니다.

OneLogin으 로 SCIM 구 성
OneLogin을 통해 사용자 관리를 구성하고, 그룹을 프로비저닝하고, Tableau Cloud 사
이트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 역할 및 각 역할에 허용되는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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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를 완료할 때 OneLogin 설명서를 참조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프로비저닝 소개(영문)를 먼저 검토해 보십시오.
SCIM 지원 사용

다음 단계에 따라 IdP를 통한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참고: 구성을 변경한 후 OneLogin 포털의 오른쪽 위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1. SCIM 기능을 사용하려면 SAML SSO(Single Sign-On)를 지원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OneLogin으로 SAML 구성의 다음
섹션을 완료하십시오.
l

1단계: Tableau Cloud SAML 설정 열기

l

2단계: OneLogin 응용 프로그램에 Tableau Cloud 추가

이 두 섹션의 단계를 완료한 후 OneLogin 포털과 Tableau Cloud 모두에서 다음
페이지에 로그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l

Tableau Cloud의 설정 > 인증 페이지

l

OneLogin 포털의 Configuration(구성) 페이지

2. Tableau Cloud의 인증 페이지에 있는 자동 프로비저닝 및 그룹 동기화(SCIM)
에서 SCIM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본 URL 및 암호 상자가 IdP의 SCIM 구성에서 사용할 값으로 채워집
니다.

중요: 암호 토큰은 생성된 직후에만 표시됩니다. 암호 토큰을 잊어 IdP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새 암호 생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호 토큰
은 SCIM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사이트 관리자의 Tableau Cloud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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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계정에 연결됩니다. 해당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제거되면 해당 암호 토큰은 유효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이트
관리자가 새 암호 토큰을 생성하여 IdP에 적용해야 합니다.

3. 암호 토큰 값을 복사한 후 OneLogin 포털의 Configuration(구성) 페이지에서 다
음을 수행합니다.
l

API Status(API 상태)에 대해 Enable(사용)을 클릭합니다.

l

SCIM Bearer Token(SCIM 전달자 토큰)에 앞서 복사한 Tableau Cloud
SCIM 암호 토큰을 붙여 넣습니다.

l

SCIM Base URL(SCIM 기본 URL)에 Tableau Cloud SCIM 설정에 표시된
기본 URL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

4. Provisioning(프로비저닝) 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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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nable provisioning(프로비저닝 사용)을 선택합니다.

l

When users are deleted in OneLogin, or the user’s app access is
removed, perform the below action(사용자가 OneLogin에서 삭제되거
나 사용자의 앱 액세스가 거부된 경우 아래 동작 수행)에 대해 일시 중단
을 선택합니다.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6. (선택 사항) Parameters(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SCIM Username(SCIM 사용자
이름)을 Email(이메일) 특성에 매핑합니다. SCIM 사용자 이름을 이메일 주소
형식의 특성에 매핑하지 않으면 프로비저닝 프로세스의 일부로 각 사용자에
대해 이 필드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매핑된 값에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하면 오류
가 표시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에 대한 단계를 완료하려면 OneLogin 포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음 섹션을 진행합니다.
사용자 및 그룹 프로비저닝

OneLogin에서는 다수의 방법으로 그룹 또는 사이트 역할 같은 사용자 특성을 할당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앱 수준에서 적용하거나, 매핑 규칙을 만들거나, 개별
사용자에게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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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OneLogin의 그룹 개념은 Tableau 그룹 개념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OneLogin에서 그룹은 특정 보안 정책을 사용자에게 적용
하는 보안 경계 기능을 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한 번에 1개의 그룹에만 속합니
다.
또한 OneLogin은 역할을 다른 사용자 집단이 액세스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컨테
이너로 사용합니다. 사용자에게 역할을 할당하면 역할에 포함된 모든 응용 프로그램
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Tableau의 그룹 개념과 유사합니다.
사용자는 OneLogin에서 여러 역할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Tableau Cloud과 같은 대
상 응용 프로그램에 매핑될 수 있습니다.

참고: 다음 단계에서는 OneLogin 포털과 Tableau Cloud 앱에 로그인한 것으로 가
정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그룹 및 사이트 역할 특성을 사용자에게 매핑할 때
OneLogin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일부 Tableau 관련 정보가 나와 있습니
다.

사용자 프로비저닝

OneLogin 포털을 통해 개별 사용자를 Tableau Cloud에 프로비저닝하려면 다음 단계
를 사용합니다.
1. Users(사용자) 탭으로 이동하고 프로비저닝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사
용자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2. 왼쪽 탐색 메뉴에서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를 선택합니다.
3.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를 프로비저닝한 다음 Continue(계
속)를 클릭합니다.
4. Site Role(사이트 역할) 필드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Tableau Cloud 사이트 역
할을 입력합니다. 사이트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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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참조하십시오.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OneLogin 역할을 사용하여 여러 사용자 프로비저닝

OneLogin에서는 역할을 할당하여 여러 사용자를 Tableau Cloud에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수동으로 역할에 추가하거나 매핑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역할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1. Users(사용자) > Roles(역할)로 이동하고 기존 역할을 선택하거나 New Role
(새 역할)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OneLogin 문서 역할(영문)을 참조하십시
오.
다음 예제는 “Sales(영업)”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 역할은 나중에 Tableau Cloud
에서 그룹으로 사용됩니다.

2.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역할에 할당합니다. 그러면 연결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에 자동
으로 프로비저닝됩니다.
3. Users(사용자) 페이지에서 이름과 성을 입력하여 사용자를 역할에 수동으로

22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추가하거나 Active Directory 그룹과 같은 특정 특성에 따라 사용자를 역할에 자
동으로 추가하는 매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를 역할에 추가한 후에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OneLogin 역할에 따라
적절한 Tableau Cloud 사이트 역할을 할당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neLogin 문서 앱 구성(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아래의 스크린샷에서 “Sales(영업)” 역할의 사용자에게는 Tableau Cloud에서
Creator 사이트 역할이 할당됩니다. 마찬가지로, “Marketing(마케팅)” 역할의 사
용자에게는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이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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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Tableau Cloud 그룹에 사용자 추가

Tableau Cloud 그룹을 OneLogin으로 가져오고 사용자 프로비저닝 대화 상자에서 기
본적으로 선택할 그룹을 지정합니다.
1. Parameters(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Groups(그룹)를 클릭하고 Include in User
Provisioning(사용자 프로비저닝에 포함)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2. Provisioning(프로비저닝) 페이지의 Entitlements(자격) 섹션에서 Refresh(새
로 고침)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Tableau Cloud에서 그룹을 가져옵니다.
3. Parameters(매개 변수) 페이지로 돌아가서 사용자 프로비저닝 대화 상자에서
선택된 값으로 표시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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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룹 멤버 자격을 변경하려면 Users(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선택하고
Groups(그룹) 섹션에서 사용 가능한 선택된 값을 수정합니다.
정의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를 자동으로 그룹에 배치하는 매핑을 만들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OneLogin 문서 매핑(영문)을 참조하십시오.
OneLogin에서 Tableau Cloud에 그룹 만들기

OneLogin 매핑의 특성을 기반으로 Tableau Cloud 그룹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사용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역할을 기반으로 Tableau Cloud에 그룹을 만듭니다.
1.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에서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
Rules(규칙)를 선택합니다.
2. Rules(규칙) 페이지에서 Add Rule(규칙 추가)을 클릭하여 매핑 편집 창을 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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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ions(동작)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Set Groups(그룹 설정)를 선택한 다음
Map from OneLogin(OneLogin에서 매핑)을 선택합니다.
with value that matches(일치 값 포함) 조건 필드는 정규식을 사용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OneLogin의 역할 이름과 일치하는 그룹을 만들려는 경우
텍스트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Tableau 사이트 역할 할당

기본적으로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이 사이트 역할은
Viewer(뷰어) 라이선스 유형을 사용합니다.
OneLogin에서 사이트 역할을 할당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사이트 역할
이름을 텍스트 상자에 입력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는 값은 아래의
유효한 Tableau 사이트 역할 값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역할을 할당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사용자의 경우:

22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1. Users(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하는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설정에서 Site Role(사이트 역할) 텍스트 상자에 사이트 역할 이름을 입
력합니다.
사용자 집합의 경우:
1. Parameters(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Site Role(사이트 역할)을 클릭하고 Value
(값)에 대해 사이트 역할 특성을 할당할 때 사용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o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사이트 역할을 할당하는 경우 Macro(매크로)를
선택하고 사이트 역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o

OneLogin 사용자 디렉터리에 사이트 역할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하는 특
성을 선택합니다.

2. Rules(규칙) 페이지에서 역할을 Tableau Cloud의 특정 역할에 매핑하는 규칙을 만
듭니다.
사이트 역할 할당이 완료되면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유효한 Tableau 사이트 역할 값

OneLogin 포털의 Provisioning(프로비저닝) 페이지에서 입력할 수 있는 사이트 역할
값은 현재 또는 레거시 라이선스 역할에 따릅니다.
l

현재 라이선스 역할에는 다음 사이트 역할 값이 포함됩니다.
Creator, Explorer, ExplorerCanPublish, ReadOnly, ServerAdministrator,
SiteAdministratorExplorer, SiteAdministratorCreator, Unlicensed 또는 Viewer

l

레거시(v2018.1 이전) 라이선스 유형에는 다음 사이트 역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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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or, Publisher, ServerAdministrator, SiteAdministrator, Unlicensed,
UnlicensedWithPublish, Viewer 또는 ViewerWithPublish
참고 항목

사용자 특성을 변경할 때의 영향 또는 수동으로 변경한 개별 사용자 특성을 재설정
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neLogin 문서 Provisioning Attributes: the Effect of
Defaults, Rules, and Manual Entry(프로비저닝 특성: 기본값, 규칙 및 수동 항목의 영
향)를 참조하십시오.

SAML
SAML(Security Assertion Markup Language)은 보안 웹 도메인이 사용자 인증 및 권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XML 표준입니다. 외부 IdP(ID 공급자)를 사용하여 SAML
2.0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Tableau Cloud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에 저장되는 사용자 자격 증명은 없으며 SAML을 사용하면 Tableau를 조직의 SSO
(Single Sign-On) 환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련 SAML을 사용하려는 경우 먼저 서버 전체 SAML을 구성한 후 개별 사이
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서버 측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사이트 관련 SAML이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구성해야 합니다.
SAML을 통한 사용자 인증은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등과 같은 Tableau Cloud 콘텐츠
에 대한 사용 권한 및 권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이
연결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참고:Tableau Cloud는 브라우저 및 Tableau Mobile 앱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IdP가
시작한 SAML을 모두 지원합니다. Tableau Desktop의 SAML 연결은 서비스 공급
자가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일반적인 서비스 공급자가 시작한 흐름에서 Single Sign-On을 사용하
여 사용자를 인증하는 단계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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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Tableau Cloud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게시된 통합 문서 URL을
클릭합니다.
2. Tableau Cloud가 클라이언트를 구성된 IdP로 리디렉션하여 인증 프로세스를 시
작합니다.
3. IdP가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유효한 자격 증명
을 제출한 후 IdP가 사용자를 인증합니다.
4. IdP는 SAML 응답의 형태로 클라이언트에 성공적인 인증을 반환합니다. 클라
이언트가 SAML 응답을 Tableau Cloud로 전달합니다.
5. Tableau Cloud가 SAML 응답의 사용자 이름이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 저
장된 허가된 사용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일치가 확인되면 Tableau Cloud
가 클라이언트에 요청된 콘텐츠를 사용하여 응답합니다.

Tableau Cloud에 대한 SAML 요구 사항
Tableau Cloud에서 SAML을 구성하기 전에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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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구성을 위한 ID 공급자(IdP) 요구 사항
SAML 호환성 참고 사항 및 요구 사항
Tableau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에서 SAML SSO 사용
Tableau Bridge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때의 효과
XML 데이터 요구 사항

Tableau 구 성 을 위 한 ID 공 급 자 (IdP) 요 구 사 항
SAML 사용을 위해 Tableau Cloud를 구성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l

Tableau Cloud 사이트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
할 Tableau Cloud 사이트에 관리자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

SSO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액세스할 사용자의 목록. Tableau Cloud에
대한 Single Sign-On 액세스를 허용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수집해야 합니
다.

l

SAML 2.0을 지원하는 IdP 계정. 외부 ID 공급자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예로 PingFederate, SiteMinder 및 Open AM이 있습니다. IdP는 SAML 2.0을 지원
해야 하며 해당 계정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SHA256은 서명 알고리즘으로 사용됩니다. 2020년 5월부터 Tableau Cloud는
SHA-1 알고리즘으로 서명된 IdP 어설션 및 인증서를 차단합니다.

l

XML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를 지원하는 IdP 공급자. 수동으로 생
성된 파일이 작동할 수 있지만 Tableau 기술 지원 부서는 파일 생성이나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l

최대 토큰 수명을 24일(2073600초) 이하로 적용하는 IdP 공급자. IdP가
Tableau Cloud의 최대 수명 설정(2073600초)보다 긴 최대 토큰 수명을 허용하
는 경우 Tableau Cloud는 토큰을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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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려고 할 때 (로그인하지 못했습니

다 . 다시 시도하십시오 .) 오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중요: 이러한 요구 사항과 함께 TableauID 인증이 항상 구성되어 있는 전용 사이
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SAML 또는 IdP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용 TableauID 계정을 사용하면 사이트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SAML 호 환 성 참 고 사 항 및 요 구 사 항
l

SP 또는 IdP 초기화: Tableau Cloud에서는 IdP(ID 공급자) 또는 SP(서비스 공급
자)에서 시작되는 SAML 인증을 지원합니다.

l

SLO(싱글 로그아웃): Tableau Cloud는 SP(서비스 공급자)에서 시작한 SLO와
IdP(ID 공급자)에서 시작한 SLO를 모두 지원합니다.

l

tabcmd 및 REST API: tabcmd 또는 REST API를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TableauID 계정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l

일반 텍스트 어설션: Tableau Cloud는 암호화된 어설션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

Tableau Bridge 재구성 필요: Tableau Bridge는 SAML 인증을 지원하지만 인증
을 변경하려면 Bridge 클라이언트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때의 효과을 참조하십시오.

l

필수 서명 알고리즘: 모든 새 SAML 인증서에 대해 Tableau Cloud에서는
SHA256(또는 이상) 서명 알고리즘을 요구합니다.

l

l

RSA 키 및 ECDSA 곡선 크기 IdP 인증서에는 키 강도가 2048인 RSA 키 또는 곡선
크기가 256인 ECDSA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NameID 특성: Tableau Cloud는 SAML 응답에 NameID 특성을 요구합니다.

Tableau 클 라 이 언 트 응 용 프 로 그 램 에 서 SAML SSO 사 용
Tableau Cloud 사용자에게 SAML 자격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Mobile 앱에서 사이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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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버전이 Tableau Cloud 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Mobile에서 Tableau Cloud에 연결하는 경우 서비스 공
급자가 시작한 연결을 사용합니다.
인증된 사용자를 다시 Tableau 클라이언트로 리디렉션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경우 Tableau Cloud는 IdP에 SAML 요청
(AuthnRequest)을 보내며, 이 요청에는 Tableau 응용 프로그램의 RelayState 값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Mobile 같은 Tableau 클라이언트
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경우 Tableau에 대한 IdP의 SAML 응답에서
RelayState 값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RelayState 값이 적절하게 반환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로그인한 응
용 프로그램으로 리디렉션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Tableau
Cloud 홈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ID 공급자 및 내부 IT 팀과 협력하여 IdP의 SAML 응답에 이 값이 포함되는지 확인합
니다.
Tableau Bridge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때의 효과

사이트의 인증 유형을 변경하면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에 Tableau Bridge를 사용하
는 게시자가 Bridge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해제하고 새 방법을 사용하여 다시 인증해
야 합니다.
Bridge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해제하면 모든 데이터 원본이 제거되므로 사용자는 모
든 새로 고침 일정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직접 실행되
는 Bridge 라이브 쿼리 또는 새로 고침(예: 클라우드의 기초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쿼
리 또는 새로 고침)에는 인증 유형을 변경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인증 유형을 변경하기 전에 Bridge 사용자에게 사이트 인증에 대한 변경 내용을 알
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오류가 표시되
거나 빈 데이터 원본 영역이 열릴 때 인증 유형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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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데 이 터 요 구 사 항
Tableau Cloud 및 IdP에서 생성된 XML 메타데이터 문서를 사용하여 SAML을 구성합
니다. 인증 프로세스 중에 IdP 및 Tableau Cloud는 이러한 XML 문서를 사용하여 인증
정보를 교환합니다. XML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SAML을 구성할 때
또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는 SAML 통신에 대해 HTTP POST 요청만 지원합니다. HTTP 리디렉션
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IdP가 내보낸 SAML 메타데이터 XML 문서에서 Binding 특성
은 HTTP-POST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SAML 인증 사용
이 항목에서는 사이트에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Single Sign-On 사용자를 선
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SAML에서 기본 TableauID 인증으로 전환하는 단계
도 제공합니다.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전에 Tableau Bridge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때의 효과을 포함하여 Tableau Cloud에 대한 SAML 요구 사항을 검토하십시
오.
이 항목은 인증 및 SAML 인증의 작동 방식에 포함된 정보를 숙지한 것으로 가정합니
다.

IdP별 구 성 정 보
이 항목의 후반부에 있는 섹션의 단계에서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SAML을 구성
할 때 IdP의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단계를 제공합니다. 다음과 같은
IdP에 대한 IdP별 구성 단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Azure Active Directory로 SAML 구성

l

OneLogin으로 SAML 구성

l

PingOne으로 SAML 구성

l

Okta로 SAML 구성

l

Salesforce로 SAM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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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사 용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을 선택합니다.

SAML 구 성 단 계
이 섹션에서는 Tableau Cloud 웹 UI의 인증 페이지에 나타나는 구성 단계에 대해 설
명합니다. 자체 호스팅 환경의 Tableau Server 설치에서는 서버 수준에서 사이트 관
련 SAML 지원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만 이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참고: 이 과정을 완료하려면 IdP에서 제공하는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SAML 연
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구성 또는 정의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단계: Tableau에서 메타데이터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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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과 IdP 간에 SAML 연결을 만들려면 두 서비스 간에 필수 메타데이터를
교환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올바른 옵션을 확인하려면 IdP의 SAML 구성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CloudSAML 엔터티 ID,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 및 X.509
인증서를 포함하는 XML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메타데이터 내보내기를 선택
합니다.

l

IdP에서 필수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서명 및 암호화 인증서 다
운로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Tableau Cloud 엔터티 ID, ACS URL 및 X.509 인
증서를 별도의 위치에서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이러한 설정이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편집되었습니다.

2단계 및 3단계: 외부 단계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내보낸 메타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IdP 계정에 로그인하고
IdP의 설명서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Tableau Cloud 메타데이터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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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의 경우 IdP의 설명서에 서비스 공급자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 안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메타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도록 안내하거나
XML 코드를 보여 줍니다. XML 코드를 보여 주는 경우 코드를 복사하여 새 텍스트 파
일에 붙여 넣은 다음 .xml 확장명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4단계: Tableau 사이트로 IdP 메타데이터 가져오기
Tableau Cloud의 인증 페이지에서 IdP로부터 다운로드했거나 제공된 XML에서 수동
으로 구성한 메타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5단계: 특성 일치
특성에는 인증, 권한 부여 및 사용자에 대한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ID 공급자(IdP)
어설션 이름 열에 Tableau Cloud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특성을 입력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를 사용하려면 SAML 응답의 NameID 특성이 필요합니다.
Tableau Cloud의 사용자 이름을 매핑할 다른 특성을 제공해도 되지만 응답 메시
지에는 NameID 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

이메일:(필수)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특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l

표시 이름: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일부 IdP는 이름과 성에 별도의 특성을 사
용하지만 나머지 IdP는 한 특성에 전체 이름을 저장합니다.
IdP가 이름을 저장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단추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IdP가
이름과 성을 한 특성에서 결합하는 경우 표시 이름을 선택한 다음 특성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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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합니다.

6단계: 내장 옵션
사용자가 내장된 뷰에 로그인할 때 사용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IdP의 로그인 양식을
표시하는 개별 팝업 창을 열거나 iframe(인라인 프레임)을 사용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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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주의: iframe은 클릭재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IdP는 iframe을 통한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릭재킹은 공격자가 사용자의 클릭이나 내용 입
력을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관련이 없는 페이지 위에 있는 투
명한 계층에 공격할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공격자가 사용
자 자격 증명을 수집하거나 인증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사이트에서
Clickjacking(클릭재킹)을 참조하십시오.

IdP가 iframe을 통한 로그인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팝업 창에서 인증을 선택
합니다.
내장된 뷰의 기본 인증 유형도 참조하십시오.

7단계: 문제 해결
인증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단계를 시작하십시오. 이러한 단계에 따라도 문
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SAML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관리
기존 Tableau Cloud 사용자를 선택하거나 SSO(Single Sign-On)를 위해 승인하려는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가져올 때 사용자의 인증 유형도 지정합니다. 사용자를 추가
한 후 사용자 페이지에서 언제라도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뷰의 기본 인증 유형
사이트에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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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l

사용자가 인증 유형을 선택하도록 허용
이 옵션을 선택하면 뷰가 내장된 위치에 Single Sign-On 인증을 사용하는 로그
인 단추와 TableauID를 대체 방법으로 사용하는 링크의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
니다.

팁: 이 옵션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선택할 대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용
자를 Single Sign-On 사이트에 추가한 후 사용자에게 보내는 알림을 통해 사
용자에게 다양한 로그인 시나리오에서 사용할 인증 유형을 알릴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내장된 뷰, Tableau Desktop, Tableau Bridge, Tableau Mobile 등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이 옵션을 사용하면 사이트에서 SAML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TableauID를 사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장된 뷰 및 SAML 관
련 문제 해결은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l

SAML
이 옵션을 선택하면 위의 6단계에서 선택한 설정에 따라 SAML 사용자가 내장
된 뷰에 로그인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TableauID 인 증 사 용
SAML을 사용하도록 사이트를 구성한 경우 일부 또는 모든 사용자에게 TableauID 자
격 증명을 사용한 로그인을 요청하도록 사이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더 이상 ID 공급자를 통해 사이트 인증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또는 모든 사
용자에게 TableauID 자격 증명을 사용한 로그인을 요청하려는 경우 사이트 수
준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일부 사용자는 계속해서 SAML을 사용하고 다른 사용자는 TableauID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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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려면 사용자 수준에서 인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인증 유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인증 유형 변경

1. Tableau Cloud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다.
3. 인증 유형의 경우 TableauID를 선택합니다.
SAML 구성을 비활성화한 후에도 메타데이터 및 IdP 정보는 보존됩니다. 따라서 나
중에 다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할 경우 SAML 연결을 IdP로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항목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

Azure Active Directory로 SAML 구성
Microsoft Azure AD(Azure Active Directory)를 SAML IdP(ID 공급자)로 구성한 경우 이
항목의 정보와 Azure AD 설명서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Tableau Cloud을 SSO
(Single Sign-On)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하십시오. 이 항목의 단계를 완료하려면
Azure AD Premium 버전이 필요합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가 모르는 사
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단계가 IdP 계정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SAML 구성 단계와 IdP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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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Online SAML 설 정 열 기
Azure AD를 Tableau Cloud과 함께 사용하려면 Azure AD 관리 포털에서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에서관리자는Tableau Cloud SAML 설정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을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를 Azure AD 응 용 프 로 그 램 에 추 가
Tableau Cloud SAML 설정 페이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Microsoft Azure 문서의 단
계를 검토하고 완료하십시오.
l
l

빠른 시작: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보기
자습서: Tableau Cloud와 Azure AD SSO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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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FS로 SAML 구성
AD FS(Active Directory Federation Services)를 SAML ID 공급자로 구성하고 Tableau
Cloud를 지원되는 SSO(Single Sign-On)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SAML
및 Tableau Cloud에 AD FS를 통합하면 사용자가 표준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사용하
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가 모르는 사
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단계가 IdP 계정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SAML 구성 단계와 IdP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필수 요건
AD FS로 Tableau Cloud 및 SAML을 구성하려면 환경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l

AD FS 2.0 이상 및 IIS가 설치되어 있으며 Microsoft Windows Server 2008 R2 이
상을 실행하는 서버

l

AD FS 서버에 보안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예: 역방향 프록시 사용). 방화
벽 외부에서 AD FS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되면 Tableau Cloud에서 AD FS가
호스팅하는 로그인 페이지로 사용자를 리디렉션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ID 인증을 사용하는 사이트 관리자 계정 SAML Single Sign-On에 실패
하더라도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단 계 : Tableau Cloud에 서 메 타 데 이 터 내 보 내 기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용할 사이트가 여러 개인 경우 사이트 드롭다운 목록에
서 SAML을 활성화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2. 설정 > 인증 을 선택합니다.
3.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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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합니다.

4. 1단계 Tableau Cloud에서 메타데이터 내보내기에서 메타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Tableau Cloud SAML 엔터티 ID,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
및 X.509 인증서가 포함된 XML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2단 계 : Tableau Cloud의 로 그 인 요 청 을 허 용 하 도 록 AD FS 구 성
Tableau Cloud 로그인 요청을 허용하도록 AD FS를 구성하려면 여러 단계를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단계는 Tableau Cloud XML 메타데이터 파일을 AD FS에 가져오는 것부
터 시작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추가 마법사를 엽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a. 시작 메뉴> 관리 도구 > AD FS 2.0을 선택합니다.
b. AD FS 2.0의 트러스트 관계에서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폴더를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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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버 관리자를 연 다음 도구 메뉴에서 AD FS 관리를 클릭합니다.
b. AD FS 관리의 동작 메뉴에서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추가를 클릭합니
다.
2.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추가 마법사에서 시작을 클릭합니다.
3. 데이터 원본 선택 페이지에서 파일에서 신뢰 당사자에 대한 데이터 가져오기
를 선택한 다음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Tableau Cloud XML 메타데이터 파일을
찾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파일의 이름은 samlspmetadata.xml입니다.
4. 다음을 클릭한 후 표시 이름 지정 페이지의 표시 이름 및 참고 상자에 신뢰 당
사자 트러스트에 대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합니다.
5. 다음을 클릭하여 지금 다단계 인증을 구성하시겠습니까? 페이지를 건너뜁니
다.
6. 다음을 클릭하여 발급 권한 부여 규칙 선택 페이지를 건너뜁니다.
7. 다음을 클릭하여 트러스트 추가 준비 완료 페이지를 건너뜁니다.
8. 마침 페이지에서 마법사를 끝내면 이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에 대한 클레임
규칙 편집 대화 상자 열기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클레임 규칙 편집 대화 상자에서 작업하여 AD FS가 전송하는 어설션이
Tableau Cloud의 예상 어설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규칙을 추가합니다. 최소한
Tableau Cloud에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에 더해 이름과
성을 포함하면 AD 계정과 동일한 사용자 이름이 Tableau Cloud에 표시될 수 있습니
다.
1. 클레임 규칙 편집 대화 상자에서 규칙 추가를 클릭합니다.
2. 규칙 유형 선택 페이지의 클레임 규칙 템플릿에서 LDAP 특성을 클레임으로
보내기를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3. 클레임 규칙 구성 페이지의 클레임 규칙 이름에 쉽게 알 수 있는 규칙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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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합니다.
4. 특성 저장소에서 Active Directory를 선택하고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매핑을
완성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매핑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며 맞춤법이 정확해야 하므로 입력을 다시 한 번 확
인하십시오. 이 표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클레임 매핑을 보여 줍니다. 사용 중
인 특정 Active Directory 구성의 특성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Tableau Cloud를 사용하려면 SAML 응답의 NameID 특성이 필요합니
다. Tableau Cloud의 사용자 이름을 매핑할 다른 특성을 제공해도 되지만 응
답 메시지에는 NameID 특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DAP 특성

나가는 클레임 유형

User-Principal-Name

email

Given-Name

firstName

Surname

lastName

AD FS 2016 이상을 실행하는 경우 모든 클레임 값을 통과시키는 규칙을 추가해야 합
니다. 이전 버전의 AD FS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 절차로 건너뛰어 AD FS 메타데이터
를 내보냅니다.
1. 규칙 추가 를 클릭합니다.
2. 클레임 규칙 템플릿 에서 Pass Through or Filter an Incoming Claim(들어오는
클레임 통과 또는 필터링)을 선택합니다.
3. 클레임 규칙 이름 에 Windows를 입력합니다.
4. 규칙 편집 - Windows 팝업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l Incoming claim type(들어오는 클레임 유형)에서 Windows account
l
l

name(Windows 계정 이름)을 선택합니다.
Pass through all claim values(모든 클레임 값 통과)를 선택합니다.
확인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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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중에 Tableau Cloud로 가져올 AD FS 메타데이터를 내보냅니다. 또한 메타데
이터가 Tableau Cloud에 대해 올바르게 구성되고 인코딩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SAML 구성에 대한 다른 AD FS 요구 사항을 확인합니다.
1. AD FS 페더레이션 메타데이터를 XML 파일로 내보낸 다음 https://<adfs 서버

이름 >/FederationMetadata/2007-06/FederationMetadata.xml에서 파일을 다운
로드합니다.
2. Sublime Text 또는 Notepad++ 같은 텍스트 편집기에서 메타데이터 파일을 열
고 BOM이 없는 UTF-8로 올바르게 인코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파일에 다른 인코딩 유형이 표시되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올바른 인코딩으로
저장하십시오.
3. AD FS가 양식 기반 인증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브라우저 창에서 로그인
이 수행되므로 이 유형의 인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AD FS를 설정해야
합니다.
c:\inetpub\adfs\ls\web.config를 편집하여 태그를 검색하고 목록의 첫 줄에 표
시되도록 이동합니다. IIS가 파일을 자동으로 다시 로드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저장합니다.

참고: c:\inetpub\adfs\ls\web.config 파일이 보이지 않으면 AD FS 서버에
IIS가 설치 및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4. 추가 AD FS 신뢰 당사자 식별자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에서 모든
SAML 로그아웃 관련 AD FS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Windows Server 2008 R2:
a. AD FS 2.0에서 앞서 Tableau Cloud에 대해 만든 신뢰 당사자를 마우스 오
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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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식별자 탭의 신뢰 당사자 식별자 상자에
https://<tableauservername>/public/sp/metadata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Windows Server 2012 R2:
a. AD FS 관리의 신뢰 당사자 트러스트 목록에서 앞서 Tableau Cloud에 대
해 만든 신뢰 당사자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속성을 클릭합니
다.
b. 식별자 탭의 신뢰 당사자 식별자 상자에
https://<tableauservername/public/sp/metadata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에서 AD FS를 동일한 인스턴스에 대한 단일 신뢰 당사
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D FS를 동일한 인스턴스에 대한 다중
신뢰 당사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이트 SAML 사이트
또는 서버 전체 및 사이트 SAML 구성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3단 계 : Tableau Cloud에 AD FS 메 타 데 이 터 가 져 오 기
1. Tableau Cloud에서 설정 > 인증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4단계 Tableau Cloud에 메타데이터 파일 가져오기에서 IdP 메타데이터 파일
상자에 AD FS에서 내보낸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FederationMetadata.xml).
3. 5. 특성 일치특성 일치를 건너뜁니다.
Tableau Cloud에서 예상하는 특성 이름과 일치하는 클레임 규칙을 AD FS에서
이미 만들었습니다.
4. 6. 사용자 관리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Tableau Software

249

Tableau Cloud 도움말
l

아직 Tableau Cloud 사용자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
니다.
그런 다음 양식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 가져오기
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사이트에 이미 사용자를 추가한 경우 사용자 선택을 클릭합니다.
SAML 로그인을 사용하도록 허용할 사용자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후 동작 메뉴에서 인증을 선택합니다. 인증 방법을 SAML로 변경합니다.

5. (선택 사항) 다음 단계에 따라 SAML 로그인을 테스트합니다.
a. 웹 브라우저에서 비공개 창이나 세션을 엽니다.
예를 들어 Google Chrome에서 창 오른쪽 위의 Google Chrome 맞춤설정
및 제어 > 새 시크릿 창을 클릭하고 https://online.tableau.com으로 이동
합니다.
b.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암호 필드가 제
거됩니다(사용자 계정에 SAML 인증이 올바르게 설정된 경우).
c. 로그인을 클릭하고 AD FS 로그인 페이지에서 AD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다.
인증되면 AD FS에서 Tableau Cloud로 리디렉션됩니다.
이제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AD FS 및 SAML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여전히 https://online.tableau.com으로 이동하지만 이메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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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입력하면 페이지가 AD FS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되고(위 선택적인 테스트
단계와 같이), AD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SAML 로그인을 테스트하고 7단계. SSO(Single
Sign-On) 문제 해결(Tableau Cloud SAML 구성 단계 중 하나)에서 로그 파일 다운
로드를 클릭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오류를 해결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 및 팁
l

AD FS와 Tableau Cloud 사이에 SAML 통합을 설정한 후 Tableau Cloud를 업데이
트하여 Active Directory에서 수행한 특정 사용자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자 추가 또는 제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자동으로 또는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o

사용자 자동 추가: AD 변경 사항을 Tableau Cloud에 푸시하는 스크립트
(PowerShell, Python 또는 배치 파일 사용)를 만듭니다. 스크립트에서는
tabcmd 또는 REST API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
니다.

o

사용자 수동 추가: Tableau Cloud 웹 UI에 로그인하고,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하고, 사용자 추가를 클릭하고,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CSV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참고: 사용자는 제거하지만 사용자가 소유한 콘텐츠 자산은 유지하려면
사용자를 제거하기 전에 콘텐츠의 소유자를 변경하십시오. 사용자를 삭제
하면 사용자가 소유한 콘텐츠가 함께 삭제됩니다.

l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Tableau Cloud의 로그인 요청을 허용하도록 AD FS를 구성하는 단계에 설명된
대로 사용자의 Tableau Cloud 이메일 주소는 AD에 저장된 이메일 주소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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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l

2단계: Tableau Cloud의 로그인 요청을 허용하도록 AD FS 구성에서 AD FS와
Tableau Cloud 사이에 이름, 성 및 이메일 주소 특성이 일치하도록 AD FS에 클
레임 규칙을 추가했습니다. 또는 5단계. 특성 일치를 Tableau Cloud에서 사용
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OneLogin으로 SAML 구성
SAML ID 공급자(IdP)로 OneLogin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항목의 정보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의 SAML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조직의 OneLogin 포털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으며 XML을 파악하고 특성에 값을 붙여 넣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참고: 이러한 단계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가 모르는 사
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단계가 IdP 계정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SAML 구성 단계와 IdP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습니다.

1단 계 : Tableau Cloud SAML 설 정 열 기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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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합니다.

2단 계 : OneLogin 응 용 프 로 그 램 에 Tableau Cloud 추 가
1. 새 브라우저 탭 또는 창을 열고 OneLogin 관리 포털에 로그인하여 다음을 수행
합니다.
a.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Add Apps(앱 추가)를 선택합
니다. Tableau를 검색하고 결과에서 Tableau Cloud SSO를 선택합니다.
이 영역에서 SAML 연결을 구성합니다.
참고: OneLogin에 대한 Tableau Cloud SSO 옵션은 Tableau Server에서 작
동하지 않습니다.
b. Info(정보) 페이지에서 포털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두 개 이상의 Tableau
Cloud 사이트가 있는 경우 Display Name(표시 이름) 필드에 사이트 이름을
포함하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OneLogin 로그인 포털의 Configuration(구성) 페이지에서 Tableau
Cloud Authentication(인증)의 1 Tableau Cloud에서 메타데이터 내보내기의
정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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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umer URL(소비자 URL)의 경우 Tableau Cloud의 Authentication
(인증) 페이지에서 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 (ACS)을 선택하
고 복사합니다.
OneLogin으로 돌아와 해당 URL을 Consumer URL(소비자 URL) 필드에
붙여 넣습니다.
b. Audience(잠재고객)의 경우 Tableau Cloud의 Authentication(인증) 페이
지에서 Tableau Cloud Entity ID(Tableau Cloud 엔터티 ID)를 복사하고
붙여 넣습니다.

3. Onelogin 관리 포털의 SSO 페이지에서 SAML Signature Algorithm(SAML 서
명 알고리즘)에 대해 SHA-256을 선택합니다.
4. Onelogin 관리 포털의 Parameters(매개 변수) 페이지에서 값이 다음과 같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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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지 확인합니다.
Tableau Cloud 필드

값

이메일

이메일

이메일(특성)

이메일

이름

이름

성

성

3단 계 : Tableau Cloud용 OneLogin 메 타 데 이 터 구 성
다음 단계에서는 Tableau Cloud에 대한 OneLogin 정보를 찾고 구성하여 SAML 구성을
완료합니다.
1. OneLogin 관리 포털에 있는 동안 SSO 페이지에서 SLO Endpoint (HTTP)(SLO
끝점(HTTP)) 필드에 표시된 URI를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참고: 레이블에는 HTTP가 표시되지만 SLO(단일 로그아웃) 끝점은 SSL/TLS 암
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공된 URI는 https 주소입니다.
2. 같은 페이지에서 More Actions(추가 작업) > SAML Metadata(SAML 메타데이
터)를 선택하여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이 파일을 Tableau Cloud로 가져옵니다.

4단 계 : SAML 구 성 완 료
1. Tableau Cloud의 Authentication(인증) 페이지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4 Tableau Cloud로 메타데이터 파일 가져오기에서는 이전 섹션에서 저
장한 OneLogin 메타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중요: OneLogin 메타데이터 파일 업로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OneLogin에 기본이 아닌 인증서를 사용해 보십시오. 새 인증서를 만들려
면 Onelogin 관리 포털에서 Security(보안) > Certificates(인증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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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새 인증서를 만드는 경우 OneLogin의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
램에 이 새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b. 5 특성 일치에서는 IdP Assertion Name(IdP 어설션 이름) 열의 값을 다
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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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이메일
이름 , 성 라디오 단추를 선택합니다.
이름: FirstName
성: Las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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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6 내장 옵션에서는 사용자가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사용하려는
경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선택 사항) iFrame 내장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d. 지금은 7 SSO(Single Sign-On) 문제 해결을 건너뜁니다.
2.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SAML 사용자를 추가하고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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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택 사 항 ) iFrame 내 장 사 용
사이트에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내장된 뷰에
액세스할 때 로그인하는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OneLogin 대시
보드를 다른 사이트의 인라인 프레임(iFrame)에 내장할 수 있도록 OneLogin을 구성
합니다. 인라인 프레임을 내장하면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기 위해 로그인할
때 더 원활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 ID 공급자
를 사용하여 인증했으며 iFrame 내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이 있는 페이지를 탐색할 때 중단 없이 Tableau Cloud에 인증됩니다.

주의: 인라인 프레임은 클릭재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은 웹 페
이지 기반의 공격 유형으로, 공격자가 관련이 없는 페이지 위에 있는 투명한 계
층에 공격할 페이지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내용을 입력하도록 유
도하는 공격입니다. Tableau Cloud 관점에서는, 공격자가 사용자 자격 증명을 수
집하거나 인증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클릭재킹 공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사이트에서 클릭재킹(영문)을 참조하십시오.

1. 새 브라우저 탭 또는 창을 열고 OneLogin 관리 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Settings(설정) 메뉴에서 Account Settings(계정 설정)를 클릭합니다.
3. Basic(기본) 페이지의 Framing Protection(프레이밍 방지)에서 Disable
Framing Protection (X-Frame-Options)(프레임 방지 사용 안 함(X-FrameOptions))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PingOne으로 SAML 구성
SAML ID 공급자(IdP)로 PingOne을 사용하는 경우 이 항목의 정보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의 SAML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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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러한 단계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가 모르는 사이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단계가 IdP 계정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SAML 구성 단계와 IdP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 메 타 데 이 터 얻 기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Authentication(인증) 탭에서 Enable an additional authentication method(추가
인증 방법 사용) > SAML을 선택합니다.

3. 1단계에서 메타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메타데이터 파일을 컴퓨터에 저
장합니다.

PingOne 연 결 구 성
1. PingOne 계정에 로그인하고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을 클릭합니다.
2. Application Catalog(응용 프로그램 카탈로그)에서 Tableau Cloud를 검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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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Tableau Cloud 항목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항목을 확장한 다음 Setup(설정)
을 클릭합니다.

4. 1. SSO Instructions(SSO 지침) 페이지에서 Continue to Next Step(다음 단계
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5. 2. Configure your connection(연결 구성) 페이지의 Upload Metadata(메타데
이터 업로드)에서 Select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Tableau Cloud에서 저장
한 메타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Continue to Next Step(다음 단계로 계
속)을 클릭합니다.
6. 3. Attribute Mapping(특성 매핑) 페이지의 표에서 다음과 같이 특성을 매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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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Attribute(응용 프로

Identity Bridge Attribute(ID 브리

그램 특성)

지 특성)

email

이메일

firstName

이름

lastName

성

표의 다른 설정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to Next Step(다음 단계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7. 4. PingOne App Customization(PingOne 앱 사용자 지정)에서 Name(이름) 필
드에 Tableau Cloud 사이트 이름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ave & Publish(저장 및 게시)를 클릭합니다.
8. 5. Review Setup(설정 검토)에서 제공한 정보를 검토한 후 SAML Metadata
(SAML 메타데이터) 옆에 있는 Download(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고 메타데이
터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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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로그아웃 지원
PingOne SAML 구성 과정에서 Tableau Cloud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메타데이
터에 내장된 인증서가 IdP 응용 프로그램 정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사
용자가 SAML 사이트에서 로그아웃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t looks like the signing certificate has not been configured(로그인 인증서가 구성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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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P용 인증서 구성

로그아웃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Tableau Cloud에서 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DER 인
코딩에서 Base-64 인코딩으로 변환한 다음 PingOne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서 변환 단계는 Windows에만 적용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의 설정 > 인증 페이지로 돌아와 SAML 기반의 Single
Sign-On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1단계, 메타데이터 파일 내보내기에서 서명 및 암호화 인증서 다운로드를 클
릭하고 .cer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3. 다운로드한 파일을 두 번 클릭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인증서 대화 상자에서 세부 정보 탭을 선택하고 파일에 복사를 클릭합니다.
5. 인증서 내보내기 마법사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a. 시작 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한 다음 Base 64로 인코딩된 X.509(.CER)
을 선택합니다.
b. 다음을 클릭하고 내보내는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합니다.
c. 다음을 클릭하고 요약 정보를 검토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6. PingOne 계정에서 Tableau Cloud의 응용 프로그램 설정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7. 2단계. Configure your connection(연결 구성)의 Verification Certificate(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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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에서 Choose File(파일 선택)을 클릭하고 앞서 만든 새 .cer 파일을 업
로드합니다.

Tableau Cloud 사 이 트 구 성 완 료
이 항목의 앞부분에 있는 PingOne 연결 구성에 설명된 대로 PingOne 계정을 구성하
고 PingOne에서 SAML 메타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의 설정 > 인증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2. SAML 구성 4단계의 IdP 메타데이터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PingOne
계정에서 다운로드한 메타데이터 파일을 가져옵니다.
3. 계속해서 5단계: 특성 일치로 이동하고 설명된 대로 나머지 단계를 완료합니
다.

Okta로 SAML 구성
SAML ID 공급자(IdP)로 Okta를 사용하는 경우 이 항목의 정보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의 SAML 인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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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러한 단계는 타사 응용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사가 모르는 사이
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단계가 IdP 계정에 표시되는 화면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인 SAML 구성 단계와 IdP 설명서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 SAML 설 정 열 기
Okta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Tableau Cloud SAML 설정의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
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을 선택합니다.

Okta 응 용 프 로 그 램 에 Tableau Cloud 추 가
1. 새 브라우저 탭 또는 창을 열고 Okta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Applications(응용 프로그램) 탭에서 Add Application(응용 프로그램 추가) 단

Tableau Software

265

Tableau Cloud 도움말
추를 클릭합니다. Tableau를 검색한 다음 Tableau Cloud 응용 프로그램을 추가
합니다.
그러면 General Settings(일반 설정) 탭이 열립니다.
3. (선택 사항) 두 개 이상의 Tableau Cloud 사이트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어떤 사
이트에 로그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Application label(응용 프로그램 레이
블) 필드에 사이트 이름을 포함하십시오.
4. Done(완료)을 클릭하여 Assignments(할당) 탭을 엽니다.
5. Assign(할당) > Assign to People(사용자에게 할당)을 클릭하고 Tableau
Cloud에 대한 SSO(Single Sign-On) 액세스를 승인하려는 각 사용자 옆에 있는
Assign(할당) 단추를 클릭합니다.
6.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Username(사용자 이름) 필드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7. Sign On(로그온) 탭을 선택합니다. Settings(설정) 섹션에서 Edit(편집)를 클릭
합니다.
8. Tableau Cloud SAML 구성 설정이 열려 있는 탭 또는 창으로 전환하고 설정의 1
단계에서 Tableau Cloud 엔터티 ID를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 SAML 구성 설정은 Okta 설정 페이지와 다른 순서로 나
타납니다. SAML 인증 문제를 방지하려면 Tableau Cloud 엔터티 ID 및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이 Okta의 올바른 필드에 입력되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9. Okta 관리 콘솔 일반 설정으로 돌아와 해당하는 필드에 URL을 붙여 넣습니다.
10. ACS(Assertion Consumer Service) URL에 대해 이전 두 단계를 반복합니다.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11. Identity Provider Metadata(ID 공급자 메타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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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을 클릭하여 메타데이터 XML 파일을 다운로
드합니다.
12. View Setup Instructions(설치 지침 보기)를 클릭하고 IdP 메타데이터를 가져오
는 단계를 완료하고, IdP 엔터티 ID 및 SSO 서비스 URL을 제공하고, 이메일 및
표시 이름 특성을 일치시킵니다. Tableau Cloud SAML 구성 설정을 연 탭이나 창
으로 전환합니다. 참고: Okta 메타데이터 파일 파일을 Tableau Cloud에 가져올
때 변경 사항을 보려면 적용을 클릭한 후 페이지를 새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선 택 사 항 ) iFrame 내 장 사 용
사이트에서 SAML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내장된 뷰에
액세스할 때 로그인하는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내장된 뷰에 인
라인 프레임(iFrame)을 사용하는 인증을 허용하도록 Okta를 구성합니다. 인라인 프
레임을 내장하면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기 위해 로그인할 때 더 원활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미 ID 공급자를 사용하여 인증했
으며 iFrame 내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가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이 있
는 페이지를 탐색할 때 중단 없이 Tableau Server에 인증됩니다.

주의: 인라인 프레임은 클릭재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은 웹 페
이지 기반의 공격 유형으로, 공격자가 관련이 없는 페이지 위에 있는 투명한 계
층에 공격할 페이지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내용을 입력하도록 유
도하는 공격입니다. Tableau Cloud 관점에서는, 공격자가 사용자 자격 증명을 수
집하거나 인증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클릭재킹 공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사이트에서 클릭재킹(영문)을 참조하십시오.

1. 새 브라우저 탭 또는 창을 열고 Okta 관리자 콘솔에 로그인합니다.
2. Home(홈) 페이지에서 Admin(관리)을 클릭하여 Administrator Dashboard(관
리자 대시보드)를 엽니다.
3. Settings(설정) 메뉴에서 Customization(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Tableau Software

267

Tableau Cloud 도움말
4. iFrame Embedding(iFrame 내장)에서 Allow iFrame embedding(iFrame 내장
허용)을 선택합니다.

SAML 지 원 Tableau 사 이 트 에 사 용 자 추 가
1. Okta 구성 단계를 완료했으면 Tableau Cloud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2. Okta 관리 콘솔에서 할당한 사용자를 Tableau Cloud에 추가하여 SAML 연결을
완료합니다.

Salesforce로 SAML 구성
Salesforce를 SAML IdP(ID 공급자)로 구성한 경우 이 항목의 정보와 Salesforce 설명
서의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Tableau Cloud을 SSO(Single Sign-On)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하십시오.

Tableau Cloud SAML 설 정 열 기
Salesforce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Tableau Cloud SAML 설정의 정보를 사용해
야 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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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합니다.

Salesforce에 서 Tableau Cloud로 SSO 구 성
Salesforce 설명서 Salesforce에서 Tableau Cloud로 SSO 구성(영문)을 참조하십시오.

SAML 지 원 Tableau 사 이 트 에 사 용 자 추 가
1. Salesforce 구성 단계를 완료했으면 Tableau Cloud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2. Salesforce Application Profile Assignment(Salesforce 응용 프로그램 프로필 할당)
페이지에서 할당한 사용자를 Tableau Cloud에 추가하여 SAML 연결을 완료합
니다. Authentication(인증) 페이지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Manage users(사용
자 관리)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선택합니다.

Tableau Viz Lightning 웹 구성 요소에 대한 SAML 구성
Tableau는 Salesforce Lightning 페이지 내에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을 내장할 수 있
도록 Lightning 웹 구성 요소(LWC)를 제공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Salesforce Lightning 페이지에서 내장된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에 대
해 SSO 환경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LWC 시나리오의 SSO에는 SAML 구성이 필요합니다. Tableau 인증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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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 IdP는 Salesforce IdP이거나 Salesforce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동일한 IdP여야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Salesforce 관리자는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LWC를 Lightning 페
이지로 끌어 놓아 비주얼리제이션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뷰를 뷰에 대한 내장된 URL을 입력하여 대시보드에 표시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에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LWC에 대한 SSO(Single Sign-on)가 구성되
어 있는 경우 원활한 사용자 환경이 구현됩니다. 즉, 사용자가 Salesforce에 로그인하
면 추가적으로 Tableau Cloud에 인증할 필요 없이 내장된 Tableau 뷰가 작동합니다.
SSO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Tableau Cloud에서 내장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사
용자가 Tableau Cloud에 인증해야 합니다.

참고: Salesforce 인증으로 구성된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 내장된 비주얼리제
이션을 보려면 Tableau Cloud에서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l

Tableau 인증에 사용되는 SAML IdP는 Salesforce IdP이거나 Salesforce 인스턴스에
사용되는 동일한 IdP여야 합니다.

l

Tableau Cloud에 SAML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l

SAML 인증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에 SAML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l

Tableau Viz Lightening 웹 구성 요소를 설치합니다. Salesforce에 Tableau 뷰 내장
을 참조하십시오.

인증 워크플로우 구성
내장된 Tableau 뷰를 사용하여 Lightning에 액세스하는 사용자의 로그인 환경을 최적
화하려면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인증 사용자 환경이 중요한 경우 몇 가지 추가적인 구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컨텍스트에서 "원활하다"는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 LWC SSO를 사용하도록 설

27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정된 Salesforce Lightning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사용자가 내장된 Tableau 뷰를 보기 위
해 어떤 동작도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원활한 환경의 시나리오에서
사용자가 Salesforce에 로그인하면 추가적인 사용자 동작 없이 내장된 Tableau 뷰가
표시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프레임 내 인증 으로 지원됩니다.
원활한 사용자 환경을 위해 Tableau Cloud 및 IdP에서 프레임 내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 섹션에서는 프레임 내 인증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
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내장된 Tableau 뷰를 보기 위해 "로그인" 단추를 클릭해야 하는
Lightning 페이지와 상호 작용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내장된 Tableau 뷰
를 보기 위해 다른 동작을 수행해야 하는 이 시나리오를 팝업 인증이라고 합니다.

프레임 내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는 경우 팝업 인증이 기본 사용자 환경입
니다.

Tableau Cloud에 서 프 레 임 내 인 증 사 용
Tableau Cloud에서 프레임 내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먼저 SAML을 구성하고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 > 인증을 선택합니
다.
2. 인증 탭에서 추가 인증 방법 사용을 선택하고 SAML을 선택한 다음 연결 편집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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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장 옵션까지 아래로 스크롤하고 인라인 프레임을 사용하여 인증을 선택합
니다.

주의: 인라인 프레임은 클릭재킹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은 웹 페
이지 기반의 공격 유형으로, 공격자가 관련이 없는 페이지 위에 있는 투명한 계
층에 공격할 페이지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클릭을 하거나 내용을 입력하도록 유
도하는 공격입니다. Tableau Cloud 관점에서는, 공격자가 사용자 자격 증명을 수
집하거나 인증된 사용자가 설정을 변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클릭재킹 공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릭재킹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웹 사이트에서 클릭재킹(영문)을 참조하십시오.

SAML IdP에 서 프 레 임 내 인 증 사 용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Salesforce Mobile에서 원활한 인증 사용자 환경을 사용하려
면 프레임 내 인증에 대한 IdP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기능은 IdP에서 "iframe 내장" 또
는 "프레미잉 방지"라고도 합니다.
Salesforce 허용 목록 도메인

IdP가 도메인별 프레임 내 인증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프레임
내 인증을 활성화할 때 다음과 같은 Salesforce 와일드카드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force
*.visual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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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IdP

Salesforce IdP는 기본적으로 프레임 내 인증을 지원합니다. Salesforce 구성에서 프레
임 내 인증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거나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한 대로 Tableau Cloud에서 프레임 내 인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Okta IdP

Okta 도움말 센터 항목 일반 사용자 지정 옵션(영문)에서 Embed Okta in an iframe
(iframe에 Okta 내장 )을 참조하십시오.
Ping IdP

Ping 지원 항목 PingFederate에서 "X-Frame-Options=SAMEORIGIN" 헤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영문)을 참조하십시오.
OneLogin IdP

OneLogin 기술 자료 문서 계정 소유자의 계정 설정(영문)에서 Framing protection(프레

이밍 방지 )를 참조하십시오.
ADFS 및 Azure AD IdP

Microsoft는 모든 프레임 내 인증을 차단했으며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Microsoft는 보조 창의 팝업 인증만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브라우저에서 팝업
동작이 차단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force.com 및 visualforce.com 사이트에 대
한 팝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Salesforce 모 바 일 앱
사용자가 주로 Salesforce 모바일 앱에서 Lightning과 상호 작용하는 경우 다음 시나리
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l

Salesforce 모바일 앱을 사용하려면 내장된 Tableau를 볼 수 있도록 SSO/SAML을 구

l

성해야 합니다.
Salesforce 모바일 앱에는 프레임 내 인증이 필요합니다. 팝업 인증은 작동하지 않습
니다. 이 경우 Salesforce 모바일 앱의 사용자에게 Tableau 로그인 단추가 표시되지
만 Tableau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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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모바일 앱은 ADFS 및 Azure AD IdP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Android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내장된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을 처음 볼 경
우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SSO가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SAML 문제 해결
이 항목에서는 SAML 인증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
를 제공합니다.

필수 어설션 및 메타데이터가 올바르게 매핑되지 않음
대부분의 문제가 IdP에서 가져온 메타데이터나 직접 입력한 어설션 이름이 해당하
는 IdP 특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SAML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인
증 페이지의 1~5단계에 표시되는 정보가 IdP의 SAML 구성 설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IdP 어설션이 필요합니다. 1~5단
계를 확인하는 것 외에, Tableau Cloud와 IdP 간에서 사용자 이메일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ID 공 급 자 가 로 그 인 페 이 지 를 표 시 하 지 않 음
사용자가 Tableau Cloud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 이름을 제공하면 요청이
Tableau CloudID 공급자(IdP)에게 리디렉션되지만 IdP가 SAML 로그인 페이지를 반
환하지 않습니다. IdP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로그인 페이지를 반환할 수 없습
니다.
l

SSO 서비스 URL이 잘못되었습니다.
IdP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때 SSO 서비스 URL 필드에 올바른 URL이 표시되는
지 확인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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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Tableau Cloud 엔터티 ID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인증 페이지의
SAML 구성 설정이 손상되었거나 실수로 변경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AML 구성의 3~4단계를 반복합니다.
1. IdP 계정에 로그인하고 IdP 메타데이터를 내보냅니다.
2.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인증 페이지를 표시한 다음 4단계에서 메타데이터를
다시 가져옵니다.

IdP 로 그 인 후 아 무 일 도 일 어 나 지 않 음
사용자가 IdP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잘못된 자격 증명을 제공하거나 사용자에게
SAML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일부 IdP는 인증이 실패한 후 Tableau Cloud로 컨트
롤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Tableau Cloud의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에게 SAML 인증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이름 필드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표시됨
인증 페이지의 5단계에서 이름 및 성 또는 전체 이름에 대한 어설션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SAML 사이트에서 전체 이름 필드가 이메일 주소로 채워집니다.

Single Sign-On을 사 용 하 는 경 우 사 용 자 를 인 증 할 수 없 음
SAML 인증은 Tableau Cloud 외부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인증 관련 문제 해결이 어
려울 수 있지만 로그인 시도가 Tableau Cloud에 기록됩니다. 로그 파일의 스냅샷을 만
들고 이 스냅샷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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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에서 인증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로그 파일을 검토하여 IdP가 반환한
이메일 특성 값이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면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인증 페이지를 표시한 다음 7단계에서 로그 파일 다운로드 를 클릭합니다.

명령줄 유틸리티를 통한 로그인
Tableau Cloud에서 SAML을 사용하도록 구성한 경우에도 tabcmd 또는 Tableau Data
Extract 명령줄 유틸리티(Tableau Desktop과 함께 제공됨)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에 로그인할 때 SAML이 인증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려면
Tableau Cloud의 최초 프로비저닝 시 TableauID 인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
PAT(개인용 액세스 토큰)은 Tableau Cloud 사용자에게 장시간 유지되는 인증 토큰
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토큰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하드 코딩하거나 대화형 로그인을 수행하지 않고 Tableau REST API를 사용하여 자
동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REST API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및 로그아웃(인증)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용 액세스 토큰은 Tableau Cloud에 대한 범용 클라이언트 액세스에 사용되지 않
습니다. tabcmd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려면
https://tableau.github.io/tabcmd/에서 tabcmd의 새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참고: Tableau 인증을 통해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Tableau Cloud에 REST API
로그인 요청을 하려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대신 PAT를 사용해야 합니다.
Tableau REST API를 사용하여 만든 자동화된 스크립트 및 작업용으로 개인용 액세
스 토큰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l

보안 향상: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면 자격 증명이 손상된 경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가 Active Directory를 ID 저장소로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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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자동화된 작업에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자격 증명 손상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응용 프로그램별 토큰을 사용하면 자동화 또는 스크
립트 파일이 손상된 경우에도 다른 시스템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토큰이 손상
된 경우 또는 실패하거나 위험을 노출하는 자동화에 사용된 경우 해당 토큰만
해지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순환시키거나 해지할 필요가 없습니
다.
l

자동화 관리: 실행되는 각 스크립트 또는 작업에 대해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이렇게 하면 조직 전체에서 자동화 작업을 격리하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증명이 스크립트에 하드 코딩되는 경우와 달리 토큰을 사용하면 사
용자 계정의 암호 재설정 또는 메타데이터 변경(사용자 이름, 이메일 등)이 자
동화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 이해
토큰이 만들어질 때 토큰은 해시 처리되어 리포지토리에 저장됩니다. 토큰이 해시
처리되고 저장된 후 원래 토큰은 삭제됩니다. 사용자는 토큰을 안전한 장소에 복사
하고 암호와 마찬가지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런타임에 토큰이 사용될 때
Tableau Cloud는 사용자가 제공한 토큰을 해시 처리하고 리포지토리에 저장된 해시
처리된 값과 비교합니다. 일치하는 경우 인증된 세션이 시작됩니다.

참고: 동시 요청당 1개의 개인 액세스 토큰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액세스 토큰으
로 다시 로그인하면 동일한 사이트든 다른 사이트든 관계없이 이전 세션이 종료
되고 인증 오류가 발생합니다.

권한 부여의 맥락에서, Tableau Cloud는 사용자가 대화형 사용자일 때 갖는 것과 동일
한 사용 권한 및 권리를 사용하여 인증된 세션을 처리합니다.

토큰 만들기
Tableau Cloud에 계정이 있는 사용자는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개인용 액세스 토큰
을 만들고, 관리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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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는 고유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
대신 토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토큰 만료
개인용 액세스 토큰은 연속 15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사용 빈도가 15
일보다 짧은 경우 액세스 토큰은 1년 후에 만료됩니다. 1년 후에는 새 토큰을 만들어
야 합니다. 이러한 만료 값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만료된 개인용 액세스 토큰은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토큰 해지
사용자는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자신의 토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개
인용 액세스 토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사용자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2. 해지하려는 토큰을 소유한 사용자를 찾습니다. 서버 관리 페이지 탐색과 사용자 찾
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보기, 관리 또는 제거 를 참조하십시오.
3. 사용자의 이름을 클릭하여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를 엽니다.

4.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서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5. 개인용 액세스 토큰 섹션에서 해지하려는 토큰을 식별한 다음 해지 를 클릭합니
다.
6. 확인 팝업에서 삭제 를 클릭합니다.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통합
2022년 1월 초부터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 사이트와 Tableau
콘텐츠가 내장된 외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명시적 신뢰 관계를 수립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인증 경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Tableau의 연결된 앱 기능이
REST API 권한 부여를 지원하도록 확장되었습니다.
2가지 유형의 연결된 앱(직접 신뢰 또는 OAuth 2.0 신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뢰 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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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콘텐츠를 내장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액세스 제한

l

IdP(ID 공급자) 통합 없이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에 액
세스할 수 있는 기능 제공

l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l

사용자 대신 JWT(JSON Web Token)를 사용하여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부여

l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Tableau REST API 기능의 범위 지
정
이 연결된 앱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접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제공 예정) OAuth 2.0 신뢰 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내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콘텐츠를 내장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액세스 제한

l

IdP(ID 공급자)를 통해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
스할 수 있는 기능 제공

l

표준 OAuth 2.0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액세스 권한 제공

l

사용자 대신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부
여

l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할 수 있는 Tableau REST API 기능의 범위 지
정
이 연결된 앱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Auth 2.0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의 연결된 앱과 Salesforce의 연결된 앱은 서로 다르며 다른 기능을 제공
합니다. 현재 Tableau의 연결된 앱은 Tableau 뷰 및 메트릭을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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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접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2022년 1월 초부터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 사이트와 외부 응
용 프로그램 간의 명시적 신뢰 관계를 수립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인증 경험을 지원
함으로써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내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콘텐츠를 내장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액세스 제한
IdP(ID 공급자) 통합 없이 SSO(Single Sign-On)를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

l

스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l

사용자 대신 JWT(JSON Web Token)를 사용하여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l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부여
연결된 앱의 작동 방식

Tableau Cloud 사이트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신뢰 관계는 Tableau의 연결된 앱
에 의해 제공되고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서명되는 공유 암호를 사용하는 JWT
(JSON Web Token) 표준의 인증 토큰을 통해 설정되고 확인됩니다.
연결된 앱의 주요 구성 요소

연결된 앱의 다음 구성 요소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의 JWT와 함께 작동하여 사용자
를 인증하고 내장된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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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암호는 Tableau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하는 키입니다. JWT를 형성하
는 서명에 사용됩니다. 암호는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인증 또는 REST API 권한 부
여를 내장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암호는 연결된 앱에서 만들 수 있고 만료되지 않
으며 삭제되기 전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도메인 허용 목록(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 각 연결된 앱에서 허용되는 도메인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앱을 통해 내장된 Tableau 콘텐츠는 지정된 도
메인에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보호하고 승인하는 도메인에서만
콘텐츠가 노출됩니다.
액세스 수준(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 연결된 앱을 단일 프로젝트 또는 전체 프
로젝트에 연결하여 연결된 앱을 통해 내장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정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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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일 프로젝트를 지정하는 경우 선택한 프로젝트의 콘텐츠만 연결된 앱을 통해
내장될 수 있습니다.

참고: 연결된 앱이 EC2 인스턴스와 같은 컨테이너에서 실행 중인 경우, 컨테이너 및
호스트 클록이 모두 UTC로 설정되어야 세션 토큰이 유효합니다. 두 클록이 다른 표
준 시간대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된 앱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연결된 앱 워크플로우

내장 워크플로우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외부 응용 프로그램(웹 서버 및 웹 페이지)와 연결된 앱 간의 인
증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1.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방문: 사용자가 웹 페이지의 내장된 콘텐츠를 방문하면 웹
페이지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으로 GET 요청을 전송하여 해당 웹 페이지의 HTML을
검색합니다.
2.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인증 토큰을 구성: 외부 응용 프로그램은 JWT를 구성합니
다. JWT에는 연결된 앱의 암호(추가 JWT 요구 사항은 아래의 3단계 참조)와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 범위가 포함됩니다. 암호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의
해 서명되며 이후 단계에서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인증 토큰으로 응답: 외부 응용 프로그램은 웹 페이지가
호출한 내장된 콘텐츠의 URL에 포함되는 JWT를 통해 페이지에 응답합니다.
4. 웹 페이지에서 Tableau의 콘텐츠를 요청 : 내장된 콘텐츠를 로드하기 위해 웹 페
이지는 내장된 콘텐츠의 URL을 호출합니다. 그러면 GET 요청이 Tableau로 전송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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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ableau가 토큰을 검증: Tableau는 JWT를 수신하고 연결된 앱과 JWT에 사용된
공유 암호를 식별하여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의 신뢰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자에 대한 세션을 만듭니다. 이 세션은 JWT에 정의된 내장 범위를 준수할 뿐
만 아니라 연결된 앱에 지정된 제한 사항(허용된 도메인 및 허용된 프로젝트 등)도
준수합니다.
6. Tableau에서 제한된 내장 컨텍스트에 따라 콘텐츠를 반환: 내장된 콘텐츠는
페이지가 허용된 도메인 아래에 있고 콘텐츠가 허용된 프로젝트(해당하는 경우)에
게시되는 경우에만 로드됩니다. 인증된 사용자는 JWT에 정의된 범위까지만 내장
된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앱 만들기
1단계: 연결된 앱 만들기

Tableau Cloud의 설정 페이지에서 연결된 앱을 만듭니다.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 연결된 앱을 선택합니다.
3. 새 연결된 앱 단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직접 신뢰를 선택합니다.
4. 연결된 앱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REST API 권한 부여 워크플로우 의 경우 연결된 앱의 이름 텍스트 상자
에 연결된 앱의 이름을 입력하고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참고: REST API 권한 부여에 대해 연결된 앱을 구성할 때 액세스 수준 및
도메인 허용 목록은 무시해도 됩니다.
b. 내장 워크플로우 의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i. 연결된 앱 이름 텍스트 상자에 연결된 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ii. 적용 대상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프로젝트 또는 단일 프로젝트
만을 선택하여 내장할 수 있는 뷰 또는 메트릭을 제어합니다. "단
일 프로젝트만" 옵션을 선택한 경우 범위를 지정할 특정 프로젝트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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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메인 허용 목록에서 아래의 도메인 서식 지정에 설명된 규칙을
사용하여 뷰 또는 메트릭을 내장할 수 있는 위치를 제어합니다.
iv. 작업을 마치면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5. 연결된 앱 이름 옆의 동작 메뉴를 클릭하고 사용을 선택합니다. 연결된 앱은 보
안을 위해 앱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6. 연결된 앱의 ID(클라이언트 ID라고도 함)을 기록하여 아래의 3단계에서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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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암호 생성

연결된 각 앱에 대해 총 2개의 암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를 암호 교체
용으로 사용하여 암호가 손상된 경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에서 만든 연결된 앱의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새 암호 생성 단추를 클릭
합니다.
2. 아래의 3단계에서 사용할 암호 ID와 암호 값을 기록합니다.

3단계: JWT 구성

암호를 생성한 후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유효한 JWT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JWT는 양방 간에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JWT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서명되어 Tableau Cloud으로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합니다.
JWT는 연결된 앱, 세션의 대상 사용자 및 사용자의 액세스 수준을 참조합니다.
유효한 JWT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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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단계의 연결된 앱 ID(클라이언트 ID)

l

2단계에서 생성한 암호 ID 및 암호 값

l

등록된 클레임 및 헤더:
클레임

설명 또는 필요한 값

"kid"(암

필수입니다(헤더에 필요). 연결된 앱의 암호 키 식별자입니

호 ID)

다.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iss"

필수입니다(헤더에 필요). 신뢰할 수 있는 연결된 앱 및 서

(Issuer)

명 키를 식별하는 고유한 발급자 URI입니다.

"alg"

필수입니다(헤더에 필요). JWT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Algorithm) HS256만 지원됩니다.
"sub"

인증된 Tableau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소)

(Subject)

입니다.

"aud"

값은 "tableau"여야 합니다.

(Audience)
"exp"

유효한 JWT는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JWT의 만료 시

(Expiration

간(UTC 기준)은 최대 유효 기간(10분) 안에 있어야 합니

Time)

다.

"jti"

클레임으로 필요합니다. JWT ID 클레임은 JWT의 고유 식

(JWT ID)

별자를 제공하며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scp"

내장 워크플로우 의 경우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

(Scope)

다.
"tableau:views:embed"
"tableau:views:embed_authoring"
"tableau:metrics:embed"
참고:
l

값을 목록 유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l

tableau:views:embed 및
tableau:views:embed_authoring의 경우 범
위는 Tableau Cloud에서 이미 구성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따르며 원본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내장

l

된 뷰에서 도구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코드에는 툴바 매개 변수를 제외하는 것이 좋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진 문제(내장 워

크플로우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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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 API 권한 부여 워크플로우 의 경우 JWT 권한 부여
를 지원하는 REST API 메서드를 참조하십시오.

예 제 JWT
다음은 Java 및 Python 언어의 예제 JWT입니다. Java 및 Python 예제에는 각각
nimbus-jose-jwt 라이브러리와 PyJWT 라이브러리가 사용됩니다.
Java
import com.nimbusds.jose.*;
import com.nimbusds.jose.crypto.*;
import com.nimbusds.jwt.*;
import java.util.*;
...
String secret = "secretvalue";
String kid = "connectedAppSecretId";
String clientId = "connectedAppClientId";
List<String> scopes = new
ArrayList<>(Arrays.asList("tableau:views:embed"));
String username = "user@domain.com";
JWSSigner signer = new MACSigner(secret);
JWSHeader header = new
JWSHeader.Builder(JWSAlgorithm.HS256).keyID(kid).customParam
("iss", clientId).build();
JWTClaimsSet claimsSet = new JWTClaimsSet.Builder()
.issuer(clientId)
.expirationTime(new Date(new Date().getTime() + 60 * 1000))
//expires in 1 minute
.jwtID(UUID.randomUUID().toString())
.audience("tableau")
.subject("us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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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scp", scopes)
.build();
SignedJWT signedJWT = new SignedJWT(header, claimsSet);
signedJWT.sign(signer);
model.addAttribute("token", signedJWT.serialize());
Python
import jwt
token = jwt.encode(
{
"iss": connectedAppClientId,
"exp": datetime.datetime.utcnow() + datetime.timedelta
(minutes=5),
"jti": str(uuid.uuid4()),
"aud": "tableau",
"sub": user,
"scp": ["tableau:views:embed", "tableau:metrics:embed"]
},
connectedAppSecretKey,
algorithm = "HS256",
headers = {
'kid': connectedAppSecretId,
'iss': connectedAppClientId
}
)
JWT를 구성한 후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실행하면 토큰이 생성됩니다.
4단계: 다음 단계

내장 워크플로우의 경우
JWT를 구성한 후에는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위의 3단
계에서 구성한 유효한 JWT를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웹 구성 요소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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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다.
Tableau 콘텐츠 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메트릭을 포함하려면 Tableau 도움말에서 웹 페이지에 메트릭 내장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l

Tableau Embedding API v3를 사용하여 Tableau 뷰와 메트릭을 내장합니다.

참고: 사용자가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성공적으로 인증하려면, 타사 쿠키를
허용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REST API 권 한 부 여 워 크 플 로 우 의 경 우
JWT를 구성한 후에는 유효한 JWT를 REST API 로그인 요청에 추가해야 액세스 권
한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앱의 액세스 범위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앱 관리

연결된 앱 페이지는 사이트의 모든 연결된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연결된
앱 만들기, 삭제 및 사용 해제와 같은 작업과 기존 암호가 손상된 경우 기존 암호를
해지하거나 새 암호를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 연결된 앱을 선택합니다.
3. 관리하려는 연결된 앱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
다.
l

조직의 보안 정책에 지정된 교체 일정에 따라 새 암호를 생성합니다. 추
가 암호를 생성하려면 연결된 앱의 이름을 클릭한 다음 새 암호 생성 단
추를 클릭합니다. 연결된 앱에는 최대 2개의 암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두 암호 모두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고 만료되지 않으며 삭제되기 전
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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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범위와 암호를 확인하여 연결된 앱의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l

동작 메뉴에서 편집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범위 또는 도메인을 변경합니
다. 변경을 수행하고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참고: 프로젝트 또는 도메인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내장된 콘텐츠가 새
프로젝트 또는 새 도메인에 없으면 내장된 뷰 또는 메트릭을 표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하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됩니
다.

l

연결된 앱의 이름을 클릭하여 암호를 삭제합니다. 연결된 앱의 페이지에
서 암호 옆의 동작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확인 대화 상자에서
삭제를 다시 선택합니다.
참고: 연결된 앱의 암호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경우 암호가
삭제된 후에는 내장된 뷰 또는 메트릭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아래의 연결된 앱 사용 해제 또는 삭제 또는 암호 삭제의 효과를 참
조하십시오.

l

동작 메뉴에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여 연결된 앱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
정합니다. 연결된 앱이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경우 연결된 앱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후에는 내장된 뷰 또는 메트릭을 표시할 수 없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결된 앱 사용 해제 또는 삭제 또는 암호 삭
제의 효과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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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앱 사용 해제 또는 삭제 또는 암호 삭제의 효과

연결된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내장된 뷰를 표시하거나 REST API 액세스를 사용하
려면 연결된 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암호를 생성해야 합니다. 연결된 앱이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중에 사용 해제 또는 삭제되었거나 암호가 삭제 또는 교
체된 경우 403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연결된 앱이 사용되도록 설정되었고 JWT에 올바른 암호 ID
와 값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도메인 허용 목록 규칙(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

연결된 앱의 도메인 허용 목록을 사용하면 내장된 Tableau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모든 도메인 또는 일부 도메인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일부 도메인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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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모든 도메인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옵션
연결된 앱의 도메인 허용 목록을 구성할 때 2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l

l

모든 도메인: 기본 옵션인 이 옵션을 사용하면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가 제
한되지 않습니다.
특정 도메인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도메인 서식 지정 섹션에 지정된 서식 지정 규
칙을 따릅니다.

도메인 서식 지정
도메인 허용 목록 텍스트 상자에 단일 도메인 또는 여러 도메인을 입력하거나 도메
인을 전혀 입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메인 허용 목록은 CSP(콘텐츠 보안 정책)
프레임워크의 frame-ancestors 헤더(영문)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서식을 준수합니다.
참고: 도메인 서식 지정 규칙은 Tableau REST API에서 연결된 앱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몇 가지 서식 지정 예제입니다.
지정할 항

예

내장 액세스

*.myco.com

myco.com 아래의 모든 하위 도메인에서 내장

목 ...
도메인 범
위

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개

myco.com

3개 도메인 모두에서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

별 도메인

events.myco.com 할 수 있습니다.
ops.myco.com

도메인 없

[도메인 없음]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가 차단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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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문제(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

연결된 앱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알려진 문제가 있으며, 이는 향후 릴리스에서 해
결될 예정입니다.
l

툴바 기능: 내장된 콘텐츠에 툴바 매개 변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일부 툴바 기
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예와 같이 툴바 매개 변
수를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viz id='tab-viz'
src='https://online.tableau.com/t/<your_site>/...'
toolbar='hidden'>
</tableau-viz>

l

l

게시된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사용자에게 확인 으로 설정된 경
우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능한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대신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된 대시보드의 데이터에 질문 개체: 내장된 대시보드의 데이터에 질문
개체는 로드되지 않습니다.

l

메트릭 및 도메인 허용 목록: 내장된 메트릭 뷰는 연결된 앱의 도메인 허용 목
록에서 지정할 수 있는 액세스 제한에도 불구하고 표시됩니다. 참고: 내장된
뷰의 툴바에서 액세스되는 메트릭 데이터는 예상대로 작동합니다.

OAuth 2.0 신 뢰 를 사 용 하 여 연 결 된 앱 구 성
(제공 예정)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EAS(외부 권한 부여 서버)를 등록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와 EAS 간의 신뢰 관계를 OAuth 2.0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뢰 관계를 설정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Cloud 사이트에 이미 구성된 IdP(ID 공급자)를 통해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된 Tableau 콘텐츠에 대한 SSO(Single Sign-On) 경험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l

있습니다.
사용자 대신 JWT(JSON Web Token)를 사용하여 Tableau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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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Tableau 콘텐츠를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로드하면 표준 OAuth 흐름이 사용됩
니다. 사용자가 IdP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됩니다. 아래에
설명된 단계를 따라 EAS를 Tableau Cloud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중요:
l

이 항목의 일부 절차에는 타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사용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Tableau는 Tableau Server에서 EAS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타사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에서 변경되었거나 조
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구성 세부 정보

l

및 지원은 타사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앱이 EC2 인스턴스와 같은 컨테이너에서 실행 중인 경우, 컨테이너 및 호스
트 클록이 모두 UTC로 설정되어야 세션 토큰이 유효합니다. 두 클록이 다른 표준 시
간대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된 앱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1단계: 시작하기 전에

EAS를 Tableau Cloud 사이트에 등록하려면 EAS가 이미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EAS에서 아래 표에 나열된 등록된 클레임 및 헤더가 포함된 유효한 JWT(JSON
Web Token)를 전송해야 합니다.
클레임

설명 또는 필요한 값

"kid"(키

필수입니다(헤더에 필요). ID 공급자의 고유 키 식별자입니다.

ID)
"iss"

필수입니다(헤더 또는 클레임에 필요). 신뢰할 수 있는 연결된 앱

(Issuer)

및 서명 키를 식별하는 고유한 발급자 URI(HTTPS 형식)입니다.

"alg"

필수입니다(헤더에 필요). JWT 서명 알고리즘입니다. 지원되는

(Algorithm) 알고리즘 이름은 javadoc.io 설명서의 JWSAlgorithm 클래스(영

문)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sub"

인증된 Tableau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소)입니다.

(Subject)
"aud"

값은 "tableau:<site_luid>"여야 합니다.

(Audience)

사이트 LUID를 확인하려면 Tableau REST API의 로그인 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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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사용하거나 아래의 단계에 따라 사이트 LUID를 복사하
면 됩니다. 참고: 사이트 LUID를 복사하기 전에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EAS를 등록해야 합니다.
1. 설정 > 연결된 앱 을 선택한 다음 외부 권한 부여 서버 의
연결된 앱을 선택합니다.
2. 사이트 LUID 복사 단추를 클릭합니다.

"exp"

유효한 JWT는 만료되지 않아야 합니다. JWT의 만료 시간

(Expiration

(UTC 기준)은 최대 유효 기간(10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Time)
"jti"

JWT ID 클레임은 JWT의 고유 식별자를 제공하며 대/소문자를 구

(JWT ID)

분합니다.

"scp"

내장 워크플로우 의 경우 지원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cope)

"tableau:views:embed"
"tableau:views:embed_authoring"
"tableau:metrics:embed"
참고:
l

값을 목록 유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l

tableau:views:embed의 경우 범위는 Tableau Cloud에
서 이미 구성된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따르며 원본 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내장된 뷰에서 도구와 상호 작용할 수

l

있습니다.
내장 코드에는 툴바 매개 변수를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진 문제(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를 참조하십시오.
REST API 권한 부여 워크플로우 의 경우 JWT 권한 부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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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REST API 메서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위의 JWT 클레임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조직에서 배포한 설명
서의 등록된 클레임 이름(영문) 섹션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2단계: Tableau Cloud에 EAS 등록

Tableau Cloud에 EAS를 등록하면 EAS와 Tableau Cloud 사이트 간의 신뢰 관계가 설
정됩니다. 즉, 사용자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내장된 Tableau 콘텐츠에 액세스하면
IdP를 통한 인증을 위해 리디렉션됩니다. EAS에서 인증 토큰이 생성되고 확인을 위
해 Tableau Server로 전달됩니다. 신뢰 관계가 확인되면 내장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
스 권한이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참고: 일부 EAS는 Tableau 콘텐츠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에 대해 사용자의 승
인을 구하는 동의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옵션을 지원합니다.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려면 외부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에 사용자 대신 자동으로 동의하도록 EAS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 연결된 앱을 선택합니다.
3. 새 연결된 앱 단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OAuth 2.0 신뢰를 선택합니다.
4. 연결된 앱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발급자 URL 텍스트 상자에 EAS의 발급자 URL을 붙여 넣습니다.
b. 연결된 앱 사용을 선택합니다. 연결된 앱은 보안을 위해 앱을 만들 때 기
본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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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작업을 마치면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5. 연결된 앱의 ID(클라이언트 ID라고도 함)을 기록하여 아래의 3단계에서 사용
합니다.

3단계: 다음 단계

내장 워크플로우의 경우
EAS를 사용하도록 Tableau Cloud 사이트를 구성한 후에는 내장 코드를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추가해야 합니다. 위의 1단계에 설명된 대로 EAS를 통해 생성된 유효한
JWT를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웹 구성 요소에 포함해야 합니다.
Tableau 콘텐츠 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l

메트릭을 포함하려면 Tableau 도움말에서 웹 페이지에 메트릭 내장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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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용자가 내장된 콘텐츠에 액세스할 때 성공적으로 인증하려면, 타사 쿠키를
허용하도록 브라우저를 구성해야 합니다.

REST API 권 한 부 여 워 크 플 로 우 의 경 우
JWT를 구성한 후에는 유효한 JWT를 REST API 로그인 요청에 추가해야 액세스 권한
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앱의 액세스 범위를 참조하십시오.
알려진 문제(내장 워크플로우만 해당)

연결된 앱을 사용하는 경우 몇 가지 알려진 문제가 있으며, 이는 향후 릴리스에서 해
결될 예정입니다.
l

툴바 기능: 내장된 콘텐츠에 툴바 매개 변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일부 툴바 기능
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래 예와 같이 툴바 매개 변수를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viz id='tab-viz'
src='https://online.tableau.com/t/<your_site>/...'
toolbar='hidden'>
</tableau-viz>

l

게시된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사용자에게 확인 으로 설정된 경
우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능한 경우 데
이터 원본 소유자가 대신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내장된 콘텐츠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되지 않거나 Tableau REST API 권한 부
여가 실패하면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사용
되는 EAS 기능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오류 코드를 검사하고 식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오류 코드 설명 및 가능한 해결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오류

요약

설명

잠재적 해결 방법 또는 설명

SYSTEM_USER_

Tableau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WT의 ‘sub’

코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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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_FOUND

사용자

(Subject) 클레임 값이 인증된 Tableau

를 찾을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

수 없음

소)인지 확인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
를 구분합니다.

16

LOGIN_FAILED

로그인

이 오류는 일반적으로 JWT의 다음 클

실패

레임 문제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합니다.
l

'exp'(Expiration Time)가 기본 최
대 유효 기간을 초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효한 JWT
에 필요한 등록 클레임 을 검토
하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올바

l

른 값인지 확인하십시오.
'sub'(Subject)가 알 수 없는 사용
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
제를 해결하려면 ‘sub’값이 인증
된 Tableau Cloud 사용자의 사용
자 이름(이메일 주소)인지 확인
합니다.

142

EXTERNAL_

EAS를

AUTHORIZATION_ 찾을 수
SERVER_NOT_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발급자
가 호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없음

FOUND
143

EXTERNAL_

EAS 제

사이트가 등록된 외부 권한 부여 서버

AUTHORIZATION_ 한 초과

(EAS)의 최대 허용 수(1)에 도달했습니

SERVER_LIMIT_

다.

EXCEEDED
144

INVALID_ISSUER_

잘못된

발급자 URL이 올바르지 않거나 JWT에

URL

발급자

서 “iss”(Issuer) 특성이 누락되었습니

URL

다.

EAS 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EAS가 올바르게

RETRIEVE_IDP_

타데이

구성되어 있고 올바른 발급자가 호출

METADATA

터 끝점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0081 COULD_NO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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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음
10082 AUTHORIZATION_ 발급자
SERVER_ISSUER_ 가 없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발급자
가 호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NOT_SPECIFIED
10083 BAD_JWT

JWT 헤

이 오류는 일반적으로 JWT 헤더에 있

더에 문

는 다음 문제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합니

제가 있

다.

음
l

JWT 헤더에 '암호 키'(Kid) 또는
'clientId'(발급자) 클레임이 누락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l

확인하십시오.
JWT가 서명되지 않았거나 암호
화되어 있습니다. Tableau는 서
명되지 않았거나 암호화된 JWT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84 JWT_PARSE_
ERROR

JWT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확인

문제가

합니다.

있음
l

JWT에서 참조하는 ‘aud’
(Audience) 값이 “tableau” 값을
사용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

l

를 구분합니다.
'aud'(Audience) 및 'sub'(Subject)
가 JW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암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10085 COULD_NOT_

JWT에

FETCH_JWT_

서 키를

KEYS

찾을 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발급

없음

자가 호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JWT 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명 알고리

JWS_

명 알고

즘을 제거하면 됩니다.

ALGORITHM_

리즘에

10087 BLOCKLISTE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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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_TO_SIGN

문제가
있음

10088 RSA_KEY_SIZE_

JWT 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EAS 또는 IdP에

INVALID

명 요구

서 JWT가 2048의 RSA 키 크기로 서명

사항에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음
10091 JTI_ALREADY_
USED

고유한

JWT가 이미 인증 프로세스에서 사용

JWT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함

EAS 또는 IdP에서 새 JWT를 생성해
야 합니다.

10094 MISSING_
REQUIRED_JTI
10095 EXTERNAL_
AUTHZ_SERVER_

JWT ID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ti'(JWT ID)가

누락

JWT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AS 사

사이트에 등록된 EAS의 연결된 앱이

용안함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되었습니다.

DISABLED

연결된 앱의 액세스 범위
2022년 6월부터 Tableau의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용자 대신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Tableau REST API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호출하고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REST API에 대한 액세스는 초기 로그인 요청의 일부로 정의된
JWT(JSON Web Token)로 지원됩니다. JWT에는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과 해당
사용자가 연결된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 메서드를 정의하는 범위가 포
함되어야 합니다.
연결된 앱을 사용하여 REST API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l

효율성 개선 - JWT를 전달자 토큰으로 사용하면 로그인 엔드포인트에 요청을 두

l

번이 아닌 한 번만 전송하여 가장을 간소화할 수 있음
복잡한 Tableau 통합 및 백엔드 쿼리(예: 동적 콘텐츠 검색 및 고급 필터링)를 확장
하고 자동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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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유형
연결된 앱은 범위를 사용하여 JWT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REST API 메서드를 통해
콘텐츠 동작 또는 관리 작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합니다(아래 참조). 범위는 콜
론으로 구분되는 문자열이며 tableau 네임스페이스로 시작되어 액세스 권한이 부
여된 Tableau 리소스(예: datasources)가 뒤에 오고 해당 리소스에서 허용되는 동작
(예: update)으로 끝납니다.
범위에 사용될 수 있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l

create
read
run
update
download
delete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원본 업데이트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au:datasources:update
REST API 액세스 권한 부여 방법 요약

다음 목록은 JWT를 통해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를 요약한
것입니다.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만들기
l 직접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l
OAuth 2.0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2. 유효한 JWT 생성 - 포함된 범위로 구성된 유효한 JWT가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
램을 통해 생성됨
3. 로그인 요청 만들기 -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JWT를 사용하여 Tableau 액
세스 토큰 및 사이트 ID(LUID)를 반환하는 로그인 요청을 생성함
4. 후속 요청에서 Tableau 액세스 토큰 사용 - 후속 REST API 호출에서 1) Tableau
액세스 토큰을 X-Tableau-Auth 헤더 값으로 사용하고 2) 사이트 ID(LUID)를 요
청 URI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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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예를 들어 직접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직접 신뢰를 사
용하면 REST API를 호출하는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연결된 앱을 통해 생
성된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암호를 사용하여 유효한 JWT를 생성합니다.
JWT의 범위
REST API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성공적으로 부여하려면 JWT에 REST API 기능을
정의하는 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데이터 원본 관련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JWT에 다음 범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tableau:content:read","tableau:datasources:create","tableau:datasources:update","tableau:datasources:download","tableau:tasks:run"
참고: 범위 값을 목록 유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로그인 요청 URI
REST API를 호출하려면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먼저 Tableau 액세스 토큰
을 생성하기 위한 로그인 요청을 전송해야 합니다.
POST https://us-west-2b.online.tableau.com/api/3.16/auth/signin
요청 본문
JWT를 사용하여 REST API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려면 로그인 요청 본문에 아래 예
제와 같은 유효한 JWT를 포함해야 합니다.
<tsRequest>
<credentials
jwt="eyJpc3MiOiI4ZTFiNzE3Mi0zOWMzLTRhMzItODg3ZS1mYzJiNDExOWY1NmQiLCJhbGciOiJIUzI1NiIsImtpZCI6ImIwMTE1YmY5LTNhNGItNGM5MS1iMDA5LWNmMGMxNzBiMWE1NiJ9.eyJhdWQiOiJ0YWJsZWF1Iiwic3ViIjoicm1vaGFuQHRhYmxlYXUuY29tIiwic2NwIjpbInRhYmxlYXU6c2l0ZXM6cmVhZCJdLCJpc3MiOiI4ZTFiNzE3Mi0zOWMzLTRhMzItODg3ZS1mYzJiNDExOWY1NmQiLCJleHAiOjE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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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2Njg0MzksImp0aSI6IjY1ZWFmMmYxLTNmZTgtNDc5Ny1hZmRiLTMyODMzZDVmZGJkYSJ9.mUv2o4gtBTrMVLEXY5XTpzDQTGvfE2LGi-3O2vdGfT8">
<site contentUrl="mycodotcom"/>
</credentials>
</tsRequest>
응답 본문
로그인 요청에서는 Tableau 액세스 토큰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응답 본문이 생성됩
니다.
<tsResponse>
<credentials token="12ab34cd56ef78ab90cd12ef34ab56cd">
<site id="9a8b7c6d5-e4f3-a2b1-c0d9-e8f7a6b5c4d" contentUrl=""/>
<user id="9f9e9d9c-8b8a-8f8e-7d7c-7b7a6f6d6e6d" />
</credentials>
</tsResponse>
Tableau 액세스 토큰이 생성되면 Tableau 액세스 토큰을 모든 후속 REST API 요청의
헤더에 추가합니다.
헤더
X-Tableau-Auth:12ab34cd56ef78ab90cd12ef34ab56cd
Tableau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모든 후속 REST API 요청은 JWT의 범위로 바인딩
됩니다.
JWT 권한 부여를 지원하는 REST API 메서드

다음 범위를 연결된 앱에 연결하여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대신
REST API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액세스 권한 및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l

아래 표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REST API 기능의 경우 다른 권한 부여 메커니즘을 사
용하여 메서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REST API 설명서에
서 인증 메서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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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mbedding API v3으로 지원되는 범위는 다음 중 하나를 참조하십시오.
l
l

직접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OAuth 2.0 신뢰를 사용하여 연결된 앱 구성

메서드
범위 없

범위
(범위 없음)

음

설명
JWT에 범위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REST API에 대
한 액세스가 거부됨

데이터
원본
데이터

tableau:datasources:create

데이터 원본을 사이트에

원본 게

게시하거나 데이터를 기

시

존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에 추가

데이터

tableau:content:read

원본 쿼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
한 정보 가져오기

리

데이터

tableau:content:read

이터 원본에 대한 정보 가

원본 쿼

져오기

리
데이터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데

tableau:content:read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

원본 연

한 서버 주소, 포트, 사용

결 쿼리

자 이름 또는 비밀번호 정
보 가져오기

데이터

tableau:datasources:update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 프

원본 업

로젝트 또는 인증 상태 업

데이트

데이트

데이터

tableau:datasources:update

데이터 원본 연결의 서버

원본 연

주소, 포트, 사용자 이름

결 업데

또는 비밀번호 업데이트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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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지금 데

범위

설명

tableau:tasks:run

추출 새로 고침 실행

tableau:flows:create

흐름 게시

tableau:content:read

메트릭 가져오기

tableau:metrics:delete

메트릭 삭제

tableau:content:read

사이트의 메트릭 목록 가

이터 원
본 업데
이트
흐름
흐름 게
시
메트릭
메트릭
가져오
기
메트릭
삭제
메트릭
나열
메트릭

져오기

tableau:metrics:download

메트릭의 기초 데이터를

데이터

쉼표로 구분된 값(.csv)

쿼리

형식으로 가져오기

메트릭

tableau:metrics:update

메트릭의 소유자, 프로젝

업데이

트, 일시 중단 상태 및 이

트

름 업데이트

뷰
뷰 가져

tableau:content:read

오기
경로별

뷰에 대한 세부 정보 가져
오기

tableau:content:read

지정된 이름을 사용하여

뷰 가져

사이트의 모든 뷰에 대한

오기

세부 정보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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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뷰 데이

범위
tableau:views:download

터 쿼리

설명
쉼표로 구분된 값(.csv)
형식으로 렌더링된 뷰 가
져오기

뷰 PDF

tableau:views:download

쿼리
뷰 이미

져오기

tableau:views:download

지 쿼리
사이트

뷰를 PDF(.pdf) 파일로 가

뷰를 이미지(.png) 파일
로 내보내기

tableau:content:read

의뷰쿼

사이트의 모든 뷰 가져오
기

리
뷰 미리

tableau:views:download

보기 이

뷰의 축소판 이미지
(.png) 가져오기

미지 쿼
리
통합 문
서
통합 문

tableau:workbooks:create

서 게시
통합 문

.twbx)

tableau:content:read

서 쿼리
사이트

통합 문서 게시(.twb 또는

지정된 통합 문서 및 해당
세부 정보 가져오기

tableau:content:read

의 통합

사이트에 게시된 통합 문
서 목록 가져오기

문서 쿼
리
통합 문
서 미리

tableau:workbooks:download

통합 문서의 축소판 이미
지(.png) 가져오기

보기 이
미지 쿼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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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통합 문

범위

설명

tableau:workbooks:update

기존 통합 문서 수정

tableau:workbooks:update

연결 정보 업데이트

tableau:tasks:run

예약 작업 외부에서 통합

서 업데
이트
통합 문
서 연결
업데이
트
지금 통
합 문서

문서 새로 고침 시작

업데이
트
게시
파일 업

tableau:file_uploads:create

데이터 블록을 업로드한

로드에

다음 이미 업로드된 데이

추가

터에 추가하여 “파일 업
로드 시작” 메서드를 사
용하여 업로드가 시작된
후 사용

파일 업

tableau:file_uploads:create

로드 시

파일의 업로드 프로세스
시작

작
다운로
드
데이터
원본 다

tableau:datasources:download 데이터 원본 다운로드
(.tdsx)

운로드
뷰 크로

tableau:views:download

뷰의 크로스탭 데이터가

스탭

포함된 Excel(.xlsx) 파일

Excel 다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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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설명

운로드
통합 문

tableau:workbooks:download

서 다운

통합 문서 다운로드(.twb
또는 .twbx)

로드
통합 문

tableau:workbooks:download

서 수정

통합 문서의 특정 버전 다
운로드(.twb 또는 .twbx)

버전 다
운로드
통합 문

tableau:views:download

통합 문서의 시트 이미지

서 PDF

가 포함된 PDF(.pdf) 파일

다운로

다운로드

드
통합 문

tableau:views:download

통합 문서의 시트 슬라이

서 Power

드가 포함된 Power Point

Point 다

(.pptx) 파일 다운로드

운로드
사용자
그룹에

tableau:groups:update

그룹에 사용자 추가

tableau:users:create

사이트에 사이트를 추가

사용자
추가
사이트
에 사용

하고 할당

자 추가
그룹의

tableau:groups:read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 목록 가져
오기

가져오
기
사이트
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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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설명

자 가져
오기
사이트

tableau:users:read

의 사용

사이트의 사용자 가져오
기

자 쿼리
그룹에

tableau:groups:update

그룹에서 사용자 제거

tableau:users:delete

사이트에서 사용자 제거

tableau:users:update

사용자에 대한 정보 업데

서 사용
자 제거
사이트
에서 사
용자 제
거
사용자
업데이

이트

트
그룹
그룹 만

tableau:groups:create

그룹 만들기

tableau:groups:delete

그룹 삭제

tableau:users:read

사용자가 속한 그룹 목록

들기
그룹 삭
제
사용자
의 그룹

가져오기

가져오
기
그룹 쿼

tableau:groups:read

리
그룹 업

사이트의 그룹 목록 가져
오기

tableau:groups:update

그룹 업데이트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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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설명

프로젝
트
프로젝

tableau:projects:create

프로젝트 만들기

tableau:projects:delete

프로젝트 삭제

tableau:content:read

프로젝트 목록 가져오기

tableau:projects:update

프로젝트의 이름, 설명 또

트 만들
기
프로젝
트 삭제
프로젝
트 쿼리
프로젝
트 업데

는 프로젝트 계층 구조 업

이트

데이트

사용 권
한
데이터

tableau:permissions:update

데이터 원본에 Tableau

원본 사

Server 사용자 또는 그룹

용 권한

에 대한 사용 권한 추가

추가
기본 사

tableau:permissions:update

프로젝트의 메트릭, 흐

용 권한

름, 통합 문서, 데이터 원

추가

본, 데이터 역할 또는 렌
즈 리소스에 대한 기본 사
용 권한 기능을 사용자 또
는 그룹에 추가

프로젝

tableau:permissions:update

프로젝트에 사용자 또는

트 사용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추

권한 추

가

가
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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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권한 추

설명
대한 사용 권한 추가

가
통합 문

tableau:permissions:update

지정된 통합 문서에 사용

서 사용

자 또는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추

권한 추가

가
데이터

tableau:permissions:delete

프로젝트의 메트릭, 흐

원본 사

름, 통합 문서, 데이터 원

용 권한

본, 데이터 역할 또는 렌

삭제

즈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기본 사용 권
한 기능 삭제

기본 사

tableau:permissions:delete

프로젝트의 메트릭, 흐

용 권한

름, 통합 문서, 데이터 원

삭제

본, 데이터 역할 또는 렌
즈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기본 사용 권
한 기능 삭제

프로젝

tableau:permissions:delete

트 사용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프로젝트 사용 권한 삭제

권한 삭
제
뷰 사용

tableau:permissions:delete

권한 삭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뷰 사용 권한 삭제

제
통합 문

tableau:permissions:delete

서 사용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통합 문서 사용 권한 삭제

권한 삭
제
데이터

tableau:permissions: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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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원본 사

설명
권한 목록 가져오기

용 권한
쿼리
기본 사

tableau:permissions:read

프로젝트의 메트릭, 흐

용 권한

름, 통합 문서, 데이터 원

쿼리

본, 데이터 역할 또는 렌
즈 리소스에 대한 사용자
또는 그룹의 기본 사용 권
한 기능 가져오기

프로젝

tableau:permissions:read

트 사용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
한 목록 가져오기

권한 쿼
리
뷰 사용

tableau:permissions:read

권한 쿼

뷰에 대한 사용 권한 목록
가져오기

리
통합 문

tableau:permissions:read

서 사용

통합 문서에 대한 사용 권
한 목록 가져오기

권한 쿼
리
사이트
최근에

tableau:content:read

로그인한 사용자가 가장

본 사이

최근에 만들거나 업데이

트 가져

트하거나 액세스한 뷰 및

오기

통합 문서 세부 정보 가져
오기

사이트

tableau:content:read

쿼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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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대한 정보 가져
오기

tableau:content:read

사이트의 모든 뷰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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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서드

범위

설명

의뷰쿼
리
사이트

사이트 업데이트

tableau:sites:update

업데이
트

연결된 앱 문제 해결
내장된 콘텐츠가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에 표시되지 않거나 Tableau REST API
권한 부여가 실패하면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여 내장된 콘텐츠를 표시하
는 데 사용된 Tableau의 연결된 앱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오류 코드를 검사하고 식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오류 코드 설명 및 가능한 해결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오류

요약

설명

잠재적 해결 방법 또는 설명

SYSTEM_

Tableau 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WT의 ‘sub’

USER_NOT_

용자를 찾

(Subject) 클레임 값이 인증된 Tableau

FOUND

을 수 없음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

코드
5

소)인지 확인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
를 구분합니다.
16

LOGIN_

로그인 실

이 오류는 일반적으로 JWT의 다음 클

FAILED

패

레임 문제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합니다.
l

'exp'(Expiration Time)가 기본 최
대 유효 기간을 초과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효한 JWT
에 필요한 등록 클레임 을 검토하
고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올바른

l

값인지 확인하십시오.
'sub'(Subject)가 알 수 없는 사용
자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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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려면 ‘sub’값이 인증된
Tableau Cloud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이메일 주소)인지 확인합니
다.
126

CONNECTED_ 연결된 앱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결된 앱이 사

APP_NOT_

을 찾을 수

용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JWT에서 올바

FOUND

없음

른 클라이언트 ID(연결 앱 ID라고도 함)
가 참조되는지 확인합니다.

127

128

CONNECTED_ 연결된 앱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WT에서 올바르

APP_

의 암호를

게 연결된 앱의 암호 ID와 암호 값이 참

SECRET_

찾을 수 없

조되는지 확인합니다.

NOT_FOUND

음

CONNECTED_ 암호의 최

연결된 앱에는 최대 2개의 암호가 허용

APP_

대 제한 수

됩니다. 이 오류는 세 번째 암호를 만들

SECRET_

에 도달함

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LIMIT_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암호를 만

EXCEEDED

들기 전에 연결된 앱에서 암호를 삭
제하십시오.
133

도메인 허

이 오류는 도메인 허용 목록에 하나 이

CONNECTED_ 용 목록에

상의 잘못된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INVALID_
APP_

잘못된 문

DOMAIN_

자가 하나

SAFELIST

이상 포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음
10083 BAD_JWT

JWT 헤더

이 오류는 일반적으로 JWT 헤더에 있

에 문제가

는 다음 문제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합니

있음

다.
l

JWT 헤더에 '암호 키'(Kid) 또는
'clientId'(발급자) 클레임이 누락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면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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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JWT가 서명되지 않았거나 암호
화되어 있습니다. Tableau는 서
명되지 않았거나 암호화된 JWT
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10084 JWT_PARSE_
ERROR

JWT에 문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확인합

제가 있음

니다.
l

JWT에서 참조하는 ‘aud’
(Audience) 값이 “tableau” 값을 사
용합니다. 이 값은 대/소문자를

l

구분합니다.
‘aud’(Audience) 및 ’sub’(Subject)
가 JW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85 COULD_NOT_

JWT에서

FETCH_JWT_

키를 찾을

KEYS

수 없음

암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WT 헤더에 올
바른 keyId(Kid)가 사용되는지 확인합
니다.

10089 CONNECTED_ 연결된 앱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발급자가 올바른

APP_NOT_

을 찾을 수

연결된 앱 ID(클라이언트 ID라고도 함)

FOUND

없음

를 호출하는지 확인합니다.

10090 CONNECTED_ 연결된 앱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되

APP_

이 사용되

는 연결된 앱이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

DISABLED

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연

설정됨

결된 앱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십시오.

고유한

JWT가 이미 인증 프로세스에서 사용되

ALREADY_

JWT가 필

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새

USED

요합니다.

JWT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JWT ID 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jti’(JWT ID)가

락

JWT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0091 JTI_

10094 MISSING_
REQUIRED_
J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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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작업 모니터링
관리 뷰 찾기
사이트 상태 페이지에는 내장된 Tableau 통합 문서가 다양한 관리 뷰와 함께 포함되
어 있습니다. 이러한 뷰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사이트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
습니다.
l

또한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액세스하여 사이트에 대한 사용자 지정 관
리 뷰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Cloud의 일반적인 사이트 작업을 보여 줍니다.

l

일반적인 Tableau Bridge 작업을 보여 줍니다.

관리 뷰 탐색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 또는 관리 뷰를 보려면 사이트 상태를 클릭합니다. 사이
트 관리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한 관리 뷰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배포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는 세심하게 조정된 데이터 원본과 사이트 데이터의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가 미리 채워져 있는 Tableau Cloud 전용 프로젝트입니다. 관리자 인사이
트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
양한 일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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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 조직에서 Tableau Cloud 채택률은 얼마입니까?

l

사이트 배포의 일반적인 추세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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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기 있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l

사용자는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까?

l

라이선스를 어떻게 할당해야 합니까?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
사이트 관리자 또는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서 웹 작성을 사용하거나 Tableau Desktop을 통해 직접 관리자 인사
이트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2. 만들기 >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데이터 원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작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
1. Tableau Desktop을 열고 연결에서 Tableau Server를 선택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 아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Tableau Server 로그인 대
화 상자에서 Tableau Cloud 하이퍼링크를 클릭합니다. Tableau Cloud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음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검색 상자에 찾으려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3.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연결 탭을 클릭하여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 시작
사이트 및 사용자 메트릭의 분석에 어떻게 접근할지를 고민할 때는 조직에서 일반적
으로 묻는 다음 질문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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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장 인기 있는 뷰 또는 데이터 원본은 무엇입니까?

l

활동이 가장 많은 사용자(고급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l

사이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l

사용 중인 라이선스 수는 몇 개입니까?

l

90일 이상 사이트에 로그온하지 않은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 탐색

위 질문(및 다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인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로 이동하여 어떤 종류의 인사이트가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미리 작
성된 통합 문서는 사이트 배포 또는 조직과 관련된 질문이 발생할 경우 질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세한 대시보드 및 통합 문서를 작성하기 위
한 템플릿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용자 역할 드릴다운
포커스: 사이트 작업
데이터 원본: TS 사용자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사용자 역할별 사이트 작업을 개략적인 수준에서 탐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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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시보드는 사이트의 로그 및 작업 메트릭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 몇 가지를 보
여 줍니다. 관리자 인사이트는 최대 90일의 데이터(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
가 있는 경우 365일)를 캡처하지만 "마지막 게시" 및 "마지막 액세스" 날짜의 경우 사
이트가 만들어진 날짜까지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활용 방법:
l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을 사용하여 "비활성 임계값"(기본적으
로 노란색)을 변경합니다.

l

사용자의 작업 유형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URL 동작
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난 90일 이내에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콘
텐츠에 액세스하거나, 콘텐츠를 게시한 적이 없는 경우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l

지난 90일(기본값)의 작업(로그인, 액세스 또는 게시)을 지난 30일, 60일 또는
전체 기간과 비교하는 이 대시보드에 대한 추가 뷰를 만듭니다.

로그인 작업 드릴다운
포커스: 로그인 작업
연결 대상: TS 이벤트(기본), TS 사용자(보조)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로그인 작업의 추세를 탐색합니다.
왼쪽에 있는 “Select Events or Distinct Actors(이벤트 또는 고유 액터 선택)” 선택 도구
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주별, 일별 및 시간별 로그인 관련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기반이 되는 두 데이터 원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그인한 사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로그인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활용 방법: 대시보드를 복제하고 “Login user breakdown(로그인 사용자
분석)” 항목만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Last Login Date(마지막 로그인 날짜)”에 대한 필
터를 null로 변경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한 적이 없는 사용자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사
용자가 취할 조치의 유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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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및 채택 드릴다운과 게시 이벤트 드릴다운
포커스: 콘텐츠 액세스 및 사용량
연결 대상: TS 이벤트
이러한 대시보드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정보를 보여 줍니다.
l

뷰 액세스 작업: 뷰가 액세스된 시간과 액세스한 사용자를 보여 줍니다.

l

데이터 원본 액세스 작업: 1)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웹 작성 또는 Tableau
Desktop을 통해 연결되거나 2) 사용자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를 보거나 게시한 시간을 보여 줍니다.

l

통합 문서 게시 작업: 통합 문서가 게시된 시간과 게시한 사용자를 보여 줍니
다.

l

데이터 원본 게시 작업: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시간과 게시한 사용자를
보여 줍니다.

이 대시보드 활용 방법: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선택 도구를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필터링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참고: 이 필터는 관리자 인사이트의 모든 시트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터 원본 탐색

또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각 필드(차원 및 측정값
모두)를 마우스오버하고 직접 데이터를 탐색하여 캡처되는 데이터의 설명을 읽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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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이 벤 트
TS 이벤트는 주 감사 데이터 원본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에는 로그인, 게시, 뷰 액세스
등을 비롯한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예제: 가장 인기 있는 뷰는 무엇입니까?
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서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TS 이벤
트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Item Name(항목 이름)”을 행 선반으로 끌고 “Number of Events
(이벤트 수)”를 열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데이터 패널에서 “Item Type(항목 유형)”을 필터 선반으로 끌고 View(보기) 확인
란을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l

"Actor User ID = User ID"에서 TS 이벤트를 TS 사용자에 조인

l

"Item ID = Item ID" 및 "Item Type = Item Type"에서 TS 이벤트를 사이트 콘텐츠에
조인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을 참조하십
시오.

TS 사 용 자
TS 사용자는 남은 라이선스, 사이트 역할과 사용자 소유의 통합 문서 및 뷰 등 사용자
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예: 사용 중인 라이선스 수는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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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서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TS 사용
자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Measure Names(측정값 이름)” 필드를 행 선반으로 끌고
“Measure Values(측정값)” 필드를 열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행 선반에서 Measure Names(측정값 이름)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필터 표시를 선택합니다.
4. 측정값 이름 필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 적용 단추 표시를
선택합니다.
5. 필터에서 "Total Allowed Licenses(허용된 총 라이선스 수)" 및 "Total Occupied
Licenses(사용된 총 라이선스 수)" 확인란을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l

"User LUID = User LUID"에서 TS 사용자를 그룹에 조인

l

“User ID = Actor User Id”에서 TS 사용자를 TS 이벤트에 조인

l

“User Email = Owner Email” 또는 “User Email = Item Parent Project Owner Email”
에서 TS 사용자를 사이트 콘텐츠에 조인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을 참조하십
시오.

그룹
그룹은 사용자의 그룹 멤버 자격을 식별합니다. 고유한 조합의 그룹 및 사용자 쌍마
다 하나의 데이터 행이 있습니다. 멤버가 없는 그룹과 그룹에 없는 사용자는 "NULL"
로 표시되는 null 값의 데이터 행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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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지정된 그룹에 속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서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룹 데
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Group Name(그룹 이름)"을 행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선택 사항) 뷰에서 탐색할 그룹을 선택한 다음 이 항목만 유지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패널에서 "User Email(사용자 이메일)"을 행 선반으로 끌어 Group Name
(그룹 이름) 필드의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l

"User LUID = User LUID"에서 그룹을 TS 사용자에 조인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조인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콘텐츠
사이트 콘텐츠는 사이트의 프로젝트, 데이터 원본, 흐름, 통합 문서 및 뷰에 대한 필수
거버넌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항목에 대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해당 항목 유
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유 필드가 있는 항목 유형은 제목이 해당 항목 유형에
해당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콘텐츠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사용자는 각 항목에 설정된 사용
권한에 관계없이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면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예: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몇 퍼센트가 인증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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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서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이트
콘텐츠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Migrated Data (Count)(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카운트))"를
열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데이터 패널에서 "Data Source Content Typ(데이터 원본 콘텐츠 유형)"을 필터
선반으로 끌어오고 전체 확인란 옆에 있는 선택 표시를 제거한 다음 게시됨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4. 데이터 패널에서 "Data Source Certified(인증된 데이터 원본)"를 마크 카드의 색
상으로 끌어옵니다.
5. 열 선반에서 "CNT(Migrated Data)"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퀵
테이블 계산 > 구성 비율을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l

"Item ID = Item ID" 및 "Item Type = Item Type"에서 사이트 콘텐츠를 TS 이벤트에
조인

l

“Owner Email = User Email” 또는 “Owner Email = Item Parent Project Owner Email”
에서 사이트 콘텐츠를 TS 사용자에 조인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을 참조하십
시오.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에는 사이트의 뷰 로드 시간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
는 콘텐츠 작성자가 뷰 로드 시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로드 시간이 가장 긴 뷰는 어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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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서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이트
콘텐츠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항목 이름”을 행 선반으로 끌고 “기간”을 열 선반으로 끌어옵
니다.
3. 데이터 패널에서 “상태 코드 유형”을 필터 선반으로 끌고 성공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4. 열 선반에서 “차원”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측정값(카운트) > 중앙값
을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l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을 TS 이벤트 및 사이트 콘텐츠의 “Item Repository
URL = Item Repository URL”에 조인합니다.

l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을 TS 이벤트 및 사이트 콘텐츠의 “Item Type = Item
Type”에 조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을 참조하십
시오.

작업 성능
작업 성능에는 사이트의 백그라운드 작업에 대한 이벤트 및 런타임 정보가 포함됩니
다. 작업에는 추출 새로 고침, Bridge 새로 고침 및 흐름 실행이 포함됩니다.
예: 사이트에서 발생한 추출 새로 고침 및 흐름 실행은 몇 번입니까?
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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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패널에서 “Item Name(항목 이름)”, “Item Type(항목 유형)”, “Owner Email
(소유자 이메일)” 및 “Job Type(작업 유형)”을 행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행 선반에서 “Item Name(항목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정렬을
선택합니다.
4. 정렬 창에서 정렬 기준 > 필드를 선택하고 필드명 > 작업 ID를 선택합니다. 창
을 닫습니다.
5. 데이터 패널에서 “Started At (local)(시작 시기(로컬))”을 열 선반으로 끌어옵니
다.
6. 열 선반에서 “Started At (local)(시작 시기(로컬))”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정확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차원이 측정값으로 변환됩니다.
7. 데이터 패널에서 "Job Result(작업 결과)"를 색상으로 끌고 "Job Execution
Duration (Days)(작업 실행 기간(일))"을 마크 카드의 크기로 끌어옵니다.
예: 큐에 대기되는 작업의 평균 기간은 얼마입니까?
1.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에 연결에 나열된 절차 중 하나를 사용하여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2. 데이터 패널에서 “Started At(시작 시기)”를 열 선반으로 끌고 “Started At (local)
(시작 시기(로컬))”을 행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3. 열 선반에서 “Started At(시작 시기)”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두 번째
값 집합에서 일(2022년 5월 11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필드가 측정값으로 변
환됩니다.
4. 행 선반에서 “Started At (local)(시작 시기(로컬))”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첫 번째 값 집합에서 자세히 > 시간(9)을 선택합니다.
5. 마크 카드의 모양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각형 을 선택합니다.
6. 데이터 패널에서 “Job Queued Duration(작업이 큐에 대기된 기간)”을 마크 카드
의 색상으로 끌어옵니다.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측정값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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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을 선택합니다.
7. 데이터 패널에서 “Job ID(작업 ID)”를 마크 카드의 크기로 끌어옵니다.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측정값 > 카운트(고유)를 선택합니다.
이 데이터 원본으로 더 많은 작업 수행: Tableau Prep을 사용하면 다음 필드에 있는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조인하여 사이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 "Site LUID = Site
LUID"에서도 조인해야 합니다.
"Item ID = Item ID"에서 작업 성능을 사이트 콘텐츠에 조인

l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을 참조하십
시오.

관리자 인사이트 관리
관리자 인사이트는 세심하게 조정된 데이터 원본과 사이트 데이터의 미리 작성된 통
합 문서가 미리 채워져 있는 Tableau Cloud 전용 프로젝트입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프
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리소스를 사용하여 사이트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와 관리 뷰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와 미리 작성된 관리 뷰(Tableau Cloud의 상태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음)는 모두 Tableau Cloud 사이트의 상태와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한 도구가 다른 도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결정하려면 다음을 검토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
l

사이트 트래픽, 채택

l

및 도달
사용자 역할 및 로그

l

인 작업
게시 관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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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뷰
l

l
l
l

일반적인 사이트 작업, 사이트 성능 및 디스크 공간
사용량
추출 성능
Tableau Bridge 트래픽 및 추출 관련 작업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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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l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 - TS 이벤트, TS 사용자, 그룹, 사이트 콘텐츠, 비
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 및 작업 성능. 조직에 있는 사용자 지정 계산이나 기
타 데이터로 데이터를 보완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 원본을 기반으로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탐색를 참조하십시오.

l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 기반하는 대시보드
를 포함하는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입니다. 이러한 대시보드는 사이트 배포 또
는 조직과 관련된 질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세한 대
시보드 및 뷰를 작성하기 위한 템플릿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
시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 탐색를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시스템 계정 - Tableau 시스템 계정에 의해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
의 데이터 원본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계정에서 수행되는 이벤트는 데이터 원
본에 표시되지 않지만 Tableau 시스템 계정은 기본적으로 관리자 인사이트 콘
텐츠의 소유자로 나열됩니다. 이 계정은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데이터 새로 고침 정보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은 주어진 날짜에 사이트에 대한 최대 90일(또는
Advanced Management가 있는 경우 365일) 동안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포함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데이터 원본은 매일 또는 매주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
터 원본의 업데이트 빈도를 지정하려면 설정으로 이동하고 일반 탭에서 관리자 인
사이트 업데이트 빈도로 스크롤합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는 이러한 데이터 원본에 기반하기 때문에 통합 문서의 대
시보드는 항상 최신 정보를 표시합니다. 주기적으로 Tableau는 통합 문서 자체를 업
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의 후반부에 나오는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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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인사이트에 대한 액세스 공유

관리자 인사이트 콘텐츠는 처음에 사이트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다른 사
이트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 사항과 워크플로우에 따라 인사이트를 작성, 조정 및 확
보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용자에게 액세스를 확장하는 것을 고려하고 궁극적으로 사
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사용 권한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이동 또는 이름 바꾸기

미리 작성된 통합 문서인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거나 이
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내용이 보존되며 Tableau가 미리 작성
된 통합 문서에 수행하는 주기적 업데이트로 인해 덮어써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Tableau는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는 자동
으로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의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통합 문서에 적용됩니
다. 업데이트는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릴리스 정보 통합
문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필드 또는 필드 설명, 새 뷰, 기존 뷰
에 대한 업데이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가져오지만 통합 문서에 수행한 변
경 내용을 덮어쓰지 않게 하려면 아래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1단계: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통합 문서에 수행한 변경 내용을 보존하고 Tableau가 이러한 변경 내용을 덮어쓰지
못하게 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l
l

통합 문서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통합 문서 이름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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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내용을 유지하면서 Tableau의 향상된 최신 통합 문서 기능을 적용하려면
Tableau가 업데이트를 수행할 때마다 이 작업 중 하나를 반복해야 합니다.
2단계: 업데이트 확인
Tableau는 업데이트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를 다시 만들어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통합 문서의 위치를 바꾸거나 이름을 변경한 경우 새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가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변경 내역에서 통합 문서의 수정한 날짜
나 게시 날짜를 통해 새 통합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경 내역을 사용하여 변경 실행 취소(선택 사항)
Tableau가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를 바꾸기 전에 통합 문서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이름을 바꾸지 못한 경우 또는 업데이트에 신경 쓰지 못한 경우 변경 내역을 사용하
여 변경 내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경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
자 도움말에서 콘텐츠 수정 버전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4단계: 최신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에 수동으로 변경 내용 적용 또는 이동
Tableau가 변경한 통합 문서에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통합 문서의 최신 버전에서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
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기존 버전의 통합 문서에서 수행한 변경 내용을 최신 버전의 통합 문서에서

l

수동으로 수행합니다.
기존 버전의 통합 문서에서 시트를 내보내고 최신 버전의 통합 문서로 저장
합니다. 시트 내보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통

합 문서 간에 시트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를 참조하십시오.
2. Tableau가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에 대해 수행하는 모든 새로운 업데이트가
변경 내용을 덮어쓰지 않도록 최신 통합 문서를 다시 이동하거나 이름을 바꾸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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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인사이트 관리를 위한 팁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는 사이트의 다른 모든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작동하지
만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l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를 다른 위치로 이동합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면 1) 통합 문서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거나 2) 통합
문서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면 변경 내
용이 보존되며 Tableau가 통합 문서에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기적 업데이트로
인해 덮어써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 스타터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 이동 시 주의하십시오.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을 관리자 인
사이트 프로젝트 외부로 이동하면 Tableau에서 이러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
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원본도 Tableau에 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데
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고 변경 내용이 보존되게 하려면 TS 이벤트, TS 사용자,
그룹, 사이트 콘텐츠,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 및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을
관리자 인사이트 프로젝트 내에 유지하십시오.

l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콘텐츠
에 액세스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사용자가
TS 이벤트, TS 사용자, 그룹, 사이트 콘텐츠, 비주얼리제이션 로드 시간 및 작업
성능 데이터 원본을 기반으로 새 뷰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프로젝트 사
용 권한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뷰 관리 뷰를 사용하면 사이트 관리자
가 라이브 연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통해 가
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원본과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을 결정할 수 있습
니다. Bridge 클라이언트 이름, 데이터 원본 및 시간 범위를 선택하여 표시되는 정보
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뷰는 최근 30일 동안의 Tableau Cloud 활동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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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 맨 위에는 지정한 시간 범위 동안(기본값은 지난 7일) 데이터 원본이 사용된 정도
가 표시됩니다.
l

l

프로젝트별 데이터 원본 사용량 - 설정한 필터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별 데이터
원본 사용량을 보여 줍니다. 데이터 원본이 사용되는 횟수를 보려면 마크를 마우스
오버하십시오. 마크를 선택하면 선택 항목을 기반으로 뷰의 다른 섹션이 업데이트
됩니다.
일별 총 데이터 원본 사용량 - 설정한 필터를 기반으로 일별 총 데이터 원본 사용
량을 보여 줍니다. 라인의 한 지점을 마우스오버하면 개수가 표시됩니다. 지점을
선택하면 선택 항목을 기반으로 뷰의 다른 섹션이 업데이트됩니다.

뷰 맨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 두 개는 최소 상호 작용으로 필터링된 결과를 보여
줍니다. 즉, 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 원본과 가장 자주 데이터 원본을 사용한 사용
자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상호 작용 수가 최소 상호 작용 값보다 크거나 같은 데
이터 원본 및 사용자만 표시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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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 원본 - 가장 많이 사용된 데이터 원본의 목록입니다. 뷰
의 다른 섹션과 마찬가지로, 필터와 선택 항목에 따라 정보가 제한됩니다.
데이터 원본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용자 - 데이터 원본을 가장 자주 사용한 사용
자를 보여 줍니다. 필터와 선택 항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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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뷰에는 서버에서 실행되는 추출 관련 작업이 표시됩니다.
이 뷰는 최근 30일 동안의 Tableau Cloud 활동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이 뷰 이해
이 미리 구축된 관리 뷰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l

“이 서버에서 실행한 추출” 테이블에는 일정 에 지정된 기간에 실행된 추출이 나열
됩니다.

l
l

l

성공 또는 오류 를 클릭하여 상태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작업을 클릭하여 선택한 작업에 대한 “추출에 걸린 시간” 그래프를 업데
이트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한 일별 추출 수” 테이블은 작업의 상태(성공 또는 실패)에 따라 업
데이트되지만 성공하거나 실패한 추출의 개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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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작업의 상태는 성공 또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아이콘

설명
오류 - 서버에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성공 - 서버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작업 세부 정보 보기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성공 또는 오류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합니다.

작업 세부 정보의 오류

새로 고침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작업 세부 정보에 다음 오류 중 하나가 표시
될 수 있습니다.
l
l
l

쿼리 시간 리소스 제한 (7200초 )이 초과되었습니다 .
com.tableau.nativeapi.dll.TableauCancelException: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
쿼리 시간 리소스 제한 (8100초 )이 초과되었습니다 .

새로 고침 작업의 시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오류의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
은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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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추출
Bridge 추출 관리 뷰는 Tableau Bridge를 통한 최근 30일간의 새로 고침 작업을 캡처
합니다.

이 미리 작성된 관리 뷰는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에 등록된 Bridge 클라이언트 하나
또는 전체에 의해 수행된 새로 고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l

l
l
l

오류 비율: 새로 고침의 성공 및 실패 비율은 얼마입니까? 새로 고침이 실패한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행된 요청: 예약된 새로 고침의 수는 몇 개입니까?
경과 시간: 새로 고침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포화도: 각 클라이언트의 사용량은 얼마입니까?

클라이언트 이름, 추출 데이터 원본이 생성된 시기, 추출 데이터 원본 이름 및 새로 고
침 기간을 기준으로 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뷰에 대한 참고 사항
l

관리 뷰에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으면 사이트와 연결된 Bridge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는 뷰의 오른쪽 위에 있는 "추출 만들어짐" 필터의 값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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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상한 기간 기반 데이터가 뷰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모든 값 표시( ) 아이콘을 클

l

릭하여 “평균 새로 고침 기간(초)” 필터를 지웁니다.
"일반적인 추출 새로 고침 실패" 테이블에서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여 오류 및 오
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오류와 관련된 데이터 원본이 둘 이상인 경우 별표(*)
가 대신 표시됩니다.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뷰에는 서버에서 실행되지만 표준 Online 추출 새로 고침
과 관련되지 않은 작업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Bridge 새로 고침 작업, 편집된
OAuth 연결, 구독 알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뷰는 최근 30일 동안의 Tableau
Cloud 활동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테이블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실행된 작업이 나열됩니다. 성공 또는 오류를 클릭하
여 상태를 기반으로 테이블을 필터링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성공 또는 실패한 작업
수 테이블에서 특정 작업을 선택하면 선택한 작업에 대한 이 서버에서 실행한 백그
라운드 작업 그래프가 업데이트됩니다.
작업의 상태는 성공 또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려면 성공
또는 오류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합니다.
아이콘

설명
오류 - 서버에서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성공 - 서버에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작업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세부 정보는 작업의 ID, 상태, 우선 순위, 작업이 만
들어지고 시작되고 완료된 시간입니다. 또한 작업의 실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이 백그라운드 작업의 총 실행 시간에는 작업의 실행 시간과 초기화 및 정리와
같은 백그라운드 작업 오버헤드가 포함됩니다. 어떤 백그라운더에서 작업이 실행
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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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사용량 통계
공간 사용량 통계 뷰를 사용하면 서버에서 가장 많은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는
Tableau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 사용량은 사용자별, 프로젝트별
및 Tableau 콘텐츠(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흐름 출력 또는 가상 연결)의 크기별로 표
시되며 가장 근접한 정수로 반올림/반내림됩니다.
가상 연결을 사용하려면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이 뷰를 열려면 왼쪽 탐색에서 사이트 상태를 클릭하고 대시보드 아래에서 공간 사
용량 통계를 클릭합니다.

최소 크기 필터를 사용하면 사용 공간의 양에 따라 표시할 Tableau 콘텐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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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막대 그래프 세 개가 Tableau Cloud의 공간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를 소유한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사
용자에 대한 다음 두 그래프가 필터링됩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원본 막대 또는
통합 문서 막대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해당 개체 유형에 대한 다음 두 그
래프가 필터링됩니다. 선택된 사용자 또는 막대를 클릭하면 선택이 취소됩니
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
본 및 통합 문서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래프에 사용자 또는 개체 유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 항목과 관련
된 정보가 표시됩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흐름 및 가상 연결 -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Tableau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막대에는 마지막 새로
고침 이후 경과된 시간에 따라 색상이 지정됩니다.

막대 위에 커서를 놓으면 사용량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막대를 클릭하면 선택되고 해당 선택 항목을 기준으로 뷰의 다른 영역이 업데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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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
참고: 이 뷰는 사이트 관리자 및 서버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 뷰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대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활성화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 뷰를 통해 라이선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라이선스
수가 많거나 적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l

회사에서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l

Creator 역할이 공유되거나 전송되었습니까?

l

활성화되어서는 안 되는 컴퓨터에서 활성화 작업이 발생했습니까?

l

어떤 호스트에서 활성화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l

어떤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되었습니까?

l

어떤 Tableau 제품이 라이선스를 사용 중입니까?

l

어떤 Tableau 버전이 라이선스를 사용 중입니까?

l

Creator 역할이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 통해 활성화되었습
니까?

l

Creator 시트가 활성화되었습니까?

l

사용 중인 Creator 시트 수는 얼마입니까?

l

사용 중이지 않은 Creator 시트 수는 얼마입니까?

l

Creator 시트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때는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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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량 관리 뷰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Tableau Server 리
포지토리의 "workgroup" Postgres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사용
량 데이터(identity_ based_activation_reporting, identity_based_
activation_user_role_change 및 identity_based_activation_admin_
view)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려면 먼저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 대한 액세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필터

보고서 화면에서 시트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시간이 표시되도록 기간을 변경하고,
동작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사용자 이름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l

기간(일).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에서 활성화된 클라이언트 사용량 데이
터를 볼 기간(일)을 입력합니다. 지난 30일에서 최대 183일 동안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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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뷰에 모든 필터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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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활성화됨.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여 활성화된 Creator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l

사용 중.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를 사용하여 활성화된 Creator 사용자 중 시
트가 사용 중인 사용자를 표시합니다.

l

마지막 사용 날짜.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사용
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l

할당되지 않음.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에서 활성화되어 현재 할당되지 않
은 Creator 시트를 표시합니다.

l

사용자 이름. 지정된 사용자가 사용 중인 로그인 기반 라이선스 관리 활성화를
표시합니다.

필터 카드를 마우스오버하면 드롭다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뷰에 필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포함할지(기본값), 아니면 필터와 일치하는 데이터
를 제외할지를 지정합니다.

지 난 <nn>일 동 안 사 용 된 Creator 시 트 는 무 엇 입 니 까 ?
대시보드의 이 영역에는 세 가지 라이선스 유형(활성화됨, 사용 중 및 할당되지 않음)
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활성화됨, 사용 중 또는 할당되지 않음 마크를 마우스오버하
면 Tableau 복사본의 등록된 사용자를 비롯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목록을 정렬하려
면 열 머리글을 클릭합니다.

지 난 <nn>일 동 안 사 용 되 지 않 은 Creator 시 트 는 무 엇 입 니 까 ?
이 대시보드 영역에는 지정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라이선스 목록이 표시됩니
다. 시간 표시줄에는 마지막 사용 날짜가 표시됩니다. 마지막 사용 날짜 마크를 마우
스오버하면 Tableau 복사본의 등록된 사용자를 비롯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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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콘텐츠
오래된 콘텐츠 뷰를 사용하면 지정된 기간(오래된 액세스 임계값으로 표시됨) 동안
사용되거나 액세스되지 않은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일 단위로 설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최소값은 1일이고 최대값은 120일입니다.
이 뷰는 오래된 콘텐츠와 활성 콘텐츠가 사용하는 디스크 공간에 대한 정보도 제공
합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 Server에서 관리 뷰는 모두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별도의 탭에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새 관리 뷰는 기존 관리 뷰 통합 문서의 일부가 아니
라 별도의 통합 문서로 표시됩니다. 서버 또는 사이트 상태 페이지에서 새 관리 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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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필터

A - 뷰 상단에 오래된 콘텐츠가 사용하는 공간의 양을 사용된 총 공간과 비교하여 요
약하는 설명이 표시됩니다. 사용된 총 공간은 활성 콘텐츠와 오래된 콘텐츠가 사용
하는 총 디스크 공간의 합계로 정의됩니다.
B - 이 요약 다음에 오래된 콘텐츠와 활성 상태로 간주되는 콘텐츠, 즉 오래된 콘텐츠
임계값 미만의 기간 내에 액세스된 콘텐츠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하는
차트가 나타납니다. 이 막대 차트를 클릭하고 뷰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필터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C -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추가적인 필터 옵션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
터 패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래된 콘텐츠 임계값
• 사이트
• 프로젝트
• 콘텐츠 소유자
•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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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유형

이러한 필터는 전체 뷰에 적용됩니다.

세부 정보
오래된 콘텐츠 뷰에는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세 가지 섹션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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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상단 섹션에서는 선택한 콘텐츠에 사용되는 총 공간을 보여줍니다. X축
은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연 이후에 경과된 기간(일)을 보여주고 Y축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오래된 콘텐츠 임계값도 보여줍니다.
원하는 스테일네스 임계값을 설정한 다음 이 뷰를 사용하여 가장 오래된 콘텐
츠를 식별합니다. 상단에 있는 막대에서 오래된 통합 문서 또는 오래된 데이터
원본을 클릭하여 관심 콘텐츠를 필터링합니다. 오래된 액세스 임계값 오른쪽
에 있는 마크를 선택하여 콘텐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는 왼쪽 맨 아래 섹션에 표시됩니다.

2. 오른쪽 상단 섹션에서는 선택한 각 콘텐츠에 사용되는 공간의 양을 보여줍니
다. 예를 들어, 오래된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오래된 각 통합 문서가 사용하는
공간이 표시됩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여 어떤 콘텐츠가 가장 오래되었는지 또
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을 통해 오랜 동안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막대에서 오래된 통합 문서 또는 오래된 데이터 원본을 클릭합니다. 사용
되지 않은 콘텐츠의 가장 오래된 집합(오른쪽으로 더 멀리 있는 마크들)을 선택
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세부 정보는 왼쪽 맨 아래 섹션에 표시됩
니다. 이들은 크기와 관계없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이므로 아카이브
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콘텐츠 집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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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단에 있는 섹션에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택한 콘텐츠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콘텐츠 아카이브 또는 삭제
2020.3 버전부터 오래된 콘텐츠 관리 뷰에 콘텐츠를 선택하여 오래된 것으로 태그를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섹션이나 오른쪽 상단 섹션
에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아래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는 것처
럼 선택한 콘텐츠의 유형과 개체 수가 표시됩니다. 개체 태그 지정 단추를 클릭하여
선택한 콘텐츠에 태그를 지정합니다.
아래 표시된 스크린샷과 같이, 지난 1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지 않은 콘텐츠는 오
래된 콘텐츠로 태그가 지정되도록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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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가 지정된 모든 콘텐츠를 찾으려면 Tableau Server 웹 인터페이스에서 탐색으로
이동합니다. 오래된 콘텐츠 필터를 선택하여 오래된 콘텐츠 태그가 지정된 모든 콘
텐츠를 표시합니다. 이제 콘텐츠를 선택하여 아카이브에 사용할 프로젝트로 이동하
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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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 사용량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 뷰는 사이트 또는 서버 관리자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
문의 사용 패턴과 값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구축된 대시보드입니다. 관
리자는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참여 증가를 확인하고 내부 교육 또는 배포의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몇 가지 헤드라인 값 메트릭과 함께 상위 데
이터에 질문 사용자, 데이터 원본 및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하이라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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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
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 탐색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 뷰는 전체 사이트의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
다. 다음과 같은 메트릭을 사용하여 사용자 참여를 파악하고 조직에서 셀프 서비스
분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세 가지 헤드라인 메트릭은 사이트의 데이터에 질문 사용량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l

Number of Users on Ask Data(데이터에 질문 사용자 수) - 사이트의 데이터에
질문 총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l

Number of Queries on Ask Data(데이터에 질문 쿼리 수) - 사이트에서 실행된
데이터에 질문의 총 수를 표시합니다.

l

Number of Data Sources Used with Ask Data(데이터에 질문과 함께 사용된
데이터 원본 수) - 데이터에 질문과 함께 사용된 총 데이터 원본 수를 표시합니
다.

대시보드 중간에 있는 두 라인 차트는 데이터에 질문의 시간별 사용량을 보여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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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istinct Users Over Time(시간별 고유 사용자 수) - 시간별로 데이터에 질문
을 사용한 고유 사용자 수를 표시합니다.

l

Distinct Data Source Owners Over Time(시간별 고유 데이터 원본 소유자 수)
- 시간별로 고유 데이터 원본 소유자 수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 하단에 있는 세 가지 막대 차트에는 상위 데이터에 질문 사용자, 데이터 원
본 및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나열됩니다.
l

데이터에 질문 상위 사용자 - 상위 데이터에 질문 사용자와 각 사용자가 실행
한 총 쿼리 수가 나열됩니다.

l

Top Ask Data Data Sources(데이터에 질문 상위 데이터 원본) - 상위 데이터
에 질문 데이터 원본과 각 데이터 원본에 대해 실행된 총 쿼리 수가 나열됩니
다.

l

Top Ask Data Data Source Owners(데이터에 질문 상위 데이터 원본 소유자)
- 상위 데이터에 질문 데이터 원본 소유자와 각 사용자가 소유한 총 데이터 원
본 수가 나열됩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
환경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미리 구축된 관
리 뷰인 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을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의 일부인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
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상태 페이지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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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에는 일정 기간 동안 활성 상태인 데이터 품질 경고의 수가 표시됩니다. 또
한 같은 기간 동안 변경된(생성, 업데이트 및 삭제) 경고의 수도 표시됩니다.

경고 세부 정보 보기
라인 차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품질 경고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l
l

l
l
l
l

l

l

날짜 및 시간 - 경고가 만들어지거나 마지막으로 변경된 시간입니다.
콘텐츠 유형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데이터 원본과 같이 경고가 설정된 자산
의 유형입니다.
콘텐츠 이름 - 경고가 설정된 자산의 이름입니다.
변경한 사용자 - 경고를 만들었거나 마지막으로 변경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상태 - 경고가 활성 또는 비활성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유형 - 경고 유형은 오래된 데이터, 경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민감한 데이터 또
는 유지 관리 중일 수 있습니다.
표시 유형 - 경고는 보통(기본값) 또는 명확한 표시 유형을 갖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메시지 - 사용자가 경고의 세부 정보를 볼 때 표시되도록 경고 작성자가 작성한 메
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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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기록 필터링
데이터 품질 경고 기록을 검토할 때 뷰에서 마크를 클릭하여 뷰 아래에 표시된 세부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 축의 숫자는 시간 범위 내의 날짜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1월 18일이고
지난 7일 동안을 필터링하면 일 축에 12~18일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간 범위 및 콘텐츠 유형별 필터를 비
롯한 더 많은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범위 기준 필터링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간 범위는 지난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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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유형 기준 필터링

사이트에서 모든 데이터 품질 경고를 보거나, 데이터 원본 또는 테이블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도록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려면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여야 합니다.

흐름에 대한 관리 뷰
관리 뷰에서는 흐름과 관련된 활동, 성능 기록 및 사용된 디스크 공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태 페이지에는 여러 유형의 서버 또는 사이트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뷰가 포함된 Tableau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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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Tableau 사이트 관리자는 관리 뷰를 보고 관리 뷰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작업
흐름 사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이 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게시, 다운로
드, 흐름 실행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작업, 사이트 및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총 사용자 수 카운트는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의 수를 보여 줍
니다. 이 값은 필터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에는 선택한 기간에
활성 상태이고 선택한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한 사용자의 수가 표시됩니다.

특정 사용자의 작업
개별 사용자의 흐름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이 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이
름, 동작 유형 및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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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자의 작업
이 뷰는 지난 24시간 동안 Tableau Cloud에서 활성 상태였던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이 뷰는 서버에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용자와 해당
하는 수 및 현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뷰는 현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활성, 최근 활성 및 유휴 사용자를 보여줍니
다.
이 뷰에서 활성 사용자는 지난 5분 내에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이고, 최근 활성 사용자
는 30분 내에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이고, 유휴 사용자는 30분 이전에 마지막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최근에 수행한 동작만 표시됩니다. 동작을 마우스
오버하면 동작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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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더 작업 지연
이 뷰는 추출 새로 고침 작업, 구독 및 흐름 작업에 대한 지연 시간, 즉 실행 예약 시간
과 실제 실행 시간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뷰를 사용하여 작업 일정을 분산시키
고 작업을 최적화하여 서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와 지연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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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여러 작업이 같은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제 뷰에서 긴 지연 시간을 보여 주는 작업들은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일정 필터를 1일로 설정하면 시간당 작
업 지연 시간을 보고 동일한 시간에 많은 작업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시간을 식
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작업을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분산시켜
서버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백그라운드 작업은 흐름 실행(예약 및 임시)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 뷰에서는 이 사
이트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흐름 작업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세
부 정보를 보려면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합니다.

흐름 실행의 성능
이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모든 흐름에 대한 성능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이름,
출력 단계 이름, 흐름 소유자, 실행 유형(예약됨 또는 임시) 및 흐름 실행이 시작된 시
간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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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뷰를 사용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현재 예약된 흐름 작업은 무엇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작 시간 필터
를 사용하고 확인하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시간 동안 예약
된 흐름 작업을 확인하려면 시간 -> 다음을 선택한 후 3을 입력합니다.

l

흐름 작업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면 뷰에서 마크를 클릭하
고 작업 기간을 포함하는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l

임시로 실행된 흐름 수와 예약된 흐름 수는 얼마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
면 실행 유형 필터를 사용하고 임시 또는 예약됨을 선택합니다.

이 뷰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l

실행 빈도가 가장 높은 흐름에는 가장 많은 마크가 있습니다.

l

현재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하려면 “진행 중” 또는 “보류 중”이 표
시된 마크를 마우스오버한 다음 “이 항목만 유지”를 선택하여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흐름 실행을 필터링합니다.

l

특정 시간 범위 동안 동시에 실행되는 흐름을 확인하려면 시작 시간 필터의 범
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시간”을 선택하여 다음 세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이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공간 사용량 통계
이 뷰를 사용하면 서버의 디스크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흐름 출력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 사용량은 사용자, 프로젝트 및 흐름 출력 크기를 기준으로 근
접한 숫자로 반내림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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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크기 필터를 사용하면 사용 공간의 양에 따라 흐름 출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해 개체 유형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 이 섹션에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흐름을 소유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사용자 이름을 클
릭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다음 두 그래프가 필터링됩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이 섹션에는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
는 흐름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름 – 이 섹션에는 가
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흐름이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l

Tableau 사이트 관리자 :
l 사이트 수준에서 이메일 알림 설정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
흐름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및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흐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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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새로 고침 실패 시 소유자에게 알림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은 다양한 이유로 완료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장
된 자격 증명 또는 파일 경로가 최신이 아닌 경우가 포함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실행되는 예약된 새로 고침의 경우 새로 고침이 5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Tableau
Cloud에서 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면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자신의 계정 설정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l

추출 또는 통합 문서 이름.

l

마지막으로 성공한 새로 고침의 날짜 및 시간. 또는 마지막 새로 고침이 14일
이전인 경우 이메일에"최근 N일 내에 없음” 메시지가 표시됨.

l

새로 고침이 연속으로 실패한 횟수입니다.

l

내장된 자격 증명 또는 파일 경로 업데이트 등 실패 원인에 대해 제안된 해결
조치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Tableau Cloud 링크.

Tableau Bridge에 의해 새로 고쳐진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의 후반부에 나오는 Tableau Bridge
새로 고침의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 사용
사이트 관리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사이트의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각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계
정에서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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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Cloud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알림 관리에서 모든 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알림을 허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Tableau Bridge 새로 고침의 차이점
Tableau Bridge를 통해 새로 고쳐지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 알림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의 이메일 알림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및 그룹 관리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을 설정하여 각 사
용자의 액세스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용자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
록 사용자를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사용자 추가
Tableau Cloud에 액세스해야 하는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 찾아보기, 게시, 편집 또는
사이트 관리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관리자는 사용자를 추가
할 때 다음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개별적으로 입력합니다.

l

사용자 가져오기 -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을 사용하여 CSV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가져옵니다.

사용자 추가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페이지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한 다음 이메일 주소 입력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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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oogle 또는 SAML 인증이 이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건
너뛰십시오.
Google 또는 SAML 인증이 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새 사용자에 대한 인
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사이트에서 Google 또는 SAML 인증을 사용하고 가져온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하려면 [Google/SAML] 인증을 적용할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l

가져온 사용자가 기본 이메일 주소와 암호 인증을 사용하게 하려면
Tableau 인증을 적용할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용자를 추가한 후 언제라도 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하여 사용자 인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서 tabcmd, Tableau 데이터 추출 유틸리티 또는
Tableau API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면 사용자가 TableauID 계정으로
인증해야 합니다.

4. 이메일 주소 입력 상자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둘 이상의 사
용자를 추가하는 경우 각 주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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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tdavis@example.com; jjohnson@example.com; hwilson@example.com
5. 드롭다운 목록에서 사이트 역할을 선택하여 추가할 모든 사용자에게 해당 사
이트 역할을 할당합니다.
사이트 역할 정의는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6.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에 tableau.com의 계정이 이미 연결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 계정의 기존 이메일 주소 및 암호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
다.
새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에 tableau.com의 계정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
이름 및 암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값을 제공할 때까지 Tableau Cloud 사용자 목록의 해당 사용자 항목
에 앞에 마침표가 있는 이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snguyen@example.com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항목이 전체 이름을 표시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Susan Nguyen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할 때 사용자의 라이선스 유형과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사이트 역할 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이트 역할은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가
질 수 있는 최대 액세스 수준을 나타냅니다. 콘텐츠 사용 권한과 함께, 사이트 역할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거나, 상호 작용할 수 있거나, 게시된 콘텐츠를 보기만 할 수 있
는 사용자를 결정하거나, 사이트의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및 사이트 자체
를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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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라이선스, 사이트 역할 및 콘텐츠 사용 권한을 함께 사용하
는 방법
사용자의 라이선스 유형, 사이트 역할 및 콘텐츠 사용 권한의 교집합은 사용자가
Tableau 사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액세스 수준을 결정합니다.
1. 라이선스 유형은 사용자와 연관됩니다.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사이트 역할
에 따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라이선스 유형이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멤버인 경우 속하는 모든 사이트에 대
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이트 역할은 사용자 수준에서도 설정됩니다. 사용자가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의 멤버인 경우 독립 사이트 역할이 할당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용
자가 한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사이트 역할이고, 다른 사이트에
서는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은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기능을 정의합니다.
3. 사용자가 사이트 역할의 최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콘텐츠 리소스
(프로젝트,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에 설정된 사용 권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이트 액세스 권한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l
l
l

Creator 라이선스
Explorer 사이트 역할
프로젝트에 대한 저장 사용 권한 기능

이 시나리오에서는 라이선스를 통해 웹 편집 환경 또는 Tableau Desktop의 새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으며 사용 권한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역할에 의해 저장 기능이 차단되므로 유효 권
한에 저장 기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용자는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Creator 라이선스 및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는 경우에도 적어도 한 프
로젝트에 대한 저장 기능이 없는 경우 사이트에 아무것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36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변경
1.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사용자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2. 사용자를 선택하고 동작 > 사이트 역할을 선택합니다.

3. 새 사이트 역할을 선택하고 사이트 역할 변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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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면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된 일반적인 기능의 최
대 수준을 표시하는 행렬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
되는 일반적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되는 일반적인 기능
참고: 이 정보는 사이트 역할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라이선스 역할
에 따라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작업 목록은 Tableau 가격 페이지에서 팀 및 조직
용 탭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사이트 역할

사이트 역할 이름

사이트 역할이 허용하는 최대 기능

Creator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역할
- 이러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Tableau Prep, Tableau Desktop, Tableau
Bridge 및 Tableau Mobile 같은 Tableau 클라이언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이것이 Tableau Cloud의 가장 높은 액세스 수준입니
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이트 수준에서만 콘텐츠에
무제한 액세스합니다. 브라우저, Tableau Desktop 또
는 Tableau Prep에서 Tableau 또는 외부 데이터에 연
결하고, 새 데이터 원본을 만들고, 콘텐츠를 작성 및
게시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 서버 관리자는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이트 역할 및
사이트 멤버십을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에서는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에서는 항상 사이트 관리자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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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역할 이름

사이트 역할이 허용하는 최대 기능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reator

이것은 이전의 게시자 사이트 역할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허용합니다. 이 사이트 역할은 비관
리자 사용자에게 최대 수준의 콘텐츠 액세스를 제
공합니다.
브라우저에서 Tableau 또는 외부 데이터에 연결하
고, 흐름,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를 작성 및 게시
하고, 대시보드 스타터에 액세스하고, 게시된 뷰에
서 상호 작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bleau Prep이나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에 연
결하고 흐름,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업로
드/저장)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역할
- 이러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브라우저 또는 Tableau Mobile에서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사이트 관리자 Creator와 동일한 사이트 및 사용자
구성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웹 편집 환경에서 외부
데이터 또는 가상 연결에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Tableau에서 게시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여 새 통
합 문서를 만들고 기존 통합 문서를 편집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흐름을 게시할 수 없습니
다.

Explorer(게시 가능)

기존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웹에서 통합 문서를
게시하고, 게시된 뷰를 찾아보고 상호 작용하고, 모
든 상호 작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편집 환경에서 기존 통합 문서를 편집 및 저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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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역할 이름

사이트 역할이 허용하는 최대 기능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연결에서
새로운 독립 실행형 데이터 원본을 저장할 수 없으
며 외부 데이터 또는 가상 연결에 연결하거나 새 데
이터 원본을 만들 수 없습니다. Tableau Prep 흐름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Explorer

게시된 뷰를 찾아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콘
텐츠를 구독하고, 데이터 기반 알림을 만들고,
Tableau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웹 작성 환
경에서 임시 쿼리를 위해 통합 문서를 열 수 있지만
작업을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 연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Tableau Prep 흐름을 게시할 수 없습니
다.

Viewer(뷰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 역할
Viewer(뷰어)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시된 뷰를 볼 수 있고 대부분
의 상호 작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를 구독
하고 이미지로 다운로드 또는 요약 데이터로 다운
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할 수 없으며 콘
텐츠를 작성, 편집 또는 게시하거나 데이터 알림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능 목록에 대해서는 Tableau 가격 페이
지의 행렬에서 Viewer(뷰어) 열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전 버전에도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이 있
었지만 새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에는 추가 기능
이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 역할
라이선스 없음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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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역할 이름

사이트 역할이 허용하는 최대 기능
경우 사용자에게 라이선스 없음 역할이 할당됩니
다.
l

CSV 파일에서 가져온 사용자의 라이선스 수
준이 라이선스 없음으로 설정된 경우

l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가져올 때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 수에 도달한 경우

l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소유하는 사용자를 제
거한 경우. 사용자는 콘텐츠를 계속 소유하지
만 아무 작업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사용자
다음 사이트 역할은 지정된 수준의 게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와 Creator는 전체 연결 및 게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Tableau Desktop 및 웹 편집 환경에서 데이터에 연결하고 새 흐름, 새
통합 문서 및 새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는 기능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이트 역할
을 통해 게시된 기존 통합 문서를 편집 및 저장하거나 기존 데이터 원본에 업데
이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l

Explorer(게시 가능) 및 사이트 관리자 Explorer는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되는
일반적인 기능에 설명된 대로 제한적인 게시 기능을 갖습니다.

l

Explorer, Viewer(뷰어), 읽기 전용 및 라이선스 없음은 게시를 허용하지 않습
니다.

사용자 보기, 관리 또는 제거
관리자는 사용자 추가 및 제거, 사용자가 멤버인 그룹 설정,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
정 등과 같은 사이트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369

Tableau Cloud 도움말

사이트의 사용자 보기 및 관리
사이트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음 중 하나
를 수행하여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l

그룹 멤버 자격을 설정하거나, 사이트 역할을 설정하거나, 사이트에서 사용자
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SAML SSO(Single Sign-On)를 구성한 경우 선
택한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가 소유한 콘텐츠, 구독한 뷰 및 계정 설정과 같은 사용자 관련 세부 정
보를 보려면 사용자 이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검색
특정 사용자를 검색하려면
오른쪽 위의 필터 토글을 사용하여 검색 상자 및 사이트 역할 필터를 표시합니다. 검
색 상자 또는 필터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용자를 찾습니다.
검색 작업에서는 표시 이름 및 사용자 이름 특성이 확인됩니다.
별표(*) 문자를 검색 와일드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John*을 검색하
면 John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용자 이름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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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사용자 제거
콘텐츠(프로젝트, 통합 문서, 뷰 또는 데이터 원본)를 소유하지 않는 사용자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소유한 사용자를 제거하려고 하면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라이선스 없음으로 설정되고 사용자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인 모든 사용자 그룹이 로그인 시 사이트 역할 부여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
우 사용자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사용자를 제거하기 전에 해당 사용자의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하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 역할 부여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로그인 시 역할 부여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콘텐
츠 소유권 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소유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콘텐츠
소유권 관리

참고: Tableau Server에서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제거하고 사용자가 해
당 사이트에만 속하는 경우 사용자가 서버에서도 삭제됩니다.

1. 사이트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사용자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제거할 하나 이
상의 사용자를 선택하고 동작 >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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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대화 상자에서 제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증 유형 설정
Google 또는 SAML을 지원하는 사이트에서는 관리자가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SO(Single Sign-on)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 사용자를 추가할 때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언제라도 인증 유형을 할
당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사이트 사용자 페이지에서 인증 유형을 할당하려는 사용자 옆의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3. 동작 메뉴에서 인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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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대화 상자에서 Google 또는 Tableau에서 MFA 사용을 선택합니다.

참고
l

사용자의 인증을 Tableau에서 MFA 사용에서 Google로 변경하면 사용자가 다
음번에 로그인할 때 자격 증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ID 공급자의 사이트로 안내
됩니다.

l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로그인한 상태일 때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Tableau로 변경한 경우 사용자에게 기존 Tableau 자격 증명이 없다
면 Tableau에서 새 Tableau 자격 증명을 만드는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합
니다.

l

Tableau에서 MFA 사용 인증이 항상 구성되어 있는 전용 사이트 관리자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D 공급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용 Tableau 계
정을 사용하면 사이트에 항상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에서 MFA 사용 인증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가져오기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려면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하는
CSV 파일을 만든 다음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을 가져올 때 사용자의
인증 유형도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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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는 사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Tableau
Server 만 해당)는 해당 서버 수준에서 사용자를 가져와 나중에 여러 사이트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항목에서는 이미 CSV 파일을 만들었다고 가정하고 파일을 가져오는
단계만 설명합니다. 아직 파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에서
파일 형식 요구 사항과 가져오기 옵션을 참조하십시오.

CSV 파 일 에 서 사 용 자 추 가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추가를 클릭한 다음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사용자가 사이트에 로
그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3. Google 또는 SAML 인증이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건너
뛰십시오.
Google 또는 SAML 인증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새 사용자에 대한 인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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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이트에서 Google 또는 SAML 인증을 사용하고 가져온 사용자가 외부 ID
공급자를 통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도록 하려면 Google 인증을 적
용할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l

가져온 사용자가 기본 이메일 주소와 암호 인증을 사용하게 하려면
Tableau 인증을 적용할 사용자 추가를 선택합니다.

4. 파일 이름에서 찾아보기를 클릭하고 CSV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
릭합니다.
5. 특정 계정 정보를 보려면 세부 정보 보기를 선택합니다.
계속하려면 사용자 가져오기를 클릭한 후 마지막 대화 상자에서 끝내기를 클
릭합니다.
사용자가 이미 Tableau Cloud 사이트에 있고, 가져오기 파일에 사용자에 대한
서로 다른 사이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 경우 CSV 파일에 정의된 대로 새로운
사이트 역할이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사이트 역할은 현
재 사이트 역할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사이트 관리자가 포
함됩니다.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
사용자 정보가 포함된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을 만든 후 가져오는 방식으로 사
용자 추가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에 라이선스 수준 및 게시 액세스
와 같은 특성을 포함시켜 파일을 가져올 때 사용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가져오려면 사이트 관리 페이지 또는 tabcmd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됩니
다. tabcmd 사용 시 CSV 파일에 포함된 모든 사용자에게 사이트 역할을 할당하는 옵
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져오기 또는 createsiteusers filename.csv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CSV 파 일 형 식 요 구 사 항
사용자를 가져오기 위한 CSV 파일을 만들 때 파일이 다음과 같은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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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파일에 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Tableau Cloud는 파일의 모
든 라인이 사용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

파일이 UTF-8 형식이며 BOM(바이트 순서 표시)을 포함합니다.

l

BIG-5 같은 문자 인코딩을 UTF-8로 변환했습니다. 이 작업은 텍스트 편집기에
서 파일을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 이름에 도메인 구분 기호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 문자가 포함된 경
우 해당 기호를 표시할 때 16진수 형식(\0x40)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user@fremont@mycompany.com은
user\0x40fremont@mycompany.com이 되어야 합니다.

CSV 파 일 의 필 수 열
각 사용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값이 필요합니다.
l

사용자 이름: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

추 가 CSV 열 옵 션
각 사용자에 대해 CSV 파일에 다음과 같은 필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경
우, Tableau Cloud는 필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필드가 파일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l

User name.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필수 열입니다.

l

Password. Tableau Cloud는 이 필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후속 필드를 올바르게
배치하려면 각 행에서 이 필드를 구분 기호로 분리해야 합니다.

l

Display name. Tableau Cloud는 이 필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후속 필드를 올바르
게 배치하려면 각 행에서 이 필드를 구분 기호로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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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icense level. Creator, Explorer, Viewer 또는 Unlicensed일 수 있습니다.

l

Administrator level. Site 또는 None일 수 있습니다.

l

Publishing capability. 허용 가능한 값은 Yes/True/1 또는 No/False/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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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파일 샘플 항목

다음 예제에서는 Explorer 사이트 역할이 부여되고,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며, 적절한
콘텐츠 사용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보여 줍니다.
user1@domain.com,,,Explorer,None,true
Administrator level 열을 변경하면 다음 사용자를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사이트 역할
이 있는 사이트 관리자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adminuser@domain.com,,,Explorer,Site,true
참고
l

CSV 파일에 사용자 이름 값(이메일 주소)만 포함된 경우 사용자가 사이트 초대
이메일을 받습니다. 사용자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자신의 계정을 만들 수 있지
만 관리자가 계정을 구성(표시 이름, 라이선스 수준 등)할 때까지 계정에 라이
선스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l

비밀번호(두 번째 값) 및 표시 이름(세 번째 값) 필드는 Tableau Cloud에서 사용
되지 않습니다. 이들 필드에 지정한 값은 무시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라이선스와 게시 액세스 권한을 설정하려면 이전 예제에 나
와 있는 것처럼 파일에 계속 이들 필드의 구분 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l

새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 처음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와 표시 이름을 선택해
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Tableau 커뮤니티 포럼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Tableau
계정이 있으면 암호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l

CSV 파일에는 인증 유형(Tableau, Google 또는 SAML)을 설정할 수 있는 필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증 유형은 파일을 가져올 때 Tableau Cloud에서 지정합
니다. 이 설정은 가져온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나중에 개별 사용자의 인증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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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또한 tabcmd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가져오고 CSV 파일에 포함된 모
든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인증 유형 및 사이트 역할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createsiteusers filename.csv를 참조하십시오.

CSV 설 정 및 사 이 트 역 할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수준, 관리자 및 게시자 설정은 가져오기 프로세스 중에 사
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설정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이러한 설정이
사이트 역할로 변환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CSV 설정

사이트 역할

라이선스 수준=(any)

서버 관리자. 이 설정은 Tableau Server에만 적

관리자=시스템

용되며 서버를 관리하는 상태, 즉 특정 사이트
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를 가져오

게시자=true

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라이선스 수준=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Explorer. 이 설정은 특정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

관리자=사이트

태에서 사용자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유효합니
다.

게시자=true
라이선스 수준=Creator

Creator

관리자=없음
게시자=true
라이선스 수준=Explorer

Explorer(게시 가능)

관리자=없음
게시자=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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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설정

사이트 역할

라이선스 수준=Explorer

Explorer

관리자=없음
게시자=false
라이선스 수준=Viewer(뷰어)

Viewer(뷰어)

관리자=없음
게시자=false
라이선스 수준= 라이선스 없음

라이선스 없음

관리자=없음
게시자=false

사이트 사용자 표시 유형 관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 사용자는 사용 권한이 허용하는 경우 별칭, 프로젝트 소유
권 및 다른 사용자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표시 유형 설정을 사용하면 관리
자가 Viewer(뷰어) 및 Explorer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사이트의 다른 사용자 및
그룹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기능은 여러 클라이언트가 사용하
는 사이트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
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표시 유형 제한
사용자 표시 유형을 제한으로 설정하면 특정 협업 도구가 영향을 받으며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사용자 정보가 숨겨집니다. 제한 사용자 표시 유형은
Viewer(뷰어) 및 Explorer(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제외)에 대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하거나 다른 영역에서 사용자 정보를 제거합니다. Creator 및 관리자는 사용
자 표시 유형이 제한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계속 사용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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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r(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제외) 및 Viewer(뷰어)의 사용자 표시 유형을 제한하
려면:
l

사이트의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l

사용자 표시 유형 설정에서 제한 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용자 표시 유형을 제한으로 설정할 때 영향을 받는 사이트 영역의 목록입
니다. 특정 기능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된다고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관리자가 아닌 Explorer 또는 Viewer(뷰어)만 영향을 받습니다.
영역

영향

검색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콘텐츠 소유자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Explorer 및 Viewer(뷰어)는 자신
의 정보를 볼 수 없지만 내 콘텐츠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볼 수 있
음)

프로필 이미지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구독 수신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권장 사항

유사한 사용자가 표시되지 않음(모든 사용자)

태그 추가/편집

Explorer 및 Viewer(뷰어)는 태그를 볼 수 있지만 삭제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이 뷰를 본 사용자"

사용 안 함

데이터에 질문 사용

사용 안 함

량 분석
사용 권한 대화 상

사용 안 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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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공유

사용 안 함(모든 사용자)

알림

사용 안 함(모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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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알림이 일시 중지됨
댓글

사용 안 함(모든 사용자)

공개 사용자 지정

사용 안 함(모든 사용자)

뷰

기존 공개 사용자 지정 뷰가 비공개로 나타남
액세스 요청

사용 안 함(모든 사용자)

Tableau Desktop

Desktop에서 통합 문서 게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됨
사용자 필터에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Tableau Catalog

사용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Data Management
사용)

사용자 표시 유형이 제한으로 설정된 경우 Tableau Server REST API 및 Metdata API
호출은 위 표에 설명된 대로 작동합니다.
사이트의 사용자는 뷰와 상호 작용하고 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수정된 뷰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수정된
뷰에서 메트릭이나 비공개 사용자 지정 뷰 같은 다른 항목을 만든 경우 해당 사용자
의 이름이 URL에 나타납니다. 이 수정된 뷰에 대한 URL이 해당 사용자의 이름을 보
는 것이 허용된 사용자에게만 배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사용자가 여러 사이트의 멤버인 경우 Tableau Cloud의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사용자가 멤버인 모든 사이트의 이름이 반환됩니다.

사용자 표시 유형 제한을 위한 최상의 방법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사용자 및 그룹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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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콘텐츠를 적절한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도록 사용 권한을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사용 권한 을 참조하십시오.
l 제한 사용자 표시 유형은 검색에서 사용자 식별 정보를 숨기지만 소유자 이
름으로 검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검색하는 사람에게 해당 콘텐츠에 대한

l

l
l
l

보기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가 반환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제목이 중복되는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사용자에게 해

당 제목의 통합 문서가 이미 존재한다는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 수준 보안을 적용합니다.
대시보드의 메타데이터가 사용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계산에 사용자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는지 확인합
니다(예: 사용자 필터).

전체 사용자 표시 유형 복원
관리자가 사용자 표시 유형을 전체로 다시 설정하는 경우 제한된 사용자 표시 유형
에 의해 모든 사용자에 대해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기능(예: 댓글 및 알림)은 해제
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리자는 사이트의 설정 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기능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표시 유형이 전체로 설정될 때 어떤 이전 기능 설정도 유지되지 않으며 영향
을 받는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지원 액세스 사용
Tableau Cloud 관리자는 승인된 Tableau 지원 기술자가 고객 지원 사례의 문제를 쉽
게 해결할 수 있도록 Tableau Cloud 사이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기
본적으로 이 기능은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액세스를 허용하려
면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지원 액세스를 사
용하도록 설정할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탐색 패널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다.
3. Tableau 지원 액세스 에서 Tableau 지원에서 사이트에 액세스하도록 허용 을
선택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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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Tableau 지원 기술자에게 지원 사용자 역할이 할당
되고 사이트 및 해당 콘텐츠에 대한 관리자 수준의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Tableau 지원 기술자는 이 액세스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재현할 수 있는 정보를 수
집합니다. Tableau 지원 기술자는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사이트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Tableau 지원 기술자만 지원 사용자 역할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이트 사용
자나 기존 사이트 사용자에게 이 역할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지원 사용자 역할이 할
당된 사용자는 사이트 사용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지원
사용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를 보려면 사용자 탭을 클릭합니다.

지원 액세스 사용 안 함
지원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지원 사용자 역할을 사용하여 사이트에 로
그인한 사용자가 자동으로 로그아웃됩니다. 지원 액세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
지 않으면 지원 사용자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16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지원
사용자가 소유한 모든 콘텐츠는 가장 오래 유지된 사이트 관리자에게 다시 할당됩니
다.

그룹 만들기와 그룹에 사용자 추가
Tableau Cloud 사용자를 그룹으로 구성하여 보다 간단하게 여러 사용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1. 사이트에서 그룹을 클릭한 다음 새 그룹을 클릭합니다.
2. 그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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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선택하고 그룹에 대한 최소 사이트 역할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3.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 모든 사용자 그룹이 존재합니다. 서버에 추가
되는 모든 사용자는 자동으로 모든 사용자 그룹의 멤버가 됩니다. 이 그룹은 삭
제할 수 없지만 해당 사용 권한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룹 에 사 용 자 추 가 (사 용 자 페 이 지 )
1.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클릭합니다.
2. 그룹에 추가하려는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동작 > 그룹 멤버 자격을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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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그 룹 에 사 용 자 추 가 (그 룹 페 이 지 )
1. 그룹을 클릭한 다음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2. 그룹 페이지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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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면 라이선스가 없는 특정
그룹의 사용자가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관리자의 라이선스 프로비저닝이 간소화되고 Tableau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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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역할 기능 및 최소 사이트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사의 Marketing 그룹에 100명의 직원이 있지만 25명의 멤버만 Tableau
Cloud에 액세스하면 된다고 가정합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는 어떤 25명에게
Tableau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관리자는 최소 사이트 역할이 Explorer인 Marketing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선택한 다음 100명의 Marketing 멤버 모
두를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룹에 라이선스를 프로비저닝하는 대신
Marketing 그룹에 속한 25명의 Tableau 사용자가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Explorer 라이선스가 프로비저닝됩니다. Tableau Cloud가 필요하지 않은 사용자는 로
그인하지 않는 한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로 유지됩니다.

참고: 관련 이점과 최상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기반 조직을 위한
Tableau의 계획 수립 도구인 Tableau Blueprint에서 로그인 시 역할 부여(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시 역할 부여 활성화
새 그룹이나 기존 그룹에서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라이선스가 없는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자격이 있는 사용자가 많지만 Tableau 라이선스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 단계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에서 새 그룹을 추가합니다.
l

그룹을 클릭한 다음 새 그룹을 클릭합니다.

l

그룹 이름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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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선택하고 그룹에 대한 최소 사이트 역할을 선택
합니다. 이 설정은 라이선스 및 사이트 역할이 이 Tableau Cloud 사이트
에 로그인하는 그룹 사용자에게만 프로비저닝된다는 의미입니다.

l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2.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거나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에
따라 만든 CSV 파일을 통해 사용자 가져오기를 수행하여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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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경우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사용자를 추가할
때 Google 또는 SAML 인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에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둘 이상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경우 각 주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십시
오.
예: tdavis@example.com; jjohnson@example.com; hwilson@example.com

l

해당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을 라이선스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l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이러한 라이선스가 없는 새 사용자를 새 그룹에 추가합니다.
l

그룹을 클릭한 다음 그룹 이름을 클릭합니다.

l

그룹 페이지에서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l

추가할 사용자를 선택한 다음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룹 만들기와 그룹에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로그인 시 역할 부여로 사용자 역할 수정
사용자가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는 그룹의 일부인 경우 해당 사용자 역할은
로그인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그룹에 대해 설정된 최소 사이트 역할보다 낮은 역할
로 다운그레이드하거나 라이선스 없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사
용자의 사이트 역할을 수동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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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을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라이선스를 취
소하려면 로그인 시 역할 부여를 사용하는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인증된 사용자 기준으로 부여된 라이선스
는 새 사용자에게 영구적으로 재할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역할
에서 서버 소프트웨어에 대한 액세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는 경우에만 더 낮은 수
준의 사이트 역할(라이선스 없음 포함)로 다운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역할 부여의 영향을 받는 사용자 제거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제거할 수 있습
니다. 콘텐츠를 소유한 사용자를 제거하려고 하면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라이선
스 없음으로 설정되고 모든 그룹에서 제거되지만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소유자를 제거하려면 사이트 역할 부여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그
룹에서 소유자를 제거하거나 콘텐츠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보기, 관리 또는 제거 도움말 항목의 사이트에서 사용자 제거
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인 모든 사용자 그룹이 사이트 역할 부여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콘텐츠
를 소유 한 사용자를 사이트에서 제거하거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
한 사용자를 제거하거나 라이선스를 취소하려면 콘텐츠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다시 할당한 다음 사용자를 제거하거나 라이선스를 취소합니다.
REST API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의 콘텐츠 소유권을 다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REST API 설명서에서 통합 문서 업데이트(영문)를 참조하십시오. REST
API를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제거하고 콘텐츠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ST API 설명서에서 사이트에서 사용자 제
거(영문)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콘텐츠 소유권을 다시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텐
츠 소유권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39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더 많은 라이선스 구매
Tableau 웹 스토어를 통해 추가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언제든지 Tableau Cloud 배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에 자격이 있습니까?
웹 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라이선스를 구매하려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
다.
l

고객 포털 계정 관리자

l

정부 또는 비영리 계정 아님

현재 자격이 없는 경우 영업팀에 문의하여 거래를 완료하십시오.

Tableau 웹 스 토 어 액 세 스
Tableau 웹 스토어를 통해 더 많은 라이선스를 리디렉션하고 구매하려면 다음 단계
를 완료합니다.
1. Tableau Cloud 사이트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Users(사용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Users(사용자) 페이지에서 Buy More Licenses(더 많은 라이선스 구매)를 클릭
한 다음 Go to Webstore(웹 스토어로 이동)를 클릭합니다. 별도의 브라우저 탭
에서 웹 스토어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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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bleau 계정을 사용하여 웹 스토어에 로그인합니다. 이전에 고객 포털에 인
증한 경우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추가할 Creator, Explorer 및 Viewer(뷰어) 라이선
스 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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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d to Current Deployment(현재 배포에 추가)를 클릭하고 웹 스토어의
Contact & Billing(계약 및 청구), Summary & Payment(요약 및 결제) 섹션을
계속합니다.
10분 이내에 주문 확인 및 새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새 라이선스는 결
제 직후 Tableau Cloud 사이트에 나타납니다.

콘텐츠 액세스 관리
사이트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를 관리하고 콘텐츠 소유권을 제어하
는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웹 편집, 저장 및 다운로드 액세스 설정
사이트에서 웹 작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경우 사이트에서 이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를 보다 세밀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수준에서 사이트 역
할 및 사용 권한 규칙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웹 편
집,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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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문서에서는 웹 편집 이라는 표현을 사용 권한 규칙의 기능 이름을 지정
하는 데 사용하고 서버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고 수정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나타
내기 위해서는 웹 작성 을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가 구분 없
이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 이유
관리자는 처음에 사용자가 무분별한 콘텐츠로 사이트를 채우는 것을 허용하는 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제어만 있다면 이를 제한하면서 중앙 집중식
콘텐츠 관리가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이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의 장점 및 단점

게시자 및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웹 작성이 제공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공동으로 작업하는 분석가 팀이 중앙의 위치에서 입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이 없는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통합 문서를 만들 수 있

l

습니다.
Tableau Desktop 컴퓨터 또는 VPN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컴퓨터 또는 휴대용 기

l

기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보고서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템플릿 통합 문서

l

를 사이트에 제공하면 분석가가 기존의 데이터 연결, 브랜드 및 서식을 사용하여
새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Tableau Desktop 배포 수가 줄어듭니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하는 컴퓨터 수가 줄어듭니다.
콘텐츠 관리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 작업하는 사용자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웹 편집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

분석가에게 있어서 웹 편집 기능은 Tableau Desktop 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동등

l

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개선되고 있음).
관리자는 서버에서 작업하는 사용자가 늘어나므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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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게시 지침이 없는 경우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게시된 Tableau 대시보드 및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혼란이
발생하고, 서버 성능 및 데이터 품질이 저하되고, 데이터 보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관리를 통한 콘텐츠 급증 방지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Tableau 관리
자가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수준의 콘텐츠 액세스 권한을 허용할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 한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사용자가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
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승인된 게시자만 새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작동 방식을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 리소스를 참조하십시오.
l
l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구성
Governed Self-Service at Scale(한 눈에 보는 통제된 셀프 서비스), Rupali Jain의
Tableau 백서.
PDF를 보려면 Tableau 웹 사이트 자격 증명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포럼 또는 지원 사례 제출에 사용하는 자격 증명과 동일합니다.

편집 및 저장 기능과 사이트 역할을 조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액세스
제공
사용자가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저장하고 다운로드하려면 이러한 동작을 허용하는
사이트 역할과 편집 관련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다음 기능(사용 권한 규칙
에 정의됨)이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역할 액세스
l

콘텐츠 수준에서 적절한 사용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Creator 또는 Explorer

(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에 저장 (덮어쓰기)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다운로드 가
모두 허용됩니다.
파일 > 저장은 통합 문서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사용 권한 기능이
프로젝트 및 통합 문서 수준에서 부여된 경우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웹 작성
에서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동일한 통합 문서 이름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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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 통합 문서를 덮어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콘텐츠를 덮어쓰
고 통합 문서의 소유자가 되어 콘텐츠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얻게 됩니
다.
l

Explorer 사이트 역할에 웹 편집 및 다른 이름으로 저장/다운로드 기능을 부여
할 수 있지만 이 사이트 역할은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기존 통합 문서를 덮어쓰거
나 변경 내용을 새 통합 문서에 저장할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웹 편집 및 웹 작성을 참조하십시오.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
한 구성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 게시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일부 조직의 경우 너

무 쉬울 수도 있습니다. Creator가 자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기 전에 제어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은 가치가 있는 작업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환경에서 올바른 콘텐츠를 찾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이
트를 관리형 셀프 서비스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즉, 지침과 설정을 배
치하여 게시 프로세스 중에 병목 현상 없이 정리된 콘텐츠를 안전하게 검색할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서는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를 관리형 셀프 서비스 사이트로 설정할 때 택할
수 있는 경로를 설명합니다.
1.
2.
3.
4.
5.

필요한 그룹 및 프로젝트 유형 식별
그룹 만들기
모호함을 야기하는 사용 권한을 제거하고 기본 사용 권한 패턴 설정
프로젝트 만들기
프로젝트 사용 권한 잠금

참고: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준 Tableau Visionary와 고
객의 방식을 조정하고 간소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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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계획
Tableau의 사용 권한은 그룹 또는 사용자의 콘텐츠(프로젝트, 통합 문서 등)에 적용되
는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 규칙은 특정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하
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새로 시작하든 변경을 적용하든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결정하지만 모든 환경에 권장
되는 2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l
l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합니다.
개별 사용자가 아니라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을 할당합니다.

개별 사용자 수준과 개별 콘텐츠 자산에 대해 사용 권한을 설정하면 금세 사용 권한
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폐쇄형 사용 권한 모델 사용

일반적인 사용 권한 설정용 모델은 개방형 또는 폐쇄형 입니다. 개방형 모델에서는
사용자에게 높은 수준의 액세스 권한이 제공되며 특정 기능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
다. 폐쇄형 모델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업 수행에 필요한 액세스 권한만 부여됩니다.
이 모델은 보안 전문가의 지지를 받는 모델입니다. 이 항목의 예제는 폐쇄형 모델을
따릅니다.
Tableau 사용 권한의 평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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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프로젝트 및 그룹 유형 식별
콘텐츠(프로젝트에서) 및 사용자 범주(그룹으로)를 수용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작업
은 사이트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를 설계
하면 지속적인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사용 권한 관리를 위한 단위인 동시에 탐색을 위한 구조적 프
레임워크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에게 균형 잡힌 콘텐츠 검색 방식을 제공하고 논리
적 권한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 구조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룹: 그룹을 만들기 전에 사용자가 콘텐츠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서 공통된 테마
를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어 개별 사용자에 대한 일회성 사용 권
한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을 식별해 보십시오.

예제: 프로젝트 및 그룹 구조
예를 들어 모든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회사 전체 콘텐츠와 액세스가 제
한되어야 하는 HR 콘텐츠가 있는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프로젝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Acme 기업 컨퍼런스 . 티켓 판매에 대한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 콘텐츠 전략에
대한 대시보드와 회사 컨퍼런스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이 포함됩니다.

l

직원 성취도 .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 대한 익명화된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가 포
함됩니다.

l

인적 자원 . HR 팀원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HR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가 포함
됩니다.

그룹은 사용자가 해야 하는 작업과 일치해야 합니다.
l

핵심 콘텐츠 제작자 . 이 그룹은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고 데이터 원
본에 광범위하게 액세스할 수 있지만 콘텐츠를 이동하거나 관리할 필요는 없는 사
용자를 위한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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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R 콘텐츠 제작자 . 이 그룹은 HR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고 HR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는 사용자를 위한 그룹입니다.

l

비즈니스 사용자. 이 그룹은 핵심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어
야 하지만 HR 콘텐츠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는 사용자를 위한 그룹입니다.

l

HR 사용자 . 이 그룹은 HR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지만 콘텐츠
를 만들거나 게시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를 위한 그룹입니다.

l

핵심 프로젝트 리더 . 이 그룹은 HR이 아닌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리더 지위를 받
아야 하는 사용자를 위한 그룹입니다.

사이트 역할 고려

사용 권한은 그룹 또는 사용자가 아니라 콘텐츠에 연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즉, 그룹에 개별적으로 탐색 권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및 콘텐츠에
대한 탐색 권한을 그룹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역할은 특정 사용자에
게 제공되며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사용 권한을 정의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이선스, 사이트 역할 및 사용 권한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사이트 역
할 및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만들기
필요한 항목을 식별하는 즉시 그룹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을 수 있지만 특정 순서
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가 올바르게 구성되기 전까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다음 섹션 참조). 기본 프로젝트는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템플릿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룹: 그룹을 사용하여 사용 권한 규칙을 작성하려면 먼저 그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룹 만들기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룹을 사용하여 사용자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그룹에 사용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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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여러 그룹과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용 권한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다소 번거로
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이후 업데이트를 위해 반복 가능하
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REST API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
다. 단일 프로젝트 또는 그룹의 추가나 삭제, 사용자 추가와 같은 작업에는 tabcmd
명령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권한 설정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그룹의 멤버십

HR 콘텐츠 제작자 및 HR 사용자 그룹의 사용자를 비즈니스 사용자 그룹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콘텐츠에 대해 비즈니스 사용자 대비 핵심 콘텐
츠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을 할당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에서는 HR
사용자를 함께 거부하지 않는 한 인적 자원 폴더에 대한 비즈니스 사용자 그룹의 어
떠한 기능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비즈니스 사용자 그룹은 지정하지 않은 채
로 남겨두어야 하고 특정 HR 콘텐츠 제작자 및 HR 사용자 그룹에는 해당하는 기능
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Tableau 사용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사용자 그룹에 특정 기
능이 거부된 경우 이 거부로 인해 두 그룹의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사용 권한 규
칙이 재정의됩니다.

그룹 멤버십의 할당 방법을 결정할 때는 사용 권한 규칙이 평가되는 방법을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모호함을 야기하는 사용 권한을 제거하고 기본 사용 권한 패턴 설
정
모든 사이트에는 모든 사용자 그룹과 기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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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 그룹: 사이트에 추가되는 모든 사용자는 자동으로 모든 사용자 그룹의
멤버가 됩니다. 여러 그룹에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면 모
든 사용자 그룹에서 사용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본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는 해당 사이트의 새 프로젝트에 대한 템플릿으로 사
용됩니다. 모든 새로운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는 기본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규칙을
사용합니다. 기본 프로젝트에서 기준 사용 권한 패턴을 설정하면 예측 가능한 지점
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프로젝트는 기본 프로젝트가 아니
라 상위 프로젝트에서 사용 권한 규칙을 상속합니다. )
기본 프로젝트의 모든 사용자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 제거
1. 탐색 을 선택하여 사이트의 최상위 프로젝트를 표시합니다.
2. 기본 프로젝트의 동작 (…) 메뉴에서 사용 권한 을 선택합니다.
3. 모든 사용자 그룹 이름 옆에 있는 …을 선택한 다음 규칙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고
충돌하는 사용 권한이 모든 사용자에게 할당되지 않습니다. 여러 규칙을 평가하여
유효 사용 권한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
시오.
사용 권한 규칙 만들기

이제 기본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권한 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
은 모든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에 상속됩니다. 기본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규칙을
비워두고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개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용 권한 규칙이 있는 경우 기본
프로젝트에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는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탭이 포함됩니다. 각 콘
텐츠 유형에 대한 사용 권한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참고로, 기능은 사용자가 명시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기능을 지정되지 않음 상태로 그대
로 두면 기능이 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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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들 때마다 모든 콘텐츠 유형 탭을 살펴보
십시오.
원하는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듭니다.
1.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여 그룹 이름을 검색합니다.
2. 각 탭의 드롭다운에서 기존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기능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규
칙을 만듭니다.

3.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 권한 규칙 템플릿을 사용하여 핵심 콘텐츠
제작자에게 게시 권한을 제공하고 다른 사용자에게는 통합 문서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룹

핵심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통합 문

데이터 원

(기 타 콘 텐

서

본

츠)

게시

게시

게시

보기

HR 콘 텐 츠 제 작 자

보기

탐색

보기

없음

비즈니스 사용자

보기

탐색

보기

없음

HR 사 용 자

보기

탐색

보기

없음

프로젝트 리더로 설

해당 없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정

음

자

핵심 프로젝트 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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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패턴은 폐쇄형 모델을 따르며 대부분의 사용자에 대한 사용 권한을 대부분의 콘
텐츠에 대해 기본적인 사용으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이러한 규칙이 기본적으로 상속되지만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사용 권한을 제거하고 자체
패턴을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및 사용 권한 조정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템플릿으로 기본 프로젝트를 설정한 후에는 나머지 프로젝트
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프로젝트에 대해 기본 사용 권한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
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1. 탐색 을 선택하여 사이트의 최상위 프로젝트를 표시합니다.
2. 새로 만들기 드롭다운에서 프로젝트 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하고 원하는 경우 설명을 제공합니다.
설명은 명명 규칙을 설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구조는
<DepartmentPrefix><Team> - <ContentUse>와 같을 수 있습니다(예: DevOps - 모니터
링).
설명은 프로젝트 축소판을 마우스오버할 때와 프로젝트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됩
니다. 좋은 설명은 사용자가 올바른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필요에 따라 사용 권한을 조정 합니다.
a. 새 프로젝트를 엽니다.
b. 동작 메뉴(...)에서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c. 원하는 대로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합니다. 모든 콘텐츠 탭을 확인해야 합

니다 .

콘텐츠 사용 권한 잠그기
사용 권한 규칙에 더해 프로젝트에는 콘텐츠 사용 권한 설정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잠김(권장) 또는 사용자 지정 가능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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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잠그면 일관성을 유지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콘텐츠에 균일한 사용 권
한(콘텐츠 유형별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에서는 권
한이 있는 사용자가 콘텐츠 부분에 개별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콘텐츠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사용 권한 설정과 관계없이 사용 권한은 항상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가능한 프로젝트 구조
일부 조직에서는 특정 용도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제 프로젝트와 해당하는 용도입니다. 이 템플릿은 예제 템플릿이므로 항상 환경
에서 구성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각 콘텐츠 유형의 사용 권한 규칙 템플릿에 포함되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
용 권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예제: 특정 용도의 사용 권한 설정
서버의 개방형 협업용 공유 통합 문서

부서의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 개발 중에 개방형 협업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
다. 동료들은 서버의 웹 편집을 사용하여 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샌드박스, 준비 등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웹 편집, 저장, 다운로
드 등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사례에서는 협업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뿐 아니라, Tableau Desktop을 사용
하지 않는 사용자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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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프로젝트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기 타 콘 텐 츠 )

데이터 스튜어드

게시

게시

게시

TBD

분석가

게시

게시

탐색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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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용자

게시

게시

탐색

TBD

게시 템플릿의 일부 기능(예: 덮어쓰기)은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이 허용되는 경우라
도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TBD"는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사용 권한 규칙이 쉽게 결정되지 않지만 설
정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에 적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편집할 수 없는 공유 보고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사용자(분석가 및 데이터 스튜어드)가 작업 내용
을 "차용"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을 신뢰하며 비즈니스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콘텐츠
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게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유형에서는 데이터 편집이나 재사용을 위해 데이터를 서버 외부로
가져오도록 허용하는 모든 기능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보기 기능은 허용합니다.
그룹

프로젝트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기 타 콘 텐 츠 )

데이터 스튜어드

게시

TBD

게시

TBD

분석가

게시

게시

보기

TBD

비즈니스 사용자

보기

보기

없음

없음

분석가가 연결해야 하는 검증된 데이터 원본

데이터 스튜어드는 모든 데이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이터 원본을 여기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 원본은 조직의 데이터 "출처"가 됩니다. 이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리더는 이러한 데이터 원본이 검색 결과에서 더 높은 순위에 표시되
고 권장 데이터 원본에 포함되도록 인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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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있는 분석가가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 원본에 통합 문서를 연결할 수는 있도
록 하되 데이터 원본을 다운로드하거나 편집하지는 못하도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비즈니스 사용자 그룹에 대해서는 보기 기능을 거부합니다. 즉, 해당 그룹
의 사용자에게는 이 프로젝트 자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룹

프로젝트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기 타 콘 텐 츠 )

데이터 스튜어드

게시

TBD

게시

TBD

분석가

보기

없음

보기

없음

비즈니스 사용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비활성 콘텐츠

사이트의 관리 뷰에 표시되는 통합 문서와 데이터 원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격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콘텐츠가 서버에서 제공될 때까지의
시간 제한을 콘텐츠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별로 이러한 시간 제한을 제공할 수도 있고, 작업 중인 프로젝트에서 콘텐츠를
바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활성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제
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룹

프로젝트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기 타 콘 텐 츠 )

데이터 스튜어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분석가

보기

보기

TBD

TBD

비즈니스 사용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통합 문서 템플릿용 원본

사용자는 콘텐츠를 이 프로젝트에서 다운로드할 수는 있지만 이 프로젝트에 게시
하거나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인증된 게시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가 템플릿 통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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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제공합니다. 조직에서 승인한 글꼴, 색상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데이터 연
결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이 있으면 작성자의 작업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보고서 모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룹

프로젝

통합 문서

트
권한이 있는 작

데이터

(기 타 콘

원본

텐츠)

게시

게시

게시

TBD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보기

템플릿 : 탐색

보기

없음

없음

없음

성자
데이터 스튜어
드
분석가

+

기능 :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
사본 저장
비즈니스 사용

없음

없음

자

다음 단계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외의 기타 데이터 거버넌스 테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
됩니다.
사용자 교육

모든 Tableau 사용자가 유능한 데이터 스튜어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
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에서는 Tableau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 세션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이트 사용법을 교육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대시보드 기반 사용자 지정
포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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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및 데이터 인증 관련 팁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l

통합 문서 게시 준비(Tableau 도움말 링크)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모범 사례(Tableau 도움말 링크)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 작업 최적화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추출 새로 고침 및 구독 일정에서 사이트의 리소스
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이러한 일정에 적용되는 정책을 만듭니다. Wells
Fargo 및 Sprint에서 제공하는 TC 고객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
명합니다. 또한 성능 조정 아래의 항목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항목을 참조하여 사용자가 추출을 새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십시오.
l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l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 확장

모니터링
관리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성능과 콘텐츠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관리 뷰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려는 Tableau Desktop 사용자는 게시할

프로젝트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질문 렌즈 및 중첩된 프로젝트와 같은
콘텐츠에 대한 탐색, 구성 및 액세스 관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웹 작성 환경에서 최상위 운영 프로젝트에 포함된 콘텐츠를 보여 줍
니다. 운영 프로젝트에는 몇 가지 중첩된 프로젝트(하이라이트됨)와 게시된 통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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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데이터 원본 및 흐름과 같은 다른 콘텐츠 유
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유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Tableau Cloud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위한 확
장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관리자는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사이트 또는 서버 설정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를 부
여하지 않고도 콘텐츠 작업을 보다 긴밀하게 수행하는 프로젝트 리더에게 콘텐츠
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젝트 리더는 최상위 프로젝트 아래에 중첩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으며
팀의 콘텐츠를 단일 계층 구조 내에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프로젝트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셀프 서비스 사용자가 사이트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Tableau Cloud 사이트를 영역으로 분리하여 이러한 영
역에 게시된 데이터의 사용 방법 또는 프로젝트의 Tableau 사용자 그룹을 기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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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준으로 사용자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그룹에서 프로젝트를 숨기고, 구분 가능한
프로젝트 명명 체계를 만들고, 프로젝트 설명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사용

l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사용 권한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l 그룹의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액세스 수준에 따라 그룹을 만들고 프로
젝트에 대한 기본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용
자가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새 프
로젝트를 만들 때 모든 사용자가 갖게 되는 기능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층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예제)

조직에는 고유한 우선 순위와 리더가 있는 다수의 구분된 Tableau 사용자 그룹이 있
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조직 전체 콘텐츠 일부를 공유하거나 조직 전체 데이터 원본
풀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해당 팀에 관련된 데이터 및 보고서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
한 시나리오에서 프로젝트 계층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또는 서버 관리자는 구분된 각 Tableau 팀에 대한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각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리더 상태를 팀 리더에게 할당하고 프로젝
트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프로젝트 리더는 실질적으로 콘텐츠 관리자이므로
Tableau에서 사용 권한이 작동하는 원리와 Tableau 콘텐츠 관리 모범 사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각 프로젝트 리더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내에 팀에 적
합한 구조를 만듭니다. 즉, 팀 멤버가 협업하고 데이터 및 보고서를 공유하는 방식
에 따라 필요한 하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시스템 상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용자
에게 제공되는 이점은 Tableau 및 데이터 작업을 위한 모범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사
용자를 통해 팀의 작업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사용 권한 변경 또는 프로젝트 추가 같
은 작업에 대한 IT 요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준 관리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로 사용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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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프로젝트로 콘텐츠 이동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메트릭과 같은 Tableau 콘텐츠는 프로젝트에 위치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10월 버전부터 외부 자산(데이
터베이스 및 테이블)도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서버 및 사이트 관리자는 사
이트의 최상위 수준 프로젝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게시된 콘텐츠를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
로젝트 리더는 하위 프로젝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리더 액세스
권한이 있는 프로젝트 간에서 콘텐츠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동하는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관련 콘텐츠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l

프로젝트의 개념과 언제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
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
십시오.

l

프로젝트 계층을 만들기 전에 사용 권한을 숙지하십시오.

l

전체 프로젝트 리더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는 특정 사이트 역할을 확인하려면
프로젝트 수준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최상위 또는 하위(중첩) 프로젝트 추가

1. 관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탐색을 선택
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새로 만들기 >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를 만듭니
다(관리자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l

하위 프로젝트를 만들 프로젝트를 찾아서 연 다음 새로 만들기 > 프로젝
트를 선택합니다. 하위 프로젝트를 찾을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 탐색 옆
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오른쪽 위에 있는 필
터를 사용합니다.

2.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 및 설명을 입력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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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설명에 서식 및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문을 보려면 서
식 지정 힌트 표시를 선택합니다.

참고: 나중에 프로젝트 설명을 편집하려면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열고 프
로젝트 이름 옆에 있는 정보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편집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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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1. 탐색 섹션에서 이동하려는 자산을 찾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필터를 사용하
여 검색하거나 프로젝트 계층 구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2. 통합 문서의 작업(…) 메뉴에서 이동을 선택합니다.
3. 통합 문서의 새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콘텐츠 이동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를 이동하면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와 자산을 비롯한 포함된 모든
항목이 이동됩니다.
프로젝트 이동이 사용 권한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를 이동할 때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은 새 프로젝트 환경에 맞게 조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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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상 프로젝트 계층 구조가 잠김 상태이면 이전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제
거되고 대상 계층 구조의 최상위 수준에 설정된 사용 권한에 따라 새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l

대상 프로젝트 계층 구조가 사용자 지정 가능 상태이면 이전에 암시적으로 부
여된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제거되고 명시적으로 설정된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유지되며 대상 계층 구조의 최상위 수준에 설정된 사용 권한에 따
라 새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프로젝트 및 자산을 이동하면 사용 권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삭제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프로젝트의 모든 Tableau 콘텐츠도 사이트에서 삭제됩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콘텐츠는 남겨 두려는 경우 콘텐츠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한 다음 프로젝트를 삭제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과 같은 외부 자산은 삭제되지는 않고 프로젝트에서 제거
됩니다. 이들은 외부 자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
l

프로젝트 삭제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l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프로젝트의 하위 프로젝트와 콘텐츠를 비롯한 모든 콘
텐츠가 삭제됩니다.

l

기본 프로젝트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1. 탐색 섹션에서 제거하려는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프로젝트를 찾을 위치를 잘
모르는 경우 탐색 옆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오른
쪽 위에 있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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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작업(…)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합니다.
3. 프로젝트를 삭제하도록 확인합니다.
자산 이동에 필요한 요구 사항

자산 이동은 실질적으로 한 프로젝트에서 자산을 제거하고 다른 프로젝트에 게시하
는 것과 같습니다. 관리자가 아닌 경우 원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용 권한이 대상 프
로젝트에 필요한 사용 권한과 다릅니다.
필요한 사이트 역할

자산을 이동하려면 사용자에게 다음 사이트 역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l

서버 관리자(Tableau Server만 해당)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l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서버 관리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는 추가 기능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동하는 대상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용 권한

비관리자 사용자는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 사용 권한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동하는 원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용 권한

비관리 사용자인 경우
l

프로젝트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또는 원래 프로젝트의 콘텐츠 소유자여야 합
니다.
또는

l

콘텐츠에 대한 이동 사용 권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또는 데이터 원본인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여야 함). 테이블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할 때는 데이
터베이스 및 테이블 모두에 대한 이동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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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이미지 추가
Tableau Cloud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쉽게 구분하고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찾기
쉽게 하려면 축소판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다음 요
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l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 네트워크
디렉터리 및 관련 프로토콜(UNC, SMB, AFP, NFS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

l

젝트 이미지에 대한 HTTP 프로토콜은 Google Chrom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는 대상 이미지에 대해 “읽기 전용” 이상의 사
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l

이미지는 공통 인터넷 형식인 jpg, png 또는 gif여야 합니다.

프로젝트 이미지 설정

1.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액세스 권한이 있는 최상위 프로젝
트 목록에서 업데이트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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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에서는 통계 프로젝트 폴더에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하위 프로젝트를 찾는 위치를 모를 경우 탐색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2. 세부 정보 아이콘(i)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세부 정보 대화 상자를 연 후 편집을
클릭합니다.

3. 선택적으로 정보 필드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Global and US statistics(글로벌 및 미국 통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
트 설명 끝에서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URL을 추가합니다.
!http://www.example.com/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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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지정 힌트 표시를 선택하여 설명 텍스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확인
합니다.

참고: 프로젝트 설명에 포함된 이미지는 크기를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권장 크기는 (300 x 184 픽셀)입니다. 300 x 184 픽셀이 아
닌 이미지는 축소판의 너비에 맞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잘릴 수 있습
니다. 또한 프로젝트 설명 끝에 추가해야 하며 !(느낌표)로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축소판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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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도록 허
용
사용 권한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합 문서, 뷰 또는 프로젝트 내 콘텐츠에 대한 보기 액
세스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존 사이트 사용자가 액세스 권한이 없는
콘텐츠 또는 프로젝트를 클릭한 경우 액세스 요청을 선택하여 해당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소유자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액세스를 요청하면 해당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소유자(프로젝트
또는 통합 문서 수준 소유자)가 요청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요청된 콘텐츠 또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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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 및 요청된 항목의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프로젝트 또는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통합 문서에 대해 액세스를 요청하고 콘텐츠 사용 권한은 프로
젝트 수준에서 잠겨 있는 경우 프로젝트 소유자가 요청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사
용자가 통합 문서에 대해 액세스를 요청하고 프로젝트 사용 권한은 통합 문서 소유
자가 관리하는 경우 통합 문서 소유자가 요청을 받습니다.
사용 권한을 부여한 후 소유자는 요청자에게 프로젝트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보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액세스 요청 설정은 새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1. 사이트에 대한 설정 페이지의 일반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일반 탭에서 액세스 요청까지 아래로 스크롤한 후 사용자가 프로젝트, 통합 문서
및 뷰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3. 저장 을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사용 권한 구성
프로젝트의 콘텐츠 사용 권한을 조정하여 액세스 요청을 받을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사용 권한이 다음과 같은 경우:
l

프로젝트에 대해 잠김: 프로젝트 소유자가 요청을 받습니다.

l

소유자에 의해 관리됨: 통합 문서 소유자가 요청을 받습니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를 관리하려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
세스 관리 및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 규칙이 평가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사용 권한 규칙
평가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사용 권한 변경
관리자 및 프로젝트 리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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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준에서 프로젝트 자체 및 프로젝트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이 프로젝트 수준에서 구성된 경
우 해당 프로젝트에 게시된 모든 통합 문서는 이러한 기본 사용 권한을 상속합니다.
그러나 Creator가 게시하는 동안 사용 권한을 변경하도록 선택하거나 특정 사용자가
게시된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을 적용하려면 프로젝트의 콘텐츠 사용 권한을 잠글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자산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1.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는 2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위쪽에 사용 권한 규칙 영역
이 있고 아래쪽에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 영역이 있습니다. 탭을 사용하여 콘텐
츠 유형 간을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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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행을 선택하면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가 채워집니다. 이 그리드를 사
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기능 표시기를 마우스오버하면 특정 사용자
에 대해 기능이 허용되거나 거부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3.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려면 규칙을 선택하고 기능 상자를 클릭하여 허용/거
부/지정되지 않음 사이를 전환합니다.
4. 새 규칙을 만들려면
a.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선택합니다.
b. 드롭다운 상자에서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 권한 규칙
을 구성할 수 있는 행이 생성됩니다.
5.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행에서
a. 각 콘텐츠 유형 탭의 드롭다운 상자에서 기존 사용 권한 역할 템플릿을 선택
합니다.

b. 또는 콘텐츠 유형 탭으로 이동하고 기능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을 만
들 수 있습니다. 한 번 클릭하면 기능이 허용 으로 설정되고 두 번 클릭하면

거부 로 설정되며 세 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지정되지 않음 )됩니다.
6.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콘텐츠 사용 권한 변경
관리자 , 프로젝트 리더 및 콘텐츠 소유자인 경우
프로젝트 사용 권한이 잠겨 있지 않으면 개별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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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Tableau 사이트 내의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단계는 소유자가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프로젝트의 콘텐츠에만 적용됩니다.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1. 콘텐츠(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흐름, 데이터 역할)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는 2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위쪽에 사용 권한 규칙 영역
이 있고 아래쪽에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 영역이 있습니다.

상부에서 행을 선택하면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가 채워집니다. 이 그리드를 사
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기능 사각형을 마우스오버하면 특정 사용자
에 대해 기능이 허용되거나 거부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3.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려면 해당 행의 동작 메뉴(...)를 열고 편집 을 클릭합
니다.
4. 새 규칙을 만들려면
a. + 사용자 또는 그룹 규칙 추가 를 선택합니다.
b. 필요한 경우 오른쪽의 드롭다운 상자를 사용하여 그룹과 사용자 간을 전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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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드롭다운 상자에서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용 권한 규칙
을 구성할 수 있는 행이 생성됩니다.
5. 사용 권한 규칙 행에 있는 드롭다운 상자에서 기존 사용 권한 역할 템플릿을 선택
하거나 기능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을 만듭니다.
한 번 클릭하면 기능이 허용으로 설정되고 두 번 클릭하면 거부로 설정되며 세
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지정되지 않음)됩니다.
6.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일부 경우 뷰를 포함하는 통합 문서와 독립적으로 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게시된 통합 문
서 내의 뷰로 이동한 다음 위 단계를 따르십시오.
경고: 통합 문서 내에서 뷰 수준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가급적 프로젝트(또
는 통합 문서)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뷰가 사용 권한을 상
속하려면 프로젝트가 잠겨 있거나 통합 문서가 탭으로 시트 표시 상태로 게시되어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사용자가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도록 허
용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
사용 권한은 사용자가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과 같은 콘텐츠와 상호 작용할 수 있
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사용 권한은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서 또는 REST API를 통해
설정합니다. 대화 상자 맨 위에 있는 사용 권한 규칙은 그룹 또는 사용자에 대한 기
능을 구성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용 권한 그리드에는 사용자의 유효 사용 권한이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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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한의 개념과 설정 및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상호 관련된 여러 항목이 있습니
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이 항목 - 기본 사항, 프로젝트 및 기타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하는 방
법,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 권한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l

l

l

l

사용 권한 기능 및 템플릿 - 사용 권한 규칙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프로젝트로 사용 권한 관리 -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과 중
첩 및 잠긴 프로젝트가 사용 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유효 사용 권한 - 사용 권한 규칙이 평가되는 방법과 최종 사용 권한이 결정되는 방
법을 설명합니다.
사용 권한, 사이트 역할 및 라이선스 -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권한이 사이트 역할 및 라이선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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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외부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에 추가적
인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
오.

사용 권한 기본 사항
프로젝트 및 그룹
Tableau 사이트에서는 프로젝트 를 사용하여 콘텐츠를 구성하고 그룹 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하면 사용 권한 관리가 더
쉽습니다.
l

개별 콘텐츠 대신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합니다.

l

개별 사용자 대신 그룹에 대해 설정합니다.

사용 권한은 이미 존재하는 사용자, 그룹 또는 자산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만들기, 프로젝트 만들기 및 콘텐츠 게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자 및 그룹 관리,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 및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및 사용 권한 규칙
사용 권한은 콘텐츠 보기, 웹 편집, 데이터 원본 다운로드, 콘텐츠 삭제 등과 같은 작
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 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권한 규칙 은 사용자 또는
그룹에게 자산에 대해 어떤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지를 설정합니다.
기능 및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기능 및 템플릿을 참조하십
시오.

참고: 일반적으로 사용 권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자에게 삭제 사용 권한 이
있어야 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넓은 맥락에
서 이해하기 쉽지만 이 문서와 같이 기술적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다룰 때에
는 "삭제 기능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보다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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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인 기능 을 사용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를 사용 권한 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기능 아이콘 및 의미에 대한 분류는 사용 권한 기능 및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수준, 사이트 역할 및 잠재적으로 여러 사용 권한 규칙 간의 상호 작용이 사
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를 각 사용자의 유효 사용 권한 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
하십시오.
브라우저에서 새 통합 문서를 만들거나(웹 작성) 콘텐츠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일부
작업은 단일 기능으로 표현할 수 없으며 여러 기능의 특정 구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 설정
사용 권한 규칙은 프로젝트 수준, 콘텐츠 수준 또는 Tableau Desktop에서 콘텐츠를 게
시할 때 다르게 설정됩니다.

참고: "프로젝트 사용 권한"이라는 문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
로젝트 자체에 사용자가 프로젝트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보기 및 게시)을
제어하는 사용 권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콘텐츠 유형에는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 규칙 개념이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은 프로
젝트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서 구성된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기타 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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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특정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등에 설
정할 수 있는 “콘텐츠 수준” 사용 권한 규칙과 다릅니다.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
관리자 , 프로젝트 소유자 및 프로젝트 리더의 경우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1.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는 2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
니다. 위쪽에 사용 권한 규칙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 영
역이 있습니다. 각 콘텐츠 유형에는 탭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는 통합
문서 탭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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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행을 선택하면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가 채워집니다. 이 그리드를 사
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마우스오버하면 특정 사용자에 대해 기능이
허용되거나 거부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3.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려면 해당 콘텐츠 유형에 대한 적절한 탭을 선택한 다
음 기능을 클릭합니다.
4. 규칙을 만들려면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여 그룹 또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각 탭에 대해 드롭다운 상자에서 기존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기능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을 만듭니다.
한 번 클릭하면 기능이 허용으로 설정되고 두 번 클릭하면 거부로 설정되며 세
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지정되지 않음)됩니다.
5.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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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콘텐츠 유형에 대한 프로젝트 사용 권한 설정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는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탭이 포함됩니다. 각 콘
텐츠 유형에 대한 사용 권한을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
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액세스가 거부됩니다. 기능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기능을 지정되지 않음 상태로 그대로
두면 기능이 거부됩니다.
팁: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들 때마다 모든 콘텐츠 유형 탭을 살펴보
십시오.
자산 사용 권한 설정 구성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은 해당 프로젝트와 포함된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에 저장된 콘텐츠의 기본 사용 권한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프로젝
트 수준 기본 규칙이 균일하게 유지되는지 편집 가능한지 여부는 자산 사용 권한 설
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설정은 잠김 또는 사용자 지정 가능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수준 사용 권한
관리자 , 프로젝트 리더 및 콘텐츠 소유자인 경우
프로젝트 자산 사용 권한이 사용자 지정 가능한 경우 개별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잠긴 프로젝트의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자산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오.
팁: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개별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
만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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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1. 자산(예: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 대화 상자는 2개의 주요 영역으로 구성됩
니다. 위쪽에 사용 권한 규칙 영역이 있고 아래쪽에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 영역
이 있습니다. (상단에 탭이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자산 수준 사용 권한 대
화 상자에는 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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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 행을 선택하면 유효 사용 권한 그리드가 채워집니다. 이 그리드를 사
용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기능 사각형을 마우스오버하면 특정 사용자
에 대해 기능이 허용되거나 거부된 이유를 설명하는 정보가 나타납니다.
3.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려면 기능을 클릭합니다.
4. 규칙을 만들려면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여 그룹 또
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드롭다운에서 기존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기능을 클릭하
여 사용자 지정 규칙을 만듭니다.
한 번 클릭하면 기능이 허용으로 설정되고 두 번 클릭하면 거부로 설정되며 세
번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지정되지 않음)됩니다.
5.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 을 클릭합니다.
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팁: 통합 문서 내에서 뷰 수준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만 프로젝트 수준 또는 필
요한 경우 통합 문서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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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서가 탭으로 시트 표시를 선택하여 게시되면 해당 통합 문서의 뷰는 통합 문
서에 설정된 모든 사용 권한을 상속합니다. 뷰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는 읽기 전용이
됩니다.
일부 경우 뷰를 포함하는 통합 문서와 독립적으로 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가 탭으로 시트 표시를 선택하지 않고(시트 탭이
숨겨짐) 게시되면 뷰는 통합 문서 사용 권한으로 시작되지만 이후부터 독립적으로
관리되어 별도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통합 문서의 사용 권한 규칙이
수정되는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이 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뷰의 사용 권한을 개별
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트 탭 표시 또는 숨기기를 참조하십시오.

게시 시 사용 권한 설정
콘텐츠 게시자의 경우
프로젝트 자산 사용 권한이 사용자 지정 가능한 경우 Tableau Desktop에서 게시할 때
개별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잠긴 프로젝트의 콘
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 사용 권한 잠그기를 참조하십시
오.
팁: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개별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지
만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게시 대화 상자에서 사용 권한 에 대한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편집 링크를 사용할 수 없으면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잠겨 있는 것이며 프로
젝트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또는 관리자가 아닌 한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 권한 추가/편집 대화 상자에는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이 표시됩니다. 추가 를 클
릭하여 사용 권한 규칙을 추가하거나 편집 을 클릭하여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
합니다.
a. 왼쪽 패널에서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그룹을 확장하여 그룹에 포함
된 사용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b. 오른쪽 패널 상단에 있는 선택기를 사용하여 기존 템플릿을 선택하거나 라디
오 단추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규칙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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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대화 상자에서 유효 사용 권한을 검사할 수 없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3. 작업을 마쳤으면 확인 을 클릭하고 게시를 다시 시작합니다.

참고: Tableau Prep Builder에서 게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흐름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 또
는 콘텐츠 수준 사용 권한의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사용자 그룹 정리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에 대한 기본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 그
룹에 추가됩니다. 고유한 사용 권한 규칙을 작성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전체 규칙을 삭제하거나 모든 사용자의 규칙을 편집하여 모든 사용 권한을 제거(사
용 권한 역할 템플릿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된 사용
자에게 적용되는 규칙의 수를 줄여 유효 사용 권한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므
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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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특정 동작에는 사용 권한 기능과 사이트 역할(가능한 경우)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다
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시나리오와 해당 시나리오에 필요한 사용 권한 구성입니다.
저장, 게시 및 덮어쓰기

사용 권한의 맥락에서 저장은 근본적으로 게시입니다. 따라서 덮어쓰기 및 복사본
저장 기능은 게시가 허용되는 사이트 역할(관리자,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plorer 또는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은
게시, 덮어쓰기 또는 복사본 저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l

프로젝트의 게시 기능은 사용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
용합니다.

l

l

덮어쓰기 기능은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를 덮어써 저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콘텐
츠를 덮어써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의 소유자가 됩니다. 덮어쓰기 기
능은 사용자가 기존 콘텐츠의 사소한 측면(예: 메트릭 설명 또는 데이터 역할의 동
의어)을 편집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 방식으로 기존 콘텐츠를 편집하는 경우 콘텐
츠 소유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복사본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콘텐츠의 새로운 복사본을 저장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능은 대개 웹 작성에서 수행되며 사용자가 수정본을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
니다.

모든 콘텐츠는 프로젝트에 게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
한 게시 기능이 없는 한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준에서 게시 기능이 없으면 콘텐츠를 게시할 수 없습
니다.
웹 편집에서 파일 메뉴의 저장 옵션은 콘텐츠 소유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덮어쓰기 기능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고 통합 문서 이름을 정확히 동일
한 이름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 콘텐츠를 덮어쓰려고 한다는 경고 메시
지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복사본 저장 기능만 있는 사용자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
려고 하면 기존 콘텐츠를 덮어쓸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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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콘텐츠를 덮어쓰는 경우 관련된 모든 사용 권한을
가진 소유자가 됩니다. 원래 소유자의 콘텐츠 액세스 권한은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로서, 사용 권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참고: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은 통합 문서를 위한 결합 기능입니다.
Explorer에게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Explorer는 복사본 저장을 사용할 수 없
고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만 있습니다. Explorer(게시 가능), Creator 또는 관
리자 사이트 역할에 이 기능을 부여하면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기능과 복사
본을 저장하는 기능이 모두 부여됩니다.

웹 편집 및 웹 작성

웹 편집 및 웹 작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직접 통합 문서를 편집하거
나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기능을 웹 편집 이라고 하고 사이트 설정을 웹 작성 이라고 합니다. 이 섹션
에서는 모든 웹 기반 편집 또는 게시 동작을 웹 작성 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

l

사용자 사이트 역할 : 사용자에게 적절한 사이트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l Viewer(뷰어)는 웹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l Explorer는 웹 편집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게시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Explorer는 웹 편집을 사용하여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질문에 답
할 수 있지만 편집 내용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l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는 게시할 수 있지만 이미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Creator,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및 서버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고 만
들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기능 : 사용자에게 원하는 기능에 따라 필요한 사용 권한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사용 권한 기능 설정
원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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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로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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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용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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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허

용

거
부

허

선택 사
용
허
용

허
용

능)
웹 작성 및 콘텐츠 저

Explorer

장(덮어쓰기)

(게시 가

허
용

허

허

용

용

선택 사

선택 사

항

항

허
용

허
용

능)
새 데이터가 있는 웹

허

Creator

작성 및 새 콘텐츠 저

용

허
용

선택 사
항

장

선택 사항은 해당 기능이 원하는 기능과 관련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게시된 Tableau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Tableau 사이트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는 기본 인증과 Tableau 환경에 포함된 사용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Tableau 사이트에 게시될 때 게시자는 데이터 원본 자격 증명이 처리
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게시된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자격 증명 설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하거나 Google Sheets에 자
격 증명을 입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은 해당 데이터를 유지하는 기술
에 의해 제어됩니다. 인증은 데이터 원본이 게시될 때 내장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격 증명을 묻도록 데이터 원본 게시자가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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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의 컨텍스트에서 사용자에게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보기 및 연결 기능을 허
용하거나 거부하는 데이터 원본 기능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Tableau의 다른 사
용 권한과 마찬가지로 설정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를 게시할 때 작성자는 통합 문서를 사용
하는 사용자에 대해 Tableau 인증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통합 문서 액세스 권한을 암호 내장(데이터 원본에 대한
작성자의 연결 액세스 권한 사용)으로 설정하거나 사용자에게 확인(통합 문서를 보
는 사용자의 연결 액세스 권한 사용)으로 설정합니다. 후자의 경우 데이터 원본 인증
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l

통합 문서가 암호 내장 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통합 문서를 보는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작성자의 액세스 권한에 따라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l

통합 문서가 사용자에게 확인 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데이터 원본에 대해 Tableau
가 제어하는 액세스 권한을 확인합니다. 통합 문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게시된 데
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기능이 있어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
본도 사용자에게 확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Viewer(뷰어)는 데이터 원본 자체에 대
한 자격 증명도 입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데이터에 대

통합 문서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데이터 액세스가

에 대한 통합

한 데이터

평가되는 방식

문서 인증

원본 인증

암호 내장

암호 내장

사용자가 통합 문서 작성자인 것처럼 데이터가 표시됩
니다.

암호 내장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통합 문서 작성자인 것처럼 데이터가 표시됩

확인

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작성자에게 데이터 원본 인증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사용자에게

암호 내장

확인

사용자에게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고유한 연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사용자에게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고유한 연결

확인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하며 기초 데이터에 대한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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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웹 편집이 아닌 통합 문서 사용에 적용됩니다. 웹 편집을 하려면 사용자에게
고유한 연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와 같은 Tableau 콘텐츠를 게시할
때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가상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이동

항목을 이동하려면 동작 메뉴(...)를 열고 이동을 클릭합니다. 항목의 새 프로젝트를
선택한 다음 자산 이동을 클릭합니다. 이동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 가능한 대상 프
로젝트가 없는 경우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십시오.
l
l

관리자는 항상 자산 및 프로젝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와 프로젝트 소유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간에서 자산 및 중첩된 프로
젝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l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최상위 프로젝트가 되는 위치로 이동할

l

수 없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자산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l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
l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 권한(보기 및 게시 기능)

l

콘텐츠 소유자 또는 통합 문서 및 흐름에 대한 이동 기능이 있는 사용자

테이블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이동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모두에 대한 이
동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및 프로젝트 이동 시 사용 권한의 처리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및 콘텐츠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메트릭은 게시된 통합 문서의 뷰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용자는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메트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입니다.

l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 기능이 있습니다.

l

관련 통합 문서에 대한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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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 및 메트릭에 대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1.3 이전에 뷰의 메트릭 만들기 기능은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제어되었습니다.

메트릭은 독립적 자산이므로, 메트릭에 대한 사용 권한은 만들어진 뷰와 독립적으
로 관리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에게 뷰 자체에 대한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알림 또는 구독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알림 및 구
독과 다릅니다.)
메트릭에 대한 기능은 직관적이지만 보기 기능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이 제한적인 통합 문서가 사용 권한이 보다 개방적인 메트릭의 기반이 될 수 있
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통합 문서에 대한 메트릭 만들기를 거
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뷰에서 메트릭 데이터 표시

메트릭을 만들 때는 해당 뷰에서 데이터 뷰를 캡처합니다. 즉, 메트릭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는 작성자에게 표시되는 것과 같은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뷰의 데이터
가 자격 증명에 따라 필터링되는 경우 동일한 뷰에 액세스하는 다른 사용자에게 작
성자가 보는 것과 다른 데이터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뷰가 노출되는 것이 우
려되는 경우 메트릭의 뷰 기능을 제한하십시오.
시트 탭 표시 또는 숨기기

게시된 콘텐츠의 관점에서 시트 탭(탭 보기라고도 함)은 Tableau Desktop의 시트 탭
과 다른 개념입니다. Tableau Desktop에서 시트 탭을 표시하고 숨기는 것은 작성 환
경에서 시트를 숨기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및 스토리에서 시
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시트 탭을 표시하고 숨기는 것(탭 보기를 설정하거나 해제하
는 것)은 게시된 통합 문서의 탐색을 나타냅니다. 시트 탭을 표시하면 게시된 콘텐츠
의 각 뷰 상단에 탐색 시트 탭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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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은 사용 권한이 작동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며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
니다(참고 참조).

참고: 통합 문서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보기 기능이 없어도 포함된 뷰에 대한 보
기 기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및 통합 문서에
대한 보기 기능이 없으면 해당 자산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
자에게 뷰에 대한 보기 기능이 있으면 탐색 이동 경로 등에서 뷰를 찾을 때 프로
젝트 및 통합 문서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되고 수용 가능한 동
작입니다.

독립적인 보기 사용 권한을 허용하기 위해 탭 보기 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뷰에 대한 사용 권한을 뷰
가 포함된 통합 문서와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합 문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하는 동안 보기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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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문서가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통합 문서가 시트를 탭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탭 보기가 숨겨져야 함).
통합 문서에서 시트가 탭으로 표시되면 모든 뷰가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며
통합 문서 사용 권한에 대한 변경 사항은 모든 뷰에 적용됩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의 통합 문서가 탭 보기를 표시하지 않으면 모든 뷰는 게시 시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을 가정하지만 통합 문서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모든 후속 변경 사항이

뷰에 상속되지 않습니다 .
게시된 통합 문서에서 탭으로 시트 표시 구성을 변경하면 사용 권한 모델이 영향을
받습니다. 탭 표시는 모든 기존 뷰 수준 사용 권한을 재정의하고 모든 뷰의 통합 문
서 수준 사용 권한을 복구합니다. 탭 숨기기는 통합 문서와 해당 뷰 간의 관계를 끊
습니다.
l

게시된 통합 문서에서 시트를 탭으로 구성하려면 통합 문서의 동작 메뉴(...)를 열
고 탭 보기 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탭 표시 또는 탭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l

게시하는 동안 시트를 탭으로 구성하려면 탭으로 시트 표시 를 참조하십시오.

l

뷰 수준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에서 탐색 시트 탭이 숨겨진 경우(탭 보기가 꺼진
경우) 통합 문서 수준 사용 권한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개별 뷰에서 사용 권한을 변경해야 합니다.
모음

콘텐츠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와는 달리, 모음은 콘텐츠 링크 목록으로 생각할 수 있
습니다. 프로젝트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상속될 수 있지만 모음에 대한
사용 권한은 모음에 추가된 콘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보기 권한이 있는
항목에 따라 사용자별로 모음에서 볼 수 있는 항목 수가 달라집니다. 사용자가 모음
의 모든 항목을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해당 항목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개별적으로 조정
해야 합니다.
관리자 또는 모음 소유자인 경우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사용하거나 모음 공유 시 액
세스 권한을 부여하여 모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음 사용 권한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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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모음

모음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이는 비공개 모음입니다. 비공개 모음은 소유자의 내
모음 페이지에 나타나지만 사이트의 모든 모음 목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공개
모음은 사용 권한 규칙이 추가되지 않은 단순한 모음입니다. 다른 유형의 콘텐츠와
달리 모음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 그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모음에 사용 권
한 규칙을 추가하면 더 이상 비공개로 플래그가 지정되지 않습니다. 모음을 비공개
상태로 되돌리려면 사용 권한 규칙을 제거합니다.
비공개 모음은 모음 소유자와 관리자가 볼 수 있으며, 관리자는 사이트 역할을 통해
모든 모음을 볼 수 있는 유효 사용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뷰의 마크를 선택하고 마크의 도구 설
명 메뉴에서 데이터 설명 실행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와 보기 모드에서 데
이터 설명을 사용하려면 설정 조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편집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설명 설정을 편집하기 위
한 요구 사항:
l

사이트 설정: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

l

도록 설정됩니다.
사이트 역할: Creator, Explorer(게시 가능)

l

사용 권한: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
지 않습니다. Tableau 버전 2022.2 이상에서 이 사용 권한을 사용한 통합 문서
(Tableau 버전 2022.1 이하)를 여는 경우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으로 재설
정해야 합니다.

참고: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에 대한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은 극
한 값 설명에서 전체 데이터 보기 옵션의 표시 여부를 제어합니다. Viewer(뷰어)
는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이 항상 거부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설명 설정에서
극한 값 설명 유형이 사용된 경우 모든 사용자는 레코드 수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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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용자가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l

사이트 설정: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

l

도록 설정됩니다.
사이트 역할: Creator, Explorer, Viewer(뷰어)

l

사용 권한: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
지 않습니다. Tableau 버전 2022.2 이상에서 이 사용 권한을 사용한 통합 문서
(Tableau 버전 2022.1 이하)를 여는 경우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으로 재설
정해야 합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렌즈

기본적으로 사이트 역할이 Explorer(게시 가능) 및 Creator인 사용자는 렌즈에 대한
덮어쓰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절한 역할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렌즈에 대
한 이름, 설명, 필드, 동의어 및 제안된 질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렌즈를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려면 특정 사용자 또는 전체 그룹에 대해 덮어
쓰기 기능을 거부하십시오. 프로젝트의 모든 렌즈를 제한하려면 프로젝트 수준에
서 렌즈에 대한 덮어쓰기 기능을 거부하십시오.

사용 권한 기능 및 템플릿
사용 권한은 콘텐츠에 대해 지정된 동작(예: 보기, 필터, 다운로드 또는 삭제)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대화 상자의 사용 권한 규칙에 있는 각 행
은 사용 권한 규칙 입니다. 사용 권한 규칙은 해당 행에 있는 그룹 또는 사용자에 대
한 각 기능의 설정(허용됨, 거부됨 또는 지정되지 않음)입니다. 사용 권한 규칙에는
기능을 빠르게 할당할 수 있게 해 주는 템플릿 이 있습니다. 사용 권한 규칙을 복사하
여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는 각 콘텐츠 유형에 대한 탭(프로젝트,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데이터 역할, 흐름,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렌즈, 메
트릭과 Data Management이 있는 경우 가상 연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이 있
습니다. (가상 연결은 Tableau Server 2021.4 및 Tableau Cloud에 2021년 12월에
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은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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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2022년 10월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용 권한 규칙이 추가되면 모든 콘텐츠
유형의 모든 기능에 대한 기본값은 지정되지 않음입니다. 각 콘텐츠 유형의 기능
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려면 각 탭을 차례로 이동해야 합니다. 특정 콘텐츠의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는 탭이 없으며 사용 권한 규칙이 해당 콘텐츠에만 적용됩니다.

템플릿

템플릿은 공통적인 사용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함께 할당되는 경우가 많은 기능 집
합을 그룹화합니다(보기, 탐색, 게시 및 관리). 템플릿을 할당하는 경우 템플릿에 포
함된 기능은 허용됨으로 설정되고 나머지 기능은 지정되지 않음으로 유지됩니다. 템
플릿은 누적됩니다. 즉, 탐색 템플릿은 보기 템플릿의 모든 기능과 추가 기능을 포함
합니다. 또한 모든 콘텐츠에는 없음(모든 기능을 지정되지 않음으로 설정) 및 거부됨
(모든 기능을 거부됨으로 설정)에 대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시작 위치로 만들어졌으며 적용한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템플릿 열에
사용자 지정이 표시됩니다.
사용 권한 복사 및 붙여넣기

여러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할당해야 하는 사용 권한 규칙이 있는 경우 한 규칙에서
복사하여 다른 규칙으로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상태를 포함하는 규
칙은 복사하거나 붙여 넣을 수 없습니다.
1. 복사하려는 기존 규칙의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복사 를 선택합니다. 이는
규칙이 편집 모드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권한을 붙여 넣을 기존 규칙을 선택합니다.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클릭
하고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하여 새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3.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붙여넣기 를 선택합니다.
기능

각 콘텐츠 유형에는 특정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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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로젝트에는 두 개의 기능과 두 개의 템플릿만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관련 정보
와 리더를 할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보기 템플릿
보기는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에게 보기 기능이 부여
되지 않은 경우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보기 기능을 부여하
는 것이 사용자가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프로젝
트 자체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게시 템플릿
게시 템플릿은 사용자가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 프로젝트
에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시 기능은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이동하거
나 웹 작성에서 프로젝트에 콘텐츠를 저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통합 문서

보기 템플릿
보기는 사용자가 통합 문서 또는 뷰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에게 보기 기
능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통합 문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필터는 사용자가 뷰에서 이 항목만 유지 및 제외 필터를 포함하여 필터와 상호 작
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능이 없는 사용자는 뷰에서 필터 컨트롤을 볼 수 없습
니다.
댓글 보기는 사용자가 통합 문서의 뷰에 연결된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댓글 추가는 사용자가 통합 문서의 뷰에 댓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미지/PDF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각 뷰를 PNG, PDF 또는 PowerPoint로 다운로
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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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데이터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집계된 데이터를 뷰 또는 선택한 마크에서 보
고 해당 데이터를 CSV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탐색 템플릿
사용자 지정 항목 공유는 사용자가 통합 문서에 표시되는 “기타 뷰” 목록에 사용
자 지정 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이 기능이 거부되면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 때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설정" 옵
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뷰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은 공유 대화 상자를 사용하거나 링크를 복사하여 사용자 지정 뷰를 공유하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기초 데이터를 뷰 또는 선택한 마크에서 보고
해당 데이터를 CSV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웹 편집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기반한 작성 환경에서 뷰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합
니다.
l

참고로, 브라우저에서 새 콘텐츠를 만들거나 웹 편집 인터페이스에서 뷰를 저장하
려면 특정 기능 조합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편집 및 웹 작성 을 참조하십

l

시오.
웹 편집 기능은 전체 사이트에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기능
이 허가된 사용자도 웹 편집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웹 작

성 액세스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 실행은 사용자가 편집 모드 및 보기 모드에서 마크의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사용자가 통합 문서에서 마크를 선택할 때 데이터 설명이 옵션으로 표시되려면 이
기능을 사이트 설정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
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작성자가 통합 문서 내의 데이터 설명 설정에서 이 기능
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 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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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템플릿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은 사용자가 패키지 통합 문서를 TWBX로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웹 편집 인터페이스에서 복사본을 새 통합 문서
로 저장(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덮어쓰기는 사용자가 서버에서 콘텐츠 또는 자산을 덮어쓰도록(저장하도록) 합
니다.
l

허용된 경우 사용자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을 다시 게시하거나 웹 작
성에서 통합 문서 또는 흐름을 저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가 되어 모든 사용 권한
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변경 후 통합 문서에 대한 원래 소유자의 액세
스 권한은 다른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용자의 사용 권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은 사용자가 통합 문서의 뷰에 메트릭을 만들고 사용
자가 이러한 뷰에서 만드는 모든 메트릭을 새로 고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템플릿 관리
이동은 사용자가 통합 문서를 프로젝트 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삭제는 사용자가 통합 문서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 권한 설정은 사용자가 통합 문서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뷰

잠긴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고 시트를 탐색용 탭으로 표시하지 않는 통합 문서에서
뷰(시트, 대시보드, 스토리)는 게시할 때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지만 사용 권
한 규칙 변경은 개별 뷰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보기 기능은 통합 문서 수준에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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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덮어쓰기,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및 이동을 제외하고 통합 문
서에 대한 기능과 동일합니다.
뷰가 계속 통합 문서에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도록 가능한 경우 항상 탐색 시트 탭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원본

보기 템플릿
보기는 사용자가 서버의 데이터 원본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연결은 사용자가 Tableau Desktop, Tableau Prep Builder, 데이터에 질문 또는 웹 편
집에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통합 문서 작성자가 게시된 통합 문서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자신의 자격 증명을
내장한 경우 기본적으로 연결 기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데이터 원
본에 대해 가진 연결 기능에 관계없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 작성자가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자신의 자격 증명을 내장하지 않은 경우 사용
자가 통합 문서를 사용하려면 데이터 원본에 대해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Tableau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를 참조하
십시오.

l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고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만들려면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

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탐색 템플릿
데이터 원본 다운로드는 사용자가 서버에서 데이터 원본을 TDSX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시 템플릿
덮어쓰기는 사용자가 서버에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고 서버의 데이터 원본을 덮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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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 관리
삭제는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 권한 설정은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들고 편집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유형의 자산
보기 템플릿

보기 는 사용

흐름

자가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합니
다.

탐색 템플릿

게시 템플릿

실행은 사용

이동은 사용

자가 흐름을 실

자가 자산을 프

행할 수 있도록

로젝트 간에 이

합니다.

동할 수 있도록

흐름 다운로
드 는 사용자가 흐
름을 TFLX로 다
운로드할 수 있도
록 합니다.

템플릿 관리

합니다. 자세한
덮어쓰기는

내용은 콘텐츠

사용자가 흐름을

이동을 참조하

게시하고 게시된

십시오.

흐름을 덮어쓸
수 있도록 합니
다.

삭제는 사용
자가 자산을 삭
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 권한 설
정은 사용자가
자산에 대한 사
용 권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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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는 사용

데이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터역

자가 데이터 역할

할

사용자가 데이터

을 볼 수 있도록

역할을 게시하고

합니다.

게시된 데이터 역
할을 덮어쓰고 게
시된 데이터 역할
의 동의어를 편집
할 수 있도록 합니
다.

보기 는 사용

메트
릭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자가 메트릭을 볼

사용자가 메트릭

수 있도록 합니

을 덮어쓰고 메트

다.

릭 세부 정보를 편
집할 수 있도록 합
니다.

보기 는 사용

데이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터에

자가 렌즈를 볼

질문

사용자가 렌즈를

수 있도록 합니

편집할 수 있도록

(Ask

다.

합니다.

Data)
렌즈
가상
연결

보기 는 사용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자가 가상 연결을

사용자가 가상 연

볼 수 있도록 합

결을 편집할 수 있

니다.

도록 합니다.

연결*은 사용
자가 가상 연결
을 사용하여 데
이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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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기 는 사용

데이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터베

자가 데이터베이

이스

사용자가 데이터

스를 볼 수 있도

베이스의 메타데

록 합니다.

이터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기 는 사용

테이
블

해당 없음

덮어쓰기

는

자가 테이블을 볼

사용자가 테이블

수 있도록 합니

의 메타데이터를

다.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기 는 사용

모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자가 모음을 볼
수 있도록 합니
다.

*기본적으로 가상 연결에는 보기 기능을 허용됨으로 설정하고 연결 기능은 허용하
지 않는 사용자 지정 템플릿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상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연결 기능을 허용됨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로 사용 권한 관리
프로젝트를 사용하면 중첩된 프로젝트 계층,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으로부터 프로젝
트 숨기기, 프로젝트 리더 권한 부여, 사용 권한 잠금 같은 기능을 통해 사용 권한 관
리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팁: 프로젝트 수준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하는 방법은 특히 기본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를 만들면 해당 프로젝트는 기본 프로젝트에서
기본 사용 권한 규칙(모든 콘텐츠 유형에 대해)을 상속합니다. 새 프로젝트가 다른 프
로젝트 내에 중첩되어 만들어지면 하위 프로젝트는 상위 프로젝트의 기본 사용 권한
규칙을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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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는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컨테이너입니
다. 관리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프
로젝트 수준에서 특정 콘텐츠 관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에는 프로젝트 리더로 설정된 사용자인 프로젝트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사용자에게 사이트 역할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및 프로
젝트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최대한의 기능을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Explorer
(게시 가능) 이상의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리더는 모든 기능을 갖습니다. 프
로젝트 리더는 필수적으로 사이트 또는 서버 설정에 액세스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로컬 관리자입니다.
계층: 관리자만 최상위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유자와 프로젝트
리더는 자신의 프로젝트 내에 중첩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소유
자 및 리더는 프로젝트 및 해당 콘텐츠와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
에 대한 전체 관리 액세스 권한을 갖습니다. 계층에서 프로젝트 리더에게는 암시적
으로 모든 하위 콘텐츠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프로젝트
리더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려면 해당 역할이 명시적으로 할당된 계층 수준에서 작
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소유권: 한 프로젝트에 여러 프로젝트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 프로젝트마다 소유자
는 한 명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를 만든 사용자가 소유합니다. 기
존 소유자나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제외)는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이나 관리자 사이트 역할이 있는 사용자로 프로젝트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프로젝트 소유권은 프로젝트 사용 권한이 잠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소유권에만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 프로젝
트 리더 및 관리자는 콘텐츠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삭제: 콘텐츠는 프로젝트 내부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자산은 프로젝트
외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에 없는 외부 자산을 참조하십
시오.) 관리자만 최상위 프로젝트를 만들고 삭제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리더는 중첩
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삭제하면 프로젝트에 포
함된 모든 Tableau 콘텐츠 및 중첩된 프로젝트도 삭제됩니다. 프로젝트에 있던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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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젝트에서 제거되고 계속해서 외부 자산에 표시
됩니다. 콘텐츠 손실 없이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먼저 콘텐츠를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십시오. 프로젝트 삭제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
리 및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해당 프로젝트로 콘텐츠 이동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리더 설정

프로젝트 리더는 특정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 계층에 관리자 권한으로 액세스하는
사용자입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리더 상태를 할당하려면
1.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선택하거나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 를 클릭하고 원하는
그룹 또는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3. 해당 사용 권한 규칙의 동작 메뉴(...)를 열고 프로젝트 리더 설정...을 선택합니다.

참고: 동작 메뉴에 “프로젝트 리더 설정” 사용에 대한 옵션이 포함되는 경우 그
룹 또는 사용자를 프로젝트 리더로 설정하기 전에 이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옵션은 해당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프로젝트 리더 기능이 거부된 경우에만 나
타납니다(2020.1 이전). 프로젝트 리더로 설정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러한 거부
된 기능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 권한 규칙을 사용하여 그룹 또는 사용자를 프로젝트 리더로 설정하면 해당 프
로젝트 리더에게 모든 기능이 허용되기 때문에 더 이상 템플릿 및 기능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리더가 중첩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 설정된 경우 모
든 중첩된 프로젝트 및 해당 콘텐츠에 대해 프로젝트 리더 상태를 상속합니다.
프로젝트 리더 상태는 항상 전체 프로젝트 계층에서 아래로 적용되며 설정된 수준에
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리더 상태를 제거하려면 위와 동일한 단계를 따
르고 동작 메뉴에서 대신 프로젝트 리더 자격 제거를 선택합니다. 그룹 또는 사용자
에게서 프로젝트 리더 상태가 제거되면 해당 사용 권한 규칙이 모든 기능을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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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 설정합니다. 즉,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사용 권한
규칙이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 및 기능이 제거됩니다. 프로젝
트 및 해당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하려면 다른 그룹 또는 사용자와 마찬
가지로 기능 집합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산 사용 권한 잠그기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은 해당 프로젝트와 포함된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에 저장된 콘텐츠의 기본 사용 권한 규칙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프로젝
트 수준 기본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자산 사용 권한 설정에 따라서
만 달라집니다. 이 설정은 잠김(권장) 또는 사용자 지정 가능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구
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잠그면 콘텐츠 소유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는 기능이 제거됩니다. 사용 권한 잠금은 중첩된 프로젝트에 적
용하거나 상위 프로젝트 자체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l

l

l

자산 사용 권한 이 잠기면 (중첩된 프로젝트 포함)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이 프로젝트 및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자산 사용 권한 이 잠김 인 경우(중첩된 프로젝트 포함하지 않음 ) 프로젝트 수준에
서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이 프로젝트의 자산에 적용되지만 중첩된 프로젝트는 고
유한 사용 권한 규칙으로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잠금이나 사용자 지정 가능
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 사용 권한 이 사용자 지정 가능 인 경우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
규칙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게시하는 동안이
나 게시한 후에 개별 자산의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용 권한 규칙이 잠김인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 가능에 관계없이 콘텐츠
에 대한 사용 권한은 항상 적용됩니다. 잠김 및 사용자 지정 가능 은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의해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이 상속되는 방식과 프로젝트 수준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사용자만 나타냅니다. 사용자 지정 가능 사용 권한이 있
는 프로젝트에서도 특정 사용자만 사용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콘텐츠 또
는 프로젝트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관리자 또는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있는 사
용자).

잠김 프로젝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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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콘텐츠 유형별 프로젝트 사용 권한 규칙이 모든 자산에 적용됩니다.
관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프로젝트 리더만 사용 권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을 상실하지만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다른 모

l

든 기능은 유지됩니다.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예측 가능합니다.

l
l

사용자 지정 가능 프로젝트의 경우:
l

콘텐츠가 프로젝트에 게시되거나 중첩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프로
젝트 사용 권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사용 권한을 게시하는 동안이나 콘텐츠

l

를 만든 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수
정할 수 있습니다.

l
l

콘텐츠 소유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의 콘텐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산 사용 권한 설정(프로젝트 잠금)

새로운 최상위 프로젝트는 기본 프로젝트에서 모든 초기 사용 권한 규칙을 상속하지
만, 사용자 지정 가능으로 설정된 자산 사용 권한 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
우 이 설정을 잠김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산 사용 권한을 구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관리자,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로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엽니다.
3. 왼쪽 상단의 자산 사용 권한 옆에 있는 편집 링크를 클릭하고 자산 사용 권한 대
화 상자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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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3단계에서 왼쪽 위에 편집 링크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a) 중첩된 프로
젝트나 잠긴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연 것일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링크는 매핑 프로젝트로 이동됩니다. (b) 사용자 지정 가능 프로젝
트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연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것
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c) 뷰에 대한 사용 권한 대화 상자를 연 것일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뷰 사용 권한이 통합 문서에 연결된 방식을 나타냅니다. 뷰 및 통합
문서의 사용 권한 상호 작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트 탭 표시 또는 숨기기를
참조하십시오.

자산 사용 권한 변경

프로젝트의 자산 사용 권한 설정이 변경된 경우 결과는 새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긴 계층의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변경은 관리 프로젝트 수준에서 수행해야 합니
다.
변경 전

변경 후

결과

잠김(중첩된 프

잠김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로젝트 포함)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가 사용자 지정 가능해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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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가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이 사용자 지정 가능해지지

능

만 수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가 사용자 지정 가능해집
니다.

잠김

잠김(중첩된 프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와 해당 콘텐츠에 대한 기

로젝트 포함)

존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규칙을 덮어씁니다.
이것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가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이 사용자 지정 가능해지지

능

만 수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는 해당 콘텐츠 사용 권한
설정 및 사용 권한 규칙을 유지합니다.

사용자 지정 가

잠김(중첩된 프

프로젝트의 콘텐츠와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 및 해

능

로젝트 포함)

당 콘텐츠에 대한 기존 사용자 지정 사용 권한 규칙
을 덮어씁니다. 이것은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잠김

프로젝트의 콘텐츠에 대한 기존 사용자 지정 사
용 권한 규칙을 덮어씁니다. 이것은 실행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첩된 프로젝트는 해당 사용 권한 규칙을
유지하며 사용자 지정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로젝트 및 콘텐츠 이동

Tableau 콘 텐 츠 및 외 부 자 산 이 동
사용 권한 설정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 간에 Tableau 콘텐츠 또는 외부 자산 을 이동할
때 사용 권한 적용 방식의 논리는 자산 사용 권한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l

잠긴 프로젝트로 자산을 이동하면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이 재정의되고 대상의 사용
권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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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 지정 가능한 프로젝트로 자산을 이동하면 자산의 기존 사용 권한 규칙이 유
지됩니다.

참고: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6월 이전에는 외부 자산을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없었고 테이블 사용 권한은 상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사용 권한 설정을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6월 버전부터 외부 자산을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
스나 테이블을 프로젝트로 이동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테이블 사용 권한을
제어하는 이전 설정이 무시되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사용 권한은 위의 다
른 자산의 논리를 따릅니다.

프로젝트 이동
한 프로젝트 가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되는 경우 이동되는 항목의 사용 권한 설정은
대상 프로젝트가 중첩된 프로젝트를 포함하도록 범위가 지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 자체의 보기 및 게시 기능을
의미합니다.)
l

대상 프로젝트가 잠김(중첩된 프로젝트 포함)으로 설정된 경우 이동되는 프로젝
트와 해당 콘텐츠 의사용 권한을 덮어쓰게 됩니다.

l

대상 프로젝트가 잠김 (중첩된 프로젝트 포함하지 않음)으로 설정된 경우 이동되
는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이 덮어써지지 않습니다. 이동된 프로젝트가 잠기는지, 아
니면 사용자 지정 가능한지는 원래 설정에 따라 보존됩니다.

l

대상 프로젝트가 사용자 지정 가능 으로 설정된 경우 이동되는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이 덮어써지지 않지만 나중에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동되는 프로젝트가 이전에 잠김 (중첩된 프로젝트 포함 ) 상태인 상위 프로젝
트에 중첩된 경우 이동될 때 프로젝트가 잠김 (중첩된 프로젝트 포함 ) 설정을
가져오고 포함된 모든 프로젝트의 관리 프로젝트가 됩니다. 참고: 프로젝트가
이동되어 최상위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와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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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사용 권한
사용 권한 규칙은 적용되는 대상(사용자 또는 그룹)과 해당 대상의 기능(허용됨, 거
부됨 또는 지정되지 않음)을 설정합니다. 단순하게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하고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멤버 자격이 여러 그룹에 있고 사이트 역할
및 소유권이 사용 권한 규칙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기능이 있는지 여
부가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특정 순서로 평가되어 콘텐츠에 대한 유효 사용 권한 으로 나타납니다.
팁: 문제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려면 (1) 사용자가 아닌 그룹에 대해 사용 권한 규
칙을 설정하고, (2) 개별 콘텐츠의 사용 권한을 설정하는 대신 프로젝트 수준에서 잠
긴 사용 권한을 관리하고, (3) 모든 사용자 그룹의 사용 권한 규칙을 삭제하거나 모든
기능을 없음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기능이 허용됩니다.
l
l

기능이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범위에 포함됨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이 있음:
l 특정 사용자 시나리오에 기반함(예: 콘텐츠 소유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이거
나 사용자가 관리자 사이트 역할임),

l

OR
사용자로서 기능이 허용됨,

l

OR
사용자가 기능이 허용된 그룹에 속하고 다른 그룹의 사용자 또는 멤버로서 기
능을 거부하는 규칙이 없음

l

우선하는 다른 콘텐츠 수준에 충돌하는 사용 권한 설정이 없음

다른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기능이 거부됩니다.
기능을 마우스오버하면 유효 사용 권한을 설명하는 도구 설명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유효 사용 권한이 지정
된 사용 권한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일반적
인 예입니다.
l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 규칙에서 거부되었지만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된 기능(관리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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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 규칙에서 거부되었지만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허용된 기능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유하거나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리더인 경우)이 있을 수 있

l

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 규칙에서 허용되었지만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허용하지

l

않기 때문에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 규칙에서 허용되었지만 충돌하는 그룹 또는 사용자 규칙이

l

거부하기 때문에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용 권한 규칙의 한 콘텐츠 수준(예: 통합 문서)에서 허용되었지만 다
른 콘텐츠 수준(예: 뷰)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기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규칙 평가

Tableau의 사용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기능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지 않으면 사용 권
한이 거부됩니다. 다음 논리는 개별 사용자에 대해 기능이 허용되는지, 아니면 거부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1. 사이트 역할: 사이트 역할이 기능을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거부됩니다. 사용
자의 사이트 역할이 기능을 허용하는 경우 특정 사용자 시나리오가 평가됩니다.
l 예를 들어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은 웹 편집이 거부됩니다. 각 사이트 역
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되

는 일반적인 기능 을 참조하십시오.
2. 특정 사용자 시나리오:
l 사용자가 관리자인 경우 모든 콘텐츠에 대한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l 사용자가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인 경우 자신의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콘텐츠에 대한 모든 기능이 있습니다.
l 사용자가 콘텐츠 소유자인 경우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모든 기능이 있습니
다.*
l 이러한 시나리오가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사용자 규칙이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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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용 권한이 잠겨 있는 프로젝트에서는 콘텐츠 소유자에게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없습니다. 관리자, 프로젝트 소유자 및 프로젝트 리더만 잠긴 프로
젝트에서 사용 권한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규칙: 사용자가 기능을 거부하면 거부됩니다. 사용자가 기능을 허용하면
허용됩니다. 기능이 지정되지 않음이면 그룹 규칙이 평가됩니다.
4. 그룹 규칙: 사용자가 기능을 거부하는 그룹 중 하나 에 속하면 거부됩니다. 사용자
가 기능을 허용하는 그룹에 속하면(그리고 해당 기능을 거부하는 어떠한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면) 허용됩니다.
l 즉, 사용자가 두 그룹의 멤버이고 한 그룹은 기능을 허용하고 다른 그룹은 해
당 기능을 거부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해 거부가 우선하므로 거부됩니다.
5. 위 조건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해당 기능이 거부됩니다. 실제로
는 지정되지 않음 상태로 유지되는 기능이 거부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경우에 최종적인 유효 사용 권한 허용됨이 발생합니다.
l

사이트 역할에 의해 허용됨(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사이트 관리자

l

Explorer)
사용자가 콘텐츠 소유자, 프로젝트 소유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이므로 허용됨
그룹 또는 사용자 규칙에 의해 허용됨(그리고 우선 순위가 더 높은 규칙에 의해 거부

l

되지 않음)

다음 세 경우에 거부됨이 발생합니다.
l
l
l

사이트 역할에 의해 거부됨
규칙에 의해 거부됨(그리고 우선 순위가 더 높은 규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도 부여되지 않음

여러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 평가

자산 사용 권한이 사용자 지정 가능으로 설정된 경우 여러 위치에서 사용 권한 규칙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에 적용되는 사용 권한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l

중첩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하위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이 상위 수준에서 설

l

정된 사용 권한보다 우선합니다.
프로젝트 수준의 사용 권한 변경 사항은 기존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시 중에 또는 게시 후에 콘텐츠(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에 설정된 사용

l

권한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 수준에서 설정된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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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합 문서가 탐색 시트 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통합 문서 수준 사용 권한의 모든
변경 사항은 뷰에 상속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용 권한 변경은 뷰에서 수행해야 합

l

니다.
탐색 시트 탭을 표시하도록 통합 문서를 구성하면 기존 뷰 수준 사용 권한이 재정
의되고 통합 문서 수준 사용 권한과 동기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트 탭 표시 또

는 숨기기 를 참조하십시오.

이 이미지는 여러 콘텐츠 수준을 통해 기능이 평가되는 방식을 보여 줍니다.
뷰에 대한 사용 권한

잠긴 프로젝트에 속하지 않고 시트를 탐색용 탭으로 표시하지 않는 통합 문서에서
뷰(시트, 대시보드, 스토리)는 게시할 때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지만 사용 권
한 규칙 변경은 개별 뷰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보기 기능은 통합 문서 수준에서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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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덮어쓰기,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및 이동을 제외하고 통합 문
서에 대한 기능과 동일합니다.
뷰가 계속 통합 문서에서 사용 권한을 상속하도록 가능한 경우 항상 탐색 시트 탭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트 탭 표시 또는 숨기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 사이트 역할 및 라이선스
Tableau Cloud에 사용자를 추가하려면 사용 가능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를 라이선스 없음으로 추가하고 처음 로그인할 경우에만 라이선스를 사용하도록 구
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시 라이선스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자는 자신이 속한 각 사이트에서 정확히 하나의 사이트 역할을 가지며, 이러한 역할
은 라이선스로 제한됩니다. 사용자에게는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으
며, 이러한 사용 권한은 사이트 역할로 제한됩니다.
라이선스 및 사이트 역할은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용 권한 기능은 콘텐츠에 적
용됩니다.
라이선스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생성할 때(또는
처음 로그인할 때)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사용자에게는 Creator, Explorer 또는
Viewer(뷰어) 라이선스가 할당됩니다.
l

라이선스 수준은 사용자가 해당 서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사이트 역할 에 따라 결
정됩니다.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및 Creator 사이트 역할은 Creator 라이선스를 사용합
니다.
l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Explorer(게시 가능) 및 Explorer 사이트 역할은

l

Explorer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Viewer(뷰어) 사이트 역할은 Viewer(뷰어) 이상의 라이선스를 사용합니다.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는 사이트에 존재할 수 있지만 로그인 시 사이트 역할

l

l

부여로 추가되지 않는 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사용자는 사이트별 라이선스를 사용하며 사이트 역할 하나만
가집니다.

사이트 역할은 사용자가 멤버로 속한 각 사이트에서 사용자에게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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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역할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기능이 결정됩니

l

다. (예를 들어, 사이트 역할이 Viewer(뷰어)인 사용자는 데이터 원본을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데이터 원본에서 해당 기능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자 사이트 역할을 제외하면 사이트 역할은 자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도 부여하

l

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항상 라이선스 수준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
습니다.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에 저장하는 능력, 통합 문서를 웹에서 편집하는 능력,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능력 등과 같은 기능 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사용 권한 기능은 특
정 콘텐츠(프로젝트,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뷰 또는 흐름)에 대한 그룹 또는 사용자
에게 적용됩니다.
사용 권한 기능은 무작정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의 컨텍스트에 따라 그룹 또

l

는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사용자는 콘텐츠 자산마다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
다.
사용 권한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과 해당 사용자 또는 사용자가 멤버인 그룹에 대

l

한 사용 권한 규칙의 상호 작용에 따라 평가됩니다.
웹 작성과 같은 일부 작업에는 기능 조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

l

정 시나리오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역할 및 최대 기능

다음 표에는 사이트 역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한 사이트 역할
을 가진 사용자가 유사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Viewer(뷰어)는 통합 문서의 다른 사용자에게 사용자 지정 뷰를 표시하도록
사용자 지정 항목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뷰 URL을 복사하여 사용자 지정 뷰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 역할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각 사이트 역할에 허용되는 일반적인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프로젝트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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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통합 문서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필터
댓글 보기
댓글 추가
이미
지/PDF 다운로
드
요약 데이
터 다운로드
데이터 설
명 실행 †
사용자 지
정 항목 공유
전체 데이
터 다운로드
웹 편집
통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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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복사
본 저장
덮어쓰기
메트릭 만
들기/새로 고침

‡
이동

*

삭제
사용 권한
설정

† 사이트 설정 및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은 통합 문서와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 제어됩니다.
‡ Tableau 2021.3 이전에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기능은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
능을 통해 제어되었습니다.
데이터 원본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연결
데이터 원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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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어쓰기
삭제
사용 권한
설정
데이터 역할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덮어쓰기
이동

*

삭제
사용 권한
설정
흐름

일정에 따라 흐름을 실행하려면 Data Management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설정 구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흐름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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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웹 편집
흐름 실행
덮어쓰기
이동

*

삭제
사용 권한
설정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렌즈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덮어쓰기
이동

*

삭제
사용 권한
설정
메트릭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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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덮어쓰기
이동

*

삭제
사용 권한
설정
모음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가상 연결

가상 연결을 사용하려면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Creator

Explorer(게시

Explorer

Viewer(뷰어)

가능)
보기
연결
덮어쓰기
이동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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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한
설정

* Explorer 역할은 이동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 기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콘텐츠를 이동할 위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xplorer 사이트 역할
은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빠른 시작: 사용 권한
사용 권한 규칙은 통합 문서, 프로젝트 또는 데이터 원본과 같은 콘텐츠 부분에 대한
그룹 또는 사용자의 액세스 권한을 정의하는 기능 집합입니다.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에 대한 새 그룹을 만들기 전에 모
든 사용자 그룹에서 사용 권한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수준에서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을 만듭니다.
1. 그룹에 사용자 추가

사용 권한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일한 사용 권한을 가져야 하는 사용자에
대한 그룹을 만드는 것입니다.
1. 사이트 내에서 그룹 을 선택합니다.
2. 그룹 이름을 선택한 다음 사용자 추가 를 선택합니다.

472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최대 10개의 결과가 반환됩니다.
2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 설정 열기

사이트의 콘텐츠 페이지에 최상위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할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작업(…) 메뉴를 선택한 다음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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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모르는 경우 필터를 표시하고 Show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표시)를 선택합니다.
3 사용 권한 규칙 만들기

사용자 또는 그룹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그룹을 선택한 다음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의 초기 기능 집합에 적용할 사용 권한 역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기능을 클릭
하고 허용됨 또는 거부됨으로 설정하거나 지정되지 않음 상태로 둡니다.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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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과 사용자의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사용자의 유효 사용 권한 보기

그룹의 사용 권한 규칙을 저장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유효 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이름을 클릭하여 그룹의 사용자 및 해당 사용 권한을 표시합니다. 기능 상자를
마우스오버하여 기능이 허용되었는지, 아니면 거부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도구 설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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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은 사용자의 기능이 사이트 역할 또는 콘텐츠 역할에 대한 초기 설정에
서 변경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역할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은 해당 사용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사용 권한을 결정합니다.
l

서버 및 사이트 관리자는 모든 사이트 콘텐츠에 액세스하고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소유자는 항상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집니다. 상
위 프로젝트 사용 권한이 잠겨 있지 않으면 소유자가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 및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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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한 평가
l

거부됨이 허용됨보다 우선합니다.

l

다른 사용 권한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되지 않음은 거부됨이 됩니다.

l

콘텐츠에 대한 특정 사용자 권한이 콘텐츠에 대한 그룹 사용 권한보다 우선합
니다. 즉, 사용자의 사용 권한이 그룹의 사용 권한보다 우선합니다.

사용 권한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최상의 방법 단계는 관리되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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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소유권 관리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이나 통합 문서를 게시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
용자는 해당 항목의 소유자가 됩니다. 콘텐츠 소유자, 적절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
로젝트 리더 또는 관리자는 콘텐츠 자산의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할당한 후 원래 소유자는 해당 콘텐츠 항목과 특별히 연결되지 않으며 프로젝
트 또는 해당 특정 항목에 대한 사용 권한에 의해 접근 권한이 결정됩니다.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얻을 수 있는 사용자(콘텐츠 유형별)

다음 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얻을 수 있는지 여부는 콘텐
츠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과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 전체 프로젝트 리더 액세스 권한은 일부 사이트 역할에서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수준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자산 유형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사용자

는 사용자
최상위 프로젝트

서버 관리자 1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Creator 및
Explorer)
Creator
Explorer(게시 가능)

하위(중첩) 프로젝트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및 Viewer(뷰어)를 제외
한 모든 관리자 또는 소유자

프로젝트 소유자
통합 문서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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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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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Creator

원본 소유자
Explorer
항목이 포함된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리더 또

Viewer(뷰어)

는 소유자
메트릭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및 Viewer(뷰어)를 제외
한 사이트의 모든 관리자 또는
사용자

메트릭 소유자
항목이 포함된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리더 또
는 소유자
데이터에 질문(Ask

서버 관리자

Data) 렌즈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및 Viewer(뷰어)를 제외
한 사이트의 모든 관리자 또는
사용자

렌즈 소유자
항목이 포함된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리더 또
는 소유자
흐름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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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유자가 되도록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데이터 역할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및 Viewer(뷰어)를 제외
한 사이트의 모든 관리자 또는
사용자

데이터 역할 소유자
항목이 포함된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리더 또
는 소유자
모음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모음 소유자

Creator
Explorer
Viewer(뷰어)

가상 연결 2

1 서버

서버 관리자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가상 연결 소유자

Creator

관리자 사이트 역할은 Tableau Server에만 적용되며 Tableau Cloud에는 적용되

지 않습니다.
2 가상

연결에는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가상 연결을 편집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있어
야 합니다.
콘텐츠 소유권 변경 고려 사항
l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를 제거하기 전에 사용자가 콘텐츠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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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콘텐츠를 소유하는 경우 먼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재할당해야 사
용자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이 라이선스
없음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는 삭제되지 않으며, 관리자만 해당 콘텐츠에 대
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기초 데이터에 연결하기 위한 내장된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통합 문서 또는 데
이터 원본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경우 내장된 자격 증명이 삭제됩니다. 흐름의
경우 소유권을 변경할 때 내장된 자격 증명이 보존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에 대한 연결은 흐름 소유자를 사용하여 인증되고 해당 사용 권한에 기반하여
권한 부여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연결 정보를 편집하여 내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연결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새 소유자가 흐름,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다운로드하고 Tableau
Desktop에서 항목을 열어 내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한 다음 콘텐츠를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l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잠그지 않은 경우 콘텐츠 소유권이 부여된 사용
자가 사용 권한 지침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사용 권한
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기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소유자
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
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l

메트릭 소유자를 Viewer(뷰어) 또는 Explorer의 사이트 역할을 가진 사용자로 변경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메트릭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되므로 권장되지 않습
니다. 메트릭을 새로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덮어쓰려면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의 사이트 역할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리소스의 소유자 변경

1. Tableau Cloud 웹 환경에 로그인하고 탐색 메뉴에서 탐색을 선택합니다.
2. 다른 사람에게 할당할 콘텐츠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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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동일한 유형의 콘텐츠(예: 여러 통합 문서)를 여러 번 다시 할당하려면 드
롭다운 메뉴에서 콘텐츠 유형을 선택합니다.

l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여러 항목을 다시 할당하려면 프로젝트로 이동합
니다.
하위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는 위치를 모르는 경우 필터를 표시하고
Show all projects(모든 프로젝트 표시)를 선택합니다.

l

동일한 소유자에게 여러 콘텐츠 항목을 다시 할당하려면 사용자 페이지
에서 사용자를 찾습니다.

3. 다시 할당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동작 > 소유자 변경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다른 메뉴 명령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4.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사용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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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자 변경을 클릭합니다.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 관리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는 게시된 콘텐츠를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
을 제공합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Tableau Catalog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는 사이트 전
체에 걸쳐 보완적인 공간과 기능 집합을 추가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사용
되는 외부 자산의 메타데이터와 계보를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Tableau Catalog의 콘텐츠 및 자산 인덱싱

Catalog는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게시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검색,
추적 및 저장합니다.
Catalog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인덱싱합니다.
l

Tableau 콘텐츠: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흐름, 프로젝트, 메트릭, 가상 연결,
가상 연결 테이블, 사용자 및 사이트

l

외부 자산: Tableau 콘텐츠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Catalog는 Tableau 환경 외부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외부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Tableau 환경 외부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
스 서버나 로컬 .json 파일과 같은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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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og는 외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만 추적하며 다른 형식의 기초 데이터(원
시 또는 집계 데이터)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Catalog 메타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항목 간의 계보 정보 또는 관계. 예를 들어 Sales 테이블은 Superstore 데이터 원
본과 Superstore Sample 통합 문서 모두와 관계가 있습니다.

l

스키마 정보.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l 테이블 이름, 열 이름 및 열 유형. 예를 들어 Table A에는 열 A, B 및 C가 포함되
l

어 있고 이러한 열의 유형은 각각 INT, VARCHAR 및 VARCHAR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 및 서버 위치. 예를 들어 Database_1은 http://example.net
에 위치한 SQL Server 데이터베이스입니다.

l

데이터 원본 이름과 데이터 원본에 포함된 필드의 이름 및 유형. 예를 들어
Superstore 데이터 원본에는 AA, BB 및 CC 필드가 있습니다. CC 필드는 AA 필
드 및 BB 필드를 모두 참조하는 계산된 필드입니다.

l

사용자가 조정, 추가 또는 관리하는 정보. 예를 들어 항목 설명, 인증, 사용자 연
락처, 데이터 품질 경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Tableau Catalog 작동 방식

Tableau Catalog는 계보 및 스키마 메타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를 인덱싱합니다. 예를 들어 메타데이터는 통합
문서, 패키지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리포지토
리에서 제공됩니다.
인덱싱 프로세스의 일부로, 게시된 콘텐츠에 사용되는 외부 자산(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계보 및 스키마 메타데이터도 인덱싱됩니다.
참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Catalog에 액세스하는 것 외에도,
Tableau Metadata API 및 Tableau Server REST API에서도 인덱싱된 메타데이터에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Metadata API 또는 REST API의 메타데이터 메서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Tableau Metadata API 및 Tableau Server REST API의 메타데이
터 메서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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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

사용 권한은 외부 자산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와 계보를 통해 표시되는 메타
데이터를 제어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관리자만 Tableau Metadata API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
블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값은 아래에 설명된 대로 "파생된 사용 권
한"을 사용하도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액세스

Catalog(또는 Metadata API)를 통해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 권
한은 외부 자산에 부여되는 계보 및 기능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민감한 데이터에 대
한 몇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를 통해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한 사용 권한과 유사하게 작동합니다.

Tableau 콘 텐 츠 에 대 한 사 용 권 한
Catalog는 기존의 Tableau 콘텐츠에 이미 있는 보기 및 관리 기능을 사용하여
Tableau 콘텐츠에서 사용자가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제어합니다. 이러
한 기능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는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파생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는 외부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부여된 경우 기본
적으로 Catalog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파생된 사용 권한 을 사용하여 사용자
에게 자동으로 외부 자산에 대한 기능을 부여합니다.
보기 기능의 경우:
l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의 소유자인 경우 해당 통합 문서, 데이터 원
본 또는 흐름에 직접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
니다. 계보 관련 추가 참고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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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모든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l

내장된 파일은 외부 자산(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파생된 사용 권한이 아
닌 원본 콘텐츠(예: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의 사용 권한을 사용합니
다. 예를 들어 내장된 파일이 있는 통합 문서를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합 문서
에서 사용하는 메타데이터와 내장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덮어쓰기 및 사용 권한 설정 기능 모두의 경우:
l

흐름의 소유자인 경우 흐름 출력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메타데이
터에 대한 사용 권한을 편집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흐름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기능은 흐름의 현재 소유자 계정 아래에서 한 번 이
상 성공적으로 실행된 후에만 적용됩니다.
사용 권한 확인
관리자 또는 자산의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정된 사람은 아래 단계에
따라 파생된 사용 권한을 갖는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외부 자산을 클릭합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참고: .json 또는 .csv 파일과 같은 로컬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외부 자산
으로 그룹화됩니다.
4. 사용 권한을 수정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
음 작업 >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5.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서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
여 그룹 또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6. 사용 권한 규칙에서 그룹 이름 또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아래에 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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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사용 권한을 확인하여 사용 권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외부 자산에 대한 파생된 사용 권한의 우선 순위
Tableau Cloud 사이트 또는 Tableau Server에 파생된 사용 권한이 구성된 경우 외부
자산에 대한 각 사용자의 액세스 수준은 연결된 Tableau 콘텐츠와 Tableau가 콘텐츠
에 대해 사용하는 규칙의 우선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au는 아래 규칙을 따르며, 현재 규칙이 "거부"로 평가된 경우에만 다음 규칙을
계속 처리합니다. "허용"으로 평가되는 규칙이 있으면 해당 기능이 허용되고 평가가
중지됩니다. 이 규칙 목록은 사용 권한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기 기능의 경우:
1. 관리 역할
2. 라이선스
3. 프로젝트 리더(Tableau 콘텐츠)
4. 프로젝트 소유자(Tableau 콘텐츠)
5. 콘텐츠 소유자(Tableau 콘텐츠)
6. 파생된 사용 권한 (외부 자산 및 보기 기능에만 적용)
a. 관리 역할
b.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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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프로젝트 리더(외부 자산)
d. 프로젝트 소유자(외부 자산)
e. 콘텐츠 소유자(외부 자산)
7. 명시적 사용 권한
덮어쓰기 및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의 경우:
1. 관리 역할
2. 라이선스
3. 프로젝트 리더(Tableau 콘텐츠)
4. 프로젝트 소유자(Tableau 콘텐츠)
5. 콘텐츠 소유자(Tableau 콘텐츠)
6. 명시적 사용 권한(Tableau 콘텐츠)
7. 파생된 사용 권한 (외부 자산과 흐름 출력의 덮어쓰기 및 사용 권한 설정 기능에만
적용)

a. 관리 역할
b. 라이선스
c. 프로젝트 리더(외부 자산)
d. 프로젝트 소유자(외부 자산)
e. 콘텐츠 소유자(외부 자산)
파생된 사용 권한 해제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명시적 사용 권한을 수동으로 부여하려는
경우 사이트의 파생된 사용 권한 기본 설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다.
3. 일반 탭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동 액세스 아래에서
자동으로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관련 메타데이터
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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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파생된 사용 권한을 통해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에 대한 데이터 품질 경고 메시지는 이 확인란이 선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개별 외부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추가 사용자에게 외부 자산을 보고, 편집하고(덮어쓰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을 부여하기 위해 관리자는 사용자 또는 그룹의 개별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서 이러한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9월 버전부터 프로젝트의 외부 자산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상속은 사용 권한 항목에 설명
된 대로 Tableau에 포함된 다른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 상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
하며, 사용 권한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기능 요약
다음 표에서는 외부 자산(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 줍니다.
기능

설명

템플릿

보기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자산을 봅니다.

보기

덮어쓰기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자산에 대한 데

게시

이터 품질 경고 및 설명을 추가하거나 편집
합니다. 버전 2020.1 이전에는 덮어쓰기 기
능을 저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자산을 이동합니

관리

다.

사용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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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에 따르십시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관리자 또는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찾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현재 위
치를 알고 있는 경우 탐색(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9월)을
통해 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외부 자산을 통해 모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파
일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l

탐색 - 왼쪽 탐색 패널에서 탐색을 클릭하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이
있는 프로젝트를 찾습니다.

l

외부 자산 - 왼쪽 탐색 패널에서 외부 자산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
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참고: .json 또는
.csv 파일과 같은 로컬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아래에 외부 자산으로 그룹
화됩니다.

3. 사용 권한을 수정할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한 다
음 작업 >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4.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서 + 그룹/사용자 규칙 추가를 클릭하고 입력을 시작하
여 그룹 또는 사용자를 검색합니다.
5. 그룹 또는 사용자의 초기 기능 집합에 적용할 사용 권한 역할 템플릿을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사용 가능한 템플릿은 보기, 게시, 관리, 없음 및 거부
됨입니다.
6. 규칙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하려면 규칙에서 기능을 클릭하고 허용됨 또는 거
부됨으로 설정하거나 지정되지 않음 상태로 둡니다.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합
니다.
7. 다른 그룹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추가 규칙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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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 권한 규칙에서 그룹 이름 또는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고 아래에 표시되는
유효 사용 권한을 확인하여 사용 권한의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에 없는 외부 자산
몇 가지 시나리오의 경우 외부 자산이 프로젝트에 없습니다.
l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6월 버전 이전에는 외부 자산을 프
로젝트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버전 이전의 자산은 기능이 출시된 이후에
포함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

Catalog는 외부 자산을 처음 수집할 때 프로젝트에 넣지 않습니다.

l

프로젝트가 삭제되었고 해당 프로젝트에 외부 자산이 포함된 경우 해당 외부 자산
은 더 이상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전히 외부 자산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 자산이 프로젝트에 없는 경우 외부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은 Tableau Server
2022.1 및 Tableau Cloud 2022년 6월 이하 버전과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즉, 데이터
베이스 및 테이블 사용 권한은 프로젝트의 콘텐츠와 독립적으로 제어되며 테이블
사용 권한은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이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설정된 경우 해당 사용 권한은 해당 데이터베이
스에서 새로 검색 및 인덱싱된 모든 하위 테이블에 대한 템플릿 역할을 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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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하위 테이블이 항상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 설정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도
록 데이터베이스 사용 권한을 잠글 수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베이스가 프로젝트에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
한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
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관리자 또는 “사용 권한 설정” 기능이 부여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외부 자산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자산 페이지에
는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3. 사용 권한을 잠그려는 데이터베이스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 사용
권한을 선택한 다음 테이블 사용 권한 편집 링크를 클릭합니다.
4.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사용 권한 대화 상자에서 잠김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
릭합니다.
5. 사용 권한 잠금을 해제하려면 편집을 다시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
다.
계보 정보 액세스

Catalog(및 Metadata API)는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Tableau 콘텐츠 및 외
부 자산에서 계보 라고도 하는 관계 및 종속 메타데이터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계보
는 세 가지 기본 정보를 표시합니다.
l
l
l

항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되는 방식
서로 연관되는 항목의 수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 계보의 항목에 대한 민감한 정보 표시

민감한 계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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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계보에는 데이터 품질 경고 메시지, 콘텐츠 또는 자산 이름이나 관련 항
목 및 메타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계보 정보는 모든 사용자에게 표시되지만 포함된 민감한 데이터
는 적절한 보기 기능이 없는 특정 사용자에게 차단됩니다. 민감한 데이터 차단의 개
념을 난독화라고 합니다.
난독화를 사용하면 계보의 모든 메타데이터를 표시하면서 적절한 보기 기능이 없
는 특정 사용자로부터 민감한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값은 전체 영향
분석에 의존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조직이 계보의 민감한 데이터를 난독화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민감한 데
이터를 포함한 계보의 특정 부분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보기 기능이 없는 특정 사용자에게 계보의
특정 부분(및 데이터 세부 정보와 같은 계보 관련 영역)을 생략합니다. 필터링은 계
보의 일부를 생략하기 때문에 전체 영향 분석에 의존하는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다.
3. 일반 탭의 민감한 계보 정보 에서 Tableau Cloud 사이트 또는 Tableau Server의 모
든 사용자에 대해 계보 정보를 가장 잘 처리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합니다.
계보 관련 추가 참고 사항
l

사용자에게 관련 자산에 대한 보기 기능이 있는 경우 자산 및 콘텐츠가 서로
관련된 시기와 대상을 볼 수 있으며 자산 및 콘텐츠의 민감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 중인 자산의 다운스트림 통합 문서 계보에서 1) 관련 업스트림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의 이름, 데이터 품질 경고 및 총 수와 2) 다운스트림
통합 문서의 결합된 시트 수(표시되는 시트 및 숨겨진 시트)를 볼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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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계보에 관련 업스트림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이 존재하는지 여
부와 2) 평가하려는 자산과 관련된 총 데이터베이스 수 또는 총 테이블 수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보기 기능이 없으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메타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용 권한 또는 개인 공간에 있는 자산으로 인해 메타데이
터가 차단되면 필요한 사용 권한이 표시됩니다.

l

사용자에게 관련 자산에 대한 보기 기능이 없는 경우 항상 자산이 인증되었는
지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의 이름과 같
이 인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제한된 사용 권한 또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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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있는 자산으로 인해 메타데이터가 차단되면 필요한 사용 권한이 표시
됩니다.

계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계보 데이터를 통해 검색 가능한 태그에 대한 추가 참고 사항
Tableau 콘텐츠 외에도 외부 자산에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항상 표시되
지만 계보 데이터를 통해 표시되는 태그가 지정된 항목은 이 항목의 앞부분에서 설
명한 것처럼 난독화(기본값)되거나 필터링될 수 있습니다.
태그가 지정된 항목이 난독화된 경우:
l

태그가 지정된 항목에 대한 보기 기능이 있는 경우 태그가 지정된 항목과 관
련 태그가 지정된 항목 및 모든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l

태그가 지정된 항목에 대한 보기 기능이 없는 경우:
l

태그가 지정된 항목과 관련 태그가 지정된 항목의 유형을 볼 수 있지만
항목의 민감한 메타데이터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태그 필터를 사
용하여 "Noteworthy" 태그가 있는 항목을 확인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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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worthy" 태그가 지정된 데이터베이스 항목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
만 태그가 지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볼 수 없습니다.
l

관련 태그가 지정된 항목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oteworthy"에 대해 태그 쿼리를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쿼리는 태그
가 지정된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반환합니다.

태그가 지정된 항목이 필터링될 때 표시되는 태그가 지정된 항목과 관련 태그가 지
정된 항목은 보기 기능이 있는 항목으로만 제한됩니다.
태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태그가 지정된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자산 결과와 콘텐츠 결과 사이의 잠재적 불일치
Catalog는 계보 정보를 표시할 때 Tableau 콘텐츠와 외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
니다. Catalog 계보는 항상 연결된 항목의 정확한 수 또는 결과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사이트의 다른 영역에서는 표시되는 항목 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기능
때문일 수 있습니다. Catalog 외부에는 사용 권한이 허용하는 콘텐츠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Superstore 데이터 원본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Superstore 데이터 원본
의 계보는 데이터 원본이 연결되는 업스트림 기초 테이블 수와 데이터 원본에 의존
하는 다운스트림 통합 문서 수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다운스트림 통합
문서를 볼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Catalog 계보의 관련 통합 문서 수
(실제 총계)가 연결된 통합 문서 탭의 통합 문서 수(보기 권한이 있는 항목)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인해 자산 수와 콘텐츠 수 간의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다음 정보는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의 유형을 요약
하여 보여 줍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 또는 Tableau Server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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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능

요구 사항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기

없음

Management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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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능

요구 사항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집

없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

없음

Management

한 변경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

기본값: "파생된 사용 권

기 기능 부여

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
우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
한 콘텐츠 또는 사용자가
프로젝트 리더이거나 프
로젝트 소유자인 프로젝
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
한 외부 자산의 메타데이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시: 특정 외부 자산에
대한 명시적 보기 사용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

특정 외부 자산에 대한 명

집 기능 부여

시적 "쓰기" 또는 덮어쓰

기 사용 권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흐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동으
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특정 외부 자산에 대한 명

대한 사용 권한 변경 기능 부여

시적 "편집" 또는 사용 권

한 설정 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사용자가 흐름 소유
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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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능

요구 사항

모든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기

Metadata API에만 적용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집

Data Management 필요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

Data Management 필요

Management
라이선스 없
음

한 변경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

Metadata API에만 적용:

기 기능 부여

아래에 설명된 대로 파생
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생된 사
용 권한"이 설정되어 있
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소유한 콘텐츠 또는 사용
자가 프로젝트 리더이거
나 프로젝트 소유자인 프
로젝트에 게시된 콘텐츠
에 대한 외부 자산의 메
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
다.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

Data Management 필요

집 기능 부여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Data Management 필요

대한 사용 권한 변경 기능 부여

Creator 또는 Explore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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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능

요구 사항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기

기본값: Tableau Cloud 사

Management
라이선스

이트 관리자나 Tableau
Server 관리자가 "파생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자
신이 소유한 콘텐츠 또는
사용자가 프로젝트 리더
이거나 프로젝트 소유자
인 프로젝트에 게시된 콘
텐츠에 대한 외부 자산의
메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
니다.
임시: 사용자는 자신에게
명시적인 보기 사용 권한
이 부여된 외부 자산의 메
타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
다.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집

사용자는 자신에게 명시적
인 "쓰기" 또는 덮어쓰기 사
용 권한이 부여된 외부 자
산의 메타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흐름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동으
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

사용자는 자신에게 명시적

한 변경

인 "편집" 또는 사용 권한

설정 이 부여된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사용자가 흐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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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기능

요구 사항

Management
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
여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

사용자는 자신에게 명시적

터를 볼 수 있는 사용 권한 부여

인 "편집" 또는 사용 권한

설정 이 부여된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사용자가 흐름 소유
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
여되지 않은 경우).
라이선스 없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보기

Metadata API에만 적용:

음
Tableau Cloud 사이트 관
리자나 Tableau Server 관
리자가 "파생된 사용 권
한"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자신이 소
유한 콘텐츠 또는 사용자
가 프로젝트 리더이거나
프로젝트 소유자인 프로
젝트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외부 자산의 메타데
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 편집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
한 변경

Data Management 필요

다른 사용자에게 자산 및 해당 메타데이
터를 볼 수 있는 사용 권한 부여

502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Tableau Catalog 사 용
Tableau Catalog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시트, 메트릭 및 흐름을 포함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 또는 Tableau Server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검색하고 인덱싱합니다. 인
덱싱은 콘텐츠에 대한 정보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콘텐츠의 스키마 및 계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Catalog는 메타데이터에서 Tableau
Cloud 사이트 또는 Tableau Server의 콘텐츠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을 식별합니다.
Catalog는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Catalog뿐만 아니라 Tableau Metadata API 및 Tableau REST API에서도 메타데이터 메
서드(영문)를 사용하여 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Catalog
Catalog는 Tableau Cloud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부여되면 자동으로 사용하
도록 설정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를 부여하면 Tableau Cloud 사이
트에 이미 존재하는 콘텐츠가 즉시 인덱싱됩니다. 콘텐츠를 인덱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유한 콘텐츠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콘텐츠 초기 인덱싱이 완료된 후
Catalog는 새로 게시된 콘텐츠 및 기타 자산 변경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백그라운드에
서 인덱싱을 계속 수행합니다.

Catalog 문제 해결
Catalog를 사용할 때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다음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시간 초과 제한 및 노드 제한 초과됨 메시지

많은 수의 결과를 반환해야 하는 Catalog 작업이 시스템 리소스를 모두 차지하게 만
들지 않으려면 Catalog가 시간 초과 및 노드 제한을 모두 구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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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간 초과 제한
Catalog의 작업이 시간 초과 제한에 도달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다음 메시
지가 표시됩니다.
“Showing partial results, Request time limit exceeded. Try again later.(부분 결과를

표시하는 중입니다 . 요청 시간 제한이 초과되었습니다 . 나중에 다시 시도하십
시오 .)” 또는 TIME_LIMIT_EXCEEDED
l

노드 제한
Catalog의 작업이 노드 제한에 도달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에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DE_LIMIT_EXCEEDED

Catalog 사용 안 함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기능을 해제하여 Catalog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talog 기능 해제

(Data Management 필요)
언제라도 Catalog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Catalog 기능이 해제되면 데이터 품질
경고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 자산의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관리
하는 기능과 같은 Catalog의 기능에 Tableau Online를 통해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그
러나 Catalog는 게시된 콘텐츠를 계속 인덱싱하며 메타데이터는 Tableau Metadata
API 및 Tableau REST API의 메타데이터 메서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탐색 패널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3. 일반 탭의 Tableau Catalog에서 Tableau Catalog 설정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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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인덱싱 중지

Tableau Cloud 사이트의 인덱싱은 중지할 수 없습니다.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여러 게시자가 있는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Tableau Cloud의 프로젝트가 유사한 이름
의 여러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초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석가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분석 유형에 권장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직
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를 인증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용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으면 게시된 데
이터 원본을 인증하는 것에 더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2019.3부터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콘텐츠에 연결된 데
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

l

십시오.)
Tableau 2022.1부터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
게 만드는 방법
자산을 인증하면 사용자가 자산을 보는 위치에 따라 녹색 배지 또는 녹색 확인 표시
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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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검색 결과에서 순위가 더 높으며 권장 데이터 원본에 추가됩
니다.
또한 인증 상태에 대한 참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는 사용자가 배
지를 클릭할 때 표시되거나 웹 작성 또는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 아이콘
위로 마우스오버할 때 도구 설명에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한 사
용자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데이터 인증 방법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인증을 위한 데이터 선택 지침 만들기
대부분의 Tableau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증은 유연성이 높습니다. 조직을 위해 데이
터 원본(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인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의하면서 지침을 문서화하여 공유할 수 있습
니다. 새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경우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 귀하를 비롯한 다른 관리
자나 프로젝트 리더가 일관되게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사용
자가 인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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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인증 기준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마다 고유한
기준을 정의하든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인증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인증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원본을 인증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l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소유자이거나 인증
하려는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을 인증하려면 환경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l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소유자이거나 인증
하려는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인증하려면 환경이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
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테이블을 인증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사용 권한 설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인증 방법
인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있는 경
우 Tableau Catalog가 환경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l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l

가상 연결과 가상 연결 테이블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이 사용되는 경우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

l

스, 테이블 및 파일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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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이 단계는 인증하려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 탐색 페이지에서 모든 데이터 원본 또는 모든
l

l

가상 연결 을 선택합니다.
가상 연결 테이블 - 탐색 페이지에서 모든 가상 연결 을 선택하고 인증하려
는 가상 연결 테이블이 포함된 가상 연결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가상 연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 외부 자산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 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에서 인증하려는 자산 이름 옆에 있는 추가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인증 편집 을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l 이 데이터는 인증되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사용자에게 인증 상태에 대한 컨텍스트, 데이터의 의도된 용도 또는 기타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 사항을 추가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앞서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
는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참고 사항 섹션에 추가한 정보는 인증 배지
또는 도구 설명에 나타납니다.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의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누가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알면 변경 사항이 환경의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의 계보 기능은 이 두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보를 사용하려면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2019.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 제공의 일부로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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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환경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는 경우 콘텐츠의 계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계보 탐색
계보 패널로 이동하는 방법은 작업 중인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가상 연결, 렌즈 또는 흐름과 같은 Tableau 콘텐츠의 계보를
확인하려면 탐색에서 콘텐츠 자산을 탐색하여 연 다음 계보 탭을 선택합니다.

참고: 흐름에 매개 변수 값이 포함되는 경우 흐름의 계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
습니다. 흐름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과 같은 외부 자산의 계보를 확인하려면 외부 자산의 목록에
서 자산을 탐색하고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을 선택하면 이름, 유형, 전체 이
름, 설명, 열 및 각 열의 세부 정보 같은 테이블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가 열립니다. 테
이블 정보의 오른쪽에 해당 테이블의 계보를 보여 주는 계보 패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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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는 계보 앵커와 관련된 종속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계보 앵커는 선택된 자산
입니다. 계보 앵커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통합 문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가상 연
결, 가상 연결 테이블, 렌즈, 메트릭 또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앵커는
Batters 데이터 원본이고 두 번째 예에서는 Batters 테이블입니다. 앵커 아래의 모든
자산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앵커에 종속되며 출력 또는 다운스트림 자산이라고
합니다. 앵커 위의 자산은 앵커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종속되는 자산이며 입력 또
는 업스트림 자산이라고 합니다.
Commission(Variable)(수수료(변수)) 필드에 대해 필터링된 계보를 표시하는
'Superstore' 통합 문서 예와 같이, 데이터 원본의 필드 또는 테이블의 열을 선택하면
필드(또는 열)나 필드(또는 열)의 업스트림 입력에 종속된 다운스트림 자산만 표시
하도록 계보가 필터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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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패널에서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자산을 선택하여 자산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을 선택하면 이 통합 문서 종속된 메트릭 목록이 계보 패
널 왼쪽에 나타납니다.
계보 패널에서 관심 링크를 따라가면 초기 선택과 관련된 자산(이 예에서는 통합 문
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자산이 외부 자산에 나타남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를 게시할 때 외부 파일 포함 확인란이 선택된 경우
Tableau Catalog는 외부 자산을 '내장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외부 자산(데이터베이
스, 테이블 또는 파일)이 게시된 Tableau 콘텐츠(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름)에 내
장된 경우 외부 자산은 콘텐츠에 의해 사용되지만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되지 않습니
다. 이러한 내장된 외부 자산은 해당 Tableau 콘텐츠의 계보 업스트림에 나타나고 외
부 자산에 나열됩니다.
외부 자산이 내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외부 자산의 세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하여
범주에 "내장된 자산"이 나열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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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데이터
를 따로 게시하거나 통합 문서에 내장을 참조하십시오.

계 보 및 사 용 자 지 정 SQL 연 결
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하는 연결의 계보를 볼 때는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l

계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atalog는 사용자 지정 SQL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테이블에 대한 열 정보를 표시

l

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드 세부 정보 카드에 연결된 열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지 않거나 연결된 열이 전

l

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 세부 정보 카드에 열을 사용하는 필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지 않거나 필드가

l

전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사용자 지정 SQL을 위한
Tableau Catalog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큐 브 를 지 원 하 지 않 는 Catalog
큐브 데이터 원본(다차원 또는 OLAP 데이터 원본이라고도 함)은 Tableau Catalog에
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큐브 데이터를 사용하는 Tableau 콘텐츠(예: 데이터 원본, 뷰
또는 통합 문서)는 Catalog에 큐브 메타데이터나 큐브 계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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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보 수와 탭 수 간의 불일치
Tableau Catalog 계보 도구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의 탭 간에서 자산 수
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수 불일치는 계보 수와 탭 수 각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산 수를 계산한
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시점에서 Catalog는 인덱싱된 자
산의 수만 계산할 수 있지만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는 게시된 모든 자산의
수를 계산합니다. 수가 차이나는 다른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l
l
l
l
l

자산에 대한 "보기" 사용 권한이 있는지 여부
숨겨진 자산인지 여부
모든 필드가 통합 문서에 사용되는지 여부
자산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
자산이 개인 공간에 있는지 여부

통합 문서 수가 불일치하는 예
여기에서는 통합 문서의 탭 수와 계보 수가 결정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연결된 통합 문서 탭에서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 문서 수를 계산합니
다.
l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필드가 통합 문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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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에게 보기 사용 권한이 있습니다(워크시트,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일 수 있
음).

Tableau Catalog 계보에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통합 문서 수를 계산합니다.
l
l
l

Tableau Catalog에서 인덱싱되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데이터 원본의 필드를 하나 이상 사용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필드를 하나 이상 사용하는 워크시트(워크시트가 포함된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 포함)를 포함합니다.

제한된 사용 권한 또는 개인 공간에 있는 자산으로 인해 메타데이터가 차단된 경우
에도 Catalog는 해당 통합 문서를 수 계산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민감한 메타데이터
가 표시되는 대신 필요한 사용 권한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보 정보 액세스
를 참조하십시오.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연락
계보의 끝에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소유자 목록에는 계보 앵커에서 모든 콘텐츠 다
운스트림의 소유자 또는 담당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데이터 변경에 대해 알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려면 계보 앵커 콘텐츠에 대한 '덮어쓰기'(저장)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1. 소유자 를 선택하여 이 계보의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2. 메시지를 보내려는 소유자를 선택합니다.
3. 이메일 보내기 를 클릭하여 이메일 메시지 상자를 엽니다.
4. 텍스트 상자에 제목과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 를 클릭합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 설정
데이터 품질 경고는 Tableau Catalog의 기능입니다. 2019.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 제공의 일부로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환경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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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설정하여 해당 데이터의 사용자에게 문제를 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이 실패했거나 테이블에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음을 사용자에
게 알릴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2019.3 및 Tableau Online 2019.3부터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및 테
이블에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2022.1 및 Tableau Online 2022년 3월 버전부터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에도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2022.3 및 Tableau Cloud 2022년 10월 버전부터 열에도 데이터 품질 경
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 정보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경고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제거하지 않
는 한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두 번째 종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 실패 또
는 흐름 실행 실패를 모니터링하도록 Tableau를 설정할 때 Tableau에서 생성됩니다.
추출 및 흐름의 경우 자산별로 각 종류의 데이터 품질 경고를 하나씩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열, 가상 연결, 가상 연결 테이블 및 라이브 데이터 원본의 경
우 품질 경고를 하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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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종류를 설정하면 데이터 품질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제거하지 않는 한 사용
자에게 표시됩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설정한 품질 경고를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추출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실패 또는 흐름 실행 실패를 모니터링하도록 Tableau를
설정한 경우 경고가 생성되면 추출 새로 고침 또는 흐름 실행이 성공할 때까지 사용
자에게 표시됩니다. 대화 상자에서 콘텐츠를 열고 편집하여 경고를 업데이트하거
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 REST API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고 명확한 표
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REST API 도움말에서 데
이터 품질 경고 추가(영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품질 경고를 볼 수 있는 사용자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열, 가상 연
결 또는 가상 연결 테이블에 대한 경고를 설정하면 자산 및 해당하는 다운스트림 자
산의 사용자에게 경고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설정된 경고는 해당 테이
블에 대한 업스트림 종속성이 있는 대시보드를 보는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사용
자는 대시보드의 데이터 세부 정보 탭에서 경고 아이콘을 확인하고 패널을 열어 세
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유형 설정에 설명
된 대로 경고는 Tableau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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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통합 문서 시트의 데이터 탭에 경고 아이콘
(파란색 원 또는 느낌표가 있는 노란색 삼각형)이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l
l

통합 문서에 사용된 데이터 원본에 경고가 설정된 경우 또는
통합 문서에 사용된 데이터 원본의 업스트림에 경고가 있는 경우

참고: Tableau Desktop에 사용된 가상 연결에는 데이터 품질 경고가 표시되지 않습니
다.
경고의 세부 정보를 보려면 커서로 경고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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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경고 구독
관리자는 이메일 구독의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여 예를 들어 사용자가 뷰를 구
독할 때 받는 이메일에 해당 뷰와 관련된 데이터 품질 경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가 포함된 이메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관련 뷰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고 해당하는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

l

이 열림
데이터 원본, 테이블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관련 업스트림 자산에 대한 링크

관리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구독 옵션을 선택하여 이메일 구독의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설정 참조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구독을 참조하십시오.

품질 경고를 설정하는 방법
자산에 설정할 수 있는 데이터 품질 경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l
l
l
l
l

경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오래된 데이터
유지 관리 중
민감한 데이터

데이터 품질 경고의 유형을 표시하는 것에 더해 경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선택적 메시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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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고를 생성할 자산에 대한 데이터 품질 경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작업을 수행
하는 방식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열을 제외한 모든 자산 유형의 경우: 자산 옆에 있는 추가 동작 메뉴(. . .)를 선
택하고 품질 경고 를 선택합니다.

l

열의 경우: 테이블 페이지에서 열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동작 메뉴
를 클릭한 다음 품질 경고 를 선택합니다.

2.
3.
4.
5.

경고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경고 유형 을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 명확한 표시 유형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굵게, 밑줄, 기울임꼴 등 메시지의 텍스트
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링크나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팁을
보려면 저장 단추 위에 있는 정보 (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6.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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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품질 경고를 설정하는 방법
추출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실패 및 흐름 실행 실패의 두 가지 이벤트를 모니터링하
도록 Tableau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Tableau는 수동 품질 경고가
나타나는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품질 경고를 생성합니다.
두 이벤트 중 하나를 모니터링하도록 Tableau를 설정하려면
1. 경고를 만들려는 추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 옆의 추가 작업 메뉴(. . .)를 선택한 다
음 적절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품질 경고 > 추출 새로 고침 모니터링
l 품질 경고 > 흐름 실행 모니터링
2. 대화 상자에서 모니터링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3. (선택 사항) 명확한 표시 유형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선택 사항) 사용자에게 표시할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굵게, 밑줄, 기울임꼴 등 메
시지의 텍스트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링크나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서식 팁을 보려면 저장 단추 위에 있는 정보 (i)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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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경고에 대한 명확한 표시 유형 설정
비주얼리제이션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정보, 데이터가 오
래되었는지 여부,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 또는 흐름 실행이 실패했는
지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데이터 품질 경고
를 설정하는 방법의 4단계에 설명된 대로 데이터 품질 경고 대화 상자에서 명확한 표
시 유형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 경고의 영향을 받는 게시된 뷰를 여는 사용자에게 알림이
나타납니다.

명확한 표시 유형 경고는 노란색 경고 기호로 식별되며, 이 기호는 다음 예제와 같이
Tableau의 여러 위치에서 다른 항목보다 훨씬 잘 보입니다.
외부 자산 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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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Tableau Mobile에서는 메트릭을 열 때 경고가 나타나고,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는 아래에 표시된 대로 그리드 뷰 및 메트릭 세부 정보 페이지에
서 메트릭을 마우스오버하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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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품질 경고 대화 상자에서 명확한 표시 유형 사용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명
확한 표시 유형 경고를 일반 표시 유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 제거
경고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경고가 포함된 데이터 자산으로 이동하여 제거
할 수 있습니다.
1. 자산에 대한 데이터 품질 경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은 자
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열을 제외한 모든 자산 유형의 경우: 자산 옆에 있는 추가 동작 메뉴(. . .)를 선
택하고 품질 경고 를 선택합니다.

l

열의 경우: 테이블 페이지에서 열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동작 메뉴
를 클릭한 다음 품질 경고 를 선택합니다.

2. 경고 사용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여 경고를 제거합니다.
3.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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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어야 합니다. 또는
자산에 대한 덮어쓰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에 서 대 시 보 드 확 장 프 로 그
램 관리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 영역에서 실행되는 웹 응용 프로
그램이며 Tableau Extensions API를 사용하여 대시보드의 다른 부분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사용자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데
이터와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하고 확장 프로그램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을 제어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여야 합니다. 또한 사이트 관리
자는 사이트의 사용자가 대시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볼 때 메시
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보안 및 권장 배포 옵
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장 프로그램 보안 - 배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참조
하십시오.

Tableau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
드 확장 프로그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Tableau Server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
그램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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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Tableau는 두 가지 유형의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
장 프로그램은 로컬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 위치한 웹 서버에서 호스팅할 수 있
고 웹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
은 웹에서 다른 리소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않고 보호된 환경에서 실행됩니
다.

참고: 2021.1 3월부터 Tableau는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통
해 Einstein Discovery 통합을 지원합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Salesforce.com의 데
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특수한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네
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 또는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으로 간주되
지 않습니다. Einstein Discovery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instein Discovery 통
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가 호스팅하며 CSP(콘텐츠 보안 정책)
와 같은 W3C 표준을 채택하여 확장 프로그램이 호스팅하는 Tableau Server 외부에서
네트워크 호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대시
보드에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지만 해당 데이터를 샌드박스 외부에 있는 위치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2019.4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사이트가 확장 프로그
램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 실행하도록 허용됩니다.
네트워크 지원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웹 응용 프로그램이며 웹 서버로 설정된
모든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컬 컴퓨터, 도메인의 컴퓨터 및 타
사 웹 사이트가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은 타사 사이트에서 호스
팅될 수 있고 대시보드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신뢰하는 확장 프로그램만
허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의 보안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보안을 위해 Tableau Cloud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사용하여 실행이
허용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제어하고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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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적으로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사이트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에 실행하도록 허용됩니다.

l

기본적으로 허용 목록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지 않으면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
로그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l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때 암호화된 채널의 사용을 보장하는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만 허용됩니다
(http://localhost는 유일하게 제외됨).

l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에 전체 데이터(기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 Tableau Cloud에서 이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허용 목록에
확장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전체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확장 프로
그램에 부여해야 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및 데이터 액세스 제어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여부와 사이트에서 샌드박스
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이트 설정
에서는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이 서버에서 특별히 차단되지 않는 한 해
당 확장 프로그램이 사이트에서 실행되도록 허용합니다. 기본 사이트 설정에서는
사이트의 허용 목록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허용
합니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샌드
박스가 적용된 개별 확장 프로그램도 허용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에 대한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려면 설정 >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동합
니다.
2. 대시보드 확장에서 다음 옵션을 구성합니다.
l
l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허용
서버 관리자가 특별히 차단하지 않는 한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
그램을 실행하도록 허용

사이트 관리자는 네트워크 지원 및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을 사이트의
허용 목록에 추가하거나 허용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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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추가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확장 프로그램의 액세스를 허용할지 여부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하고 사용자 메시지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확장 프로그램 식별
확장 프로그램은 웹 응용 프로그램으로, URL에 연결됩니다. 이 URL을 사용하여 확
장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
하여 전체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차단 목록에 추가하여 액세스를 금지할 때에
도 UR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매니페스트 파일(.trex)(확장 프로그램의 속성을 정의하는 XML 파
일)이 있는 경우 <source-location> 요소에서 URL을 찾을 수 있습니다.
<source-location>
<url>https://www.example.com/myExtension.html</url>
</source-location>

확장 프로그램을 대시보드에 추가한 경우 확장 프로그램 속성에서 URL을 찾을 수 있
습니다. 기타 옵션 메뉴에서 정보를 클릭합니다.

정보 대화 상자에는 확장 프로그램의 이름, 확장 프로그램의 작성자, 작성자의 웹 사
이트가 확장 프로그램의 URL과 함께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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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하고 사용자 메시지 구
성
사이트의 허용 목록에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샌드박스
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지 않는 경우 샌드박스
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도 허용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 목록에서 확장 프로그램에 전체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할 경우 해당 확장 프
로그램은 요약(또는 집계) 데이터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장 프로그램의
데이터 액세스 허용을 묻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표시할지 여부도 제어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구성하려면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
록에 추가해야 합니다(예: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확장 프로그램을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2. 특정 확장 프로그램 사용에서 확장 프로그램의 URL을 추가합니다. 확장 프로
그램 식별을 참조하십시오.
3. 확장 프로그램의 전체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하도록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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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액세스는 요약 또는 집계 데이터에 더해 뷰의 기초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입니다. 전체 데이터 액세스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정보(예: 연결 이
름, 필드 및 테이블)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확장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 목록에 추가하면 확장 프로그램에 필요한 경우 전체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 권한도 확장 프로그램에 허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의 보안 테스트를 수행하
십시오.
4. 사용자 메시지에 대해 표시 또는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대시보드에 추가하거나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 뷰와 상호 작
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는 사용자에
게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와 확장 프로그램이 전체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지 여부를 알려 줍니다. 또한 확장 프로그램 실행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즉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이 메
시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의 보안 테스트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Extensions API를 사용하여 Tableau의 데이터와 상호 작용
하는 웹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네트워크 지원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도메인 내
부 또는 외부에 있는 웹 서버에서 호스팅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호출을 수행하고 인
터넷에 있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잠재적 취약성(예: 사이
트 간 스크립팅)으로 인해 사용자가 네트워크 지원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Tableau Desktop의 대시보드에서 사용하기 전과 Tableau Cloud에서 허용하기 전에 해
당 확장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원본 파일 검토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웹 응용 프로그램이며 HTML, CSS 및 JavaScript 파일과 확
장 프로그램의 속성을 정의하는 XML 매니페스트 파일(*.trex)이 포함됩니다. 많은 경
우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의 코드는 GitHub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며 GitHub에서
검토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trex)에서 확장 프로그램
이 호스팅되는 위치를 나타내는 원본 위치 또는 URL, 작성자 이름과 지원을 문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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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작성자 또는 회사의 웹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urcelocation> 요소는 URL을 지정하고, <author> 요소는 지원을 문의할 수 있는 조직
의 이름 및 웹 사이트(website="SUPPORT_URL")를 지정합니다. 웹 사이트는 사용
자가 확장 프로그램의 정보 대화 상자에서 볼 수 있는 지원 받기 링크입니다.
많은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이 외부 jQuery 라이브러리 같은 JavaScript 라이브러리
나 타사의 API 라이브러리를 참조합니다. 외부 라이브러리의 URL이 라이브러리의
신뢰할 수 있는 위치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커넥터가 jQuery 라이브
러리를 참조하는 경우 라이브러리가 표준적이고 안전한 사이트에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모든 확장 프로그램은 HTTPS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여 호스팅되어야 합니
다. 확장 프로그램의 원본 파일을 검사하여 외부 라이브러리에 대한 모든 참조에도
HTTPS가 사용되거나 확장 프로그램과 동일한 웹 사이트에서 호스팅되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HTTPS 요구 사항의 유일한 예외는 확장 프로그램이 Tableau와 동일한 컴
퓨터에서 호스팅되는 경우입니다(http://localhost).
코드의 작동 방식을 최대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코드가 외부 사이트에 대한 요청
을 구성하는 방식과 요청에서 전송되는 정보의 종류를 파악해 보십시오. 특히, 사용
자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검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이트 간 스크립팅을 차
단하십시오.

데이터 액세스 이해
Tableau Extensions API는 데이터 원본의 활성 테이블 및 필드, 데이터 소스 연결의 요
약 설명 및 대시보드의 기초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제공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뷰에서 이러한 메서드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프로그램 개발자
는 확장 프로그램에 전체 데이터 사용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매니페스트 파일
(.trex)에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permissions>
<permission>full data</permission>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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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는 이 선언을 사용하여 런타임 시 사용자가 이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허용하
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에 전체 데
이터 사용 권한이 선언되지 않은 확장 프로그램이 이 네 가지 메서드 중 하나를 사용
하는 경우 확장 프로그램이 로드되지만 메서드 호출이 실패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대시보드의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사용되는 JavaScript 메서
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Extensions API에서 Accessing Underlying Data(기초
데이터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확장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
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면 DataSources 샘플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Tableau
Extensions API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getDataSourcesAsync() 메서드 호출 시 공개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격리된 환경에서 확장 프로그램 테스트
가능한 경우 프로덕션 환경과 사용자 컴퓨터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
로그램을 테스트하십시오. 예를 들어 프로덕션에 사용되지 않는 Tableau Cloud 버전
이 실행되고 있는 가상 컴퓨터나 테스트 컴퓨터의 허용 목록에 대시보드 확장 프로
그램을 추가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트래픽 모니터링
네트워크 지원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경우 Fiddler, Charles HTTP 프
록시 또는 Wireshark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커넥터가 수행하는 요청과 응답을 검토합
니다. 확장 프로그램이 요청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
래픽을 검사하여 확장 프로그램이 용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이터나 코드를 읽
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R 및 Python과 같은 언어, Einstein Discovery, 다른 도
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에서 Tableau 동적 계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설정 끝점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 API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oftware

531

Tableau Cloud 도움말
사용자 시나리오와 Tableau Desktop 또는 웹 작성을 위한 분석 연결 구성에 대한 자
세한 분석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식
전달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1년 6월부터 동일한 유형의 확장 프로그램을 위한 다중 연결을 포함하
여 사이트에 대한 여러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현재 각 사
이트에 대한 단일 Einstein Discovery 분석 확장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음).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서 Tableau Cloud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안 요구 사항 및 구성
보안 강화를 위해 Tableau Cloud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외부 서비스
에 대한 암호화된 채널과 인증된 액세스를 요구합니다.

인증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위한 외부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는 신뢰할 수 있는 타사 CA
(인증 기관)의 유효한 TLS/SSL 인증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는 자체
서명 인증서, 개인 PKI의 인증서 또는 설정된 타사 CA에서 신뢰하지 않는 인증서로
구성된 외부 서버와의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허용 목록 방화벽 구성
많은 조직에서 네트워크 외부의 알려진 호스트에 대해 허용 목록 예외가 필요한 방
화벽을 배포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Tableau Cloud IP 주소를 예외로 지정해야
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연결에 사용되는 Tableau Cloud IP 주소는
44.224.205.196 및 44.230.200.10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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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확장 프로그램 설정 구성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3.
4.
5.
6.

설정 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확장 탭을 클릭한 다음 분석 확장 프로그램 까지 스크롤합니다.
사이트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 사용 을 선택합니다.
새 연결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새 연결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연결 유형을 클릭한 다음 분석 서비스에 대한 구성
설정을 입력합니다.

3. 구성해야 하는 옵션은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l

Einstein Discovery 연결의 경우 사용 을 클릭합니다.
TabPy, RServer 및 분석 확장 프로그램 API 연결의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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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연결 이름 : (필수) 연결하려는 서버 유형을 지정합니다. RSERVE는
RServe 패키지를 사용하는 R 연결을 지원합니다. TABPY는 TabPy를
사용하는 Python 연결 또는 다른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을 지원합니
다.
SSL 필요 (권장): 분석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암호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이름 필드에 HTTPS URL을 지정한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해야 합니다.

l

l
l

호스트 이름 : (필수) 분석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이름 또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포트 : (필수) 서비스의 포트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권장): 분석 서비스에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7. 저장 을 클릭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 편집 또는 삭제
구성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사이트의 확장 탭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
동합니다.

편집 또는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시지에 따라 구성을 변경합니다.

스크립트 오류
Tableau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가 Tableau Cloud에서 제대
로 렌더링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수 통계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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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Tableau Cloud에서 사용 중인 분석 확장 프로그램 인스턴스
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뷰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경고가 표
시됩니다.

이 워크시트에는 관리자가 외부 서비스 연결을 구성할 때까지 대상 플랫폼에
서 볼 수 없는 외부 서비스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분석 확장 프로그램 스크립트가 있는 새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TabPy 또는 Rserve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필
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입력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Cloud, Tableau Server 및 Tableau Desktop에서 지원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Tableau Server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참고: 통합 문서를 열거나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때마다 데이터가 새로 고쳐
집니다.

이점
신규 사용자와 숙련된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이점은 다음
과 같습니다.
l
l
l
l
l

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
하위 코드 편집기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및 데이터 설명 과 통합
TabPy 및 Rserve와 통합
결과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나 비주얼리제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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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목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l

분석 확장 프로그램 구성
o

l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 게시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만들기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게시된 통합 문서를 엽니다.

참고: 통합 문서를 게시해야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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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트 아래에서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시트를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패널로 끌어옵니다.
4. 연결 선택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5. 스크립트 에서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Tableau Software

537

Tableau Cloud 도움말
6. 적용 을 선택합니다.
7. 지금 업데이트 를 선택하면 결과가 출력 테이블 탭에 나타납니다.

8. 이름 필드에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9. 시트 탭으로 이동하고 통합 문서를 게시하여 저장합니다.

참고: 입력 테이블을 편집할 경우 업데이트된 출력 테이블 데이터를 보거나 사
용하려면 적용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문제 해결 팁: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저장 단추 옆에 있는 원
형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단추를 사용해 보십시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과 분석 확장 프로그램 비교
Tableau에는 이름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과 분석 확장 프로그램은 관련
이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기능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통해 작
동합니다. 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및 처리 스크립트를 분석 확장 프로
그램으로 보내는 통합 문서 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환된 결과는 데이터 원본 탭
에 표로 표시되고 통합 문서에는 측정값 및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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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확장 프로그램

분석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면 Tableau 동적 계산을 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외부 도구 및 외부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을 만든 후에는 계산된 필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통 합 구 성
2021년 3월부터 Tableau Cloud는 Einstein Discovery 통합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대시
보드의 작성자와 Viewer(뷰어)에게 Einstein Discovery 예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제 버전 2021.2.0부터 Einstein Discovery 예측을 웹에서 흐름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
습니다.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는 salesforce.com에 의해 제공됩니다. 해당 약관에 대해서
는 salesforce.com과의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Tableau에서 Einstein Discovery 예측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Tableau
에서 Einstein Discovery 예측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에 예측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통합 문서 작성자가 Tableau
에서 실시간 예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통합 문
서의 원본 데이터와 Salesforce에 배포 된 Einstein Discovery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필
요 시 대화형으로 예측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장된 OAuth 액세스 토큰을 Tableau Cloud 사이트 구성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Einstein Discovery를 호스팅하는 Salesforce 조직에서는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를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성을 수행하려면 Salesforce
조직에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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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액세스 요구 사항 - Einstein Discovery를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의 CORS 구성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com에서 Tableau Cloud의 Einstein Discovery 통합에
대한 COR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분석 확장 프로그램
Einstein Discovery 분석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Tableau의 계산된 필드에 직접 예
측을 포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테이블 계산 스크립트는 모델에 필요한 관
련 예측 ID 및 입력 데이터를 전달하여 Salesforce에 배포된 모델의 예측을 요청합니
다. Salesforce에서 모델 관리자를 사용하여 Tableau 테이블 계산 스크립트를 자동 생
성한 다음 이 스크립트를 Tableau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계산된 필드에 붙여 넣습니
다.
기본적으로 저장된 OAuth 액세스 토큰을 Tableau Cloud 사이트 구성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Einstein Discovery를 호스팅하는 Salesforce 조직에서는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를 구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구성을 수행하려면
Salesforce 조직에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com에서
Tableau Cloud의 Einstein Discovery 통합에 대한 CORS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
버전 2021.2.0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지원됨
Einstein Discovery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웹에서 흐름을 작성
할 때 흐름에 Einstein 예측을 직접 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 사이트 구성에서는 저장된 OAuth 액세스 토큰이 허용되
므로 서버에 대해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
다. 이 구성을 수행하려면 Salesforce 조직에 관리자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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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com에서 Tableau Cloud의 Einstein Discovery 통
합에 대한 CORS 구성
버전 2021.1.0에는 Einstein Discovery 예측을 Tableau 대시보드로 통합할 수 있는 기능
이 추가되었습니다. Einstein Discovery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 통합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의 필수 요건은 Salesforce 조직에서 Tableau CRM을
호스팅하고 사용할 모델 및 예측을 포함하는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Salesforce.com 조직의 관리자로 이 구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COR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설명서 CORS(Cross-Origin
Resource Sharing)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에 대 한 CORS 구 성
참고: 이 절차에서는 Salesforce Lightning의 프로세스를 문서화합니다. 기존 인터
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탐색이 다를 수 있지만 구성은 동일합니다.

1. Salesforce.com 개발자 계정에 로그인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용자 이름을 클
릭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2. 왼쪽 탐색 열에서 "cors"를 검색하고 CORS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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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RS의 Allowed Origins List(허용된 원본 목록) 섹션에서 New(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4. CORS Allowed Origin List Edit(CORS 허용된 원본 목록 편집)에 “https://”로
시작되는 Tableau Cloud의 URL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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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패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 개발자 설명서
(https://developer.salesforce.com/docs/atlas.enus.chatterapi.meta/chatterapi/extend_code_cors.htm)를 참조하십시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Tableau와 Slack 작 업 영 역 통 합
버전 2021.3부터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는 Slack과의 통합을 지원하므로 허
가된 Tableau 사용자는 Slack 작업 영역에서 Tableau 알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lack과 Tableau 통합을 통해 Tableau 사이트를 Slack 작업 영역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통합이 사용되도록 설정된 후 Tableau 사용자는 Slack에서 팀 동료가 콘텐츠를 공
유할 때, 댓글에 언급될 때 또는 데이터 기반 알림에서 데이터가 지정된 임계값을 충
족하는 경우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Server의 서버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알림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Slack
에서 계정 설정을 구성하여 수신할 알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lack
에서 Tableau 알림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에서 일부 알림 기본 설정이 해제되어 있으면 일부 알림 기본 설정을 사용하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표시 유형 설정이 제한됨으로 설정되어 있으
면 알림이 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설정 참조 및 사이트 사용자 표시 유형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Slack을 Tableau 사이트와 통합하려면 Tableau 사이트에서 필요한 일부 구성 단계를
수행하고 연결하려는 Slack 작업 영역에서 일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개요는
Tableau Cloud의 Tableau 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Server의 Tableau Server 관리자
및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를 위한 단계를 제공합니다.
요구 사항
Slack에서 Tableau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와 Tableau Cloud
의 Tableau 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Server의 Tableau Server 관리자가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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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 작업 영역에 Tableau Cloud 사이트 연결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는 하나 이상의 Tableau Cloud 사이트를 Slack 작업 영역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은 다음과 같은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l

l

l

Tableau 사이트 관리자 : Tableau의 사이트 설정을 통해 Slack 작업 영역에 대한
사용 권한을 요청합니다.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 : Slack 작업 영역 액세스 권한에 대한 Tableau 관리자의
요청을 승인하여 Tableau 앱을 Slack 작업 영역에 추가합니다.
Tableau 사이트 관리자 : Tableau 사이트를 Slack에 연결합니다.

1단 계 : Slack 작 업 영 역 에 대 한 사 용 권 한 요 청
Tableau 사이트 관리자
1. Slack에 연결하려는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사이트의 설정 페이지에서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2. Slack 연결에서 Slack에 연결 을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Slack 작업 영역에 로그인합니다.
3. Tableau 앱의 Slack 내 설치를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필요한 경우 작업 영역 관리자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을 선택합니다.
Slack 관리자가 요청에 대한 알림을 수신합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lack 설명서에서 앱을 대규모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5가지 단계를 참
조하십시오.
요청이 승인되면 Slackbot(Slack의 알림 센터)이 알려줍니다.

2단 계 : Slack 작 업 영 역 에 Tableau 앱 추 가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
앱 관리에서 Tableau 사이트 관리자의 요청을 승인하여 Tableau 앱을 Slack 작업 영
역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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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Slack 설명서에서 앱을 대규모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5가지 단계를 참
조하십시오.

3단 계 : Tableau 사 이 트 를 Slack에 연 결
Tableau 사이트 관리자
Slack 작업 영역 관리자가 Tableau 응용 프로그램을 승인한 후 Tableau 관리자가
Tableau 사이트에 대한 앱 연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의 설정 페이지에서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2. Slack 연결에서 Slack에 연결 을 선택합니다.
3. 표시되는 메시지에 따라 Slack 작업 영역에 로그인합니다.
4. 허용 을 선택하여 Tableau 사이트에 Slack 작업 영역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
니다.
이제 Tableau 사이트와 Slack 작업 영역이 연결되었습니다.

Slack에서 Tableau Server 사이트 연결 끊기
사이트 설정의 통합 탭에서 Slack에서 연결 끊기를 선택하여 Slack 작업 영역에서
Tableau 사이트 연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알림이 계속 수신됩니다. 2단계
에서 추가한 OAuth 클라이언트 정보가 보존되므로 필요한 경우 새 작업 영역에 연결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lack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Tableau Slack 응용 프로그램의 새 버전이 제공되면 앱 성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라는 권장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Tableau for Slack 앱을 다시 설치하려면 사이트 설정의 통합 탭에서 Slack에서 연결
끊기를 선택한 다음 Slack 작업 영역에 Tableau Cloud 사이트 연결의 연결 단계를 수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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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를 사 용 하 여 작 업 자 동 화
tabcmd
참고: tabcmd 명령줄 유틸리티 버전 2.0은 Tableau tabcmd(새 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버전을 사용하면 MacOS 및 Linux에서 tabcmd 명령을 실행하고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한 인증을 통해 다단계 인증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버전 2.0은 Python 기반 Tableau Server 클라이언트(TS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
개 끝점에 구축됩니다. 이 최신 버전은 Tableau Cloud에서 작동하며 Tableau
Server를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Tableau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사이트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tabcmd 명령줄 유틸리티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거나 삭
제하는 작업의 스크립트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중요: tabcmd 1.0은 MFA(다단계 인증)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하려면 Tableau tabcmd 2.0(새 창)을 사용하십시오. Tableau Cloud
및 MF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를 참조하십시오.

tabcmd 설 치
참고: 이러한 지침은 tabcmd 1.0 명령줄 유틸리티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tabcmd
2.0 명령줄 유틸리티를 설치하려면 Tableau tabcmd(새 창)로 이동하십시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때 업데이트된
tabcmd 버전이 필요한 경우 Tableau 웹 사이트의 Tableau Server 릴리스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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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의 경우 서버 버전과 일치하는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버전 호환성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항상 최신 버전을 다
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경우나 오래된 버전의 tabcmd를 사용하면 오류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열고 Tableau Server 릴리스 페이지로 이동합니
다. Tableau Online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2.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l
l

Tableau Cloud: Tableau tabcmd 2.0(새 창)을 사용합니다.
Tableau Server(Windows 또는 Linux): 서버 버전과 일치하는 릴리스를 선
택합니다.

어느 경우나 확장된 정보에 유지 관리 릴리스가 표시되는 경우 최신 유지 관리
버전 또는 서버 버전과 일치하는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해결된 문제라고 하는 릴리스 정보 페이지로 이동되며, 이 페이지에
서 보안 개선 사항과 해결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래로 스크롤하여 해결된 문제 아래에 있는 Download Files(파일 다운로드)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tabcmd 명령을 실행할 컴퓨터와 호환되는 tabcmd 다운
로드 링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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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단계에서는 이 컴퓨터를 “tabcmd 컴퓨터”라고 합니다.
4. 설치 프로그램을 tabcmd 컴퓨터 또는 해당 컴퓨터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위치
에 저장합니다.
5. tabcmd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맞는 설치 단계를 완료합니다.

l

Windows
기본적으로 tabcmd는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Server\<version>\extras\Command Line Utility에 설치됩니
다. 설치 중에 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tabcmd를 C:\ 드라이브의 루트
에 있는 tabcmd라는 폴더(C:\tabcmd)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
게 하면 더 쉽게 찾고 실행할 수 있으며 tabcmd 디렉터리를 Windows
PATH에 추가하는 경우 Windows 운영 체제와 관련된 몇 가지 제한 사항
이 해결됩니다.

참고 tabcmd 설치 프로그램은 tabcmd 디렉터리를 Windows PATH 변
수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호출할 때마다
tabcmd에 전체 경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Windows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tabcmd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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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설치 프로그램을 두 번 클릭하고 UI의 단계를 따릅니다.
a. 라이선스 계약을 수락합니다.
b. 기본값이 아닌 위치에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자 지정을 클릭
하고 tabcmd를 설치하려는 위치를 입력하거나 찾아보기로
선택합니다.
c. 설치를 클릭합니다.
Windows Defender 방화벽 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메시지가
표시되면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l

명령 프롬프트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a. tabcmd 컴퓨터에서 관리자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b. tabcmd 설치 프로그램을 복사한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c. tabcmd를 설치합니다.
tableau-setup-tabcmd-tableau-<version_code>x64.exe /quiet ACCEPTEULA=1
기본 위치가 아닌 위치에 설치하려면:
tableau-setup-tabcmd-tableau-<version_code>x64.exe /quiet ACCEPTEULA=1
INSTALLDIR="<path\to\install\directory>"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au-setup-tabcmd-tableau-<version_code>x64.exe /quiet ACCEPTEULA=1
INSTALLDIR="C:\tab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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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 설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줄 옵션의 전
체 목록을 보려면 설치 프로그램을 /?과 함께 실행합니다.
tabcmd 설치 프로그램 명령줄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cmd의 설치 스위치 및 속성(Windows)을 참조하십시오.
tabcmd 설치 프로그램은 C:\Users\<user>\AppData\Local\Temp에
로그를 만들며, tabcmd 설치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에서는 Tableau_Server_Command_Line_
Utility_(<version_code>)_##############.log 명명 규칙을
사용합니다.

l

Linux
참고: Linux 컴퓨터에서 tabcmd를 실행하려면 Java 11이 설치되어 있
어야 합니다. RHEL 형식 시스템에서는 tabcmd를 설치할 때 종속 항
목으로 설치됩니다. Ubuntu 시스템에서는 Java 11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Debian 배포는 더 이상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이 Tableau 커뮤니티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a. tabcmd 컴퓨터에 대한 sudo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 로그온
합니다.
b. 다운로드한 .rpm 또는 .deb 패키지를 복사한 디렉터리로 이동합
니다.
l

CentOS를 포함한 RHEL 유사 배포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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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do yum install tableau-tabcmd<version>.noarch.rpm
l

Ubuntu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tableau-tabcmd<version>_all.deb

Linux 컴퓨터에서 tabcmd를 제거하려면 실행 중인 Linux 배포판의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6. (선택 사항)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위치를 지정할 필요 없이
tabcmd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tabcmd가 설치되어 있는 정규화된 위치를 시
스템 경로에 추가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운영 체제의 유형 및 버전
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PATH_(variable)를 참조하십시오.

tabcmd를 사 용 하 는 방 법
tabcmd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자 자격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참고: PowerShell을 사용하여 Windows에서 tabcmd 명령을 실행하지 마십
시오. PowerShell을 사용하면 예기치 않은 동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Windows 컴퓨터에서 초기 노드가 아닌 컴퓨터에 tabcmd를 설치한 경우 tabcmd
를 설치한 디렉터리로 변경합니다.
Linux 컴퓨터에서는 설치 디렉터리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3. tabcmd 명령을 실행합니다.
tabcmd를 사용할 경우 인증된 서버 세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션은 서버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 및 세션을 실행 중인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세션을 먼저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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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명령을 지정할 수도 있고 세션 시작과 명령 실행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습니
다.

중요: tabcmd를 사용하여 둘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을 동시에(병렬
로) 실행하지 말고 하나씩 차례로(연속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명령(예: login) 및 옵션(예: -s, -u 등)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제공하는 값(예: User@Example.com)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
다음 명령은 세션을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login -s https://online.tableau.com -t mysite -u
authority@email.com -p password
명령 하나로 세션을 시작하고 통합 문서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는 login이 필요 없습니다.
tabcmd delete "Sales_Workbook" -s https://online.tableau.com -t
campaign -u admin@email.com -p password
-s, -t, -u 및 -p 옵션은 tabcmd의 전역 변수 중 일부입니다. 즉, 이러한 옵션은 모든
명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cmd 명령을 참조하십시오.

tabcmd 명령
참고: tabcmd 명령줄 유틸리티 버전 2.0은 Tableau tabcmd(새 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버전을 사용하면 MacOS 및 Linux에서 tabcmd 명령을 실행하고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한 인증을 통해 다단계 인증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버전 2.0은 Python 기반 Tableau Server 클라이언트(TS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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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끝점에 구축됩니다. 이 최신 버전은 Tableau Cloud에서 작동하며 Tableau
Server를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Tableau Cloud의 tabcmd 명령줄 도구에서 다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ogin
logout
get url
addusers(그룹 대상)
creategroup
deletegroup
export
createproject
deleteproject
publish
createextracts
refreshextracts
deleteextracts
runschedule
delete workbook-name 또는 datasource-name
createsite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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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siteusers
removeusers
version

addusers group-name
지정된 그룹에 사용자를 추가합니다.
예
tabcmd addusers "Development" --users "users.csv"
옵션

--users
주어진 .csv 파일의 사용자를 지정된 그룹에 추가합니다. 파일은 라인당 사용자
이름이 하나씩 있는 간단한 목록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하
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미 Tableau Cloud에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 을 참조하십시오.

--[no-]complete
이 옵션이 complete로 설정되면 모든 행에서 모든 변경 작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이 옵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complete가 사용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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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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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createextracts
게시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을 만듭니다.
옵션

-d, --datasource
추출 만들기를 위한 대상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embedded-datasources
대상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 이름의 공백으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데이터
원본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통합 문서의 추출을 만들 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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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rypt
암호화된 추출을 만듭니다.

--include-all
대상 통합 문서에 내장된 모든 데이터 원본을 포함합니다. 통합 문서의 추출을 만들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rent-project-path
대상 리소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에 대한 경로입니다. --project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project
대상 리소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workbook 또는 --datasource가 지
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프로젝트 'Default'가 사용됩니
다.

-u, -url
URL에 나타나는 리소스의 정규 이름입니다.

-w, -workbook
추출 만들기를 위한 대상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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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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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creategroup group-name
그룹을 만듭니다. 그룹이 만들어진 후에는 addusers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추가합
니다.
예
tabcmd creategroup "Development"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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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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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createproject project-name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예
tabcmd createproject -n "Quarterly_Reports" -d "Workbooks
showing quarterly sales reports."
옵션

-n, --name
만들 프로젝트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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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project-path
-n 옵션으로 지정된 중첩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Main"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Nested"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parentproject-path "Main" -n "Nested" 구문을 사용합니다.

-d, --description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지정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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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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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createsiteusers filename.csv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합
니다. 서버에 아직 사용자가 생성되지 않은 경우 이 명령은 사이트에 사용자를 추가
하기 전에 해당 사용자를 만듭니다.
CSV 파일은 하나 이상의 사용자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각 사용자에 대한) 암호, 전
체 이름, 라이선스 유형, 관리자 수준, 게시자 여부(yes/no)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CSV 파일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SV 파일 가져오기 지침을 참
조하십시오.
CSV 파일에 관리자 수준 및 게시자 사용 권한을 포함시키는 대신 --role 옵션을 포
함시키고 CSV 파일에 나열된 사용자에게 할당하려는 사이트 역할을 지정하여 액세
스 수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관리자가 로그인한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사용자를 다른 사
이트에 추가하려면 --site 전역 옵션을 포함시키고 사이트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만들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예
tabcmd createsiteusers "users.csv" --role "Explorer"
옵션

--admin-type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role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auth-type
.csv 파일에 있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인증 유형(TableauID 또는 SAML)을 설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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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지정되지 않으면 기본값은 TableauID입니다.

참고: SAML 인증을 사용하려면 사이트 자체도 SAML을 지원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사이트에서 SAML 인증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no-]complete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오류 동작: 10행 범위 내에 오류가 3개 이상 있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publisher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role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nowait
비동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publisher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role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role
.csv 파일의 모든 사용자에 대한 사이트 역할을 지정합니다. --role 옵션을 사용하여
사이트 역할을 할당하려면 각 사이트 역할에 대해 별도의 CSV 파일을 만듭니다.
유효한 값은 ServerAdministrator, SiteAdministratorCreator,
SiteAdministratorExplorer, SiteAdministrator, Creator,
ExplorerCanPublish, Publisher, Explorer, Interactor, Viewer 및
Unlicensed입니다.
기본값은 새 사용자에 대해서는 Unlicensed이며 기존 사용자에 대해 변경되지 않
습니다. 사용자 기반 서버 설치 환경에서 createsiteusers 명령을 사용하여 새로
운 사용자를 만들 때 사용자에 대한 라이선스 수가 한도에 도달한 경우에도 사용자
가 라이선스 없음으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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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중 사이트 Tableau Server에서 --role 옵션을 사용하여
ServerAdministrator 사이트 역할을 할당하려면 createsiteusers 대신
createusers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silent-progress
명령의 진행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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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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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delete workbook-name 또 는 datasource-name
서버에서 지정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삭제합니다.
이 명령은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게시되었을 때의 파일 이름이 아닌 서버에
서 사용되는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
tabcmd delete "Sales_Analysis"
옵션

-r, --project
삭제할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지정되지 않
은 경우 "기본" 프로젝트로 간주됩니다.

--parent-project-path
-r 옵션으로 지정된 중첩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Main"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Nested"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parentproject-path "Main" -r "Nested" 구문을 사용합니다.

--workbook
삭제할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datasource
삭제할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전역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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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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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deleteextracts
게시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을 삭제합니다.
옵션

-d, --datasource
추출 삭제를 위한 대상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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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datasources
대상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 이름의 공백으로 구분된 목록입니다. 데이터
원본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통합 문서의 추출을 삭제할 때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crypt
암호화된 추출을 만듭니다.

--include-all
대상 통합 문서에 내장된 모든 데이터 원본을 포함합니다.

--parent-project-path
대상 리소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에 대한 경로입니다. --project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project
대상 리소스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workbook 또는 --datasource가 지
정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프로젝트 'Default'가 사용됩니
다.

-u, -url
URL에 나타나는 리소스의 정규 이름입니다.

-w, -workbook
추출 삭제를 위한 대상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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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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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deletegroup group-name
서버에서 지정된 그룹을 삭제합니다.
예
tabcmd deletegroup "Development"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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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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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deleteproject project-name
서버에서 지정된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tabcmd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계층에서 최상위 프로젝트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
위 프로젝트 내의 프로젝트에 수행할 작업을 자동화하려면 해당하는 Tableau REST
API 호출을 사용합니다.
예
tabcmd deleteproject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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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parent-project-path
명령으로 지정된 중첩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Main"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Designs"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parentproject-path "Main" "Designs" 구문을 사용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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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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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deletesiteusers filename.csv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제거될 사용자는 한 줄에
사용자 이름 하나가 있는 간단한 목록을 포함하는 파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용
자 이름 이외의 어떠한 추가 정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버에 사이트가 하나만 있거나 사용자가 한 사이트에만 속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서버에서도 제거됩니다. Tableau Server 엔터프라이즈 설치에서 서버에
다중 사이트가 포함된 경우 서버 관리자 사이트 역할이 할당된 사용자가 사이트에
서 제거되지만 서버에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콘텐츠를 소유하는 경우 사용자의 역할이 Unlicensed로 변경되고 사용자
가 서버 또는 사이트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콘텐츠는 해당 사용자가 계속 소유합
니다. 사용자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콘텐츠의 소유자를 변경한 다음 사용자를 다시
제거해야 합니다.
예
tabcmd deletesiteusers "users.csv"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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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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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export
Tableau Cloud에서 뷰 또는 통합 문서를 내보내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명령으로 뷰
에 사용된 데이터만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뷰 데이터 내보내기는 요약 수준에서 수
행됩니다. 세부 수준 데이터를 내보내려면 Tableau Server UI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뷰 및 통합 문서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이 명령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l

사용 권한: 내보내려면 이미지 내보내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용 권한은 모든 역할에 대해 허용되거나 상속되지만 통합 문서 또는 뷰별
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내보내기: 뷰에 사용된 데이터만 내보내려면 --csv 옵션을 사용합니
다. 이 옵션은 뷰에 사용된 요약 데이터를 .csv 파일로 내보냅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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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URL 일부를 사용하여 내보낼 대상을 지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통합 문서
또는 뷰의 URL에 나타나는 "workbook/view" 문자열을 지정합니다.
“식별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URL 끝에 있는 :iid=<n> 세션 ID를 제
외하십시오.
예를 들어 Regional 통합 문서에 있는 Tableau 샘플 뷰 Global Temperatures
에는 다음과 유사한 URL이 있습니다. <server_
name>/#/views/Regional/GlobalTemperatures?:iid=3
Global Temperatures 뷰를 내보내려면 문자열
Regional/GlobalTemperatures를 사용하십시오.
Regional/Global Temperatures 또는
Regional/GlobalTemperatures?:iid=3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l

서버에서 다중 사이트를 실행 중이며 뷰 또는 통합 문서가 기본값이 아닌
사이트에 있는 경우 -t <site_id>를 사용합니다.

l

통합 문서를 내보내려면 통합 문서의 뷰를 열어 URL 문자열을 얻은 다음
사용하는 문자열에 뷰를 포함시킵니다.
위 예에서 Regional 통합 문서를 내보내려면 문자열
Regional/GlobalTemperatures를 사용합니다.

l

통합 문서를 내보내려면 Tableau Desktop 게시 대화 상자에서 탭으로 시
트 표시를 선택하고 통합 문서를 게시했어야 합니다.
참고: 관리 뷰를 포함하는 Tableau 통합 문서는 내보낼 수 없습니다.

l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다음 형식을 사용하여 매개 변수 필
터를 추가합니다.
?<filter_name>=value
또는 매개 변수를 필터링하고 해당 매개 변수에 측정값 또는 차원의 이름
과 일치하는 표시 이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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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filter_name>=value
l

저장된 파일의 형식: 형식 옵션은 내보내는 항목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합 문
서는 --fullpdf인수를 사용하여 PDF로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뷰를 PDF(-pdf) 또는 PNG(--png)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l

저장된 파일의 이름 및 위치(선택 사항): 이름을 제공하지 않으면 뷰 또는 통
합 문서 이름에서 이름이 파생됩니다. 위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파일이 현재 작
업 디렉터리에 저장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경로나 현재 작업 디렉터리에 상
대적인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csv 또는 .pdf 같은 파일 이름 확장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명
령에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파일 이름에 자동으로 확장명을 추가하지 않
습니다.

l

대시보드 웹 페이지 개체가 PDF 내보내기에 포함되지 않음: 필요한 경우 대
시보드에 웹 페이지 개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 개체가 포함된 대
시보드를 PDF로 내보내는 경우 웹 페이지 개체는 PDF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

ASCII 이외의 문자와 비표준 ASCII 문자 및 PDF 내보내기: ASCII 문자 집합
외의 문자 또는 비표준 ASCII 문자를 포함하는 이름의 뷰 또는 통합 문서를 내
보내는 경우 문자를 URL 인코딩(백분율 인코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에 Zürich 도시가 포함된 경우 이를 Z%C3%BCrich로 URL 인
코딩해야 합니다.
tabcmd export "/Cities/Sheet1?locationCity=Z%C3%BCrich" fullpdf

캐시를 지워 실시간 데이터 사용
필요한 경우 URL 매개 변수 ?:refresh=yes를 추가하여 캐시에서 결과를 가져오
는 대신 데이터 쿼리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에 tabcmd를 사
용하며 refresh URL 매개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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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전체 통합 문서 대신 단일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만 refresh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뷰
tabcmd export "Q1Sales/Sales_Report" --csv -f "WeeklyReport.csv"
tabcmd export -t Sales "Sales/Sales_Analysis" --pdf -f
"C:\Tableau_Workbooks\Weekly-Reports.pdf"
tabcmd export "Finance/InvestmentGrowth" --png
tabcmd export "Finance/InvestmentGrowth?:refresh=yes" --png

통합 문서
tabcmd export "Q1Sales/Sales_Report" --fullpdf
tabcmd export "Sales/Sales_Analysis" --fullpdf --pagesize
tabloid -f "C:\Tableau_Workbooks\Weekly-Reports.pdf"
옵션

-f, --filename
주어진 파일 이름과 확장명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csv
뷰에만 해당. 뷰의 데이터(요약 데이터)를 .csv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pdf
뷰에만 해당. PDF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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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뷰에만 해당. 이미지를 .png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fullpdf
통합 문서에만 해당. PDF로 내보냅니다. 탭으로 시트 표시 를 사용으로 설정한 상
태로 통합 문서를 게시했어야 합니다.

--pagelayout
내보낸 PDF의 페이지 방향(landscape 또는 portrait)을 설정합니다. 지정하지
많으면 Tableau Desktop 설정이 사용됩니다.

--pagesize
내보낸 PDF의 페이지 크기를 unspecified, letter, legal, note folio,
tabloid, ledger, statement, executive, a3, a4, a5, b4, b5 또는 quarto 중 하나
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letter입니다.

--width
너비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800 px입니다.

--height
높이를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600 px입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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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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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get url
Tableau Cloud에서 지정된(부분) URL이 나타내는 리소스를 가져옵니다. 결과는 파
일로 반환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l

사용 권한: 파일을 가져오려면 다른 이름으로 다운로드/웹 저장 권한이 있어
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용 권한은 모든 역할에 대해 허용되거나 상속되지
만 통합 문서 또는 뷰별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가져올 뷰 또는 통합 문서 지정: 가져올 뷰를 지정할 때는
"/views/<workbookname>/<viewname>.<extension>"문자열을 사용하
고 가져올 통합 문서를 지정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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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books/<workbookname>.<extension>"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workbookname> 및 <viewname>을 브라우저에서 뷰를 열 때 URL에 표시되
는 통합 문서 및 뷰의 이름으로 바꾸고 <extension>을 저장할 파일의 형식으로
바꿉니다. URL의 끝에 있는 세션 ID(?:iid=<n>)나 통합 문서 또는 뷰의 "식별"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Metrics Summary이라는 이름의 통합 문서에서 Regional Totals라는 뷰
를 여는 경우 표시되는 URL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views/MetricsSummary_1/RegionalTotals?:iid=1
뷰를 가져오려면 /views/MetricsSummary_
1/RegionalTotals.<extension>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통합 문서를 가져오려면 /workbooks/MetricsSummary_1.<extension>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 및 뷰를 다운로드할 때 .twb 또는 .twbx 파일의 콘
텐츠는 일반 텍스트로 저장됩니다. 데이터에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필터
값을 비롯한 모든 데이터는 파일을 여는 모든 사용자가 읽을 수 있습니다.
l

파일 확장명: URL에는 파일 확장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확장명에 따라 반환
되는 항목이 결정됩니다. 뷰는 PDF, PNG 또는 CSV(요약 데이터만) 형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Tableau 통합 문서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거나 라
이브 연결을 사용할 경우 TWB로 반환되고 데이터 추출에 연결할 경우 TWBX
로 반환됩니다.

참고: 뷰를 PDF 또는 PNG 파일로 다운로드하려는 경우 .pdf 또는 .png 확장
명을 포함하는 --filename 매개 변수를 포함시키면 URL에 .pdf 또는 .png
확장명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l

저장된 파일의 이름 및 위치(선택 사항): --filename에 사용하는 이름에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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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확장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름과 파일 확장명을 제공하지 않으면 둘 다
URL 문자열에서 파생됩니다. 위치를 제공하지 않으면 파일이 현재 작업 디렉
터리에 저장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 경로나 현재 작업 디렉터리에 상대적인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PNG 크기(선택 사항): 저장된 파일이 PNG인 경우 URL에 크기(픽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캐시를 지워 실시간 데이터 사용
필요한 경우 URL 매개 변수 ?:refresh=yes를 추가하여 캐시에서 결과를 가져오
는 대신 데이터 쿼리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스크립트에 tabcmd를 사
용할 경우 refresh 매개 변수를 많이 사용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전체 통합 문서 대신 단일 대시보드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만
refresh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뷰
tabcmd get "/views/Sales_Analysis/Sales_Report.png" --filename
"Weekly-Report.png"
tabcmd get "/views/Finance/InvestmentGrowth.pdf" -f
"Q1Growth.pdf"
tabcmd get "/views/Finance/InvestmentGrowth" -f "Q1Growth.pdf"
tabcmd get "/views/Finance/InvestmentGrowth.csv"
tabcmd get "/views/Finance/InvestmentGrowth.png?:size=640,480"
-f growth.png
tabcmd get "/views/Finance/InvestmentGrowth.png?:refresh=yes" f growth.png

통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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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cmd get "/workbooks/Sales_Analysis.twb" -f "C:\Tableau_
Workbooks\Weekly-Reports.twb"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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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login
Tableau Cloud 사용자를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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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 --site, --username, --password 전역 옵션을 사용하여 세션을 만듭
니다.

참고: 사이트가 SAML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어도 tabcmd login 명령을 사용
할 경우 SAML SSO(Single Sign-On)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그인하려면 사이트
에서 만들어진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에 사용한 Tableau Server 사용자의 사용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세션을 만드는 데 이미 사용한 동일한 정보를 사용하여 로그인할 경우 --password
옵션만 지정합니다. 쿠키에 저장된 서버 및 사용자 이름이 사용됩니다.
서버에서 80(기본값) 이외의 포트를 사용 중인 경우 해당 포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서버에서 다중 사이트를 실행 중이고 기본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경우에
만 --site (-t) 옵션이 필요합니다. 암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암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no-prompt옵션이 지정되고 암호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명
령이 실패합니다.
로그인하면 세션이 서버에서 만료되거나 logout 명령을 실행할 때까지 세션이 계
속됩니다.
예
지정된 사이트 ID로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tabcmd login -s https://online.tableau.com -t siteID -u
user@email.com -p password
옵션

-s, --server
네트워크에 있는 Tableau Server 컴퓨터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
http://localho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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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gbox.myco.com 또는 http://bigbox와 같이 컴퓨터의 URL을 지정합
니다.
서버에서 SSL을 사용 중인 경우 컴퓨터의 URL에 https://를 지정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URL을 https://online.tableau.com으로 지정합니다.

-t, --site
서버에 다중 사이트가 있고 기본 사이트 이외의 사이트에 로그인할 경우에는 이 옵
션을 포함합니다.
사이트 ID는 사이트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URL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름
이 West Coast Sales인 사이트의 사이트 ID는 west-coast-sales일 수 있습니다.

-u, --username
로그인하는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가
사용자 이름입니다.

-p, --password
에 대해 지정된 사용자의 암호입니다--username. 암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암
호를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filename.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x, --proxy
tabcmd 요청의 HTTP 프록시 서버 및 포트(호스트:포트)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합니
다.

--no-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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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입력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암호가 지정되지 않으면 login 명령이 실
패합니다.

--cookie
로그인에 대한 세션 ID를 저장합니다. 이후 명령 실행 시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값이 명령의 기본값입니다.

--no-cookie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후 세션 ID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후 명령 실행 시 로그
인해야 합니다.

--timeout SECONDS
login명령이 처리될 때까지 서버에서 기다리는 시간(초)입니다. 기본값은 30초입
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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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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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logout
서버에서 로그아웃합니다.
예
tabcmd logout

publish filename.twb(x), filename.tds(x) 또 는 filename.hyper
지정된 통합 문서(.twb(x)), 데이터 원본(.tds(x)) 또는 추출(.hyper)을 Tableau Cloud에
게시합니다.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는 데이터베이스 사용
자 이름 또는 암호 없이 게시됩니다.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초기에 할당되는 사용 권한은 파일이 게시되는 프로
젝트에서 복사됩니다. 파일이 게시된 후 게시된 리소스의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통합 문서에 사용자 필터가 포함된 경우 축소판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예
tabcmd publish "analysis_sfdc.hyper" -n "Sales Analysis"
--oauth-username "user-name" --save-o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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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tabcmd와 동일한 디렉터리에 있지 않은 경우 파일의 전체 경로를 포함하십
시오.
예
tabcmd publish "\\computer\volume\Tableau Workbooks\analysis_
sfdc.hyper" -n "Sales Analysis" --oauth-username "username" -save-oauth
옵션

-n, --name
서버의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 이름입니다. 생략할 경우 통합 문서, 데이터 원
본 또는 데이터 추출의 이름은 파일 이름을 따라 지정됩니다.

-o, --overwrite
서버에 이미 있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추출을 덮어씁니다.

-r, --project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추출을 지정된 프로젝트에 게시합니다. 지정
되지 않은 경우 "기본" 프로젝트에 게시합니다.

--parent-project-path
-r 옵션으로 지정된 중첩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Main"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Nested"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parentproject-path "Main" -r "Nested" 구문을 사용합니다.

--db-username
이 옵션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 추출과 함께 데이터베이
스 사용자 이름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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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된 OAuth 연결 및 접근 토큰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한 경우 --oauth-username
옵션을 대신 사용합니다.

--db-password
이 옵션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추출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게시합니다.

--save-db-password
제공된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서버에 저장합니다.

--oauth-username
사용자 계정의 이메일 주소입니다. 사용자에게 --name에 지정된 클라우드 데이터
원본에 대해 저장된 액세스 토큰이 이미 있는 경우 미리 구성된 OAuth 인증을 통해
사용자를 연결합니다.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관리됩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기존 OAuth 연결의 경우 --db-username 및 --db-password 대
신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save-oauth
--oauth-username에 지정된 자격 증명을 게시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과 함
께 내장된 자격 증명으로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 게시자 또는 서버 관리자가 서버에 로그인하여 해당 통합 문서 또는 데이
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편집할 때 콘텐츠에 내장된 이 OAuth 자격 증명이 연결 설정
에 표시됩니다.
게시 후에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하려면 --oauth-username에 이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연결에서 --save-db-password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thumbnail-username
통합 문서에 사용자 필터가 포함된 경우 지정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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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판이 생성됩니다. --thumbnail-group 옵션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옵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thumbnail-group
통합 문서에 사용자 필터가 포함된 경우 지정된 그룹이 볼 수 있는 항목을 기준으
로 축소판이 생성됩니다. --thumbnail-username 옵션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 옵
션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tabbed
탭 보기를 포함하는 통합 문서를 게시하면 각 시트가 Viewer(뷰어)가 통합 문서를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탭이 됩니다. 이 설정은 시트 수준 보안을 재정의합니
다.

--append
기존 데이터 원본에 추출 파일을 추가합니다.

--replace
추출 파일을 사용하여 기존 데이터 원본을 대체합니다.

--disable-uploader
증분 파일 업로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restart
파일 업로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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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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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
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refreshextracts workbook-name 또 는 datasource-name
지정된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에 속해 있는 추출 항목의 전체 또는 증분 새로 고침
을 수행합니다.
이 명령은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게시되었을 때의 파일 이름이 아닌 서버에
서 나타나는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관리자 또는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만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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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버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지금 실행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이 방법
이 실패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설정 을 참조하십시

l

오.
tabcmd를 사용하여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지원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랫폼 Google Analytics에서 SQL Server, MySQL,

l

PostgreSQL 등이 지원됩니다.
tabcmd를 사용하여 온프레미스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데이터 원본이 Tableau
Bridge 권장 일정 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합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에
연결하는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의 경우 Bridge 또는 명령줄 데이터 추출 유틸리티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및 명령줄에서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자동화 를 참조하십시오.
예
tabcmd refreshextracts --datasource sales_ds
tabcmd refreshextracts --project "Sales External" --datasource
sales_ds
tabcmd refreshextracts --project "Sales External" --parentproject-path "Main" --project "Sales External" --datasource
sales_ds
tabcmd refreshextracts --workbook "My Workbook"
tabcmd refreshextracts --url SalesAnalysis
tabcmd refreshextracts --workbook "My Workbook" -addcalculations
tabcmd refreshextracts --datasource sales_ds -removecalculations
옵션

--incremental
증분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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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chronous
전체 새로 고침 작업을 백그라운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큐에 추가하여 백그라운
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실행되게 합니다. 백그라운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됩니다. 새로 고침 작업이 백그라운드 작업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동기식 새로 고침 중에 tabcmd는 새로 고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버와 라이브
연결을 유지하며, 백그라운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1초에 한 번씩 폴링합니다.

--workbook
새로 고칠 추출 항목이 들어 있는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통합 문서의 이름에 공
백이 있으면 이름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datasource
새로 고칠 추출 항목이 들어 있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project
--workbook또는 --datasource와 함께 사용하여 기본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
에 있는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을 식별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프로젝
트로 간주됩니다.

--parent-project-path
--project 옵션으로 지정된 중첩 프로젝트의 상위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l

"Main"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Nested"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다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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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ested" 프로젝트 안에 중첩되어 있는 "Nested2" 프로젝트를 지정하려면 다
음 구문을 사용합니다.

l

--parent-project-path "Main/Nested" --project "Nested2"

--url
URL에 나타나는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Sales Analysis"로 게시된 통합 문서의
URL 이름은 "SalesAnalysis"입니다.

--addcalculations
--workbook을 함께 사용하여 통합 문서의 내장된 추출에서 계산을 구체화하거나 -datasource를 사용하여 추출 데이터 원본의 계산을 구체화합니다. 백그라운더 프
로세스에 사용되는 대기열에 작업을 추가합니다. 백그라운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됩니다. 이 작업은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
에 표시됩니다.

--removecalculations
이전에 구체화된 계산을 제거하려면 --workbook 또는 --datasource를 함께 사용
합니다. 백그라운더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대기열에 작업을 추가합니다. 백그라운
더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작업이 즉시 실행됩니다. 이 작업은 추출용 백

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에 표시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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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
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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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removeusers group-name
지정된 그룹에서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예
tabcmd removeusers "Development" --users "users.csv"
옵션

--users
지정된 그룹에서 주어진 .csv 파일에 있는 사용자를 제거합니다. 파일은 라인당 사
용자 이름이 하나씩 있는 간단한 목록이어야 합니다.

--[no-]complete
모든 행이 유효해야만 변경됩니다. 이 옵션이 지정되지 않으면 --complete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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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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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
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음 예
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runschedule schedule-name
현재 로그인한 사이트에 지정된 일정의 작업을 실행합니다. tabcmd를 사용하여 모든
사이트에 대해 이 명령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이트에 대한 일정의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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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하려면 웹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고 일정 페이지에서 모든 사이트를 선택한
다음 일정에서 지금 실행을 수행합니다.
이 명령은 서버에 지정된 일정 이름을 사용합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서버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지금 실행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
우 이 방법이 실패하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예
tabcmd runschedule "5AM Sales Refresh"

전역 옵션

다음 옵션은 모든 tabcmd 명령에서 사용됩니다. 세션을 시작하려면 --server, -user 및 --password 옵션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옵션을 포함하지 않
고 후속 명령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인증 토큰이 저장됩니다. 이 토큰은 토큰이 사용된
마지막 명령 이후 5분 동안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h, --help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참고: 나열된 명령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서 tabcmd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없
습니다.

-s, --server
Tableau Cloud URL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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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user
Tableau Cloud 사용자 이름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 --password
Tableau Cloud 암호이며 세션을 시작하려면 최소 한 번은 필요합니다.

--password-file
보안 강화를 위해 명령줄이 아닌 주어진 .txt 파일에 암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t, --site
명령이 작은따옴표나 큰따옴표로 묶인 Tableau Cloud 사이트 ID로 지정된 사이트에
적용됨을 나타냅니다. 지정된 사용자가 둘 이상의 사이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이 옵
션을 사용합니다. 캐시된 인증 토큰 사용 시 사이트 ID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소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큰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도 암호를 묻는 메시
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no-prompt
이 옵션이 지정되면 명령에서 암호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암
호가 제공되지 않으면 명령이 실패합니다.

--[no-]cookie
이 옵션이 지정되면 로그인 시 세션 ID가 저장되므로 후속 명령에서 로그인을 필요
로 하지 않습니다. 세션 ID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no- 접두사를 사용합니다. 기본적
으로 세션이 저장됩니다.

--timeout
서버에서 명령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지정된 시간(초) 동안 기다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는 서버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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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에서 옵션의 끝을 지정합니다. --을 사용하면 tabcmd에 -- 다음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옵션 설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의 값으로 해석하도록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하이픈을 포함하는 값을 지정해야 할 경우 유용합니다. 다
음 예에서는 -430105/Sheet1이 export 명령에 필요한 값인 tabcmd 명령에서 -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tabcmd export --csv -f "D:\export10.csv" -- -430105/Sheet1

팁 : Tableau Server에서 사용할 수 있는 Tabcmd 1.0 명령은 tabcmd 명령 을 참조하십시
오.

tabcmd의 설치 스위치 및 속성(Windows)
참고: tabcmd 명령줄 유틸리티 버전 2.0은 Tableau tabcmd(새 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새 버전을 사용하면 MacOS 및 Linux에서 tabcmd 명령을 실행하고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한 인증을 통해 다단계 인증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버전 2.0은 Python 기반 Tableau Server 클라이언트(TS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
개 끝점에 구축됩니다. 이 최신 버전은 Tableau Cloud에서 작동하며 Tableau
Server를 제한적으로 지원합니다.

Windows 명령줄에서 Tableau Server 명령줄 유틸리티(tabcmd) 버전 2019.4.0 이상을
설치할 때 다음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Linux 버전의 tabcmd 설치 프로그램에는 동등한 스위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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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

설명

댓글

/install |

설치 프로

기본값은 설치이며 UI 및 모든 프롬프트를 표시합니

/repair |

그램을 실

다. 새로 설치 시 아무 디렉터리도 지정하지 않으면

/uninstall |

행하여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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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out "

tabcmd를

Server\<version>\extras\Command Line

<directory>

설치, 복구,

Utility가 가정됩니다.

"

제거하거나
/layout을
사용하여
지정된 디
렉터리에서
설치 번들
의 전체 로
컬 복사본
을 만듭니
다.

/passive

최소한의
UI를 사용
하고 프롬
프트 없이
설치 프로
그램을 실
행합니다.

/quiet |

완전 무인

/silent

자동 모드

참고: /silent 또는 /quiet 중 하나만 사용

로 설치를

합니다(둘 모두는 안 됨).

실행합니
다. UI 또는
프롬프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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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estart

Windows 재
시작이 필

참고: 드문 경우지만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요한 경우

에도 재시작을 억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에도 재시

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전 시스템 재시작

작하지 않

(예: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중의 재시작)을 건

고 설치 프

너뛰었기 때문입니다.

로그램을
실행합니
다.
/log "<log-

지정된 파

파일 위치가 지정되지 않으면 로그 파일이 사용자

file>"

일 및 경로

의 TEMP 폴더(

에 정보를

C:\Users\<username>\AppData\Local\Tem-

기록합니

p)에 기록됩니다. 설치 후 이 로그 파일에서 오류

다.

를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예: <Setup file> /silent /log

로그 파일

"C:\Tableau\Logs\tabcmd-Install"

은 사용자

ACCEPTEULA=1

의 %TEMP%
폴더에
Tableau_
Server_
Command_
Line_
utility_
<version_
code>.log
라는 명명
규칙을 사
용하여 만
들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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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속성

설명

댓글

ACCEPTEULA=1|0

EULA

/passive, /silent

(최종

또는 /quiet를 사용할

사용
자사
용권
계약)
에동
의합
니다.

때 이 스위치가 없으면
설치가 실패합니다.
포함되어 있지만 0으로
설정된 경우에도 설치
가 실패합니다.

quiet,
silent
및
passive 설
치에
필요
합니
다. 1
=
EULA
에동
의, 0
=
EULA
에동
의하
지않
음.

Tableau Software

613

Tableau Cloud 도움말
INSTALLDIR="<path\to\installation\di- tabcmd를
rectory>"
지정
된기
본위
치가
아닌
설치
위치
에설
치합
니다.

tabcmd를 설치할 위치
를 지정합니다. 사용하
지 않으면 tabcmd가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Server\<version_
code>\extras\Command Line Utility에
설치됩니다.
예: <Setup file>
/silent
INSTALLDIR="C:\tabcmd"

Tableau Cloud의 백 그 라 운 드 작 업 관 리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는 추출 새로 고침, 구독 또는 흐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
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약된 항목을 태스크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더 프
로세스는 이러한 작업의 고유한 인스턴스를 초기화하고 예약된 시간에 실행합니
다. 결과로 초기화되는 고유한 태스크 인스턴스를 작업이라고 합니다. 작업은 웹 인
터페이스에서 지금 실행 옵션을 클릭하거나, REST API를 통해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하거나, tabcmd 명령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초기화한 실행에서도 만들어집니
다.
예를 들어 추출 새로 고침 태스크가 매일 오전 9시에 실행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추출 새로 고침 태스크이며 매일 오전 9시에 백그라운더가 실행할 작업이 만
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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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작업을 실행한다는 것은 백그라운더가 하루 중에 여러 번 많은 리소스
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업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
트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작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해당 작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리소스 사용량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설정 페이지의 지금 실행 설정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작업을 수동으로 실
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실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옵션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선택됩니다. 사용자가 수동으로 작업을 실행하는 것을 막으려면 확인란을 선택 취소
합니다.
작업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Jobs(작업) 페이지는 왼쪽 탐색 메뉴의 Existing Tasks
(기존 작업) 메뉴로 이동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에 대한 정보는 사이트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개요
이 항목에서는 Jobs(작업) 페이지에 표시되는 정보를 보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모든 사용자의 분석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용량이 있
습니다. 사이트의 용량에는 사이트에서 추출, 메트릭, 구독 및 흐름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저장소 및 작업에 대한 용량이 포함됩니다. 작업 페이지에서는 Tableau Cloud 사
이트에 대한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페이지 상단에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Failed(실패), Completed(완료) 및 Canceled(취
소됨) 상태의 작업 수에 대한 개략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해도 이러한 값
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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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된 각 작업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에는 작업 ID, 해당 작업의 상태, 우선 순위, 작
업이 생성된 태스크의 유형, 작업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 실행 시간, 작업이 큐에서
대기하는 경우 현재 큐 대기 시간과 평균 실행 시간 및 평균 큐 대기 시간이 있습니
다.
Tableau는 평균 실행 시간 및 평균 큐 대기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기간별 실행 시간
및 큐 대기 시간을 기록합니다. 평균 실행 시간과 평균 대기 시간은 모두 다음 수식
을 사용하여 가중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실행 시간 또는 대기 시간 평균 x 4) +
최근 실행 시간 또는 대기 시간)/ 5
작업 ID는 관리 뷰에서 작업을 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ID를 클릭하
면 작업 LUID, 프로젝트 이름, 일정, 콘텐츠 이름, 콘텐츠 소유자, 작업 Creator, 및 작
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마지막 시간과 같은 작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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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지금 새로 고침을 수행하면 작업 세부 정보 대화 상자
에 LUID 정보만 표시됩니다.

작업 유형
다양한 유형의 작업이 있습니다.
l

Bridge 새로 고침: Cloud 일정을 사용하는 전체 및 증분 추출 새로 고침을 포함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l

추출: 여기에는 추출 만들기, 증분 추출 새로 고침 및 전체 추출 새로 고침이 포
함됩니다. .

l

구독: 통합 문서 및 뷰에 대한 구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뷰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l

흐름: 예약된 흐름 및 수동 흐름 실행이 포함됩니다.

l

암호화: 다음을 포함합니다.
l
l
l

추출 암호화 및 암호 해독
흐름 암호화 및 암호 해독
추출 및 흐름의 키 다시 생성

필터
필터링을 통해 특정 작업만 표시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필터는 작업 상태
유형, 작업 유형 및 시간 범위입니다. 시간 범위 필터의 경우 1시간 전부터 24시간 전
까지 4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업 취소
추출 새로 고침, 구독 및 흐름 실행 작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
만 취소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선택하여 취소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
다.

Tableau Software

617

Tableau Cloud 도움말
작업을 취소하면 작업이 취소된 시간, 영향을 받는 콘텐츠 및 작업이 취소되기 전에
실행된 시간이 포함된 이메일이 작업 취소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수신자에게 전송
됩니다. 또한 이메일에 포함될 사용자 지정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작업이 취소되지만 이메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작업 ID 옆에 있는 줄임표를 클릭하고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작
업을 취소합니다.

상태
작업이 가질 수 있는 7가지 유형의 상태가 있으며 각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상세한
관련 정보가 표시됩니다.
l

완료: 이 작업은 완료했습니다로 표시되며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명에서 작업이 완료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진행 중: 이 작업은 진행 중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작업이 실행된 시간은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나타나는 도구 설명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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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진행 중: 이 작업은 진행 중이지만 지연 실행되고 있습니다. Tableau는 동일한
작업에 대한 평균 실행 시간을 추적하며 현재 실행 시간이 평균 실행 시간보다
긴 경우 지연 실행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업이 평균 실행 시간을 초과한 시
간과 평균 실행 시간은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명에 제공됩
니다.

l

보류 중: 이 작업은 현재 보류 중이며, 사용 가능한 백그라운더 용량이 생길 때
까지 실행 대기 중입니다. 지금까지 작업이 큐에 대기한 시간은 상태를 마우스
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명에 제공됩니다.

l

보류 중: 이 작업은 현재 보류 중이지만 지연 실행되고 있습니다. Tableau는 동
일한 작업에 대한 평균 큐 대기 시간을 추적하며 현재 큐 대기 시간이 평균 큐
대기 시간보다 긴 경우 지연 실행 중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작업이 평균 큐 대기
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명에 제공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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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취소됨: 이 작업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작업이 취소된 시
간과 취소하기 전에 실행된 기간은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
명에 제공됩니다.

l

실패: 이 작업은 실패로 표시됩니다. 작업이 실패한 시간, 실패하기 전에 실행
된 기간 및 작업이 실패한 이유는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표시되는 도구 설명
에 제공됩니다.

l

일시 중단됨: 이 작업은 일시 중지 아이콘과 함께 실패로 표시됩니다. 작업이
연속적으로 5번 실패하면 작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일시 중단된 작업은 여전
히 사용할 수 있지만 백그라운더는 사용자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이러한 작업
에 대한 작업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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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새 로 고 침 작 업 정 보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은 다른 작업 유형과 동일한 상태를 생성할 수 있지만 Bridge 새
로 고침 작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l

작업 취소: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은 작업 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의 오용을 방지하려면 대신 Bridge 클라이언트에 적절한 시간 제한이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 구성
을 참조하십시오.

l

"Bridge로 전송됨" 작업 상태: "Bridge로 전송됨" 상태는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완료된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은 새로 고침 작업
이 풀의 Bridge 클라이언트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완료된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은 새로 고침 자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나
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새로 고침이 실패하면 계정 알림과 실패 이메일
알림을 모두 사용하여 게시자(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이러한 알림
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시자 문제 해결 단계를 제공합니다.

l

구독 및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완료된 Bridge 새로 고침 작업에서는 구독 작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완료된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은 새로 고침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새로 고침 작업이 풀의 Bridge 클라이언트로 전송되었
는지 여부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참고:
l

Bridge(레거시) 일정에서 시작된 새로 고침 작업은 작업 페이지에서 캡처되지 않습
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의 새로 고침 작업을 모니터링하려면 Bridge 추출 관리 뷰
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추출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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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작업 페이지에 표시되는 Bridge 오류 문제를 해결하려면 풀링 문제 해결 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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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로고 및 인증 옵션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사이트를 구성한 후 귀하와 귀하의 사용
자가 Tableau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프레임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
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 콘텐츠(데이터, 보고서 등)를 채우려면 귀하 또는 조직의
데이터 전문가가 콘텐츠를 게시 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 사용자는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Cloud 웹 편집 환경에서 콘텐츠에 연결하고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 유형에는 사용자가 여러 통합 문서 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독
립 실행형 데이터 원본과 내장된 데이터 연결 및 해당 데이터에 기반한 비주얼리제
이션이 포함된 통합 문서가 포함됩니다. 각 유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
는 아래의 게시 리소스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게시 요구 사항 결정
사이트 관리자는 게시에 사용할 사이트를 열기 전에 Tableau Cloud 사용 수준에 맞게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

몇 명의 사용자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환경처럼,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엄격한 요구 사항이 없는 경우 게시 리소스로 이동하여 게시 단계를 시
작하고 게시 및 콘텐츠 관리 방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들이 조직의 서로 다른 영역 간에서 Tableau를 사용하거나 Tableau 사용
자 모집단이 대규모인 경우 게시 리소스를 사용하여 테스트 환경을 만들고 액
세스 및 검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방법을 조정
할 수도 있지만 많은 수의 활성 사용자에게 사이트를 개방한 후에는 이렇게 하
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소의 예로는 권한 부여(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와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용 권한), 데이터 보안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사용자가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찾을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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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요청할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되
는 셀프 서비스에 대해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게시 프로세스 요약
Tableau Desktop에서 Tableau Cloud에 업로드할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연결을 열고
서버 메뉴로 이동하여 게시합니다.
게시 단계 중에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려면 Tableau Cloud 주소
(https://online.tableau.com) 및 사용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게시 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조직의 사용자에게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액세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와 관련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몇 가지 복
잡한 계층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층이 연동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목록의 항목을 사용하여 필요한 복잡성의 수준을 결정하고
적절한 게시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 리소스
이러한 리소스는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일부이며 새 브라우저 창에서 열립니다.
l

게시 개념
통합 문서 게시 준비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 게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

l

비공식적 공동 작업을 위한 기본 게시 단계
통합 문서 공유를 위한 간단한 단계

l

규정 및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단일 출처" 데이터를 만들고, 모범 사례를 사
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데이터 원본 계획 및 게시 단계
데이터 원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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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게시
통합 문서 게시

Tableau Cloud 저 장 소 제 한
사이트의 통합 문서 및 추출에 대한 저장소 제한은 100GB입니다. 저장소 제한은 구
성할 수 없습니다. Tableau Cloud에 대한 추가 기술 사양은 Tableau 웹 사이트에서 기
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데 이 터 연 결 지 원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직접(라이브) 또는 추출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 유형 중 하나나 둘 모두를 사용하는 다중
연결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정의된 데이
터베이스 연결에 따라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를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연결 유형을 잘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유형 목록과 지원되는 연결에 대해 자
세히 알고 싶다면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읽
으십시오.

Tableau Cloud에 대한 직접(라이브) 연결을 지원하는 커넥
터 유형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게시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이 항상 기초 데이터
베이스의 최신 내용을 반영합니다.
Tableau Cloud는 다음과 같은 라이브 연결을 지원합니다.
l

Google BigQuery, Amazon Redshift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플랫폼(예: Amazon
RDS, Microsoft SQL Azure 등)에서 호스팅되는 SQL 기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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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의 경우 대개 Tableau Cloud을 데이터 공급
자의 인증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l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연결을 유지 관리하는 경우 온-프레미스 관계형 데
이터(예: SQL Server 또는 Oracle)
Tableau Bridg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게시된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가 기초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라이브 연
결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고
유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서버에서 게시된 콘텐츠를 열 수 있는 경우에도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보려면 데이
터베이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추출 연결을 지원하는 커넥터 유형
Tableau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는 내장된 데이터베이
스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추출을 게시하고 되풀이 되는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결 설정을 세밀하게 제어하려면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Tableau Desktop
에서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표본을 게시하거나 증분식으로 새로 고치
는 기능을 설정하려는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ableau가
게시 중에 추출을 만들며 전체 새로 고침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게시 단계가 완료되면 데이터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는 단계가 안내됩니다.
Tableau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가 클라우드의 기초 데이터에 연결하는 경우 새
로 고침이 Tableau Cloud에서 직접 실행됩니다. 기초 데이터가 로컬 네트워크에 있
는 경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합니다.
Tableau Bridg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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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웹 에 서 데 이 터 에 연 결
새 통합 문서를 만들고 웹에서 뷰를 작성하여 웹의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먼저 데이
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Tableau에서는 Tableau Desktop을 통해 게시된 웹의 데이터 원
본 연결이나 Tableau Online,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Public을 통한 직접 데이터 연
결을 지원합니다.
2019.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Online에서 Data Management 제공의 일부로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는 경우 탐
색에서 데이터를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Tableau Catalog에서 데이터베
이스 및 테이블과 같은 더 많은 종류의 데이터를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Online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021.4부터 Data Management에 가상 연결(데
이터에 대한 중앙 액세스 지점)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Online 도움말에서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 열기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를 사용하여 연결할 데이터에 액세스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후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
다.
l
l

홈 > 새로 만들기 > 통합 문서
탐색 > 새로 만들기 > 통합 문서

Tableau Public에 있는 경우 작성자 프로필에서 이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l

내 프로필 > 비주얼리제이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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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유형 및 인증됨 기준으로 필터링하려면 필터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Data Management가 있으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 연결을 사
용하여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데
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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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 가상 연결 ,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 중에서 선택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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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 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 품질 경고: 모든 자산,
경고가 없는 자산 및 경고가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자산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에 표시되는 탭은 사용 중인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au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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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서는 이 사이트 기반, 파일 및 커넥터 탭 중에서 선택하여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 기반 데이터에 연결
1. 이 사이트 기반 을 선택하여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찾아보거나 검색합니다.
2. 이름 아래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연결 단추를 클릭합니다.

참고: Data Management가 있으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
이트 기반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연결
Tableau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Excel, 텍스트 기반 데이터 원본(.xlsx, .csv, .tsv) 및 파일
하나만 필요한 공간 파일 형식(.kml, .geojson, .topojson, .json, Esri 모양 파일 및 .zip 형
식으로 패키지된 Esri 파일 지리 데이터베이스)을 업로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데
이터에 연결 창의 파일 탭에서 파일을 필드에 끌어 놓거나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클
릭하여 해당 파일에 연결합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는 1GB입니다.

커넥터 사용
커넥터 탭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엔터프라이즈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각 데이터 연결에 대한 연결 정
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데이터 연결에서 서버 이름과 로그인 정
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Tableau를 각 커넥터 유형에 연결하여 데이터 원본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커넥터가 ‘커넥터’ 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Tableau Desktop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하고 웹 작성을 위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의 데이터
원본 게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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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가 데이터에 연결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데
이터 원본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Creator: 웹에서 데이터 준비를 참
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 커넥터

Actian Matrix*

Google 드라이브‡

OData

Alibaba AnalyticDB for

Impala‡

OneDrive

Kognito*

Oracle‡

Kyvos

Pivotal Greenplum

MySQL‡
Alibaba Data Lake
Analytics‡

Database‡
Alibaba MaxCompute‡

Hortonworks Hadoop Hive
PostgreSQL‡

Amazon Athena‡

IBM BigInsights
Progress OpenEdge*

Amazon Aurora for

IBM DB2
Presto‡

MySQL‡

IBM PDA(Netezza)*

Amazon Redshift‡

MapR Hadoop Hive

Apache Drill

MariaDB‡

Aster Database*

MarkLogic*

Qubole Presto
SAP HANA(가상 연결 전

Azure Data Lake Storage

Microsoft Azure SQL

Gen2‡

Database‡

Box‡

Microsoft Azure Synapse

Cloudera Hadoop
Databricks

용)‡
SAP Sybase ASE*
SAP Sybase IQ*
Salesforce

Analytics‡

SharePoint 목록

Microsoft SQL Server‡

SingleStore(이전의
MemSQL)‡

Denodo‡

MonetDB*
Snowflake‡

Dropbox‡

Tableau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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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sol‡

MySQL‡

Spark SQL

Google BigQuery**‡

Teradata***‡

Google Cloud SQL‡

Vertica‡

*Linux 서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ogle BigQuery는 웹에서 데이터 원본을 만들 때 OAuth가 필요합니다. 서버 관리
자가 Google에 대한 OAuth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Teradata 웹 작성은 현재 쿼리 구간 설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eradata를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가 있는 경우 가상 연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 지원되는 커넥터

Tableau Catalog는 Tableau Server가 지원하는 데이터 커넥터의 하위 집합에 대한 연
결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 또는 테이블이 회색으로 표시되
는 경우 Tableau Server에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올바른 사용 권
한이 있다면 Tableau Desktop 연결 패널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Tableau Cloud에서는 이 사이트 기반, 파일, 커넥터 및 대시보드 스타터 탭 중에서 선
택하여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 기반 데이터에 연결
1. 이 사이트 기반 을 선택하여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찾아보거나 검색합니다.
2. 이름 아래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연결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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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ata Management가 있으면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
이트 기반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일 및 테이블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연결
Tableau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Excel 또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 원본(.xlsx, .csv,
.tsv)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 창의 파일 탭에서 Excel 또는 텍스트 파
일을 필드에 끌어 놓거나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에 연결합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는 1GB입니다.

커넥터 사용
커넥터 탭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또는 엔터프라이즈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각 데이터 연결에 대한 연결 정
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데이터 연결에서 서버 이름과 로그인 정
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커넥터를 사용하여 Tableau를 데이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
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커넥터가 ‘커넥터’ 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Tableau Desktop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하고 웹 작성을 위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 Desktop의 데이터 원본
게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참고: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공개적
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au Cloud는 공개 인터넷에서 액세
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사설망 뒤에 있는 경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게시자: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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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커넥터

Alibaba AnalyticsDB for

Exasol‡

OData

Google BigQuery*‡

OneDrive*

Google Cloud SQL

Oracle‡

MySQL‡
Alibaba Data Lake Analytics‡
Amazon Athena‡

(MySQL 호환)‡§
PostgreSQL‡

Amazon Aurora for MySQL‡

Google 드라이브‡
Presto‡

Amazon EMR Hadoop Hive

Hortonworks Hadoop
Hive

Amazon Redshift‡
Impala‡
Azure Data Lake Storage
Gen2‡

SAP HANA(가상 연결
전용)‡
SharePoint 목록

MapR Hadoop Hive
SingleStore(이전의

Azure Synapse Analytics(SQL

Microsoft Azure

Server 호환)

SQL Database‡

MemSQL)‡
Snowflake‡

Box‡

Microsoft Azure Synapse
Analytics‡

Spark SQL

Cloudera Hadoop
Microsoft SQL Server‡

Teradata**‡

Databricks
MongoDB BI Connector‡

Vertica‡

Denodo‡
MySQL‡
Dropbox*‡
*Tableau Cloud에서 Google BigQuery, OneDrive 및 Dropbox 연결에 대해 OAuth 2.0 표
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Auth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Teradata 웹 작성은 현재 쿼리 구간 설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eradata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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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가 있는 경우 가상 연결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는 Google Cloud SQL을 사용한 SSL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Tableau Catalog 지원되는 커넥터

Tableau Catalog는 Tableau Cloud가 지원하는 데이터 커넥터의 하위 집합에 대한 연결
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원본, 데이터베이스, 파일 또는 테이블이 회색으로 표시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다면 Tableau Desktop 연결 패널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스타터 사용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스타터를 사용하여 LinkedIn Sales Navigator, Oracle
Eloqua, Salesforce, ServiceNow ITSM 및 QuickBooks Online의 데이터를 작성하고 분석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스타터 탭의 미리 작성된 디자인 목록에서 옵션을 선택하
고 대시보드 사용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을 위한
대시보드 스타터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Public
Tableau Public에서는 지원되는 파일을 업로드하여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연결
Tableau에서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Excel 또는 텍스트 기반 데이터 원본(.xlsx, .csv,
.tsv)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 창의 파일 탭에서 Excel 또는 텍스트 파
일을 필드에 끌어 놓거나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클릭하여 해당 파일에 연결합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파일 크기는 1GB입니다.
데이터 집합이 없는 경우 Tableau Public 웹 사이트의 무료 샘플 데이터 집합을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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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터 사용
커넥터 탭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각 데이터 연결에 대한 연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데이터 연결에서 로그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커넥터를 사용하여 Tableau를 데이터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
되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커넥터가 ‘커넥터’ 탭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Tableau Desktop을 통해 데이터에 연결하고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Public에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공개적
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Tableau Public은 공개 인터넷에서 액세
스할 수 있는 데이터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ublic 커넥터

Google Drive
OData

연결한 후
Tableau가 데이터에 연결되면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데
이터 원본 페이지가 열립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Creator: 웹에서 데이터 준비를 참
조하십시오.

웹 작성에서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업로드된 파일 업데이트: 웹 작성을 위해
수동으로 파일(Excel 또는 텍스트)을 업로드하는 경우 Tableau가 자동으로 파일을
새로 고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려면 “연결 편집”을 선택하여 파일의
새 버전을 업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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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ublic에서 비주얼리제이션으로 이동하고 업데이트 요청을 클릭합니다.
Tableau Desktop Public Edition에서 “Keep this data in sync(이 데이터를 동기화 상태로
유지)”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파일 기반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업데이트: Tableau Cloud에 파
일 기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Tableau Desktop을 통해 게시됨)이
있는 경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 확장을 참조하십시오.

초 기 SQL 실 행
참고: Tableau Prep Builder 버전 2019.2.2 이상은 초기 SQL 사용을 지원하지만 Tableau
Desktop에서 지원되는 모든 옵션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
초기 SQL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Builder 온라인 도움말에서 초기
SQL을 사용하여 연결 쿼리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통합 문서를 열거나, 추출을 새로 고치거나,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거나, Tableau Server에 게시하는 등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경우
실행되는 초기 SQL 명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뷰를 새로 고칠 때 초기 SQL은 실행
되지 않습니다. 이 초기 SQL은 사용자 지정 SQL 연결과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십시
오. 사용자 지정 SQL 연결은 쿼리를 실행할 관계(또는 테이블)를 정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SQL 쿼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이 명령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세션 중 사용할 임시 테이블 설정

l

사용자 지정 데이터 환경 설정

서버 연결 대화 상자나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 초기 SQL 명령을 추가하는 옵션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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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원본에서 초기 SQL 문 실행을 지원할 경우 서버 연결 대화 상자 왼
쪽 맨 아래에 초기 SQL 링크가 나타납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초기 SQL을 사용하려면
1. 서버 연결 대화 상자에서 초기 SQL을 클릭합니다. 또는 연결하려는 데이터베
이스에 따라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 초기 SQL 또는 데이터 > 쿼리
구간 및 초기 SQL을 선택합니다.
2. 초기 SQL 대화 상자에 SQL 명령을 입력합니다. 삽입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
여 데이터 원본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입력 시 명령문의 오류가 검사되지 않습니다. 이 SQL 문은 연결 시 데이터
베이스로 전송되기만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의해 연결에서 초기 SQL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Server에 게시하는 경우 초기 SQL 문을 허용하도록 서버를 구성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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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본적으로 서버 소프트웨어는 웹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를 로드할 때 이러한
명령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tsm configuration set 명령을 사용하여 초기 SQL 문을 무시하도록
서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tsm configuration set -k vizqlserver.initialsql.disabled -v true
서버에서 초기 SQL 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통합 문서는 열리지만 초기 SQL 명령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tsm configuration set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을 참
조하십시오.

초기 SQL 문의 매개 변수
초기 SQL 문에서 데이터 원본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
에서 이 기능이 유용합니다.
l

TableauServerUser 또는 TableauServerUserFull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가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이 매개 변수를 지원하는 경우 행 수준 보안(예: Oracle VPD 또는
SAP Sybase ASE용 보안)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볼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l

로그에 Tableau 버전이나 통합 문서 이름 같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초기 SQL 문에서 다음과 같은 매개 변수가 지원됩니다.
매개 변수

설명

반환되는 값의
예

TableauServerUser

현재 서버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서버에

jsmith

서 가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사용자
가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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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TableauServerUserFull

현재 서버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 및 도메

domain.lan\jsmith

인. 서버에서 가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
다. 사용자가 Tableau Server에 로그인
하지 않은 경우 빈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TableauApp

Tableau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Tableau Desktop
Professional
Tableau Server

TableauVersion

Tableau 응용 프로그램의 버전입니다.

9.3

WorkbookName

Tableau 통합 문서의 이름입니다. 내장

Financial-

된 데이터 원본이 있는 통합 문서에만 사

Analysis

용합니다.

예
다음 예제에서는 초기 SQL 문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
줍니다.
l

이 예에서는 Microsoft SQL Server에 대한 보안 컨텍스트를 설정합니다.

EXECUTE AS USER = [TableauServerUser] WITH NO REVERT;
l

이 예제에서는 DataStax 데이터 원본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로그에 세부
정보를 추가하거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세션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보
여 줍니다.
SET TABLEAUVERSION [TableauVersion];

l

이 예에서는 Oracle VPD에 대한 행 수준 보안을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begin
DBMS_SESSION.SET_IDENTIFIER([TableauServer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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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참고: Oracle PL/SQL 블록을 종료하려면 후행 세미콜론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구문은 Oracle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버로 실행 지연
초기 SQL 문이 서버에서만 실행되도록 실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서버로 실행을
지연하는 한 가지 이유는 가장을 설정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명령을 <ServerOnly></ServerOnly> 태그를 사용하
여 묶습니다.
예:
CREATE TEMP TABLE TempTable(x varchar(25));
INSERT INTO TempTable VALUES (1);
<ServerOnly>INSERT INTO TempTable Values(2);</ServerOnly>

보안 및 가장
초기 SQL 문에서 TableauServerUser 또는 TableauServerUserFull 매개 변수를 사용
할 경우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없는 전용 연결을 만듭니다. 또한 캐시 공유도 제한
하기 때문에 보안이 향상되지만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MySQL 및 Oracle 연결의 '테이블 만들기' 문제 해결
MySQL 연결의 경우 초기 SQL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만든 후 테이블이 나열되지 않음

MySQL에 연결한 경우 다음과 같은 초기 SQL 문을 실행하면 Tableau가 쿼리를 구성
하는 방식 때문에 테이블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 TestV1.testtable77(testID int);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SQL 문에 IF NOT EXISTS 를 추가합니다.
CREATE TABLE IF NOT EXISTS TestV1.TestTable(testID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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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cle 연결의 경우 초기 SQL을 사용하여 테이블을 만들면 Tableau가 멈춤

Oracle에 연결하고 다음과 같은 초기 SQL 문을 실행하면 Tableau가 쿼리를 구성하는
방식 때문에 Tableau가 멈추고 회전 바퀴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 TEST_TABLE (TESTid int)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SQL 문을 사용합니다.
BEGIN
EXECUTE IMMEDIATE 'create table test_table(testID int)';
EXCEPTION
WHEN OTHERS THEN NULL;
END;

.hyper 형 식 으 로 추 출 업 그 레 이 드
버전 10.5부터 새 추출에 .tde 형식 대신 .hyper 형식이 사용됩니다. .hyper 형식의 추
출은 개선된 데이터 엔진을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 엔진은 이전의 데이터 엔진이 제
공하는 빠른 분석 및 쿼리 성능을 큰 추출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hyper 추출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지만 기본적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
다.
l

더 큰 추출 만들기: .hyper 형식 추출에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hyper 추출은 더 많은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개별적
으로 만들어야 했던 .tde 추출을 Tableau Desktop 현재 버전을 사용하여 통합할
수 있습니다.

l

빠른 추출 만들기 및 새로 고침: Tableau의 추출 만들기 및 새로 고침 성능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지만 이 릴리스는 더 큰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도 빠른 추
출 만들기 및 새로 고침을 지원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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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뷰의 성능이 이전보다 개선됩니다. 작은 추출은 이전과 마찬가지
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만 큰 추출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추출 업그레이드의 원인
현재 버전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tde 추출을 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지만 .tde 추출
에 대한 추출 작업을 수행하면 .tde 추출이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추출이
업그레이드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하위 버전 호환성 제한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l

업그레이드된 추출을 다시 .tde 추출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l

업그레이드된 추출은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열 수 없습니다.

l

Tableau Desktop의 다른 버전으로 내보내기를 사용하여 .hyper 추출이 포함된
통합 문서를 다운그레이드할 수 없습니다.

l

Tableau Cloud에서 Tableau 통합 문서 다운로드 옵션을 사용하여 다운로드한
통합 문서는 통합 문서에 .hyper 추출이 포함된 경우 Tableau Desktop 10.4 이하
에서 열 수 없습니다.

추출 업그레이드를 야기하는 작업
.tde 추출을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추출 새
로 고침(전체 또는 증분) 중에, 2.) 추출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3.) Tableau Desktop 현
재을(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추출을 업그레이드할 때 .tde 추출이 .hyper 추출로 업그
레이드됩니다. 추출이 업그레이드된 후 원래 .tde 추출은 다른 통합 문서에서 참조되
지 않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면 .tde 추출이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
다.
l

수동 추출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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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Bridge를 사용한 증분 추출 새로 고침
참고: Tableau Bridge 10.4 이하를 사용한 .tde 추출의 전체 새로 고침은 추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l

예약된 전체 또는 증분 추출 새로 고침

l

Tableau Bridge를 사용한 예약된 증분 추출 새로 고침
참고: Tableau Bridge 10.4 이하를 사용한 .tde 추출의 전체 새로 고침은 추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습니다.

l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통해 자동으로 수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

l

tabcmd를 사용하여 추출에 자동으로 데이터 추가

l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추출에 자동으로 데이터 추가

추출 업그레이드의 영향
일반적으로 Tableau Cloud의 최신 버전과 일치하도록 Tableau Desktop 현재 버전으
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의 Tableau Desktop을 사용하면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추출로 작업할 때 특정 추출 호환성 문
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Tableau Desktop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경우 Tableau 지원 페이지
의 자세한 설명인 추출 호환성 시나리오 또는 아래의 요약 설명을 검토하여 추출 업
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와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호환성 문제
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참고: 아래 표에서 "10.4"는 Tableau 10.4 이하를 나타내고 "10.5"는 Tableau 10.5 이상
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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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에 서 작 업 수 행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만들어진 추출로 작업하는 사용자는 Tableau Cloud
에서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추출 관련 호환성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
야 합니다.
10.4 통합 문서

10.5 통합 문서

.tde 추출

작업

.tde 추출

.hyper
추출

Tableau

√

가능하지 않음

가능

Desktop

하지

10.4에서

않음

게시
Tableau

√

√

√

새로 고침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경

√

또는 예약

경되지 않고 유지되

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Desktop
10.5에서
게시

된 새로 고
침

지만 추출은 .hyper 형
식으로 업그레이드

추출은 .hyper 형식으
로 업그레이드됨

됨
웹 작성에

통합 문서 버전이 10.5

서 편집/저

로 변경되지만 추출은

장

.tde 형식을 유지함

웹 작성에

통합 문서 버전이

서 편집/저

10.5로 변경되고 추출 경되지 않고 유지되

장 후 새로
고침 또는
추가

√

√

통합 문서 버전은 변

√

이 .hyper 형식으로 업

지만 추출은 .hyper 형

그레이드됨

식으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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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ridge를 사 용 하 여 추 출 새 로 고 침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만들어진 추출로 작업하는 사용자는 Tableau Bridge를 사
용한 추출 새로 고침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추출 관련 호환성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
야 합니다.
10.4 통합 문서

10.5 통합 문서

.tde 추출

작업

.tde 추출

.hyper
추출

전체

Tableau √

새로

Bridge

고침

10.4 사

√

√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

새로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고침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또는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추가

드됨

드됨

증분

용

전체

Tableau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새로

Bridge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고침

10.5 사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용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드됨

드됨

증분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새로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고침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및추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가

드됨

드됨

√

√

Tableau Cloud에 서 다 운 로 드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만들어진 추출로 작업하는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서 다
운로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출 관련 호환성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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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통합 문서

10.4
통
작업

합
문
서
.tde 추출

.tde

.hyper 추출

추
출
다

Tableau √

통합 문서를 열 수 없음, "this

통합 문서를

운

Desktop

workbook uses a .hyper extract

열 수 없음, "

로

10.4 사

and is not compatible with this

이 파일은 최

드

용

version; open the workbook in

신 버전에 의

및

version 10.5 or later"(이 통합 문서

해 만들어졌

열

는 .hyper 추출을 사용하며 이 버

습니다.

기

전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통합 문

Tableau를

서를 버전 10.5 이상에서 여십시

업그레이드

오.) 오류 메시지가 나타난 다음

하십시오."

추출을 찾을지 묻는 메시지가 나

오류 메시지

타남

가 나타남

√

√

√

옵션이 회색

Tableau √
Desktop
10.5 사
용

다 Tableau √
른 Desktop
버 10.5 사
전 용

으로 표시됨

으
로
내
보
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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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새로 고침 및 추가 작업 자동화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만들어진 추출로 작업하는 사용자는 tabcmd 및 Tableau 명
령줄 유틸리티에서 새로 고침 및 추가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추출 관련 호환성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4 통합 문서

10.5 통합 문서

.tde 추출

작업

.tde 추출

.hyper
추출

새

10.4

로

tabcmd

고

사용

침
또
는
추

10.5

가

tabcmd
사용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드됨
드됨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드됨
드됨

추

10.4

출

tabcmd

하지

게

사용

않음

시

10.5

√

√

가능

가능하지 않음

가능하지 않음

√

√

가능하지 않음

가능

tabcmd
사용
새

10.4

로

Tableau

하지

고

명령줄

않음

침

유틸리

또

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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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통합 문서

10.5 통합 문서

.tde 추출

작업

.tde 추출

.hyper
추출

는
추
가

10.5

통합 문서 버전은 변

통합 문서 버전은 변

Tableau

경되지 않고 유지되

경되지 않고 유지되

명령줄

지만 추출은 .hyper

지만 추출은 .hyper

유틸리

형식으로 업그레이

형식으로 업그레이

티 사용

드됨

드됨

√

추출을 .tde 형식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최신 버전의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Bridge로 업그레이드할 수 없는 경우 추출
을 .tde 형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추 출 을 .tde 형 식 으 로 유 지 하 는 방 법
추출을 .tde 형식으로 유지하려면 추출 업그레이드를 방지해야 합니다. 추출이 업그
레이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위 추출 업그레이드를 야기하는 작업 섹션에 나열된 작
업을 .tde 추출에 수행하지 마십시오.
추출의 .tde 버전을 유지해야 한다면 다음 제안 사항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l

Tableau Cloud를 사용하여 추출 작업을 계속하되,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
과 원래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여 .tde 추출을 다시 만듭니다.

l

추출 새로 고침 또는 데이터 추가 같은 추출 작업을 수행하려면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을 계속 사용합니다.

l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추출과 업그레이드하지 않아야 하는 추출이 식별되기 전
까지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Bridge에서 기존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
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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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출의 새로 고침 일정에 액세스하려면 데이터 원본 소유자, 사이트 관
리자 또는 프로젝트 리더여야 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리더 기능을 허용하는 사
이트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수준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추출 업그레이드 후 예상되는 작업
추출이 업그레이드된 후 현재 버전에서 추출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추출 업그레
이드 후를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추출 만들기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지 않고 웹에서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여 데이터 원본 성능
을 개선하고 추가 분석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면 Tableau
가 원격 데이터 저장소의 데이터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으로 복사합니
다. 데이터 추출의 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데이터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웹
에서는 웹 작성 또는 콘텐츠 서버 상태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에서 추출 만들기
기본 추출 설정을 사용하여 웹 작성에서 직접 추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65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웹 작성에서 내장된 데이터 원본 추출

웹 작성에서 추출을 만들려면:
팁: 추출을 만들기 전에 데이터 모델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출 만들기에 시
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새 논리적 테이블 추가와 같은 데이터 모델 변경으로 인해
추출이 무효화됩니다.
1. 웹 작성 패널의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 원본 탭을 클릭합니다. 새 통합 문서의 경
우 데이터 원본 탭에서 시작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서 연결 유형을 라이브 에서 추출 로 변경합니다.
3. 추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추출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추출 만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추출이 만들어지는 동안 작성 세션을
닫을 수 있습니다. 추출 만들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려면 대화 상자에서 Notify Me
When Complete(완료 시 내게 알림)을 클릭하여 추출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추출이 성공하면 통합 문서가 지정된 위치에 저장되고 웹 작성 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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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할 수 있다는 알림이 표시됩니다. 추출 만들기가 실패하면 추출을 만들 수 없다
는 알림이 표시되며 웹 작성에서 원래 통합 문서를 다시 열어 저장되지 않은 변경 사
항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추출 설정 정의

필요한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 이상을 구성하여 Tableau에 추출을 저장하고, 추출에
대한 필터를 정의하고, 추출의 데이터 양을 제한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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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결정
Tableau에서 두 가지 구조(스키마), 즉 논리적 테이블(비정규화된 스키마) 또는
물리적 테이블(정규화된 스키마) 중 하나를 사용하여 추출의 데이터를 저장하
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테이블 및 물리적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데이터 모델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 달라집니다.
l

논리적 테이블
데이터 원본의 논리적 테이블 하나마다 추출 테이블 하나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저장합니다. 논리적 테이블을 정의하는 물리적 테이블은 병합되
어 해당 논리적 테이블과 함께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원본이 단
일 논리적 테이블로 구성된 경우 해당 데이터를 단일 테이블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논리적 테이블 세 개로 구성되고 각 데이터 원
본이 여러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하는 경우 추출 데이터를 테이블 세 개
(논리적 테이블마다 하나씩)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출 필터, 집계, 상위 N 또는 비정규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기타 기능과
같은 추가적인 추출 속성을 사용하여 추출의 데이터 양을 제한하려는 경
우 논리적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또한 데이터에서 통과 함수(RAWSQL)
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합니다. 단일 테이블이 Tableau가 추출 데이터
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추출에 조인이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추출이 만들어질 때 조인이 적용됩니다.

l

물리적 테이블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테이블 하나마다 추출 테이블 하나를 사용하여 데
이터를 저장합니다.
추출이 하나 이상의 동일성 조인이 결합된 테이블로 구성되고 아래에 나
와 있는 물리적 테이블 옵션 사용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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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쿼리 시점에 조인이 수
행됩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추출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Tableau가 물리적 테이블 옵션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물리적 테이블 옵
션 사용을 위한 팁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경우 행 수준 보안을 위한 임시
적인 해결책으로 이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를 사용한 행
수준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행
수준에서 액세스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물리적 테이블 옵션 사용을 위한 조건
물리적 테이블 옵션을 사용하여 추출을 저장하려면 추출의 데이터가 아
래에 나와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l
l
l
l

물리적 테이블 간의 모든 조인이 동일성(=) 조인이어야 함
관계 또는 조인에 사용된 열의 데이터 유형이 동일해야 함
통과 함수(RAWSQL)가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분 새로 고침이 구성되지 않아야 함
추출 필터가 구성되지 않아야 함
상위 N개 또는 샘플링이 구성되지 않아야 함

추출을 물리적 테이블로 저장하는 경우 물리적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 테이블의 경우 둘 이상의 논리적 테이블이 있는
추출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참고: 논리적 테이블 옵션과 물리적 테이블 옵션 모두 추출의 데이터가 저장
되는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옵션은 추출의 테이블이 데이터 원본 페이지
에 표시되는 방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

추출할 데이터의 양 결정
추가를 클릭하여 필드 및 해당 값을 기반으로 추출되는 데이터의 양을 제한하
는 하나 이상의 필터를 정의합니다.

65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l

추출의 데이터 집계
측정값의 기본 집계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집계하려면 표시된 차원에 대한 데
이터 집계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를 집계하면 행이 통합되며 추출 파일의 크기
를 최소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집계를 선택할 때 연도, 월 등의 지정한 날짜 수준으로 날짜 롤업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는 선택할 수 있는 각 집계 옵션에서 데이터가 추출
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원래 데이터

각 레코드가 별도의 행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에는 7개 행
이 있습니다.

표시된 차원에

동일한 날짜와 지역의 레코드가 단일 행으로 집계되었습니

대한 데이터 집

다. 추출에는 5개 행이 있습니다.

계
(롤업 없음 )

표시된 차원에

날짜가 월 수준으로 롤업되었으며 동일한 지역의 레코드가

대한 데이터 집

단일 행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추출에는 3개 행이 있습니다.

계
(다음으로 날짜

롤업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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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출할 행 선택
추출하려는 행 수를 선택합니다.
모든 행 또는 상위 N개 행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필터와 집계가 적
용된 다음 필터링 및 집계된 결과에서 해당 개수의 행이 추출됩니다. 행 수 옵
션은 추출하는 데이터 원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l

일부 데이터 원본은 샘플링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추출
대화 상자에 샘플링 옵션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 페이지 또는 시트 탭에서 숨긴 필드는 추출에서 제외됩니
다.

제한 사항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추출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서 직접 추출을 만드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서버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추출 을 참조하십시오.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는 이미 특수한 성능 향상 기능이 있으며 추출을 추가해도 성능 이점이 없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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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버에서 추출 만들기
콘텐츠 서버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추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려면:
1. 관리자로 로그인하거나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2. 콘텐츠 탭에서 탐색 > 데이터 원본 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원본 이름을 클릭하여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4. 화면 상단의 데이터 원본 이름 아래에서 라이브 라고 표시된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
합니다.

5. 연결 유형을 라이브 에서 추출 로 변경합니다. 저장된 추출 암호화 기능이 사이트에
서 사용되는 경우 암호화됨 또는 암호화되지 않음 을 선택합니다.

6. 내장된 자격 증명 관련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자격 증명을 데이터 원본에 내
장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연결 편집 을 클릭합니다. "연결에 내장된 암호"를
선택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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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서버에서 내장된 데이터 원본 추출

게시된 통합 문서에 내장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려면:
1. 관리자로 로그인하거나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로 로그인합니다.
2. 게시된 통합 문서로 이동합니다.
3. 데이터 원본 탭으로 이동합니다.
4. 하나 이상의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5. 작업 단추를 클릭합니다.
6. 추출 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추출 암호화 기능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암호
화됨 또는 암호화되지 않음 을 선택합니다.

제한 사항
l

연결 자격 증명이 데이터 원본에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l

웹에서는 증분 새로 고침과 추출 필터 같은 추출 설정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추출은 만들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서 직접 추출을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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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는
이미 특수한 성능 향상 기능이 있으며 추출을 추가해도 성능 이점이 없습니다.

l

이 기능은 Tableau Cloud의 Bridge 기반 데이터 원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출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데이터가 추출된 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추출 새로 고
침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추출 모니터링 및 관리
서버 관리자는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에서 추출 만들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서버 관리자는 작업 페이지에서 추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
Tableau Cloud에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
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새로 고치는 옵션은 데
이터 원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데이터 원본별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
다음 표에는 데이터 원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새로 고침 옵션(및 예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외
l

Tableau Cloud는 큐브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

Tableau Cloud에서는 게시된 연결에 Kerberos 인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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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BW 데이터의 추출을 Tableau Cloud에 게시할 수 있지만 새로 고침은 지원

l

되지 않습니다. SAP BW 데이터 원본을 업데이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
터 원본을 다시 게시하는 것입니다.
옵션

원본

게시

새로 고침 옵션

인증

옵션
온프레미스 데이터(개인 네트워크에서만 액세스 가능)

파일 기반 데

추출

이터

만

(Excel, .csv,

해당 없음

Tableau Desktop의 수동 새로 고침
자동화된 명령줄 스크립트

.txt)
통계 파일

Tableau Bridge 사용(권장)

추출

Tableau Bridge 사용(권장)

해당 없음

만

Tableau Desktop의 수동 새로 고침

(SAS
(*.sas7bdat))

자동화된 명령줄 스크립트

클라우드 플

데이

랫폼에서 호

터베

스팅되는 데

이스

이터

에

Tableau Bridge 사용(권장)
Tableau Desktop의 수동 새로 고침

Tableau Bridge
설정에서 내장
된 자격 증명

자동화된 명령줄 스크립트

따라
(예: Amazon
RDS 기반
Oracle)

라이
브
연결
또는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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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데이

데이

터베이스

터베

Tableau Bridge 사용(권장)
Tableau Desktop의 수동 새로 고침

Tableau Bridge
설정에서 내장
된 자격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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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

새로 고침 옵션

인증

옵션
(Tableau

이스

Desktop이 연

에

결하는 관계

따라

형 데이터베

라이

이스. 예:

브

SQL Server,

연결

Oracle,

또는

IBM DB2)

추출

자동화된 명령줄 스크립트

클라우드 데이터(공용 인터넷에서 액세스 가능)

클라우드 플

라이

랫폼에서 호

브

스팅되는 데

연결

이터

또는

(지원되는 플

추출: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내장된 자격
증명 + IP 허용
목록
Tableau Cloud

추출

에서 연결 편

랫폼 목록은

집

클라우드 플
랫폼에서 호
스팅되는 데
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 허
용 참조)
Salesforce,

추출

Google

만

Analytics

Google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OAuth 연결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
로 고침

라이

추출:

OAuth 연결

Big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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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

새로 고침 옵션

인증

옵션
Google

브

Sheets

연결
또는
추출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
로 고침

클라우드

라이

추출:

(Box,

브

Dropbox,

연결

OneDrive,

또는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

Google 드라

추출

로 고침

추출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OAuth 연결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이브) 파일
기반 데이터
(Excel, .csv,
.txt, .tab, .tsv,
.json)
Anaplan

만
Oracle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

Eloqua

로 고침

내장된 자격
증명
Tableau Cloud
에서 연결 편

ServiceNow

집

ITSM
Marketo

추출

Tableau Cloud에서 직접 예약

만

증명

웹 데이터 커

추출

기본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자격 증명의 경

Tableau Bridge:

넥터

만

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합니다.

내장된 자격

사용자 지정(기본이 아닌) 사용자 이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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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게시

새로 고침 옵션

인증

옵션
비밀번호 자격 증명의 경우 Tableau

기타: 해당 없

Desktop의 원본에서 새로 고침 명령을 사

음

용하거나 Tableau Desktop에서 수동 새로
고침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Web Data Connector API 도움말
에서 WDC Authentication(WDC 인증)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공급자 권한 부여를 위한 Tableau Cloud IP 주소
보안 조치로, 클라우드 데이터 공급자가 외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 데이터에 대
한 액세스를 요청하도록 인증된 IP 주소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
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IP 주소에서 전송된 요청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 게시한 라이브 연결이 중단되지 않도록 Tableau Cloud를 데이터 공급자의 허
용 목록(안전한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아래 표에는 사이트 위치에 따라 Tableau Cloud에서 사용되는 IP 주소 범위가 나와 있
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후 나타나는 URL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호스트 이름(인스턴스)

사이트 위치

IP 주소 또는 범
위

10ax.online.tableau.com

US West - Oregon

34.208.207.197
52.39.159.250

10ay.online.tableau.com

US West - Oregon

34.218.129.202
52.40.235.24

10az.online.tablea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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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8.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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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이름(인스턴스)

사이트 위치

IP 주소 또는 범
위
52.37.252.60

us-west-

US West - Oregon

34.214.85.34

2b.online.tableau.com
34.214.85.244
us-east-1.online.tableau.com

US East - Virginia

50.17.26.34
52.206.162.101

prod-useast-

US East - Virginia

3.219.176.16/28

US East - Virginia

3.219.176.16/28

EU West - Ireland

34.246.74.86

a.online.tableau.com

prod-useastb.online.tableau.com
dub01.online.tableau.com

52.215.158.213
eu-west-

EU West - Ireland

34.246.62.141

1a.online.tableau.com
34.246.62.203
아시아 태평양 - 일본

18.176.203.96/28

prod-apsoutheast-

아시아 태평양 - 오스트

3.25.37.32/28

a.online.tableau.com

레일리아

prod-uk-a.online.tableau.com

EU West - UK

18.134.84.240/28

prod-ca-a.online.tableau.com

Canada - Quebec

3.98.24.208/28

prod-apnortheasta.online.tableau.com

이러한 주소는 Tableau로 관리되는 전용 주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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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Cloud IP 범위에서 통신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 외에도 통신 유
형(HTTP 또는 HTTPS)에 따라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포트(예: 80 또는 443)를 통
해 액세스하도록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급자의 인증 단계 찾기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일반적인 데이터 공급자 플랫폼에서 외부 응용 프로그램을 인
증하는 단계가 나와 있는 공급자 웹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Amazon:
l

Redshift

l

RDS

l

EC2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

고지 사항: 위 목록의 링크를 클릭하면 Tableau.com 외부로 이동합니다. Tableau
는 외부 웹 사이트 링크의 정확성 및 관련성뿐 아니라 최신 상태가 유지되도록 항
상 최선을 다하지만 외부 공급자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페이지가 정확하며 최신
상태인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콘텐츠와 관련된 질문은 해
당 사이트에 문의하십시오.

Tableau Cloud에 대한 Tableau Bridge 연결
온프레미스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에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Tableau Bridge
는 공통 포트 443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대한 아웃바운드 요청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 설치 항목의 네트워크 액세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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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l

데이터 관리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위한 최상의 방법(Tableau 도움말)

l

추출 새로 고침 실패 시 소유자에게 알림

l

Tableau Cloud에서 연결 편집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
에 대한 직접 연결 허용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SQL 기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정적 추출을 게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 데
이터 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라이브 연결 사용 또는 일정
에 따라 추출 새로 고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콘텐츠에 연결하는
뷰를 열 경우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Cloud은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에 대한
연결만 지원합니다.

암호화된 연결 사용
기초 데이터 원본에서 SSL을 사용하여 연결을 암호화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Tableau Desktop에서 연결을 만들 때 호스팅되는 SQL 데이터에 대한 연결에 SSL 암
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연결을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팁: Tableau Cloud가 데이터 공급자의 인증 목록(허용 목록)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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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2. 서버 연결 대화 상자에서 SSL 필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PostgreSQL, SQL Server 호환 연결 및 데이터 원본에 인증서를 포함하는 옵션
이 없는 기타 연결의 경우 확인을 클릭하여 마칩니다.
일부 호환 연결의 경우 SSL 필요 확인란 아래에 연결된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자체 서명된 인증서 등과 같은 대체 인증서 파일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선택 사항) 자체 서명된 인증서나 기타 사용자 지정 인증서를 사용하여 SSL을
통해 이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a. 나타나는 링크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b. SSL 인증서 구성 및 사용 대화 상자에서 인증서의 .pem 파일을 지정합
니다.
예를 들어 Amazon RDS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에 대한 MySQL 연결의 경
우 이 주소에서 Amazon의 자체 서명 인증서 파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
자체 서명 인증서 또는 회사의 내부 CA에서 서명한 인증서와 같이 Tableau Cloud에서
신뢰하지 않는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연결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결 방법 중 하나를 시도해 보십시오.
l

커넥터가 사용자 지정 인증서를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를 사용

l

합니다. 이 해결 방법은 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용 CA에서 서명한 새 데이터베이스 인증서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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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의 연결 프록시인 Tableau Bridge를 사용합니다. TDC 파일 또는 속성 파일
을 사용하거나 Windows 시스템 신뢰 저장소에 인증서를 설치하여 Bridge 실행 컴
퓨터에서 인증서를 신뢰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커넥터
지원되는 커넥터의 목록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항목에서 “Tableau Cloud”
탭을 참조하십시오.
커넥터별로 지원되는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의 지원되
는 커넥터 섹션에서 특정 커넥터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이 목록의 모든 커넥터가 Tableau Prep Conductor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
니다. 지원되는 커넥터 목록을 보려면 Tableau Prep Builder를 열고 연결 패널을
확장하십시오.

참고 항목
l

Tableau 도움말의 커넥터 예제

Tableau의 행 수 준 보 안 옵 션 에 대 한 개 요
경우에 따라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이 좋
을 수 있습니다. 예:
l
l
l

지역별 영업 직원에게 해당 지역에 대한 매출 수치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영업 관리자에게 직속 영업 직원의 통계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학생에게 해당 학생의 테스트 점수만을 기준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여주고 싶
습니다.

이 방법으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접근 방식을 RLS(행 수준 보안)라고 합니다.
Tableau 내부와 외부에서 행 수준 보안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며 각각 고유
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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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필터를 만들고 수동으로 사용자를 값에 매핑
Tableau에서 행 수준 보안을 달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용자를 수동으로 값에
매핑하는 사용자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lice”라는 이름의 사용자를
“East” 값에 매핑하면 데이터 원본에서 “Region” 열이 “East”인 행만 Alice에게 표시됩
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유지 관리 부담이 크고 보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통합 문서별로 수행해야 하므로 사용자 기반이 변경되면 필터를 업데이트하고 데이
터 원본을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용자 필터를 사용하여 자산을 게시할
때는 사용자가 필터를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고 제거함으로써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사용자 필터를 만들고 수동으
로 사용자를 값에 매핑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의 보안 필드를 사용하여 동적 사용자 필터 만들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데이터 값에 매핑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계산된
필드를 만듭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초 데이터에 필터링에 사용할 보안 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원본에서 계산된 필드, USERNAME()
함수 및 “Manager” 열을 사용하여 뷰를 요청하는 사용자가 관리자인지 확인하고 그
에 따라 뷰의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은 데이터 수준에서 정의되고 계산된 필드에 의해 자동화되므로 이 방법이 수
동으로 사용자를 데이터 값에 매핑하는 것보다 오류가 적습니다. 이 유형의 사용자
필터를 사용하여 자산을 게시할 때는 사용자가 필터를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고 제
거함으로써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데이터의 보안 필드를 사용하
여 동적 사용자 필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oftware

669

Tableau Cloud 도움말

데이터 정책 사용
Tableau 2021.4부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를 사용
하는 경우 Creato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는 가상 연결의 데이터 정책을 통해 행 수
준 보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은 중앙 집중식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에 걸쳐 해당 연결에 대한 행 수준 보안을 단일 위치
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행 수준 보안에 대한 위의 솔루션과 달리 이 방법은 작성자가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 권한을 올바르지 보호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노출될 위
험이 없습니다. 서버의 모든 쿼리에 대해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상 연결 데이터 정책을 통한 행 수준 보안은 다른 행 수준 보안 솔루션의 단점을 해
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연결의 데이터 정책을 사용한 행 수준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의 기존 RLS 사용
많은 데이터 원본에는 RLS를 위한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직에서 이미 데이터 원본에 행 수준 보안을 구축한 경우라면 기존 RL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 RLS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항상 Tableau로 작성하는 것보다 쉽거나 나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러한 기법은 일반적으로 조직이 이미 이러
한 기술에 투자했고 해당 투자를 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Tableau에 더해 다른 데이터
베이스 클라이언트에 동일한 보안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기본 제공 RLS를 사용할 경우 주요 이점은 관리자가 자신의 데이터 보안 정책을 한
곳,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현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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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수준 보안 옵션 비교
RLS 옵션
수동 사용자

유용한 상황
l

필터

개념 증명을 수

장점
l

소규모에서 간단

l

유지 관리 부담

l

하게 사용 가능
매핑을 이해하기

l

이큼
사용자 기반이

l

가 쉬움
테스트에 좋음

행하거나 사용자
필터링 기능을

l

테스트하는 경우
변경되지 않는

단점

필터를 업데이트

사용자 그룹에

하고 다시 게시

사용할 정적 통

해야 함
사용 권한을 보

합 문서를 만드

l

변경될 때마다

l

는 경우

호하여 필터링되

사용 권한을 잘

지 않은 데이터

못 설정할 경우

가 사용자에게

의 데이터 보안

표시되는 상황을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

l

방지해야 함
모든 통합 문서
에서 복제해야
함

동적 사용자

l

필터

Data

l

Management 라
l

l

설정이 비교적

l

쉬움

사용 권한을 보
호하여 필터링되

이선스가 없음
데이터에 필터링

지 않은 데이터

에 사용할 정보

표시되는 상황을

가 포함되는 경

방지해야 함

가 사용자에게

우
사용 권한을 잘

l

모든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

못 설정할 경우

본에서 복제해야

의 데이터 보안

함

위험을 이해하는
경우
데이터 정책

l

Data

l

Management 라

l

이선스가 있음

l

중앙 집중식
안전함
유지 관리 부담

l

Data
Management 라
이선스 필요

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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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데이터에 필터링

l

보안과 분석에

에 사용할 정보

대한 책임을 구

가 포함되는 경

분할 수 있음

우
데이터 보안을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

데이터베이

l

스의 RLS

l

데이터베이스에

l

조직의 데이터베

l

라이브 쿼리를

l

사용해야 함
제한 또는 요구

기존 RLS 보안이

이스에 이미 구

기본적으로 포함

축되었을 수 있

되어 있는 경우
추출을 사용하지

음
Tableau 외의 데

사항이 있을 수

이터베이스 클라

식별할 수 있음

않는 경우

l

있음 IT 팀에서

이언트에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음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R 및 Python과 같은 언어, Einstein Discovery, 다른 도
구 및 플랫폼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에서 Tableau 동적 계산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 끝점을 사용하면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 API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시나리오와 Tableau Desktop 또는 웹 작성을 위한 분석 연결 구성에 대한 자
세한 분석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식
전달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2021년 6월부터 동일한 유형의 확장 프로그램을 위한 다중 연결을 포함하
여 사이트에 대한 여러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현재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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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 대한 단일 Einstein Discovery 분석 확장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음).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서 Tableau Cloud의 사이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안 요구 사항 및 구성
보안 강화를 위해 Tableau Cloud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외부 서비스
에 대한 암호화된 채널과 인증된 액세스를 요구합니다.

인증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위한 외부 서비스를 실행하는 서버는 신뢰할 수 있는 타사 CA
(인증 기관)의 유효한 TLS/SSL 인증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ableau Cloud는 자체
서명 인증서, 개인 PKI의 인증서 또는 설정된 타사 CA에서 신뢰하지 않는 인증서로
구성된 외부 서버와의 연결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허용 목록 방화벽 구성
많은 조직에서 네트워크 외부의 알려진 호스트에 대해 허용 목록 예외가 필요한 방
화벽을 배포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두 Tableau Cloud IP 주소를 예외로 지정해야
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서버에 대한 연결에 사용되는 Tableau Cloud IP 주소는
44.224.205.196 및 44.230.200.109입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설정 구성
1. 사이트 관리자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3.
4.
5.

설정 을 클릭합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확장 탭을 클릭한 다음 분석 확장 프로그램 까지 스크롤합니다.
사이트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 사용 을 선택합니다.
새 연결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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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연결 대화 상자에서 추가할 연결 유형을 클릭한 다음 분석 서비스에 대한 구성
설정을 입력합니다.

3. 구성해야 하는 옵션은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l

Einstein Discovery 연결의 경우 사용 을 클릭합니다.
TabPy, RServer 및 분석 확장 프로그램 API 연결의 경우 다음 정보를 입력합
니다.
l

l

연결 이름 : (필수) 연결하려는 서버 유형을 지정합니다. RSERVE는
RServe 패키지를 사용하는 R 연결을 지원합니다. TABPY는 TabPy를
사용하는 Python 연결 또는 다른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을 지원합니
다.
SSL 필요 (권장): 분석 서비스에 대한 연결을 암호화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호스트 이름 필드에 HTTPS URL을 지정한 경우 이 옵션
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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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호스트 이름 : (필수) 분석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이름 또는
URL을 지정합니다. 이 필드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포트 : (필수) 서비스의 포트를 지정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권장): 분석 서비스에 인증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지정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7. 저장 을 클릭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연결 편집 또는 삭제
구성을 편집하거나 삭제하려면 사이트의 확장 탭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동
합니다.

편집 또는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고 메시지에 따라 구성을 변경합니다.

스크립트 오류
Tableau에서는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가 Tableau Cloud에서 제대
로 렌더링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수 통계 라이브러리를 사용자 컴퓨터
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Tableau Cloud에서 사용 중인 분석 확장 프로그램 인스턴스
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뷰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경고가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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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워크시트에는 관리자가 외부 서비스 연결을 구성할 때까지 대상 플랫폼에
서 볼 수 없는 외부 서비스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분석 확장 프로그램 스크립트가 있는 새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TabPy 또는 Rserve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입력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은 Tableau Cloud, Tableau Server 및 Tableau Desktop에서 지원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Tableau Cloud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참고: 통합 문서를 열거나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때마다 데이터가 새로 고쳐
집니다.

이점
신규 사용자와 숙련된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이점은 다
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보다 빠른 데이터 처리
하위 코드 편집기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및 데이터 설명 과 통합
TabPy 및 Rserve와 통합
결과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나 비주얼리제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먼저 다음 목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l

분석 확장 프로그램 구성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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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만들기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게시된 통합 문서를 엽니다.

참고: 통합 문서를 게시해야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시트 아래에서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을 선택합니다.

3. (선택 사항) 시트를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패널로 끌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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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선택 에서 분석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5. 스크립트 에서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6. 적용 을 선택합니다.
7. 지금 업데이트 를 선택하면 결과가 출력 테이블 탭에 나타납니다.

8. 이름 필드에 새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합니다.
9. 시트 탭으로 이동하고 통합 문서를 게시하여 저장합니다.

참고: 입력 테이블을 편집할 경우 업데이트된 출력 테이블 데이터를 보거나 사
용하려면 적용을 다시 눌러야 합니다.

문제 해결 팁: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저장 단추 옆에 있는 원
형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단추를 사용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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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확장 프로그램과 분석 확장 프로그램 비교
Tableau에는 이름에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중 일부는 서로 관련이 없지만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과 분석 확장 프로그램은 관련
이 있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기능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과의 연결을 통해 작
동합니다. 각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테이블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 및 처리 스크립트를 분석 확장 프로
그램으로 보내는 통합 문서 계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환된 결과는 데이터 원본 탭
에 표로 표시되고 통합 문서에는 측정값 및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

분석 확장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면 Tableau 동적 계산을 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외부 도구 및 외부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을 만든 후에는 계산된 필드를 통해 외부 서버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분석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연결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여러 게시자가 있는 셀프 서비스 환경에서 Tableau Cloud의 프로젝트가 유사한 이름
의 여러 콘텐츠를 포함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초 데이터에 기반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석가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
야 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분석 유형에 권장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직
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를 인증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용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으면 게시된 데
이터 원본을 인증하는 것에 더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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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2019.3부터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콘텐츠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

l

조하십시오.)
Tableau 2022.1부터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자산을 인증하면 사용자가 자산을 보는 위치에 따라 녹색 배지 또는 녹색 확인 표시
가 나타납니다.

인증된 데이터 원본은 검색 결과에서 순위가 더 높으며 권장 데이터 원본에 추가됩
니다.
또한 인증 상태에 대한 참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고는 사용자가 배
지를 클릭할 때 표시되거나 웹 작성 또는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 아이콘
위로 마우스오버할 때 도구 설명에 표시됩니다. 이 정보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한 사
용자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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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데이터 인증 방법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인증을 위한 데이터 선택 지침 만들기
대부분의 Tableau 기능과 마찬가지로, 인증은 유연성이 높습니다. 조직을 위해 데이
터 원본(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인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의하면서 지침을 문서화하여 공유할 수 있습
니다. 새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경우 이러한 지침이 있으면 귀하를 비롯한 다른 관리
자나 프로젝트 리더가 일관되게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사용
자가 인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동일한 인증 기준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마다 고유한
기준을 정의하든지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환경에서 인증의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인증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원본을 인증하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l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소유자이거나 인증
하려는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연결 및 가상 연결 테이블을 인증하려면 환경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l

Explorer(게시 가능) 또는 Creator 사이트 역할이 있는 프로젝트 소유자이거나 인증
하려는 데이터가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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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을 인증하려면 환경이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
정되어 있어야 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테이블을 인증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 사용 권한 설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인증 방법
인증할 수 있는 데이터는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있는 경
우 Tableau Catalog가 환경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l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데이터 원본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l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l

가상 연결과 가상 연결 테이블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이 사용되는 경우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
스, 테이블 및 파일도 인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인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이 단계는 인증하려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 탐색 페이지에서 모든 데이터 원본 또는 모든
l

l

가상 연결 을 선택합니다.
가상 연결 테이블 - 탐색 페이지에서 모든 가상 연결 을 선택하고 인증하려
는 가상 연결 테이블이 포함된 가상 연결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가상 연결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 - 외부 자산 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또는 테이블 을 선택합니다.
3. 페이지에서 인증하려는 자산 이름 옆에 있는 추가 작업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인증 편집 을 선택한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l 이 데이터는 인증되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l 사용자에게 인증 상태에 대한 컨텍스트, 데이터의 의도된 용도 또는 기타 도
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 사항을 추가한 다음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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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만드
는 방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참고 사항 섹션에 추가한 정보는 인증 배지
또는 도구 설명에 나타납니다.

추출 새로 고침 실패 시 소유자에게 알림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은 다양한 이유로 완료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장
된 자격 증명 또는 파일 경로가 최신이 아닌 경우가 포함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실행되는 예약된 새로 고침의 경우 새로 고침이 5번 연속으로 실패하면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원인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Tableau
Cloud에서 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
면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자신의 계정 설정에서 개별적으로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l

추출 또는 통합 문서 이름.

l

마지막으로 성공한 새로 고침의 날짜 및 시간. 또는 마지막 새로 고침이 14일 이
전인 경우 이메일에"최근 N일 내에 없음” 메시지가 표시됨.

l

새로 고침이 연속으로 실패한 횟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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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내장된 자격 증명 또는 파일 경로 업데이트 등 실패 원인에 대해 제안된 해결
조치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Tableau Cloud 링크.

Tableau Bridge에 의해 새로 고쳐진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는 경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의 후반부에 나오는 Tableau Bridge
새로 고침의 차이점을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 사용
사이트 관리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사이트의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의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각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계
정에서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을 수신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알림 관리에서 모든 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알림을 허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Tableau Bridge 새로 고침의 차이점
Tableau Bridge를 통해 새로 고쳐지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 알림이 달라집니다. 자세
한 내용은 Bridge의 이메일 알림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 서 데 이 터 새 로 고 침
수동으로 데이터를 고치거나 데이터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의 추출은 Tableau Cloud에서 직접 새로 고침 작업
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유형의 추출이 포함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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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Salesforce.com 또는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또는 Amazon Redshift(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온
프레미스 Redshift의 경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해야 합니다.

l

Amazon RD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SQL 기반 데이터 또는 기타 데이터(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지 않으
려는 경우 또는 데이터 원본에서 라이브 연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의 목록을 보려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
터에 대한 직접 연결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로 추출 새로 고침을 만들 때 일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l

Tableau 10.4 이하에서 만든 추출(즉, .tde 추출)에 대해 새로 고침이 수행되면 추출
이 자동으로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추출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l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 를 참조하십시오.
Microsoft Excel, SQL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다른 데이
터의 추출을 새로 고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와의 연결 을 참조하십
시오.

l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모든 사용자의 분석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용량
이 있습니다. 사이트의 용량에는 추출을 포함하는 사이트에서 수행해야 하는
저장소 및 작업에 대한 용량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
트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일정 만들기
중요!
l

지금 실행 옵션은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

l

다. 지금 실행 옵션은 이제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 나열됩니다.
작업이 순차적으로(즉, 직렬로) 실행되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대신 추출 새로 고
침의 시작 시간에 시차를 두어 작업이 차례로 실행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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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존 작업을 사용자 지정 일정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이러한 작업의 시
작 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당 작업이 병렬로 실행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왼쪽 탐색 패널에서 탐색을 선택한 다음 새로 고
치려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통합 문서 또는 모든 데
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2. 새로 고치려는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동작
> 추출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3. 추출 새로 고침 대화 상자에서 새로 고침 일정 예약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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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로 고침 유형: 원하는 새로 고침 유형을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새
로 고침이 수행됩니다. 증분 새로 고침은 추출을 게시하기 전에 Tableau
Desktop에서 증분 새로 고침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새
로 고침을 수행하도록 설정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하나 이상 선택
하면 증분 새로 고침을 선택하는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추출 새로 고침 을 참조하십시오.

l

새로 고침 빈도: 추출 새로 고침을 실행할 빈도를 설정합니다. 빈도는 매
시간, 매일, 매주 또는 매월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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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은 아래 설명된 대로 선택한 반복 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l

매시간: 사용 가능한 빈도는 특정 시간부터 특정 시간까지 1시간
간격입니다. 즉, 지정된 시간 동안 1시간마다 작업이 실행됩니다.

l

매일: 사용 가능한 빈도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또는 12시간
마다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번입니다. 시작 및 종료 시간 외에 하나
이상의 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정 시간 간격으로 또
는 하루에 한 번 모든 요일 또는 특정 요일에 작업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l

매주: 사용 가능한 빈도는 특정 시간에 하나 이상의 요일입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요일의 특정 시간에 작업을 실행할 수 있
습니다.

l

매월: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빈도 간격으로 일을 선택하면 해당 월의 특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일, 15일 및 28일 오후 2:45에
실행할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및 토요일의 특
정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두 번째 수
요일 오후 2:45에 작업을 실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정 업데이트
기존 일정을 변경할 때 더 이상 기존 일정 목록에서 선택하지 않고 일정의 반복을 직
접 변경해야 합니다.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제한
새로 고침 작업이 길게 실행되어 모든 시스템 리소스가 소진되거나 사이트의 다른
추출 새로 고침이 실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 Tableau Cloud는 추출 새
로 고침에 7200초(120분 또는 2시간)의 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시간 제한은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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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에서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 고침
이 취소됩니다. 시간 제한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시간 제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

시간 제한에 도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추출 사용량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출을 일부 수정하여 시간 제한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

l

증분 새로 고침 설정

l

추출 크기 줄이기

l

다른 방법의 추출 새로 고침 사용

l

다른 시간에 새로 고침 예약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

Tableau 10.5부터 새 추출의 형식이 .tde에서 .hyper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용량 추출을
.hyper 형식으로 새로 고치면 다수의 최적화 효과를 얻는 동시에 새로 고침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tde 추출을 작업하는 경우 .tde 추출을 .hyper 형식으로 업그레이
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를 참
조하십시오.
증분 새로 고침 설정

새로 고침 작업이 수행될 때마다 전체를 새로 고치는 대신 증분하여 새로 고치도록
추출을 구성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추출은 전체 새로 고침으로 설정됩니다. 전체 새로 고침은 데이터의 정
확한 복사본을 제공하지만 완료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추출 새로 고
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려면 추출에 대한 증분 새로 고침을 설정해 보십시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증분 추출 새로 고침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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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추출을 Tableau Cloud에 게시하기 전에 증분 새로 고침을 설정해야 합니
다. 게시한 후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증분 새로 고침 옵션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추출 크기 줄이기

추출 크기를 줄이면 새로 고침 작업을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출 크기를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용되지 않은 모든 필드를
숨기는 방법과 데이터 원본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l

사용되지 않은 필드 모두 숨기기: 데이터 원본에서 숨겨진 필드는 추출을 만
들 때 제외됩니다. 추출을 만드는 동안 필드를 숨기려면 Tableau 도움말에서
추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 필터 추가: 데이터 원본 필터를 추가하여 추출에서 행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필
터링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Cloud에 추출을 게시하기 전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필드를 숨기거
나 데이터 원본 필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의 추출 새로 고침 사용

가능한 경우 Tableau Cloud 외부에서 추출을 새로 고쳐 보십시오.
l

Tableau Desktop: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추출을 수동으로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추출 새로 고침을 참조
하십시오.

l

Tableau Bridge: 데이터 원본에 따라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게시된 추출
의 일정을 설정하고 일정에 따라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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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를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데이터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 데이터 원본에 따라 Tableau Desktop과
함께 제공되는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게시된 추출을 프로그래밍 방식으
로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에서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자동
화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시간에 새로 고침 예약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시간을 변경해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 작업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오류

새로 고침 작업이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아래에 나열된 오류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
습니다. 추출의 게시자 또는 소유자는 다음 오류 중 하나가 포함된 이메일 알림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에 대한 관리 뷰에 다
음 오류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l
l

쿼리 시간 리소스 제한 (7200초 )이 초과되었습니다 .
com.tableau.nativeapi.dll.TableauCancelException: 작업이 취소되었습니다 .
쿼리 시간 리소스 제한 (8100초 )이 초과되었습니다 .

향후에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고 방지하려면 위의 시간 제한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방법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Salesforce,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OneDrive, Dropbox, Quickbooks Online,
Anaplan, Oracle Eloqua 및 ServiceNow ITSM에 대해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면 다
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데이터 연결에 자격 증명을 내장합니다. 단계는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에 추출이 포함된 경우 새로 고침 일정에 추출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예약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Tableau Clou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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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에 데이터에 대한 직접(라이브) 연결이 포함된 경
우 데이터가 항상 최신 상태이며 데이터를 새로 고치는 예약된 작업을 만들 필
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연결에 자격 증명 내장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연결에 자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새로 고치려는 연결이 포함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작업 메뉴에서 연결 편
집을 선택합니다.
3. 연결 편집 대화 상자의 옵션은 선택한 데이터 원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을 검토하고 요구 사항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사용자에게 <커넥터 이름> 자격 증명 입력 메시지 표시를 선택한 경우 수동
으로 데이터를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 작업은 사용자에게 Tableau Desktop에
서 데이터 원본을 다시 게시하거나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작업을 시작
하도록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커넥터별 자격 증명 정보
OAuth 자격 증명 사용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Google Sheets, OneDrive, Dropbox, Salesforce 및
QuickBooks Online에 대한 데이터 연결의 경우 OAuth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보안
데이터 연결이 실행됩니다. 자격 증명이 있는 경우(또는 수동으로 액세스 권한을 해
지한 경우)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에 로그인하고 Tableau Cloud 액세스를 승인하
여 액세스 토큰을 만듭니다. 새 계정을 추가할 때 로그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로그
인하면 제출한 자격 증명에 대한 새 액세스 토큰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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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ropbox는 OAuth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만 Tableau는 현재 Google 계정을
사용한 Dropbox 인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유 자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 그룹에 대한 전용 데이터베이스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별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계정 토큰을 만드는 데 사용한 계정에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자격 증명 사용

Anaplan, Oracle Eloqua 및 ServiceNow ITSM은 각각 저장된 자격 증명(예: 사용자 이름
및 암호)을 사용한 데이터 연결을 지원합니다.
Salesforce 보안 토큰 사용

표준 Salesforce 자격 증명을 내장한 경우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Salesforce에 보안
토큰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신뢰할 수 있는 IP 목록에 포함되
지 않은 IP 주소에서 Salesforce 연결에 액세스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데이
터 연결에 사용되는 암호에 이 보안 토큰을 추가해야 합니다.
보안 토큰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보안 토큰이 만료되어 Tableau가 Salesforce 연결을
새로 고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용자에게 알림이 표시됩니다.
l

관련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의 작성자

l

관련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통합 문서의 작성자

l

사이트 관리자

서버에서 데이터 연결을 편집하여 만료된 보안 토큰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인증 및 보안 토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lesforce.com의 SOAP API 개발

자 가이드에서 보안 및 API(영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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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새로 고침 작업 시작
대부분의 클라우드 데이터 공급자가 호스팅하는 데이터의 추출을 Tableau Cloud에
서 직접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데이터 원본에 대해 Tableau Bridge에
서 새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새로 고침 일정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수동 새로 고침을 실행해도 일
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Tableau 10.4 이하에서 만든 추출(즉, .tde 추출)에 대해 추출 새로 고침이 수행되면 추
출이 자동으로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하면 많
은 이점이 있지만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추출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자세
한 내용은 새로운 추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 서 새 로 고 침 실 행
1.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치려는 데이터 원본 옆에 있는 추가 동작 아이
콘(…)을 선택한 다음 메뉴에서 추출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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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새로 고침에서 전체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참고: 새로 고침 일정이 예약된 데이터 원본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가 작업 > 추출
새로 고침 페이지의 동작 메뉴에서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Bridge 클 라 이 언 트 에 서 새 로 고 침 실 행
l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Tableau Bridge를 열고 데이터 원본에 대해 지금 실
행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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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10.4 이하에서 만든 추출(즉, .tde 추출)에 대해 추출 새로 고침이
수행되면 추출이 자동으로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hyper 추출로 업
그레이드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추출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를 참조하
십시오.

새로 고침 작업 관리
관리자는 수동으로 추출을 새로 고치거나 일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관리하려는 일정이 있는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작업을 클릭합니다.
2. 일정이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3. 동작 메뉴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일정 변경을 선택하고 목록에서 새 일정을 선택합니다.

l

지금 실행을 선택하여 수동으로 새로 고칩니다.
참고: 추출에 일정이 예약된 새로 고침이 없는 경우 데이터 연결 페이지
에서 언제라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l

삭제를 선택하여 선택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일정을 완전히 제거합니
다.

참고 항목
추출 새로 고침 실패 시 소유자에게 알림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
리소스를 절약하기 위해 Tableau는 비활성 통합 문서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체 추출 새로 고침에만 적용되며 증
분 추출 새로 고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매주 한 번 이하로 실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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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작업이 아니라 매주 여러 번 실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에만 적용됩니다. 이
기능은 통합 문서에 내장된 추출에만 적용되며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는 적용되지 않
습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통합 문서 비활성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재설정됩니다.
l

통합 문서 시트 보기

l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또는 구독 설정

l

통합 문서 다운로드

l

통합 문서의 위치 이동 또는 소유자 변경

이 기능은 Tableau Server에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이 기능을
구성할 수 없으며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이 일시 중단되기 전에 통합 문서가 비활성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32일입니다.

알림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이 일시 중단되기 3일 전에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이 일시 중단되면 또 다른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일시 중단된 추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다른 사용자가 통합 문서를 사용해도 일시 중단된 추출 새로 고침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시 중단된 추출 새로 고침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1.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작업 을 클릭합니다.
2.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합니다.
4. 동작 메뉴에서 다시 시작 을 선택합니다.

Tableau Bridge 사 용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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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Bridge 설치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
Tableau Bridge FAQ

사이트 관리자를 위한 빠른 참조
l
l
l
l

Bridge 클라이언트 정보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Bridge 클라이언트 풀 관리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게시자를 위한 빠른 참조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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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를 통한 데이터 새로 고침 중지
Bridge의 이메일 알림 관리
Bridge 관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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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l
l
l
l

Bridge 배포 계획
Bridge 추출 작업 모니터링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모니터링
Bridge 새로 고침 작업 모니터링

연결
l
l

Bridge와의 연결
Bridge 연결 정보 업데이트

보안
l

Bridge 보안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데이터의 경우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
이터 원본이 방화벽 뒤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에 연결하는 경우 Bridge를 사용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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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 원본이 공용 인터넷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기초 데이터에 연결하는 경우 라이브 및 추출 연결은 Tableau Cloud에서 직접 실행
됩니다.

Bridge란
Tableau Bridge는 네트워크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Tableau Cloud와 함께 작동하며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사설 네트
워크 데이터에는 온프레미스 데이터와 가상 클라우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작동 방식
Tableau Bridge는 Excel 파일 및 SQL Server 데이터와 같은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암호화된 아웃바운드 연결
을 통해 Tableau Cloud와 통신하여 방화벽 뒤에 있는 데이터와 Tableau Cloud 사이트
간의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Bridge가 Tableau Cloud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Bridge 보안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대상
Tableau Cloud의 모든 인증된 사용자가 Bridge를 사용할 수 있지만 Bridge는 조직에
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자(사이트 관리자 및 데이터 원본 소유자)를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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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 또는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 관리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역
할이 있는 사용자가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배포 계획을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소유자 또는 Tableau Cloud에서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역할이 있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고유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관리합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Bridge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와 사설망 데이터 간의 라이브 및 추출 연결을 원활
하게 만듭니다.
l

라이브 연결의 경우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게시 프로세스의 일부로
Bridge가 자동으로 검색됩니다. 라이브 연결에 대한 지원은 풀링을 통해 사용
되도록 설정됩니다.
데이터 원본 정보 자세히: 게시 프로세스 중에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는 옵션이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네트워크 내
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관계형 또는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라이
브 연결이 지원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후 풀에서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라이브
쿼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시작하려면 사용자가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고 라이브 연결을
유지 관리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또는 통합 문서를 게시하고 데이터 원본을
별도로 게시하는 옵션을 선택한 다음 라이브 연결을 지정합니다. 데이터 원본
게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Bridge 데이터 원본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는 경우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게시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Bridge가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에 사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l

추출 연결의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
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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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정보 자세히: 사용자는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 게시 프로세
스를 거치는지에 관계없이 데이터 원본을 별도로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되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는 경우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일정 설정에 설명된 단계에 따라
Bridge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일정을 원활히 처리합니다.

Tableau Bridge FAQ
Tableau Bridge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해보십시오.

Bridge 기 초
Tableau Bridge란?

Tableau Bridge는 네트워크의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록시 클라이언트로, 사설망 데
이터를 Tableau Cloud에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Bridge는 조직의 방화벽 뒤에 설치
됩니다. Bridge는 데이터로부터 Tableau Cloud로 설정된 안전한 아웃바운드 연결을
통해 온프레미스 및 가상 클라우드(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호스팅되는 격리된 프
라이빗 클라우드)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Tableau Bridge 빠른 시작(동영상) 및 Tableau Bridg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온프레미스 또는 방화벽 뒤의 가상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
용하는 경우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액세스하고 Tableau Cloud에 연
결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설망의 .csv 파일이거나 데이터 웨
어하우스에 저장된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또한 Bridge는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데이터 수정 시 새로 고쳐야 하는
비주얼리제이션이 있는 경우 Bridge는 자동으로 추출을 새로 고치거나 실시간 쿼리
를 온프레미스 데이터 원본에 전달하여 Tableau Cloud의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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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Bridge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Tableau Bridge는 Tableau Cloud과 함께 사용 및 지원되는 무료 클라이언트입니다.
지원되는 운영 체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Bridge는 Windows 64비트 컴퓨터에서 지원됩니다.
각 Tableau Cloud 사이트에 별도의 Tableau Bridge를 설치해야 합니까?

예. Tableau Bridge는 한 번에 한 Tableau Cloud 사이트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Bridge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경우 Bridge를 사용할 필요가 없
습니다. Bridge는 프록시 역할을 하며, 처리량에 따라 Bridge가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
결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습니다.
Bridge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제품 다운로드 및 릴리스 정보 페이지에서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Bridge 설
치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참고 항목: 권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보안
Bridge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합니까?

Bridge와 Tableau Cloud 간의 모든 트래픽은 TLS를 사용하여 보호됩니다. Bridge는 아
웃바운드 연결만 설정합니다. 모든 통신은 포트 80과 443을 사용하여 방화벽 뒤에서
시작됩니다. Tableau Bridge의 전송 데이터는 암호화됩니다. Bridge는 콘텐츠에 사용
된 연결 유형에 따라 다음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l

라이브 연결 및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새로 고침의 경우 보안 WebSocket

l

(wss://)이 사용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새로 고침의 경우 HTTP Secure(https://)가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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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Tableau Cloud에만 전송하려면 Bridge 클라이언트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도메인 기반 필터링(정방향 프록시 필터링)을 구현하면 됩니다.
Bridge 보안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 보호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허용 목록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별하고 목록에 포함
되지 않은 사이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Amazon Athena, Redshift, Azure SQL
Database, Google Cloud SQL과 같은 일부 데이터 원본은 항상 "클라우드 네이티브"
입니다. 이 경우 Tableau Cloud은 기본 커넥터를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IP 허용 목록
기능을 통해 직접 연결합니다.
데이터가 사설 서브넷에서 인터넷과 격리되어 있는 경우 Tableau Bridge가 "클라우
드 네이티브" 데이터 원본과 연동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IP 허용 목록 기
능은 옵션이 아님).
필요한 사용 권한은 무엇입니까?
l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및 데이터와 연결된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된

l

Tableau Cloud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Bridge 클라이언트를 풀(기본 풀 또는 명명된 풀)에 할당하려면 사이트 관리자

l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역할이 필요합니다.
새로 고침 추출을 실행하려면:
l Online 일정의 경우 사용자에게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가 필요합
l

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Bridge 클라이언트를 올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레거시 일정의 경우 특정 Bridge 클라이언트에 일정을 할당해야 하므로 사용
자는 해당 Bridge 클라이언트의 소유자이거나(고객이 Creator 또는 Explorer

l

(게시 가능) 사용 권한만 있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여야 합니다.
가상 연결을 게시하고 Bridge로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Creator 또는 Explorer(게

l

시 가능) 역할과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Bridge를 실행 중인 Windows 계정에는 연결 중인 모든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l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Windows 사용자 계정은 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면 로컬 관리자
그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로컬 관리자가 아닌 경우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
서 Bridge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수 있지만 Windows 컴퓨터에 로그인한 상태로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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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자격 증명은 무엇입니까?

레거시 일정이 포함된 추출의 경우 액세스 정보가 Bridge 클라이언트에 내장되어야
합니다. Bridge 클라이언트 소유자는 Windows 컴퓨터에 로그인하여 자격 증명을 수
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Windows 자격 증명 관리
자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Online 일정의 경우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격 증명을 내장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인증을 통해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하는 경우 포함할 자격 증명이 없지만
Bridge가 실행 중인 Windows 계정에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
어야 합니다.
Tableau Bridge는 OAuth를 사용하는 사설 데이터와 OAuth를 사용하는 공용 데이터(사
설 데이터에 조인된 공용 데이터)에 연결할 때 OAuth를 지원합니다. OAuth는 저장된
자격 증명이나 관리되는 키 체인 커넥터를 모두 지원하며, 기능 유형은 사용하는 커
넥터에 따라 다릅니다. Bridge는 OAuth 인증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라이브
및 추출 새로 고침을 모두 지원합니다.
Tableau Bridge는 Kerberos 인증을 사용하는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단계 인증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Tableau 인증에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Bridge 버
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 옵션은 Bridge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인증과 함께 다단계 인증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
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Bridge는 Tableau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인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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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Bridge는 어떤 유형의 커넥터 및 연결 유형을 지원합니까?

Bridge는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라이브 데이터와 추출된 데이터를 모
두 지원합니다.
다음 데이터 원본은 라이브 쿼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l
l
l
l

큐브
데이터 원본만 추출(예: 웹 데이터 커넥터)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예: Excel, .csv)
통합 문서에 직접 내장된 데이터 원본

참고 항목: Bridge와의 연결
브리지가 계속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까?

Bridge는 응용 프로그램 모드와 서비스 모드의 두 가지 모드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 모드로 실행됩니다. 즉, 예약된 새로 고침
을 완료하려면 Windows 사용자는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로그온해
야 합니다. 로그인 후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클라이언트가 열립니다. 클라이언
트가 서비스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로
그온할 필요는 없지만 컴퓨터 전원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참고 항목: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드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나요?

Bridge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
이터 원본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은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다운
로드하여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 다시 게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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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분산 및 풀링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의 부하를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용 가능한 Bridge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분산하는 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풀은 도메인에 매핑됩니다. 따라서 사설망의 보호되는 도메인으로 액
세스를 제한하여 특정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용도로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확장 및 배포
Bridge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중화를 위해 두 개 이상의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
으며, 많은 Bridge 배포 환경에서는 데이터 새로 고침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둘
이상의 Bridge 클라이언트를 필요로 합니다.
Bridge는 최대 10개의 동시 추출 새로 고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
에 필요한 추출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출 발생이 집중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모든 추출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충분한 Bridge 클
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추출 새로 고침을 실행할 시간으로 7시간이 있는
경우 실행 기간이 4시간이면 2개의 브리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ridge는 클라이언트당 라이브 쿼리 16개를 지원합니다. 동시 사용자 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Cloud에서 기본 제공 관리 뷰를 사용하여 라이브 연
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이브
연결로 특정 데이터 원본에 얼마나 자주 액세스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용 및 배포의 일환으로 시간에 따른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참고 항목: Bridge 배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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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Bridge는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관리자 뷰를 사용하여 라이브 연결의
데이터 원본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
이터 원본과 자주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Bridge 추출 관리 뷰는 Tableau Bridge를 통한 최근 30일간의 새로 고침 작업을 캡처
합니다. Bridge 클라이언트가 성공적으로 시작한 작업만 Bridge 추출 관리자 뷰에 레
코드가 있습니다.

Bridge 설치
Tableau Bridge는 Tableau Cloud에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최
신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활용하려면 항상 최신 버전의 Bridge를 설치하십시오.

Bridge 설 치 전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기 전에 최소 요구 사항과 Bridge를 성공적으로 사용하
기 위해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정보를 검토하십시오.
시스템 권장 사항

Bridge는 Windows 운영 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되는 Windows 버전 및 기타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권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요구 사항

Bridge를 사용하는 데 제품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Bridge 사용에는 EULA(최종 사
용자 사용권 계약)가 적용됩니다. Bridge 사용자는 인증된 Tableau Cloud 사용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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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액세스

Bridge는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의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
한 아웃바운드 연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Bridge에는 인바운드 연
결을 수행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작동을 위해 네트워크 관리자
가 방화벽이나 네트워크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포트

Tableau Bridge는 포트 443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대한 아웃바운드 인터넷 요청
을 처리하고 포트 80을 사용하여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다.
Tableau에서 MFA 사용

Tableau 인증에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Bridge 버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Tableau 및 MF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Bridge는 Tableau 커넥터를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커넥터 중 일부는 드라이버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드라이버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설치됩니다.

l

Oracle(OCI)
Microsoft SQL Server

l

PostgreSQL

l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다른 커넥터에 대한 드라이버를 구하려면 Tableau 웹 사이트
의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Windows 운영 체제의 목록을 필터링
하고 최신 버전의 Tableau Desktop에 대해 나열된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Bridge 설 치
아래 절차에 따라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사용
하는 데 Tableau 제품 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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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웹 사이트의 제품 다운로드 및 릴리스 정보 페이지에서 설치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합니다. 최신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활용하려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공유 Windows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클라이
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메시지가 나타나면 사용권 계약을 수락하여 계속합니다.
4. (선택 사항)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여 설치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l

l

l

설치 위치: 다른 위치를 지정하여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만들기: 자동으로 Bridge에 대한 바탕 화면 바로 가기
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시작 메뉴 바로 가기 만들기 : 자동으로 시작 메뉴에 Bridge에 대한 바로 가
기를 추가하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오류 보고 사용: Bridge에 문제가 있어 예기치 않게 닫히는 경우 크래시 덤
프 파일과 로그가 생성되어 Tableau로 전송됩니다. 이 옵션을 해제하려면 설
치 중에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설치 후 클라이언트에서 이 옵션을 해
제(또는 다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류 보고서 를 참조하
십시오.

l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설치 : 자동으로 기본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설
치하지 않으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5. 설치를 클릭하여 클라이언트 설치를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설치되면 바탕 화면이나 Tableau Desktop(Bridge와 동일한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에서 Bridge 바로 가기를 두 번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시작할 수 있습
니다.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 정보

Bridge 설치의 일부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라는 폴더가 클라이언트가 설
치되는 컴퓨터에 만들어집니다. 이 리포지토리 폴더에는 Bridge가 올바르게 작동하
기 위해 필요한 로그 및 구성과 같은 중요한 하위 폴더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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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지토리 폴더는 문서 폴더 아래(\Users\<user>\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
지토리)에 만들어집니다.
중요: Bridge가 리포지토리로 사용하는 폴더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Bridge 업 그 레 이 드
최신 버전의 Bridge와 동기화 상태를 유지하면 새 버전의 Bridge 클라이언트에 포함
된 최신 기능 및 수정 사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중요:
l

Tableau 인증에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Bridge 버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Tableau 및 MFA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l

기존 Bridge 배포에서 최신 릴리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온합니다.
2.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 중인 경우 클라이언트의 왼쪽 아래에 있
는 모드 옆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모드로 변경하면
업그레이드 전에 Tableau Bridge 서비스가 완전히 중지됩니다.
3. 설정 > 종료를 선택합니다.
4. Bridge 설치 섹션에 나열된 단계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업그레이드를
완료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클라이언트가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전에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한 경우 다시 서비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류 보고서
Tableau에 오류 보고서를 자동 전송하여 Bridge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
다. 오류 보고서는 Bridge 클라이언트가 예기치 않게 종료되는(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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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로 전송되는 크래시 덤프 파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클라이언트를
예기치 않게 닫게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중요: 데이터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는 경우 이 옵션을 해제하십시오.
오류 보고서의 내용

이 암호화된 패키지는 크래시/코어 덤프 파일 및 크래시와 관련된 매니페스트 파일
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파일의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l

컴퓨터 관련 정보 예: 하드웨어, 운영 체제, 도메인 등

l

크래시가 발생한 시점의 메모리 콘텐츠 스냅샷 예: 추출을 새로 고친 데이터
원본, 라이브 쿼리를 사용한 데이터 원본 등

l

크래시가 발생한 시점에 Bridge가 처리 중이던 정보(오류를 수정하는 데 사용
할 수 있는 고객 식별 정보 포함) 예: Bridge를 사용한 사용자와 사용 사이트, 사
용자가 로그인한 클라이언트의 이름 등

Tableau기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십시오.
자동 오류 보고 구성

클라이언트 설치 프로세스 중에 또는 클라이언트에 직접 설치한 후에 두 위치 중 하
나에서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보내도록 Bridge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설치 중에 자동 오류 보고 옵션 사용

설치 중에 클라이언트에서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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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서 자동 오류보고 옵션 사용 안 함

설치 프로세스 중에 기본 설정을 사용하고 나중에 오류 보고서가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된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옵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명 령 줄 에 서 Bridge 설 치
컴퓨터의 로컬 관리자인 경우 명령줄에서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명령줄 구문

명령줄에서 Bridge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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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Bridge<installer_name>.exe /option1 /option2
PROPERTY1 PROPERTY2
구문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l

tableau<installer_name>.exe 파일은 설치하려는 제품 및 버전에 대한 클

l

라이언트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옵션은 설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설치 중에 출력을

l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로그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속성 설정은 설치 프로세스 중에 설치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하는 구성 설정을 지정
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명령 예

다음 예에서는 몇 가지 옵션과 속성 설정이 포함된 설치 프로그램 명령을 보여 줍니
다.
tableauBridge-64bit-2018-2-0.exe /quiet /passive
ACCEPTEULA=1 DATABASEDRIVERS=1
.exe 파일이 위치한 디렉터리에서 명령을 실행하거나 컴퓨터에서 .exe 파일 위치에
대한 전체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의 공유 디렉터리에서 설치 프로그램
을 실행하지 마십시오. 대신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려는 컴퓨터의 디렉터리에 .exe 파
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옵션 및 속성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줄에 하나 이상의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 프로그램 옵션

옵션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l
l

각 옵션은 앞에 슬래시(/)가 옵니다.
옵션은 속성 앞에 와야 합니다.

옵션

설명

quiet

상태 또는 설치 진행률과 같은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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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할 필요가 없도록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
된 후 클라이언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passive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대화 상자 및 설치 상태를 표시합니
다. 사용자에게 입력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설치가 완료
된 후 클라이언트가 시작됩니다.

norestart

모든 다시 시작 시도를 억제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자동 모드
로 실행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설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log

지정된 경로 및 파일에 설치 정보를 기록합니다. 경로 및 파일 이

"logfile.txt"

름(예: /log "c:\logs\logfile.txt")을 지정합니다. 기본
로그 파일은 시스템 %TEMP% 디렉터리에 있습니다.

repair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기존 Bridge 설치를 복구합니다.

h

도움말 - 설치 프로그램의 옵션과 속성을 나열합니다.

설치 프로그램 속성

설치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줄에 하나 이상의 속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속성과 관련된 몇 가지 참고 사항:
l

이러한 모든 속성은 클라이언트의 초기 설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설치 후에

l

는 설정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l
l
l

등호 앞이나 뒤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각 속성 집합은 공백으로 구분됩니다.
속성은 옵션 다음에 와야 합니다.

속성

설명

값

ACCEPTEULA

EULA(최종 사용자 사용

1=동의

권 계약)에 동의합니다.

0=동의 안 함(기본값)

이 옵션을 1로 설정하지
않으면 Bridge를 자동 모
드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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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DUMP

이 옵션을 "1"로 설정하면

1=예(기본값)

클라이언트 장애 발생 시

0=아니요

Tableau에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Bridge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오류 보고서
를 참조하십시오.

DATABASEDRIVERS

Tableau Bridge와 연결할

1=예(기본값)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

0=아니요

스 드라이버 집합을 설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를 다운로드하려면
Tableau 웹 사이트의 드
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조직
의 소프트웨어 배포에
사용하는 자산 관리 도
구를 사용하여 다른 드
라이버를 배포해야 합니
다.
DESKTOPSHORTCUT

DRIVERDIR

바탕 화면 바로 가기를 만

1=예(기본값)

듭니다.

0=아니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경로입니다(예:

에 대해 (기본값과 다른)

D:\Drivers).

설치 디렉터리를 지정합
니다. 이 옵션은 디렉터리
를 만들고 HKEY_LOCA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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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HINE\ 레지스트리에
항목을 만듭니다. 드라이
버의 기본 위치는
C:\Program
Files\Tableau\Drivers입니
다.

DRIVER_MSSQL

Tableau Bridge 설치 중

1=설치(기본값)

에 Microsoft SQL Server

0=설치 안 함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
치되지 않게 합니다.
DRIVER_POSTGRES

Tableau Bridge 설치 중

1=설치(기본값)

에 PostgreSQL 드라이버

0=설치 안 함

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게 합니다.
DRIVER_REDSHIFT

Tableau Bridge 설치 중

1=설치(기본값)

에 Amazon Redshift 드라

0=설치 안 함

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
지 않게 합니다.
INSTALLDIR

기본값과 다른 설치 디

경로입니다(예:

렉터리를 지정합니다.

D:\Software\Tableau
Bridge).

설치 위치에 사용자 지
정 디렉터리를 지정하고
이후의 릴리스를 동일한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라
면 설치할 버전별 하위
폴더를 지정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은 경우 먼
저 이전 버전을 제거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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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하위 디렉터리에
여러 버전을 동시에 설
치하는 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SKIPAPPLICATIONLAUNCH

이 옵션을 "1"로 설정하면

1=예

설치 프로세스 완료 시 새

0=아니요(기본값)

응용 프로그램이 자동으
로 열리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수
동 설치에 적용됩니다. 자
동 설치에는 이 옵션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옵
션을 사용할 때는 Tableau
Bridge가 자동으로 열리
지 않기 때문입니다.

STARTMENUSHORTCUT

Windows 시작 메뉴에서

1=예(기본값)

Tableau Bridge 항목을 만

0=아니요

듭니다.

Bridge 제 거
최신 버전을 설치할 때 이전 버전의 Bridge 클라이언트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Bridge 2018.2 이상 버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컴퓨터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를 제거하는 기본 방법은 Windows 제어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명령줄에서 Bridge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 자격으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2. .exe가 설치된 위치에서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tableau<installer_name>.exe /uninstall /qu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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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
이 항목에서는 Tableau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
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설
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에는 Tableau Bridge가 필요
합니다. 이 항목에 설명된 작업에서는 Bridge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외는 따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은 이 항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l

Bridge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즉, 통합 문서와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
이터만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Bridge는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l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고 구성하려면 사

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Online 일 정 및 Bridge(레 거 시 ) 일 정
추출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원본의 경우 Bridge는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
하여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Bridge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새로 고침 일정이 있습니다.
l

Online의 새로 고침 일정

l

Bridge(레거시)

참고: Bridge(레거시) 일정은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일정은 원래 일정을 만든 버전과 데이터 원본이 연결하는 기초 데이터의
유형을 포함한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클라이언트 관리 작
업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남겨두고 사용자는 Tableau Cloud에서 직접 모든 데이터 원
본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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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Bridge 2021.4.3부터는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에 Online 일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Online 일정을 사용하려면 사
이트 관리자가 하나 이상의 Bridge 2021.4.3 이상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클라이언
트 풀에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Bridge 2021.4.3 이전에 만들어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일정에는
Bridge(레거시) 일정이 사용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일정 비교

다음 표에는 사설망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Online 일정과 Bridge(레거시)
일정 간의 주요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

Online 일 정

Bridge(레 거 시 ) 일 정

관계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데이터

이터 유형

사설 클라우드 데이
터
콘텐츠 관리

데이터 원본 페이지

데이터 원본 페이지 + 지정된 클라이언트

가상 연결 페이지
일정 예약

REST API

Tableau Cloud 일정

15분 및 30분 증분 단위로 데이터 원본 새로 고

에 통합됨

침 빈도를 구성할 수 있음

지금 추출 새로 고침

지원 안 함

실행 옵션
지금 데이터 원본 업
데이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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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관리
두 일정 예약 작업은 정확하게 동일하지만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Online 일정을 설정하는 경우 두 가지 기본 진입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입점
은 Tableau Desktop의 데이터 원본 게시 프로세스 중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점은
데이터 원본 게시 프로세스 이후의 임의 시점입니다.
참고: Bridge를 사용하는 Online 일정은 Bridge를 사용하지 않는 Online 일정과 동일한
일정 빈도 옵션을 지원합니다.
일정 설정

대부분의 경우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때 일정을 설정합니다.
1.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2.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를 선택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 게시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한 다음 게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Tableau
Cloud가 열립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이 연결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원본을 구성한 방법에 따라 대
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추출을 게시하거나 또는 추출을 게시하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 옵션이 제공된 경우 추출을 게시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게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추출 새로 고침 예약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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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새로 고침에 대한 일정을 구성합니다.
일정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
약을 참조하십시오.

722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6.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어떤 이유로든 데이터 원본 게시 프로세스 중에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나
중에 언제라도 일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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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 일정을 설정하려면 새 추출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에
대한 일정을 구성합니다.
b. 기존 일정을 업데이트하려면 일정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메뉴를 클릭한 다음 빈도 변경을 선택하여 새로 고침에 대한 일정을 다
시 구성합니다.
4.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대 체 옵 션 : Bridge(레 거 시 ) 일 정 관 리
필요한 경우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
다.
참고:
l

중요: 향후 릴리스에서 Bridge(레거시) 일정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
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온라인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

Bridge(레거시) 일정은 Bridge 클라이언트를 통한 연결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을 내장한 경우에만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레거

l

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내장 또는 업데이트 를 참조하십시오.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시간과 Tableau
Cloud에 표시되는 시간은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의 표준 시간대와 일
치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 설정

Online 일정 워크플로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경우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때 Bridge(레거시) 일정을 설정합니다.
1.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2.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 를 선택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 게시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한 다음 게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Tableau

72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Cloud가 열립니다.
4. 게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추출 새로 고침 예약 단추를 클릭합니다. Bridge(레거
시) 일정을 구성하는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5. 추출 새로 고침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각 단계에 따라 일정을 구성합니다.

참고:
l

선택한 요일의 특정 기간에 새로 고치려면: 매시간을 선택하고 시작 및
끝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날짜의 시간 범위를 지정한 다음 요일을 선
택합니다.
서버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새로 고침 작업은 지정한 시간에서 최
대 5분까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시간 일정을 설정한 경우 오
전 1:00에 실행되도록 설정된 일정은 오전 1:00에서 1:05 사이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l

전체 또는 증분 새로 고침: 사용 가능한 경우 전체 새로 고침인지, 아니면
증분 새로 고침인지를 지정합니다.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는 전체 새
로 고침을 실행합니다. 증분 새로 고침은 게시하기 전에 Tableau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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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증분 새로 고침에 대한 데이터 원본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에서 추출 새로 고침을 참조하
십시오.
6.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새 Bridge(레거시)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데이터 원본 게시 프로세스 중에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언제라도
Bridge(레거시) 일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새 일정(마이그레
이션되지 않은 사이트)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a. 새 Bridge(레거시) 일정을 설정하려면 데이터 원본의 동작 메뉴에서
Bridge(레거시)의 일정을 선택하고 일정을 구성한 다음 새로 고침 일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b. 기존 Bridge(레거시) 일정을 업데이트하려면 기존 일정 옆에 있는 확인
란을 선택하고 데이터 원본의 동작 메뉴를 클릭한 다음 일정 변경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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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를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Bridge(레거시) 일정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작업
을 마쳤으면 일정 변경 단추를 클릭합니다.
기타 Bridge(레거시) 일정 관리 작업
클라이언트에서 새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사이트 관리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명명된”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경우 Bridge 클라
이언트에서 직접 Bridge(레거시) 일정을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 일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오버하고 일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Tableau Cloud의 데이터 원본 페이지가 열립니다.
3. 위 새 Bridge(레거시)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섹션의 2~3단계를 반
복하여 일정을 설정합니다.
새 컴퓨터(클라이언트)를 추가하여 예약 새로 고침 수행

일정 예약 프로세스 중에 일정 예약 대화 상자에서 컴퓨터를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
하는 컴퓨터는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Bridge 클라이언트입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은 로그인한 클라이언트를 표시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선택하려는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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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적절하게 등록되거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여 클

l

라이언트를 열고 녹색 또는 "연결됨"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조직의 모든 클라이언트를 관리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

l

용할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와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가 동일해야 합니
다. 사이트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경우 새로 고침을 예약하려면 데이터
원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다시 할당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새로 고침 취소

경우에 따라 진행 중인 새로 고침을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다.
2. 새로 고침 취소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 동작은 진행 중인 새로 고침을 취소합
니다.

참고: 클라이언트는 한 번에 한 Bridge(레거시) 새로 고침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Bridge(레거시) 새로 고침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면 다른 컴퓨터에서 추가
클라이언트를 설정하여 추출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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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레거시) 일정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 변경

Bridge(레거시) 일정으로 작업할 때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위치 또는 컴퓨터를 변경
하려면 새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을 예약할 때 로그인한 클라
이언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Bridge(레거시) 일정을 설정하려면 Bridge(레거시)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새
새로 고침 일정의 설정을 마친 경우 새 일정과 동일한 이전 일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중요: 데이터 원본에 기초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필
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로 돌아가 연결 정보를 편집하여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다
시 내장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 테스트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이 기
초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제거

Bridge(레거시) 일정을 수행하는 클라이언트를 변경한 후 더 이상 다른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에 사용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좋
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2.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서 프로필 이미지나 이니셜을 클릭한 다음 내 계정 설정
을 선택합니다.
3.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에서 제거할 클라이언트 옆에 있는 삭제 를 클릭합니
다.

이전 또는 다음 새로 고침 확인
이전 새로 고침이 실행된 시간을 확인하거나 다음 새로 고침이 실행될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일정 옆에서 마지막 업데이트 및 다음 업데이트 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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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레 거 시 ) 일 정 을 Online 일 정 으 로 마 이 그 레 이 션
Bridge 2021.4.3 이전에 만들어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 일정에는 기본
적으로 Bridge(레거시) 일정이 사용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을 사
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Online 일정
은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하는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며 사용 가능한 클라이
언트의 풀을 활용하여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을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한 경우 이전 일정이
삭제되고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을 마이그레이션한 후 이전 일정이 다시 필요
하면 위 Bridge(레거시) 일정 설정 섹션에 설명되어 있는 Bridge(레거시) 일정 워크플
로우를 사용하여 이전 일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새 추출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4. 일정을 구성하고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원래 Bridge(레거시) 일정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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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참고: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Online 일정을 사용하려면 Bridge 2021.4 클라이
언트가 필요합니다. 예약된 새로 고침 시점에 설정되거나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없는 경우 새로 고침이 실패합니다.

새로 고침 일정 삭제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새로 고침 일정을 삭제하려는 데이터 원본으로 이
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하려는 일정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 삭제를 선택합니다.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
이 항목에서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사설 네트워크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Amazon Redshift 및 Snowflake와 같은 클라우드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을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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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는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Tableau Bridge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Tableau Cloud는 게시 프로세스의
일부로 Bridge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 Bridge가
사용되도록 하려면 연결을 수동으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설명된 작업에서는 이미 Bridge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하
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참고:
l

Bridge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즉, 통합 문서와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만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Bridge는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데이
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l

클라우드 데이터에 연결하는 가상 연결 을 게시할 때는 추가 단계 없이 Bridge를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일정 설정
다음 절차에 따라 Bridge 일정을 사용하여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의 추출
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1.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이터 원본 게시 항목의 1-7단계를 따릅니다.
2.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았다면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
합니다.
3.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연결 탭을 클릭하고 연결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4. 연결 옆에 있는 동작 드롭다운 메뉴에서 연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5. 대화 상자의 네트워크 유형 옆에서 사설망 라디오 단추를 선택하고 저장을 클
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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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유형 전환 정보
네트워크 유형을 변경해도 데이터 원본의 기존 일정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유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기존 일정이 연관된 데이터 원본의 네트워크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새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네트워크 유형을 변경하기 전에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든
경우 지금 실행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일정을 삭제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 일정
삭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 일정 삭제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진행하여 새 Bridge 종속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때 이전 Online 새
로 고침 일정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6. 구성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아래 단계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l

Online 새로 고침(이전에는 권장이라고 함) 일정의 경우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l

Bridge(레거시) 일정의 경우 새 Bridge(레거시)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참고: 이전에 Tableau Cloud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한 경우 Bridge 종속 일정을
저장할 때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7. 새로 고침 일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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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게시
다음 절차에 따라 Bridge 라이브 쿼리를 사용하여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1.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2.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 를 선택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 게시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l
l

인증에서 편집 을 클릭하고 내장된 비밀번호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연결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원본을 구성한 방법에 따라 대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연결을 게시하거나 라이브 연결 또는 추출을 게
시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라이브 연결 유

지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게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5. 대화 상자에서 Bridge로 게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Tableau Cloud가 열립니다.

6. 게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완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7.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연결 탭을 클릭하고 연결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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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화 상자에서 네트워크 유형 옆에 있는 사설망 라디오 단추가 자동으로 선택
되지 않은 경우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OAuth 사 용 사 설 클 라 우 드 기 반 데 이 터 원 본 게 시
Tableau Bridge는 OAuth를 사용하는 사설 데이터와 OAuth를 사용하는 공용 데이터(사
설 데이터에 조인된 공용 데이터)에 연결할 때 OAuth를 지원합니다. 현재 Bridge는
OAuth를 사용할 때 Snowflake, Google BigQuery, Google Drive, Salesforce 및 OneDrive
커넥터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원본에서 라이브 연결과 추출된 데이터가 지
원됩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 또는 관리되는 키 체인 커넥터 모두 OAuth를 통해 지원됩니다. 기
능 유형은 사용하는 커넥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Tableau Desktop에서는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데이터에 연결합니
다.
2. 커넥터에 따라 인증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제공
되는 경우 OAuth를 사용하여 로그인 을 선택합니다.

3. 분석할 데이터를 준비하고 뷰 작성을 시작할 수 있는 데이터 원본 페이지가 열립니
다.
4. 라이브 연결로 게시할지 추출로 게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Salesforce와 같은 일
부 데이터 원본은 라이브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추출의 경우 시트 탭을 클릭하여 추출을 만들고 저장합니다.
6.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 를 선택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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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 에서 인증 유형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표시되는 옵션은 데이터 원본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장된 자격 증명이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 을 참조하십시오.
l 내 계정 설정에서 자격 증명 데이터 원본을 저장한 경우 내장 <데이터 원본

이름 >을 선택합니다.
l

추출된 데이터의 경우 새로 고침 액세스를 허용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추
출에 대한 새로 고침 액세스를 허용하면 일정을 설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하려면 내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8. Bridge가 필요한 경우 게시 작업 중에 연결이 비공개로 검색됩니다.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변경하려면 동작 메뉴를 클릭하고 연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Bridge 클라이언트 정보
이 항목에서는 Bridge 클라이언트 자체와 이를 실행하고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클라이언트 개요
Tableau Cloud과 사설망 데이터 간의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이 클라이언트
가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경우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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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 이름: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2. 연결 상태: 클라이언트가 Tableau Cloud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
다.
3. 사이트: 클라이언트가 등록된 Tableau Cloud 사이트입니다.
4. 설정 메뉴: 오류 보고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데이터 원본: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 사이트 전체에서 클라이언트에 의해 부하
분산(풀링)되는 라이브 쿼리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는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여 이 특정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데이터 원본도 포함되어 있습
니다.
참고: 이 목록에는 Online 일정에 따라 새로 고쳐지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
결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Online 일정을 사용하여 새로 고쳐지는 데이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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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상 연결을 확인하려면 작업 페이지로 이동하고 Bridge 새로 고침에 대
해 필터링합니다.
6. 풀링 상태 : 데이터 원본이 클라이언트 풀의 일부인지 여부가 표시됩니다.
l 라이브: 라이브 상태는 데이터 원본에 라이브 연결이 있으며 데이터 원본이
클라이언트 풀의 일부임을 나타냅니다. 참고: 라이브 연결이 포함된 가상 연

l

결은 이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공백: 공백 상태는 클라이언트가 풀의 일부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데
이터 원본이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7. 레거시 옵션: 이러한 옵션은 연결 정보를 편집하거나 확인하고, 일정으로 이
동하기 위해 마우스오버 시 표시되고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 마우스오버 시 수동 새로 고침을 실행합니다.
8. 클라이언트 모드: 클라이언트가 Windows 응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로 실행
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드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 모드와 서비스 모드 중 하나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실행할 수 있는 모드는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 Windows 사
용자 계정, 클라이언트가 등록된 Tableau Cloud 사이트 설정 및 일반적인 데이터 새
로 고침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l

응용 프로그램: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경우
Windows 응용 프로그램 으로 실행됩니다.
이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는 전용 사용자가 Windows에 로그온한 동안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콘텐츠에 대한 라이브 쿼리 및 예약된 새로 고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사용자가 Windows에서 로그오프하면 클라이언트가 라이
브 쿼리를 유지할 수 없고 일정에 따라 추출을 새로 고칠 수 없습니다. 클라이
언트 버전 2020.1 이하는 기본적으로 이 모드에서 실행됩니다.

l

서비스: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경우 Windows 서비

스 로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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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는 사용자가 Windows에서 로그아웃한 경우에도 지속
적으로 실행됩니다. Windows 사용자 계정은 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실
행하려면 로컬 관리자 그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이 모드는 라이브 쿼리 및 예약
된 새로 고침의 부하를 분산하는 풀링된 클라이언트에 권장됩니다. 서비스 모
드는 Bridge 2020.2 클라이언트부터 기본 모드입니다.
모드 지침
예약 새로 고침에 대한 추

라이브 연결

출 연결
응용 프로그램 모드

l

클라이언트를 빠르게 설정하고 콘텐츠가 최신 상태
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 모드

l

클라이언트가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수행하는

l

동안 더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컴퓨터의 로컬 관리자일 필요는 없습니

l

다.
사용자가 Windows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l

클라이언트를 한 번만 설정합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l

Tableau Cloud에 다시 연결됩니다.
Windows 사용자 계정이 컴퓨터에서 로컬 관리자 그
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또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
을 새로 고치려면 계정에 파일 데이터가 호스팅되
는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에 대한 도메인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Tableau Software

사용자가 Windows에 로그온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고침의 부하 분산에

라이브 쿼리의 부하 분산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용

에 권장됩니다. 자세한 내

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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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요구 사항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사용하려면 특정 요구 사항 집합이 충족되어야 할 뿐만 아
니라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
니다.
핵심 요구 사항
l

클라이언트는 64비트 버전의 Windows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l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는 동일한 Windows 도메인에 속해야 하며 데
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지정된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
다.

l

컴퓨터와 Windows 사용자 모두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지정된 기초 데
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l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에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가 설
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l

Tableau Cloud의 연결된 클라이언트 옵션은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인증과 함께
다단계 인증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Bridge에 대한 연결된 클라이언트 요구 사항를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인증에 MFA(다단계 인증)를 사용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Bridge 버전 2021.1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Tableau 및 MFA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단계 인증 및 Tableau Cloud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권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을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모드의 추가 요구 사항
l

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려면 Bridge를 실행하는 Windows 사용
자 계정이 컴퓨터에서 로컬 관리자 그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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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에 로그온되어 있지 않아도 되지만 Windows를 실행하는 컴퓨터는 켜
져 있어야 합니다.
l

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에서 호스팅
되는 파일 데이터에 연결하는 경우 계정에 네트워크 공유 드라이브에 대한 도
메인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추출 연결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

추출을 새로 고치려면 클라이언트를 Windows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
하면 됩니다. 위의 핵심 요구 사항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
니다.
l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에게는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역할이나 두 사이트 관리자 역할 유형인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콘텐츠 소유자여야 합니다.

l

클라이언트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한 경우 컴퓨터가 켜져 있고
Windows 사용자가 로그온하여 Bridge를 실행하는 동안에만 새로 고침이 완료
됩니다.
컴퓨터가 꺼지거나, 사용자가 Windows에서 로그오프하거나, 사용자가 클라이
언트를 종료한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에서 (풀을 통해 또는 수동으로) 실행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대한 업데이트가 Tableau Cloud에 연결될 수 없
으며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기 전에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새로 고
쳐지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콘텐츠 소유자는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실패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를 통한 데이터 새로 고
침 중지를 참조하십시오.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이 문제없이 완료되게 하려면 서비스로 실
행되도록 설정된 클라이언트가 원본 파일의 매핑된 드라이브 경로가 아닌 전
체 UNC 경로를 참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Data\file.csv” 대신
“\\filesrv\Data\file.csv”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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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도 클라이언트가
전체 UNC 경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의 파
일 경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연결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

라이브 쿼리를 실행하려면 클라이언트를 Windows 서비스 또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위의 핵심 요구 사항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
야 합니다.
l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는 사용자에게는 두 사이트 관리자
역할 유형인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또는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l

각 Tableau Cloud 사이트에는 라이브 연결을 유지 관리하는 여러 클라이언트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 새로 고침에도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클라이언트를 응용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한 경우 컴퓨터가 켜져 있
고 Windows 사용자가 로그온하여 Bridge를 실행하는 동안에만 라이브 쿼리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꺼지거나, 사용자가 Windows에서 로그오프하거나, 사용자가 클라
이언트를 종료한 경우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대한 업데이트가 Tableau
Cloud에 도달할 수 없으며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l

라이브 연결을 유지하려면 공용 인터넷에서 Tableau 콘텐츠가 연결하는 데이
터베이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모드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복구
가끔 콘텐츠 연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알림이 표시되
며 이 알림에는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Tableau Cloud
알림에서 문제 해결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Tableau Bridge를 서비스로 실행하는 경
우 복구 명령을 사용하여 연결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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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 복구를 지원하려면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복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중지
된 후 다시 시작되며 이것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이 항목에서는 사이트 관리자가 Bridge 클라이언트의 풀링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풀링을 사용하면 사이트 전체의 클라이언트가 사설망 데이터
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의 부하를 분
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풀링 구성
풀의 목적은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사설망 내의 도메인으로 액세스 범위가 지정
된 풀의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간에 분산(또는 로드 균형 조정)하는 것입니다. 풀은
도메인에 매핑됩니다. 따라서 사설망의 보호되는 도메인으로 액세스를 제한하여 특
정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는 용도로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수행하는 풀의 클라이언트는 임의로 선택되지만 어떤 이유
로든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풀의 다른 사용 가
능한 클라이언트로 작업이 라우팅되어 처리됩니다. 클라이언트 풀을 지원하거나 관
리하기 위해 사이트 관리자나 사용자가 추가로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링은 하나 이상의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는 풀링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풀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l

Bridge가 중요 서비스로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도 라이브 쿼리 및 예약된 새로 고침을 지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조직인 경
우.

l

클라이언트가 대용량입니다. 기존 사이트 트래픽이 클라이언트의 현재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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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는 경우.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Tableau Cloud 관리 일정. Bridge 클라이언트
버전 2021.4.3부터 Bridge 풀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Online 일정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

l

여러 사설망의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l

가상 연결. (Data Management 필요)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가상 연결에서 데
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Bridge가 필요합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풀 구성 전

사이트의 클라이언트 풀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을 검토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권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을 참조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로 실행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용 프로

l

그램 및 서비스 모드 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 인증된 사용자는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Bridge 배포

l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배포 계획 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Bridge 2021.4 이

l

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부하를 분산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l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Bridge 2021.4.3 이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l 파일 데이터에 대한 참조에는 서버 이름 또는 호스트 이름이 포함된 전체
UNC 파일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정보
l

를 참조하십시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은 추출 전용입니다.

사용자 역할에 대한 참고 사항

사이트 관리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 역할이나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역할이 있는 사
용자만 풀링된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 인
증된 사용자 유형에 관계없이 사이트 관리자만 새 풀을 추가하고, 풀에 클라이언트
를 추가하고, 풀에서 클라이언트를 제거하고, 풀의 클라이언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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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 작업에 대한 참고 사항

페이지에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모든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중에서 완료된 작업, 진
행 중인 작업, 보류 중인 작업, 취소된 작업 및 일시 중단된 작업을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여기에는 파일 기반 및 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Bridge 작업을 모니터링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 모니터링를 참조하
십시오.

1단계: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

Bridge가 사이트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설정 페이지
로 이동합니다.
2. 인증 탭을 클릭하고 연결된 클라이언트 머리글 아래에서 클라이언트가 이
Tableau Cloud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허용 확인란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확인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용되는 경우 연결된 클라이언트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Tableau
인증을 통한 다단계 인증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결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된 경우 Bridge는 Tableau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인
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풀 구성

Bridge 2021.4 이상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풀을 사용하면 라이브 쿼리 및 추출 새로 고
침 작업을 해당하는 사설망으로 라우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풀을 사용하여 여러
사설망에 분산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추출 새로 고
침을 사용하며 가상 연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Bridge 탭의 풀링 아래에서 새 풀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2. 대화 상자에서 풀 텍스트 상자에 새 풀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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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의 풀이 구성되면 게시 프로세스의 일부로 Tableau Cloud가 특정 데이터 원
본 또는 가상 연결을 Bridge 및 클라이언트 풀에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3단계: 풀의 도메인 구성

사설망 허용 목록을 통해 새로운 각 풀의 도메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Tableau Cloud를 대신하여 Bridge가 사설망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허용 목록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액세스를 사용하려는 사설망의 도메인 이름 또
는 IP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도메인 이름

허용 목록에 지정하는 도메인 이름은 데이터 원본 연결 또는 가상 연결에 사용되는
서버 이름입니다. 경우에 따라 Tableau Cloud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연결 탭에 나열
된 서버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arbucks”와 같은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허용 목록에
“mssql.myco.lan” 및 “oracle.myco.lan” 또는 “*.myco.lan”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itness Challenge”와 같은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허용 목록에서
“fitness-challenge”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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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 연결 탭에 서버 이름이 나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버 이름이 나열되
지 않으면 콘텐츠 소유자에게 문의하여 데이터 호스팅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가
확보될 때 허용 목록에 서버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대안으로서 4단
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로 건너뛰어 기본 풀을 사용하도록 클라이언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허용 목록에서 도메인 이름 대신 IPv4 주소를 지정해도 됩니다. 데이터 원본 연결 또
는 가상 연결에 IPv4 주소가 사용되는 경우 허용 목록에서 IPv4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콘텐츠 소유자와 협력하여 이 정보를 받으십시오. 이 정보가 없는 경우 임
시 대안으로서 4단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로 건너뛰어 기본 풀을 사용하도록 클
라이언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l

보안 목적으로 허용 목록은 Tableau 액세스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비어 있습
니다. 따라서 사이트 관리자는 Bridge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로 전송할 데이터를

l
l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도메인을 풀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Tableau 2021.4 이전에 풀링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사이트의 경우 이전 버전 호환성
을 위해 기본 풀 이 유지되지만 특정 사설망에 액세스하도록 구성할 수 없습니다. 이
풀의 액세스 범위를 줄이고 고급 예약 기능을 사용하려면 새 풀을 만들고 특정 도메
인에 매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메인을 풀에 매핑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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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idge 탭의 사설망 허용 목록 아래에서 새 도메인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2. 도메인 텍스트 상자에 허용 목록 등록 규칙에 설명된 정보를 사용하여 도메인
의 URI를 입력합니다.
3. 도메인 사용 권한 아래에서 허용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풀 아래에서 2단계에서 지정한 URI로 액세스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 풀을 선택
합니다.
5. 각 추가 도메인에 대해 1~4단계를 반복합니다.
6. 작업을 마쳤으면 저장을 클릭합니다.
허용 목록 등록 규칙

Bridge에서 액세스할 도메인을 지정할 때는 다음 규칙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Bridge가 Tableau Cloud 대신 사설망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은 Bridge에서 해당 도메인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베이
스와 파일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
l

허용 목록에 추가되었거나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게시되었거나 새로 고침

l

일정이 구성된 경우 도메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동일한 도메인이 허용 목록에 추가되
어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한 풀이 도메인 이름에 매핑되고 다른
풀이 IP 주소에 매핑되는 경우 데이터가 새로 고쳐지는 풀은 데이터 원본 연결 또는

l

가상 연결에 지정된 형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Bridge에서 도메인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지정

l

된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도메인이 지정되지 않으면 Bridge에서 Online 일정에 대해 구성된 데이터 원본 또
는 가상 연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Bridge(레
거시) 일정에 대해 구성된 데이터 원본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실행됩니다.

시나

설명

예

FQDN 또는 PQDN을 사용할 수 있습니

myco.com

리오
정확

74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한

다. 포트 번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도메

marketing.myco.com
oracle.myco.com

인
이름
도메

필요한 경우 선행 와일드카드(*)를

인

사용하여 모든 하위 도메인을 포함

이름
의
범위

*.myco.com

합니다. * 바로 뒤에 마침표(.)가 있어
야 합니다.

정확

IPv4 리터럴을 사용합니다(약어는 허

255.255.0.1

한

용되지 않음). IPv6 주소는 허용되지 않

192.168.0.0

IPv4

습니다.

주소
IPv4

서브넷 마스크를 사용하여 IPv4 주소

주소

범위를 포함합니다.

255.255.0.1/16

범위
도메

이 도메인의 호스트에 대한 Bridge 연

사설망 허용 목록의 도메인

인

결을 차단합니다.

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차

차단

단 라디오 버튼 옵션을 선택
합니다.

허용 목록 등록 예

예 1 -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Bridge를 통해 다음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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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data.lan 및 sqlserver.myco.lan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수행합니다.
oracle.myco.lan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방지합니다 .

Bridge를 통해 이러한 시나리오를 지원하려면 도메인을 2개 풀(A와 B)에 매핑하고
세 번째 도메인을 차단하면 됩니다.
지 정 내 용 ...

매

...데 이 터 가 새 로

핑

고쳐지는 위치

할
풀 ...
*.lan

풀 A data.lan

sqlserver.myco.lan

풀 B sqlserver.myco.lan

*.myco.lan

(차

-

단

참고: 이 도메인 범위는 oracle.myco.lan의 데이

됨)

터 새로 고침 작업을 차단하지만 도메인이 명시
적으로 허용된 경우 차단된 도메인 범위에서 도
메인 안의 특정 도메인(예: sqlserver.myco.lan)의
차단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 2 - 파일 데이터
C:\Shared\employees.csv라는 파일 데이터가 fileserv.myco.lan에 있다고 가정합니
다. 이 데이터에 대한 Bridge 액세스를 지원하려면 컴퓨터의 도메인을 풀에 매핑합
니다. 다음 도메인 중 하나 를 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l
l

옵션 1: *.lan
옵션 2: *.myco.lan
옵션 3: fileserv.myco.lan

참고: 호스트 컴퓨터에서 “공유” 폴더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를 허용해야 합니다.
4단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

아래의 절차를 수행하여 아직 할당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풀에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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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지원하려면 풀의 클라이언트에
서 Bridge 2021.4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1. 할당되지 않은 클라이언트 테이블의 Bridge 탭에서 풀에 할당하려는 클라이언트
로 이동하고 할당 을 클릭합니다.

2. 풀 드롭다운 메뉴에서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려는 풀을 선택합니다.
3. 풀에 할당하려는 할당되지 않은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2단계를 반복합니다.

풀링 문제 해결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이 아래 나열된 오류 중 하나와 함께 실패합니다.
작업 페이지 및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에서 다음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l

"errorID=NO_POOLED_AGENTS_ASSIGNED"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의 서버 주소 또는 IP 주소가 사설망 허용 목록에 지정된 도
메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할당된 클라이언트가 없는 기본 풀
로 새로 고침 작업이 전송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1)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서버 주소 또
는 IP 주소)이 허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2) 하나 이상의 풀이 해당 도
메인(서버 주소 또는 IP 주소)과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3단계: 풀의 도메인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

풀에 클라이언트가 없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 이상의 Bridge
2020.2(또는 이상)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단계: 클

라이언트를 풀에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l

"errorID=NO_POOLED_AGENTS_ASSIGNED_NAMED_POOL"
이 문제는 풀에 클라이언트가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
려면 하나 이상의 Bridge 2021.4 이상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4단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l

"errorID=NO_AGENT_IN_POOL_SUPPORTS_REMOTE_EXTRACT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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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
이 문제는 새로 고침 작업이 풀에 하나 이상의 Bridge 2020.2 이상 클라이언트
없이 실행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 이상
의 Bridge 2020.2(또는 이상)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
단계: 풀의 도메인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l

"errorID=NO_POOLED_AGENTS_CONNECTED"
이 문제는 풀에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
언트가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Bridge 클라이언
트 풀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의 "errorID=REMOTE_EXTRACT_REFRESH_ALL_AGENTS_
BUSY" 또는 "errorMessage: Maximum concurrency reached"
지정된 시간에 실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 수가 클라이언트 풀의 용량을 초과하
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l

풀에 여분의 클라이언트를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단계: 클라이언트

l

를 풀에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각 클라이언트에서 connectionPool 설정의 크기를 늘립니다. 자세한 내용
은 Bridge 풀의 크기 관리 을 참조하십시오.

l

"errorID= AGENTS_IN_POOL_REQUIRE_UPGRADE"
Tableau 2021.4부터 이 문제는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풀의 클
라이언트를 Bridge 202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
니다.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를 참조하십
시오.

Bridge 클라이언트가 로그아웃됨
많은 수의 클라이언트를 동일한 Windows 서비스 계정으로 배포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Windows 서비스 계정에서 1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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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경우 계정 보안 조치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로그아웃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Windows 서비스 계정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잠재적인 풀링 문제
풀링과 관련된 문제를 진단하려면 Bridge 클라이언트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에 대
한 다음 로그 파일을 검토하십시오. tabbridgeclijob_<process_id>, jprotocolserver_
<process_id>, stdout_jocolprotserver_<process_id> 자세한 내용은 Bridge 로그 파일 관
리을 참조하십시오.

Bridge 클라이언트 풀 관리
풀링된 Bridge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 모니터링
작업 페이지와 기본 제공 관리 뷰 조합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 작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쿼리

라이브 쿼리 작업을 모니터링하려면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관
리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 작업

새로 고침 작업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작업 페이지: 작업 페이지에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중에
서 완료된 작업, 진행 중인 작업, 보류 중인 작업, 취소된 작업 및 일시 중단된 작
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정보를 참조하
십시오.

l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관리 뷰: Bridge를 통한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필
터링 후 이 관리 뷰에는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이 표시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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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ridge 추출 관리 뷰: 이 관리 뷰에는 Online 일정 및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
용하는 Bridge 새로 고침 작업이 표시됩니다. 이 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추출을 참조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 로그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또는 뷰 만들기: 클라이언트에서
생성된 JSON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 원본과 뷰를 생성
하여 새로 고침 작업을 모니터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클라이언트별
새로 고침 작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별 새로 고침 작업

위에 나열된 관리 뷰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대신 Bridge 클라
이언트에서 수행한 새로 고침을 모니터링하는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 원본 및 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인 컴퓨터
에서 클라이언트의 JSON 로그 파일에 연결하면 됩니다.
참고: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은 클라이언트의 JSON 로그 파일에 캡처되지 않
습니다.
JSON 로그 파일은 "k" 및 "v" 개체로 구성됩니다. "k" 개체는 새로 고침 작업을 캡처하
고 "v" 개체는 새로 고침 세부 정보를 캡처합니다. 새로 고침과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l

일정 유형 - Online 또는 Bridge(레거시)
데이터 원본 유형 및 이름
새로 고침 시작 및 종료 시간, 기간, 업로드 및 게시 시간

l

오류

l
l

1단계: 시작하기 전에

한 로그 파일의 데이터에서 뷰를 작성하려면 2단계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가 여러 로그 파일에 있는 경우 파일을 유니온해야 합니다. 로
그 파일을 로컬로 유니온하는 스크립트를 만들거나 아래 절차에 설명된 대로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유니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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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래 설명된 절차에서는 Tableau Desktop을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컴퓨터에서 실행

l

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풀에 있는 여러 클라이언트의 여러 로그 파일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클라이
언트에 대해 여러 로그 파일을 유니온하는 것 외에도 여러 클라이언트의 로그 파일

l

을 조인하여 풀의 새로 고침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웹 작성에서 바로 JSON 파일에 연결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JSON 로그에 연결

데이터 원본과 뷰를 작성하려면 Tableau Desktop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의 로그 파
일에 연결합니다.
1. Tableau Desktop을 시작하고 연결에서 JSON 파일을 선택합니다. 수행합니다.
a. 스키마 수준 선택 대화 상자에서 "k" 개체 세부 정보를 포함할 최상위 수준 스
키마를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v" 개체 세부 정보를 포함할 "v" 수준 스키마를
선택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b. 연결할 로그 파일(예: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
리\로그)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 를 클릭합니다.

2. (선택 사항)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로그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
고 유니온으로 변환을 클릭하여 유니온을 설정합니다. 수행합니다.
a. 와일드카드(자동) 탭을 선택합니다.
b. 검색 위치 옆에 있는 경로에 클라이언트의 로그 폴더가 표시되는지 확인합
니다.
c. 일치 패턴 아래에 ExtractRefreshMetrics_*를 입력하고 확인 을 클릭합니다.
3. 시트 탭을 선택하여 분석을 시작하고 뷰를 작성합니다.
4. 작업을 마치면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과 뷰를 별도로 게시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게시 후 데이터 원본에 대해 Bridge
(레거시) 일정을 설정하면 됩니다.
특정 로그 관련 제한 사항이 충족되면 새 로그 파일을 생성할 수 있고 이전 로그 파일
을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데이터 원본과 뷰는 경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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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제한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을 참조
하십시오.

풀 및 클라이언트 관리
풀링 섹션 아래에는 Bridge 배포의 풀링 및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에 대한 최대 5개의
테이블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풀 정보
첫 번째 테이블은 사이트에 등록된 클라이언트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는 클라이언트가 할당된 풀로 정렬됩니다.

두 번째 테이블인 할당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는 풀에 할당되지 않은 클라이언트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라이브 쿼리와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의 부하를 분산하기
전에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풀에 할당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 이 테이블의 클라이언
트를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한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전용 풀로 할당할 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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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테이블인 기본 풀은 기본 풀의 클라이언트를 보여줍니다. Bridge 2021.4 이전
에 풀링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이 풀에 포함됩니다. 기본
풀의 도메인은 특정 사설망에 액세스하도록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새 풀을 만들고
특정 도메인에 매핑하여 액세스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3개 테이블에 표시되는 클라이언트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l

클라이언트 이름은 컴퓨터 이름이라고도 하며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실행되
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입니다.

l

소유자 이름: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Tableau
Cloud에 인증한(로그인한) 사용자입니다.

l

풀 상태는 첫 번째 테이블에만 적용되며 다음을 나타냅니다. 1) 풀에 할당된 클라이
언트가 있는지 여부, 2)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처리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음 또는 3)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풀이 오
프라인임

l

클라이언트 버전:
l

클라이언트가 최신 버전의 Bridge를 실행하고 있지 않으면 이 열에 경고
아이콘(

)이 표시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최신 보안 및 기능 업데이

트를 활용하려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버전의 Bridge를
다운로드하려면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Bridge 릴리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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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고 아이콘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최신 클라이언트가 있는 경우
에만 표시됩니다. 경고 아이콘은 클라이언트 또는 관련 Bridge 데이터 원
본 또는 가상 연결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l

연결 상태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클라이언트 연결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l

마지막으로 연결됨 - Tableau Cloud이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 연결할 수 있
었던 날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사설망 허용 목록 정보

네 번째 테이블인 허용 목록 등록에는 풀의 한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도메인 목록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테이블인 허용 목록 요청은 가상 연결을 만들려는 사용자가 연결을 요청
한 보류 중인 도메인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메인 요청은 사용자의 가상 연결 워크
플로우가 막히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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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 연결 상태
클라이언트가 나열된 위치에서 색상이 지정된 원과 상태 레이블은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가용성 을 나타냅니다.
l

녹색 또는 “연결됨”: 녹색 또는 연결됨 상태는 클라이언트가 연결되었으며 라
이브 쿼리 및 추출 새로 고침을 지원 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l

빨간색 또는 "연결 끊김": 빨간색 또는 연결 끊김 상태는 클라이언트를 일시적
으로 연결이 끊긴 상태로 만든 몇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
장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거나 시작된 후
Tableau Cloud과 통신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태를 마우스오버하면
상태를 설명하는 도구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클라이언트가 연결 끊김 상태인 경우 라이브 쿼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라이브 쿼리가 있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 의존하는 뷰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상태는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는 상태를 나타내며 해당 상태와 일치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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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사이트 관리자가 구성하여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이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Bridge(레거시) 일정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클라이언트를 유지하는 경우 이 항목에 설명되어 있
는 일부 작업을 게시자가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Bridge를 Windows 서 비 스 로 실 행
클라이언트가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Windows 서비스(서비스 모드)
로 실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전용 사용자가 컴퓨터에 로그인하
도록 요구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라이브 쿼리와 새로 고침의 부하 분산을 처리
할 수 있도록 Windows 서비스로 실행되도록 설정됩니다. 클라이언트가 Windows 서
비스로 실행되려면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Windows 사용자 계정이 컴퓨터에서 로
컬 관리자 그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 소유자이고 직접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풀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로그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백그라운드
에서 Bridge(레거시) 일정을 실행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Windows 서비스(서비스
모드)로 실행해야 합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창이 표시됩니다.

3. 로컬 관리자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Windows 서비스 목록에서 Bridge는 Tableau Bridge 서비스로 나타납니다. 이
는 Windows 서비스 콘솔에서 확인하거나 작업 관리자의 서비스 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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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를 Windows 서비스로 실행하지 않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로 실행되지 않게 하려면 모드를 변경합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실행
한 컴퓨터에 Windows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만 라이브 쿼리 및 예약된 새
로 고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사이트 전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다른 Tableau Cloud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새로 고치려
는 경우 기존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새 사이트에 인증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연결 해제는 클라이언트에서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목
록, 일정 및 연결 정보를 제거합니다.
3.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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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으로 새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5.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수행하십시오.
l

이 클라이언트가 특정 클라이언트에 연결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는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데이터 원본 및 새로 고침 일정을 다시 구
성하도록 요청하십시오.

l

이 클라이언트가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라이브 연결 또는 추출 연결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새 클라이언트가 풀의 일부인지 확인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로 새로 고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Bridge(레거시) 일정도 제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원본은 풀에 등록
된 다른 클라이언트에 의해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이 계속 수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내기 및 연결 해제의 효과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 구성
추출이나 새로 고침을 오용하지 못하도록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되는 새로 고침 작
업에 대한 시간 제한(시간 초과 제한이라고도 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
제한은 단일 추출에서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지나
면 클라이언트가 새로 고침을 취소합니다.

참고: 가상 연결의 추출에서 기본 추출 새로 고침 시간 초과 제한은 2시간이고
Bridge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대안으로, 기본 2시간 기간
내에 새로 고치거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 전환하도록 가상 연결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시간 초과 제한은 24시간으로 설정됩니다. Bridge 구성 파
일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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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도달하여 추출 새로 고침이 취소된 경우 클라이언트에 메시지가 표시되고 데
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구성 파일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의 구성 폴더로
이동합니다.
구성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
리\Configuration입니다.
2.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을 엽니다.
3. extractRefreshTimeout 옆에서 새로 고침 작업을 완료하는 데 허용되는 시
간을 변경합니다.
참고: 구성 파일에서 매개 변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예와 같이
"extractRefreshTimeout" : 08:00:00",을
dataSourceRefreshSettings 설정에 추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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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5.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끝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
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

응용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l

서비스 모드인 경우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Bridge 로 그 파 일 관 리
클라이언트는 정상 작동의 일부로 활동 로그를 만듭니다. 새로 고침을 모니터링하
거나 Bridge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Tableau 지원 부서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
는 로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로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dge 로그 파일의 크기를 관리하거나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에서 삭
제하기 전에 로그 파일이 유지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옵션
l

maxLogFileSizeInMB: 기본적으로 Bridge 로그 파일에 허용되는 최대 크기
는 25MB입니다. 로그 파일이 이 크기 제한을 초과하면 새 로그 파일이 만들어
집니다.

l

maxBackupLogFileCount: 허용되는 최대 Bridge 로그 파일 수의 기본값은
40입니다. 로그 파일 수가 제한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된 로그 파일이 삭제됩니
다.

l

remoteRequestLogFileLifeSpan: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각 Bridge 새로
고침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새 로그 파일 집합이 생성됩니다.
tabbridgeclijob_<process_id>, jprotocolserver_<process_id> 및 stdout_
jprotocolserver_<process_id>. 기본적으로 로그 파일 수가
maxBackupLogFileCount를 초과하면 로그 파일이 삭제하기 전에 로그 폴더
에 남아 있는 최대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그 파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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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BackupLogFileCount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이러한 로그 파일은 무기한
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 여기서 <process_id>는 Windows 프로세스 ID를 나타냅니다.
참고: 이름이 tabprotosrv*인 로그 파일은 다른 Bridge 로그 파일과 다릅니다. 최대 크
기는 1MB이고 최대 허용 로그 파일 수는 8,192개입니다. 이러한 값도 구성할 수 없습
니다.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의 구성 폴더로
이동합니다.
구성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
리\Configuration입니다.
2.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을 엽니다.
3. loggerSettings 옆에서 다음 매개 변수에 대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axLogFileSizeInMB" : 25
"maxBackupLogFileCount" : 40
"remoteRequestLogFileLifeSpan" : "08:00:00"
4.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5.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클라이언
트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지, 아니면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

응용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l

서비스 모드인 경우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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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풀 의 크 기 관 리
기본적으로 풀의 각 클라이언트는 한 번에 최대 10개의 새로 고침 작업의 부하
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실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의 수가 클라
이언트 풀의 용량을 초과하거나 이를 지원할 하드웨어 리소스가 있는 경우 각
클라이언트의 용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에서 클라이언트의 풀링 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가능한 옵션
l

ConnectionPool: 클라이언트에서 허용하는 최대 동시 새로 고침 작업
수입니다. 기본값은 10이고, 허용되는 최소값은 1이며, 허용되는 최대값
은 100입니다. 이 값을 변경하려면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
다.

l

maxRemoteJobConcurrency: ConnectionPool의 절대 값을 변경하
지 않고 클라이언트 성능 문제를 튜닝 또는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허용하는 최대 동시 새로 고침 작업 수입니다. 기본값은
10입니다. 이 값은 ConnnectionPool에 지정된 값과 같거나 작아야 합
니다. 이 값을 변경하면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ConnectionPool 변경
중요: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하려면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연결을 해제하면 사이트와 클라이언트 간의 연결이 제거됩니다. 즉, Bridge(레
거시) 일정을 사용하여 새로 고쳐진 데이터 원본의 경우 클라이언트 연결을
해제하면 해당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해당 일정 및 클라이언트의 모든 연
결 정보가 제거됩니다. Bridge 풀의 크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Windows 시스
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열된 데이터 원본(5단계)을 기록
하여 일정 조정 프로세스(10단계)에서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76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의 구성
폴더로 이동합니다.
구성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
포지토리\Configuration입니다.
2.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을 엽니다.
3. ConnectionPool 옆에 있는 값을 편집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5. (선택 사항)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열된 데
이터 원본과 해당 데이터 원본에 대해 구성된 새로 고침 일정을 기록합니다.
6.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연결 해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끝내기 및 연결 해제의 효과를 참
조하십시오.
7.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종료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종
료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
면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

응용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
니다.

l

서비스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클라이언트 종료 및 작업 중지 확인란을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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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를 클릭합니다.

8. Bridge를 다시 시작합니다.
9.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에 로그인합니다.
10. (선택 사항)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5단계를 수
행한 경우 새 Bridge(레거시)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새로 고침 일정을 조정하고 데이터 원본을 클라이언트와 효과
적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maxRemoteJobConcurrency 변경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의 구성 폴더
로 이동합니다.
구성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지
토리\Configuration입니다.
2.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을 엽니다.
3. maxRemoteJobConcurrency 옆에 있는 값을 편집합니다.
4. 파일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5. 변경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종료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종료하
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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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응용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l

서비스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대화 상
자에서 클라이언트 종료 및 작업 중지 확인란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
니다.

6. Bridge를 다시 시작합니다.
7. 메시지가 표시되면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
인합니다.
8. (선택 사항)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 5단계를 수행한 경
우 새 Bridge(레거시) 일정 추가 또는 기존 일정 업데이트 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새로 고침 일정을 조정하고 데이터 원본을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으로 다시 연결합
니다.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Bridge 데이터 원본 게시
이 항목에서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사설망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설망(사설 클라우드 포함) 데이
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는 Tableau Bridge가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설명된 작업
에서는 이미 Bridge가 설치되어 있고 사이트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참고:
l

Bridge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즉, 통합 문서와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
이터만 최신으로 유지합니다. Bridge는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l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사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려면 사설 클라

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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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가상 연결을 게시하려면 가상 연결 만들기 를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 원본 게시
아래 절차에서는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
명합니다.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Bridge는 라이브 쿼리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최신 상태로 유
지하기 위해 Bridge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쿼리하고 데이터 원본에서 사용할 수 있
도록 쿼리 결과를 반환합니다.
1.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만듭니다.
2.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 를 선택하여 게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아직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3.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 게시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구성하고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l

인증에서 편집 을 클릭하고 표시되는 옵션에 따라 내장된 비밀번호 또는 서

l

버 '서비스 계정' 계정 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연결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원본을 구성한 방법에 따라 대화
상자는 기본적으로 라이브 연결을 게시하거나 라이브 연결 또는 추출을 게
시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라이브 연결 유

지 관리 를 선택합니다.
4. 게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창에 Tableau Cloud가 열립니다.
5. 게시 완료 대화 상자에서 완료 단추를 클릭합니다.

Bridge를 통한 데이터 새로 고침 중지
이 항목에서는 Bridge(레거시) 일정을 실행할 때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Tableau
Bridge를 통해 데이터 새로 고침을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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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ridge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Bridge에 의존하는 데이터 원본에 종속된 뷰가 더 이상

l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고 빈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Bridge(레거시) 일정은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원본 제거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는 클라이언트를 중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원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데이터 원본 이름을 마우스오버하고 데이터 원본 이름 옆에 있는 제거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Bridge 사 용 을 일 시 적 또 는 영 구 적 으 로 중 지
l

클라이언트 사용을 중지하고 클라이언트에서 수행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업데
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시스템 트레이에서 클라이언트를 열고 오른쪽
위에 있는 설정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끝내는 경우 데이터 원본 및 연결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l

클라이언트를 중지하고 클라이언트가 Tableau Cloud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
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면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연결 해제를 선택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하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및 Tableau Cloud
계정 자격 증명을 비롯한 모든 연결 정보가 클라이언트에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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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및 연결 해제의 효과

클라이언트를 끝내고 클라이언트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동안 다음 새로 고침이 실
행되는 경우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알림이 표시되며 이메일 알
림이 전송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Bridge(레거시) 일
정을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한
후 Bridge(레거시) 일정 삭제를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한 후 Bridge(레거시) 일정 삭제

클라이언트를 연결 해제하는 경우 해당 클라이언트가 실행하는 Bridge(레거시) 새
로 고침 일정도 삭제해야 합니다. 일정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새로 고침은 예약된 대
로 실행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새로 고침 실패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합니다.
3. 일정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 삭제를 선택합니다.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를 영구적 제거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 Bridge(레거
시) 일정을 설정할 때 해당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에서 영구적으로 제거할 클라이언트 옆에 있
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Bridge의 이메일 알림 관리
예약된 새로 고침은 다양한 이유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이러한 새로 고침 실패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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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관리자가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소유한 모든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 실패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이
Bridge에 의해(Online 새로 고침(이전에 권장이라고 함) 또는 Bridge(레거시) 일정을
통해) 실행되는 경우 받게 되는 알림의 유형, 알림을 받는 시기 및 구성할 수 있는 알
림은 Tableau Cloud 알림과 다릅니다.
참고: 이 항목은 Bridge 데이터 원본에만 적용됩니다. Bridge의 가상 연결에 대한 이메
일 알림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Bridge 이메일 알림의 차이
l

시간 초과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은 시간 초과 제한이 초과된 경우 전송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실행되는 새로 고침과 달리 Bridge 새로 고침은 24시간
(기본값) 후에 시간 초과됩니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가 각 Bridge 클라이언트
를 통해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 외에도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이메일 경고를 받게 됩니다.
l

Bridge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음: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클라이
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예약된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l

완료되지 않은 새로 고침: 예약된 새로 고침이 지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
도 완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l

데이터 원본 소유자와 사이트 관리자는 다음 백그라운더 프로세스 실행에 대
한 이메일 실패 알림을 수신하게 됩니다.
l

Bridge 풀이 용량에 도달함: 풀이 용량에 도달하여 추출 새로 고침을 실
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l

Bridge 풀에 클라이언트가 없음: 명명된 풀에 클라이언트가 없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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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침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l

새로 고침 작업 실패: 명명된 풀에 클라이언트가 없거나 풀이 용량에 도
달한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새로 고침 작업이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알림은 Bridge 클라이언트로 전송되지 않은 백그라운더 새로 고침 작업
에 대한 알림입니다.

참고: 백그라운더 실패 알림에 대해 수신할 수 있는 실패 이메일 수
에는 일별 제한이 없습니다.

l

특정 데이터 원본의 경우 Tableau Cloud에서 첫 번째 날에 처음 다섯 번의 연속
적인 새로 고침 관련 실패(예: 새로 고침 실패,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이 아님으
로 인한 알림 또는 아직 새로 고침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한 알림)에 대한 이
메일을 보냅니다. 첫 번째 날 이후에도 데이터 원본에서 계속해서 새로 고침
문제가 발생하면 Tableau Cloud에서 하루 한 번 이메일을 보냅니다.

l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하루에 최대 10개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활성
상태이며 연속적인 새로 고침 문제가 있는 데이터 원본당 하나의 이메일). 하

루 는 첫 번째 새로 고침 문제가 발생한 시간부터 24시간입니다.
l

Bridge 추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뷰 또는
통합 문서에는 데이터 새로 고침에서 시작된 구독 이메일이 지원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이메일 누락을 참조하십시오.

풀링 구성
추출 새로 고침은 Bridge 풀 및 부하 분산 관련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이
트 관리자는 새 풀을 추가하거나 풀 용량을 수정하여 Bridge 클라이언트의 풀을 구
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및 Bridge 풀
의 크기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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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예약에 대해 완료되지 않은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 구성
Bridge(레거시) 예약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새로 고침이 완료되
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예약된 시작 시간에서 24시간 후에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예약된 새로 고침이 예약된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면
이메일 알림을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24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알림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Bridge(레
거시) 예약을 사용하도록 새로 고침이 구성된 경우 이메일 알림을 특정 새로 고침 기
간과 보다 잘 일치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보내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탭을 클릭한 다음 모두 선택 단추를 클
릭합니다.
일정 하나만 선택한 경우에도 이메일 알림은 이메일 알림을 보낼 시기를 결정
할 때 데이터 원본의 모든 일정을 고려합니다.

3. 동작 메뉴에서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 편집을 선택합니다.
4.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 대화 상자에서 예약된 새로 고침 시간 이후에 알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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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 시간과 분을 지정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알림 관리 시 고려 사항
l

l

Bridge(레거시) 예약만 해당: Bridge(레거시) 예약이 구성된 새로 고침에만 이메
일 알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당 이메일 알림 하나: 데이터 원본 하나에 대해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에 여러 개의 새로 고침 일정이
있는 경우 모든 일정의 다음 예약 시간을 기준으로 이메일 알림이 전송됩니다.
이메일 알림 타이밍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다음 두 시나리오를 검토하십시오.
시나리오 1
매일 오전 5시에 실행되도록 설정된 예약된 새로 고침 하나가 있는 추출 데이
터 원본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예제의 목적에 따라, 매일 해당 시간에
Bridge가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보통 30분이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이메일 알림에 3시간을 지정하면 대략 오전 8시에 새로 고침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과 동일한 데이터 원본이 있고 다음 세 개의 일정에 대한 이메일 알
림에 동일한 시간이 지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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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일정 1 - 매일 오전 5시에 실행
일정 2 - 매주 두 번 실행(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일정 3 - 매주 한 번 실행(토요일 오전 12시)

이 예제의 목적에 따라, Bridge가 오전 5시에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30분 정
도 걸리지만 업무 시간 중에는 새로 고침을 완료하는 데 최대 3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일정 1의 새로 고침이 오전 8시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일정 1"에 대한 새로 고침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에 관계없이 화요일 오후 4시경에 "일정 2"에 대한 새로 고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마찬가지로, 화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계
없이 목요일 오후 4시까지 "일정 2"에 대한 새로 고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메일이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3"에 대한 새로 고침이 오전 3시까지 완
료되지 않으면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l

이메일 알림 시간은 예약된 새로 고침의 예상 시작 시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새로 고침 이메일 알림에 지정한 시간은 새로 고침의 예약된 시작 시간 이후 의
시간입니다. 이메일 알림이 너무 자주 표시되거나 전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시
간을 늘려 이메일 알림 빈도를 줄이거나 시간을 줄여 이메일 알림 빈도를 높이
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값은 24시간입니다.

l

레거시 예약 이메일 알림을 해제할 수 없음: 이메일 알림을 해제할 수 없지만
이메일 알림이 전송되기 전에 예약된 새로 고침이 완료되도록 이메일 알림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l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
터 원본 소유자가 계정에서 새로 고침 실패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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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 이메일 알림 받기 중지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Bridge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예약된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 없을 때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알림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l

추출 데이터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계속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유가 현재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가 켜져 있으며 클라이언트 자체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2)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사이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삭제하는 등의 몇 가지 조치를 취하
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원본을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약 새로 고침이 예약 범위 밖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보임:을 참조하십시오.

Bridge 관련 문제 해결
Tableau Bridge 워크플로우의 다양한 부분에서 Tableau Desktop 및 Tableau Cloud과
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완료하려는 작업, 작업 중인 기초 데이터, 데이터 원본의 연
결(라이브 또는 추출),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일부 문제 해결 단계에서 클라
이언트에서 작업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에서 작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 또는 사
이트 관리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 후 공통적인 문제 이해
Bridge로 업그레이드한 후 Bridge 관련 워크플로우 몇 가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분 또는 30분 새로 고침을 구성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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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일정은 Tableau Cloud이 허용하는 빈도로만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
본을 더 자주 새로 고쳐야 하는 경우 Bridge(레거시) 일정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참고: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할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도록 지정된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사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클라
이언트 관리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이트 관리자가 데이터 원본의 소유권을 가져
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출 새로 고침" 또는 "새로 고침을 실행할 위치 선택" 단추를 찾을 수 없음
Bridge 2020.2부터 Bridge 일정은 Tableau Cloud 일정과 더 쉽게 통합되며 Tableau
Cloud 일정과 동일한 위치에서 직접 액세스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Bridge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지금 실행 옵션을 찾을 수 없음
Tableau Cloud의 지금 실행 옵션은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의 개
별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Bridge(레거시) 일정
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의 수동 새로 고침은 데이터 원본이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없음
Bridge 2019.4 이하는 Tableau 2020.2 이상에서 관계를 사용하여 만든 데이터 원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설망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면 최신 버전의 클라이언트
를 실행해야 합니다. 최신 클라이언트를 구하려면 Tableau Bridge 릴리스를 참조하십
시오.
"Bridge(레거시)의 일정" 옵션을 찾을 수 없음
Bridge는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Tableau Cloud
의 통합 문서 페이지에서 Bridge(레거시)의 일정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ridge
(레거시)(또는 Online) 일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려면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다시 게시하십시오.
일부 데이터 원본이 나열되지 않거나 클라이언트에서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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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일정을 사용하거나 일정이 Online 일정을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
원본은 클라이언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작업 페이지를 사용하
여 Online 일정이 있는 데이터 원본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작업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쿼리 및 Bridge(레거시) 일정(Bridge 2020.1 이하에서 만든 일정 포함)을 사용
하는 데이터 원본은 클라이언트에 계속 표시됩니다.

Bridge 찾 기
Bridge 클라이언트 자체 또는 Bridge를 사용하는 옵션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제안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Bridge 설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없음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하려면 Tableau 웹 사이트의 Tableau Bridge 릴리스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운로드 단추를 클릭합니다. Bridge 설치 프로그램 및 설치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Bridge 설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내 컴퓨터 Bridge를 찾을 수 없음
컴퓨터에 클라이언트를 설치한 후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클라이언트를 열
수 있습니다.

l

바탕 화면에서 Bridge 바로 가기(

l

바탕 화면의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

l

)를 두 번 클릭합니다.
)을 클릭합니다.

Windows 파일 탐색기에서 Tableau Bridge를 검색하여 클라이언트를 찾습니
다.

l

Tableau Desktop이 클라이언트와 같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으면 Tableau
Desktop을 열고 서버 >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 시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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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작업은 Tableau Desktop 2018.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올바른 클라이언
트를 엽니다. Tableau Desktop 2018.1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Bridge 클
라이언트 시작 옵션을 사용하면 이전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열리게 됩니다.
게시 대화 상자에서 Bridge 옵션을 찾을 수 없음
게시 대화 상자에 Bridge 옵션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Tableau Cloud에 게시하려는
대상이 데이터 원본인지, 아니면 통합 문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는 경우:
l

데이터 원본은 파일 기반입니다. 따라서 Bridge를 사용하는 옵션은 Tableau
Cloud에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후 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후 게시 완료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 대화 상자를 사
용하면 Tableau Cloud에 있는 동안 Bridge를 사용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 있는 동안 Bridge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을 예약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이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Tableau Cloud이 데이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면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
기 위해 Bridge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Tableau에서 데이터에 직접 연결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의 목록을 보려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
는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이 Bridge에서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Bridge가 지원할 수 있는 커넥터의 목록을 보려면 지원되는 연결을 참조하십시
오.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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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통합 문서가 별도로 게시해야 하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별도로 게시하려면 Tableau Cloud에 통합 문서 게시 대화 상자
에서 데이터 원본 아래에 있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게시 유형 드롭다운에서 별
도로 게시를 선택합니다.

설치 문제 해결
macOS 또는 Linux 사용
Bridge는 macOS 또는 Linux 운영 체제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Bridge를 사용하려면
Windows 컴퓨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와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의 로컬 관리자
로그인한 Windows 사용자 계정은 로컬 관리자 그룹의 멤버여야 합니다. 최소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 전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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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문제 해결
여러 Tableau Cloud 사이트로 작업하거나 Bridge가 잘못된 사이트에 로그인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Tableau Cloud 사이트에 대한 올바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를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이트에 대해 잘못된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저
장했거나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사이트에 로그인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연결 해제
옵션을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 연결을 제거하고 비밀번호를 지웁니다.

예약된 새로 고침 문제의 원인 식별
예약된 새로 고침이 예상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이 있습니
다. 증상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l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인 경우 Tableau Cloud에서 예약된 새로 고

l

침을 완료할 수 없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인 경우 Bridge 새로 고침이 완료되지 않았

l

음을 알리는 Tableau의 이메일 알림을 받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인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지 않아 Bridge 새로 고침이

l
l

일정에 따라 시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 알림을 Tableau에서 받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새로 고침을 완료할 수 없는 데이터 원본 옆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뷰에 오래된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절차를 따라도 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절차 아래에 있는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하여 새로 고침 문
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십시오.
1. 클라이언트를 열고 데이터 원본을 클릭한 다음 세부 정보 단추를 클릭하여 오
류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2. 오류 메시지가 새로 고침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
우 Tableau 기술 자료로 이동하여 새로 고침 문제를 검색합니다.
중요: "There was a problem and the data engine could not start properly(문제가 발생하여
데이터 엔진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클라이언트 버
전 2018.2~2018.3을 실행 중인 경우 버전 2019.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

Tableau Software

783

Tableau Cloud 도움말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에서 Tableau Bridge에서 데이터를 새로 고칠
때 "There was problem and the data engine could not start properly" 오류 발생 문서를 참
조하십시오.
Tableau 기술 자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작업 중 하나 이상을 시
도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정보의 유효성 확인: 데이터 원본에 인증이 필요한 경우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이미 참조되고 있어도 올바른 데이
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클라이언트에 의해 참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라이언
트의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내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레거시)를 위한

l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내장 또는 업데이트 을 참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의 클라이언트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최신 버
전의 클라이언트는 Tableau 웹 사이트의 Tableau Bridge 릴리스 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 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Bridge 2018.2~2018.3에는 추출 새로 고침이 수행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
로 Bridge 2019.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l

l

클라이언트가 실행 중인지 확인: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 로그온하고 클
라이언트가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실행을 확인한 후에는 데이
터 원본의 수동 새로 고침을 실행하거나 다음 예약 새로 고침이 실행될 때까지 기
다릴 수 있습니다.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 UNC 경로를 사용하는지 확인: Bridge(레거시) 일정
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UNC 경
로를 참조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의 파일 경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l

응용 프로그램 모드 또는 서비스 모드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지 여부 확인: 클
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경우 예약된 새로 고침
이 완료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로그온해야 합니다. 클
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로 실행되도록 설정된 경우 클라이언트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로그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켜져 있어야 합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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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연결 데이터 원본(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새
로 고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의 모든 연결이 Bridge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합니
다. 하나 이상의 연결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는 연결이 제거될 때까지
Bridge에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커넥터 목록은 지
원되는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에서 연결을 제거하려면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
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l

수동으로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데이터 원본을 수동으로 새로 고치면 문제가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Desktop의 게시 또는 데이터 원본 자체와
같은 Bridge 워크플로우의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클라이언트에서 수행 - 문제가 특정 예약된 새로 고침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관리하는 모든 예약된 새로 고침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수동 새로 고침을 수
행합니다.
1. 클라이언트를 엽니다.
2. 예약된 새로 고침이 작동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오버하고 지
금 실행 아이콘(

)을 클릭하여 수동으로 새로 고침을 시작합니다.

수동 새로 고침이 성공하면 이 방법을 새로 고침 문제의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 실패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에
서 오류를 검토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l

Tableau Desktop에서 수행 - 문제가 클라이언트 문제인지, 아니면 게시
된 데이터 원본 관련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의 수동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Desktop을 엽니다.
2. 연결 패널에서 Tableau Server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이 작동하지 않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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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다음 Tableau 데이터 서버 >
원본에서 새로 고침 을 선택합니다.
원본에서 새로 고침이 성공하면 이 방법을 새로 고침 문제의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 실패하고 클라이언트
에 표시되는 것과 동일한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l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의 로컬 복사본 만들기 - 일반적으로
문제가 게시 프로세스 또는 Tableau Cloud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로컬 복사본을 만든 다음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수동으로 새로 고
칩니다.
1. Tableau Desktop을 엽니다.
2. 연결 패널에서 Tableau Server를 클릭하고 새로 고침이 작동하지 않
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3.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다음 로컬 복사본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
4.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원본의 로컬 복사본을 선택한 다음 새로 고
침 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로컬 복사본에서 새로 고침이 성공하면 이 방법을 새로
고침 문제의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게시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l

Tableau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Tableau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는 것은 문제가 클
라이언트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데이터 원본 또는 Bridge 워크플로우의 다
른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를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또한 이 방법은 추
출을 새로 고치는 자동화된 방법이나 임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Tableau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줄
에서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자동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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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한 새로 고침이 성공하면 이 방법을 새로 고침 문제의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이 실패하는 경우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l

예약 새로 고침이 예약 범위 밖에서 실행되는 것으로 보임:
Tableau Cloud을 2019.2로 업그레이드한 후 클라이언트가 실행되지 않기 때문
에 예정된 예약 새로 고침을 시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여러 이메일 알림이 데이
터 원본 소유자에게 전송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소유한 최대 10
개의 데이터 원본에 대해 하루 최대 5개의 연속 이메일 알림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예약 새로 고침이 예약된 시간이 아닌 시간에 실행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
다.
l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컴퓨터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알림을 중지하려면 예정된 예약 새로 고침이 수행되기 전에 클라이언트가 설
치된 컴퓨터가 켜져 있고 클라이언트 자체가 실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또는
추출 데이터 원본을 정기적을 새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경우 예약을 제거하고
필요할 때 클라이언트에서 수동으로 새로 고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일정
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를 통한 데이터 새로 고침 중지
를 참조하십시오.

l

추출 데이터 원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클라이언트에 계속 연결됨.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알림을 중지하려면 사이트에서 클라
이언트를 삭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서 클라이언트를 영구

적 제거 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자가 아닌 경우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추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데이
터 원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

l

터 원본 제거 를 참조하십시오.
추출 데이터 원본을 자주는 아니지만 새로 고쳐야 하는 경우 추출 데이
터 원본(및 예약)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 을 참조하십시오.

JDBC 기반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이 응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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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ridge는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지원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
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제한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한적 커넥터 지
원을 참조하십시오.
JDBC 기반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연결의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은 시간
초과 오류로 인해 실패하거나 CPU 또는 RAM 스파이크로 인해 새로 고침 자체가 응
답을 중지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새로 고침 문제는
JDBC 기반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이 동시에 여러 번 새로 고쳐질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DBC 기반 연결을 처리하는 컴퓨터의 클라이언트에는 하드웨
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리소스가 많이 사용되는 JDBC 기반 연결을 지원하지 못합니
다.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제안 사항을 검토하십시오.
l

조직의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내 Tableau Bridge 리포
지토리의 로그 폴더에서 로그 파일 jprotocolserver_<process_id> 및 stdout_
jprotocolserver_<process_id>를 검토합니다. 그런 후 다음 중 하나를 고려합니
다.

l

l

클라이언트에서 허용하는 동시 새로 고침 수를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

Bridge 풀의 크기 관리 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JDBC 기반 연결을 더 잘 처리하려면 Bridge 클라이
언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CPU 코어 및 RAM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인 경우 Tableau 지정 커넥터를 대신 사용하도록 데이터
원본을 업데이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지원되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유형 변경 후 새로 고침 문제
데이터 원본과 연관된 네트워크 유형을 Tableau Cloud에서 사설망으로 또는 사설
망에서 Tableau Cloud으로 업데이트한 후에는 데이터 원본과 연결된 기존 일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유형 전환 정보을 참조하십시오.
Mac의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파일 기반 데이터에 대한 새로 고침 문제
1) Mac에서 Tableau Desktop을 사용하는 경우, 2) Windows 네트워크 파일 공유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다음 3) Online 일정을 구성하는 경우 새로 고침이 실패합니
다. 이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 조직의 업무상 중요한 리소스인 경우 Bridge(레거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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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대신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레거시) 일정 설정 을 참조하십
시오.

라이브 쿼리 문제의 원인 식별
라이브 쿼리와 관련된 문제는 대개 해당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지 않았거나
Bridge가 데이터 원본 유형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라이브" 데이터 원본이 나열되지 않음
"라이브" 데이터 원본이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려면 몇 가지 작업이 수행되어야 합니
다. 첫 번째로, 사이트 관리자가 사이트에서 풀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이트 관리자가 풀에 하나 이상의 클라이언트도 추가해야 합니다. 마지막
으로, 데이터 원본이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게시되어야 합니다. "라이브" 데이터 원
본이 클라이언트에 표시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실행되어야 합니다.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게시하는 옵션이나 "라이브 데이터 원본 연결 유지 관리"
옵션이 게시하는 동안 누락됨
Bridge를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 원본에 대한 라이브 쿼리를 지원하는 옵션은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가 풀링을 통해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게시하는
동안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남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베이스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게시할 때 데이터 원본에 자격
증명을 내장해야 합니다. 게시할 때 데이터 원본에 자격 증명을 내장하지 않은 경우
Tableau Cloud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자격 증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연결 탭에서 연결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동작 메뉴에서 연결 편집 을 클릭합니다.
4. 연결에 내장된 비밀번호 를 선택하고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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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일 기반 또는 통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으로 작업하는 경우
Bridge는 파일 기반 및 통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라이브 연결이 있는 데이
터 원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 원본에 대해 데이터를 최신 상
태로 유지하려면 추출을 게시하고 대신 각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설
정할 수 있습니다. Bridge가 지원하는 커넥터의 목록을 보려면 지원되는 연결을 참
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이 클라이언트에서 "라이브"로 표시되지 않음:
데이터 원본이 클라이언트에서 "라이브"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원본이 추출
로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데이터 원본이 추출로 게시되었는지 확인하려
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에 "추출 새로 고침" 탭 또는 추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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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이 탭이 있으면 추출로 게시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다시 게시하면서 라이브 데
이터 원본 연결 유지 관리 옵션을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옵션은 Bridge에 데이
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을 유지 관리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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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Bridge 2018.2 이상을 사용한다면 사이트 관리자가 풀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후 응
용 프로그램 모드와 서비스 모드 모두에서 라이브 쿼리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클라
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려면
로그온해야 합니다.
Bridge 2018.1 이하를 사용한다면 사이트 관리자가 라이브 쿼리를 사용하도록 설정
해도 Bridge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라이브 쿼리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라이브
쿼리를 지원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모드 또는 서비스 모드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공통적인 문제 이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원본 목록이 채워지기 전의 지연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 원본 목록을 채우는 동안 대개 몇 초의 짧은 지연 시간이 발
생합니다. 이것은 예상된 동작입니다. 클라이언트는 Tableau Cloud에 연결하여 데이
터 원본 목록을 가져온 후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연결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
클라이언트에 녹색 표시기와 "연결됨" 상태가 나타나지만 "연결된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 표시되어야 하는 데이터 원본의 유형을 기반으로 아래
제안을 검토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이 표시되어야 한
다면 다음을 시도합니다.
l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이 올바른 클라이언트에 할당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연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이나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이 표
시되어야 한다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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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원본이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게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원본에 "추출 새로 고침" 탭 또는 추출 아이콘
(

)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이 탭이 있으면 추출로 게시된 것

입니다.

l

라이브 연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을 용이하게 처리하려면 하나 이상의 클라이
언트가 풀의 일부여야 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사이트 및 클라이언트에 대해 풀링을 사용하
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을 참
조하십시오.

클라이언트의 빨간색 표시기와 "연결 끊김" 상태
클라이언트에 빨간색 표시기와 "연결 끊김" 상태가 표시되는 경우 다음 작업을 나열
된 순서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1.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복구 를 클릭합니다.
2. 1단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을 선
택하고 몇 초 정도 기다립니다. 다시 서비스 모드로 전환하고 몇 초 정도 기다립니
다.
3. 2단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컴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진행 중인 예약된
새로 고침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경우 클라이언트가 "잠긴 상태"인 컴퓨터에서 실행되면 클라이언트에 빨간색
표시기와 "연결 끊김" 상태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가 최소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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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에 연결하도록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작동하기 위해 연결해야
하는 최소 도메인 집합의 목록을 보려면 추가 보안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구독 이메일 누락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뷰 또는 통합 문서에는 데이터
새로 고침에서 시작된 구독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독 이
메일이 수신되지 않습니다. 1) 구독이 데이터 새로 고침 시로 구성되고 2) 구독하는
뷰 또는 통합 문서에 Bridge를 사용하여 새로 고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이 사용되는
경우 이 시나리오에서 구독을 사용하려면 대신 선택한 일정에 따라를 사용하도록
구독을 구성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구독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테스트" 단추가 회색으로 표시됨
Tableau Cloud에서 연결을 편집할 때 연결 테스트 단추가 회색으로 표시될 수 있습
니다. 경우에 따라 연결에서 사용자 지정 SQL 또는 초기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추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단추로 연결을 테스트하는 대신 수동 새로 고침을
실행하여 연결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동 새로 고침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수동으로 새로 고침 작업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오류 이해
Bridge를 사용하는 동안 다음 오류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와 통신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라이브 연결을 처리하기

위해 사이트에 구성된 클라이언트가 Tableau Bridge에 없습니다 ." 또는 "데이터베
이스에 연결할 수 없음 "
이것은 Bridge를 통해 데이터 새로 고침을 용이하게 하려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때 볼 수 있는 오류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려면 다음 작업을 나열된 순
서대로 시도해 보십시오.
l

클라이언트가 풀에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이트 관리자인 경우 사이트 및 하나 이상의 클라
이언트에 대해 풀링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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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에 녹색 표시기와 "연결됨" 상태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빨간색
또는 "연결 끊김" 상태가 표시되면 클라이언트의 빨간색 표시기와 "연결 끊김"
상태를 참조하십시오.

"이 데이터 원본에는 올바른 파일 경로가 필요함 " 또는 "지원되지 않는 작업 때문에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없음 "
파일 기반 또는 통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Bridge(레거시) 일정 사용)으로 작업하는
경우 클라이언트가 참조하는 경로가 UNC 경로가 아닌 매핑된 드라이브 경로이기 때
문에 이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위
치 경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의 파일 경로 변경을 참
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치는 동안 다음 오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Error: Failed to queue n tasks(오류: n개 작업을 큐에 추가하지 못함)"
이 오류는 여러 데이터 원본에서 지금 실행 옵션을 사용하도록 선택했고 하나 이상
의 데이터 원본이 파일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행
옵션은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

가상 연결을 만드는 동안 다음 오류 중 하나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l

INVALID_ARGUMENT:
"INVALID_ARGUMENT: 이 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영향을 주는
Tableau Cloud 사이트 설정으로 인해 뷰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사이트 관리자

에게 연락하여 적어도 하나의 Tableau Bridge 클라이언트를 사이트에 연결하십
시오 ."
이 오류는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가상 연결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
을 수행할 Bridge 2021.4 클라이언트가 풀에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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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를 해결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버전 2021.4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상태로 실행 중이고 기초 데이터가 있는 도메인에 풀이 매핑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l

UNKNOWN:
"UNKNOWN: 알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아래 오류

메시지에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 오류는 가상 연결의 기초 데이터가 있는 도메인이 특정 Bridge 풀에 매핑되
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기초 데이터가 있는 도메인이 Bridge 풀에 매핑되어 있고 1개 이상의
Bridge 2021.4 클라이언트가 연결된 상태로 실행 중이며 풀에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 그 파 일 준 비 및 Tableau 기 술 지 원 부 서 로 보 내 기
이 문서의 문제 해결 단계가 Bridge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격리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Tableau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Tableau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
에 아래 단계에 따라 Tableau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필수 Bridge 클
라이언트 로그 파일을 수집하여 보내십시오.
깨끗한 로그 파일 준비

1.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를 닫습니다.
l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
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l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응용 프로
그램 모드로 변경한 다음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를 선택합니다.

2.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 폴더로 이동하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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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Documents\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입니다.
3. 내 Tableau 리포지토리 폴더에서 Log 폴더 이름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Logs_
archive로 바꿉니다. 이 폴더의 이름을 바꾸면 클라이언트가 새 "로그" 폴더를
만듭니다.
4. 관리자로 명령 프롬프트를 엽니다.
5. Tableau Bridge bin 폴더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어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Bridge\bin 폴더로 변경합니다.
6. 다음 명령을 실행합니다. TabBridgeClient.exe -DLogLevel=Debug
참고: 위 명령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명령을 적힌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로그 파일에 문제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 수준으로 문제가 기록되
지 않습니다.
이 단계 후에 클라이언트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문제 재현

클라이언트가 새 로그 파일을 만들도록 준비한 후 Bridge에서 발생한 문제를 재현해
보십시오. 문제를 재현하면 새 로그 파일에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기
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Tableau에서 문제를 격리하고 진단하고 해결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로그 파일 보내기

1. 문제를 재현한 후 Windows 시스템 트레이에서 Bridge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끝내기를 선택하여 Bridge를 중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오류가 로그 파일에 기록됩니다.
2. Windows 파일 탐색기를 사용하여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 폴더로 이동
하여 엽니다.
3. Logs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보내기 > 압축(ZIP) 폴더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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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4. Tableau 웹 사이트에서 Tableau 기술 지원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2단계에서 만든 .zip 파일이 5MB보다 큰 경우 Tableau 기술 자료에서 큰
파일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5. Bridge를 찾아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 중이
었다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ridge 배포 계획
사이트 관리자가 Tableau Bridge를 처음 설정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조직에 맞
게 Bridge를 최적화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일련의 추천 항목, 최상의 방법 및 계획 수
립 작업이 있습니다.
Bridge의 일반적인 개요에 대해서는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를 참조하십시오.

Bridge 배 포 전
Bridge를 배포하기 전에 사이트 관리자는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검토하여
Bridge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이러한 구성 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과
Bridge 배포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Bridge 소프트웨어

Bridge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는 독립 실행형 소프트웨어로 Tableau Cloud에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Bridge는 방화벽 뒤에 설치하여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
을 연결할 수 있는 씬 클라이언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조직에서 여러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풀의 설치와 관리를 담
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 모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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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버전

최신 보안 및 기능 업데이트를 활용하려면 항상 Tableau Bridge 릴리스 페이지에서 최
신 버전의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참고:
l

클라이언트는 한 번에 한 사이트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l

한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Bridge에는 일부 데이터
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일부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클라
이언트와 함께 설치됩니다. 다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다운로드하여 설치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설치 항목의 Bridge 설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권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Bridge는 수직 및 수평 확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ridge 배포를 구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l

비교적 높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소규모 클라이언트 풀을 실행하는 경우 각 클
라이언트를 수직 확장하여 더 많은 예약된 새로 고침 작업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비교적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대규모 클라이언트 풀을 실행하는 경우 각 클
라이언트는 훨씬 적은 수의 새로 고침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지만 여전히 각 클
라이언트는 전체 풀에 대해 높은 처리량과 용량을 제공합니다.

풀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풀링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운영 체제 및 기타
Bridge는 Microsoft Windows 운영 체제의 지원되는 모든 버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별로 Bridge 클라이언트를 하나만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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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Microsoft Windows 10 이상, 64비트
Windows Server 2012 이상
CPU는 SSE4.2 및 POPCNT 명령 집합을 지원해야 합니다.

새로 고침 동시성에 기반을 둔 최소 하드웨어 권장 사항
다음 표에서는 Bridge를 실행하는 가상 환경에 대한 하드웨어 지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침은 각 클라이언트를 병렬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동시 새로 고침 횟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클라이언트당 병렬로 실행되는 새로 고침 수
<=5

<=10

vCPU

4

8

RAM

16GB

32GB

NVMe SSD

150GB

300GB

가상 환경
적합한 기초 Windows 운영 체제 및 최소 하드웨어 요구 사항으로 구성된 모든
Tableau 제품은 가상 환경에서 작동합니다.
l
l
l
l
l
l

Citrix 환경(비스트리밍)
Microsoft Hyper-V
Parallels
VMware
Microsoft Azure
Amazon EC2

필요한 계정

Bridge 배포에 필요한 두 유형의 계정은 Windows 서비스 계정과 Tableau Cloud 계정
입니다.
Windows 서비스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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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클라이언트는 응용 프로그램 모드와 서비스 모드 중 하나로 실행할 수 있습니
다. 클라이언트를 서비스 모드로 실행하려면 Windows 서비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서
비스 모드를 사용하면 전용 사용자가 로그온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가 계속 실행됩
니다. 1) 사설망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및 2)
클라이언트 부하 분산(풀링)을 지원하려면 서비스 모드가 권장됩니다. 각 모드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요: 단일 Windows 서비스 계정으로 10개 이하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
니다.
Tableau Cloud 계정
Tableau Cloud에서는 로그인하여 클라이언트를 관리하는 사용자별로 클라이언트를
인증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Tableau Cloud 사이트 모두에서 풀의 클라이언트
추가나 제거와 같은 특정 관리 작업을 수행하려면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계정
이 필요합니다.
Bridge를 관리하려면 다음 사이트 역할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l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관리자가 아닌 사이트 역할, Creator 및 Explorer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고, 데이터를
새로 고치며, Bridge를 사용하여 Tableau Cloud과 사설망 데이터 간의 라이브 및 추출
연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을 게시하고 Bridge로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Creator 또는 Explorer 역할과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지원되는 연결
사이트 관리자가 배포를 계획할 때 사용자가 연결하는 데이터의 종류, 사용자가 사
용하는 연결의 유형, 이러한 연결 유형이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 관리 방식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유형

Tableau Cloud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에 대한 연결을 지원합니
다. 이러한 데이터는 대개 공용 인터넷이나 방화벽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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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네트워크(방화벽 내부)에서만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Bridge를 사용
해야 합니다.
Bridge가 지원하는 사설망 데이터는 세 가지 일반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l

관계형 데이터 - 예를 들어 Microsoft SQL Server, MySQL, PostgreSQL, Oracle,
Teradata 또는 Amazon RDS에서 호스팅되는 PostgreSQL이 여기에 포함됩니
다.

l

파일 데이터 - 예를 들어 Microsoft Excel, 텍스트 및 통계 파일이 여기에 포함됩
니다.

l

일부 클라우드 데이터(사설망에서만 액세스 가능) - 예를 들어 Redshift,
Teradata 및 Snowflake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되면 연결 정보가 Tableau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과 함께
저장됩니다. Bridge는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에서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
도록 이 연결 정보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연결

Bridge는 사설망 데이터와 Tableau Cloud 간의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
상 연결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은 두 가지 연결 유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라이브(라이브 쿼리라고도 함):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원
본은 데이터의 실시간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즉, 기초 데이터의 모든 변경
사항이 Bridge의 라이브 쿼리를 통해 데이터 원본(또는 이 데이터 원본을 사용
하는 통합 문서)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된 가상 연결에 반영됩니다.

l

추출: 추출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원본은 데이터의 스냅샷을 지원
합니다. 이러한 스냅샷은 Bridge의 권장 일정이나 Bridge의 온라인 새로 고침
(이전에는 권장이라고 함) 또는 Bridge(레거시) 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
고쳐 기초 데이터의 모든 변경 사항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스냅샷
을 데이터 원본(또는 이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또는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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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에 게시된 가상 연결에 푸시합니다.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새
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연결 유형에 대한 지원은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연결되어 있는 데이
터에 따라 달라집니다. Bridge는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쿼리를 지원
합니다. 파일 데이터를 비롯한 다른 데이터의 경우 추출 연결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예외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새로 고침

Bridge는 라이브 쿼리 및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추출 연결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의 경우 Bridge는 새로 고
침 일정을 사용합니다.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소유자가 만들 수
있는 일정에는 Online 일정과 Bridge(레거시) 일정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

Online 일정을 사용하면 콘텐츠 소유자가 Bridge 데이터 원본을 Tableau Cloud
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Bridge 2021.4.3부터는 Online 일정을 사용하여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l

Bridge(레거시) 일정에는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특정한 클라이언트가 필요합
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새로 고침을 수행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이미 자신의 Tableau Cloud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인증하거나 로그인한 클라이언트에만 Bridge(레거시) 일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정 유형에 따라 다양한 새로 고침 동시성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풀링 용량
을 참조하십시오.
일정 비교

다음 표에는 사설망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Online 일정과 Bridge(레거시)
일정 간의 주요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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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Online 일 정

Bridge(레 거 시 ) 일 정

관계형 데이터

관계형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데이터

데이터 유
형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
콘텐츠 관

데이터 원본 소유자

리

클라이언트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
(클라이언트 관리 작업을 소유하도록 지

가상 연결 소유자

정된 사용자에 따라 다름)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또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

관리

(데이터 원본 관리 작업을 소유하도록 지
정된 사용자에 따라 다름)

일정 예약

Tableau Cloud 일정에 통합

15분 및 30분 단위로 데이터 원본 새로 고

됨

침 빈도를 구성할 수 있는 Bridge 관련 일
정

풀링 지원

라이브 쿼리

지원 안 함

예약된 새로 고침(추출 연결
이 있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의 경우)
클라이언트

10

1

지금 추출 새로 고침 실행

지원 안 함

당 새로 고
침 동시성
REST API

옵션
지금 데이터 원본 업데이
트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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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세스 및 인증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기초 데이터에는 대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게시자 또는 소유자가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가져오는 방법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경우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인증 구성 옵션은 사용자에게 확인 또는 내장된 비밀번호입니
다.
데이터 원본이 사용자에게 확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연결과 함께 저장되지 않습니다. 즉, 데이터 원본(또는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을 여는 사용자가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하여 데이터에 액세스
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내장된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연결과 함께 저장되고 데이터 원본(또는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액
세스를 위한 자격 증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가상 연결의 연결에 저장되며 가상 연결에 액세스하는 모
든 사용자가 이 자격 증명을 사용합니다.
콘텐츠 관리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 관리자가 Bridge 클라이언트를 소유하고 관리합니다. 콘텐츠
소유자는 게시부터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및 새로 고침 일정 업데이트에 이르기까
지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직접 관리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과 관련하여 Bridge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즉, 통합 문서와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만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Bridge는 내장된
데이터 원본 즉, 게시된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은 최신으로 유지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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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모델
조직에서 Bridge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지만 Bridge 배
포는 두 가지 일반적인 관리 모델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관리자
가 사용하는 관리 모델은 Bridge 배포가 지원해야 하는 일정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
니다.
중앙 집중식 관리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풀링을 지원하며 여러 사설망의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풀링으로 인해 라이브 쿼리 및 새로 고
침 작업은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 간에서 병렬로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침이 20개 이고 실행 중이고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5개인 경
우 각 클라이언트에 새로 고침 작업 4개가 할당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경우:
l

사이트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Bridge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습
니다.

l

콘텐츠 소유자에게 있어, 이것은 소유자가 1) Bridge가 필요한지 여부를 감지
하는 무중단 게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고, 2) Tableau Cloud에서 직접 데
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고 3) Tableau Cloud에서
직접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혼합 관리

Bridge가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지원하는 경우
혼합 관리 모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면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의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명명된” 또는 지정된 클라이언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원본의 소유자와 클라이언트에 인증하고 관리하는
사용자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소유자는 두 유형의 사용자(데이터
원본 소유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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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원본 소유자: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직접 데이터 원본 관리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클라이언트 소유자여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 관리 작업에는 새로 고침 일정 업데이트와 클라이언트와 함께 저
장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l

사이트 관리자: 모든 클라이언트 관리 책임을 보유하려는 경우 클라이언트 소
유자여야 합니다. 즉, 데이터 원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할당하여 새 데이터 원
본 소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자신이 소유한 데이터 원본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 원본 관리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참고: Bridge(레거시) 일정은 가상 연결에 대한 새로 고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할 경우:
l

새로 고침을 예약할 때 데이터 원본을 특정 클라이언트에 할당해야 합니다. 새
로 고침을 예약할 때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동일한 Tableau Cloud 계정을 사용
하여 클라이언트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해당 클라이언트가 표시됩니다.

l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자신의 데이터 원본 소유권을 유지 관리하는 경우 데이
터 원본 소유자가 해당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는 클라이언트의 관리를 담당
해야 합니다.

l

사이트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소유권을 유지 관리하려면 지정된 클라이언트
에 할당된 데이터 원본도 소유해야 합니다.

l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은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을
동시에 실행해야 한다면 더 높은 처리량을 지원하는 “명명된” 클라이언트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링 용량

기본적으로 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 라이브 쿼리 및 Online 일정에 따라 새로 고쳐지
는 추출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은 풀의 사용 가능한 클라이언
트 간에 배포되어 부하가 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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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새로 고침 작업

풀링

동시 용량

지원
라이브 쿼리

예

클라이언트당 라이브 쿼리 16
개

추출 연결 - Online 새로 고침 일정(이전에는

예

권장 일정이라고 함)
추출 연결 - Bridge(레거시) 일정

클라이언트당 새로 고침 10개
(구성 가능 )

아니요

클라이언트당 새로 고침 1개

용량 예약

Bridge 클라이언트에서는 쉽게 연결하고 연결을 끊을 수 있으므로 예상된 데이터 새
로 고침 워크로드 전에 스크립트를 활용하여 Bridge 용량(실행 중인 클라이언트 컴
퓨터의 수)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의 가상 컴퓨터에서 Bridge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 AWS
리소스에서 예약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l

AWS Instance Scheduler(영문)
AWS Instance Scheduler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중지 및 시작하려면 어떻게

l

해야 합니까?
Lambda를 사용하여 Amazon EC2 인스턴스를 정기적으로 중지하고 시작하려

l

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 초과 제한

라이브 쿼리의 시간 초과 제한은 15분입니다. 이 제한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새로
고침의 기본 시간 초과 제한은 24시간이며 클라이언트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초과 제한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Bridge 예 외
Bridge를 사용할 때 귀하와 귀하의 사용자가 알아야 할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
음 목록에는 이러한 예외 중 일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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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구체적인 연결 예외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는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l

클라이언트 관리 모델 예외에 대해서는 혼합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Bridge 배 포
Bridge를 설치하고 설정하는 단계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배포를 진행하기 전에 수행
해야 하는 몇 가지 추가 작업이 있습니다.
새 Bridge 배포
중앙 집중식 관리

중앙 집중식 관리 모델을 사용하여 Bridge를 배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각 컴퓨터에서 Windows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온하고 최신 클라이언트
를 설치합니다.
2. 설치 후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로그
인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기본적으로 설정됨)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
하고 Bridge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a. 설치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b.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풀의 일부입니다(Bridge 2020.2 이상을 실행하
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정됨).
4.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 관리 뷰를 사용하여 Bridge 라이브 쿼리를 모니
터링하고 Tableau Cloud의 작업 페이지에서 작업을 새로 고칩니다.
혼합 관리

혼합 관리 모델을 사용하여 Bridge를 배포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각 컴퓨터에서 Windows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온하고 최신 클라이언트를 설
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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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후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로
그인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기본적으로 설정됨)에서 실행되고 있는
지 확인합니다.
3.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
인하고 Bridge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음을 확인합니다.
a. 설치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적절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
b.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풀의 일부입니다(Bridge 2020.2 이상을 실행
하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설정됨).
4.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을 지원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
행합니다.
l

게시자가 자신의 데이터 원본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 소유
자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기 전에 자신의 컴퓨터에 최신 클라이언트를 설
치해야 합니다.

l

데이터 원본 및 해당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모두 소유하
고 관리하는 경우:
i. 다른 컴퓨터와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
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ii. 해당 클라이언트에 Tableau Cloud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로그인합니다.
iii. 브라우저를 열고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Bridge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다음을 확인
합니다.
i. 설치된 클라이언트가 사이트에 적절하게 인식되고 등록되
어 있습니다.
ii. 클라이언트가 풀의 일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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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Bridge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새로 고쳐야 하는 게시된 데이터 원
본의 소유권을 자신으로 변경합니다.
v. 데이터 원본의 소유권을 변경한 후 새로 고침과 연결된 클라이언트
를 변경합니다.
vi.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컴퓨터에 로그온하고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vii.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각각의 새 데이터 원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연결하여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5. Bridge와 연결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트래픽 관리 뷰를 사용하여 Bridge 라이브
쿼리를 모니터링 하고 Tableau Cloud의 작업 페이지에서 작업을 새로 고칩니다.
다음 단계

조직에 Bridge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조직의 사용자가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고 데
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Tableau Cloud에 게시하고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Bridge 배포
Bridge 2021.4 이상 배포

이전 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번 릴리스의 엔터프라이즈 개선 사항은 기존 Bridge 배
포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배포에서와 같이 아래의 단계를 수행하는 것
이 좋습니다.
1단계: 새로운 2021.4 이상 클라이언트를 먼저 추가

Bridge의 최신 업데이트에는 Bridge 풀에 대한 유연성 및 제어 개선,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Online 일정 지원 및 가상 연결에 대한 사설망 데이터 새로 고침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
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

Tableau Software

811

Tableau Cloud 도움말
최신 릴리스에 대한 특별 참고: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한 Online 일정 지원은 Bridge 2021.4.3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2021.4 전에 풀링이 구성된 사이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본 풀에 클라
이언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기본 풀의 도메인은 특정 사설망에 액세스하도
록 구성될 수 없습니다. 이 풀의 액세스 범위를 줄이고 고급 예약 기능을 사용
하려면 새 풀을 만들고 특정 도메인에 매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단계: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l

Bridge 풀은 특정 도메인의 데이터에 매핑되어 이러한 데이터를 새로 고치므
로 여러 도메인에 대한 연결을 포함하는 추출 데이터 원본을 다음 방법 중 하
나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l
l
l

l

기초 데이터 위치를 통합하여 연결을 동일한 도메인에 유지
라이브 쿼리를 사용하도록 각 연결의 연결 유형을 변경
각 연결을 데이터 원본으로 변환

1) Mac에서 Tableau Desktop을 사용하는 경우, 2) Windows 네트워크 파일 공유
에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을 게시한 다음 3) Online 일정을 구성하는 경우 새
로 고침이 실패합니다. 이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 조직의 업무상 중요한 리
소스인 경우 Bridge(레거시) 일정을 대신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Bridge(레거시)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l

Bridge(레거시) 일정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특정 클라이언트에 연결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 원본은 모든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을 포함하여 계속해서 예상대
로 실행됩니다. 중요: 향후 릴리스에서 Bridge(레거시) 일정이 더 이상 지원되
지 않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전환을 위해 온라인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

Online 새로 고침 일정을 사용하는 새로운 라이브 쿼리 및 추출 데이터 원본은 기본
적으로 2021.4 이상 클라이언트 및 새 기능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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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새 풀을 만들고 도메인을 풀에 매핑한 후 버전 2021.4 클라이언트를 풀에 할당

2단계: 풀 구성, 3단계: 풀의 도메인 구성 및 4단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에 설명된
절차를 수행합니다.
3단계: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Bridge(레거시) 일정을 변환하도록 요청

Bridge 2021.4 이상 클라이언트를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데이
터 원본 소유자에게 Online 일정을 사용하도록 Bridge(레거시) 일정을 변환할 것을 요
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
조하십시오.
중요: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이 가장 적은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변환하는 것부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Bridge
(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으로 변환하면 기존 새로 고침 일정이 즉시 삭제되기 때
문입니다.
4단계: 기존 클라이언트를 Bridge 2021.4로 업그레이드

모든 기존 클라이언트를 Bridge 2021.4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5단계: 기존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

업그레이드한 후 업그레이드된 클라이언트가 Window 서비스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
인한 다음 해당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단계: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아카이브됨) Bridge 2020.2~2021.3 배포
Bridge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에는 새로 고침 시나리오에서 향상된 중복성을 제공하
는 엔터프라이즈 관련 기능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업데이트를 통해 사이트 관
리자가 데이터 원본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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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새로운 2020.2~2021.3 클라이언트를 먼저 추가

최신 엔터프라이즈 개선 사항은 기존 Bridge 배포를 보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
라서 기존 클라이언트를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2020.2~2021.3 클라이언
트를 환경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l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새 추출 데이터 원본은 기본적으로 2020.2~2021.3 클
라이언트 및 새 기능을 사용합니다.

l

이미 일정(Bridge(레거시))에 구성되어 있고 특정 클라이언트와 연결된 기존
데이터 원본은 예상대로 계속 실행됩니다.

l

새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10개의 데이터 원본을 병렬로 새로 고칠 수 있지
만 TabBridgeClientConfiguration.txt 파일에서 최대 100개의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l

동일한 Windows 서비스 계정으로 10개 이하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데이터 원본 소유자에게 새로 고침 일정을 변경하도록 요청

2020.2~2021.3 클라이언트를 네트워크에 추가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한 후 데이터 원
본 소유자에게 Online 일정을 사용하도록 현재 새로 고침 일정(Bridge(레거시))을 변
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관계형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만 해당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Bridge(레거시) 일정을 Online 일정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l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일상적인 업무에 영향이 가장 적은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변환하는 것부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새로 고침 일정(Bridge(레거시))을 Online 일정으로 변환하면 기존 새로 고
침 일정이 즉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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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파일 데이터에 연결하는 추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일정은 통합 새로 고침 일정
을 사용하도록 변환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러한 데이터 원본은 계속 Bridge(레
거시) 일정과 해당 일정에 연결된 클라이언트를 사용합니다.

3단계: 기존 클라이언트를 Bridge 2020.2~2021.3으로 업그레이드

모든 기존 클라이언트를 Bridge 2020.2~2021.3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Bridge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기존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

업그레이드한 후 업그레이드된 클라이언트가 Window 서비스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
인한 다음 해당 클라이언트를 풀에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를 참조하십시오.

Bridge와의 연결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사설망 데이터
에 연결하는 경우 원활한 연결을 위해 Tableau Bridge가 사용됩니다.

지원되는 연결
Bridge는 아래에 설명된 연결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커넥터
Bridge는 아래의 지원되지 않는 커넥터에 나열되어 있지 않는 한 Tableau Desktop과
Tableau Cloud에서 지원하는 커넥터 조합을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연결 유형
Bridge는 추출 및 라이브 연결 유형을 모두 지원합니다.
l

추출 연결: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추출을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연
결하는 경우 Bridge를 사용하여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일정은 대부분의 경우 게시 프로세스 도중 콘텐츠 소유자가 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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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추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추출 연결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를 참조하십시오.
l

라이브 연결: Bridge는 라이브 쿼리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대
한 라이브 연결을 통해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지원합니다. 콘텐츠 소
유자가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다고 감지하는 데이터에 대한 라
이브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을 게시하면 라이브 쿼리가
자동으로 사용되어 콘텐츠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이브 쿼리를 지원하
기 위한 추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라이브 연결을 위한 추가 요구 사항를 참
조하십시오.

지원되는 데이터 유형
Bridge가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은 다음 범주 중 하나에 속합니다.
l

관계형 데이터

l

파일 데이터 - 예를 들어 Excel, 텍스트 및 통계 파일(.sas7bdat)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l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 - Amazon Redshift, Teradata 및 Snowflake가 여기에 포함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설 클라우드 데이터에 Bridg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l

일부 ODBC 데이터

l

일부 WDC(웹 데이터 커넥터) 데이터 - 표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
하여 액세스하는 경우

l

다중 연결 데이터 원본에 사용되는 데이터(즉,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이 포
함된 데이터 원본) - Bridge에서 모든 커넥터를 지원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에서 Refreshing Cross-Database Joined Data Sources on
Tableau Bridge(Tableau Bridge에서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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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커넥터 지원

Tableau와 유사하게, Bridge는 커넥터 플러그인, 웹 데이터 커넥터나 JDBC 또는
ODBC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제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의 다음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l
l
l

웹 데이터 커넥터
기타 데이터베이스(JDBC)
기타 데이터베이스(ODBC)

TDC(Tableau 데이터 원본 사용자 지정) 파일을 사용하여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
을 사용자 지정한 경우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에 .tdc 파일 사용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이러한 사용자 지정 연결을 Bridge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P HANA 정보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SAP HANA에 연결하려는 경우 매개 변수와 변수를 사용하
지 않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매개 변수와 변수가 사용되는 경우 Bridge에서
SAP HANA 계산 뷰에 라이브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연결
Bridge에서 지원하지 않는 몇 가지 연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커넥터
l
l
l
l
l

Microsoft Analysis Services
Microsoft PowerPivot
Oracle Essbase
SAP NetWeaver Business Warehouse

Tableau Connector SDK로 구축된 커넥터(.taco) 및 Tableau Exchange를 통해 제공
되는 커넥터

지원되지 않는 연결 유형
l
l

파일 기반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
Google Cloud SQL, OData, Progress OpenEdge 및 Tableau 추출에 대한 라이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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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큐브 기반 데이터에 대한 모든 연결
가상 연결에 사용되는 Snowflake

OAuth를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Bridge 사용

Tableau Bridge는 OAuth를 사용하는 사설 데이터와 OAuth를 사용하는 공용 데이터
(사설 데이터에 조인된 공용 데이터)에 연결할 때 OAuth를 지원합니다. 현재 Bridge
는 OAuth를 사용할 때 Snowflake, Google BigQuery, Google Drive, Salesforce 및
OneDrive 커넥터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원본에서 라이브 연결과 추출된
데이터가 지원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에 연결

클라우드 데이터의 경우 Tableau Cloud에서 직접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지원되는 커넥터의 목록을 보려면 클
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데이터에 대한 직접 연결 허용을 참조하십시오.
기타 클라우드 데이터의 추출 새로 고침

일부 클라우드 데이터의 경우 표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Tableau Cloud에서 직접 이 유형의
데이터에 연결하는 추출에 대한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Bridge 연결 정보 업데이트
이 항목에서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가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
한 연결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참고: 가상 연결의 연결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내장 또는 업데이트
라이브 쿼리 및 예약된 새로 고침이 예상대로 실행되려면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데
이터 원본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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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하는 방법은 1) Tableau Desktop
에서 게시하면서 내장하거나 2) 게시한 후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원본의 연결 탭
에서 내장하는 것입니다. 아래 절차에서는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
명을 내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자격 증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1.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연결 탭을 클릭합니다.
3. 연결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메뉴를 클릭한 다음 연결 편집을 선택
합니다.
4. 연결 편집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액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Bridge(레거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 내장 또는 업데이트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는 경우 Bridge 클라이언트
의 연결 정보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해야 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
게시 시점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내장하는 경우에도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
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데이터 원본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액세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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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파일 경로 변경
새로 고치는 데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과 함께 파일 위치
가 저장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가 참조하는 파일 위치를 업데이트해
야 할 수 있습니다.
l

원본 파일 위치가 변경됨

l

매핑된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경우: 새로 고침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고 데이터 원본이 매핑
된 드라이브에서 게시된 경우 클라이언트에서 참조하는 파일 경로를 전체
UNC 경로를 사용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는 데 사
용되는 Windows 서비스 계정에도 파일의 UNC 경로 위치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이 있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도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에 대해 UNC 경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일치하는 경우 아래 절차를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의 파일 경로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클릭하여 클라이언트를 엽니
다.
2. 데이터 원본을 가리킨 다음 나타나는 편집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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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경로 위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일 반 JDBC 또 는 ODBC 연 결 에 .tdc 파 일 사 용
아래에 설명된 단계를 사용하여 TDC(Tableau 데이터 원본 사용자 지정) 파일을 통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Bridge에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 사용자 지정
JDBC 및 ODBC 연결에 적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유형과 TDC 파일을 만드는 방법
을 잘 모르는 경우 Tableau 도움말에서 연결 사용자 지정 및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2단계: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에 TDC 파일 저장
일반 ODBC 또는 JDBC 연결에 지정된 사용자 지정을 Bridge에 사용하려면 아래의 절
차를 통해 지정되는 위치에 TDC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Bridge 풀을 통해 JDBC 또
는 ODBC 연결을 새로 고치려면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 단계를 수행해야 합
니다.
1. 클라이언트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의 데이터 원본
폴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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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폴더의 기본 위치는 C:\Users\jsmith\문서\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데이
터 원본입니다.
2. 데이터 원본 폴더에 TDC(.tdc) 파일을 배치합니다.
3. 변경 내용을 적용하려면 클라이언트를 끝내고 다시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
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그램 모드에서 실행되는지,
아니면 서비스 모드에서 실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l

응용 프로그램 모드인 경우 클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 를 선택합니다.

l

서비스 모드인 경우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을 선택한 후 클
라이언트 메뉴에서 끝내기 를 선택합니다.

4. 풀의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 1~3단계를 반복합니다.
참고:
l

필요한 위치에 TDC 파일을 저장하면 동일한 기초 데이터에 대한 모든 일반 JDBC
또는 ODBC 연결에 사용자 지정이 적용됩니다.

l

TDC 파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클라이언트 로그 파일(예:
C:\Users\jsmith\문서\내 Tableau Bridge 리포지토리\로그)에 다음 로그 항목 중
하나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l

Found matching TDC

l

Applying customization for genericjdbc 또는 Applying
customization for genericodbc

연결 유형 변경
데이터 원본은 두 가지 연결 유형(라이브 또는 추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유형은 기초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콘텐츠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연결하려는 데이터에 따라 어떤 데이터 원본은 라이브 또는 추
출 연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데이터 원본은 추출 연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와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의 연결 유형을 변경하려면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원본을 다시 게
시하면서 연결 기본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게시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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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는 사설망 데이터에 따라 라이브 또는 추출을 사용하는 옵션을 제공합니
다. 라이브 연결을 추출로 전환한 경우 워크플로우에서 데이터 원본의 새로 고침 일
정을 설정하는 단계를 안내합니다.

연결 복구
가끔 하나 이상의 연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
트에 알림이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이 알림은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는 정보를 제공합
니다. 그러나 알림이 문제 해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모드
에서 실행되고 있는 경우 복구 옵션을 사용하여 연결을 다시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Windows 시스템 트레이를 열고 Bridge 아이콘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합
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복구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며 이것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ridge 보안
Tableau Bridge는 다음 보안 설계를 적용합니다.
l

모든 통신은 사설망 방화벽 뒤에서 시작되므로 추가 예외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

l

다.
Bridge의 송수신 데이터는 전송 중에 암호화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은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

l

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Windows 자격 증명 관리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됩니
다. Online 일정의 경우 새로 고침을 수행하도록 선택된 클라이언트에 자격 증명이
전달됩니다.

아래 섹션에서 Bridge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 보안
Bridge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는 TLS 1.2 연결을 사용하여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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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Bridge는 포트 443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대한 아웃바운드
인터넷 요청을 처리하고 포트 80을 사용하여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합니
다.

인증
Bridge에는 Tableau Cloud 및 사설망 데이터라는 두 가지 기본 인증 지점이 있습니다.
Tableau Cloud

Tableau Cloud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Bridge 클라이언트를 통해 Tableau Cloud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다.
1) 자격 증명이 입력되면 2) Tableau Cloud이 인증 토큰을 반환합니다. 3) 토큰은 클라
이언트가 실행되는 컴퓨터에 Windows 운영 체제의 자격 증명 관리자를 사용하여 저
장됩니다. Bridge는 토큰을 사용하여 추출 새로 고침 일정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등
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설망 데이터

사설망 데이터에 액세스하려면 일부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에서 데이터베이
스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연결 유형에 따라 클라이언트
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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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라이브 연결 및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요청 시간에 전송되며 TLS 1.2 연결이 사용됩니다.

l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에서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격 증명을 클라이언트에 직접 입력해야 합
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은 Windows 운영 체제의 자격 증명 관리자를 사
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예약
된 새로 고침 시간에 사설망 방화벽 뒤의 데이터베이스로 보냅니다.

클라이언트는 도메인 기반 보안(Active Directory)을 지원하며 사용자 이름/비밀번호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설망 방화벽 변경
Bridge 클라이언트의 경우 사설망 방화벽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이언트는
Tableau Cloud에 대한 아웃바운드 연결만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아웃바운드 연결을
허용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는 콘텐츠에 사용된 연결 유형에 따라 다음 프로토콜을 사
용합니다.
l

라이브 연결 및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의 경우 보안 WebSocket
(wss://)이 사용됩니다.

l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의 경우 HTTP Secure(https://)가 사
용됩니다.

사설망 데이터 액세스
사설망 데이터에 대한 연결은 Tableau Cloud을 대신하여 Bridge 클라이언트에서 시작
됩니다. 연결을 시작하는 프로세스는 콘텐츠 유형 및 연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l

라이브 연결 또는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의 경우 1) 클라이언트가
보안 WebSocket(wss://)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상주하는 클라이언트의 일
부인 Tableau Bridge 서비스에 대한 영구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Tableau
Cloud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 응답이 오면 사설망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쿼리
를 시작합니다. 3) 클라이언트가 사설망 데이터에 쿼리를 전달합니다. 4)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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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트가 동일한 영구 연결을 사용하여 5) 사설망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l

Online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이 포함된 데이터 원본의 경우 1) 클라이언
트가 보안 WebSocket(wss://)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상주하는 클라이언
트의 일부인 Tableau Bridge 서비스에 대한 영구 연결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클라이언트가 Tableau Cloud에서 새 새로 고침 일정에 대한 요청을 대기합니
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수신하면 2) 클라이언트는 데이터 원본(.tds) 파일에
대한 보안 연결(https://)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연결합니다. 3/4) 그런 다
음 클라이언트는 작업 요청에 포함되는 내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클라이언트는 5) 데이터의 추출을 만든 다음 6) Tableau
Bridge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 추출을 Tableau Cloud에 다시 게시합니다. 여러
새로 고침 요청이 발생할 수 있도록 2-6단계를 병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Bridge(레거시) 일정을 사용하는 추출 연결이 포함된 데이터 원본의 경우 클
라이언트가 1) 새 새로 고침 일정 및 데이터 원본(.tds)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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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결(https://)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접속합니다. 2)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3/4) 클라이언트는 예약된 시간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클라이언트는 5) 데이터의 추출을 만든 다음 6)
Tableau Bridge 서비스를 사용하여 이 추출을 Tableau Cloud에 다시 게시합니다.
Tableau Bridge 서비스는 Tableau Cloud에 상주하는 클라이언트의 일부입니다.

추가 보안 고려 사항
선택적 정방향 프록시 필터링

데이터를 Tableau Cloud에만 전송하려면 Bridge 클라이언트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도
메인 기반 필터링(정방향 프록시 필터링)을 구현하면 됩니다.
다음 목록에는 Bridge의 아웃바운드 연결에 필요한 부분적으로 정규화된 도메인 이
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
l

l

l

*.online.tableau.com
*.compute-1.amazonaws.com, Amazon VPC의 공개 DNS 호스트 이름(us-east-1
지역의 예: ec2-<public-ipv4-address>.compute-1.amazonaws.com)
*.compute.amazonaws.com, Amazon VPC의 공개 DNS 호스트 이름(us-east-1 이
외의 다른 모든 지역의 예: ec2-<public-ipv4-address>.compute.amazonaws.com)
*.salesforce.com, 사이트에서 Tableau 인증과 MFA(다단계 인증)을 사용(Tableau
에서 MFA 사용 )하고 환경에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필수 서비스에 액세스하지 못하
도록 하는 프록시를 사용 중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l
l
l

crash-artifacts-747369.s3.amazonaws.com: 충돌 덤프 보고서의 수신에 사용됨
s3-us-west-2-w.amazonaws.com: 충돌 덤프 보고서의 수신에 사용됨
s3-w-a.us-west-2.amazonaws.com: 충돌 덤프 보고서의 수신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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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bam.nr-data.net: New Relic의 웹 분석 플랫폼에 사용됩니다.
js-agent.newrelic.com: New Relic에 성능 데이터를 보냅니다.

Tableau Desktop에 서 게 시 된 추 출 새 로 고
침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추출로 업데이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에
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의 추출을 새로 고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추출을 새로 고치려면 추출 새로 고침을 수행하기 전에 추출의 파일 형식을 확
인하십시오. 현재 버전을 사용하여 .tde 추출의 새로 고침을 수행하면 추출이 자동으
로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하면 많은 이점이 있
지만 이전 버전의 Tableau Cloud에서 추출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 Tableau Desktop에서 Tableau Cloud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거나 해당
데이터 원본에 연결된 통합 문서를 엽니다.
서버에 연결하려면 주소 https://online.tableau.com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Tableau 서버에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이름 옆에 Tableau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2. 데이터 > Tableau 데이터 서버를 선택한 후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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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본에서 새로 고침
원래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체 또는 증분 추출 항목을 새로
고칩니다.
이 명령은 원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을 포함하는 추출 항목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추출 파일에 직접 연결한 다음 해당 파일을 게시한 경우
원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l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추가
통합 문서에 있는 다른 데이터 원본에서 추출을 에 새 데이터를 업데이트
합니다.

l

파일에서 데이터 추가
추출의 원본 데이터 원본 유형이 동일한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이거나 추
출 파일인 경우 파일 콘텐츠에서 추출 항목을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Tableau 데이터 서버 옵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원본이 Tableau
Cloud에 게시되지 않은 것입니다(이 경우 위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음). Tableau
데이터 서버 옵션이 표시되지만 새로 고침 명령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
터 원본이 서버에 있지만 추출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호
스팅되는 데이터에 대한 라이브 연결일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Tableau 도움말의 데이터 추출 섹션에 있는 항목

명령줄에서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자동화
Tableau 데이터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ableau Desktop과 함께 제공되는 명령줄 유틸리티이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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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게시된 추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거나 파일의 데이터를 게시된 데이터 원본
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Tableau 데이터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입니다.
l

이 유틸리티는 Windows에서 Tableau Desktop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Windows 시스템에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Desktop의 평가판 버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l

OAuth를 사용하지 않는 추출 데이터 원본에 이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l

이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단일 연결 데이터 원본만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
중 연결 데이터 원본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중요! 다단계 인증 요구 사항으로 인해 Tableau 데이터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 사용이
2022년 10월에 중단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연결할 수 없는 데이터 원본 또
는 가상 연결 데이터를 새로 고치려면 대신 Tableau Bridge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ridge 새로 고침 일정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작업을 시작하려면 tabcmd refreshextracts 또는
REST API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실행을 사용하십시오.

유틸리티를 실행하기 전에
Tableau 10.4 이하에서 만든 추출(즉, .tde 추출)에 대해 추출 새로 고침 또는 데이터
추가가 수행되면 추출이 자동으로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됩니다. .hyper 추출로
업그레이드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이전 버전의 Tableau Desktop에서 추출을 열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yper 형식으로 추출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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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실행
1. 관리자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Tableau Desktop bin 디렉터리로 변경합니다.
예:
cd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현재\bin
2.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는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다음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합니
다.
l

tableau refreshextract

l

tableau addfiletoextract

참고: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항상 명령줄 또는 스크립트에서 tableau.exe
가 아닌 tableau를 지정하십시오.

참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Tableau 리포지토리\로그 폴더에 있는
tableaucom.txt 파일에서 로그를 확인하십시오.

참고: 다중 사이트 환경에서 명령이 적용될 사이트를 지정합니다.

tableau refreshextract 명령의 구문 및 매개 변수
tableau refreshextract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대한
추출 항목을 새로 고칩니다. 추출을 새로 고치면 마지막 새로 고침 작업 이후 데이터
원본에 적용된 수정 내용으로 기존 추출이 업데이트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
시오.

Tableau Software

831

Tableau Cloud 도움말
tableau help refreshextract

매개 변수 사용
l

모든 옵션에는 두 개의 하이픈과 함께 사용하는 전체 형식이 있습니다(예: -server).

l

또한 일부 옵션에는 한 개의 하이픈과 함께 사용하는 짧은 형식이 있습니다
(예: -s).

l

옵션 값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값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l

새로 고치는 원본은 .tde가 아닌 원래 데이터 원본이어야 합니다.

tableau refreshextract 명 령 옵 션
짧은 형식

전체 형식

설명

--source-

데이터 원본 연결에 대해 유효한 사용자 이름

username

입니다.

<user name>
이 옵션을 --source-password와 함께 사용
하거나
--original-file을 사용자 이름 및 암호 옵
션 대신 사용합니다.

참고: 데이터 원본이 내장된 자격 증명으로
원래 게시된 경우에도 게시된 추출을 새로
고칠 때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야 합
니다.

--source-

데이터 원본 사용자의 암호입니다.

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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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original-

서버에서 새로 고칠 데이터 원본에 대한 경로

file <path

및 파일 이름입니다. 예: --original-file

and file

c:\folder\file.csv

name>
또는

여러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치
려면 데이터 파일이 포함된 폴더의 경로를 전
달합니다. 예: --original-file

--originalc:\folder.
file <path
and folder

파일이 네트워크 공유에 있는 경우 경로에

name>

UNC 형식을 사용합니다.
\\server\path\filename.csv

--force-

데이터 원본이 증분 새로 고침이 가능하도록

full-refresh

설정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여 전체 추출 새
로 고침을 실행합니다. 이 옵션을 포함하지 않
으면 증분 새로 고침이 수행됩니다. 일부 데이
터 원본은 증분 새로 고침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s

--server

데이터가 게시되는 Tableau Server의 URL입니

<server

<URL>

다.

http
Tableau Cloud의 경우

address>

https://online.tableau.com을 지정합니
다.
-t <site

--site

다중 사이트 환경에서 명령이 적용될 사이트를

id>

<siteid>

지정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사용자 이름
이 둘 이상의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인
수를 사용하십시오. Tableau Server의 경우 사
이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사이트가 사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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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이트 ID는 사이트 이름과 독립적이며 브라우
저에서 사이트를 볼 때 URL에 표시됩니다. 예
를 들어 Tableau Cloud에 로그온한 후 표시되는
페이지의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online.tableau.com/t/vernazza/views
사이트 ID는 vernazza입니다.
--datasource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되는

<datasource>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project

데이터 원본이 속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옵션

<projectnam-

을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 프로젝트가 사용됩니

e>

다.
지정하려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계층 내의 중
첩된 하위 프로젝트인 경우 이 매개 변수를 -parent-project-path 매개 변수와 함께 사
용해야 합니다.

--parent-

데이터 원본이 게시되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project-path

계층의 최상위 수준에 없는 경우 이 매개 변수

path/to/proj- 를 --project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하여 중
ect
첩된 프로젝트의 경로를 지정해야 합니다.
슬래시 문자(/)를 사용하여 계층의 프로젝트
수준을 구분합니다. 백슬래시 문자(\)를 사용
하여 프로젝트 이름에서 슬래시 또는 백슬래시
문자의 인스턴스를 이스케이프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수준이 Marketing이고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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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Social에 포함된 Sandbox라는 이름의 프로젝
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project Sandbox --parent-projectpath Marketing/Social
-u <user

--username

올바른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용

name>

<username>

자입니다.

-p

--password

지정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용

"<passwor- "<password>"

자의 비밀번호입니다.

d>"
--proxy-

프록시 서버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username
<username>
--proxy-

프록시 서버의 암호입니다.

password
"<password>"
-c "<path

--config-

명령의 구성 옵션을 포함하는 파일에 대한 경

and file

file "<path

로 및 파일 이름 정보입니다. 경로는 항상 큰따

name>"

and file

옴표로 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

name>"

성 파일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샘 플 tableau refreshextract 명 령
다음 명령은 Tableau Cloud에 게시된 CurrentYrOverYrStats라는 추출을 새로 고칩니
다. 이 명령은 다음을 지정합니다.
l
l
l

Tableau Cloud 사용자 및 비밀번호
Tableau Cloud 사이트 및 프로젝트 이름
데이터 원본(이 경우 Salesforce.com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 공급자에
의해 호스팅됨)과 호스팅된 데이터 원본에 로그인하기 위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

Tableau Software

835

Tableau Cloud 도움말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현재\bin>tableau
refreshextract --server https://online.tableau.com -username email@domain.com --password "OurServerPwd" --site
vernazza --project "New Animations" --datasource
"CurrentYrOverYrStats" --source-username database_
user@hosted_datasource_provider.com --source-password "db_
password"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추출을 새로 고치려면 추출을 만든 원래 파일에 대한 경로
를 제공합니다. 파일이 네트워크 공유에 있는 경우 매핑된 드라이브 대신 UNC 형식
을 사용합니다.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현재\bin>tableau
refreshextract --server https://online.tableau.com -username email@domain.com --password "OurServerPwd" --site
vernazza --project "New Animations" --datasource
"CurrentYrOverYrStats" --original-file
"\\server\path\filename.csv"

tableau addfiletoextract에 대한 구문
tableau addfiletoextract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
시된 추출 항목에 파일 콘텐츠를 추가합니다. 이 명령은 두 파일을 결합합니다.
단순히 기존 추출을 최신 변경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려는 경우에는 대신
refreshextract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addfiletoextract를 사용하여 기존 추
출을 업데이트하면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이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보려면 Windows 명령 프롬프트에서 다음 명령을 입력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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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help addfiletoextract

모든 옵션에는 두 개의 하이픈과 함께 사용하는 전체 형식이 있습니다(예: -server). 또한 일부 옵션에는 한 개의 하이픈과 함께 사용하는 짧은 형식이 있습니다
(예: -s). 옵션 값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 해당 값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tableau addfiletoextract 명 령 옵 션
짧은 형식

전체 형식

설명

--file <path

추가할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파일에

and file name>

대한 경로 및 파일 이름 정보입니다. 파일
은 Excel, Access, Tableau 데이터 추출 또는
구분 기호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일 수 있
습니다. 파일을 암호로 보호할 수는 없습
니다. 파일이 네트워크 공유에 있는 경우
UNC 형식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erver\path\filename.csv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 <server

--server <URL>

http

데이터가 게시되는 Tableau Server의 URL
입니다.

address>
Tableau Cloud의 경우
https://online.tableau.com을 지정
합니다.
-t <site id>

--site <site

다중 사이트 환경에서 명령이 적용될 사이

id>

트를 지정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우 사
용자 이름이 둘 이상의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인수를 포함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의 경우 사이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사이트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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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ource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

<datasource>

되는 데이터 원본의 이름입니다.

--project

데이터 원본이 속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projectname>

옵션을 포함하지 않으면 기본 프로젝트가
사용됩니다.
지정하려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계층 내
의 중첩된 하위 프로젝트인 경우 이 매개
변수를 --parent-project-path 매개
변수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parent-

데이터 원본이 게시되는 프로젝트가 프로

project-path

젝트 계층의 최상위 수준에 없는 경우 이

path/to/project

매개 변수를 --project 매개 변수와 함
께 사용하여 중첩된 프로젝트의 경로를 지
정해야 합니다.
슬래시 문자(/)를 사용하여 계층의 프로젝
트 수준을 구분합니다. 백슬래시 문자(\)
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이름에서 슬래시 또
는 백슬래시 문자의 인스턴스를 이스케이
프합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수준이 Marketing이고 프
로젝트 Social에 포함된 Sandbox라는 이름
의 프로젝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project Sandbox --parentproject-path Marketing/Social

838

-u

--username

올바른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username>

<username>

사용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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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assword

지정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password>"

"<password>"

사용자의 비밀번호입니다.

--proxy-

프록시 서버의 사용자 이름입니다.

username
<username>
--proxy-

프록시 서버의 암호입니다.

password
"<password>"
-c "<path

--config-file

명령의 구성 옵션을 포함하는 파일에 대한

and

"<path and

경로 및 파일 이름 정보입니다. 경로는 항

filename>"

filename>"

상 큰따옴표로 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구성 파일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샘 플 tableau addfiletoextract 명 령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현재\bin>tableau
addfiletoextract --server https://online.tableau.com -username email@domain.com --password "OurServerPwd" --site
vernazza --project "New Animations" --datasource
"CurrentYrOverYrStats" --file
"C:\Users\user2\Documents\DataUploadFiles\AprMay.csv"

구성 파일 사용
메모장이나 텍스트 편집과 같은 일반 텍스트 에디터에서 tableau
refreshextract 또는 tableau addfiletoextract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구성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동일한 데이터 원본을 정기적으로 업데
이트하려는 경우 구성 파일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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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입력하는 대신 구성 파일을 지정합니다. 구성 파일은 명령줄에서 사용자 이름
과 암호가 노출되지 않는 이점도 있습니다.

구성 파일 만들기
예를 들어 config.txt라는 파일을 만들어 Documents 폴더에 저장했으며, 이 파일에 아
래에 나와 있는 매개 변수 정보를 포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Tableau Cloud에 게시되는 호스팅된 데이터 원본의 추출(서버는
https://online.tableau.com):

server=https://online.tableau.com
site=vernazza
username=email@domain.com
password=OurPassword
project=New Animations
datasource=CurrentYrOverYrStats
source-username=database_user@hosted_datasource_
provider.com
source-password=db_password

명령줄에서 구성 파일 참조
구성 파일을 만든 후에 구성 파일을 명령줄에서 사용하는 유일한 옵션으로 지정하
고 구성 파일 경로는 큰따옴표로 묶어 tableau refreshextract 또는 tableau
addfiletoextract 명령을 실행합니다. 구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au refreshextract --config-file "<path>"
예를 들어 구성 파일 만들기 섹션의 샘플에 지정한 추출을 새로 고치려면 다음 명령
을 실행합니다. 이때 사용 중인 Tableau Desktop 버전의 bin 디렉터리에서 작업을 수
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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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ogram Files\Tableau\Tableau 현재\bin>tableau
refreshextract --config-file
"C:\Users\user1\Documents\config.txt"

구성 파일의 구문 차이점
구성 파일 내에서 옵션을 지정하기 위한 구문은 명령줄에서 사용하는 구문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l
l
l

옵션 이름이 대시 또는 하이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공백 없이 등호를 사용하여 옵션 이름과 옵션 값을 구분합니다.
값에 공백이 포함된 경우에도 값을 따옴표로 묶지 않아도 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
니다(앞서 살펴본 예제에서 project 옵션).

Windows 작업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추출 새로 고침
Windows 작업 스케줄러를 Tableau 데이터 추출 명령줄 유틸리티와 함께 사용하여 회
사 방화벽 내에서 Tableau Cloud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자동화할 수 있
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는 특정 시스템 이벤트 이후에
발생하도록 작업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시작될 때 작업을 실행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icrosoft TechNet 라이브러리의 작업 스케줄러 방법...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데이터 기반 알림 설정
데이터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임계값에 도달하면 데이터 기반 알림이 사용자가 지정
한 주요 인물에게 이메일 알림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Tableau Cloud 관리자는 구독을
설정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알림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용자 도움말에서 데
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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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모든 데이터 기반 알림 관리
1. 브라우저 창 맨 위에서 작업을 클릭한 다음 알림을 클릭합니다.
2. 업데이트할 모든 알림을 선택합니다.
3. 동작 메뉴에서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수신자로 자신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l

알림을 편집하여 데이터 임계값, 배달 일정 및 전체 수신자 목록을 변경
합니다.

l

알림 소유권을 다른 사용자로 변경하거나 알림을 삭제합니다.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알림 사용 안 함
데이터 기반 알림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지원되지만 관리자가 특정 사이
트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를 보는 동안 왼쪽 탐색 패널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데이터 기반 알림에서 사용자가 알림을 만들고 알림 이메일을 수신하도록 허
용을 선택 취소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기반 알림 일시 중단
일시 중단된 알림 다시 시작
알림이 충분히 여러 번 실패하면 알림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알림 이메일을 받게 됩
니다. 관리자 또는 알림 소유자가 일시 중단된 알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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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웹 페이지에서 작업 > 알림 영역의 마지막 확인 열에 알림이 일시 중단
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 알림 다시 시작을 선택하여

알림을 다시 시작합니다.
l

알림 이메일에서 알림 다시 시작을 클릭하여 알림을 다시 시작합니다. 알림에
서 알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거나, 뷰가 변경되어 알림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l

영향을 받은 뷰 또는 통합 문서의 알림 패널을 사용합니다. 뷰 또는 통합 문서에
서 알림을 다시 시작하려면 알림을 선택하여 알림 패널을 엽니다. 일시 중단된
알림 옆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영향을 받은 알림에서 동작 > 알림 다시 시작
을 선택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알림이 다시 작동하게 되면 알림 소유자가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실패한 알림 식별 및 수정
관리자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없는 실패한 알림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하려면
1. 사이트 메뉴에서 상태를 선택합니다.
2. 비추출에 대한 백그라운드 작업을 선택합니다.
3. 작업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이터 알림 조건이 참인지 확인을 선택합니다.
4. 오른쪽 끝에서 오류를 클릭하여 실패한 알림 목록을 표시합니다.
5. 빨간색 실패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여 알림 세부 정보가 포함된 도구 설명을
표시합니다.
알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리포지토리의 data_alerts 테이블에서 알림 ID 번호를
Tableau Cloud찾습니다. (사이트의 알림 관리 영역에서 번호 뒤에 나오는 알림 이름
을 찾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알림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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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알림이 열 번 실패하는 경우 알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됩니
다. 관리자는 알림 소유자가 알림을 수신하는 시기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실패한 알림은 Tableau Cloud에서 콘텐츠가 변경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알림을 다시 만들도록 사용자를 교육하십시오.
l

통합 문서, 뷰 또는 데이터 필드가 제거되거나 이름이 바뀝니다.

l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만료됩니다. (알림을 사용하려
면 통합 문서에 자격 증명이 내장되어 있거나 자격 증명이 없어야 합니다.)

l

844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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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에 대한 설정
메트릭은 매출 합계와 같은 측정값 집계의 값을 추적하는 Tableau 콘텐츠 유형입니
다. 메트릭은 빈번하게 새로 고쳐지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으로 현재 값을 표시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용자가 메트릭을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메트릭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
사이트에서 메트릭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올바른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 메트릭을 만들 수 있습니
다.
메트릭은 Tableau 사이트의 기존 뷰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용자가 뷰에서 메트릭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l

사용자에게 뷰가 속하는 통합 문서에 대한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사용 권한 기능
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을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의 암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필요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연결 편집 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의 메트릭 사용 안 함
메트릭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됩니다. 개별 사이트 기반으로 메트릭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메트릭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의 탐색 패널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
다.
2. 메트릭 콘텐츠 유형 에서 메트릭 사용 을 선택 취소합니다.
3. 저장 을 클릭합니다.
메트릭 콘텐츠 유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사이트에 더 이상 메트릭이 나타나
지 않습니다. 모든 기존 메트릭에 대한 데이터는 유지되지만 이러한 메트릭이 더 이
상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메트릭을 다시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이러한 메트릭이
다시 나타나고 새로 고침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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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사용 권한 기능을 거부하여 특정 통합 문서에서 메트릭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관리
메트릭은 뷰에서 만들어지지만 알림이나 구독과 같이 뷰에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통합 문서를 관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메트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의 이름을 바꾸고, 이동하고, 태그를 지정하고, 삭제하고, 사용 권한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층 구조를 탐색하거나 다음 경로를 통해 관리할 메트릭을 찾습니다.
l

사이트의 모든 메트릭을 보려면 탐색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 모든 메트릭 을 선택
합니다.

l

통합 문서의 뷰에서 만들어진 메트릭을 보려면 통합 문서로 이동한 다음 연결된

l

메트릭 탭을 선택합니다.
단일 뷰에서 만들어진 메트릭을 보려면 뷰를 연 다음 툴바에서 보기 > 메트릭 을 선
택합니다.

실패/일시 중단된 메트릭 새로 고침 해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인해 메트릭 새로 고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l

연결된 뷰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연결된 뷰의 사용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암호가 더 이상 내장되어 있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메트릭 소유자에게 메트릭을 새로 고치는 데 필요한 사이트 역할이 없습니다.

l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의 사이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시적 연결 문제가 있었습니다.

l
l
l

참고: 소유자에게 메트릭 새로 고침에 필요한 사이트 역할이 없기 때문에 메트
릭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경우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새로 고침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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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새로 고침이 실패하는 이유와 이러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패한 새로 고침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뷰가 새로 고침이 실패하도록 수정되었지만 뷰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경
우 사용자에게 메트릭을 덮어쓰게 하십시오. 사용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기존 메
트릭과 이름이 같은 메트릭을 만들어 메트릭을 덮어쓸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데이터 원본에 올바른 암호를 내장하는 등, 실패 원인을 해결한 경우 메트릭 새로 고
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영향을 받는 메트릭을 찾습니다.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메트릭은 그리드 및 목록
뷰에 마지막 새로 고침 시간 대신 새로 고침 일시 중단됨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2. 경고 메시지에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을 클릭합니다.
Tableau가 새로 고침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확인을 받게 되고 일정에 따
라 새로 고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관리자 또는 메트릭 소유자는 메트릭을 삭제 또는 덮어쓰거나
참조 기록 데이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 뷰로 메트릭 활동 모니터링
Tableau Cloud의 관리 뷰를 사용하여 메트릭 활동을 모니터링합니다.
메트릭 새로 고침 활동을 모니터링하려면:
1. 탐색 패널에서 사이트 상태 를 클릭합니다.
2.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대시보드를 선택합니다.
3. 업데이트할 메트릭 찾기 또는 뷰의 모든 메트릭 업데이트 작업을 필터링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더 많은 메트릭 이벤트를 모니터링하려면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듭니다. 관리자 인사이트 TS 이벤트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Event Name(이
벤트 이름) 차원을 사용하여 Create Metric(메트릭 만들기), Delete Metric(메트릭 삭
제), Move Metric From(메트릭 이동 시작), Move Metric To(메트릭 이동 종료) 및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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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ic(메트릭 업데이트) 이벤트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새로 고침 문제 해결
Tableau Cloud에서 예약된 새로 고침을 완료할 수 없으면 새로 고침이 실패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예약된 새로 고침이 5번 연속 실패하면 Tableau Cloud는 새로 고
침을 일시 중단합니다.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되면 Tableau Cloud는 사용자가 실패
의 원인을 수정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때까지 새로 고침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알림을 표시하려면 브라우저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알림 아이콘(

)을 선택합니다.

오류 해결 및 일시 중단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새로 고침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림에 표시된 원인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취하면 됩
니다.
l

액세스 토큰 유효성 검사 또는 사용자 자격 증명과 관련된 오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림에서 연결 세부 정보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된
일정이 실패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 있는 연결 탭으로 이동합
니다. 연결 탭에서 데이터 연결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연결 편집을 클릭하
여 사용자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액세스 토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Tableau Cloud는 새로 고침 일정을 다
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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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에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때 자격 증명 또는
기타 데이터 연결 정보를 원래 내장한 경우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다시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 과정에서 새 새로 고침 일정을 설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Tableau Cloud는 기존 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오류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 상태이고 로그인하여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알림의 다시 시도 링크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Bridge 관련 오류
Bridge와 관련된 오류를 해결하려면 Bridge 관련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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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문제 해결
"이 이메일의 뷰 스냅샷을 적절하게 렌더링할 수 없습니
다."
이 오류 메시지와 함께 구독을 수신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l

자격 증명 누락: 일부 뷰가 내장된 자격 증명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내장된 자
격 증명이 최신이 아니거나 내장된 자격 증명 없이 뷰가 다시 게시될 경우 위
의 오류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베이스가 일시적으로 중지: 뷰에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있고, 구
독이 생성되자 데이터베이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위의 오류를 수신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구독 이메일에서 콘텐츠의 이미지가 표시되려면 뷰를 구독하는 사용자에게 보기
사용 권한과 더불어 이미지/PDF 다운로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구독할 수 없음
Tableau Server의 뷰를 볼 수 있고 오른쪽 위에 구독 아이콘(

)이 나타나는 경우 뷰

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뷰를 구독하려면 구독하려는 뷰에 해당 데이터 원본에 대한 내장된 자격 증명이 있
거나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뷰여야 합니다. 후자의 예로는 새로 고쳐지지 않는 추출
항목에 연결되는 통합 문서 또는 통합 문서 게시 시점에 포함된 파일에 있는 통합 문
서 데이터입니다. 자격 증명 내장은 Tableau Desktop에서 수행되는 단계입니다(자세
한 내용은 Tableau 도움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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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 아이콘 없음
뷰를 볼 수 있지만 구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l

뷰에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사용됨 : 뷰를 처음 클릭할 때 데이터베이스 자
격 증명을 입력해야 하는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하는 뷰의 경우 구독할
수 없습니다. 구독에는 뷰 또는 통합 문서와 데이터 및 일정이 포함됩니다. 뷰에 필
요한 데이터를 전달하려면 Tableau Server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있
거나 자격 증명이 필요 없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Tableau Server에는 자격 증명이 없으며 개별 사용자만 자격 증명을
보유합니다. 이 때문에 자격 증명이 필요하지 않거나 자격 증명이 내장되어 있는 뷰
만 구독할 수 있습니다.

PDF 첨부 파일 누락
관리자가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구독에 PDF 첨부 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PDF 첨부 파일이 구독에서 누락된 경우 PDF 크기가 이메일 크기 제한을 초과하기 때
문일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 각 사이트의 최대 이메일 크기는 2MB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일시 중단된 구독
기본적으로 구독은 구독이 연속 5회 실패한 후 일시 중단됩니다.

일시 중단된 구독 다시 시작
구독 소유자는 다음 위치에서 구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콘텐츠 설정의 내 구독 탭에서

l

각 통합 문서의 구독 탭에서

구독이 다시 시작되면 알림 실패 수가 0으로 돌아갑니다. 구독은 예정된 다음 평가 시
간에 다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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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 빈 도 를 "데 이 터 새 로 고 침 시 "로 설 정 할 수 없 음
통합 문서에서 게시된 추출에 대한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 추출을 새로 고칠 때 실행
할 구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에서 다음을 사용하는 경우 구독을 만들거
나 수정할 때 빈도 옵션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l
l

Tableau Bridge를 통한 추출 새로 고침
둘 이상의 추출 새로 고침
라이브 데이터 연결

참고: 통합 문서의 데이터 원본에 게시된 추출에 대한 연결과 Tableau Bridge가
필요한 연결을 포함한 여러 연결이 있는 경우 구독 빈도를 데이터 새로 고침 시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경우 Tableau Bridge 새로 고침이 아닌 추출 새로
고침 시 구독이 실행됩니다.

데이터 품질 경고 누락
데이터 품질 경고는 다음의 경우 구독 이메일에 포함됩니다.
l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라이선스에 Data Management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정보 를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Catalog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l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설정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구독 아래에 있는 확인란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연결 정보 관리
Tableau Cloud에서 연결 편집
관리자 및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연결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
니다. 연결 정보는 데이터 원본, 소유자 및 데이터 액세스 방법을 설명합니다. 데이
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연결에 내장하여 사용자의 직접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거
나 예약된 추출 새로 고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용자 로그인 메시지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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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의 서버 이름을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소유자 또는 사이트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직접 이 정보를 관리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원본을 다시 게시할 필요 없이 태그를 업데이트하거나 데
이터 원본 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정하려는 데이터 원본이 있는 사이트에서 탐색 페이지를 연 다음 모든 데이
터 원본을 표시하도록 필터링합니다.

많은 수의 데이터 원본이 있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목록 범위를 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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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데이트하려는 데이터 원본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동작 메뉴에서 연
결 편집을 선택합니다.
참고: 추출 및 파일 기반 데이터에 대한 연결에는 연결 편집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연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새로 고칠 수 있는 연결의 경우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데이터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4. 데이터 연결 페이지를 새로 고쳐(F5 또는 Ctrl+R 누르기) 변경 사항을 적용합
니다.

OAuth 연결
Tableau Cloud에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저장하는 대신 OAuth 2.0 표준
을 사용하여 연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OAuth 인증을 지원하는 커넥터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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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습니다.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l

Anaplan
Azure Data Lake Storage Gen2, Azure SQL, Azure Synapse
Box
Esri ArcGIS Server
Databricks
Dremio
Dropbox
Google Ads,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Google Sheets(2022년 3월부터 사
용되지 않음)
LinkedIn Sales Navigator
Marketo
OneDrive
Oracle Eloqua
QuickBooks Online
Salesforce, Salesforce CDP
ServiceNow ITSM
Snowflake

Tableau에서 OAuth를 사용하는 커넥터로 데이터에 로그인하면 인증 공급자의 로그
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Tableau의 데이터 액세스를 인
증하면 인증 공급자가 Tableau 및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액세스 토큰을
Tableau에 전송합니다. 이 액세스 토큰은 사용자 대신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OAuth 프로세스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OAuth 기반 연결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l

보안: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Tableau Cloud에서 알려지거나 저장되지 않으
며 사용자를 대신하여 Tableau만 액세스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편리성: 데이터 원본 ID와 암호를 여러 곳에 내장할 필요 없이 특정 데이터 공급
자에 대해 제공된 토큰을 해당 데이터 공급자에 접근하는 게시된 모든 통합 문
서와 데이터 원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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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Google BigQuery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연결의 경우 통합 문서
Viewer(뷰어)마다 단일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자격 증명을 공유하는 대
신 사용자를 식별하는 고유한 액세스 토큰을 가질 수 있습니다.

OAuth 프 로 세 스 개 요
다음 단계에서는 OAuth 프로세스를 호출하는 Tableau 환경의 작업 흐름을 설명합니
다.
1. 사용자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Tableau Cloud에 게시된 통합 문서를 엽니다.
2. Tableau는 사용자를 클라우드 데이터 공급자의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데이터 공급자로 전송되는 정보는 Tableau를 요청 사이트로 식별합니다.
3. 사용자가 데이터에 로그인하면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Tableau Cloud 인증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 사용자가 확인되면 데이터 공급자가 액세스 토큰을 다시 Tableau Cloud로 전
송합니다.
5. Tableau Cloud 통합 문서와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용자 작업 흐름에서 OAuth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 만들기 및 데이터 원본에
연결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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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Mobile 또는 Tableau Desktop 같은 승인된 클라이언트 에서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

참고: Tableau Bridge는 커넥터(Snowflake, Google BigQuery, Google Drive,
Salesforce 및 OneDrive) 인증에 OAuth를 지원합니다.

기본 저장된 자격 증명 커넥터
저장된 자격 증명 은 Tableau Cloud가 OAuth 연결의 사용자 토큰을 저장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OAuth 자격 증명을 Tableau Cloud의 사용자
프로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을 저장하면 커넥터에 액세스한 후 게시, 편
집 또는 새로 고침을 수행할 때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모든 커넥터는 Tableau Cloud에서 사용자의 내 계정 설정 페이지에 있는 데
이터 원본의 저장된 자격 증명 아래에 나열됩니다. 사용자는 각 커넥터에 대한 자신
의 저장된 자격 증명을 관리합니다.
데이터 연결을 위한 액세스 토큰

초기 인증 프로세스 후 데이터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결과 함께 액세
스 토큰에 기반한 자격 증명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Tableau Cloud 사
용자가 삭제하거나 데이터 공급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데이터 원본 공급자가 허용하는 액세스 토큰 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
용자가 새 토큰을 만들면 데이터 공급자는 마지막 액세스 이후의 시간을 사용하여
새 토큰용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무효화할 토큰을 결정합니다.
승인된 클라이언트의 인증을 위한 액세스 토큰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는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자격 증명을 제
공한 후 승인된 Tableau 클라이언트에서 직접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합
니다. 이 유형의 인증에서도 OAuth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자격 증명을 안
전하게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사이트 액세스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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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관리되는 키 체인 커넥터
관리되는 키 체인 은 공급자가 Tableau Cloud용으로 OAuth 토근을 생성하고 동일한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가 해당 토큰을 공유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처음
데이터 원본을 게시할 경우 데이터 원본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Tableau Cloud가 데이터 원본 공급자에게 자격 증명을 제출하고, 데이터 원본 공급
자는 Tableau Cloud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용할 OAuth 토큰을 반환합니다. 후속 게
시 작업 시 Tableau Cloud가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 저장한 OAuth 토큰과 사용자 이름
이 사용되므로 OAuth 자격 증명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원본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위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Tableau Cloud에서 이전 토
큰을 새 토큰으로 바꿉니다.
기본 관리되는 키 체인 커넥터의 경우 Tableau Cloud에서 추가적인 OAuth 구성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l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및 Google Sheets(2022년 3월부터 사용되지
않음)

l

Salesforce

사 용 자 지 정 OAuth 구 성
2021.2부터는 사이트 관리자로서 각 OAuth 지원 데이터 공급자(커넥터)에 대해 사용
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여 사이트에 대해 사전 구성된 OAuth 클라이언
트 설정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OAuth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에 안
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
다.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면 기본 구성이 무시되고 사이트에서 생성
된 모든 새 OAuth 자격 증명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용합
니다.
중요: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기 전에 설정된 기존 OAuth 자격 증명
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이트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여 중단 없는 데이터 액세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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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OAuth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및 리디렉션 URL 준비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면 먼저 아래에 나열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한 후 OAuth 지원 커넥터 각각에 대해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
이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l

OAuth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 먼저 OAuth 클라이언트를 데이터
공급자(커넥터)에 등록하여 Tableau Cloud에 대해 생성된 클라이언트 ID 및 클
라이언트 암호를 검색합니다. 지원되는 커넥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l
l
l
l
l

l
l

l

Azure Data Lake Storage Gen2, Azure SQL Database, Azure Synapse
Databricks
Dremio
Dropbox
Google Analytics, Google BigQuery, Google Sheets(2022년 3월부터 사용되지
않음)
Intuit Quickbooks Online
Salesforce, Salesforce CDP

리디렉션 URL: 아래 2단계의 등록 프로세스 중에 올바른 리디렉션 URL을 입
력하도록 Tableau Cloud 사이트의 포드를 확인하십시오. 리디렉션 URL은 다음
형식을 사용합니다.
https://<사용자의 POD>.online.tableau.com/auth/add_oauth_token
예: https://us-west-2b.online.tableau.com/auth/add_oauth_token

참고: PO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Trust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2단계: OAuth 클라이언트 ID 및 클라이언트 암호 등록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이트에 등록하려면 아래 설명된 절차를 따르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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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 관리자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고 설정 페이
지로 이동합니다.
2. OAuth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리에서 OAuth 클라이언트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
다.
3. 위의 1단계의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a. 연결 유형의 경우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구성하려는 커넥터
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값을 선택합니다.
b.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암호 및 리디렉션 URL의 경우 위의 1단계에
서 준비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c. OAuth 클라이언트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등록 프로세스를 완료합니다.

4. (선택 사항) 추가 커넥터에 대해 3단계를 반복합니다.
5. 설정 페이지의 맨 아래 또는 맨 위에 있는 저장 단추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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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저장된 자격 증명의 유효성 검사 및 업데이트

중단 없는 데이터 액세스를 보장하려면 사용자(및 사이트 사용자)가 이전에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삭제한 후 다시 추가하여 기본 OAuth 클라이언트 대신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내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에 대해 저장된 자격 증명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위의 2단계에서 구성한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의 커넥터에 대한
기존의 저장된 자격 증명 옆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2. 같은 커넥터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고 1) 위의 2단계에서 구성한 사용
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고 2) 최신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4단계: 사용자에게 저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도록 알림

위의 2단계에서 구성한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공급자에 대해 저장
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도록 사이트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이트 사용자는
저장된 자격 증명 업데이트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저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CDP에 대 한 OAuth 설 정
2022년 1월부터 Tableau Cloud는 OAuth 표준을 사용하여 Salesforce CDP 데이터에 대
한 연결 및 새로 고침을 지원합니다.
Tableau Cloud의 Salesforce CDP 데이터에 대한 OAuth 연결을 사용하려면 Salesforce
CDP 계정 및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수행해야 하는 몇 가지 필수 구성 단계가 있
습니다.
요구 사항
Salesforce CDP에 OAuth를 사용하려면 Salesforce CDP 관리자와 Tableau Cloud 사이
트 관리자 모두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단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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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CDP에 대한 OAuth 설정은 다음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1. Salesforce CDP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허용하도록 Salesforce CDP API를 구성합니
다(데이터 송신).
2. Tableau Cloud의 OAuth 위임을 처리할 Salesforce 연결된 앱을 만듭니다.
1단계: Salesforce CDP API 구성

Salesforce CDP 관리자가 아래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하여 Salesforce CDP 데이터에
대한 쿼리를 사용하도록 Salesforce CDP API를 구성합니다(데이터 송신). 이 절차에
서는 두 개의 사용자 지정 Salesforce CDP API 범위인 cdpquery 및 cdpprofile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조직의 관리자 사용자 역할을 사용하여 Salesforce CDP에 로그인하고 다음을 수행
합니다.
a. 설정으로 이동하고 OAuth Custom Scopes(OAuth 사용자 지정 범위)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b. cdpquery 및 cdpprofile이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범위 2개를 만듭
니다.
2. Tableau Cloud에 사이트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서 https 프로토콜을 포함하여 Tableau
Cloud URL의 첫 부분(예: https://us-west-2b.online.tableau.com)을 복사합
니다.
b. 다음 권한 부여 URL에서 <tableau_url>을 a단계에서 복사한 Tableau
Cloud의 첫 부분으로 바꿉니다.
https://login.salesforce.com/services/oauth2/authorize?response_type=token&client_
id=3MVG9VeAQy5y3BQVJqaUbFmV5jfrJwz6_K.i8UWdbF3ZMXdS_
59Dz9rxW8QtgNzu3.Otq8eykxq1YJ9yBardP&redirect_
uri=https://<tableau_url>/auth/add_oauth_t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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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https://login.salesforce.com/services/oauth2/authorize?response_type=token&client_
id=3MVG9VeAQy5y3BQVJqaUbFmV5jfrJwz6_K.i8UWdbF3ZMXdS_
59Dz9rxW8QtgNzu3.Otq8eykxq1YJ9yBardP&redirect_
uri=https://us-west-2b.online.tableau.com/auth/add_
oauth_token
c. 권한 부여 URL의 버전을 복사하고 웹 브라우저에 붙여 넣습니다.
d. 메시지가 표시되면 허용을 클릭합니다.

2단계: Salesforce의 연결된 앱 만들기

Salesforce CDP API 범위를 만든 후 Salesforce CDP 관리자가 아래의 절차를 사용하
여 Tableau Cloud으로부터의 OAuth 위임을 처리할 Salesforce의 연결된 앱을 만듭니
다.
참고: 다음 절차에서는 Salesforce Lightning의 프로세스를 문서화합니다. 기존
Salesforc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탐색이 다를 수도 있지만 구성은 동일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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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lesforce CDP 계정에서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Connected Apps OAuth
usage(연결된 앱 OAuth 사용)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2. Salesforce CDP Tableau Prod Connection(Salesforce CDP Tableau 프로덕션 연
결) 옆에 있는 Install(설치) 단추를 클릭합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Install(설치)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4. Salesforce CDP Tableau Prod Connection(Salesforce CDP Tableau 프로덕션 연
결) 옆에 있는 Manage App Policies(앱 정책 관리) 단추를 클릭합니다.

5. OAuth Custom Scopes(OAuth 사용자 지정 범위)로 스크롤하고 Manage OAuth
Custom Scopes(OAuth 사용자 지정 범위 관리)를 클릭합니다.
6. cdpprofile 및 cdpquery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구성되면 Tableau Cloud 사이트의 모든 새 Salesforce CDP 연결에 Salesforce CDP 연
결된 앱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데이터 연결을 위한 저장된 자격 증명 관리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면 자격 증명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고 바
로 데이터 원본에 연결됩니다. 연결용으로 저장된 자격 증명은 OAuth 액세스 토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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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사용자 이름과 암호 같은 기타 자격 증명일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의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저장된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저장된 자격 증명 섹션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자격 증
명을 저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저장된 자격 증명 제거
데이터에 대한 Tableau 액세스 권한을 제거하려면 계정에서 해당 데이터와 연결된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삭제하십시오.
자격 증명을 삭제한 후 데이터에 액세스하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저
장된 자격 증명이 만들어집니다.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공유 자격 증명을 사
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장된 자격 증명이 모든 사용자에 대한 데이
터 연결과 연관되며 사용자 계정 설정 페이지의 저장된 자격 증명 아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고: Tableau Server 사용자이고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삭제할 수 없는 경우 관리
자에게 서버 설정에서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 액세스 토큰을 저장하도록 허용 옵
션을 선택 취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한 연결 테스트
커넥터가 테스트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연결을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하여 계정 설정 페이지를 표시합니
다.

Tableau Software

865

Tableau Cloud 도움말
2. 저장된 자격 증명 섹션에서 테스트할 저장된 연결 옆에 있는 테스트 링크를 클
릭합니다.
이 테스트는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가 해당하는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사용
하여 사용자 계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가 성공했는데 이 관리
되는 연결을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이 연결에 대해 제공한 자격 증명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실수로 개인 Gmail 계정을 사용하여 연결을 만들었지만 다른 계정을 사용
하여 Google Analytics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할 경우 저장된 자격 증명을 삭제하고
적절한 Gmail 계정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다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 업데이트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이트에 구성한 후 기존 Tableau 콘텐츠에서 중
단 없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저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
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을 업데이트하려면 특정 커넥터에 대해 이전에 저장한 자격
증명을 삭제한 다음 다시 추가하면 됩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을 다시 추가하면 새 Tableau 콘텐츠와 기존 Tableau 콘텐츠 모두
사이트 관리자가 구성한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
스합니다.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Auth 연결을 참조
하십시오.
1.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하고 내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에 대해 저장된 자격 증명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커넥터에 대해 저장된 자격 증명 옆에 있는 삭제를 클릭합니다.
2. 같은 커넥터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하고 메시지에 따라 1) 사이트 관리
자가 알려 주는 사용자 지정 OAuth 클라이언트에 연결하고 2) 최신 자격
증명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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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장된 자격 증명 지우기
모든 저장된 자격 증명 지우기를 선택하면 사용자 계정에서 다음 항목이 제거됩니
다.
l

계정에 저장된 연결의 모든 저장된 자격 증명

주의: 이 저장된 자격 증명 중 하나라도 게시된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과
함께 저장된 경우 해당 항목을 삭제하면 해당 위치에서 데이터 원본에 대
한 접근 권한이 제거됩니다. 영향을 받는 저장된 자격 증명이 사용된 모든
위치에서 효과적으로 “잠금을 변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l

게시된 데이터 추출 항목이나 연결된 통합 문서에 접근하는 데 사용된 암호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
버전 2020.4부터 Tableau Cloud에서 흐름을 만들고 상호 작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
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연결하거나, 새 흐름을 만들거나, 기존 흐름을 편집
하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몇 초마다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초안 흐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흐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웹
에서 바로 개별 흐름을 실행하거나 Data Management가 있는 경우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일정에 따라 흐름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웹에서의 Tableau Prep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에 대한 흐름 웹 작성 설정 또는 해제
참고: 이 설정은 Tableau Serv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은 Tableau
Cloud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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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웹 작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
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웹 작성 섹션에서 흐름을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흐름을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웹 작성을 해제하려면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3.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하려면 서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 세션 캐싱이 만료된 후나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 다음번에 로그인할 때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연결된 작업 사용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 버전 2021.3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연결된 작업 옵션을 사용하여 최대 20개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되도록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작업은 연결된 작업 옵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일정에 따
라서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작업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작업 예
약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2022.1부터 연결된 작업은 서버 설정에서 새로운 흐름 예약을 만들 때마다 기
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관리자가 먼저 옵션을 사용하
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사이트가 여러 개인 경우 아래에 설명된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여 개별 사이트에 대
해 연결된 작업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작업이 예약된 후 이 설정이 해제되면 실행 중인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예약
되어 있는 연결된 작업이 숨겨지며 예약된 작업 탭에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결된 작업 사용(버전 2021.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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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흐름에 대해 연결된 작업을 사
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
니다.
2. 연결된 작업 섹션에서 사용자가 연결된 작업을 예약하도록 허용을 선택합니
다. 이렇게 하면 연결된 작업을 실행할 일정을 관리자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연결된 작업을 수동으로 실행하도록 허용
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연결된 흐름 작업을 실행할 수 있
도록 합니다.

흐름 매개 변수 사용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사용자가 예약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흐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작성한 다음 다른 데이터 시나리
오를 수용하도록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파일 이름 및 경로 또는 테이블 이름에 대한 입력 단계에서 또는 사용자 지정 SQL 쿼
리를 사용할 때, 파일 이름 및 경로와 테이블 이름에 대한 출력 단계와 필터 또는 계산
된 값에 대한 모든 단계 유형에서 매개 변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흐름 매개 변수 설정을 서버 수준에서 적용하여 Tableau Server의 모든 사이트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수준에서 설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특정 사이트만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에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
서 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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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흐름 매개 변수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흐름 매개 변수 섹션에서 사용자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흐름을 실행하고
예약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3. 모든 입력을 수락할 수 있는 매개 변수 허용을 선택하여 흐름을 실행하는 모
든 사용자가 런타임 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요: 이 옵션을 설정하면 흐름 사용자가 매개 변수에 값을 입력할 수 있으므
로 사용자가 액세스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미리 정의된 매개 변수 값 목록에서만
선택할 수 있고 모든 값을 수락하는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실행하거나 실
행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서 흐름을 예약하고 추적하도록 하려면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의 추가 구성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Conductor를 참
조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Tableau Prep Conductor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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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bleau Prep Conductor 섹션에서 사용자가 흐름을 예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을 선택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지금 실행 사용
사용자 또는 관리자만 지금 실행 옵션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흐름을 수동으로 실행할 때는 Data Managemen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흐름에 대해 지금 실행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
합니다.
2. 지금 실행 섹션에서 사용자가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작업을 실행
하도록 허용을 선택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이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
합니다.

흐름 구독
성공적인 흐름 실행의 예약된 작업에 대한 흐름 알림을 사용자에게 전송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알림을 사용하려면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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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흐름 구독을 사용하도록 설정
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흐름 구독 섹션에서 사용자가 흐름 출력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보내거
나 받도록 허용을 선택하여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참고: .csv 또는 .xlsx 파일 유형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옵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 사용
버전 2021.2.0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지원됨
사용자가 흐름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 예측 모델을 실행하기 위해 Einstein Discovery
에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하려면 이 옵션을 설정합니다.
Einstein Discovery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웹에서 흐름을 작성할 때 흐름의 데이터에
대해 대량 점수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얻고
비즈니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흐름에 예측을 포함하려면 추가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추가 및 Einstein Discovery 통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 >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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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2.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 섹션에서 사용자가 Einstein Discovery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을 선택하여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자동 저장 설정 또는 해제
기본적으로 이 기능은 몇 초 간격으로 사용자의 흐름 작업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권장되지 않지만 관리자는 Tableau Server REST API 메서드 "사이트 업데이트" 및
flowAutoSaveEnabled 설정을 사용하여 사이트에서 자동 저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REST API 사이트 메서드: 사이트
업데이트(영문)를 참조하십시오. 웹의 자동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 저장 설
정 또는 해제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설정 구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사이트 설정 참조
를 참조하십시오.

웹에서의 Tableau Prep
Windows의 Internet Explorer 11 및 Internet Explorer의 호환성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

다.
버전 2020.4부터 Tableau Prep은 흐름에 대한 웹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제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고 준비
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웹에서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Data Management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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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동일한 Tableau Prep Builder 기능이 웹에서도 지원되지만 흐름을 만들고
작업할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 웹에서 흐름을 만들고 편집하려면 Creator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Data
Management는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일정에 따라 흐름을 실행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구성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참조하십시
오.

설치 및 배포
사용자가 웹에서 흐름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하려면 서버에서 여러 설정을 구성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
용을 참조하십시오.
l

l

l

l

l

웹 작성 :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흐름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지금 실행 : 사용자가 지금 실행 옵션을 사용하여 흐름을 수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 아니면 관리자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제어합니다. 웹에서 수동으로 흐름을 실
행하는 경우 Data Management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사
용하도록 설정하면 흐름을 예약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확장 프로그램 (버전 2021.2.0 이상): 사용자가 Einstein Discovery에
연결하여 흐름의 데이터에 대해 예측 모델을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
어합니다.
자동 저장 :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되는 이 기능은 몇 초마다 사용자의 흐름
작업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샘플 데이터 및 처리 제한

웹에서 흐름으로 작업하는 동안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흐름에 포함할 수 있는 데이
터 양에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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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파일에 연결할 때 최대 파일 크기는 1GB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 샘플링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샘플 데이

l

터 제한은 1백만 행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대 행 수는 관리자가 구

l

성합니다. 사용자는 해당 제한까지 행 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흐름 실행 개수가 사이트 관리자에 의

l

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 용량 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웹에서 흐름을 만들고 편집할 때 탐색 및 특정 기능의 가용성에서 몇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모든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기능
은 제한적이거나 아직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
음 표에는 차이점이 적용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 영역

예외

Tableau Tableau

Tableau

Prep

Cloud

Server

Builder
데이터에 연결

일부 커넥터는 웹에서 지원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
는 커넥터를 보려면 서버에서

연결 패널을 여십시오.
흐름 작성 및 구
성
데이터 샘플 크

Tableau Server 및 Tableau

기 설정

Cloud에서 데이터 샘플 크기
는 관리자가 설정한 제한을 따
릅니다.

입력 단계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파일 및 데이터

Cloud에서 입력 유니온을 편

베이스 테이블

집하거나 만들 수 없습니다.

유니온

Tableau Prep Builder에서만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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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리 및
변형
데이터 그리드

Tableau Prep Builder 및

값 복사

Tableau Server 2022.3과
Tableau Cloud 버전 2022.2(8
월)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집계, 조
인 또는 유니온
R 및 Python 스크

Tableau Cloud에서 흐름을 만

립트를 흐름에

들거나 편집할 때 스크립트 단

사용

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스
크립트 단계는 현재 Tableau
Prep Builder 및 Tableau Server
에서만 지원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흐름 단계 만들
기
웹에서 흐름을

해당 없

자동으로 저장

음

자동 파일 복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Tableau Desktop
에서 흐름 출력
보기
추출을 파일로
만들기
Microsoft Excel 워
크시트로 추출
만들기
사용자 지정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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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에 연결
게시된 데이터
원본 만들기
흐름 출력을 외
부 데이터베이스
에 저장
흐름에 Einstein
Discovery 예측
추가
자동 저장 및 초안 작업

서버에서 흐름을 만들거나 편집할 때 작업이 몇 초마다 자동으로 초안으로 저장되므
로 충돌이 발생하거나 실수로 탭을 닫은 경우에도 작업이 손실되지 않습니다.
초안은 로그인한 서버 및 프로젝트에 저장됩니다. 초안을 다른 서버에 저장하거나
게시할 수 없지만 파일 > 다른 이름으로 게시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해당 서버의 다
른 프로젝트에 흐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초안 콘텐츠는 게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을 게시한 후 되
돌려야 하는 경우 변경 내역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이전에 게시된 버전을 보고 되돌
릴 수 있습니다. 웹에서 흐름을 저장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자동으로
흐름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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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흐름 게시
웹에서 처음부터 흐름을 만들든 기존 흐름을 편집하든 흐름을 실행하려면 먼저 게
시해야 합니다.
l
l

l

로그인한 동일한 서버에만 초안 흐름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파일 메뉴를 사용하고 다른 이름으로 게시 를 선택하여 초안을 다른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의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자격 증명을 내장하여 흐름이 실행될 때 자격 증
명을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고도 흐름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증명 내장

자격 증명 내장은 서버에서 흐름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현재 데이터베
이스에 연결된 흐름을 편집할 때 자격 증명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
내장은 흐름 수준에서만 설정할 수 있으며 서버 또는 사이트 수준에서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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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에서 파일 > 연결 자격 증명 > 게시된 흐름에 내장을 선택합니다.

l

흐름을 게시할 때 자격 증명 내장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새 프로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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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흐름을 처음으로 게시하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게시를 선택하거나 다른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게시한 흐름을 편집하는 경우 표시됩니다.

흐름 게시

흐름을 게시하면 흐름의 현재 버전이 되고 프로젝트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사용
자가 실행하고 볼 수 있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흐름 또는 초안에 대한 흐름 변경 사항
은 흐름을 게시하기 전에는 사용자만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웹에서 자동으로 흐름 저장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을 게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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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단 메뉴에서 파일 > 게시 또는 파일 > 다른 이름으로 게시를 선택합니다.

l

상단 막대에서 게시 단추를 클릭하거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다른 이
름으로 게시를 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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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서버 관리자, 사이트 관리자 Creator 및 Creator는 전체 연결 및 게시 액세스를 허용

l

합니다.
Creator는 웹 작성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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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뷰 만들기, 상호 작용 및
내장
Tableau Cloud에서 뷰를 만들고 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용 Tableau 도움말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웹에서 Tableau 사용
Tableau 사이트 둘러보기
웹에서 뷰 편집
데이터 조인
대시보드 만들기
스토리 만들기
웹 페이지에 뷰 및 대시보드 내장
통합 문서를 버전 간에서 호환되게 만들기

알림 및 구독
구독 문제 해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

웹 작 성 및 Tableau Desktop 기 능 비 교
이 항목에서는 Tableau Desktop에는 익숙하지만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웹
작성 환경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해 Tableau Desktop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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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웹 기능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두 환경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참고: 이 항목에서는 핵심적인 작성 기능을 요약하여 설명하며 데스크톱 환경
과 웹 환경의 모든 차이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버전별로 나열된 기능
각 릴리스에 추가된 최신 웹 편집 기능의 목록을 보려면 Tableau의 새로운 기능 및
Tableau Online의 새로운 기능에서 웹 작성 섹션을 참조하거나 Release Navigator 비
주얼리제이션을 확인하여 릴리스별 변경 내용을 필터링하고 비교하십시오.

웹 작성의 일반적인 차이점
l

작성 기능은 라이선스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라이선스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개요는 Tableau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참조
하십시오.

l

뷰의 필드에 있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클릭 메뉴 작업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작업 공간의 모든 메뉴 동작에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

웹 작성과 Tableau Desktop에 대한 바로 가기 키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웹 작성
바로 가기 키 목록은 웹 작성에 대한 바로 가기 키를 참조하십시오.

웹 작성 기능
웹 환경에서 데이터에 연결하고 해당 데이터 원본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거나
Tableau Desktop을 통해 게시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작성되거나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할 웹 작성 기능을 사이트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plorer는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서 새 통합 문서를 만들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고, 뷰, 대시보드 및 스토리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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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reator는 동일한 기능을 갖지만 새 통합 문서를 만들고,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하
고, 데이터에 질문(Tableau Cloud에서) 및 대시보드 스타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빠르
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l

Creator: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거나, 파일(텍스트, Excel 및 Tableau 통합 문서)
을 업로드하거나, 특정 데이터 원본에 대한 미리 작성된 대시보드 스타터 템플
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
하십시오.

l

Creator: 웹에서 데이터 원본 페이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reator: 웹에서 데이터 준비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웹에서 데이터를 작성할 때 데이터 원본 페이
지에 표시할 수 있는 행 수에는 브라우저에 따라
결정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l Internet Explorer: 10,000개 행
l 기타 브라우저: 100,000개 행
브라우저와 관계없이 웹상의 데이터 원본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는 레코드의 총 수(행 x 열)는 3백만
개입니다.

l

일부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때 초기 SQL 실행

l

데이터를 연관시켜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 결합

l

동일한 데이터 원본의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인하거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중 연결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여 데이터 조인

l

조인 계산 추가

l

데이터 통합(Union)

l

데이터 피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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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그리드의 값 복사(Ctrl+C 또는 Mac의 경우 Command-C)

l

데이터 원본 편집

l

데이터 해석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정리

l

사용자 지정 SQL 쿼리 만들기

Explorer: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게시된 통합 문서에 내장됨)을 별도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l

뷰의 측정값 집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측정값의 기
본 집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스키마의 필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

필드를 복제하거나, 숨기거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l

필드의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측정값을 차원으로 그리고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l

불연속형 필드를 연속형 필드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측정값 및 날짜 차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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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드에 대한 새 지리적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l

차원 멤버에 대한 별칭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그룹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집합 만들기 및 편집(조건부 집합은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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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매개 변수를 만들고, 편집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숫자 및 날짜 서식 지
정과 매개 변수의 설명 추가는 웹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분석
l

통합 문서에서 시트(뷰, 대시보드 및 스토리)를 만들고, 편집하고, 이름을 바꾸
고, 복제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l

데이터에 질문 (Ask Data) 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스키마 검색을 사용하여 데이터 패널의 필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l

필드를 뷰, 행, 열 및 마크 카드의 다양한 마크 유형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l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데이터 패널에서 관심 필드
를 선택하고 뷰 영역으로 끌어와 자동으로 "표현 방식"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도구 설명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l

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은 웹 뷰에서 작동하지만 Tableau Desktop에서 구성
해야 합니다. 스토리 또는 대시보드에 사용된 워크시트를 숨기는 것과 같은 방
식으로 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 워크시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l

동작은 웹 뷰에서 작동하지만 Tableau Desktop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l

계산된 필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연속형 측정값에서 구간차원을 만들고 구간차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테이블 계산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으며 퀵 테이블 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집합을 만들고 집합 컨트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에서는 큐브 데이터
원본의 집합을 만들 수 없습니다.

l

분석 패널을 사용하여 참조선, 추세선 및 기타 개체를 뷰로 끌어올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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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조선, 추세선 및 구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축에 참조 분포를 만
들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추가와 예측 추가 및 수정은 웹에서 지원
되지 않습니다.
l

뷰에서 마크를 선택하고 선택한 마크의 도구 설명에서 멤버 그룹화(클립 모
양)를 클릭하여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에서 기존 그룹을 편집
할 수도 있습니다.

l

데이터 패널에서 한 차원을 다른 차원에 끌어다 놓아 계층을 만들 수 있습니
다. 참고: 필드가 폴더 내에서 이미 그룹화되어 있는 경우 계층을 만들 수 없습
니다.

l

이동 및 Zoom 사용 여부 설정이나 맵 검색, 뷰 툴바 또는 맵 배율 표시를 비롯
한 맵과 상호 작용하는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맵에 단위를 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l

뷰에서 연속형 계층을 드릴업 및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계층이 있는
뷰에서 연속형 축의 머리글 근처를 마우스오버하여 + 및 - 컨트롤을 표시합니
다. 클릭하여 드릴다운하거나 드릴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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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레이블, 총계 및 소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l

마크 레이블을 표시하고 숨기고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제목 및 캡션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l

필터 및 하이라이터 관련 카드를 표시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l

뷰의 머리글을 표시하고 숨기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X축과 Y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뷰의 축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뷰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뷰 또는 대시보드에 대한 뷰 툴바를 표시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l

크로스탭 뷰로 시트를 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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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및 정렬
l

데이터 하이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필터를 추가, 편집 및 제거하고 필터 컨트롤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데이
터를 작성할 때 필터링할 수 있는 결과 수에 제한
이 있습니다. 서버에서 큰 도메인을 로드할 때 한
사용자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처음 100개의 결과만 반환됩니다.

l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l

여러 시트에 필터 적용

l

컨텍스트 필터(필터 선반의 컨텍스트에 추가 옵션) 및 종속 필터(뷰에 표시된
필터 컨트롤의 관련된 값만 옵션)를 만들 수 있습니다.

l

뷰의 총계에 테이블 계산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l

숨겨진 필드를 표시하고 뷰에서 필드를 제외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l

뷰의 필드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행 또는 열 선반
에서 차원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정렬 대화 상자에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각 패널의 컨텍스트 내에 차원 값의 중첩된 정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헤더를 끌어 놓아 뷰 안에서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식 지정
l

행 머리글의 너비와 열 머리글의 높이를 조정합니다.

l

라인 서식을 포함하여 통합 문서 서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워크시트 및 대시보드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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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뷰에서 축 두 번 클릭). 사용 가능한 다른 옵션: 이중
축 동기화, 축 범위 지우기(재설정) 및 눈금선 설정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필드의 상황에 맞는 메뉴(행 또는 열 선반에서 측정값 필드를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에서 이중 축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 배율은 양
수 또는 대칭(0 및 음수 값 포함)일 수 있습니다.

l

숫자 형식(소수 자릿수, 비율, 1,000 단위 구분 기호, 단위 및 통화)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요소, 마크 및 영역 주석을 만들고, 편집하고, 이동하고,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
다.

l

가로 및 세로 레이아웃 컨테이너, 텍스트, 이미지, 탐색 단추, 웹 페이지 링크
및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개체를 대시보드에 추가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투명한 워크시트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배경색을 없음으로 설정). 투명한
워크시트와 투명한 필터, 하이라이터 및 매개 변수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l

색상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주형 필드의 경우 특정 색상 및 사용자 지정
색상(16진수 코드 사용)을 데이터 항목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필드의
경우 시작 색상과 끝 색상에 대해 사용자 지정 색상(16진수 코드 사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l

장치 관련 대시보드 레이아웃을 만들기, 다시 정렬 및 미리 보기

l

대시보드 항목의 정확한 크기, 위치 및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

대시보드의 항목 주위에 여백, 테두리 및 배경색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맵 뷰에서 배경 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측정값별 범례. 뷰에서 측정값에 대한 별도의 색상 범례를 만드는 경우 새로운
각 색상 범례에 기본 색상표가 할당됩니다. 각 측정값에 대한 색상 범례를 변
경하려면 색상 범례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색상 편집 대화 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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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 사용하려는 색상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측정값별 범례를 참조
하십시오.

관련 항목
Tableau 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사이트의 웹 작성 액세스 설정
웹 작성 시작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
Creator: 웹에서 데이터 준비
웹에서 뷰 작성
웹 편집, 저장 및 다운로드 권한 허용

사이트의 웹 작성 액세스 설정 및 기능
Tableau Server 관리자는 사이트 수준에서 사용자가 웹 환경에서 게시된 뷰를 편집하
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지정하고 다른 웹 작성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웹 작성 기능은 모든 사이트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웹 편집 기능
이 있는 사용자는 서버에서 직접 통합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게시된 통합 문서를 보고 상호 작용할 수 있지만 코어 정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려
면 웹 작성을 해제합니다.
아래의 단계는 전체 사이트에 대한 웹 작성 및 기타 관련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
명합니다. 프로젝트, 그룹 및 사용 권한을 사용하면 웹 편집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를 보다 세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에 웹 편집, 저장 및 다
운로드 액세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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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흐름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사이트에 대한 웹 작성 설정 또는 해제
참고: 이 설정은 Tableau Server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은 Tableau
Cloud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되고 해제할 수 없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웹 작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
정하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을 클릭합니다.
2. 웹 작성 섹션에서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
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웹 작성을 해제하려면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3. 사이트가 이미 프로덕션 환경에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하려면 서버
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버 세션 캐싱이 만료된 후나 사용자가 로그아웃한 후
다음번에 로그인할 때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
l

웹 작성을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적절한 통합 문서 또는 뷰에서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 규칙이 웹 편집 기능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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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세션 캐시가 만료되거나 사
용자가 로그아웃할 때까지 작성 액세스 권한이 사용자에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웹 작성이 허용된 사이트 확인
웹 작성을 허용하는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맨 위에 있는 사이트 선택 메뉴에서 모든
사이트 관리를 선택한 다음 사이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 옵션 구성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는 Tableau가 Hyper를 사
용하는 대신 연결된 라이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조인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더 빠르지만 Tableau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조인
을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연결된 파일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의 임
시 테이블로 일시적으로 이동됩니다. 이 과정에서 Tableau 외부로 데이터가 이동되
므로 관리자는 웹 작성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 이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에서 서버에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웹 작성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하
려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다.

2.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 설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Tableau 또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사용 - Tableau가 라이브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여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수행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사용자
가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l

Tableau만 사용 - Hyper만 사용하여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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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사용자를 제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Tableau만 사용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원되는 데이터 원본 및 지원되
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때 Tableau가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수
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옵션이 캔버스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차 데이터베이스 조인을 위한 성능 향상을 참
조하십시오.

개인 공간에서 개인 콘텐츠 만들기 및 편집
개인 공간은 모든 Explorer 및 Creator가 Tableau 사이트에서 작업할 때 작업을 저장
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개인 위치입니다. 개인 공간에 저장된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
와 공유할 수 없지만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면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
습니다. 개인 공간 안에서 새 통합 문서를 만들거나 통합 문서를 개별 복사본으로 개
인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기존 콘텐츠를 개인 공간으로 이동하여 편집
한 다음 나중에 프로젝트로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plorer는 통합 문서에 포함
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인 공간에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의 개인 정보 보호
개인 공간에 저장된 콘텐츠는 해당 공간의 사용자와 사이트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
다. 사이트 관리자는 모든 사용자의 개인 공간에 직접 액세스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개인 공간에 있는 콘텐츠를 편집할 수 없지만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를 보고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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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는 관리자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며 Explore 페이
지에 통합 문서 위치로 나타납니다. 또한 개인 공간에 있는 통합 문서는 비공개이므
로 사용 권한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au Catalog 및 개 인 공 간
2019.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를 통해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작업 환경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개인 공간에 저장하는 통
합 문서에 대한 정보가 Catalog를 통해 인덱싱됩니다. 이러한 통합 문서는 계보 수에
포함되지만 사용자만 통합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보 도구를 검색하는 사용
자에게는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에 대한 정보 대신 사용 권한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협업 도구
통합 문서가 개인 공간에 있는 경우 공유, 메트릭, 댓글, 알림 및 구독과 같은 일부 기
능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기존 알림 및 구독은 계속해서 실행되지만
다른 사용자에 대한 알림 및 구독은 콘텐츠가 이제 비공개이므로 실패합니다. 개인
공간에서는 메트릭을 만들 수 없지만 연결된 통합 문서를 거기로 이동하면 계속 작
동합니다.
통합 문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거나 저장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
어 댓글이 포함되어 있는 통합 문서를 개인 공간으로 이동하면 기존 댓글이 숨겨집
니다. 통합 문서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댓글이 복원됩니다.

개인 공간의 추출 새로 고침
리소스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 추출 새로 고침은 예약된 경우 계속해서 실행되
지만 통합 문서가 개인 공간에 있는 동안에는 새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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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간의 콘텐츠 찾기
왼쪽 탐색 메뉴에서 개인 공간에 액세스하여 모든 개인 공간 콘텐츠를 보거나 새 통
합 문서를 만들 수 있으며 사이트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개인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합 문서를 선택한 경우 탐색 페이지에서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도 볼 수 있으
며 개인 공간 콘텐츠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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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간에 통합 문서 저장
개인 공간은 개인 프로젝트와 아주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기존 또는 새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를 Tableau Desktop
에서 개인 공간에 직접 게시할 수는 없습니다.
통합 문서를 개인 공간에 저장하려면: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위치에서 개인 공간을 선택합니다.

참고: Explorer는 개인 공간에 통합 문서를 저장만 할 수 있으며 위치 선택 대화 상
자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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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간으로 통합 문서 이동
통합 문서 소유자이고 개인 공간에 공간이 있는 경우 기존 통합 문서를 개인 공간으
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 저장소 제한은 관리자에 의해 설정됩니다.
통합 문서를 개인 공간으로 이동하려면:
l
l
l

통합 문서를 선택한 다음 동작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동 을 선택합니다.
위치에서 개인 공간 을 선택합니다.

참고: Explorer는 개인 공간에 통합 문서를 저장만 할 수 있으며 이동 동작 또는
위치 선택 대화 상자를 볼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콘텐츠 관리 도움말 항목에서 동작 수행을 참조하십시오.
기존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개인 공간으로 이동하면 공유, 알림 및 구독과
같은 도구가 숨겨집니다. 기존 추출 새로 고침은 예약된 경우 계속해서 작동하지만
개인 공간 안에서 새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구독 및 알림도 계속되지만 개인 공간에서 편집할 수 없고 다른 사용자가 수신
자인 경우 실패합니다. 기존의 연결된 메트릭은 계속해서 새로 고쳐지지만 연결된
뷰는 다른 사용자에게 표시되지 않습니다.

개인 공간의 통합 문서 이동
개인 공간 밖으로 통합 문서를 이동하면 공유, 알림 및 구독과 같은 협업 도구가 표
시되고 기존 댓글이 다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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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만 들 기 (영 어 전 용 )
Tableau 대시보드의 요약 정보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사실
을 아실 겁니다. 공유할 인사이트를 선택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데이터가 업데이
트될 때마다 요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Tableau 데이터 스토리는 대시보드 내에
서 서술형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관련 인사이트를 보여줍
니다. 대시보드에서 비주얼리제이션을 탐색할 때 데이터 스토리로 작성된 스토리가
조정되므로 데이터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고 주요 인사이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
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Tableau의 위치에서 빠르게 데이터 스토리 개체를 대시보드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에 사용되는 용어와 메트릭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므
로 해당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데이터 스토리에 반영됩니다.
현재 Tableau Desktop 및 Tableau Cloud 둘 모두에서 영어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든 후에는 Tableau Mobile에서 데이터 스토리를 볼 수
도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의 데이터 처리 방법 이해
데이터 스토리를 작성할 때 Tableau는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서비스를 사용합니
다.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하면 연결된 워크시트 데이터가 클라우
드 보안에 명시된 보안 표준에 따라 Tableau Cloud로 전송됩니다. 데이터 스토리는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경험, Tableau Desktop과 웹 기반 대시보드 보기에서 작성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데이터 스토리 관리
Tableau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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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탭에서 데이터 스토리의 가용성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4. 데이터 스토리를 설정 할지, 아니면 해제 할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데이터 스토리가 해제된 경우 이 기능을 다시 설정하면 대시보드에 이미
있던 데이터 스토리가 복원됩니다.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대시보드를 만든 후에는 데이터 스토리 개체를 대시보드에 추가하여 비주얼리제이
션에 대한 인사이트를 자연어로 작성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Tableau 데이
터 스토리를 영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 때는 데이터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려 하면 45초 후에 스토리 생성
시간이 초과됩니다. 데이터 요소가 1,000개 이하인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데이터 스
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Tableau 데이터 스토리는 팝업 창에 열리므로 팝업을 허용해야 합니다. 전
체 화면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스토리를 새 탭에서 열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 개체를 Tableau 대시보드로 끌어다 놓습니다. 아직 시트를 추가하
지 않은 경우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사용할 시트를 대시보드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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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스토리를 구성하려면 먼저 작성 대상인 워크시트를
선택합니다. 다음 을 클릭하면 Tableau가 연결된 모든 통합 문서 데이터를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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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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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토리에 포함할 차원 및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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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스토리 유형을 선택합니다.

불연속형 은 가로 막대형 및 세로 막대형 차트와 같이 이름, 날짜 등의 정성적 값에
가장 적합합니다.
연속형 은 라인 차트와 같이 시간에 따른 정량적 값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체 백분율 은 파이 차트와 같이 전체 비율에 가장 적합합니다.
분산형 차트 는 산점도 차트와 같이 숫자 값 간의 관계에 가장 적합합니다.
5. 완료 를 클릭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다른 섹션을 클릭하여 데이터 스토리를 필터링하려면 비주얼
리제이션에서 메뉴를 열고 필터로 사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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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가 생성된 후 데이터 스토리 개체 맨 위에 있는 설정을 클릭하면 스토리를 개
인화하고 상황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안내 환경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대한 설정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데이터 스토리의 숫자가 비주얼리제이션의 숫자와 다른 경우처럼
데이터 스토리에 차이가 있는 경우, 비주얼리제이션이 설정된 방식 때문일 수 있
습니다. 다른 시트에 대한 새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든 다음 숨겨진 시트 사용 방
식으로 새 데이터 스토리를 추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적합한 스토리 유형 선택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할 때는 데이터에 적합한 스토리 유형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대별 추세에 대한 스토리를 작성할지 비교하는 두 값
에 대한 스토리를 작성할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적합한 스토리를 만
드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각 스토리 유형에 대한 예제
를 제공합니다.

연속형
연속형 스토리는 시간대별 추세 또는 진행률을 분석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연속형 스토리를 만들면 실적, 세그먼트, 변동성 및 추세선에 대한 콘텐츠가 포함됩
니다. 또한 둘 이상의 차원을 사용하는 기여도 분석 및 상관 관계도 스토리에 포함됩
니다. 연속형 스토리를 사용하려면 워크시트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l

1~10개의 측정값이 포함된 차원 1개
차원 2개와 측정값 최대 3개

다음 예제는 차원이 1개이고 측정값이 여러 개인 라인 차트에 대한 연속형 스토리입
니다.

Tableau Software

903

Tableau Cloud 도움말

불연속형
불연속형 스토리는 값을 비교하고 각 값의 데이터 분포를 이해하는 데 적합합니다.
불연속형 스토리를 만들면 데이터의 분포 및 그룹화 또는 클러스터에 대한 콘텐츠
가 스토리에 포함됩니다. 여러 차원을 사용하는 워크시트에 대한 기여도 분석도 스
토리에 포함됩니다.
다음의 경우 불연속형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l
l
l
l
l

매출 보고서에서 KPI(핵심 성과 지표)의 동인을 이해합니다.
데이터 복구 중에 이상값을 빠르게 식별하고 파악합니다.
감사를 수행할 때 시각적으로 쉽게 관측되지 않는 추세를 식별합니다.
지리적 분석을 위한 복잡한 사용률 인사이트를 즉시 발견합니다.
주요 관계(예: 매출과 수익의 관계)를 식별하고 불러옵니다.

불연속형 스토리를 사용하려면 워크시트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l

1~10개의 측정값이 포함된 차원 1개
차원 2개와 측정값 최대 3개

다음 예제는 차원이 1개이고 측정값이 2개인 막대 차트에 대한 불연속형 스토리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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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비 비율
전체 대비 비율 스토리는 파이 차트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체 백분율 스토리를 사용
하려면 워크시트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l

차원 1개
측정값 1개

다음 예제는 차원 1개와 측정값 1개가 포함된 파이 차트를 사용하는 전체 대비 비율
스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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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차트
분산형 차트 스토리는 두 측정값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합니다. 분산형 스토
리를 만들면 두 측정값의 관계(회귀)에 대한 콘텐츠가 스토리에 포함됩니다. 또한
데이터 내에 그룹(클러스터)이 있는 경우 해당 그룹에 대한 콘텐츠도 스토리에 포함
됩니다.
다음의 경우 분산형 차트 스토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l
l
l

두 측정값의 관계를 불러와서 영향을 식별합니다(회귀 분석).
정의된 임계값을 초과하거나 밑도는 이상값을 식별하고 파악합니다.
데이터의 분포 방식을 분석합니다.

분산형 차트 스토리를 사용하려면 워크시트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l

차원 1개
측정값 2개 또는 3개

참고: 분산형 스토리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선택한 측정값은 독립 변수로 처리되
고 두 번째 측정값은 종속 변수로 처리됩니다.

다음 예제는 차원이 1개이고 측정값이 2개인 분산형 차트를 사용하는 분산형 차트
스토리입니다.

90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대한 설정 구성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한 후에는 요구 사항에 맞춰진 Tableau 데이
터 스토리를 구성 및 편집하고 데이터에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고 작성할 분석을 지
정하고 Tableau 데이터 스토리가 표시되는 방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분 석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안에서 기록할 분석과 분석을 기록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스토리 유형과 스토리의 차원 및 측정값 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산형 차트 스토리 유형에는 분석이 지원되지 않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적합한 스토리 유형 선택을 참조하십시
오.
스토리에 대한 분석 구성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분석 탭을 클릭합니다.
4. 스위치를 클릭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석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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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그먼트 와 추세선 에서 설정 을 확장하여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6. 저장 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분석 이해
상관 관계

상관 관계를 사용하면 두 계열 간의 실제 통계적 상관 관계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계열이 3개 이상인 경우 모든 조합의 상관 관계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두 제품이
함께 구매되는 시기를 식별하려는 경우 상관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을 사용하면 단일의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데이터 요소의 고유 그룹(클
러스터)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제품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
는 시기를 식별하려는 경우 클러스터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포

분포를 사용하면 평균, 중앙값, 왜도 등의 비통계적 관측을 사용하여 데이터 요소의
상대적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품을 식별하려
는 경우 분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

세그먼트를 사용하면 계열 내의 데이터 요소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하이라이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그먼트에서 기록하려는 변경의 최소 비율을 설정합니다. 정의
된 임계값 미만의 변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변경의 세그먼트 임계값을
6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시계열에서 30% 하락한 저점은 스토리에 기록되지 않습
니다.
임계값을 설정한 후에는 서식 지정 적용 여부를 선택하고 서식을 지정할 변경의 최
소 비율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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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

추세선을 사용하면 선형 최적선을 계산하고 정의된 신뢰도 비율 안에 포함되는 데이
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데이터는 보다 일관된 데이터보다 신뢰도
수준이 낮으며 신뢰도 수준은 추세선의 기록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세선을 차
원 1개와 측정값 1개가 있는 스토리에 사용하거나 드릴다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드릴다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설정 구성: 서술을 참조하
십시오.
추세선에 대한 신뢰도의 최소 비율을 설정합니다. 임계값을 95%에서 설정한 경우 추
세선이 90% 신뢰도를 그리면 스토리에 추세선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임계값을 설정
한 후 서식 지정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서식을 지정할 변경의 최소 비율
을 설정합니다.
추세선에 대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는 기간별 절대 변경을 전달합니다. 추세선에
대해 기록된 스토리는 스토리에 설정된 세부 정보 표시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스토
리에 높은 세부 정보 표시 수준이 사용되는 경우 추세선에 대한 데이터의 적합도를
수량화하는 통계 개념인 R-제곱 값이 스토리에 기록됩니다. 세부 정보 표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설정 구성: 서술을 참조하십시오.
추세선 설정에서 스토리에 예측을 기록할 향후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측
을 사용하면 스토리의 추세선에 향후 기간에 대한 예측 값을 계산하는 기울기와 절
편이 사용됩니다. 예측의 신뢰도는 추세선에 설정된 신뢰도 임계값에 상한 및 하한
을 추가합니다. 예측은 스토리에 선형 데이터 요소가 30개 이상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변동성을 사용하면 시간대별 표준 편차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평균 범위를 벗어나는 값에 대한 스토리를 쓰려면 변동성을 사용합니다.
분석을 사용하여 스토리를 생성하는 방법

이제 다양한 스토리 유형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각 스
토리 유형의 예제를 살펴보고 스토리의 각 문장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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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형 스토리에 대한 분석 이해

연속형 스토리는 시간대별 추세를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리는 성능, 진행률,
평균, 합계, 연속성, 변동성, 세그먼트 및 예측을 기록합니다.
연속성 스토리에 대한 다음 예제는 월별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예제 스토리
l

l

스토리 분류

Average Sales(평균 매출)는 48개월

처음 두 문장은 평균과 범위 함수를 사용하

전체에서 $47,858였습니다.

여 분석 기간의 평균, 최대값 및 최소값에

최소값은 $4,520(2014년 2월)였고

대해 기록합니다.

최대값은 $118,448(2017년 11월)였
습니다.
l

계열에서 Sales(매출)는 489% 증가

세 번째 문장은 기간별 측정값의 전체 실적

했지만 마지막 달에 감소하면서 하

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중

향 추세로 끝났습니다.

에 매출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다른 추
세를 보였는지를 기록하는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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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은

네 번째 문장은 진행률 분석을 사용합니

2014년 3월(+1,132%)에 발생했습

다. 이 문장은 기간 중의 측정값을 기준으

니다. 그러나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로 백분율 기준과 절대값 기준을 모두 사용

큰 상승은 2014년 9월(+$53,868)에

하여 최대 상승 및 감소에 대해 기록합니

발생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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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3개 계열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
는 Corporate(회사)와 Home Office
(재택 근무 사무실) 간의 관계였는데
보통의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임
으로써 하나(Corporate)가 상승하면
다른 하나(Home Office)도 일반적으
로 상승하거나 그 반대의 관계에 있
음을 시사합니다.

이 문장은 상관 관계 인사이트입니다. 이

Sales(매출)에는 약 12개월의 주기

이 문장은 세그먼트 인사이트입니다. 이

를 반복할 때마다 순환성이 발생했

유형의 분석 인사이트는 시간대별로 주목

습니다. 또한 약 3개월마다 반복된

할 만한 증가 및 감소에 대해 기록합니다.

유형의 분석 인사이트는 데이터의 여러 계
열 간의 주목할 만한 상관 관계에 대해 기
록합니다.

더 짧은 주기의 패턴도 보였습니다.
l

Sales(매출)는 2014년 11월에

$78,629로 상승하면서 2014년 10
월($31,453)과 2015년 2월
($11,951) 사이에 큰 폭의 양의 피
크를 보였습니다 .
l

계열의 전체 선형 추세는 월별

이 문장은 추세선 인사이트입니다. 이 유

$902에서 상승 했고 계열 중의 절대

형의 인사이트는 특정 비율의 신뢰도에 따

변경은 $42,394였습니다. 다음 한

른 추세와 데이터의 적합성에 대해 기록하

달간 이 추세가 계속되면 매출은 약

며 추세선을 사용하면 기록 추세를 기준으

$69,958가 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로 예측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형 스토리에 대한 분석 이해

불연속형 스토리를 사용하면 값을 비교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연속형 스토리는 데이터 전체의 분포, 평균, 합계 및 그룹화 또는 클러스터
에 대해 기록합니다.
불연속형 스토리에 대한 다음 예제는 제품별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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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스토리
l

l

스토리 분류

Total Sales(총 매출)는 17개 제품 전

첫 번째 문장은 측정값의 전체 값을 계산

체에서 $230만 입니다.

합니다.

$230만 의 Sales(매출)는 다음에서

두 번째 문장은 차원 동인에 대해 기록합

비롯되었습니다. Phones(전화)

니다. 이 예제에서 차원 동인은 총 매출에

$330,007, Chairs(의자) $328,449,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Storage(보관함) $223,844.
l

l

l

평균인 $135,129가 중앙값인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장은 데이터의 분포

$114,880보다 크기 때문에 분포는
양적으로 왜곡되었습니다.

를 분석합니다. 이 문장은 평균, 중앙값, 데

17개 제품 중 8개 (47%)가 총 매출의

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그룹화된 변수의

78%를 나타내므로 매출은 비교적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호 균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위 2개 제품은 전체 매출의 1/4 이

이 문장은 클러스터링 을 사용하여 그룹화

상(29%)을 차지합니다.

할 수 있는 측정값에 대해 기록합니다. 따

이터 집중도(있는 경우) 및 데이터의 왜도

라서 데이터에서 두드러지는 고유 그룹이
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
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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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es(전화) ($330,007)는 17개 제 마지막 문장은 주목할 만한 이상값에 대해
기록합니다.
품 평균보다 2배 넘게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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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차트 스토리에 대한 분석 이해

분산형 차트 스토리 유형은 측정값 2개의 관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분산형 차트 스토리에는 2~3개의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분산형 차트 분석은 측정값
2개의 관계(회귀)에 대해 기록하며 데이터 내에 그룹(클러스터)이 있는 경우 해당 그
룹에 대해 기록합니다.
분산형 차트 스토리의 다음 예제는 차원 전체의 수익 및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예제 스토리
l

l

스토리 분류

제공된 데이터에 따르면 수량이 증

처음 2개 문장은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합

가하면 수익이 증가했고 매출이 증

니다. 회귀는 한 측정값이 다른 측정값에

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량이 1 증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첫 문장에서 이

가하면 매출이 $49.55 증가했고 수

스토리는 수익과 매출 간의 관계를 식별했

익이 $1.00 증가하면 매출이 $1.20

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이 일반적인 관계에서 벗어난 고객
은 소수이므로 양호한 적합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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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냅니다.
l

유사한 수익, 수량 및 매출 값의 그룹

세 번째 문장은 클러스터링에서 도출되었

으로 구성하면 한 그룹이 눈에 띕니

습니다. 클러스터링 분석은 데이터의 모든

다. 수익 값이 -$6,626 ~ $1,488이고,

변수에서 핵심 그룹 또는 클러스터를 식별

수량이 2 ~ 122이며 매출이 $4.83 ~

하려고 합니다.

$5,690인 고객은 651명입니다.
l

l

Tamara Chand, Raymond Buch 및

네 번째 문장은 평균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Sanjit Chand는 수익 및 매출 값이 특
히 높은 이상값입니다. Sean Miller는
수익이 낮고 매출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값에 대해 기록합니다.

수익의 최소값은 -$6,626(Cindy

분산형 차트 스토리의 나머지 문장은 범위

Stewart)이고 최대값은 $8,981

와 평균 분석을 사용하여 인사이트를 기록

(Tamara Chand)입니다. 차이는

합니다.

$15,608입니다. 고객별 평균 수익은
l

$361이고 중앙값은 $228입니다.
수량의 최소값은 2(Anthony
O'Donnell)이고 최대값은 150
(Jonathan Doherty)입니다. 차이는

148입니다. 고객별 평균 수량은
l

47.76이고 중앙값은 44입니다.
매출 분포의 범위는 $4.83(Thais
Sissman)에서 $25,043(Sean Miller)
입니다. 차이는 $25,038입니다. 고객
별 평균 매출은 $2,897이고 중앙값
은 $2,256입니다.

전체 대비 비율 스토리에 대한 분석 이해

전체 대비 비율 스토리 유형은 차원 또는 측정값이 전체에서 나타내는 부분을 이해
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전체 대비 비율 스토리에 대한 다음 예제는 세그먼트별 매출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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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스토리
l

l

스토리 분류

Total SUM(Sales(매출))은 3개 엔터 첫 번째 문장은 측정값의 전체 값을 계산합
니다.
티 전체에서 230만입니다.
230만의 SUM(Sales(매출))은

두 번째 문장은 동인에 대해 기록합니다.

Consumer(소비자) 120만,

이 예제에서 동인은 총 매출에 대한 기여도

Corporate(회사) 706,146 및 Home

가 가장 높은 세그먼트입니다.

Office(재택 근무 사무실) 429,653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l

최소값은 429,653 (Home Office)이

마지막 문장은 데이터의 분포를 분석합니

고 최대값은 120만(Consumer)이며

다.

차이는 731,748로 평균 765,734입니
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특 성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안에서 특성 설정을 구성하여 데이터에 컨텍스트를 지정하면
더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에서 매출 컨
텍스트에는 높은 숫자가 좋은 것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불만의 컨텍
스트에서는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것입니다.
차원 및 측정값 특성 사용

스토리와 숫자 서식은 측정값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모든 측정값
을 숫자로 기록하며 추가 계산을 수행하거나 특수 렌더링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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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특성 탭을 클릭합니다.
4. 숫자 유형, 소수 자릿수 및 음수 값과 같은 서식을 구성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측정값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서식 지정

숫자 값은 스토리에 백분율 변화로 기록되지만 값 서식을 백분율로 지정하면 백분
율 포인트 차이가 스토리에 기록됩니다. 특성 탭에서 숫자 서식을 백분율로 지정하
면 데이터 스토리가 숫자 값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만들고 스토리에 표시합니
다.
값 서식을 통화로 지정하는 경우 원하는 통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값(1백
만을 초과하는 숫자)의 서식 지정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0,000.00 대신 $130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와 통화 모두에 대해 큰 값과 음수 값을 기록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수 값을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음수 값이 괄호 안의 구문에 대해 기
록된 것이면 괄호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숫자 서식을 선택하는 경우 스토리에서 10 이하의 숫자를 숫자 대신 풀어서 쓸지 여
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 자릿수의 경우 기본 옵션은 동적입니다. 즉, 숫자의 크기에 따라 다른 소수 자
릿수로 반올림됩니다. 백분율 값이 10보다 작은 경우 숫자의 소수 자릿수는 2개입니
다. 백분율 값이 10보다 큰 경우 숫자는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됩니다. 사용하려는 소
수 자릿수의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값은 스토리 전체에서 일관되게 사
용됩니다.
콘텐츠

큰 값에 의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의 큰 값은 좋은 것이지만 손실
에서 큰 값은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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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계 또는 평균으로 값을 집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집계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율 측
정값의 경우 평균을 선택한 다음 해당 비율 측정값의 구성 요소 측정값을 선택하여
비율을 정의합니다. 비율의 구성 요소인 측정값은 합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누적 측정값(연속형 스토리에만 사용 가능)의 경우 합계를 선택한 다음 측정값이 이
미 누적값임을 지정합니다. 연속형 스토리에는 계열 전체에 있는 측정값의 총계가
기록됩니다.
정렬

차원값을 정렬하려면 위/아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차원의 값을 오래된 순 또
는 최신순으로 정렬합니다.

참고: 차원값 정렬은 연속형 스토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표 시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텍스트가 표시되는 방법(예: 글꼴 색상 및 크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에 글머리 기호 목록 또는 단락을 사용할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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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표시 구성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4.
5.
6.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스토리 구조를 글머리 기호 로 할지, 아니면 단락 으로 할지를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 를 선택합니다.
좋은 변경과 나쁜 변경을 나타낼 색상을 선택합니다(연속성 스토리에 사용 가능).

7. 동적 정렬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8. 좁은 뷰 사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9. 저장 을 클릭합니다.
스토리 표시 설정을 사용하는 시기 이해

색상을 사용하려면 스토리가 연속형이어야 합니다. 색상을 사용할 때는 색상표에
서 좋은 변경과 나쁜 변경을 나타낼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에서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려면 특성 탭에서 큰 값에 의미를 할당해야 합니다. 자세
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설정 구성: 특성을 참조하십시오. 표시를 구성한
후 스타일 및 색상은 추세선 또는 세그먼트 분석의 임계값에 따라 스토리에 적용됩
니다.
동적 정렬을 설정한 경우 스토리의 측정값에 대한 인사이트가 최고 평균값에서 최
저 평균값 순서로 동적으로 정렬됩니다. 유지하려는 순서가 있는 경우 동적 정렬을
해제합니다.
좁은 뷰를 설정하면 스토리에서 추가 공간이 제거됩니다. 좁은 뷰는 대시보드에 여
유 공간이 없거나 대시보드에 다수의 데이터 스토리 개체가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드 라 이 버
전월 대비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매출 증가는 무엇에
서 비롯되었을까요? 이 매출 증가에서 차감(상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이
터 스토리에 동인을 설정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에서 동인은 전체 값에 기여합니다. 상쇄 요인은 전체 값에서 차감됩
니다. 불연속형 및 연속형 스토리에서 동인과 상쇄 요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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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내용과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원 동인 설정

1.
2.
3.
4.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동인 탭을 클릭합니다.
차원 동인 섹션에서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인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카운트 에 대해 기여 요인과 상쇄 요인의 최대 수를 설정합니다.
개별 %에 대해 개별 기여 요인 및 상쇄 요인 작성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누적 %에 대해 기여 요인 및 상쇄 요인 작성에 대한 임계값을 집합 값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차원 동인 유형 이해
l

카운트 는 스토리에 나오는 엔터티(기여 요인 및 상쇄 요인) 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카운트 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상위 3개 기여 요인 및 상쇄 요인을 볼 수 있습니
다.

l

개별 %는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임계값보다 높은 값은 스토리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별 %를 사용하여 전체 값의 5% 이상을 나타내는 엔터티에 대해서만 작성하
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누적 %는 전체 값의 백분율 임계값(포함된 엔터티가 집합적으로 차지하는 값)을 설
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를 사용하여 전체 값의 최소 90%에 기여한 엔터티에 대
해서만 작성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엔터티는 엔터티의 누적 값이
전체 값의 90%가 될 때까지 크기 순으로 작성됩니다.

보조 기여 요인 사용

보조 기여 요인을 사용하려면 시간이 아닌 두 번째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조 기여
요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성되는 각 동인에는 보조 기여 요인에 대한 세부 정보와 동
인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매출을 분석하는 경우 보조 기여 요인은 부서 내
의 등급이 됩니다. 보조 기여 요인을 사용하면 심층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보조 기여 요인에는 스토리의 단일 문장에 적합한 많은 정보가 포함될 수도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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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동인 설정

다른 하위 범주로 구성되는 측정값의 경우 동인 분석을 통해 각 측정값이 상위 수준
값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비와 운영비는 총 비용에 기여
합니다.
메트릭 동인을 사용하려면 메트릭 분석에 사용할 여러 측정값이 있어야 합니다. 그
러면 각 측정값 사이의 관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동인 탭을 클릭합니다.
4. 메트릭 동인 섹션에서 다른 측정값의 하위 범주인 측정값을 먼저 선택합니다.
5. 그런 다음 기본 범주인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6. 저장 을 클릭합니다.
팁: 동인에는 세부 정보 표시 설정도 적용됩니다. 스토리의 세부 정보 표시 설정을
변경하면 인사이트가 작성되는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높은 세부 정보 표시를
사용하면 괄호 안에 추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낮은 세부 정보 표시를 사용하면 동인
에 대한 인사이트가 간결하게 작성되어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설정 구성: 서술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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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서 술
Tableau 데이터 스토리의 서술 설정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의 세부 정
보 표시와 분석 세부 정보 수준을 지정할 수 있고 데이터에 고유한 용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적절한 언어로 대시보드에 대한 적정 수준의 세부 정보를
알려주는 스토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부 정보 표시 설정

세부 정보 표시는 스토리에 작성된 분석 세부 정보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높음을 선
택하면 더 많은 분석이 포함된 긴 인사이트가 스토리에 표시됩니다. 낮음을 선택하
면 세부 정보가 줄어 스토리가 간결해집니다.
세부 정보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 게시된 대시보드의 Viewer(뷰어)가 데이
터 스토리 개체의 세부 정보 표시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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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용자 범위가 넓고 스토리에서 다양한 수준의 세부 정보를 원하는 Viewer(뷰
어)가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드릴다운 설정

드릴다운에는 2개의 차원이 포함되며 드릴다운은 대시보드의 각 차원과 관련된 수
치를 설명합니다.
제품 범주별 월 매출이 포함된 대시보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토리는 시간과 범
주 차원에 대해 쓰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 스토리에는 시간 차원에서 각 범
주의 실적을 설명하는 인사이트가 포함됩니다.
드릴다운의 최대 수를 설정하면 스토리에 포함되는 인사이트의 수를 제어할 수 있
습니다. 드릴다운 인사이트는 측정값 특성에 할당된 의미를 기준으로도 순위가 지
정됩니다. 드릴다운 수를 줄이면 가장 낮은 실적의 측정값(나쁨 의미가 할당된 측정
값)이 제거됩니다.
차원 용어 추가

용어를 추가하면 스토리에서 각 측정값 및 차원에 레이블이 지정되고 참조되는 방
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서술 탭을 클릭합니다.
4. 차원을 확장하여 차원이 단수형 및 복수형으로 작성되는 방식을 확인합니다.
5. 용어 추가 를 클릭하여 스토리에서 차원을 설명할 때 사용할 다른 변형을 추가합니
다.
6. 저장 을 클릭합니다.
추가한 용어는 차원에 대해 쓸 때 스토리에 무작위로 사용됩니다.
측정값 레이블 관리

차원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의 측정값에 사용되는 레이블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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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술 탭에서 측정값을 확장하여 레이블을 표시합니다.
2. 측정값에 사용할 새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3. 저장 을 클릭합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설 정 구 성 : 관 계
관계 설정을 사용하면 여러 측정값이 있는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서 측정값 간의
관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구성하려면 스토리에 차원 1개와 측정값 여러 개
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서 사용자 지정 측정값 관
계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관계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l
l

실제 대 벤치마크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

실제 대 벤치마크는 예를 들어 할당량 보고를 수행할 때 실적이 실적 벤치마크 위인
지 아래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이 유형의 관계는 벤치마크를 크게 초과
하거나 밑도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 요소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실제 대
벤치마크를 사용하려면 비교하려는 측정값의 값 유형이 동일해야 합니다.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은 KPI(핵심 성과 지표)의 시간대별 증가, 감소 또는 유
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사용합니다.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을 사용하려면
불연속형 스토리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적합한 스토리 유형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실제 대 벤치마크와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 관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구성된 관계의 일부가 아닌 비주얼리제이션의 측정값은 개별 단락으로 작성
됩니다.
연속형 또는 불연속형 스토리에 대한 실제 대 벤치마크 관계 만들기

실제 대 벤치마크 관계는 한 측정값이 다른 측정값의 벤치마크일 때 사용합니다. 예
를 들어 실제 매출을 매출 목표와 비교하여 실적이 목표를 초과하는지 밑도는지 여
부에 대한 인사이트를 스토리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관계를 사용하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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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에서 불필요한 콘텐츠가 제거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메트릭을 연결된 벤치마
크에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4.
5.
6.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실제 대 벤치마크 상자를 선택합니다.
먼저 벤치마크인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벤치마크를 기준으로 비교하려는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7. 저장 을 클릭합니다.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 관계 만들기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 관계는 두 측정값의 실적을 기간대별로 비교하려는 경
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두 제품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매출이 가장 높은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3.
4.
5.
6.
7.
8.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현재/최근 기간 대 이전 기간 상자를 선택합니다.
먼저 이전 기간의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기간의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측정하려는 기간에 대한 레이블(예: 연도)을 입력합니다.
측정할 기간의 수를 선택합니다.

9. 저장 을 클릭합니다.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사용자 지정
대상에 맞춰진 사용자 지정 언어를 사용하여 비즈니스에 관련된 인사이트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에서 대상에 가장 중요
한 분석 및 데이터를 식별하고 자체 언어를 사용하여 영향력이 가장 큰 스토리를 만
듭니다. 전체 Tableau 데이터 스토리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콘텐츠에 사용된 데
이터와 변수도 동적이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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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사이트 추가
1. 데이터 스토리 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기록하려는 섹션을 찾아서 사용자 지어 항목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표시되는 필드에 사용자 지정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 추가
데이터 스토리의 맨 위에 맨 아래에 사용자 지정 텍스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머리
글과 바닥글을 사용하여 자체 질적 분석을 스토리에 추가하거나 데이터 추세의 추가
설명을 포함하거나 법률 및 개인 정보 보호 고지 사항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 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노트 표시 스위치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노트를 입력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이제 데이터 스토리의 맨 위 또는 맨 아래에 사용자 지정 노트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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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추가
데이터 스토리에서 함수를 사용하면 스토리를 사용자 지정하고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별 관광 수입의 평균 합계를 알고 싶다면 Average를 함수로 선택한 다
음 측정값을 SUM(Tourism Inbound)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국내 관광의 평균 합계가
반환됩니다.

1. 데이터 스토리 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상자 오른쪽의 메뉴를 클릭하고 함수 추가 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스토리 함수를 선택하고 필수 필드를 입력합니다.

4.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이제 사용자 지정 콘텐츠가 데이터 스토리에 표시됩니다.

조건 추가
사용자 지정 문장을 작성할 때 문장을 데이터 스토리에서 렌더링할지 여부를 결정
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지정 문장이 스토리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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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납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용자 지정 문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사용자 지정 문장에 여러 조건을 적용할 수 있고 조건 추가 대화 상자 안에서 모두
또는 전체 단추를 사용하여 조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조건 문은 대부분 숫자 비교와 함께 사용되지만 함수는 등호(=) 또는 부등호(!=) 기호
를 사용한 문자열 일치도 지원합니다.

1. 데이터 스토리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문장을 입력합니다.
3. 상자 오른쪽의 메뉴를 클릭하고 조건 추가 를 선택합니다.
4. 조건부 논리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지정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예제
에서 “We have met our quota”라는 문장의 조건은 Tourism Inbound(국내 관광) 합계
가 5조를 초과할 때입니다.

5.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6. 저장 을 클릭합니다.
이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용자 지정 문장이 데이터 스토리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콘텐츠 복제
데이터 스토리에 추가된 사용자 지정 콘텐츠를 손쉽게 복제하여 문장의 다른 변형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계값을 적용하고 언어 변형을 작성하고 다른 논리
적 변형을 만들 때는 완벽하게 작성된 사용자 지정 문장을 복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문장을 만들고 원하는 경우 함수와 조건으로 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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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료된 문장 상자에서 상자 오른쪽의 메뉴를 클릭하고 복제 를 선택합니다.

4. 복제된 문장을 클릭하고 원하는 대로 업데이트한 다음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
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문장을 복사하면 모든 함수 및 조건 문도 복사됩니다. 복사된 글머리 기호는 동일한
섹션의 원래 글머리 기호 바로 아래에 나타납니다.

참고: 복사된 글머리 기호는 원래 글머리 기호가 있는 섹션에만 추가될 수 있습
니다.

드릴다운 섹션에 사용자 지정 콘텐츠 추가
차원이 2개인 스토리의 경우 첫 번째 섹션 이후의 각 섹션을 드릴다운 섹션이라고
합니다. 드릴다운 섹션은 개별적인 기본 차원 엔터티(예: 다음 예제에서 Americas)에
초점을 둡니다.
드릴다운 섹션에는 동일한 콘텐츠 구조가 사용되므로 첫 번째 섹션에 추가된 사용
자 지정 콘텐츠(즉, Europe)가 각 추가 섹션(즉, Americas)에 적용됩니다. 첫 번째 드
릴다운 섹션에서만 콘텐츠를 만들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첫 번째 드릴다운 섹션에서 각 엔터티에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콘텐츠를 입력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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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다운 섹션의 사용자 지정 콘텐츠에는 현재 범주 값(동적)이라는 컨텍스트 변수
가 이미 있습니다. 이 변수는 항상 드릴다운 섹션의 상위 섹션을 나타내는 현재 범주
값(동적)이라는 차원 값 옵션을 만듭니다.
팁: 특정 드릴다운 섹션 1개에만 나타나는 콘텐츠를 만들려면 조건부 논리를 사용하
여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사 용 자 지 정 : 컨 텍 스 트 변 수
컨텍스트 변수는 다른 함수에서 참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다시 말해, 컨텍스트 변
수를 사용하면 다른 함수 안에 함수를 중첩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변수를 정의하면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새 함수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로 컨텍스트 변수가 표시됩니다.

참고: 각 사용자 지정 문장에 대해 다수의 컨텍스트 변수를 설정할 수 있지만 사
용자 지정 콘텐츠의 각 부분에 대해 따로 컨텍스트 변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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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변수 설정

1. 데이터 스토리 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컨텍스트 상자의 오른쪽에서 메뉴를 클릭하고 컨텍스트 설정 을 선택
합니다.

4. 컨텍스트 추가 를 클릭합니다.
5. 컨텍스트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함수 설정 을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지정 함수를 정의하고 차원을 선택합니다.

7.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8. 컨텍스트 변수를 설정한 문장을 다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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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함수 추가 단계를 따릅니다.

이제 함수를 추가할 때 컨텍스트 변수가 차원값 드롭다운 목록의 옵션으로 나열됩니
다.
컨텍스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측정값 참조

데이터 스토리의 분석 문장 1개에서 둘 이상의 측정값을 참조하려고 한다고 하겠습
니다. 컨텍스트 변수가 없으면 한 번에 하나의 측정값에 대한 문장만 작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컨텍스트 변수를 사용하면 한 문장에서 둘 이상의 측정값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변수로 둘 이상의 측정값을 참조하려면 데이터 스토리에 다음이 있어야 합
니다.
l
l

차원 1개
측정값 2개 이상

1. 데이터 스토리 에서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 를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컨텍스트 상자의 오른쪽에서 메뉴를 클릭하고 컨텍스트 설정 을 선택
합니다.
4. 컨텍스트 추가 를 클릭합니다.
5. 컨텍스트 변수 이름을 지정하고 함수 설정 을 클릭합니다.
6. 사용자 지정 함수를 정의하고 차원을 선택합니다.
7.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Tableau Software

931

Tableau Cloud 도움말

8. 컨텍스트 변수를 설정한 문장을 다시 클릭합니다.
9. 첫 번째 함수를 추가하고 필수 필드를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DimensionValueLabel을 선택한 다음 차원 에서 국가/지역을 선택하고 차원 값 에
서 GDP(컨텍스트 변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10.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11. 두 번째 함수를 추가하고 필수 필드를 입력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Value를 선택한
다음 차원 에서 국가/지역을 선택하고 측정값 에서 SUM(대출 금리)를 선택하고 차

원 값 에서 GDP(컨텍스트 변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12.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13. 저장 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스토리에는 관심 국가(GDP가 가장 높은 국가)의 두 번째 측정값(대출 금리)
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문장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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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변수 사용 시기: 기간 비교 분석

컨텍스트 변수는 데이터 스토리에서 서로 다른 두 기간의 실적을 분석하려는 경우
유용합니다. 드릴다운 섹션에 표시되는 측정값에 대한 내용을 쓰고 여러 기간(전년
대비 또는 전월 대비)에 대해 측정값을 비교하는 사용자 지정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
다.
기간 비교 분석을 설정하려면 데이터 스토리에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l

차원 2개: 기간 차원(기본) 1개와 비기간 차원(보조) 1개
측정값 1~3개

데이터 스토리 를 만듭니다.
필드 대화 상자에서 기간 차원의 순서가 첫 번째인지 확인하고 다음 을 클릭합니다.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연속형 을 선택하고 완료 를 클릭합니다.
편집 대화 상자를 열고 첫 번째 드릴다운 영역에서 사용자 지정 항목 추가 를 선택
합니다.
5. 기간을 나타내는 컨텍스트 변수 2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Current Quarter”와
“Previous Quarter”를 만듭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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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자 지정 언어와 함수를 추가하여 increased 문장을 만듭니다. 이 문장의 콘텐
츠는 결과적으로 “[CurrentDimensionValueLabel] increased [X%] over the quarter.”
를 기록합니다.
7. 사용자 지정 텍스트 상자에 함수를 입력하고 그 뒤에 “increased”를 입력합니다.
8. 기간 중에 측정값의 백분율 변경을 반환하는 함수를 추가합니다.

9. 섹션에 추가 를 클릭합니다.
10. 사용자 지정 콘텐츠 복제 하고 “increased”를 “decreased”로 바꿔 decreased 버전
을 만듭니다. 함수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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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각 문장에 대한 조건 추가 하여 데이터에 따라 하나의 문장만 기록되도록 합니다.

12. increased 문장에 대해 다음 예제와 유사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왼쪽 인수 = Value 함수
차원 = Quarter(OrderDate). 기간 차원 선택
측정값 = SUM(Total Orders). 계산에 사용한 측정값 선택
차원값 = Current Quarter. 컨텍스트 변수 중 하나
필터 차원값 = Current Region 값(동적). 미리 설정된 컨텍스트 변수
중간 인수 = >(보다 큼)
오른쪽 인수 = Value 함수
차원 = Quarter(OrderDate). 기간 차원 선택
측정값 = Total(Total Orders). 계산에 사용한 측정값 선택
차원값 = Previous Quarter. 컨텍스트 변수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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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차원값 = Current Region 값(동적). 미리 설정된 컨텍스트 변수

13. decreased 문장에 대해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되 >(보다 큼) 기호를 <(보다 작음) 기
호로 바꿉니다. 오른쪽 및 왼쪽 인수는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14. 저장 을 클릭하면 데이터 스토리 에 두 기간을 분석하여 얻은 인사이트가 포함된
문장이 작성됩니다.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사 용 자 지 정 : 함 수
함수를 사용하여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사용자 지정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함수, 각 함수의 기능과 각 함수에 필요한 차원 및 측정값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
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에 함수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문자를 클릭하면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표시됩니다. 해당 문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없으면 사전순으로 다음 문자로 시작하는 함수가 표시됩니다. Ctrl+F(Mac의
경우 Command-F)를 눌러 페이지에서 특정 함수를 검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상자를 열 수도 있습니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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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평균값입니다.
구문: Average(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Count
설명: 주어진 차원 안에 있는 차원값의 수입니다.
구문: Count(dimension)

Difference
설명: 제공된 차원값 2개에 대한 측정값의 차이입니다.
구문: Difference(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second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DifferenceFromMean
설명: 주어진 차원값의 측정값과 평균의 차이입니다.
구문: DifferenceFromMean(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Direction
설명: 제공된 차원값 2개에 대한 측정값의 방향(예: 증가 또는 감소)을 설명하는 언어
입니다.
구문: Direction(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second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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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ing Label
설명: 계열에서 마지막 기간의 이름입니다.
구문: Label(measure)

Ending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에 대한 계열에서 마지막 기간의 값입니다.
구문: 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bel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레이블입니다.
구문: Label(measure)

LargestNegativeChange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ChangeEnd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종료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End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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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NegativeChangeEnd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종료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Change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백분율 변경입니
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ChangeStart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시작 기간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Start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Change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시작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Change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PercentChange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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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NegativePercentChangeEnd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종료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End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PercentChangeEnd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종료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PercentChange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백분율 변경입
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PercentChangeStart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시작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Start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NegativePercentChange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음수 기간 비교 차이의 시작 값입니다.
구문: LargestNegativePercentChange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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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PositiveChange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ChangeEnd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종료 기간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End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ChangeEnd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종료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Change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백분율 변경입니
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ChangeStart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시작 기간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Start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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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gestPositiveChange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절대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시작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Change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PercentChange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PercentChangeEnd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종료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End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PercentChangeEnd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종료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PercentChange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백분율 변경입
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942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LargestPositivePercentChangeStart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에 대한 시작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Start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argestPositivePercentChange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백분율 기준으로 최대 양수 기간 비교 차이의 시작 값입니다.
구문: LargestPositivePercentChange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차이입니
다.
구문: LongestStreak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Direction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방향(양수
또는 음수)입니다.
구문: LongestStreakDirection(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End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종료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ongestStreakEnd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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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estStreakEnd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종료 값입
니다.
구문: LongestStreakEnd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Length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기간에 대한 최대 수입니다.
구문: LongestStreakLength(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백분율 차
이입니다.
구문: LongestStreak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StartingLabel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시작 기간
의 이름입니다.
구문: LongestStreakStartingLabel(measure, filterDimensionValue)

LongestStreak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연속적인 증가 또는 감소의 가장 긴 연속성에 대한 시작 값입
니다.
구문: LongestStreak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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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Label
설명: 주어진 측정값에 대한 최대값이 있는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구문: MaxLabel(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Max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최대값입니다.
구문: MaxValue(measure)

Median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중앙값입니다.
구문: Median(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MinLabel
설명: 주어진 측정값에 대한 최소값이 있는 엔터티의 이름입니다. 구문: MinLabel
(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Min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최소값입니다.
구문: MinValue(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PercentDifference
설명: 제공된 차원값 2개에 대한 측정값의 백분율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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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PercentDifference(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second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PercentOfWhole
설명: 해당 차원에 대한 총 측정값 대비 주어진 차원값에 대한 측정값의 비율입니다.
구문: PercentOfWhole(dimension, measure, 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PeriodLabel
설명: 계열에서 n번째 기간의 이름입니다(1부터 시작).
구문: PeriodLabel(index)

PeriodLabelNewest
설명: 계열에서 n번째 기간의 이름입니다(최근 기간부터 시작해서 뒤로 계산).
구문: PeriodLabelNewest(index)

PeriodValue
설명: 계열에서 n번째 기간에 있는 측정값의 값입니다(1부터 시작).
구문: PeriodValue(measure, index, filterDimensionValue)

PeriodValueNewest
설명: 계열에서 n번째 기간에 있는 측정값의 값입니다(최근 기간부터 시작해서 뒤
로 계산).
구문: PeriodValueNewest(measur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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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설명: 주어진 측정값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차이입니다.
구문: Range(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SortAscendingLabel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엔터티 이름이며 주어진 순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1부터 시작).
구문: SortAscendingLabel(measure, rank, dimension, filterDimensionValue)

SortAscending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값이며 주어진 순위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됩니다(1부터 시
작).
구문: SortAscendingValue(measure, rank, dimension, filterDimensionValue)

SortDescendingLabel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엔터티 이름이며 주어진 순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
(1부터 시작).
구문: SortDescendingLabel(measure, rank, dimension, filterDimensionValue)

SortDescending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값이며 주어진 순위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됩니다(1부터 시
작).
구문: SortDescendingValue(measure, rank, dimension,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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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Label
설명: 계열에서 첫 번째 기간의 이름입니다.
구문: StartingLabel()

StartingValue
설명: 주어진 측정값에 대한 계열에서 첫 번째 기간의 값입니다.
구문: StartingValu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StartToFinish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첫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에 대한 값 사이의 차이입니다.
구문: StartToFinish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StartToFinishPercentDifference
설명: 주어진 계열에서 첫 번째 기간과 마지막 기간에 대한 값 사이의 백분율 차이입
니다.
구문: StartToFinishPercentDifference(measure, filterDimensionValue)

StdDev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표준 편차 값입니다.
구문: StdDev(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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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
설명: 제공된 차원값 2개에 대한 측정값의 합입니다.
구문: Sum(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second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Total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합계 값입니다.
구문: Total(dimension, measure, filterDimensionValue)

Value
설명: 주어진 차원, 측정값 및 차원값에 대한 메트릭 값입니다.
구문: Value(dimension, measure, dimension value, filterDimensionValue)

Z-Score
설명: 주어진 측정값의 z 점수입니다.
구문: Z-Score(dimension, measure, firstDimensionValue, filterDimensionValue)

Tableau 데 이 터 스 토 리 사 용 자 지 정 : 콘 텐 츠 숨 기 기 및 다 시 정 렬
스토리 안의 콘텐츠를 숨기거나 다시 정렬하여 자신과 대상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콘텐츠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및 섹션 숨기기

1. 데이터 스토리 를 만들고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섹션 표시 스위치를 클릭하여 설정 또는 해제 위치로 바꿔 섹션을 표시하거나 숨기
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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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문장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상자를 마우스오버하고 상자를 클릭하여 뷰에서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이제 표시로 설정된 문장 및 섹션만 데이터 스토리에 표시됩니다.
섹션 내의 콘텐츠 다시 정렬

1. 데이터 스토리 를 만들고 편집 을 클릭하여 편집 대화 상자를 엽니다.
2. 다시 정렬하려는 콘텐츠의 왼쪽 메뉴를 마우스오버합니다. 커서가 손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3. 커서로 항목을 클릭하고 동일한 섹션 내의 아무 위치로 끌어옵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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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정된 순서로 데이터 스토리에 문장이 표시됩니다.

참고: 현재는 동일한 섹션 안에서만 콘텐츠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섹션 이
동은 아직 지원되지 않습니다.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더 많은 데이터 추가
데이터 스토리는 현재 차원 2개와 측정값 1개 또는 차원 1개와 측정값 최대 10개가 포
함된 스토리를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에 표시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 작성하고
싶다면 숨겨진 시트를 사용하여 대시보드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차원
을 스토리에 추가하고 싶다면 차원을 연결하거나 여러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고 중첩
합니다.

숨겨진 시트 사용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 포함하려는 데이터가 있지만 인사이트를 만드는 모든 데이
터를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경우 숨겨진 시트를 사용하면 대시보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추가 측정값 및 차원을 스토리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 개체를 대시보드로 끌어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작성할 수 있
는 워크시트를 확인합니다. 이 예제에는 2개의 워크시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951

Tableau Cloud 도움말

2. 왼쪽 메뉴로 이동하고 부동 을 선택한 다음 해당 시트를 대시보드로 끌어
“Population(인구)”과 같은 다른 데이터 원본을 가져옵니다.

사용 가능한 새 데이터 원본으로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가 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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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이아웃 을 클릭하고 크기를 1 x 1로 조정하여 시트를 숨기되 스토리의 기초 데이
터는 유지합니다.

이제 이 숨겨진 시트를 사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트를 숨겨진 상태로 유지하려면 추가 범례 요소를 선택 취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원 연결
데이터에 차원 3개와 측정값 1개가 있고 불연속형 스토리인 경우 계산된 필드를 만
들어 차원 2개를 연결(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스토리에 사용하려는 워크시트에서 분석 을 클릭하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를 선택
합니다.
2. 계산된 필드의 이름을 지정하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을 만듭니다. + 기호를
사용하여 차원을 조인합니다.
[차원 1] + [차원 2]

팁: 차원을 계산된 필드 상자로 끌어온 다음 수식에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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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 을 클릭합니다.
4. 새 계산된 필드를 세부 정보 패널로 끌어 데이터 스토리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 만
듭니다.

여러 데이터 스토리 중첩
다수의 데이터 스토리를 만들고 대시보드에서 세로 또는 가로로 중첩하면 더 많은
측정값과 차원에 대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출과 벤치마크 매출을 비교하는 스토리를 만들려면 서로 다른 스
토리 2개를 만들면 됩니다. 실제 매출과 첫 번째 벤치마크가 포함된 스토리 1개와 실
제 매출과 두 번째 벤치마크가 포함된 스토리 1개를 만들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팝업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팝업 창에 배치하면 사용자가 팝업 창에서 스토리를 열어
서 읽고, 읽기를 마치면 스토리를 닫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설정된 대시보
드에 사용되는 공간을 줄이거나 대시보드의 복잡함과 정보의 양을 줄이기에 좋습
니다.
1. 대시보드에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추가 .
2. 메뉴를 클릭하고 부동 을 선택하여 컨테이너를 부동 으로 설정합니다.
팁: 컨테이너를 부동으로 설정하는 다른 방법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컨테이너
를 대시보드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3. 왼쪽 열의 레이아웃 탭으로 이동하고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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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 컨테이너에 연결된 메뉴를 클릭하여 설정을 표시하고 표시/숨기기 추가 단추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X” 아이콘이 만들어집니
다.

참고: 스토리를 선택하면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일부인 사이드 옵션으로 단추가
부분적으로 가려집니다. 스토리 밖의 아무 위치를 클릭하면 단추가 드러납니다.

5. “X”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면 스토리를 열거나 닫는 것에 대한 지침이 표시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X” 아이콘을 클릭하는 동시에 Alt 키를 누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
다.

6. 메시지에 표시된 키를 누르는 동시에 “X”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토리를 축소합니다.
스토리가 축소되지만 메뉴는 대시보드에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필요할 때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축소 가능한 부동 스토리를 대시보드 주위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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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서 사용자 지정 측정값 관계 만
들기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서 관계 스토리를 만들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집합과 어
떻게 비교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스토리를 작성하려면 최소한 두 개의 측
정값과 하나의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려는 데이터는 대개 "년" 또는 "월"과 같
은 이름의 한 데이터 열로 그룹화되어 "2022" 또는 "3월"과 같은 값이 표시됩니다.
간단한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 "2021"과 "2022"(또는 2월과 3월)를 구분하면 관계 스
토리의 두 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스토리 에 사용할 시트에서 시작합니다.
2. 분석 을 클릭하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
3. "현재 기간"과 같은 계산된 필드를 만듭니다.

팁: 여기에 표시된 계산된 필드의 구조를 따르되 원하는 차원 또는 측정값 이름으로
대체합니다(주황색 텍스트).
4. "이전 기간"과 같은 계산된 필드를 만듭니다.

5. 새 측정값을 세부 정보 마크 위로 끌어다 놓습니다.
6. 대시보드에서 스토리를 클릭하고 두 개의 새 측정값을 데이터 스토리 에 추가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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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스토리 개체의 왼쪽 맨 위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8. 데이터 스토리 대화 상자에서 관계 탭을 클릭합니다.
9. 두 개의 사용자 지정 측정값을 사용하여 관계 스토리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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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장 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토리가 사용자 지정 측정값을 비교하는 문장을 작성합니다.

Tableau 데이터 스토리의 매개 변수 새로 고침
대시보드에 매개 변수를 추가했고 데이터 스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매개 변수를 클
릭하면 비주얼리제이션은 새로 고쳐지지만 스토리는 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매
개 변수는 필터가 하듯이 기초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개 변수 데이터로 Tableau 데이터 스토리를 새로 고치려면 매개 변수에 따라 스토
리를 업데이트하는 “새로 고침” 단추를 대시보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1. 통합 문서에서 새 시트를 만듭니다.
2. 새 시트에서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된 필드 를 만듭니다.
이름: Refresh
콘텐츠: "refresh"

3. 확인 을 클릭한 다음 새 계산된 필드(Refresh)를 새 시트로 끌어옵니다.
4.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필드를 클릭하고 머리글 표시 를 클릭하여 머리글을 숨깁니
다.

5. 단추에 대한 모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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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새로 고침 단추가 포함된 시트를 대시보드의 매개 변수 옆으
로 끌어옵니다.
7. 단추를 마우스오버하고 기타 옵션 을 선택한 다음 제목 을 클릭하여 제목을 숨깁니
다.
8. 단추를 마우스오버하고 필터로 사용 을 클릭합니다.

9. 매개 변수를 조정한 다음 새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합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매개 변
수에 따라 스토리가 업데이트됩니다.

Tableau 데이터 스토리에서 테이블 계산 사용
테이블 계산을 만들 때 사용한 측정값에 더해 테이블 계산도 Tableau 데이터 스토리
의 측정값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마크 카드에서 필드 오른쪽을 클릭하여 메뉴를 열고 퀵 테이블 계산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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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을 만든 후 데이터 패널의 측정값 으로 끌어오고 이름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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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래 측정값(예: Sales(매출))을 행 선반으로 끌어온 다음 새 계산(예: 매출의 합계)
을 도구 설명 으로 끌어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이제
새 측정값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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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시보드로 이동하여 데이터 스토리 개체를 대시보드로 끌어옵니다. 스토리를 만
들 때 두 측정값이 모두 나타납니다.

워크시트에 웹 이미지를 동적으로 추가
Tableau에서 이미지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
다. 월별 신발 매출을 보여주는 비주얼리제이션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데이터는 웨지보다 하이힐을 더 많이 팔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두 종류의 신발에
있는 차이점을 그려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미지 역할이 등장합니다. 웹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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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워크시트에 동적으로 추가하고 머리글에서 이를 사용하여 시각적 세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준비
웹 이미지를 가리키는 URL이 포함된 불연속형 차원 필드에 이미지 역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준비하려면 이미지 필드가 Tableau에 의해 설정된 이미지 역할
할당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l

URL이 .png, .jpeg 또는 .jpg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각 URL이 http 또는 https로 시작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프로토콜이 포함되지 않

l

은 경우 Tableau에서는 https를 전제로 합니다.
데이터 집합에 사용된 이미지 수를 최적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드당 최대 500개의

l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이미지 파일이 128kb보다 작은지 확인합니다.

l

참고: 비주얼리제이션의 복잡성에 따라 Tableau는 서버 쪽 렌더링으로 기본 설정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드당 이미지 수가 30개로 제한됩니다. 복잡성 설정 및 서
버 쪽 렌더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 구성을 참조하십
시오.

예제 데이터 집합:
제품 이름

제품 이미지 URL

제품 매출

플랫

https://img.example.com/flats.png

12,118

하이힐

https://img.example.com/highheels.png

1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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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닝화

https://img.example.com/runningshoes.png

14,200

웨지

https://img.example.com/wedges.png

8,665

URL에 이미지 역할 할당
데이터 원본에 연결한 후에는 데이터 원본 페이지 또는 워크시트의 데이터 패널에
서 이미지 역할을 URL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1. 이미지 URL이 있는 열을 찾습니다.
2. 열 왼쪽 위의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Mac의 경우 Control 클릭)하고 이미지 역할 >
URL을 선택합니다.
아이콘이 이미지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워크시트에서:
1. 새 워크시트를 엽니다.
2. 이미지 URL이 있는 불연속형 차원 필드를 찾습니다.
3. 차원 필드를 오른쪽 단추로 클릭(Mac의 경우 Control 클릭)하고 이미지 역할 >
URL을 선택합니다.
아이콘이 이미지 아이콘으로 변경되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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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리제이션에 이미지 추가
워크시트에서 이미지 역할 필드를 행 또는 열 선반으로 끌어옵니다. 이제 이미지와
관련 데이터가 비주얼리제이션에 표시됩니다.

비주얼리제이션 공유
이미지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내보내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을 공유
한 모든 사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에 사용된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방화벽 뒤의 내부 서버에서 호스트되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비주얼리
제이션을 공유한 모든 사용자에게 이미지 액세스에 충분한 사용 권한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이 예에서는 동일한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는 사
용자가 아무 문제 없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Tableau Cloud에서 pdf로 비
주얼리제이션을 내보내는 사용자는 이미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를 내보내는 경우 Viewer(뷰어)가 Tableau 2022.3 이하에서 통합 문서를 열
려고 하면 이미지를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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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화면을 읽는 사용자와 다른 접근성 소프트웨어에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미지 역할 필드와 텍스트 설명을 맞추는 것이 모범 사례입니다.

이미지 연결 문제 해결
필드당 허용된 이미지 수를 초과하는 경우 복잡한 비주얼리제이션에 큰 이미지 파
일이 있는 경우 또는 휴대기기에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는 경우 경우에 따라 이미
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은 이러한 오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이미지가 전혀 표시되지 않음

비주얼리제이션에 이미지가 너무 많음
비주얼리제이션의 복잡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필드당 500개의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이 복잡한 경우 서버 쪽 렌더링으로 기본 설정될 수 있습
니다. 서버 쪽 렌더링을 사용할 때는 필드당 30개의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이미지가 너무 많다는 내용의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면 이미지를
필터링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Tableau에서 이미지에 액세스할 수 없음
이미지 대신 깨진 이미지 아이콘이 표시된 경우 먼저 이미지를 볼 권한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방화벽 뒤에 있을 수 있음). Tableau에서 이미
지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고 이미지를 보기 위해 이미지에서 개별 인증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미지가 크기 요구 사항 내에 있는 경우 설정 페이
지에서 웹 이미지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Tableau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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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문서의 툴바에서 도움말 을 클릭합니다.
2. 설정 및 성능 > 대시보드 웹 뷰 보안 설정 을 선택합니다.
3. 웹 페이지 개체 및 웹 이미지 사용 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Tableau Cloud:
1. 홈페이지에서 설정 을 클릭합니다.
2. 일반에서 아래로 스크롤하여 웹 페이지 개체 및 웹 이미지 사용 을 찾습니다.
3. 웹 페이지 개체 및 웹 이미지 사용 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일부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이미지 파일이 너무 큼
각 이미지 파일은 128kb보다 작아야 렌더링됩니다. 이미지 파일 크기를 확인하고 다
시 시도하십시오.

이미지 URL은 http 또는 https로 시작되어야 함
각 이미지 URL은 http 또는 https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Tableau는 현재 FTP/SMTP 호
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URL 형식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미지 파일은 URL이어야 함
이미지 역할은 .png, .jpeg 또는 .jpg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로 이동하는 URL에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URL 형식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이미지 파일 확장자가 지원되지 않음
이미지 역할은 .png, .jpeg 또는 .jpg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로 이동하는 URL에만 할당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지 역할은 .svg 파일로 이동하는 URL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URL 형식을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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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파일에 잘못된 문자가 포함됨
다음 문자가 있는 URL에는 이미지 역할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

또는 다음 문자 시퀀스:

.. \\. \r \n \t

URL에 이러한 문자 또는 문자 시퀀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워크시트 외부에서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에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은 서버 쪽 렌더링을 통해 처리되므로 필드당 최대 30개
의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드당 이미지 수가 30개 이하인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서버 및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도구 설명의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구 설명 안에 뷰 만들기(도구
설명 비주얼리제이션)를 참조하십시오.

축소판의 뷰에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뷰 축소판은 서버 쪽 렌더링을 통해 처리되므로 필드당 최대 30개의 이미지를 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필드당 이미지 수가 30개 이하인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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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및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를 내보낼 때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모든 내보내기 및 내보내기 관련 기능은 서버 쪽 렌더링을 통해 처리되므로 필드당
최대 30개의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드당 이미지 수가 30개 이하인지 확인
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휴대기기에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음
휴대기기는 복잡성 임계값이 컴퓨터보다 낮기 때문에 서버 쪽 렌더링을 통해 처리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필드당 최대 30개의 이미지를 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드당 이미
지 수가 30개 이하인지 확인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휴대기기에서 복잡성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잡성 임계값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복잡성 임계값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웹 편집 환경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
결
아래 단계에서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경우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웹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하고 보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 뷰 작성 및 웹에서 Tableau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도움말 시스템의 '커넥터 예' 참조 항목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Online을 참
조하십시오.

웹 작성 환경에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
뷰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있으면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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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편집할 뷰를
선택합니다.
2. 편집 모드에서 새 데이터 원본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3. 데이터 원본에 연결 대화 상자에서 목록에 있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직접 새 통합 문서를 만들 때에도 게시된 데
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콘텐츠 페이지로 이동하여 데이터 원본을 선택
합니다.
2. 데이터 원본 목록에서 사용하려는 데이터 원본 옆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동
작을 클릭하고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
데이터 원본을 게시했고 팀에서 다수의 통합 문서에 걸쳐 이 데이터 원본을 사용 중
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은 잘 되었지만 데이터 원본을 훌륭하게 만들 몇 가지
변경 내용을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경을 구현하기 전에 제안된 변경이
Tableau에서 어떻게 보일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경 내용을 테스
트하여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기존 통합 문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면 이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의 단일 원본으로 유지하
면서 변경 내용을 테스트하고 데이터 원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편집 및 변경 내용 테스트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새로 만들든 게시된 기존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든 브라우저
를 나가지 않고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조인을 만들고 스키마를 편집할 수 있습니
다. 그런 다음 데이터 원본을 게시하기 전에 스크래치패드를 사용하여 변경 내용을
테스트하고, 폴더를 만들고, 계층을 구성하고, 필드명 및 별칭 이름을 바꿀 수 있습

97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니다.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는 동안 Tableau Cloud에서 작성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든 특징 및 기능이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작성 및 Tableau Desktop 기능 비
교를 참조하십시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려면:
1. 시작 또는 탐색 페이지에서 편집하려는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편집을 클릭합니다.

3. 데이터 원본 페이지를 클릭하여 조인을 만들고 스키마를 편집합니다.
4. 스크래치패드 시트를 클릭합니다.
5. 데이터 패널에서 폴더를 만들거나, 계층을 구성하거나, 필드명 및 별칭 이름을
바꾸거나, 게시된 데이터 원본과 함께 저장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6. 스크래치패드로 필드를 끌어서 놓아 변경 내용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
니다.
7. 게시를 클릭합니다.
통합 문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원본의 복사본을 만들려는 경우 다른 이름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개인 공간은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변경 내용 롤백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마지막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Tableau Software

971

Tableau Cloud 도움말
1. 되돌리려는 데이터 원본으로 이동합니다.
2. 파일 을 클릭합니다.
3. 게시된 항목으로 되돌리기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의 최신 게시된 버전으로 되돌려집니다.

지원되는 연결 이해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은 다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l
l

Tableau Cloud의 Tableau Bridge 연결.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내장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한 .tde 및 .hyper 파일 유형을 포함하여 지원되지 않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연결 유
형에는 데이터 원본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연결 유형을 보려면
Creator: 웹에서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에 대해 알아보기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려면 해당하는 폴더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권한이 있는 Creator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
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으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 편집
흐름을 통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하는 경우 변경 내용은 다음 예약 흐름 중에
덮어써집니다. 대신, 흐름에서 데이터 원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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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동적 영역 표시 유형 사용
대시보드 공간은 특히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점진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유용
합니다. 동적 영역 표시 유형 기능을 사용하면 필드 또는 매개 변수 값을 기준으로 영
역(바둑판식 또는 부동식 대시보드 요소)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호 작용
할 때 대시보드의 영역이 표시되거나 사라집니다. 따라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적 대시보드가 만들어집니다.
대시보드에서 단추를 클릭하여 개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지만 동적 영역 표시
유형 기능을 사용하면 개체를 자동으로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여
러 사용자 그룹에 사용되는 대시보드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를 방문할
때 사용자 그룹별로 서로 다른 영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개 변수 동작과 함께 동적 영역 표시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
용자가 비주얼리제이션의 마크를 클릭하면 이전에 숨겨진 영역이 나타날 수 있습니
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더 깊은 수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으므
로 복잡한 대시보드에 적합합니다.

지원되는 필드 유형
동적 영역 표시 유형에 사용할 필드 또는 매개 변수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l
l
l

부울이어야 합니다.
단일 값이어야 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과 관계없이 필드는 고정 세부 수준(LOD) 계산과 같이 비주얼리제
이션의 구조와 무관한 상수 값을 반환합니다.

동적 대시보드 영역 구성
다음 예에는 Superstore 데이터를 사용하는 두 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는 Sales by Category(범주별 매출)와 막대 차트가 있고 두 번째 시트에는 Sales by
Sub-Category(하위 범주별 매출)와 막대 차트가 있습니다. 동적 영역 표시 유형을 사
용하면 두 번째 시트는 범주별 매출 영역에서 마크를 클릭한 후에만 표시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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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에서는 부울 형식의 계산된 필드를 사용하며 이는 매개 변수 동작의 원본 필드로
사용됩니다. 계산을 매개 변수 동작의 원본 필드로 사용하려면 계산을 마크 카드에
추가해야 합니다.
1. 범주별 매출 시트에서 매개 변수를 만듭니다 . 이 예에서는 매개 변수 데이터 유
형 을 부울 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범주별 매출 시트에서 계산된 필드를 만듭니다 . 이 예에서는 다음 계산을 사용합
니다. True

3. 범주별 매출 시트에서 만든 계산을 마크 카드의 세부 정보 로 끌어옵니다.
4.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5. 항상 표시할 시트를 대시보드로 끌어옵니다. 이 예에서는 범주별 매출을 표시하려
합니다.
6. 대시보드에서 범주별 매출 영역(대시보드 개체)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대시보
드의 워크시트 메뉴에서 매개 변수 동작을 만듭니다 . 이 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

개 변수 변경 동작을 사용합니다.
원본 시트는 만들었던 대시보드와 범주별 매출 시트를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대상 매개 변수 는 사용자가 만든 매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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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필드 는 사용자가 만든 계산입니다.

7. 하위 범주별 매출 워크시트를 대시보드로 끌어옵니다.
8. 범주별 매출 영역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맨 위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필
터로 사용 을 선택합니다.
9. 하위 범주별 매출 영역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10. 값을 사용하여 표시 유형 제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11. 드롭다운에서 영역 표시 여부를 제어하기 위해 만든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참고: 값을 사용하여 표시 여부를 제어하는 옵션에 사용하려는 필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필드가 지원되는 필드 유형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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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범주별 매출 영역에서 범주 마크를 클릭하면 하위 범주별 매출 영역이 대시보
드에 나타납니다.

데이터 가이드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탐색
새로운 Tableau 대시보드를 검색한 후 데이터의 의미와 사용 방법이 궁금한 적이 있
었습니까? 또는 새 대시보드를 게시한 후 대시보드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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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바라셨습니까?
데이터 가이드는 대시보드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데이터가 함유하는 인사이트를 제
공합니다. 데이터 가이드를 사용하면 대시보드 작성자가 최종 사용자에게 설명 및
리소스 링크와 같은 더 자세한 내용을 대시보드에서 바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데이
터 가이드는 데이터 설명 및 데이터 변경 레이더로 작성된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표
시하여 사용자가 이상값을 찾고, 눈에 띄는 데이터 변경을 식별하고, 마크에 대한 설
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제공하는 비주얼리제이션을 통
해 이상값 측정 및 그 이면의 잠재적 주요 동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 레
이더(Tableau Cloud만 해당)는 시간 경과에 따라 대시보드에서 값을 추적하고 데이터
가 새로 고쳐질 때 정상 패턴을 벗어난 값에 자동으로 플래그를 지정합니다.
상황에 맞는 이러한 세부 정보는 대시보드 사용자가 새로운 대시보드를 보다 쉽게
탐색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사용자가 더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고 올바른
데이터를 찾으며 데이터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작성자로 데이터 가이드 사용자 지정
1. 대시보드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툴바에서 데이터 가이드 를 클릭합니
다.
3. 데이터 가이드 패널에서 최종 사용자가 대시보드의 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링크 추가 를 클릭하고 링크 텍스트 및 URL에 대한 설명적인 레이블을 입력합니다.
5. 확인 을 클릭합니다.
6. 비주얼리제이션(대시보드의 시트)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이드가 자동으로 업데
이트되므로 대시보드의 각 비주얼리제이션과 관련된 설명 및 리소스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설명을 입력하고 비주얼리제이션과 관련된 링크를 추가합니다.
8. 확인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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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사용자로 데이터 가이드 탐색
1. 대시보드에서 데이터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열리지 않으면 툴바에서 데이터 가이
드 를 클릭합니다.
2.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을 읽고 대시보드 작성자가 제공한 리소스를 살펴봅니다.
3. 대시보드에서 사용되는 기초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대시보드의
데이터 및 이상값 감지 를 확장합니다.
4. 비주얼리제이션(대시보드의 개체)을 클릭합니다.
5.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설명을 읽고 대시보드 작성자가 제공한 리소스를 살펴봅
니다.
6. 해당 비주얼리제이션의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데이터 요약 및 이상
값 감지 를 확장합니다.
7. 중요한 데이터 변경을 확장(Tableau Cloud만 해당)하여 데이터 변경 레이더로 식
별된 예상 범위를 벗어난 값을 찾습니다.
8. 차트의 막대 또는 지도의 지역과 같은 마크를 선택하면 데이터 설명에서 제공하는
이 마크의 데이터 , 적용된 필터 및 이 마크에 대한 설명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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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가이드 탐색
데이터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닫혀 있지만 언제든지 툴바에서 데이터 가이드를 열 수
있습니다. 선택한 대시보드 또는 비주얼리제이션 이름이 데이터 가이드 패널의 맨
위에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작성자는 대시보드에 대한 설명과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개별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설명 모두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수준의 세부 정보 이해
대시보드 수준에서 데이터 가이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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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시보드의 이름, 작성자 및 마지막으로 게시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대시보드 작성자가 작성한 설명과 관련 리소스(예: 동영상 또는 위키 페이지)의 링

l

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데이터 원본과 사용되는 차원 및 측정값 등의 데이터에 대한

l

세부 정보를 나열합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식별하고 감지한 대시보드의 이상값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

l

은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사용하여 예상 비즈니스 패턴을 벗어나는 값을 식별합니다

l

(Tableau Cloud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변경 레이더로 이상값 식별 을 참
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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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리제이션 수준의 세부 정보 이해
사용자가 특정 비주얼리제이션(대시보드 개체)를 클릭하면 데이터 가이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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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비주얼리제이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대시보드 작성자가 작성한 설명과 관련 리소스(예: 동영상 또는 위키 페이지)의 링

l

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사용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된 차원 및 측정값을 포함하여 나열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적용된 필터와 사용된 데이터를 나열하여 사용자가 상호 작용

l

하는 필터가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데이터 요소의 수, 정렬 세부 정보 및 사전 필터를 포

l

함하여 비주얼리제이션에 사용된 데이터의 요약을 만듭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식별하고 감지한 비주얼리제이션의 이상값을 표시합니다. 자세

l

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시작 및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사용하여 예상 비즈니스 패턴을 벗어나는 값을 식별합니다

l

(Tableau Cloud만 해당). 자세한 내용은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중요한 데이터 변

경 식별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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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수준의 세부 정보 이해
사용자가 마크(예: 지도의 지역)를 클릭하면 데이터 가이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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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크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적용된 필터 및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나열합니다. 따라서 포함

l

및 제외된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식별하고 감지한 비주얼리제이션의 이상값을 표시합니다. 자세

l

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시작 및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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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가이드 표시 여부 제어
데이터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열지 여부를 선택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1. 오른쪽 위에서 본인의 이름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내 계정 설정 을 클릭합니다.
3.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4. 통합 문서를 열 때 데이터 가이드를 기본적으로 표시하려면 데이터 가이드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변경 내용 저장 을 클릭합니다.

통합 문서 자동 저장
Tableau Cloud에서 자동 저장은 통합 문서 작업 중에 편집 내용을 저장합니다.

자동 저장의 작동 방식
자동 저장을 설정하려면 게시를 클릭하여 통합 문서를 지정된 위치에 저장합니다.
처음 게시하면 그 후부터 통합 문서의 비공개 초안 버전에 수행되는 변경 내용이 자
동으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변경 내용을 공유할 준비가 되면 게시
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게시된 수정 버전을 초안으로 바꿉니다.

참고: 자동 저장이 모든 유형의 변경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산 유형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게시를 통해
편집을 저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알림이 표시됩니다.

통합 문서 파일 크기
자동 저장은 크기가 5MB 미만인 통합 문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통합 문서 파
일에 대한 변경 내용은 게시를 통해 수동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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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일한 통합 문서를 편집하는 경우에는 어떻
게 됩니까?
2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통합 문서에서 작업하는 경우 각 사용자의 편집은 자체
비공개 초안에 연결되고 저장됩니다. 통합 문서 편집을 시작할 때 작업 중인 버전에
다른 사용자의 게시된 수정 버전이 있으면 알림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초안을 취소
하고 현재 수정 버전을 편집하거나 자체 비공개 초안의 편집을 다시 시작할지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경고: 자체 비공개 초안의 편집을 시작한 후에 다른 사용자가 수정 버전을 게시하면
알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버전을 게시하기 전에 다른 사용자가 초안을 게시하면
이 변경 내용이 초안을 덮어씁니다.
통합 문서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통합 문서가 마지막으로 게시된 시기를 볼 수 있
습니다. 변경 내역에서 수정 버전을 미리 보거나 이전 버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콘텐츠 수정 버전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초안을 취소하고 현재 수정 버전을 편집하기로 선택하면 업로드된 초안 및 연결된
자산 파일이 삭제됩니다. 비공개 초안의 자산과 편집 내용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용
자의 편집을 자체 비공개 초안에 수동으로 포함합니다. 그런 다음 두 집합의 변경 내
용이 포함된 통합 문서를 게시하면 됩니다.

사용 권한 요구 사항
자동 저장은 통합 문서 수준에서 웹 편집 기능이 있는 Creator와 Explorer(게시 가능)
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뷰 수준에서만 웹 편집 기능이 있는 경우 자동
저장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다중 테이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관계 사용
이 캔버스로 끌어 놓은 테이블은 관계를 사용합니다. 관계는 Tableau에서 다중 테이
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유연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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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두 테이블 간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의 필드를 사용
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하는 경우 Tableau는 해당 계약에 따라 이러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와 적절한 조인으로 쿼리를 작성합니다.
관계를 사용하면 데이터 준비 및 분석이 더 쉬워지고 보다 직관적이 되므로 데이터
를 결합할 때 처음에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
용하십시오. 관계 만들기의 기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동영상(5분)을
시청하십시오.

참고: 이 동영상에 나온 관계 편집용 인터페이스는 현재 릴리스와 약간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다음 Tableau 블로그 게시물에서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
오.
l
l
l

관계, 1부: Tableau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소개(영문)
관계, 2부: 팁과 요령(영문)
관계, 3부: 여러 관련 테이블에서 질문하기(영문)

Action Analytics에서 Tableau가 관계를 발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영문)와 같은 동영
상 팟캐스트도 참조하십시오. Library(라이브러리)에서 “Video Podcast(동영상 팟캐스
트)”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새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를 작성합니까?
테이블을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에 끌어 놓아 데이터 원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분석에 필요한 모든 차원 및 측정값 필드를 포함하는 단일 테이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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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더 많은 테이블을 끌어 놓고 해당 관계를 정의하여 다중 테이블 데이터 원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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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사용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짧은 동영상(1분)을 시청하십시오.

참고: 이 동영상에 나온 관계 편집용 인터페이스는 현재 릴리스와 약간 다르지만
기능은 같습니다.

관계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관, 관계가 조인과 다른 점, Tableau 데이터
모델 및 관계 만들기 및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2020.2의 데이터 원본 및 분석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2에서
데이터 원본 및 분석의 변경된 기능 및 2020.2의 관계,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원본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오래된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엽니까?
2020.2 이전의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2020.2에서 여는 경우 데이터 원본이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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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단일 논리적 테이블로 나타나고 이름은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 또는 원
래 테이블 이름입니다. 데이터는 보존되며 통합 문서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논리적 테이블을 구성하는 물리적 테이블을 보려면 해당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물리적 계층에서 엽니다. 그러면 조인 및 유니온을 포함한 기초 물리적
테이블이 표시됩니다.
Tableau 2020.2의 데이터 원본 및 분석의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0.2에
서 데이터 원본 및 분석의 변경된 기능 및 2020.2의 관계, 데이터 모델 및 데이터 원본
에 대한 질문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데이터 모델
Tableau에서 만드는 모든 데이터 원본에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Tableau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쿼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다
이어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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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캔버스에 추가한 테이블은 데이터 모델의 구조를 만듭니다.
데이터 모델은 단일 테이블과 같이 단순한 것부터 관계, 조인 및 유니온의 서로 다른
조합을 사용하는 여러 테이블을 포함하는 복잡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데이터 모델에는 두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에서 처음 보이는 기본 뷰는 데이터 원본의 논리적 계층
입니다. 논리적 계층에서 관계(또는 이음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
계층을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관계 캔버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l

중 테이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관계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계층은 물리적 계층입니다. 물리적 계층에서 조인 및 유니온을 사용하여 테이
블 간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이 계층에서 각 논리적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계층을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조인/유니온 캔버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조인 및 유니온을 보거나 추가
합니다.

논리적 계층

물리적 계층

이음줄 = 관계

벤 다이어그램 = 조인

관련 테이블 여러 개가 있는 데이터 원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열고 해당

본의 최상위 뷰. 이것은 논리적 계층입

물리적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물리적 테이

니다. 논리적 테이블은 관계(이음줄)를

블은 조인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결합할

사용하여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 Book 논리적 테

인 유형을 사용하지 않으며 물리적 테

이블은 조인된 물리적 테이블 세 개(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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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계층
이블을 위한 컨테이너처럼 작동합니

물리적 계층
Award, Info)로 구성됩니다.

다.

논리적 계층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관계 캔버스

물리적 계층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조인/유니온 캔버
스

여기에 끌어 놓은 테이블을 논리적 테

여기에 끌어 놓은 테이블을 물리적 테이

이블이라고 합니다.

블이라고 합니다.

논리적 테이블은 다른 논리적 테이블

물리적 테이블은 다른 물리적 테이블에

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조인하거나 유니온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테이블은 물리적 테이블을 위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해당 물

한 컨테이너와 같습니다.

리적 테이블을 표시합니다.

세부 수준은 논리적 테이블의 행 수준

세부 수준은 병합된 물리적 테이블의 행

입니다.

수준입니다.

논리적 테이블은 데이터 원본에 병합

물리적 테이블은 논리적 테이블을 정의

되지 않고 고유한 상태(정규화된 상태)

하는 단일 플랫 테이블로 병합됩니다.

를 유지합니다.

데이터 모델의 계층
데이터 원본의 표시되는 최상위 뷰는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계층입니다. 여기서 조
인 대신 관계를 사용하여 테이블은 결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 캔버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테이블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경우 논리적 계층의 캔버스로 끌어 놓는 각 테이
블은 또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관계를 위해 조인 유형을 지정할 필요
는 없습니다. 분석 중에 Tableau가 필드와 워크시트의 분석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적
절한 조인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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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모델의 물리적 계층은 조인 및 유니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 캔버스에서 피벗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인/유니온 캔버스
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물리적 계층은 데이터 모델의 유일
한 계층이었습니다. 각 논리적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 을 포함할 수 있
습니다.
중요: 여전히 Tableau에서 조인 및 유니온을 사용하는 단일 테이블 데이터 원본을 만
들 수 있습니다. Tableau의 단일 테이블 분석 동작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업그레이
드된 통합 문서는 2020.2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 관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
목 및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l
l
l
l
l
l

관계가 조인과 다른 점
다중 테이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관계 사용
데이터 연관
관계, 1부: Tableau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소개(영문)
관계, 2부: 팁과 요령(영문)
관계, 3부: 여러 관련 테이블에서 질문하기(영문)

Action Analytics에서 Tableau가 관계를 발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영문)와 같은 동영
상 팟캐스트도 참조하십시오. Library(라이브러리)에서 “Video Podcast(동영상 팟캐스
트)”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 이해
이전 버전의 Tableau에는 데이터 모델에 물리적 계층만 있습니다. Tableau 2020.2 이
상에는 데이터 모델에 논리적(의미 체계) 계층과 물리적 계층이 있습니다. 이제 더 많
은 옵션이 제공되므로 분석에 맞는 스키마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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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2020.2 이상에서 데이터 원본에 논리적 계층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논리적
테이블은 물리적 계층에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합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에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모델은 조인 및 유니온을 지정할 수
있는 단일 물리적 계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리적 계층에 추가된(조인 또는 유니
온된) 테이블은 분석을 위한 평활화된(비정규화된) 단일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전 버전

994

2020.2 이상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이전 버전

2020.2 이상

Tableau 2020.2 이전 버전에는 데

2020.2 이상에는 데이터 모델에 논리적 계층

이터 모델에 물리적 계층만 있습니

과 물리적 계층이라는 두 계층이 있습니다.

다.

Tableau 2020.2에서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 모델은 물리적 계층 위에 새로운 의미론적
계층을 포함합니다. 논리적 계층이라고 하는 이 계층에서 여러 테이블을 추가할 수
있으며 테이블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적 계층의 테이블은 데이터 원본
에 병합되지 않고 고유한 상태(정규화된 상태)를 유지하며 기본 세부 수준을 유지합
니다.
논리적 테이블은 병합된 물리적 테이블을 위한 컨테이너로 작동합니다. 논리적 테이
블은 단일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하거나, 조인 또는 유니온을 통해 병합된 여러 물리
적 테이블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새 모델 작성
논리적 계층에 하나 이상의 테이블을 추가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작성합니다. 단일 논리적 테이블로 데이터 원본을 구성하거나 여러
테이블을 캔버스로 끌어다 놓아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l

캔버스에 처음 끌어 놓는 테이블이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모델의 루트 테이블이

l

됩니다.
루트 테이블을 끌어 놓은 후 추가 테이블을 원하는 순서로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이 서로 관련되어야 하는지와 각 관계에 대해 정의할 일치하는 필드 쌍

l

을 고려해야 합니다.
스타 스키마를 만드는 경우 팩트 테이블을 먼저 끌어 놓은 다음 차원 테이블을 팩트

l

테이블에 연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캔버스에서 테이블을 삭제하면 테이블의 관련 하위 항목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l

루트 테이블을 삭제하면 모델의 다른 모든 테이블도 제거됩니다.
각 관계는 하나 이상의 일치하는 필드 쌍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복합 관계를 만들
려면 여러 필드 쌍을 추가합니다. 일치하는 쌍은 동일한 데이터 유형을 가져야 합니
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해도 이 요구 사항은 영향을 받지 않

l

습니다. Tableau는 쿼리에 계속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계산된 필드를 기반으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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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관계를 정의할 때 연산자를 사용하여 관계에 사용된 필드를 비교하는 방법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관의 관계 만들기 및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다중 테이블 모델
l

다중 테이블 모델을 만들려면 테이블을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의 논리적 계층
에 끌어 놓습니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의 논리적 계층에 끌어 놓은 테이블은 서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추가 테이블을 논리적 계층 캔버스에 끌어 놓으면 Tableau는 관계를 정의하
는 기존 키 제약 조건과 일치하는 필드를 기반으로 관계를 자동으로 만들려고 합니
다. 일치하는 필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일치하는 필드를 선택해야 합니
다.
제약 조건이 감지되지 않은 경우 다대다 관계가 만들어지고 참조 무결성이 일부 레
코드 일치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기본 설정은 좋은 선택이며 데이터 원본에 최대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설정은 전체 Outer 조인을 지원하며 분석 중에 조인
을 형성하기 전에 테이블 데이터를 집계하여 쿼리를 최적화합니다. 각 테이블의 모
든 열 및 행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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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모든 논리적 테이블 내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의 물리적 계층이 열립니다. 조인 또
는 유니온을 사용해야 한다면 물리적 계층 캔버스에 조인하거나 유니온할 테이블을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테이블은 해당하는 논리적 테이블에 병합됩니다.
관계 만들기 및 정의의 단계에 따라 여러 테이블을 결합합니다.
단일 테이블 모델
l

단일 테이블 모델을 만들려면 테이블을 데이터 원본 페이지의 논리적 계층 캔버스
에 끌어 놓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패널에서 해당 테이블의 필드를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포함하는 단일 테이블 모델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단일 논리적 테이블 내부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
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 원본 페이지 캔버스의 물리적 계층이 열립니다. 조인 또
는 유니온을 사용해야 한다면 물리적 계층 캔버스에 조인하거나 유니온할 테이블을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 테이블은 해당하는 논리적 테이블에 병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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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데이터 원본의 관계 캔버스(논리적 계층)에서 Book 테이블을 보여 줍니
다. Book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면 조인/유니온 캔버스(물리적 계층)가 열립
니다.
이 예에서는 조인을 사용하여 Award 및 Info 테이블을 Book 테이블과 병합합니다. 이
경우 Book과 Award 사이의 조인은 Award 세부 수준에서 일대다입니다. 따라서 Book
및 Info에 대한 측정값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을 방지하려면 Award 및 Info를
Book 논리적 테이블 내부에서 조인하는 대신 Book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데이터 모델 스키마
Tableau 2020.2에 도입된 데이터 모델링 기능은 스타 및 눈송이 데이터 모델을 비롯
한 일반적인 다중 테이블 데이터 시나리오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Tableau 데이터 원본에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모델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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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테이블

차원 및 측정값의 혼합을 포함하는 단일 논리적 테이블에 대한 분석은 Tableau
2020.2 이전 버전처럼 작동합니다. 조인, 유니온, 사용자 지정 SQL 등의 조합을 사용
하여 논리적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 및 눈송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는 스타 또는 눈송이 스키마 구조를 갖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스키마에서 측정값은 중앙 팩트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으며 차원은 독립 차원 테이블에 별도로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 구성은 롤업 및 드
릴다운을 비롯한 많은 공통적인 분석 흐름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Tableau 2020.2부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링 기능의 관계를 사
용하여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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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팩트 테이블을 모델에 끌어 놓은 다음 차원 테이블을 팩트 테이블(스타 스키
마)이나 다른 차원 테이블(눈송이 형태)과 연관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올바르게 모델링된 스타 또는 눈송이 스키마에서 팩트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관계는 다대일입니다. 이 정보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인코딩된 경우
Tableau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관계의 성능 옵션을 설정합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직접 이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옵션을 사용하여
관계 쿼리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올바르게 모델링된 스타 또는 눈송이 스키마에서 팩트 테이블의 모든 행은 각 차원
테이블에 일치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이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무결성 제
약 조건에 표현된 경우 Tableau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성능 옵션의 참조 무
결성 설정을 지정합니다. 일부 팩트 테이블 행이 차원 테이블에 일치하는 행이 없는
경우(“지연 도착 차원” 또는 “조기 도착 팩트”라고도 함), Tableau는 기본적으로 측정
값을 계산할 때 모든 행을 유지하지만 차원 머리글을 표시할 때 값이 누락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능 옵션을 사용하여 관계 쿼리 최적화를 참조하십시오.
둘 이상의 테이블에 측정값이 있는 스타 및 눈송이

일부 스타 또는 눈송이 스키마에서 분석의 모든 측정값은 팩트 테이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관심 측정값이 분석의 차원 테이블과 관련될 수 있는 경
우도 많습니다. 차원 테이블이 측정값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석에서 차원 값
을 카운트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집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팩
트 테이블과 차원 테이블 간의 구분은 다소 명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모델을 볼 때
명확하게 만들려면 데이터 원본 캔버스에 가장 세밀한 테이블을 먼저 추가하고 다
른 모든 테이블을 해당 첫 번째 테이블과 관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00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이러한 테이블을 단일 논리적 테이블로 조인한 경우 차원 테이블의 측정값이 중복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LOD 계산이나 COUNT DISTINCT를 사용하여 값을 중복 제거
하지 않는 한 왜곡된 집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신 이러한 테이블 간에 관계를 만
든 경우 Tableau는 조인을 수행하기 전에 측정값을 집계하여 불필요한 중복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값의 세부 수준을 주의하여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중 팩트 분석

Tableau의 데이터 모델링 기능은 몇 가지 형태의 다중 팩트 분석을 지원합니다. 추가
적인 팩트 테이블(측정값 포함)은 단일 차원 테이블과 연관되는 한 이전에 언급한 모
델 중 하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전방위 분석과 같은 상황에서 둘 이
상의 팩트 테이블을 하나로 합쳐 공유 차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팩트 테이
블은 차원 테이블이나 각각의 팩트 테이블과 세부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원 테이블과 다대다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Tableau는 집계
전에 값이 중복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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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테이블을 연관시키는 공유 차원 테이블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하거나 다른 차원 테이블의 조인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동적으로 테이블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팩트 테이블을 공통 차원에 대해 서로 직접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분
석은 팩트 테이블 중 하나가 공통 차원의 상위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 가장 잘 작동합
니다.

지원되지 않는 모델
l

여러 팩트 테이블이 여러 공유 차원 테이블과 연관됩니다 . 일부 활용 사례에서
여러 팩트 테이블이 여러 공유 차원 테이블과 연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두 팩트 테이블 Store Sales 및 Internet Sales가 두 공통 차원 테이블 Date 및
Customer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시나리오에서는 데이터 모
델에 순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순환 관계는 2020.2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모델을 물리적 계층에서 일부 테이블을 병합하여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ore Sales 및 Internet Sales를 단일 테이블로 유니온하고 이 단일 테이
블을 Date 및 Customer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Date 및 Customer를 교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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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단일 차원 테이블을 만들고 이 차원 테이블을 Store Sales 및 Internet Sales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l

공유 차원에서 3개 이상의 팩트 테이블을 직접 관련시킵니다 . 이 모델을 논리
적 계층에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일 테이블의 차원만 사용하는 경우가 아
니라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관계에 대한 요구 사항
l

테이블을 연관시킬 때 관계를 정의하는 필드들은 동일한 데이터 유형이어야 합니
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해도 이 요구 사항은 영향을 받지 않

l
l
l

습니다. Tableau는 쿼리에 계속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다.
지리적 필드를 기반으로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순환 관계는 데이터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사이에서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테이블의 이점을 제한하는 요소
l

잘 구조화된 모델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테이블에 측정값과 차원
이 혼합되어 있는 테이블 등에서, 테이블의 불필요한 데이터(dirty data)는 다중 테이

l

블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필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조인 선별을 수행하는 Tableau 기능이 제한
됩니다. 조인 선별은 Tableau가 불필요한 조인을 제거하여 쿼리를 간소화하는 방법

l
l

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테이블의 관계 간에서 일치하지 않는 값이 많습니다.
여러 팩트 테이블을 여러 차원 테이블과 상호 관련시킵니다(공유 또는 준수 차원을
모델링하려고 함).

관계가 조인과 다른 점
관계는 분석을 위해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동적이고 유연한 방법입니
다. 관계의 조인 유형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관계를 만들 때 벤 다이어그램이 표시되
지 않습니다.
관계를 두 테이블 간의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이블의 필드를 사용
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을 작성하는 경우 Tableau는 해당 계약에 따라 이러한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와 적절한 조인으로 쿼리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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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선행 조인 유형 없음 . 관계를 정의하는 일치하는 필드만 선택해야 됩니다(조인
유형 없음 ). Tableau는 먼저 기존 키 제약 조건과 일치하는 필드명을 기반으로 관
계를 만듭니다. 사용하려는 필드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더 많
은 필드 쌍을 추가하여 테이블이 연관되는 방식을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
다.

l

l

자동 및 컨텍스트 인식 . 관계는 분석의 시간 및 컨텍스트에 따라 조인을 연기합니
다. Tableau는 비주얼리제이션에 사용되는 필드를 기반으로 조인 유형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분석 중에 Tableau는 지능적으로 조인 유형을 조정하고 데이터의 기
본 세부 수준을 보존합니다. 기초 조인을 고려할 필요 없이 비주얼리제이션에서 필
드의 세부 수준에서 집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XED와 같은 LOD 식을 사용하여
관련 테이블에서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성 . 관계는 다대다일 수 있으며 전체 Outer 조인을 지원합니다. 관계를 사용하
여 테이블을 결합하는 것은 통합 문서의 단일 데이터 원본에 있는 모든 비주얼리제
이션에 대해 유연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원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Tableau는
비주얼리제이션의 필드 및 필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테이블만 쿼리하므로 다양한
분석 흐름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원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관 및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극복을 참조하십시오.
여전히 조인도 데이터를 결합하는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조인 캔버스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인은 어떻게 되었습니
까?를 참조하십시오.
동영상 시청: Tableau의 관계 사용에 대한 소개를 보려면 이 동영상(5분)을 시청하십
시오.

참고: 이 동영상에 나온 관계 편집용 인터페이스는 현재 릴리스와 약간 다를 수 있지
만 기능은 같습니다.
Action Analytics에서 Tableau가 관계를 발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영문)와 같은 동
영상 팟캐스트도 참조하십시오. Library(라이브러리)에서 “Video Podcast(동영상 팟
캐스트)”를 클릭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관계 쿼리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Tableau 블로그 게시물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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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관계, 1부: Tableau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소개(영문)
관계, 2부: 팁과 요령(영문)
관계, 3부: 여러 관련 테이블에서 질문하기(영문)

관계 및 조인의 특성
관계는 분석을 위해 여러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동적이고 유연한 방법입니
다. 관계를 사용하면 데이터 준비 및 분석이 더 쉬워지고 보다 직관적이 되므로 데이
터를 결합할 때 처음에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관계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결합하는 경우의 몇 가지 이점입니다.
l
l

l
l

데이터 원본을 더 쉽게 정의하고 변경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세부 수준(LOD)에서 여러 테이블에 걸쳐 데이터를 더욱 쉽게 분석할 수 있
습니다.
서로 다른 세부 수준의 분석에서 LOD 식이나 LOD 계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사용되는 필드가 있는 테이블의 데이터만 쿼리합니다.

관계
l
l
l
l

l
l

l
l
l

논리적 테이블 사이에 유연한 이음줄로 표시됩니다.
두 논리적 테이블 간에서 일치하는 필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조인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적으로 데이터 원본에서 관련 테이블의 모든 행 및 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분석 중에 데이터 원본에서 각 테이블의 세부 수준을 유지합니다.
여러 세부 수준에서 독립된 도메인을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에서 테이블이 병합되
지 않습니다.
분석 중에 사용되는 필드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인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집계 값이 중복되지 않습니다(성능 옵션을 다대다로 설정한 경우).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을 유지합니다(성능 옵션을 일부 레코드 일치로 설정한 경우).

조인

조인은 데이터를 결합하는 보다 정적인 방식입니다. 조인은 분석 전에 미리 물리적
테이블 간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해당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모든 시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인된 테이블은 항상 단일 테이블로 병합됩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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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조인된 데이터에서 일치하지 않는 값이 누락되거나 집계된 값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l
l
l

l
l
l

물리적 테이블 사이에 벤 다이어그램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조인 유형 및 조인 절을 선택해야 합니다.
조인된 물리적 테이블은 고정된 데이터 결합을 사용하여 단일 논리적 테이블로 병
합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필드가 서로 다른 세부 수준에 있는 경우 집계 값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추출 필터 및 집계와 같은 단일 데이터 테이블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지원합니다.

관계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l

테이블을 연관시킬 때 관계를 정의하는 필드들은 동일한 데이터 유형이어야 합니
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서 데이터 유형을 변경해도 이 요구 사항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Tableau는 쿼리에 계속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유형을 사용합니

l
l
l

다.
지리적 필드를 기반으로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순환 관계는 데이터 모델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사이에서 관계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관련 테이블의 이점을 제한하는 요소
l

잘 구조화된 모델을 고려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여러 테이블에 측정값과 차원
이 혼합되어 있는 테이블 등에서, 테이블의 불필요한 데이터(dirty data)는 다중 테

l

이블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필터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조인 선별을 수행하는 Tableau 기능이 제
한됩니다. 조인 선별은 Tableau가 불필요한 조인을 제거하여 쿼리를 간소화하는

l
l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테이블의 관계 간에서 일치하지 않는 값이 많습니다.
여러 팩트 테이블을 여러 차원 테이블과 상호 관련시킵니다(공유 또는 준수 차원을
모델링하려고 함).

조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계층에서 테이블 간에 조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논
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물리적 계층의 조인/유니온 캔버스로 이동하고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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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유니온을 추가합니다.
각 최상위 수준 논리적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합니다. 논리적
테이블을 열어 해당 물리적 테이블 간의 조인을 보거나, 편집하거나, 만드십시오. 논
리적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테이블
을 두 번 클릭하여 엽니다.

데이터 원본을 만들면 두 계층이 존재합니다. 최상위 수준 계층은 데이터 원본의 논
리적 계층입니다. 논리적 계층에서 관계를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결합합니
다.
다음 계층은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계층입니다. 물리적 계층에서 조인을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테이블 및
물리적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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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옵션을 사용하여 관계 쿼리 최적화
성능 옵션은 관계에서 두 테이블 간의 카디널리티(고유성) 및 참조 무결성(일치하는
레코드)을 정의하는 선택적 설정입니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Tableau가 분석 중에
쿼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l

l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 Tableau에 표시된 권장 기본 설정을 사용합
니다. 기본값을 사용하면 안전하며 분석 중에 올바른 집계와 조인이 자동으로 생성
됩니다. 카디널리티 또는 참조 무결성을 모르는 경우 이러한 설정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를 아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여 두 테이블의 레
코드 간에서 고유성과 일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 시나리오에서 관계에 대한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분석에 필요한 모든 데
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성능 옵션 설정을 조정하여 데이터
를 더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결합하고 분석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관 및 Tableau 블로그 게시물: 관계, 1부: Tableau
의 새로운 데이터 모델링 소개(영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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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널리티 및 참조 무결성 설정의 의미

카디널리티 옵션

카디널리티 설정은 분석 중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조인하기 전이나 후에 Tableau가
테이블 데이터를 집계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l

필드 값이 고유하지 않거나 고유성 여부를 모르는 경우 다수 를 선택합니다.
Tableau는 분석 중에 조인을 형성하기 전에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게 됩니다.

l

필드 값이 고유한 경우 하나 를 선택합니다. 분석 중에 관련 데이터가 집계 전에 조
인됩니다. 관계의 필드 값이 고유한 경우 이 옵션을 설정하면 통합 문서의 쿼리가 올
바르게 최적화됩니다. 그러나 필드 값이 고유하지 않을 때 하나 를 선택하면 뷰에 중
복 집계 값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One을 선택하면 각 키 값이 고유하고 값이 null인 행이 최대 하나만 있다고 가정
하여 레코드를 처리합니다.
참조 무결성 옵션

참조 무결성 설정은 분석 중에 측정값에 대한 차원 값을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조인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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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드 값이 다른 테이블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거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 일부 레

코드 일치 를 선택합니다. 분석 중에 Tableau는 Outer 조인을 사용하여 측정값에
대한 차원 값을 가져옵니다. 뷰에 일치하지 않는 측정값을 비롯한 모든 측정값이
표시됩니다.
l

필드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일치하는 항목이 있다고 보장되는 경우 모든 레코드

일치 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분석 중에 더 적은 수의 간단한 조인을 생성하고 쿼
리를 최적화합니다. 이 테이블에 일치하지 않는 값이 있는 경우 분석 중에 일관되
지 않은 결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일치하지 않는 값은 뷰에서 제거되거나 누락
됨).
참고: 모든 레코드 일치를 선택하면 관계에 사용된 필드에 Null 값이 없다고 가정하
여 레코드를 처리합니다. 분석 중에 Tableau는 Inner 조인을 사용하여 측정값에 대한
차원 값을 가져옵니다. 기본적으로 Tableau는 null 키를 조인하지 않습니다.
카디널리티 및 참조 무결성 개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디널리티 및 참조 무결성
을 참조하십시오.

조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전히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계층에서 테이블 간에 조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논
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조인 캔버스로 이동합니다.
각 최상위 수준 논리적 테이블은 하나 이상의 물리적 테이블을 포함합니다. 논리적
테이블을 열어 해당 물리적 테이블 간의 조인을 보거나, 편집하거나, 만드십시오. 논
리적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테이블
을 두 번 클릭하여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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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을 만들면 두 계층이 존재합니다. 최상위 수준 계층은 데이터 원본의 논
리적 계층입니다. 논리적 계층에서 관계를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결합합니
다.
다음 계층은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계층입니다. 물리적 계층에서 조인을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의 논리적 테이블 및
물리적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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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옵션 사용에 대한 팁
데이터의 형태를 아는 경우 성능 옵션의 선택적 설정을 사용하여 테이블 간의 카디
널리티(일대일, 일대다, 다대다)를 설정하고 참조 무결성(한 테이블의 값은 항상 다
른 테이블에 일치하는 항목이 있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성능 옵션의 설정을 "예"와 "아니요"로 생각하지 말고 "예"와 "모름"으로 생각하십시
오. 테이블의 값이 고유하다고 확신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합니다. 한 테이블의 각 레
코드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하나 이상과 일치한다고 확신하는 경우 모든 레코드
일치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십시오.
데이터의 형태를 모르는 경우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Tableau가 데이터에서 이러
한 설정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l
l

카디널리티: 다대다
참조 무결성: 일부 레코드 일치

Tableau가 데이터에서 키 관계 또는 참조 무결성을 감지하는 경우 해당 설정이 사용
되며 "감지됨"으로 표시됩니다.
기본 설정을 적용하려면 기본값으로 되돌리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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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카디널리티 는 필드(열) 또는 필드 조합에 포함된 데이터의 고유성을 나타냅니다. 분
석하려는 테이블에 많은 데이터 행이 포함되어 있으면 쿼리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
에(전체 데이터 원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테이블 간에서 관련 열의 카디
널리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l

낮은 카디널리티: 관련 열에 많은 양의 반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Products
(제품) 테이블은 Category(범주) 열을 포함할 수 있고, 이 열은 세 개의 값 Furniture

l

(가구), Office Supplies(사무 용품) 및 Technology(기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높은 카니널리티: 관련 열에 많은 고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Orders(주문)
테이블은 Order ID(주문 ID) 열을 포함할 수 있고, 이 열은 각 제품 주문에 대한 고유
값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조 무결성 은 한 테이블이 항상 다른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행을 갖는다는 의미입니
다. 예를 들어 Sales(매출) 테이블은 항상 Product Catalog(제품 카탈로그)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행을 갖습니다.

데 이 터 에 질 문 (Ask Data)을 사 용 하 여 자 동
으로 뷰 작성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면 일반 언어로 질문을 입력하고 Tableau에서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의 형태로 답변이 제공되므로 필드를
수동으로 끌어서 놓거나 데이터 구조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시계열 및 공간 분석 같은 주요 분석 개념을 지원하고 'last
year(작년)' 및 'most popular(가장 인기 있는)' 같은 대화 구절을 이해하므로 정교한 질
문을 자연스럽게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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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질문 렌즈로 이동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쿼리하려면 먼저 Tableau 작성자가 렌즈
에 사용되는 데이터 필드 일부를 지정하는 렌즈를 만들어야 합니다.
Tableau에서 데이터에 질문 렌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l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사이트의 최상위 수준에 있는 모든 렌즈 페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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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렌즈를 만든 데이터 원본의 데이터에 질문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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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시보드의 데이터에 질문 개체

렌즈 페이지 또는 대시보드 개체의 데이터에 질문
렌즈로 이동하여 렌즈 데이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 Tableau 사이트의 모든 렌즈 페이지,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 탭 또는 대
시보드의 데이터에 질문 개체를 통해 렌즈로 이동합니다.
2. (선택 사항) 추천 비주얼리제이션 에서 항목을 클릭하여 해당 조직에 대해 렌즈 작
성자가 만든 비주얼리제이션을 빠르게 확인합니다.
추천 항목으로 현재 데이터 분석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쿼리를 작성
하여 고유한 질문을 만듭니다.
3. 왼쪽의 데이터 패널에서 각 필드를 마우스오버하여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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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대시보드 개체에서는 데이터 패널이 숨겨져 있을 수 있지만 필드 드롭다
운 메뉴를 클릭하여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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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를 입력하여 쿼리 작성
1.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드는 필드 또는 값 검색 상자에 입력합니다.

2. 입력하면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데이터 필드, 함수 및 문자열 값을 검색하고
결과를 드롭다운 목록에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항목을 클릭하여 검색 상자 위에 표
시된 현재 항목에 추가합니다. 현재 항목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려면 아무 때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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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및 분석 함수를 검색하여 쿼리 수정
A. 현재 항목 B. 현재 필터 C. 검색 상자 D. 반환된 필드 E. 반환된 분석 함수 F. 반
환된 필드 값

제안된 구절을 추가하여 쿼리 작성
Tableau는 사용자의 렌즈와 조직 내 다른 사용자의 렌즈에서 가장 자주 묻는 쿼리를
바탕으로 구절을 제안합니다. 렌즈를 열면 일반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얻는 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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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이 되는 제안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제안을 클릭하여 쿼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 구절을 추가하면 더 관
련된 구절로 제안이 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선택한 각 항목으로 뷰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필드 및 필터를 추가하여 쿼리 작성
1. 필드 추가 또는 필터 추가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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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필드를 클릭합니다. 긴 목록을 줄이려면 먼저 필드 검색 상자에 입력합니
다.

3. 하위 옵션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필드의 경우 집계 유형을 설정하거나 문자
열 및 날짜 필드의 경우 그룹화를 설정합니다.
4. 필드 또는 필터를 더 추가하려면 더하기 기호를 클릭합니다.

쿼리 요소가 적용되는 방식 보기
쿼리 요소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려면 텍스트 상자 또는 그 위의 해석을 마우스오
버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단어는 회색으로 표시되므로 데이터에 질문에 더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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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쿼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질문 문구 다시 입력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옵션, 데이터 필드 및 필터를 클릭하여 질문을 고칠 수 있습
니다.

비주얼리제이션 유형 변경
기본 비주얼리제이션으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경우 오른쪽 위의 메
뉴를 클릭하고 다음과 같은 지원되는 비주얼리제이션 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l
l
l
l
l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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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 차트
Gantt 막대
히트 맵
히스토그램
라인 차트
맵
파이 차트
분산형
누적 막대 차트
텍스트 테이블
트리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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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특정 비주얼리제이션 유형을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 경우에 따라 'Number of Records(레코드 수)' 같은 필드를 입력에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필드, 필터 및 표시된 데이터 변경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필드 값이 표시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l

세로 및 가로 축에 사용된 필드를 전환하려면 비주얼리제이션 선택 메뉴의 왼쪽에
서 축 바꾸기 단추

l

를 클릭합니다.

필드를 변경하려면 먼저 쿼리 항목에서 클릭한 다음 아래의 필드명을 클릭합
니다. 차이 계산에 사용되는 필드를 변경하려면 시간에 따른 차이 비교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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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드 집계 또는 그룹화 유형을 변경(예: 평균에서 합계로)하려면 텍스트 상자에서
필드명을 클릭한 다음 다른 집계 또는 그룹화를 선택합니다.

l

범주형 필터의 경우 값(예: 아래 예제의 'exclude United States(미국 제외)'을 클릭하
여 특정 값을 변경하거나 와일드카드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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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숫자 범위를 조정하려면 'high(높음)' 또는 'cheap(저가)' 같은 단어를 클릭합니다.

l

필드 또는 필터를 삭제하려면 필드를 마우스오버하고 X를 클릭합니다.

날짜 필터 조정
날짜 필터를 조정하려면 'last(지난)' 또는 'previous(이전)' 같은 단어를 클릭합니다. 그
런 후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l
l

특정 날짜 : 특정 기간 또는 날짜 값을 입력하려는 경우
기준 날짜 -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날짜 범위를 표시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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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날짜 범위 - 특정 시작 날짜 및 끝 날짜를 입력하려는 경우

특정 날짜를 클릭하면 날짜 세부 정보 메뉴에 몇 가지 고유한 옵션이 나타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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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옵션은 단일 연속형 날짜 범위를 표시합니다.
날짜 값 옵션은 여러 기간에서 반복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에 걸쳐 Q1의 결합된 영업 실적을 확인하려면 날짜 값에서 분기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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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차이 비교
데이터에 질문을 사용하면 'year over year(전년 대비)' 또는 'quarter over quarter(분기
대비)' 같은 구절을 사용하여 기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저장한 통합 문서에 차이 또는 비율 차이 테이블 계산으로 나타납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차이 계산을 클릭하여 다른 필드, 집계 방법 및 기간을 선택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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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계산 적용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두 측정값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계산을 지원합니다.
+ 측정값 합계
- 둘 사이의 차이 계산
* 곱하기
/ 나누기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저장한 통합 문서에서 이러한 계산은 계산된 필드가 되
는 것이 아니라 열, 행 또는 마크 선반의 임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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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주얼리제이션과 함께 시트 추가
렌즈에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비주얼리제이션을 빠르게 만들려면 데이터에 질문
(Ask Data)에 시트를 추가합니다.
웹 페이지 맨 아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l

명명된 시트 오른쪽에 있는 시트 추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l

시트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복제 또는 삭제 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시트의 이름을 바꾸려면 새 통합 문서에 시트를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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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lack 또는 링크를 통해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비주얼리제이션 공유
렌즈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데이터에 질문(Ask Data) 비주얼리제이션을 빠
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브라우저의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이메일이나 Slack을 통해 비주얼리제이션을 공유하려면 텍스트 상자에 특정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메일 및 Slack 통합은 Tableau 관리자가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지정 이메일 및 기타 메시지에 붙여 넣을 수 있는 URL을 복사하려면
링크 복사 를 클릭합니다.

렌즈 소유자에게 피드백 보내기
렌즈의 구조 또는 데이터에 질문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
우 작성자에게 직접 피드백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되지만 렌즈 작성자가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 데이터에 질문에 대한 쿼리 상자 왼쪽에서 데이터에 질문 팁 아이콘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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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팁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서 렌즈 작성자에게 문의 를 클릭합니다.

성공적인 쿼리를 위한 팁
데이터에 질문에 사용할 질문을 구성할 때 다음 팁을 적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으
십시오.
l

키워드 사용 - 예를 들어 'I want to see all the countries that these airports are in(이
러한 공항이 있는 모든 국가 표시)' 대신 'by airport and country(공항 및 국가 기
준)'를 사용합니다.

l

필드명 및 값에 대한 정확한 단어 사용 — 예를 들어 렌즈에 Airport Code(공항
코드), Airport Name(공항 이름) 및 Airport Region(공항 지역) 필드가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필드를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l

순위 목록 보기 - 데이터에 질문은 'best(최고)' 및 'worst(최악)' 같은 용어를 각
각 Top 1(상위 1) 및 Bottom 1(하위 1)에 매핑합니다. 더 넓은 순위를 보려면
'high(높음)' 및 'low(낮음)'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houses with low sale prices
(판매가가 낮은 주택)'를 입력합니다.

l

쿼리 테이블 계산 - 테이블 계산 필드의 쿼리 식에서는 '연도별 차이'를 필터링
하거나, 제한하거나, 포함할 수 없습니다.

l

비정상적으로 긴 값은 따옴표로 표시 - 라인 반환, 탭, 10개가 넘는 단어를 포
함하는 긴 필드 값을 분석하려면 이러한 필드 값을 따옴표로 묶습니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해당 길이의 필드 또는 처음
200,000개의 고유 필드 값을 초과하는 필드를 인덱싱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의 초점을 특정 대상에 맞추는 렌즈 만들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체 데이터 원본의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영업, 마케팅 또는
지원과 같은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시각화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대상 사용
자에 대해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최적화하기 위해 Tableau 작성자는 선택한 필
드의 하위 집합을 쿼리하는 별도의 데이터에 질문 렌즈 를 만듭니다. 선택한 필드에
대해 작성자는 필드 이름 및 값의 동의어를 지정하여 렌즈 대상 사용자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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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일반 언어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예: "샌프란시스코"를 나타내는 "SF"). 렌즈
작성자는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쿼리 상자에 나타나는 추천 비주얼리제이션(사용
자는 클릭 한 번으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사이트에 별도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만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에 내장된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있
는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는 렌즈를 만들 수 없습니다.

Tableau 사 이 트 에 서 렌 즈 페 이 지 생 성 또 는 구 성
Tableau 사이트에서 각 렌즈에는 개별 페이지가 포함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
는 데이터에 질문에 쿼리하고 작성자는 렌즈 필드, 동의어 및 제안된 질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의 렌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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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사이트에서 렌즈 페이지를 만들려면 데이터 원본 페이지로 이동하여 새
로 만들기 > 데이터에 질문 렌즈 를 선택합니다.
기존 렌즈를 구성하려면 사이트의 렌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대시보드의 데
이터에 질문 개체에서 맨 위의 팝업 메뉴를 클릭하고 렌즈로 이동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2. 새 렌즈를 만드는 경우 이름, 설명 및 프로젝트 위치를 입력한 다음 렌즈 게시 를 클
릭합니다.
3. 왼쪽의 필드 패널 맨 위에서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렌즈 사용자에게 적절한
필드를 선택하고 저장 을 클릭합니다.

4. 왼쪽에서 개별 테이블 또는 필드 위에 마우스오버하고 연필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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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여 더 많은 대표하는 이름을 제공하십시
오.

l

렌즈 사용자가 쿼리에 입력할 수 있는 필드 이름 및 값의 일반적인 동의어를

l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필드 위로 마우스오버할 때 나타나는 설명을 편집합니다.

추천 비주얼리제이션 목록 변경
렌즈 사용자의 일반적인 쿼리를 해결하기 위해 쿼리 상자 아래에 표시되는 추천 비
주얼리제이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주얼리제이션 추가 또는 바꾸기

1. 텍스트 상자에 쿼리를 입력하고 Enter 또는 Return 키를 누릅니다.
2. 비주얼리제이션이 나타나면 툴바의 핀 아이콘에서 추천 비주얼리제이션에 고정
또는 추천 항목 바꾸기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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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추천 항목을 보려면 이름을 입력하고 나타나는 섹션을 선택합니다. 바꿀 추천
사항의 경우 덮어쓸 기존 항목을 선택합니다.
섹션 제목과 추천 항목 이름 편집 또는 추천 항목 삭제
l

섹션 제목을 편집하려면 제목 오른쪽에 있는 연필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l

추천 항목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추천 항목을 마우스오버하고 연필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추천 항목을 삭제하려면 X를 클릭합니다.

대시보드에 데이터에 질문 렌즈 추가
대시보드에서 사용자가 Tableau 사이트의 렌즈를 통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쿼리
할 수 있는 데이터에 질문 개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대시보드를 편집하는 동안 데이터에 질문
개체를 캔버스로 끌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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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에 질문 개체를 캔버스로 끌어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선택하려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게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개체를 편집해야 합니다.

2.
3. 이전에 통합 문서에 연결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4. 기존 렌즈를 사용하려면 선택하고 Use Lens(렌즈 사용)를 클릭합니다.
새 렌즈를 만들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데이터 원본에 대한 렌즈가 없는 경우 Go to Data Source Page(데이터 원

l

본 페이지로 이동)를 클릭합니다.
렌즈가 이미 있는 경우 대화 상자 맨 아래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을 클릭합니
다.

5. (새 렌즈만 해당) Tableau 사이트에서 렌즈 페이지 생성 또는 구성 의 단계를 완료
합니다.
6. 렌즈 사용자를 위한 툴바 옵션 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단추를 선택합니다.
l 핀에 비주얼리제이션 추가 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쿼리 상자 바로 아래에 표
시되는 추천 비주얼리제이션 목록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l

통합 문서로 게시 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Tableau 사이트에 비주얼리제이션
을 통합 문서 시트로 저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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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비주얼리제이션 공유 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이메일, Slack 또는 링크를 통
해 공유 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서 게시(저장 아이콘), 핀 및 공유 옵션은 오른쪽 위에 나타납니
다.

7. (새 렌즈만 해당) 렌즈 만들기를 마친 후 대시보드의 렌즈 개체로 돌아와서 새
로 고침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새 렌즈를 선택하고 Use Lens(렌즈 사용)를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질문 대시보드 개체에 다른 렌즈 적용
1. 개체 상단의 팝업 메뉴에서 구성 을 선택합니다.

2. 대시보드에 데이터에 질문 렌즈 추가 로 이동하고 2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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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이름, 설명 또는 프로젝트 위치 변경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렌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페이지 상단의 렌즈 이름 오른쪽에서 점 3개(...)를 클릭하고 통합 문서 편집 을 선택
합니다.
3. Edit Lens Details(렌즈 세부 정보 편집)를 클릭합니다.

데이터에 질문에서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 원본 소유자 및 렌즈 작성자인 경우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쿼리 및 필드, 사용자가 클릭한 비주얼리제이션 결과 수 및 기타 유용한 정보
를 표시하는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필터를 사용하면 특정 사용자 및 시간 범위로
데이터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렌즈를 추가로 최적화하여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Tableau Server 리포지토리에서 이 데이터
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지정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렌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에 질문 텍스트 상자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질문 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팁 대화 상자의 왼쪽 아래에 있는 사용량 분석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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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에 대한 질문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
렌즈 소유자는 사용자가 데이터 구조, 예상 결과 및 기타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지만 아래의 단계를 사용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렌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에 질문 텍스트 상자 왼쪽에서 데이터에 질문에서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
위에 표시된 “i”를 클릭합니다.
3. 팁 대화 상자의 맨 아래에서 “렌즈 작성자에게 문의” 옆에 있는 눈 아이콘을 클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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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피드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렌즈 게시 및 보기 권한
대시보드에 있는 데이터에 질문 개체의 경우 사용 권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통합 문서 작성자는 렌즈를 만들 수 있고 기존 대시보드 대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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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렌즈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조를 위해 대시보드와 데이터 원본 페이지
를 통한 직접 액세스에 필요한 렌즈 사용 권한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렌즈를 만들고 게시하려면 사용자에게 다음이 필요합니다.
l
l
l

Creator 또는 Explorer 사용자 역할
데이터 원본에 대한 렌즈 생성 권한(기본적으로 연결 권한에서 상속됨)
렌즈가 게시되는 상위 프로젝트에 대한 쓰기 권한

게시된 렌즈에 액세스하고 상호 작용하려면 사용자에게 다음이 필요합니다.
l
l
l

Viewer(뷰어) 역할 이상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권한
렌즈에 대한 보기 권한

참고: 기본적으로 보기와 같은 렌즈 사용 권한에는 통합 문서의 프로젝트 권한
이 반영됩니다. 기본 렌즈 사용 권한을 변경하려는 Tableau 관리자는 각 프로젝
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용 권한 API를 사용하여 대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대해 사용되지만 Tableau 관리자
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Tableau Server만 해당) 웹 작성 섹션에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 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에 질문의 가용성 섹션에서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l

사용을 선택하면 모든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 렌즈
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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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 안 함을 선택하면 사이트 전체에서 데이터에 질문이 숨겨지지만 이
전에 만든 렌즈에 대한 정보가 유지되므로 데이터에 질문을 다시 사용하
도록 설정하는 경우 복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 사용할 데이터 최적화
데이터 원본을 관리하고 게시하는 경우 몇 가지 팁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자의 성공적인 작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시간을 조금만 들이
면 조직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상세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질문의 데이터 최적화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데이터에 질문 인터페이스 왼쪽의 데이터 패널에서 필드 동의
어를 추가하고 관련 없는 값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또는 렌즈 수준에서 설정 변경

데이터에 질문의 데이터 패널에서 설정을 변경할 때는 데이터 원본 수준에 있는지
렌즈 수준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에 질문의 초
점을 특정 대상에 맞추는 렌즈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 수준에서는 왼쪽 위에 원통형 데이터 원본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수
준의 데이터 패널에서 수행하는 변경은 기본적으로 이후에 만들어진 모든 렌즈에
적용됩니다.

참고: 추출의 경우 두 개의 원통형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Tableau Software

1043

Tableau Cloud 도움말

l

개별 렌즈의 경우 왼쪽 위에 따옴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수준의 데이터 패널
에서 수행하는 변경은 이 렌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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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이름 및 값에 대한 동의어 추가

데이터 원본에서 찾을 수 있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데이터 원
본 소유자와 Tableau 관리자가 특정 데이터 필드 이름 및 값에 대한 동의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동의어를 조직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용자가 빠
르고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특정 필드 값 제외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검색 결과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려면 특정 필드 값을
인덱싱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인덱싱되지 않은 값은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검
색 결과에 추가되지 않지만 관련이 있는 경우 비주얼리제이션 결과에는 계속 표시됩
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세부 정보가 검색 결과에 추가되는 것을 이유로 "Product
(제품)" 필드의 값을 인덱싱하지 않은 경우 "iPhone 12"와 같은 값은 데이터에 질문
(Ask Data)의 결과 데이터 시각화에 계속 표시됩니다. 사용자는 인덱싱되지 않은 값
을 따옴표로 묶어 수동으로 쿼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예: ""iPhone 12"가 포함된 제
품의 매출").

참고: 데이터 원본에 대한 값 인덱싱 설정이 사용 안 함으로 설정된 경우 이 필드
수준 설정은 무시됩니다. 필드 이름과 관련 동의어는 항상 인덱싱됩니다.

1. 데이터 원본 또는 개별 렌즈에 대한 데이터에 질문 탭으로 이동합니다.
2. 왼쪽의 데이터 원본 필드를 마우스오버하고 필드 세부 정보 편집 아이콘(연필 모
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필드 값 인덱싱 을 선택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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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여 지금 데이터 원본을 다시 인덱싱하거나 정
기적인 인덱싱 일정에 따라 다시 인덱싱합니다.

데이터 원본 최적화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용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려면 원래 데이터 원본
을 최적화합니다.

참고: 데이터에 질문은 다차원 큐브 데이터 원본이나 Google Analytics와 같은 비
관계형 데이터 원본 또는 가상 연결이 있는 데이터 원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 사용할 인덱싱 최적화

데이터 원본 소유자는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 대한 필드 값이 인덱싱되는 빈도
를 변경하여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원본 페이지 맨 위에서 세부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섹션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3. 필드 값에 대한 인덱싱 옵션을 선택합니다.
l

자동은 24시간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데이터 원본이 라이브 상태이
거나, 추출이 새로 고쳐졌거나, 다시 게시된 경우 데이터 원본을 분석합
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 원본인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언제나 쿼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원본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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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수동으로 데이터 원본을 분석하려면 Tableau Creator가 데이터 원본 페이
지에서 인덱싱을 수동으로 트리거해야만 합니다. 데이터 원본이 자주 변
경되지만 사용자가 가끔씩만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여 데이
터 원본을 쿼리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동 인덱싱을 트리거하려면 데이터 원본 페이지로 이동하고 왼쪽에 있
는 데이터 패널에서 "i"자를 클릭한 다음 데이터 원본 다시 인덱싱을 클릭
합니다.

l

사용 안 함은 값이 아니라 필드명만 분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추출을 사용하여 성능 향상

성능을 개선하고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지원하려면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라
이브 데이터 원본 대신 게시된 추출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추출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가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에게 개별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
는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에 행 수준 권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한
이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도 적용되므로 보안 값을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된 통
계 추천 항목을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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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 기능에 유의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다음을 제외한 모든 Tableau 데이터 원본 기능을 지원합
니다. 데이터 원본에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에 질문(Ask Data) 사
용자가 관련 필드를 쿼리할 수 없습니다.
l
l
l

집합
결합된 필드
매개 변수

사용자 질문 예상

사용자가 묻는 질문의 종류를 예상한 다음 다음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질
문에 맞게 데이터 원본을 최적화합니다.
l
l

l
l

Tableau Prep 또는 유사한 도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형태를 잡습니다.
데이터 조인 을 통해 사용자가 질문할 수 있는 모든 필드를 한 테이블에 포함하여
성능을 개성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계산된 필드 를 추가합니다.
사용자가 히스토그램 또는 다른 구간차원 양식으로 보고자 할 수 있는 수량 변수에
대한 적절한 크기의 구간차원 을 만듭니다.

데이터 간소화

사용자와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이 모두 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데이터 준비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 원본을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1. 모든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하여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2. 각 필드에 고유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정합니다.
l 예를 들어 “Sales...(매출...)”로 시작하는 필드 이름이 5개인 경우 이러한 필드
이름을 확실히 구분하여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이 “sales(매출)”라는 용어
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Number of records(레코드 수)”를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각 레코드가 지진을 나타내는 데이터 원본에서는 “Number of
earthquakes(지진 횟수)”를 사용합니다.
l 숫자, 날짜 또는 부울(“true” 또는 “false”) 값인 필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
다.
l “Sales in 2015(2015년 매출)” 또는 “Average Products Sold(평균 제품 판매)”
같이 분석 식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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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화에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의미 있는 필드 값 별칭 을 만듭니다.
적절한 필드 기본값 설정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서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석하려면 기본 필드 설정이 각 필
드의 콘텐츠를 반영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l
l
l

텍스트, 시간, 날짜, 지리 및 기타 값에 대한 데이터 유형을 설정 합니다.
차원 또는 측정값, 연속형 또는 불연속형 같은 적절한 데이터 역할을 할당 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 각 측정값에 대해 색상, 정렬 순서, 숫자 형식(백분율, 통화 등)
및 집계 함수와 같은 적절한 기본 설정을 할당 합니다. 예를 들어 “Sales(매출)”에는
SUM이 적절하지만 “Test Score(테스트 점수)”에는 AVERAGE가 더 적합한 기본값일
수 있습니다.

팁: 사용자가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의 필드를 마우스오버하면 이러한
설명이 도움이 되는 정보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필드에 기본 설명을 설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리적 필드 및 범주형 필드에 대한 계층 만들기

시간 데이터의 경우 Tableau가 자동으로 계층을 만들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층을 사
용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을 빠르게 드릴업 및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예: 일에서 주
및 월로). 그러나 지리적 데이터 및 범주형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이
필드 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 계층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데이터 패널에 계층을 표시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데이터에 질문(Ask Data)은 계층 이름이 아니라 계층 구조 내의 필드명 인덱스만 작
성합니다. 예를 들어 “Location(위치)”이라는 지리적 계층에 “Country(국가)” 및 “City(도
시)” 필드가 포함된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에 질문(Ask Data)에 대한 질문에 “Country
(국가)” 및 “City(도시)”를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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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을 통해 더 빠르게 통찰력 확보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탐색할 때 비주얼리제이션의 마크를 검사하고
식별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면 대시보드, 시
트 또는 선택한 마크를 분석하여 기초 데이터에서 가능한 이상값과 상관 관계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은 통계 모델을 구축하고 현재 뷰에서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의 잠재적인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여 비주얼리제이션의 개별 마크에
대해 가능한 설명을 제안합니다.
데이터 설명 실행 및 설명 탐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시작을 참조하십
시오.

참고: 이 항목에서는 Tableau 2021.2 이상 버전에서 데이터 설명이 작동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가 있는 경우 버전 2021.1의 데이터
설명 도움말에서 해당 항목을 읽어 보십시오.

다양한 뷰를 작성할 때 데이터를 보다 깊게 탐색하고 더 나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설명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을 통
해 분석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 설명과 함께 사
용할 때 더 흥미롭게 만드는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
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에 액세스
데이터 설명은 사이트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서버 관리자
(Tableau Server)와 사이트 관리자(Tableau Cloud)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의 사
용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를 편집할 수 있고 통합 문서에 대한 데이터 설명 실행 사용 권한 기능이 있
는 작성자는 편집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 실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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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가진 모든 사용자는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의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
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허용한 경우 보기 모드에서 이메일 또는 Slack을 통해 다른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 사용자와 설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가 이메일 및 Slack을 통해 설명을 공유할 수 있도록 Tableau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 설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 패널에 표시되는 설명 유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 유형 및 필드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
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을 통해 분석 효과를 높이는 방법
데이터 설명은 데이터의 관계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관계를 발생
시키는 원인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의
전문가입니다. 사용자 전문 분야 지식과 직관은 다양한 뷰를 사용하여 보다 자세하
게 탐색할 흥미로운 특성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관련 정보는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및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과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다음 Tableau Conference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l
l
l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 데이터 설명 실무(1시간)(영문)
데이터 설명 활용(45분)(영문)
데이터 설명 내부 구조: 자동화된 베이지안 모델링(35분)(영문)

데이터 설명 시작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마크를 탐색할 때 분석 흐름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합니다. 데
이터 설명은 데이터 가이드 패널이 열려 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고 현재 선택 항목
(대시보드, 시트 또는 마크)에 따라 업데이트됩니다.
데이터 설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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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대시보드, 시트 또는 마크에서 데
이터 설명 실행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기
분석된 필드 보기
데이터 설명 시작
설명의 용어 및 개념
설명 유형

l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구 사

l

항 및 고려 사항
데이터 설명 설정 변경(작성자만

l

해당)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l

또는 사용 안 함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l

대시보드, 시트 또는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 실행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는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문서에서 대시보드 또는 시트를 엽니다.
2. 뷰 툴바에서 데이터 가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 가이드 패널을 엽니다. 자세
한 내용은 데이터 가이드를 사용하여 대시보드 탐색 을 참조하십시오.
3. 대시보드를 열면 데이터 설명이 대시보드를 분석하여 이상값을 확인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시트를 선택하면 데이터 설명은 해당 시트의 마크에서 이상값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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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마크를 선택하면 데이터 설명이 설명을 위해 구체적으로 해당 마크
를 분석합니다.

해당하는 설명을 클릭하면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설명 중인 마크가 하이라이트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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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한 경우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마크를 선택하고 마크 위로 마우스오버한 다음
도구 설명 메뉴에서 데이터 설명을 클릭합니다.

분석된 마크의 값에 대한 가능한 설명이 데이터 가이드 패널에 표시됩니다. 다른 설
명 이름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장하고 탐색을 시작합니다.
설명을 보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

감지된 이상값과 비주얼리제이션의 소유자 연락처에 대한 메모가 표시되는 경우
이는 이러한 유형의 설명을 볼 때 사용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이름을
클릭하여 소유자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Tableau 콘텐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
유자에게 연락하여 통합 문서 또는 뷰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을 부여해 줄 것
을 요청합니다.
통합 문서의 소유자인 경우 사용 권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을 사
용할 수 있는 사용자 및 볼 수 있는 내용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 사용 팁

l

서로 비교하기 위해 여러 마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뷰에 SUM, AVG, COUNT, COUNTD 또는 AGG(계산된 필드)를 사용하여 집계되는

l

하나 이상의 마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선택한 마크의 유형을 분석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알리는 메시지

l

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을 참조하십시

l

오.
분석하는 데이터가 단일 주 데이터 원본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설명은 혼
합된 또는 큐브 데이터 원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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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원본을 데이터 설명과 함께 사용할 때 더 흥미롭게 만드는 특성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기
1.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데이터 가이드 패널에서 설명 이름을 클릭합니다.
설명을 클릭하여 세부 정보를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2. 스크롤하여 자세한 설명을 봅니다.
3. 설명의 차트를 마우스오버하면 다양한 데이터 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
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편집용으로 뷰를 연 Creator 또는 Explorer는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비주얼

리제이션을 새 워크시트로 열고 데이터를 더 자세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도 데이터 설명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
오.
4. 도움말 아이콘

을 마우스오버하면 설명에 대한 도구 설명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

다. 도움말 아이콘

을 클릭하여 도구 설명을 계속 엽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링크

를 클릭하여 관련 도움말 항목을 엽니다.

Tableau Software

1055

Tableau Cloud 도움말

분석된 필드 보기
1. 대시보드, 시트 또는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 실행 .
2. 데이터 가이드 패널의 기초값 탐색 아래에서 대상 측정값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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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맨 아래에서 < 필드 수 > 링크를 클릭합니다.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 설정을 열어 분석에 포함할 필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필드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의 용어 및 개념
다음 용어와 개념은 설명에 자주 나타납니다.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는 맥락에서 이
의미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란?
마크란 데이터의 일부 기초 레코드 값을 요약하는 선택 가능한 데이터 요소입니다.
마크는 단일 레코드로 구성되거나 여러 레코드가 함께 집계될 수 있습니다. 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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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크는 선, 도형, 막대, 셀 텍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Tableau는 뷰에서 필드의 교차에 따라 마크를 구성하는 레코드를 가져옵니다.
분석된 마크는 데이터 설명을 통해 분석한 대시보드 또는 시트의 마크를 의미합니
다.
마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크를 참조하십시오.

예상 값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크에 대한 예상 값은 비주얼리제이션의 기초 데이터에서 예상되는 값 범위의 중
앙값입니다. 예상 범위는 통계 모델에서 분석된 마크에 대해 예측하는 15번째 백분
위수와 85번째 백분위수 사이의 값 범위입니다. Tableau는 선택한 마크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행할 때마다 예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상 값 요약에 마크가 예상보다 낮음 또는 예상보다 높음 으로 표시되는 경우 집계
된 마크 값이 통계 모델이 마크에 대해 예측한 값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
상 값 요약에 마크가 예상보다 다소 낮거나 다소 높지만 자연 변동 범위 이내 라고 표
시되는 경우 집계된 마크 값이 예상 마크 값의 범위 내에 있지만 중앙값 범위보다 낮
거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상 범위는 얼마입니까?를 참조하십시오.

차원 및 측정값이란?
데이터베이스의 각 열 이름은 필드입니다. 예를 들어 Product Name(제품 이름)과
Sales(매출)는 개별 필드입니다. Tableau에서는 데이터를 분류하는 Product Name(제
품 이름)과 같은 필드를 차원이라고 하고, Sales(매출)와 같은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
터를 가진 필드를 측정값이라고 합니다. Tableau는 측정값을 뷰로 끌어올 때 기본적
으로 집계합니다.

105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일부 설명에서는 기초 레코드 값과 이러한 값의 집계가 어떻게 분석된 마크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다른 설명에서는 분석된 마크에 대한 차원의 값 분
포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면 뷰에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차원과 측정값
이 분석에 고려됩니다. 이러한 필드를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 및 시각화되지 않은 측
정값이라고 합니다.
차원 및 측정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및 측정값을 참조하십시오.

집계란?
집계는 요약 또는 합계인 값입니다. Tableau는 행, 열, 마크 카드 옵션 또는 뷰로 측정
값을 끌어올 때마다 SUM 또는 AVG와 같은 집계를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값이 집계되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 SUM(Sales) 또는 AVG(Sales)로 표시됩니
다.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려면 비주얼리제이션이 SUM, AVG, COUNT, COUNTD 또는
AGG로 집계된 측정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집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의 데이터 집계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드 값이란?
레코드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행입니다. 행에는 각 필드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에서 Category(범주), Product Name(제품 이름) 또는 Sales(매출)는 필
드(또는 열)입니다. Furniture(가구), Floor Lamp(바닥 램프) 그리고 $96은 값입니다.
Category

Product Name

Sales

Furniture

Floor Lamp

$96.00

분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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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는 데이터의 가능한 모든 값(또는 간격)의 목록입니다. 또한 각 값의 빈도(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설명의 설명 유형
비주얼리제이션 또는 대시보드에서 새 마크를 선택하고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때
마다 Tableau는 해당 마크와 통합 문서의 기초 데이터를 고려하여 새로운 통계 분석
을 실행합니다. 가능한 설명은 데이터 설명 패널의 확장 가능한 섹션에 표시됩니다.
데이터 설명을 통해 설명이 분석 및 평가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
명 작동 방식을 참조하십시오.

기초값 탐색
이 섹션에는 설명될 수 있는 각 측정값에 대한 설명이 나열됩니다(이를 대상 측정값
이라고 함). 여기에 나열된 각 설명은 분석된 마크에서 테스트를 거친 대상 측정값의
관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데
이터 설명에서 찾은 관계가 의미 있고 탐구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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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에서는 Trip Distance(주행 거리)가 대상 측정값입니다.

기초 특성

마크 특성 설명은 뷰에서 마크의 기초 레코드가 설명된 측정값의 집계 값에 어떤 영
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크 특성에는 극한 값, Null 값, 레코드 수 또는 마크
의 평균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설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설명의 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십
시오.

극한 값

이 설명 유형은 하나 이상의 레코드에 대부분의 레코드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값이
있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설명이 모델에서 지원되는 경우, 극한 값이 분석된 마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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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크에 극한 값이 있는 경우 이상값이라는 의미이거나 뷰에서 해당 레코드를 제외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택은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명은 단지 마크에
극한 값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가격이 10센트가 아니라 10달
러인 경우 레코드의 잘못 입력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영업 사원의
훌륭한 분기 실적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설명은 게시된 통합 문서의 보기 모드에서 볼 수 있도록 작성자가 설정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l
l
l

분석된 마크의 기초 레코드 수
대상 측정값에 기여하는 극한 값
마크의 값 분포
각 분포 값에 해당하는 레코드 세
부 정보

탐색 옵션:
l

차트의 원 위를 마우스오버하면

l

해당 값이 표시됩니다.
세부 정보 목록 아래의 왼쪽 또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레코
드 세부 정보를 스크롤합니다.

l

사용 가능한 경우 전체 데이터

보기 를 클릭한 다음 전체 데이

l

터 탭을 클릭하여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를 표시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이 예에서, 463시간 임대라는 한 개의
극한 값이 예상된 합계보다 높은 총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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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레코드 수가 적으면 이러한 값을

이 높은 값의 가능한 이유는 누군가
자전거를 반납할 때 거치대에 꽂는

l

극한 값과 비교하여 검토합니다.
극한 값이 다른 레코드 값보다 크
게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값을
제외하고 분석된 마크의 값이 어

l

떻게 변경되는지 고려하십시오.
극한 값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작성자는 향후 분석을 위
해 이 값을 제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터를 고려하면서 데이터에 대
한 실용적인 지식을 적용할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차이 시각화

이 섹션이 보여주는 내용:
l

극한 값이 제외될 때 분석된 마크
값이 변경되는 방식

탐색 옵션:
l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l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극한 값을 포함할 때와 제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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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의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작성자는 뷰를 새 시트로 열고 필
터를 적용하여 극한 값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극한 값이 다른 레코드 값보다 크
게 높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값을
제외하고 분석된 마크의 값이 어

l

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극한 값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
이터를 고려하면서 데이터에 대
한 실용적인 지식을 적용할 수 있

이 예에서 483의 극한 값이 제외되면

는 기회로 활용하십시오.

분석된 마크가 뷰의 다른 마크에 비
해 더 이상 높지 않습니다. 다른 마크
가 이제 눈에 띕니다. 작성자가 다른
마크를 둘러보면서 다른 위치에서 왜
자전거 대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
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Null 값

Null 값 설명 유형은 마크의 누락 데이터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표시됩니다. 이
유형은 null인 대상 측정값의 비율과 해당 측정값의 집계 값에 null 값이 미치는 영향
을 나타냅니다.
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분석된 마크에 대한 대상 측정값
에서 null인 값의 비율(파란색 원)

탐색 옵션:
l

분산형 차트의 각 원 위로 마우스
오버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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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차트를 더 보려면 스크롤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백분율은 파란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
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필요한 경우 추가 분석을 위해 마
크의 null 값을 제외합니다.

레코드 수

이 설명 유형은 기초 레코드 수가 합계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분석
결과, 마크에 집계되는 레코드 수와 마크의 실제 값 간의 관계가 발견됩니다.
명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설명 유형을 사용하면 마크 값이 해당 레코드에
있는 값 규모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분석된 마크에 있는 레코드 수의 영향
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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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분석된 마크(진한 파란색 막대)

l

에 대한 대상 측정값의 레코드 수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다른 마
크에 대한 대상 측정값의 레코드
수(연한 파란색 막대)

탐색 옵션:
l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l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더 보려면 스크롤합니다.

l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개별 레코드 값이 낮은지 높은지
또는 분석된 마크의 레코드 수가

l

적은지 많은지를 비교합니다.
많은 수의 레코드에 놀랄 수 있는

이 예에서는 Trip Distance(주행 거리)
에 대한 레코드 수가 원래 비주얼리

경우 작성자는 데이터를 정규화

제이션의 차원을 나타내는 Ride(승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 월의 각 값에 대해 나열됩니다. 8
월에 총 주행 거리 값이 가장 높습니
다.
8월에 더 많은 승차가 발생했기 때문
에 8월의 주행 거리가 가장 높은 것인
지, 아니면 일부 승차 거리가 길어서
주행 거리가 가장 높은 것인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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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의 평균값

이 설명 유형은 측정값의 평균이 합계와 상관 관계가 있는 시기를 설명합니다. 평균
값이 낮은지 높은지 또는 레코드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비교합니다.
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에 사용된
차원의 각 값에 대한 대상 측정값
의 평균입니다.

탐색 옵션:
l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l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더 보려면 스크롤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l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평균값이 낮은지 높은지 또는 레
코드 수가 적은지 많은지를 비교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높은
이유가 많은 수의 상품을 팔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싼 상품을 팔
았기 때문인지를 평가할 수 있습

l

니다.
분석된 마크가 평균값을 크게 상

이 예에서 8월의 평균 주행 거리는 대
부분의 달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지 않

회하거나 하회하는 이유를 알아

습니다. 이것은 8월의 주행 거리가 높

볼 수 있습니다.

은 이유가 사람들의 주행 거리가 길었
다기보다는 8월에 더 많이 승차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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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단일 값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이 설명 유형은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의 단일 값이 분석된 마크의 집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식별합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지만
현재 뷰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차원입니다.
이 설명은 차원의 모든 기초 레코드에 같은 값이 있는 경우를 나타내거나, 분석된 마
크에 대해 동일한 단일 값이 있는 레코드가 여러 개 있거나 몇 개만 있어서 차원 값이
눈에 띄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참고: 설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설명의 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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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와 모든 마크
(회색 막대)에 대한 단일 차원 값

l

의 레코드 수 백분율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와 모든 마크
(회색 막대)에 대한 다른 모든 차

l

원 값의 레코드 수 백분율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와 모
든 마크(회색 막대)의 단일 차원
값에 대한 대상 측정값 평균

l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와 모든 마크
(회색 막대)에 대한 다른 모든 차
원 값의 대상 측정값 평균

탐색 옵션:
l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l

정보가 표시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l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

이 예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 Back Bay

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백베이) 역 근처에서 많이들 탄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설명에 나타난 시각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ation

화되지 않은 차원을 탐색하기 위
해 새로운 비주얼리제이션을 만
들려 할 수 있습니다.

Neighborhood(역 주변)는 원본 비주얼
리제이션의 기초 데이터에서 Trip
Distance(주행 거리)와 일부 관계가 있
는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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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차원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
다.
이 설명 유형은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의 분포가 분석된 마크의 집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유형의 설명은 대상 측정값 합계, 개수 및 평균에 사용됩
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지만 현재 뷰에서 사용되고 있
지 않은 차원입니다.

참고: 설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설명의 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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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에 대한 모든
차원 값과 모든 마크(회색 막대)
에 대한 모든 차원 값의 레코드 수

l

백분율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의 모든
차원 값과 모든 마크(회색 막대)
의 모든 차원 값에 대한 대상 측정
값 평균

탐색 옵션:
l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l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더 보려면 스크롤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l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
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l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설명에 나타난 시각
화되지 않은 차원을 탐색하기 위
해 새로운 비주얼리제이션을 만
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통계 분석을 통해 마크 전
체의 승차 횟수를 비교한 결과, South
Station(사우스 스테이션)과 MIT 역에
서 더 많이 타고 Charles Circle(찰스 서
클)과 Kendall(켄들)에서 더 적게 탔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tation Name(역 이름)은 원본 비주얼
리제이션의 기초 데이터에서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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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주행 거리)와 일부 관계가 있
는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기여 측정값

이 설명 유형은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 평균이 분석된 마크의 집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지만 현재
뷰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측정값입니다.
이 설명은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과 대상 측정값 간의 선형 또는 2차 관계를 나타
낼 수 있습니다.

참고: 설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설명의 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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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뷰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원)와
모든 마크(회색 원)에 대한 대상
측정값의 합계와 시각화되지 않

l

은 측정값의 평균 간의 관계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의 평균
값이 높거나 낮아서 대상 측정값
의 합계가 높거나 낮은지 여부

탐색 옵션:
l

각 원을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정

l

보가 표시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작성자는 이 설명에 나타난 시각
화되지 않은 측정값을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비주얼리제이션을
만들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주행 거리가 높은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대여한 평균 총 시간도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 항목 탐색
이 섹션에서는 분석된 마크가 고유하거나 비정상적인 가능한 이유를 보여 줍니다.
설명:
l
l
l

이 마크의 값이 무엇이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측정값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없습니다.
대상 측정값을 고려하지 마십시오.

기타 관심 차원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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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마크에서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의 분포는 뷰의 다른 모든 마크에 대한 값의
분포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입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
지만 현재 뷰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차원입니다.

참고: 설명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설명의 용어 및 개념을 참조하
십시오.

이 설명이 보여주는 내용:
l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분석된
마크(파란색 막대)에 대한 모든
차원 값과 모든 마크(회색 막대)
에 대한 모든 차원 값의 레코드
수 백분율

탐색 옵션:
l

각 막대를 마우스오버하면 세부

l

정보가 표시됩니다.
차트를 더 보려면 스크롤합니다.
더 큰 버전의 비주얼리제이션을

l

보려면 열기

아이콘을 클릭합

니다.

분석을 위한 다음 단계:
l

l

이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된 마크

이 예에서는 높은 비율의 레코드가

를 구성하는 레코드 값의 구성을

흐린 날씨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설명에 나타난 시각

이터는 Boston(보스턴)의 자전거 대

화되지 않은 차원을 탐색하기 위

여에 관한 데이터이고, 분석된 마크

해 새로운 비주얼리제이션을 만

가 8월의 Trip Distance(주행 거리)이

들려 할 수 있습니다.

기 때문에 날씨가 일반적으로 따뜻하
고 습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사
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흐린 날
에 자전거를 더 자주 빌렸을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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릅니다. 또한 8월에 더 많은 흐린 날
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의 분석된 필드
데이터 설명은 대시보드나 시트에서 통계 분석을 실행하여 이상값인 마크를 찾거나,
구체적으로 선택한 마크에 대해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분석에서는 현재 뷰
에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관련 데이터 요소도 고려합니다.
데이터 설명은 분석에서 데이터 원본의 어떤 열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특정 유형의 필드는 분석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필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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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유 값이 500개 이상인 차원은 분석에 고려되지 않습니다(데이터 설명
설정에서 작성자가 허용하는 경우 제외).

모든 사용자는 현재 분석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필드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데이터 설명에서 통계 분석에 사용하는 필드
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분석된 필드 보기
마크 값에 영향을 주는 측정값에 대한 설명을 확장하면 분석에서 고려되는 필드 수
를 나타내는 링크가 데이터 설명 패널 아래쪽에 표시됩니다.

현재 통계 분석에 포함되거나 현재 통계 분석에서 제외된 필드 목록을 보려면 링크
를 클릭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에 1000개 이상의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 또는 측정값이 포함된 경우 데
이터 설명에서 더 많은 필드를 고려할지 묻는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설명
을 클릭하여 더 많은 필드를 포함하는 분석을 실행합니다. 분석을 완료하는 데 시간
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통계 분석에 사용하는 필드 보기

1. 대시보드, 시트 또는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합니다 .
2. 데이터 설명 패널의 기여한 값 아래에서 측정값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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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 맨 아래에서 < 필드 수 > 링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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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필드 변경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의 필드 탭에서
통계 분석에서 포함하거나 제외할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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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에 많은 수의 고유 값(최대 500개)이 있는 차원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필
드는 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설명에서 통계 분석에 사용하는 필드 편집

분석된 필드에 대한 설정은 데이터 원본 수준에 적용됩니다.
1. 뷰를 편집할 때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합니다.
2. 데이터 설명 패널에서 데이터 설명 패널 아래쪽에 있는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분석된 필드 뷰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분석된 필드를 여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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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4. 필드명 옆에 있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자동 또는 포함하지 않음 을 선택
한 다음 확인 을 클릭합니다.
분석에 포함되려면 필드의 고유 값이 500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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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제외되는 필드
기본적으로 제외되는 필드

제외 이유

데이터 원본에 1,000개 이상의 측정

1000개 이상의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 또

값이 있는 경우 모든 시각화되지 않

는 차원이 포함된 경우 설명 계산에 더 오랜

은 측정값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일부 경우 몇 분이 걸

데이터 원본에 1,000개 이상의 차원
이 있는 경우 모든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입니다.

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드는 초기 분석에
서 기본적으로 제외되지만 추가 분석을 위
해 이러한 필드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 상황에서 데이터 설명이 더 많은 필드를
고려할 것인지 묻는 알림이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알림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전체 설명을 클릭하여 더 많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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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제외되는 필드

제외 이유
드를 포함하는 분석을 실행합니다.

기하 도형, 위도 또는 경로를 사용하

기하 도형, 위도 또는 경도 자체는 설명일 수 없

는 필드

습니다. 경도 또는 위도에 설명으로 설명선을
표시하는 설명은 불필요한 상관 관계 때문이며
개연성 있는 설명이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카디널리티를 갖는 차원(멤버가

높은 카니널리티 차원은 계산에 더 긴 시간

500개를 넘는 차원)

이 걸립니다. 고유 값이 500개를 초과하는
차원은 분석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룹, 구간차원 또는 집합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테이블 계산

테이블 계산이 뷰와 세부 수준이 다른 경우 테
이블 계산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평균을 구할 수 없는 시각화되지 않은

평균을 구할 수 없는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

측정값

에는 계산 식이 집계를 포함하는 계산된 필드
인 측정값이 포함됩니다(시트에 추가된 경우
AGG() 필드로 표시됨).

불연속형 측정값 및 연속형 차원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숨겨진 필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있는 계산된 필드

분석할 값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설명 사용을 위한 요구 사항 및 고려 사항
Tableau Desktop의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의 경우: 데이터 설명이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경우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통합 문서를 편집할 때 데이터 설명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모든 사용자는 게시된 통합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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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설명에 대
한 액세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에 적합한 후보가 되는 비주얼리제이션의 특성
데이터 설명은 요약된 데이터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 스타일의 설명적 비주얼리제
이션 대신 심층 탐구 및 분석이 필요한 비주얼리제이션에 가장 적합합니다.
l

데이터 설명이 데이터 모델을 생성하고 설명을 생성하려면 행 수준 데이터가 필요
합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필드에 관계가 있을 수 있는 행 수준 기초 데이터가 비주얼
리제이션에 포함된다면 해당 비주얼리제이션은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는 데 적합한

l

후보입니다.
행 수준 데이터에 액세스하지 않고 사전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비주얼리
제이션은 데이터 설명에서 수행되는 통계 분석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설명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설명이 다음에만 작동한다는 것
에 주의하십시오.
l

단일 마크만 사용 - 데이터 설명은 단일 마크를 분석합니다. 여러 마크 분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l

집계된 데이터 - 뷰에 SUM, AVG, COUNT 또는 COUNTD를 사용하여 집계되는
하나 이상의 측정값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뷰에 차원이 적어도 하나 존재
해야 합니다.

l

단일 데이터 원본만 사용 - 데이터가 단일 주 데이터 원본에서 제공되어야 합
니다. 데이터 설명은 혼합된 또는 큐브 데이터 원본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통합 문서에 대한 데이터 원본을 준비하는 경우 분석 중에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계
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l

충분히 폭넓은 기초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 원본을 사용합니다. 이상적인 데이터 집
합에는 설명할 하나 (이상의) 집계된 측정값과 함께 10~20개 이상의 열이 있어야 합

l

니다.
이해하기 쉬운 열(필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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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중복 열 및 데이터 준비 결함을 제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필드 변경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에서 시각화되지 않은 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설명은 마크를
분석할 때 기초 데이터의 필드를 고려합니다.
낮은 카디널리티 차원이 더 잘 작동합니다. 범주형 차원의 설명은 해당 카디널리티
가 너무 높지 않아야(20개 미만의 범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유 값이 500개
를 초과하는 차원은 분석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사전 집계하지 마십시오. 이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원본
이 방대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적절한 세부 수준으로 사전 집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원본 대신 추출을 사용합니다. 추출은 라이브 데이터 원본보다 빠르
게 실행됩니다. 라이브 데이터 원본이 있으면 설명을 만드는 프로세스에서 많은 쿼
리를 생성할 수 있으며(대략 후보 설명 하나당 쿼리 하나), 이로 인해 설명을 생성하
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데이터 원본 또는 뷰의 특성에 따라 선택한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이 선택된 마크를 분석할 수 없는 경우 데이터 설명 아
이콘 및 상황에 맞는 메뉴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을 사용하는 뷰에서 데이터

l

설명을 실행할 수 없음:

l
l
l

맵 좌표 필터
혼합 데이터 원본
매개 변수가 있는 데이터 원본
Access와 같이 COUNTD 또는 COUNT
(DISTINCT ...) 구문을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

l
l

l

여러 마크
축
범례
총합계
추세선 또는 참조선
매우 적은 수의 마크를 포함하는 뷰의 마크

l

SUM, AVG, COUNT, COUNTD를 사용하여

다음을 선택한 경우 데이터 설

l

명을 실행할 수 없음:

l
l
l
l

설명에 사용되는 측정값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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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경우 데이터 설명을 실행
할 수 없음:

l
l

차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 데이

l

터 설명이 설명을 제공할 수 없

l

음:

l
l

집계되지 않는 경우
테이블 계산인 경우
측정값에서 사용되는 경우
계산된 필드
매개 변수
측정값 이름 및 측정값에 사용됨
500개 이상의 고유 값이 있는 필드. 고유 값
이 500개를 초과하는 차원은 분석에 고려되
지 않습니다.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제어
데이터 설명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사이트 역할 및 콘텐츠 사용 권한에 따라 다릅니
다. Tableau Desktop의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을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
용 권한이 있는 작성자는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의 편집 모드에서 데이터 설
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게시된 통합 문서에서 데이터를 보기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데
이터 설명 패널에 표시되는 설명 유형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에서는 뷰에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차원 및 측정값으로부터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고 결과 설명을 테스트하여 게
시된 통합 문서에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데이터 설명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설명은 사이트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서버 관리자
(Tableau Server)와 사이트 관리자(Tableau Cloud)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의 사
용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모드
보기 모드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설명 실행 사용 권한 기능이 있는 Tableau Viewer
(뷰어), Explorer 및 Creator는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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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명을 실행하고 탐색할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

Tableau Creator는 Tableau Desktop,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뷰를 편집할 때 데이터 설명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설명 실행 사용 권한 기능 및 편집
권한이 있는 Explorer는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할 때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추가 분석을 위해
새 워크시트를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설명 설정을 사용하여 데이터 설명을 사용
할 수 있는 사용자 및 볼 수 있는 내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
다.

데이터 설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및 볼 수 있는 내용 제어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의 편집 모드와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
려면 설정 조합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편집 모드

작성자가 편집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거나 데이터 설명 설정을 편집하기
위한 요구 사항:
l

사이트 설정: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

l

도록 설정됩니다.
사이트 역할: Creator, Explorer(게시 가능)

l

사용 권한: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
지 않습니다. Tableau 버전 2022.2 이상에서 이 사용 권한을 사용한 통합 문서
(Tableau 버전 2022.1 이하)를 여는 경우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으로 재설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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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에 대한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은 극
한 값 설명에서 전체 데이터 보기 옵션의 표시 여부를 제어합니다. Viewer(뷰어)
는 전체 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이 항상 거부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설명 설정에서
극한 값 설명 유형이 사용된 경우 모든 사용자는 레코드 수준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편집 사용 권한과 데이터 설명 실행 사용 권한 기능이 있는 Creator와 Explorer는 제어
옵션을 제공하는 데이터 설명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설명 패널에 표시되는 설명 유형

l

통계 분석에서 포함 또는 제외되는 필드

이러한 옵션은 전체 통합 문서에 대해 설정되며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

모든 사용자가 보기 모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 사항:
l

사이트 설정: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을 사용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

l

도록 설정됩니다.
사이트 역할: Creator, Explorer, Viewer(뷰어)

l

사용 권한: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 으로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정되
지 않습니다. Tableau 버전 2022.2 이상에서 이 사용 권한을 사용한 통합 문서
(Tableau 버전 2022.1 이하)를 여는 경우 데이터 설명 실행 기능을 허용됨으로 재설
정해야 합니다.

참고: 데이터 가이드에서 감지된 이상값의 설명을 보려면 비주얼리제이션 사용
자에게 통합 문서 또는 뷰에 대해 허용된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
다. 통합 문서 소유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이 통합 문서에 대
한 사용 권한 설정을 열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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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 열기

1. 분석 메뉴에서 데이터 설명 을 선택한 다음 설정 을 클릭합니다. 또는 데이터 설명
패널에서 설정 아이콘(오른쪽 아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설명에 표시되는 설명 유형 포함 또는 제외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모든 통합 문서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설명
유형을 제외하거나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명 유형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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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유형 목록에서 설명 유형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3. 확인 을 클릭합니다.
게시된 통합 문서를 저장하고 닫은 다음 보기 모드에서 통합 문서의 뷰를 열어 설정
을 테스트합니다. 일반적으로 극한 값 설명이 있는 마크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설명
을 실행하여 설명 결과를 확인합니다.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필드 포함 또는 제외

편집 권한이 있는 Creator 및 Explorer는 분석에 적합한 필드를 제외하거나 포함하도
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데이터 설명 패널(오른쪽 아래)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또는 분석된 필드
뷰 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2. 데이터 설명 설정 대화 상자에서 필드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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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함 아래의 필드 목록에서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자동 을 선택하여 해당 통
합 문서에 대해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때마다 적합한 필드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분석에 포함되려면 필드의 고유 값이 500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필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면 포함하지 않음 을 선택합니다.
필드를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행하려면 포함 안 함 을 선택
합니다.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재설정 을 선택합니다.

4. 확인 을 클릭합니다.
게시된 통합 문서를 저장하여 설정을 테스트합니다. 마크를 선택한 다음 데이터 설
명을 실행하여 설명 결과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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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 가 이 메 일 및 Slack을 통 해 설 명 을 공 유 할 수 있 도 록 Tableau
구성
Tableau 관리자는 보기 모드에서 이메일 또는 Slack을 통해 다른 Tableau 사용자와 설
명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이메일 및 Slack을 통해 알림 및 공유를 허용하
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설정 을 클릭합니다.
2. 일반 탭에서 알림 관리 로 스크롤합니다.
3. 공동 작업에서 Tableau에서 , 이메일 및 Slack에 대해 공유 를 선택합니다.
Slack을 통해 설명을 공유하려면 Slack 작업 영역에 대해 Tableau 앱을 설정해야 합니
다. Tableau Cloud에서는 Slack을 통한 설명 공유가 기본적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
다.
Tableau Server에서는 관리자가 Slack에 대해 Tableau 앱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와 Slack 작업 영역 통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
데이터 설명을 데이터를 더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계단식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데이터 설명이 생성하는 가능한 설명을 통해 뷰에서 분석한 마크를 구성하거나 관련
시키는 다양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원본에 포함된 데이터 요소의
특성과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존재할 수 있는 관계(상관 관계)를 알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설명은 데이터를 검사하고 다음 단계에서 탐색할 대상에 대한 흥미로
운 단서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를 제공합니다.
참고: 데이터 설명은 데이터의 관계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관계
를 발생시키는 원인과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데이
터의 전문가입니다. 사용자 전문 분야 지식과 직관은 다양한 뷰를 사용하여 보다 자
세하게 탐색할 흥미로운 특성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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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설명 작동 방식과 데이터 설명을 사용하여 분석을 보완하는 방법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Tableau Conference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l
l
l

분석가와 통계 전문가: 데이터 설명 실무(1시간)(영문)
데이터 설명 활용(45분)(영문)
데이터 설명 내부 구조: 자동화된 베이지안 모델링(35분)(영문)

데 이 터 설 명 의 용 도 (및 지 원 되 지 않 는 용 도 )
데이터 설명의 용도:
l
l
l

도메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도구 및 워크플로우
데이터의 관계를 드러내고 다음으로 살펴볼 위치를 추천하는 도구
데이터 분석을 촉진하도록 돕고 데이터 분석을 더 광범위한 사용자가 쉽게 액세스
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 및 워크플로우

데이터 설명의 지원되지 않는 용도:
l
l
l

통계적 테스트 도구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도구
답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의 인과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

마크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때 다음을 주의하십시오.
l

데이터의 모양, 크기 및 카디널리티를 고려합니다. 데이터 설명을 작은 데이
터 집합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델을 만들 수 있으려면 충분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며 충분한 수의 마크(세부 수준)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l

인과 관계를 가정하지 마십시오. 상관 관계는 인과 관계가 아닙니다. 설명은
데이터로 구성된 모델에 기반하지만 인과 관계 설명이 아닙니다.
상관 관계란 A와 B 같은 일부 데이터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관계를 보는 것으로는 A가 B의 원인인지, 아니면 B가 A의 원인인지
또는 더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데이터 패턴은 각
각의 경우에 정확히 동일하며 알고리즘은 각 경우의 차이점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한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한 변수가 다른 변수를 변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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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3의 요소가 두 변수를 모두 변화시키는 것이거
나 우연의 일치이고 인과 관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이 데이터가
아닌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지식의 일반적인 유형은 데이터
가 실험에서 수집되는 상황입니다. 동전 뒤집기로 B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
고 있다면 A의 일관된 차이 패턴(무작위 잡음 아님)은 B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
다. 이러한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층적인 설명은 Hal Varian의 논문 경제
및 마케팅의 인과 추론(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설명이 분석되고 평가되는 방식
데이터 설명은 대시보드나 시트에서 통계 분석을 실행하여 이상값인 마크를 찾거나,
구체적으로 선택한 마크에 대해 통계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분석에서는 현재 뷰
에 표시되지 않은 데이터 원본의 관련 데이터 요소도 고려합니다.
데이터 설명은 먼저 비주얼리제이션에 표시되는 데이터만 사용하여 마크의 값을 예
측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원본에 있지만 현재 뷰에 표시되지 않는 데이터가 고려
되고 모델에 추가됩니다. 모델은 예측된 마크 값의 범위를 결정하며, 이러한 범위는
예측된 값의 1 표준편차 내에 있습니다.

예상 범위는 얼마입니까?

마크에 대한 예상 값은 비주얼리제이션의 기초 데이터에서 예상되는 값 범위의 중앙
값입니다. 예상 범위는 통계 모델에서 분석된 마크에 대해 예측하는 15번째 백분위
수와 85번째 백분위수 사이의 값 범위입니다. Tableau는 선택한 마크에 대한 통계 분
석을 실행할 때마다 예상 범위를 결정합니다.
가능한 설명의 설명력은 통계적 모델링을 사용하여 평가됩니다. 각 설명에 대해
Tableau는 예상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합니다.
값

설명

예 상 보 다 높 음 /예

예상 값 요약에 마크가 예상보다 낮음 또는 예상보다 높음 으로

상보다 낮음

표시되는 경우 집계된 마크 값이 통계 모델이 마크에 대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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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설명
한 값 범위를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예상 값 요약에 마크가 예
상보다 다소 낮거나 다소 높지만 자연 변동 범위 이내 라고 표
시되는 경우 집계된 마크 값이 예상 마크 값의 범위 내에 있지만
중앙값 범위보다 낮거나 높다는 의미입니다.

예상 값

마크에 예상 값이 있는 경우 통계 모델이 마크에 대해 예측하는
값의 예상 범위 내에 해당 값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규칙 변동

분석된 마크에 적은 수의 레코드가 있는 경우 데이터 설명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크의 값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경우 데이터 설명
은 예기치 않은 값이 불규칙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아니
면 기초 레코드의 의미 있는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
할 수 없습니다.

설명 없음

분석된 마크 값이 예상 범위를 벗어났고 데이터 설명에 사용된
통계 모델에 맞지 않으면 설명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

데이터 설명은 마크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뷰에서 데이터의 모델을 작성한 다음 해
당 모델에서 마크가 예상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원본의 다른 열을 뷰에 추가하거나 레코드 수준 이상값에 플래그를 지정하는 등, 추
가적인 정보를 잠재적인 설명으로 고려합니다. 각 잠재적인 설명에 대해 데이터 설
명은 적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새 정보가 주어질 때 마크가 얼마나 예상과 다른
지 평가합니다. 설명은 복잡성(데이터 원본에서 추가되는 정보의 양)과 설명에 필요
한 변동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같은 변동성을 설명할 때 더 간단한 설명
이 더 나은 설명입니다.

설명 유형
극한 값

평가
극한 값은 시각화된 마크의 모델에 기반한 이상값인 집계된
마크입니다. 선택한 마크는 레코드 값이 데이터에 대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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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유형

평가
값 분포의 꼬리에 속하는 경우 극한 값을 포함한다고 간주됩
니다.
극한 값은 극한 값을 포함한 집계 마크와 포함하지 않은 집
계 마크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값을 제거하여 마크의
변동이 완화된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마크에 극한 값이 있는 경우 이상값이라는 의미이거나 뷰에
서 해당 레코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택은
분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설명은 단지 마크에 흥미로운 극한
값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가격이 10
센트가 아니라 10달러인 경우 레코드의 잘못 입력된 값을 나
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영업 사원의 훌륭한 분기 실적
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레코드 수

레코드 수 설명은 집계 개수의 측면에서 집계 합계를 모델링
하고, 레코드의 평균 값은 집계 평균 측면에서 모델링합니
다. 모델이 합계를 더 잘 설명할수록 점수가 더 높아집니다.
이 설명은 개수가 많거나 적은 것이 이유이거나 평균이 높거
나 낮은 것이 이유가 되어 합계가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합니다.

마크의 평균값

이 유형의 설명은 합계인 집계 마크에 사용되며, SUM(X) =
COUNT(X) * AVG(X) 관계에 주목하여 집계 카운트 또는 평균
측면에서 마크가 다른 마크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
다.
이 설명은 개수가 많거나 적은 것이 이유이거나 평균이 높거
나 낮은 것이 이유가 되어 합계가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
합니다.

기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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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유형

평가
석된 마크의 대상 측정값을 모델링합니다. 이 분석은 모델의
복잡성과 마크가 얼마나 잘 설명되었는지에 대한 균형을 맞
춥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 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지만 현재 뷰
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차원입니다. 이 유형의 설명은 합
계, 개수 및 평균에 사용됩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에 대한 모델은 설명하는 열의 범주형
값에 따라 마크를 분할한 다음 원본 비주얼리제이션의 모든
데이터 요소를 포함하는 값으로 모델을 작성하여 만들어집
니다. 각 행에 대해 이 모델은 각 마크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요소 각각을 복구하려고 시도합니다. 이 분석은 시각화되지
않은 차원의 값을 알 수 없는 모델을 사용할 때보다 시각화
되지 않은 차원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를 모델링한 다음 추가
할 때 모델이 마크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여부를 나타냅
니다.
집계 차원 설명은 조건을 사용하지 않고 마크 값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합니다. 잠재적 설명에 해당하는
각 열의 값에 대한 모델 조건을 탐색합니다. 설명 열의 분포
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면 더 정확한 예측으로 나타나야 합니
다.
기여 측정값

이 설명은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 측면에서 마크를 모델링
하고, 시각화된 차원의 중앙값으로 집계합니다.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 은 데이터 원본에 존재하지만 현재 뷰에서 사용
되고 있지 않은 측정값입니다.
기여 측정값 설명은 시각화되지 않은 측정값과 대상 측정값
간의 선형 또는 2차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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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설명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데이터 설명은 기본적으로 사이트에 대해 사용되지만 Tableau 관리자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Tableau Server만 해당) 웹 작성 섹션에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 을 선택합니다.
3. 데이터 설명의 가용성 섹션에서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l

사용을 선택하면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Creator와 Explorer가 편집 모
드에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모
든 사용자가 보기 모드에서 사용하도록 설정된 데이터 설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사용 안 함을 선택하면 모든 사용자가 데이터 설명을 실행하거나 통합 문
서에서 데이터 설명 설정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중요한 데이터 변경
식 별 (미 리 보 기 )
Tableau Cloud에서 데이터 변경 레이더는 예상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추가 탐색이 필요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데이터 변경 레이더는 2022.3 릴리스의 일부로 포함된 미리 보기 기능으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변경 레이더가 표시한 인사이트가
정확한지 확인할 때까지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데이터 변경 레이
더를 사용하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변경 레이
더의 사용 여부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변경
레이더 사용 또는 사용 안 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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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경 레이더에 표시되는 기록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지만
삭제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도
록 설정하여 해제하거나 데이터가 포함된 통합 문서를 Tableau 사이트에서 삭제하
면 됩니다. 데이터 변경 레이더로 수집되는 기록 데이터는 통합 문서가 삭제되거나
사이트 설정이 해제된 후 48시간 안에 삭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변경 레이
더에서 기록 데이터 제거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변경 레이더가 예상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
추적된 뷰에서 Tableau는 시각화된 각 측정값의 시간대별 값을 캡처합니다. 시각화
된 각 측정값에 대해 통합 문서의 각 추출 새로 고침마다 또는 4시간마다 한 번씩(둘
중 더 적은 빈도) 최대 960개의 최신 데이터 요소가 캡처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Tableau는 데이터의 예상 범위를 예측하도록 내부 모델을 훈련합니다.
주목할 만한 데이터 변경은 Tableau Cloud의 홈 페이지, 추천 항목 페이지 또는 데이
터 가이드 패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뷰에 나타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의 측정값은 시스템 리소스를 보존하기
위해 추적되지 않습니다.

어떤 뷰를 추적합니까?
뷰에 대한 액세스 권한 외에도 데이터 변경 레이더는 사용자에게 주목할 만한 데이
터 변경을 보여주기 위해 몇 가지 다른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l

게시된 통합 문서의 모든 데이터 원본에 대해 추출이 필요합니다.

l

데이터 원본 또는 뷰에 행 수준 보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l

뷰가 인기 있어야 하며 지난 30일간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액세스한 상위 1%
에 있어야 합니다.

109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있는 추천 뷰 보기
지난 24시간 동안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감지된 뷰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변경 내용이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ableau는 지난 30일간
즐겨찾기로 지정하거나 액세스한 뷰만 추천하거나 Tableau 추천 항목 엔진이 중요하
다고 간주하는 경우에만 뷰를 추천합니다.
1. Tableau Cloud의 왼쪽 패널에서 홈 또는 추천 항목 을 클릭하여 데이터 변경 내용이
있는 뷰를 확인합니다.
추천되는 데이터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데이터 변경 아이콘

이 나타나면 뷰 축소판 위로 마우스오버합니다. 그러면 간

략한 설명이 표시됩니다. 관심을 끄는 변경 내용인 경우 축소판을 클릭하여 뷰를 열
면 데이터 가이드 패널에 주목할 만한 변경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가이드에서 중요한 데이터 변경 보기
대시보드 또는 뷰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있는 경우 데이터 가이드의 중요한
데이터 변경 아래에 변경 내용이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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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뷰 툴바에서 데이터 가이드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 가이드를 엽니다. 중요한 데
이터 변경 레이블 오른쪽의 더하기 기호를 클릭해야 목록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2. 목록의 변경 이름을 클릭하면 설명이 확장됩니다.

데이터 변경 탐색
1. 추천된 뷰의 축소판을 클릭하여 엽니다. 또는 데이터 가이드 패널을 열어 대시보드
또는 뷰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가이드 패널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최근 을 선택하여 지난 24시간의 변경 내
용을 보거나 전체 를 클릭하여 지난 21일의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변경 내용 목록에서 변경 내용을 마우스오버하면 뷰에서 하이라이트된 해당 마크
가 나타납니다.
4.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값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목록에서 변경 내용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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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되는 그래프에서 황색 영역은 지난 30일간의 예상 데이터 범위를 나타냅
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l
l

확대/축소 섹션에서 1D, 7D 또는 14D를 클릭하여 최근 1, 7 또는 14일 기간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또는 최대를 클릭하여 최근 21일 및 960개 데이터 요소
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그래프 위로 마우스오버하여 각 데이터 요소에서 캡처된 값을 표시합니다.
그래프 아래에서 회색 영역을 끌고 크기를 변경하여 표시된 시간 범위를 사용
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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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체 변경 내용 목록으로 돌아가려면 데이터 가이드 패널의 맨 위에 있는 뒤로 화
살표를 클릭합니다.

팁: 데이터 가이드 패널을 실수로 닫은 경우 다시 열려면 뷰 툴바에서 데이
터 가이드를 클릭하거나 사이트의 홈 또는 추천 항목 섹션으로 돌아갑니
다.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변경 레이더 사용 또는 사용 안 함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데이터 변경 레이더가 사용되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Tableau
사이트 관리자가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기능은 2022.3 릴리스의 일부로 포함된 미리 보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변경 레이더가 표시한 인사이트가
정확한지 확인할 때까지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데이터 변경 레이더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비주얼리제이션에서 중요한 데이터 변경 식별(미리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1. 일반 사이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2. 웹 작성 섹션에서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통합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를
선택합니다.
3. 데이터 변경 레이더(미리 보기) 섹션에서 이 사이트의 뷰에서 주목할 만한 데
이터 변경 내용을 모니터링합니다 를 선택하여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설정합니
다.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해제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 취소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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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변경 레이더에서 기록 데이터 제거
데이터 변경 레이더에 표시되는 기록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지만 삭
제할 수는 있습니다.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l

데이터 변경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여 해제합니다. 데이터 변경 레이더
로 수집되는 기록 데이터는 데이터 변경 레이더 사이트 설정이 해제된 후 48시간 안
에 삭제됩니다.

또는
l

데이터가 포함된 통합 문서 또는 대시보드를 Tableau 사이트에서 삭제합니다. 데이
터 변경 레이더로 수집되는 기록 데이터는 통합 문서 또는 대시보드가 삭제된 후 48
시간 안에 삭제됩니다.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데이터
시각화
Tableau 액셀러레이터는 미리 작성된 대시보드로, 데이터 분석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특정 산업 및 엔터프라이즈 응용 프로그램에 맞
게 개발된 액셀러레이터는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는 샘플 데이터로 구
축되므로 최소한의 설정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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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Sales Cloud Pipeline 액셀러레이터

액셀러레이터를 찾을 수 있는 위치
Tableau Exchange 및 Tableau Desktop에서 전체 액셀러레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또한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 때 선택한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Tableau Exchange 웹 사 이 트 의 경 우
1. Tableau Exchange 웹 사이트의 액셀러레이터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액셀러
레이터는 관련 업종 및 연결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찾을 수 있
습니다.
2. Tableau Exchange 웹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하나
만드십시오.
3. 사용하려는 액셀러레이터를 찾으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TWBX 파일을 받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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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는 패키지 통합 문서이므로 Tableau Desktop에서 다운로드한 파
일을 열거나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사이트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
다. 통합 문서 업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사이트에 통합 문서 업로
드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
1. Tableau Desktop의 시작 페이지에서 추가 액셀러레이터를 클릭합니다.

2. 이 목록에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Tableau Exchange 웹 사이트에 표시된 것과 동
일하며 Tableau Desktop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액셀러레이터를 편리하게 열 수
있습니다.
3. 사용하려는 액셀러레이터를 찾으면 열기를 클릭하여 작업을 시작합니다.

Tableau Cloud의 경 우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 때 선택한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Salesforce, ServiceNow ITSM, LinkedIn Sales Navigator, Marketo 및
Oracle Eloqua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에 연결됩니다.
1. Tableau Cloud에서 Creator인 경우 홈 또는 탐색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새로 만들기
단추를 클릭하고 통합 문서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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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관리자도 홈 페이지의 액셀러레이터 아래에서 액셀러레이
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에 연결 창 맨 위에 있는 액셀러레이터 를 클릭하여 Tableau Cloud에 연결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찾습니다.
Tableau Exchange의 액셀러레이터를 Tableau Cloud에 업로드하여 Tableau Desktop
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Tableau Cloud 지침 대신 Tableau
Exchange 지침에 따라 데이터를 액셀러레이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Tableau Exchange에서 액셀러레이터 사용
Tableau Exchange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Tableau Desktop에서 연 액셀러레
이터를 사용하려면 이 섹션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 때 액셀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직
접 액셀러레이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110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액셀러레이터에 데이터 추가
액셀러레이터는 대시보드에 설명된 개념을 탐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데이터
와 함께 제공됩니다. 액셀러레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얻으려면 샘플 데이터를 사용자
고유의 데이터로 바꾸십시오. 액셀러레이터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는 데
이터 원본을 새 데이터 원본으로 바꾸거나(방법 1), 기존 데이터 원본에 새 연결을 추
가(방법 2)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방법 2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이 있는 데

데이터 원본에 하나의 물리적 테이블만 있어야 합니

이터 원본에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
Tableau Desktop의 필드명을 액

Tableau Desktop에서 필드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셀러레이터와 일치하도록 변경

즉, 데이터 원본의 필드명이 액셀러레이터의 필드

할 수 있습니다.

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액셀러레이터의 폴더 구조는 유

액셀러레이터에 정의된 폴더 구조가 유지됩니다.

지되지 않습니다.
방법 1: 데이터 원본 바꾸기

1. Tableau Desktop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연 상태에서 데이터 > 새 데이터 원본을
클릭합니다.

2. 사용할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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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 액셀러레이터를 사용 중인 경우 계정에서 API를 통해 Salesforce 인
스턴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데이터 원본 탭에서 테이블을 캔버스로 끌어와 새 데이터 원본을 작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중 테이블 데이터 분석을 위한 관계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4. 액셀러레이터에서 워크시트를 열고 데이터 > 데이터 원본 바꾸기를 클릭합
니다.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 탭에서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바꾸기를 참조하십시오.

5. 교체에서 추가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데이터 패널에서 원래 데이터 원본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닫기
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원본 닫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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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참조 수정

새 데이터 원본의 필드명이 원래의 데이터 원본과 같지 않으면 액셀러레이터의 일부
가 비어 있게 됩니다. 영향을 받는 워크시트에서 끊어진 참조를 바꿔서 새 데이터 원
본의 올바른 필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드 참조 바꾸기를 참조하
십시오.
방법 2: 데이터 원본 편집

1. Tableau Desktop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연 상태에서 데이터 원본 탭을 클릭합니
다.

2. 연결 옆에 있는 추가를 클릭합니다. 사용할 데이터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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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3. 데이터 원본 캔버스에서 논리적 테이블을 두 번 클릭하여 물리적 테이블을 엽
니다. 논리적 테이블 및 물리적 테이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모델의
계층을 참조하십시오.

4. 샘플 데이터를 바꾸려면 추가한 데이터 원본의 테이블을 끌어와 기존 물리적
테이블에 놓습니다. 데이터 원본은 하나의 물리적 테이블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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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 아래에서 샘플 데이터에 대한 연결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제거를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직접 액셀러레이터 사용
Tableau Cloud에서 통합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액셀러레이터에서는 데이터를 수동으로 추가하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원본에 직접 연결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1. Tableau Cloud에서 새 통합 문서를 만듭니다.
2. 데이터에 연결 창 맨 위에 있는 액셀러레이터를 클릭합니다.
3. 미리 구축된 디자인 목록에서 필요한 데이터 원본 및 비즈니스 메트릭을 반영
하는 옵션을 찾아 대시보드 사용을 클릭합니다.
4. 통합 문서에 샘플 데이터가 표시되는 방식을 빠르게 보려면 로그인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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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을 클릭하거나 계속을 클릭하여 데이터로 통합 문서를 만듭니다.
5. 통합 문서의 이름과 포함 프로젝트를 지정합니다.
6.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만들도록 선택한 경우 데이터 원본에
연결합니다. Tableau가 데이터의 추출을 준비하는 동안 레이아웃을 탐색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참고: Tableau Exchange에서 액셀러레이터를 다운로드하여 Tableau Online에 업
로드하려는 경우 Tableau Exchange에서 액셀러레이터 사용에 명시된 지침에 따
라 데이터를 바꿔야 합니다.

동료와 액셀러레이터를 공유하도록 사용 권한 변경
기밀 데이터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의 통합 문서는 기본적으로 작
성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동료와 액셀러레이터를 공유하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따르십시오.
1. Tableau Online에서 액셀러레이터에 사용할 통합 문서로 이동합니다.
2.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동작을 클릭한 다음 사용 권한을 선택합니다.
3. 대시보드를 볼 수 있게 하려는 모든 사용자 또는 그룹에 보기 사용 권한을 부
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Online 도움말에서 사용 권한 편집을 참조하
십시오.

샘플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로 바꾸기
대시보드에 빠르게 샘플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선택한 경우 언제든지 샘플 데이터
를 자신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Tableau Online에서 액셀러레이터에 사용할 통합 문서로 이동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탭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동작 메뉴에서 연결 편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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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3. 인증의 경우 연결에 내장된 자격 증명을 선택하고 기존 사용자 계정을 선택하
거나 새 계정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새로 고침 일정 탭에서 일정을 선택합니다. 동작 메뉴에서 지금 실행을 선택합
니다.

필드명을 바꿔 회색으로 표시되는 뷰 수정
조직에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을 위해 데이터 구조를 사용자 지정한 경우 액셀러레
이터에서 데이터를 로드한 후 이러한 변경 사항을 일치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서 Salesforce “Account” 필드의 이름을 “Customer”로 바꾼 경우 아래와 같
이 뷰가 회색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액셀러레이터에서 해당하는 변경을 수행해야 합
니다.

다행히 이러한 수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대시보드 위에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2. 회색으로 표시되는 시트로 직접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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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에서 필드명 옆에 있는 빨간색 느낌표(!)를 찾습니다.
이 표시는 조직이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4. 이러한 필드 각각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참조 바꾸기를 선택합니
다. 그런 다음 목록에서 올바른 필드명을 선택합니다.

기본 날짜 범위를 변경하여 빈 대시보드 수정
대시보드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경우 원본 데이터의 날짜와 일치하지 않는 기본 날짜
범위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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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Tableau Desktop에서 엽니다.
2. 데이터 원본 탭을 클릭합니다.
3. 왼쪽 위에서 데이터 원본 이름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고 연결 편집을 선택
합니다. 그런 다음 로그인합니다.

4. 데이터의 날짜를 반영하는 날짜 범위를 지정하고 연결을 클릭합니다.
5. 서버 > 데이터 원본 게시를 선택하여 Tableau Online에서 데이터 추출을 업데이
트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사용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고유한 기능을 대시보드에 추가하거나 Tableau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 직접 통합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시보드 개체와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레이아웃에 포함하면 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은 타사 개발자가 만든 웹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대시보드 기능을 확
장합니다. 자체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개발자의 경우 GitHub에서 Tableau
Extensions API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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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관리자는 Tableau Desktop,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 대해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확장 프로그램 추가
1. Tableau 통합 문서에서 대시보드 시트를 엽니다.
2. 개체 섹션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대시보드로 끌어옵니다.

3. "확장 프로그램 추가" 대화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확장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l

로컬 확장 프로그램 액세스를 클릭하고 이전에 다운로드한 .trex 파일로
이동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통합 문서의 데이터에 대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액세
스를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지원 및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를 허용하는 경우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확장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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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 경우 확장 프로그램 개
체는 인쇄, PDF 및 대시보드 이미지(구독 이메일의 이미지 포함)에서 빈 상
태로 표시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구성
일부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에서는 기능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구성 옵션을 제
공합니다.
1. 대시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구성
을 선택합니다.
2. 화면상의 지침에 따라 확장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다시 로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시 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로드는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를 새로 고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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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시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
시 로드를 선택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이 새로 고쳐지고 원래 상태로 설정됩니다.
2. 확장 프로그램을 다시 로드해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대시
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다시 추가해 보십시오.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지원 및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다음 두 형태로 제공되는 웹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l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 은 로컬 네트워크 외부에 위치한 웹 서버에서 실행
됩니다.

l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 은 웹에서 다른 리소스 또는 서비스에 액세스
하지 않고 보호된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확장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시보드를
보기 전에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호스팅하는 웹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해
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이
는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암호화된 채널을 보장하며 어느 정도 개인 정보 보호 및 보
안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사용 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확장 프로그램
보안 - 배포를 위한 최상의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허용 또는 거
부
확장 프로그램은 확장 프로그램의 설계 방식에 따라 뷰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액세
스하거나 전체 기초 데이터, 데이터 원본의 테이블 및 필드 이름과 데이터 원본 연결
에 대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확장 프로그램
이 포함된 대시보드를 볼 때 확장 프로그램의 실행 및 이러한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
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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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액세스 권한이 필요한 확장 프로그램이 포함된 대시보드를 볼 때 이러
한 액세스가 거부되면 확장 프로그램 대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권한을 재설정하고 확장 프로그램의 실행을 허용하
십시오.

1. 대시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사용
권한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2. 허용을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의 실행 및 데이터 액세스를 허용하거나 거부
를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의 실행을 차단합니다.

Tableau Desktop에 서 JavaScript를 사 용 하 도 록 설 정 했 는 지 확 인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Extensions API 라이브러리(JavaScript 라이브러
리)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상호 작용합니다.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대시보드
보안 설정에서 JavaScript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도움말 > 설정 및 성능 > 대시보드 웹 뷰 보안 설정 > JavaScript 사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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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확장 프로그램 실
행
Tableau Desktop에서 게시하거나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의 웹 작성 모드에
서 직접 게시한 통합 문서에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Tableau 관리자는
사이트에서 확장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허용하고 네트워크 지원 확장 프로그
램을 허용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테스트를 완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확
장 프로그램만 허용해야 합니다.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자에게 Tableau Cloud에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 또는 Tableau Server에
서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관리를 알려 주십시오.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Internet Explorer 11을 제외한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를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됩니다.

샌 드 박 스 가 적 용 된 확 장 프 로 그 램 이 지 원 되 는 Tableau Server 버 전
샌드박스가 적용된 확장 프로그램은 Tableau Server 2019.4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받기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확장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 또는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1. 대시보드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오른쪽 위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정
보를 선택합니다.
2. 지원 받기를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 개발자의 지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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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는 Extensions API를 인터페이스로 사용하는 확장 프로그램
또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Tableau 개발
자 커뮤니티에서 질문 및 답변을 제출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 동작 통합
참고: 이 기능은 2022.3 릴리스의 일부로 포함된 미리 보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할 때는 구성 및 사용이 필요에 맞는지 확인할 때까지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구성,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Tableau
Online 도움말에서 '외부 동작 통합' 항목을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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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의 외부 동작은 Salesforce 플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기능은 선택한 데이터를 Salesforce 플로로 전송하며, 이는 별도의 Salesforce
인프라에서 실행됩니다. Salesforce 플로 및 기타 Salesforce 제품 및 서비스의 사
용은 Salesforce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Tableau에서 데이터를 보고 이해한 후 이후 단계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인사이트로부터 동작을 수행하려면 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면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붙여 넣게 되는데 그 중간에 컨텍스트가 손실됩니
다. Tableau 외부 동작 기능을 사용하면 Tableau 대시보드에서 직접 데이터 기반 워
크플로우를 만들고 상호 작용하며 Salesforce 흐름를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흐름 정보
Salesforce 흐름은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시간을 절약해주는 코드 없는 도구입니
다. 흐름은 Salesforce 흐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며 Salesforce 조직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작을 수행합니다. Salesforce 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흐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Tableau의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에서는 자동 시작된 흐름만 호환됩
니다.

참고: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railhead에서 Flow Builder로 플로 빌드하
기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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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동작 작동 방식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가 Tableau 대시보드의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 지정된 단추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회색으로 표시됨)로 해당하는 비주
얼리제이션에 표시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서 관련 마크를 선택하면(1) 단추가 사
용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단추를 클릭하면(2) 선택한 마크의 데이터가 Salesforce
플로에서 작성하고 구성한 흐름으로 직접 전송됩니다(3).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의 작성자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l
l

데이터가 전송된 흐름
데이터의 원본 대시보드
워크플로우를 트리거한 대시보드 단추의 텍스트 및 모양

참고: 여러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 있지만 해당하는 각
흐름을 동일한 Salesforce 조직에 배포해야 합니다.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 사용 방법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조직의 기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방법은 무수
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 팀에서 미불 주문을 추적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대
시보드에서 직접 고객에게 송장을 보낼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작업량이 얼마
나 줄어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지원 팀의 사례 관리를 간소화할 방법을 찾을 수
도 있습니다. 지원 팀에서 사례 추적에 사용하는 대시보드에서 직접 사례를 에스컬
레이션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다면 상당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외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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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워크플로우는 사용자가 작업 흐름을 유지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Tableau의 모든 데이터 원본 유형
을 Salesforce의 흐름과 연결하는 매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워크플로우 자체에서
해당 연결을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을 Salesforce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필요
가 없습니다. 이 기능은 개별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여러 그룹이 동일한 프로세스
의 서로 다른 단계를 완료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주문할 때 관련되는 여러 팀과 도구를 모
두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상거래 영업 담당자는 Salesforce를 사용하여 판매를 추적
하고 공급망 관리자는 공급망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제품 재고에서 구매 완료
된 항목을 뺍니다. 고객이 제품을 수령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
는 지원 팀은 Salesforce에 로그인하거나 Tableau 대시보드에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사용하면 이러한 각 팀의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프로세
스를 간소화하고 기존 단계 중 일부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 작성자를 위한 모범 사례
중요: 대시보드 데이터를 Salesforce 흐름에서 기본 제공하는 흐름과 연결하는
외부 동작 기능을 사용하는 대시보드 작성자는 흐름을 만든 Salesforce 관리자
및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Salesforce 흐름의 기본 제공 흐름은 최신식 비즈니스 자동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
한 자동화 기능을 통해 조직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외부 동
작 워크플로우를 배포하기 전에 흐름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railhead의 Salesforce 플로 교육(영문)을 완료하고 흐름 설명서(영문)를 검토하십시
오. 설계 시 흐름 모범 사례(영문)를 고려하고 흐름 제한 사항 및 고려 사항(영문)을
염두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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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alesforce 플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흐름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에서는 자동 시작된 흐름만 호환됩니다.

Salesforce 흐름에 기본 제공되는 흐름의 구조적 제약 조건에 맞게 외부 동작 워크플
로우를 신중하게 구현해야 합니다. 흐름은 강력한 기능이지만 리소스가 많이 소요되
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잠재적인 라이선스, 실행 제한, 동시성 문제 그
리고 평가 및 테스트해야 하는 데이터베이스 읽기/쓰기 제한이 있습니다.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보안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흐름 관리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해당 Salesforce org의 모든 데이터 및 리소스를 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흐름 실행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Salesforce org에서 거의 모든 활성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작성자 및 워크플로우 사용자와 같이 필요한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경우 Salesforce 관리자가 흐름에 대한 기본 동작 무시 설정을 사용하도
록 설정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흐름 보안 작동 방식(영문)을 참조하십시오.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대시보드 작성자는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전에
Salesforce 관리자와 협력하여 원치 않는 결과를 방지해야 합니다.

워크플로우 만들기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전에 대시보드 작성자는 Salesforce 관리자와 협력하
여 필요에 맞는 흐름을 찾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팀이 미불 주문 대시
보드에서 직접 송장을 보내는 것이 목표라면 대시보드에서 고객 연락처 정보와 주문
세부 정보를 검색하고 송장을 채울 수 있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사용할 흐름을 결정한 후 다음 단계는 연결할 대시보드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사용
자가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존 대시보드와 상호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
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새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흐름과 올바른 대시보드를 염두에 두고 대시보드의 데이터 유형과 흐름의 필
수 입력 필드(변수라고도 함)의 호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불 주문 대시
보드에는 고객에게 송장을 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주문 세부 정보(예: 주문 날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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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이름 및 연락처 품목 설명 및 금액과 지불해야 하는 금액)가 포함된 비주얼리제이
션이 있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되면 워크플로우 개체를 추가합니다.
1. Tableau 통합 문서에서 기존 대시보드를 열거나 새 대시보드를 만듭니다 .
2. 대시보드 패널의 개체 섹션에서 워크플로우 를 끌어와 대시보드의 비주얼리제이
션에 놓습니다.

3. 메시지가 표시되면 흐름과 연결된 Salesforce org의 로그인 자격 증명을 입력합니
다.

참고: 사용자가 워크플로우를 설정한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때 Salesforce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대시보드를 보는 동안 Salesforce 자격 증명
이 만료되면 다시 인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워크플로우 구성 을 클릭합니다.
5. 워크플로우 추가 대화 상자에서 흐름 이름 또는 흐름 작성자로 흐름을 검색합니
다.
6. 흐름을 선택하여 비주얼리제이션에서 필수 입력(Salesforce 변수)과 같은 세부 정
보를 봅니다. 뒤로 를 클릭하여 다른 흐름을 선택하거나 다음 을 클릭하여 계속합니
다.

7. 시트 선택 드롭다운에서 사용자가 선택하여 흐름으로 전송할 마크가 포함된 시트
(워크시트,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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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선택하는 시트의 마크에는 흐름의 필수 입력에 매핑하려는 인코딩
된 필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흐름의 forecast_revenue 변수를
Tableau의 SUM(Sales) 필드에 매핑하려면 Sum(Sales) 필드와 인코딩된
마크가 있는 시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8. 다음 을 클릭합니다.
9. 흐름의 각 필수 입력(Salesforce 변수)에 대해 시트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Tableau
시트의 적절한 필드를 선택합니다.

참고: 각 입력에 대해 Salesforce 변수 및 Tableau 필드의 데이터 유형이 일
치해야 합니다.

10. 다음 을 클릭합니다.
11. 사용자가 클릭할 때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가 트리거되는 단추의 모양을 구성합니
다. 단추 제목, 배경색 및 테두리 색을 지정합니다. 미리 보기를 확인하여 단추의 모
양을 확인합니다.

참고: 시트 선택 단계에서 선택한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마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크를 선택하지 않으면 단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 작용할
비주얼리제이션이 어느 것이고 단추를 클릭할 때 어떤 동작이 수행되는지
사용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 안내 텍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완료 를 클릭하여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해당하는 단추를 대시보드의 비주얼리제이
션에 추가합니다.

워크플로우 사용
워크플로우 사용자로 시작하려면 대시보드 작성자가 워크플로우를 추가한 대시보
드를 엽니다. 워크플로우 단추가 표시되면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
보드 작성자는 단추의 이름과 형식을 사용자 지정하며 단추를 클릭할 때 트리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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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예: "데이터 보내기" 또는 "레코드 업데이트")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대
시보드의 비주얼리제이션에서 관련 마크를 선택한 다음 단추를 클릭하여 워크플로
우를 시작합니다.

워크플로우 단추를 클릭하면 데이터 전송이 트리거되고 선택한 마크에 따라 전송
되는 데이터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마크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 단추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회색으로 표시됨). 마크를 선택했지만 단추를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워크플로우의 유효한 비주얼리제이션에 있는 마크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비주얼리제이션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워크플로우는 구성에 따라 작업이 즉시 완료되지 않고 오래 실행될 수 있습니다. 선
택한 워크플로우가 예상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대시보드 작성자 또
는 Salesforce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워크플로우 문제 해결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제 해결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액세스 문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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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을 사용하는 대시보드 작성자의 경우: 워크플로우 개체가 대
시보드 패널의 개체 섹션에 나타나지 않으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면 워크플로우 확장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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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l

l

대시보드 작성자의 경우: 대시보드 패널의 개체 섹션에 워크플로우 개체가 나타
나지 않으면 Tableau 관리자에게 확장 프로그램 사용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
시오.
모든 사용자의 경우:
l Salesforce 관리자가 연결된 앱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 동작 기능이 작
동하지 않습니다. Salesforce 관리자에게 Tableau Server용 Salesforce에 연결

l

된 앱을 만들도록 요청하십시오.
대시보드에 표시되는 워크플로우 단추를 클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워크플로
우의 유효한 비주얼리제이션에 있는 마크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효
한 비주얼리제이션이 어느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인증 문제
l

l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사용자의 경우: 브라우저에서 대시보드를
새로 고칩니다.
모든 사용자의 경우: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가 추가된 Salesforce org에 로그인했는
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Salesforce org가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설명 및 해결 방법

이 사이트에 워크플로우가

Tableau 관리자가 사이트의 워크플로우 대시보드 확장

해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을 해제했으므로 해당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할

내용은 Tableau 관리자에게

수 없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설정은

문의하십시오.

Tableau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ableau Reader가 워크플로

워크플로우 대시보드 확장 프로그램 및 외부 동작 기능

우를 지원하지 않음

은 Tableau Cloud,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Server
버전 2022.3 이상을 사용하는 흐름으로 데이터를 전송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지원되지 않는 데이

Tableau 대시보드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외부 동작 워크

터 유형이 하나 이상 포함되

플로우와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유형 입력이 선택한 흐

어 있습니다. 뒤로 이동하여

름에 있습니다. 적절한 대안이 있는 경우 다른 흐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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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메시지

설명 및 해결 방법

다른 흐름을 선택하거나

택하거나 Salesforce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이후 단계를

Salesforce 흐름 관리자에게

확인하십시오.

문의하여 지원되지 않는 데
이터 유형을 이 흐름에서 제
거하십시오.
입력 필드 매핑에 하나 이상

입력 변수 필드에 매핑된 하나 이상의 대시보드 값에 대

의 데이터 유형 불일치가 있

한 데이터 유형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습니다.
예를 들어 흐름의 Revenue(수익)에 숫자 변수가 필요하
지만 대시보드에서 매핑된 값이 텍스트 문자열인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Tableau에서 수익 필
드의 데이터 유형을 텍스트 문자열에서 숫자 값으로 변

경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워크플로우 구성을 편집하여
숫자 데이터 유형이 있는 대시보드의 다른 필드를 매핑
합니다.
Salesforce 흐름에 데이터를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에서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흐름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로 보내려고 시도하는 동안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
니다.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십
시오.

오류 발생: <예외 코드>.

흐름 인터뷰 (흐름의 인스턴스 실행)에 실패했습니다.

Salesforce 흐름 관리자에게

예외 코드를 Salesforce 관리자와 공유하여 해당 오류 이

문의하십시오.

메일 을 찾고 그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가 실패했습니

대시보드에서 선택한 마크의 데이터가 흐름으로 전송되

다. Salesforce 흐름 관리자

었지만 해당 데이터를 흐름으로 이전하는 데 문제가 발

에게 문의하십시오.

생했습니다. Salesforce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해
결하십시오.

흐름에 데이터를 제출할 수

대시보드에서 선택한 마크의 데이터가 흐름으로 전송되

없습니다. 워크플로우 작성

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문의하여 문제를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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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문제
l

일부 흐름은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므로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의 일부인 흐름이 성
공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세 피드백을 즉
시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흐름이 실패하고 변경 사항을 롤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실패하면 자세한 오류 이메일이 워크플로우 사용자, 대시보드 작성자 및
Salesforce 관리자에게 전송됩니다. 워크플로우 사용자는 흐름 오류 이메일 을 받으
면 대시보드 작성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시보드 작성자와 Salesforce 관
리자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흐름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흐름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라이선스 문제
l

대시보드 작성자의 경우: 사이트에 대해 외부 동작을 사용하도록 설정했다면
Tableau 측에서 대시보드에 워크플로우를 추가하는 데 특별한 사용 권한이 필요하
지 않습니다. Salesforce 측에서는 Salesforce 프로필에 흐름 관리 권한 을 추가해야
합니다.

l

워크플로우 사용자의 경우: Tableau 측에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하여 대시보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Salesforce 측에서
는 Salesforce 프로필에 흐름 실행 권한 을 추가해야 합니다.

외부 동작 설정 또는 해제
Tableau 2022.3 이상에서는 외부 동작 기능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Tableau 관리
자가 조직 전체의 Tableau 외부 동작 액세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외부 동작 워크플로우 통합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애니메이션 서식
비주얼리제이션을 애니메이션하여 보다 정확하게 데이터의 변화 패턴을 하이라이
트하고, 스파이크 및 이상값을 드러내고, 데이터 요소가 군집을 이루거나 분리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필터, 정렬 및 확대/축소 설정 간의 전환, 서로 다른 페이지 간의 전환
및 필터, 매개 변수 및 집합 동작의 변화를 시각화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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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반응하여 애니메이션되므로 뷰어는 데이터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 및 순차적 애니메이션 이해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때 서로 다른 두 스타일(동시 또는 순차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유형에 대한 예제입니다.

동시 애니메이션
기본 동시 애니메이션은 속도가 빠르며 단순한 차트 및 대시보드에 값 변화를 표시
할 때 잘 작동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순차적 애니메이션
순차적 애니메이션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복잡한 변화를 단계별로 표시하
여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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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됩니다.

통합 문서의 비주얼리제이션 애니메이션
새 통합 문서를 만들 때 Tableau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한 애니메이
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자 및 통합 문서 수준에서 애니메이션을 설정하거
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서식 >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2. 모든 시트를 애니메이션하려는 경우 통합 문서 기본값에서 설정을 클릭합니
다. 그런 후 다음을 수행합니다.
l

기간에서 사전 설정을 선택하거나 최대 10초까지 사용자 지정 기간을 지
정합니다.

l

스타일에서 동시를 선택하여 모든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재생하거나 순
차를 선택하여 마크를 페이드 아웃하고 이동 및 정렬한 후 다시 페이드
인합니다.

3. 특정 시트의 통합 문서 기본값을 재정의하려면 선택한 시트에서 설정을 변경
합니다.

참고: 선택한 시트 섹션에서 “(기본값)”은 관련 통합 문서 기본값 설정을 자

Tableau Software

1133

Tableau Cloud 도움말
동으로 반영하는 설정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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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재생하려면 툴바에서 재생 단추를 클릭합니다. 재생 단추에서 애니
메이션 재생 속도(실제 속도, 2배 속도 또는 1/2 속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의 애니메이션 설정 재설정
애니메이션을 재설정하여 전체 통합 문서를 기본 애니메이션 설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해제된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1. 서식 >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2. 애니메이션 패널 중간에 있는 모든 시트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모든 애니메이션 완전히 사용 안 함
새 통합 문서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비주얼
리제이션을 보는 동안 애니메이션이 방해가 되는 경우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
도록 완전히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차원 설정이 아닙
니다. 각 사용자가 설정을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l

Tableau Desktop에서 도움말 > 설정 및 성능을 선택한 다음 애니메이션 사용
을 선택 취소합니다.

l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 있는 프로필 이
미지나 이니셜을 클릭한 다음 내 계정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페이지
맨 아래로 스크롤하여 애니메이션 사용을 선택 취소하고 변경 내용 저장을 클
릭합니다.

참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경우 여전히 작성 모드에서 서식 >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설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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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애니메이션에 대한 소수 자릿수 서식 지정
측정값에 대한 소수 자릿수가 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 축 애니메이션 중에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가 축 애니메이션 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측정값에
표시되는 소수 자릿수의 서식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숫자 및 Null 값 서식 지
정을 참조하십시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는 이유
서버 렌더링
비주얼리제이션이 서버에서 렌더링되는 경우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클
라이언트 컴퓨터나 휴대기기에서 비주얼리제이션의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
음 기법을 사용합니다.
l

비주얼리제이션 작성자인 경우 비주얼리제이션 복잡성을 줄입니다.

l

Tableau Server 관리자인 경우 클라이언트 쪽 렌더링의 복잡성 임계값을 증가
시킵니다.

참고: 처리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서 애니메이션이 거칠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용
자는 반응성의 지연 없이 비주얼리제이션과 계속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 및 기능
애니메이션은 Internet Explorer를 제외한 모든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됩니다.
다음 Tableau 기능은 애니메이션되지 않습니다.
l

웹 브라우저의 맵, 다각형 및 밀도 마크

l

파이 및 텍스트 마크

l

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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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측, 추세 및 참조선

l

페이지 기록 추적(비주얼리제이션에 이러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예기치 않은 동작
을 방지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해제하십시오.)

URL 동 작
URL 동작은 Tableau 외부의 웹 페이지, 파일 또는 기타 웹 기반 리소스를 가리키는
하이퍼링크입니다. URL 동작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대한 추가 정보에 연결하거나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링크를 사용자 지정하기 위해
URL에 매개 변수로 필드 값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팁: URL 동작이 대시보드의 웹 페이지 개체를 열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작 및 대시보드를 참조하십시오.

URL 동작은 도구 설명 메뉴에서 실행됩니다. 이 링크는 대상 URL이 아닌 동작 이름
을 나타냅니다.

URL 동작으로 웹 페이지 열기
1.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 > 동작 을 선택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 동작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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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 대화 상자에서 작업 추가 를 클릭하고 URL로 이동 을 선택합니다.
3. 다음 대화 상자에서 동작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름에 필드 변수를 입력하려면 이
름 상자 오른쪽에 있는 삽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 도구 설명의 링크 텍스트는 URL이 아닌 동작의 이름이므로 동작에
쉽게 알 수 있는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추가 제품 세부 정보에 연
결하는 경우 "세부 정보 표시"와 같은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원본 시트 또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또는 대시보드를 선택한 경우 포함된 개별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동작을 실행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

동작이 실행되는 상황...

한옵
션...
마

뷰에서 마크를 마우스오버합니다. 이 옵션은 대시보드 내의 하이라이트

우

동작에 효과적입니다.

스
오
버
선

뷰에서 마크를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모든 유형의 동작에 효과적입니다.

택
메

뷰에서 선택한 마크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Mac의 경우 Control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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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하고 도구 설명(메뉴)에서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 옵션은 URL 동작에

뉴

특히 효과적입니다.

6. URL 대상에 링크가 열리는 위치를 지정합니다.
l 웹 페이지 개체가 없는 경우 새 탭 - 웹 페이지 개체가 없는 시트의 경우 브
라우저에서 URL이 열립니다. 원본 시트가 전체 또는 데이터 원본으로 설정
된 경우에는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l
l

새 브라우저 탭 - 기본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웹 페이지 개체 - (웹 페이지 개체가 있는 대시보드에만 사용 가능) 선택한
웹 페이지 개체에서 열립니다.

7. URL을 입력합니다.
l URL은 다음 접두사 중 하나로 시작해야 합니다. http, https, ftp,
mailto, news, gopher, tsc, tsl, sms, tel, file

참고: 접두사를 입력하지 않으면 http://가 시작 부분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URL 동작은 Tableau Desktop에서 작동합니다. 그러나 접
두사가 없는 URL 동작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
되면 브라우저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대시보드를 게시할 경우 항
상 동작에 정규화된 URL을 제공하십시오.

참고: 대시보드에 웹 개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ftp 주소
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 개체가 존재하는 경우 ftp 주소가 로드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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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Desktop은 C:\Example folder\example.txt와 같은 로컬 경
로도 지원함

l

URL의 동적 값으로 필드 및 필터 값을 입력하려면 URL 오른쪽에 있는 삽입
메뉴를 클릭합니다. 모든 참조 필드는 뷰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URL에 필드 및 필터 값 사용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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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URL 아래에 있는 하이퍼링크 예제를 클릭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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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 사항) 데이터 값 섹션에서 다음 옵션을 선택합니다.
l URL이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값 인코딩 - 브라우저에서 URL에 허용하지
않는 문자를 사용하는 값이 데이터에 포함된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
를 들어 데이터 값 중 하나에 앰퍼샌드가 포함된 경우(예: "Sales & Finance")
이 앰퍼샌드를 브라우저에서 인식되는 문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l

URL 매개 변수를 통해 다중 값 허용 - 값 목록을 URL의 매개 변수를 통해
수신할 수 있는 웹 페이지에 연결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뷰에서 여러 제품을 선택하고 웹 페이지에 호스팅된 각 제품의 세부 정보를
보려 한다고 가정합니다. 서버에서 식별자(제품 ID 또는 제품 이름) 목록에 따
라 여러 제품 세부 정보를 로드할 수 있는 경우 다중 선택을 사용하여 식별자
목록을 매개 변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중 값을 허용하는 경우 목록에서 각 항목을 구분하는 문자인 구분 기호
이스케이프 문자(예: 쉼표)도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구분 기호 문자가 데
이터 값에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할 구분 기호 이스케이프를 정의해야 합
니다.

URL 동작을 사용하여 이메일 만들기
1. 워크시트에서 워크시트 > 동작 을 선택합니다. 대시보드에서 대시보드 > 동작 을
선택합니다.
2. 동작 대화 상자에서 동작 추가 를 클릭하고 URL로 이동 을 선택합니다.
3. 원본 시트 드롭다운 목록에서 이메일을 보낼 주소가 있는 필드를 포함하는 시트를
선택합니다.
4. URL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l

l
l

mailto:를 입력하고 오른쪽의 삽입 메뉴를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데이터 필드를 선택합니다.
?subject=를 입력하고 제목줄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body=을 입력하고 오른쪽의 삽입 메뉴를 클릭하여 이메일 본문에 포함할
정보가 있는 필드를 선택합니다.

아래 예에서 “Email” 필드가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고 제목은 “City Information”이
며 이메일 본문 텍스트는 이메일 주소와 관련된 City 및 State 데이터로 구성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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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선택 사항) 통합 문서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이메일의 본문에 기본 가로 목록 대신
세로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Chicago, Paris, Barcelona 같은 도시 이름으
로 구성된 가로 목록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다음과 같이 세로로 표시하고 싶다고 가
정합니다.
Chicago
Paris
Barcelona
목록을 세로로 만들려면 데이터 값 섹션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1144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l
l
l

URL이 지원하지 않는 데이터 값 인코딩 을 선택 취소합니다.
URL 매개 변수를 통해 다중 값 허용 을 선택합니다.
값 구분 기호 텍스트 상자에 %0a를 입력하여 목록의 각 항목 사이에 줄 바꿈
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줄 바꿈을 위한 URL 인코딩 문자입니다.

URL에 필드 및 필터 값 사용
사용자가 선택한 마크에서 URL 동작을 트리거하면 Tableau가 필드, 필터 및 매개 변
수 값을 URL의 변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RL 동작이 지도 웹 사이트에 연
결되는 경우 주소 필드를 삽입하여 웹 사이트에서 현재 선택된 주소를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1. URL 동작 편집 대화 상자에 링크에 대한 URL을 입력합니다.
2. 필드, 매개 변수 또는 필터 값을 삽입하려는 위치에 커서를 놓습니다.
3. 텍스트 상자 오른쪽에 있는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 삽입할 필드, 매개 변수 또는 필
터를 선택합니다. 변수는 꺾쇠 괄호 안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만큼 변수를 계속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참조 필드는 뷰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링크 테스
트를 클릭할 때 링크가 작동하더라도 비주얼리제이션에 링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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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된 필드 포함
사용 가능한 필드 목록에는 집계되지 않은 필드만 포함됩니다. 집계된 필드 값을 링
크 매개 변수로 사용하려면 먼저 관련 계산된 필드를 만들고 해당 필드를 뷰에 추가
합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계산된 필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필드를 마크 카
드의 세부 정보로 끌어옵니다.)

매개 변수 값 삽입
매개 변수 값을 삽입할 경우 URL 동작은 기본적으로 표시 형식 값을 보냅니다. 대신
실제 값을 보내려면 매개 변수 이름 뒤에 ~na 문자를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10.1.1.195와 같은 실제 값 문자열과 Computer A (10.1.1.195)와 같
이 보다 친숙한 값을 갖는 표시 형식 문자열로 구성된 IP 주소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
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실제 값을 전송하려면 URL의 매개 변수를
http://<IPAddress~na>/page.htm 형태로 수정해야 합니다.

114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뷰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 만들기
구독하면 Tableau Cloud에 로그인할 필요 없이 정기적으로 뷰 또는 통합 문서의 이미
지 또는 PDF 스냅샷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Catalog가 사이트에 대해 설정된 경우 관리자는 구독 이메일에 관련 업
스트림 데이터 품질 경고를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는
Data Management 제공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SMTP 주소
구독 이메일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면 회사의 보안 소프트웨어와 정책이
@cloudmail.tableau.com과 IP 주소 54.240.86.205 및 54.240.86.204의 이메일을
허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독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Tableau에 거부 오류가 반환
되고 받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용자를 위한 구독 설정
Tableau Cloud에서 뷰를 열 때 툴바에 구독 아이콘(

)이 표시되면 해당 뷰나 전체 통

합 문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의 소유자, 적절한 사이트 역할을 가진 프로
젝트 리더 또는 관리자인 경우 콘텐츠를 볼 권한이 있는 다른 사용자를 구독할 수 있
습니다.

참고: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
는 뷰 또는 통합 문서에는 데이터 새로 고침에서 시작된 구독 이메일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사이트의 탐색 섹션에서 모든 통합 문서 또는 모든 뷰를 선택하거나 구독하려
는 뷰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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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뷰를 직접 열거나 포함하는 통합 문서를 열어 뷰를 엽니다.
3. 뷰 툴바에서 보기 > 구독을 선택합니다.

4. 구독을 수신할 Tableau 사용자 또는 그룹을 추가합니다. 구독을 수신하려면
사용자에게 보기 및 이미지/PDF 다운로드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 문서를 소유하는 경우 구독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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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그룹에 구독을 설정하면 구독이 만들어질 때 각 사용자가 개별적으
로 추가됩니다. 나중에 더 많은 사용자가 그룹에 추가되는 경우 이러한 새
사용자가 구독을 수신할 수 있도록 그룹에 구독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룹에서 제거된 사용자는 구독하도록 설정된 뷰에 대
한 사용 권한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구독이 자동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5. 구독 이메일에 현재 뷰를 포함할지, 아니면 전체 통합 문서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뷰에 데이터가 포함
되는 경우 뷰가 비어 있는 경우 보내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6. 스냅샷 형식(PNG 이미지, PDF 첨부 파일 또는 둘 다)을 선택합니다.
l

PDF의 경우 받을 용지 크기와 방향을 선택합니다.

7. 구독 이메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목줄을 사용자 지정하고 메시지를 추
가합니다.
8. 통합 문서가 게시된 연결에서 데이터 추출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빈도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l

l

데이터 새로 고침 시 : 새로 고침 일정을 실행하여 뷰 또는 통합 문서의 데이
터를 새로 고칠 경우에만 보냅니다.
선택된 일정에 따라 : 구독 일정을 선택합니다.

9. 빈도가 데이터 새로 고침 시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현재 설정 왼쪽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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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필요할 때마다 구독 이메일을 보내는 사용자 지정 일정을 지정합니
다. (서버 부하가 높은 경우 정확한 제공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시간대를 변경하려면 표준 시간대 링크를 클릭하여 계정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0. 구독을 클릭합니다.
구독 이메일을 받으면 이미지(또는 PDF 구독의 메시지 본문에 있는 링크)를 선택하
여 Tableau Cloud에서 뷰나 통합 문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구독 업데이트 또는 구독 취소
기존 구독을 취소하거나 구독의 형식, 일정, 주제 또는 비어 있는 뷰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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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Tableau Cloud 계정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l

구독 이메일 하단에 있는 내 구독 관리를 클릭합니다.

l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서 사용자 아이콘을 선택
한 다음 내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2. 구독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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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독 취소하려는 뷰 옆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고 작업을 클릭한 다음 구독 취
소를 클릭하거나 변경하려는 구독 옵션을 선택합니다.

일시 중단된 구독 다시 시작 또는 삭제
통합 문서 관련 문제 또는 뷰 로드 문제로 인해 구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이 5회 이상 실패하면 구독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
니다. 구독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일시 중단된 구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웹 페이지에서 내 콘텐츠 영역의 마지막 업데이트 열에 구독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 구독 다시 시작을 선택하
여 다시 시작합니다.

l

영향을 받는 통합 문서에서 구독 탭의 마지막 업데이트 열에 구독이 일시 중단
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 구독 다시 시작을 선택하여 다
시 시작합니다.

구독이 다시 작동하게 되면 이메일 알림을 받게 됩니다.

참고 항목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구독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프로젝트 리더 기능을 허용하는 사이트 역할에 대해 알아보려면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프로젝트 수준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뷰 가속
Creator 또는 Explorer 라이선스가 있는 통합 문서 소유자는 통합 문서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개별 뷰를 일시 중단하거나 사이트에 대한 가속을 해제할 수 있
습니다. 뷰 가속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통합 문서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고 가
져오는 방법으로 뷰를 더 빠르게 로드합니다. 뷰를 로드할 때는 2가지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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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쿼리(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2. 렌더링(모양 그리기 또는 맵 렌더링과 같은 시각 자료 만들기)
통합 문서를 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 두 단계를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합
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모든 뷰를 가속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뷰 가
속은 쿼리 단계의 성능을 개선하므로 쿼리 단계가 이미 빠르고 로드 시 성능 병목 현
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합 문서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한 뷰 가속은 사전 계산에 의존합니다. 다음 요인은 뷰 가속의 효과에 영향을 미칩
니다.
l
l

뷰에 now() 또는 today() 같은 일시적인 함수가 사용됩니다.
뷰는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 기반 함수를 사
용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결과를 미리 계산할 수 있지만

l

그렇게 하면 CPU, 메모리 및 저장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뷰에 일별 제한을 초과하는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이 있습니다. 가속화된 뷰는 추출을
새로 고칠 때 다시 생성됩니다. 리소스 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작업의

l

최대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하루 12개).
뷰의 소유자가 비활성 상태입니다. 가속 작업은 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실행됩니다.

l

소유자가 비활성 상태이면 작업이 실패합니다.
내장된 자격 증명이 만료되었거나 데이터 원본이 삭제되어 뷰를 로드할 수 없습니
다.

사용자가 기존 뷰를 바탕으로 사용자 지정 뷰를 만들고 사용자 지정 뷰를 가속화하
면 원본 뷰와 사용자 지정 뷰가 모두 가속됩니다. 그러나 최근 14일 이내에 사용자 지
정 뷰에 액세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지정 뷰를 가속화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으로 각 원본 뷰에 대해 원본 뷰와 함께 최대 10개의 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Desktop에서는 뷰 가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뷰 가속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홈 또는 탐색 페이지에서 가속화하려는 뷰로 이동합니다.
3. 가속 아이콘을 클릭하고 스위치를 클릭하여 가속 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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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서 페이지에서도 뷰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뷰 가속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이해
뷰에 가속을 사용할 수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속은 오래 실행되는
쿼리를 미리 계산하므로 가속화된 통합 문서는 빠르게 로드됩니다. 그러나 뷰가 이
미 최대한 빠르게 로드되고 있는 경우 가속으로 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므
로 가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4시간 미만의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속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자주 새로 고쳐지는 뷰를 가속화할 때의 비용이 높고 사이트 성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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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새로 고침 정
책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관리자가 뷰 가속을 일시 중단한 경우 Tableau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뷰 가속을 활성
화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사이트에서 가속화할 수 있는 뷰 수의 제한에 도달한 경우
에도 Tableau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데이터를 미리 계산하려면 Tableau가 사용자 상호 작용을 요구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에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해야 합니다. 즉, 뷰 가속은 내장된 연결 자격 증명이 있는 통
합 문서에서만 지원됩니다.

사이트에서 뷰 가속 관리
뷰 가속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1. Tableau Cloud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뷰 가속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4. Creator와 Explorer가 통합 문서의 뷰를 가속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확인란을 선택합
니다. 해당 사이트의 뷰 가속을 해제하려면 확인란 선택을 취소합니다.

가속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하여 리소스 절약
리소스를 보존하기 위해 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뷰의 가속을 자동으로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가속이 자동으로 일시 중단되기 전까지의 가속 작업
실패 횟수에 대한 임계값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설정 을 선택합니다.
3. 일반 탭에서 뷰 가속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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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허용되는 최대 실패 횟수를 설정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가속화된 통합 문서 보기 및 관리
1.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왼쪽 패널에서 작업 을 선택합니다.
3. 가속화된 뷰 탭을 클릭합니다.
4. 동작 메뉴(...)를 선택하여 선택한 뷰에 대한 가속을 다시 시작하거나 일시 중단합
니다.

뷰 가속 알림 관리
관리자는 자동으로 일시 중단된 뷰에 대한 알림을 받을지 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
다.
1.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3.
4.
5.

왼쪽 패널에서 설정 을 선택합니다.

일반 탭에서 알림 관리 섹션으로 스크롤합니다.
일시 중단된 뷰에 대한 알림을 자동으로 받으려면 뷰 가속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저장 을 클릭합니다.

뷰가 자동으로 일시 중단되면 사이트 및 서버 관리자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알림
에는 뷰가 일시 중단된 이유와 뷰가 일시 중단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알
림을 클릭하여 작업 페이지의 가속화된 뷰 탭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관리
자는 가속 상태를 필터링하여 자동으로 일시 중단된 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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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계산을 위한 사용자 컨텍스트 이해
가속화된 통합 문서의 사전 계산은 한 사용자의 사용자 컨텍스트에서만 수행됩니다.
이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l

통합 문서 소유자(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에 사용자 필터가 없는 경우 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자 필터는 있지만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인 경우)

l

-또는통합 문서를 마지막으로 게시할 때 축소판 생성에 대해 선택된 사용자(통합 문서에
대한 사용자 필터가 있고 데이터 원본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아닌 경우)

Salesforce에 뷰 게 시 (제 한 적 미 리 보 기 )
CRM Analytics 앱 또는 Salesforce Lightning 페이지에 뷰를 게시하여 Tableau Cloud의
뷰를 Salesforce 에코시스템으로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팁: Salesforce에 게시하는 기능은 제한적 미리 보기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됩
니다.

필수 요건
1. Explorer(게시 가능)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2. 관리자는 사용자가 Salesforce에 뷰를 게시할 수 있도록 통합 사이트 설정 을 업데
이트해야 합니다.

Salesforce에 뷰 게시
대시보드, 시트 및 스토리를 포함하여 1개 이상의 뷰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CRM
Analytics 앱 목록에서 편집 또는 관리 권한이 있는 대상을 선택합니다.
1. Salesforce에 게시할 뷰를 선택합니다.

참고: 한 번에 최대 25개의 뷰를 선택하여 Salesforce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2. 동작 에 대해 Salesforce에 게시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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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에 사용하려는 Salesforce 자격 증명을 선택합니다.
4. 게시할 대상 앱을 선택합니다. 로그인한 Salesforce 사용자로 편집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앱만 표시됩니다.

5. 게시 를 클릭합니다.

연결된 앱 세션 시간 초과
기본적으로 연결된 앱의 시간 초과 값은 1시간입니다. 초기 세션이 만료된 후
Salesforce에 뷰를 게시하려면 다시 인증해야 합니다.
연결된 앱의 시간 초과 값을 최대 24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연결된 앱의 세션 정책 시간 초과 값 을 업데이트합니다. 지침은 연결된 앱의
세션 정책 관리(영문)를 참조하십시오.
2. 그런 다음 세션 보안 시간 초과 설정을 구성합니다. 연결된 앱 세션 정책에 대해 입
력한 값과 일치하도록 시간 초과 값 을 업데이트합니다. 지침은 세션 보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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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영문)의 Configure Session Timeout Settings(세션 시간 초과 설정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Salesforce의 게시된 뷰를 볼 수 있는 사용자
Salesforce에 뷰를 게시하면 선택한 CRM Analytics 앱 또는 Lightning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Tableau
사용 권한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뷰를 볼 수 있습니다.

Tableau의 데 이 터 상 호 작 용
이 자습서에서는 Tableau Server에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또는 뷰를 보고 상호 작
용할 때의 기본 정보를 안내합니다.
Tableau는 게시된 비주얼리제이션과 상호 작용하여 인사이트를 탐색하고 질문하고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 없이 원하는 항목 클릭
Tableau는 상호 작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수행하는 작업에 따
라 비주얼리제이션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다른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원래의 비주얼리제이션이 표시됩니다. 작성할 때 사용된
데이터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1: Tableau 사이트는 무엇입니까?
Tableau 사이트는 팀에서 서로 데이터 및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용자는 팀에서 게시하고 제공한 내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홈 페이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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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주얼리제이션 검색
Tableau는 사이트 뷰에 비주얼리제이션을 호출합니다. 검색을 사용하여 뷰 또는 통
합 문서(단일 파일 형식의 뷰 패키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쿼리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콘텐츠 유형이 모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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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검색의 뷰에 원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모두 표시를 선택하여 모든 검색 결과를
표시하거나 탐색 페이지를 사용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탐색 페이지에는 Tableau
사이트에서 호스팅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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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상호 작용
게시된 뷰는 데이터와 상호 작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캔버스입니다. 기초 데이터는
손상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는 원래대로 표시됩니다.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 및 데이터 정렬
이제 데이터를 클릭해도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뷰를 마우스오버하면 각 데이터 요소 또는 마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도구
설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 마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열 머리글을 마우스오버하고 정렬 아이콘을 클릭하여 테이블을 사전순 또는 숫자
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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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필터링
표시되는 데이터를 특정 영역, 날짜 또는 범주로 자르거나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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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행 취 소 /되 돌 리 기
실수로 모든 항목을 제외한 경우 실행 취소를 클릭하여 마지막 변경 내용을 제거하
거나 되돌리기를 사용하여 모든 선택 항목을 실행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최신 상태로 유지
이 뷰는 새 데이터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새 차
트를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 아이콘을 클릭하여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편리합
니다.

모든 즐겨찾기는 탐색 패널의 즐겨찾기 페이지에 추가됩니다. 최근에 탐색한 대시
보드 또는 뷰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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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작업만 소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웹 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탐색을 시작해 보십시오!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
메트릭을 사용하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메트릭은 자동
으로 업데이트되고 현재 값을 콘텐츠의 그리드 및 목록 뷰로 표시하므로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주요 숫자를 몇 초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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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메트릭은 측정값 집계(예: 매출 합계)의 값을 보여줍니다.
보다 복잡한 메트릭에는 이전 시점 또는 정의한 값과 비교하여 실적을 손쉽게 파악
할 수 있는 일정, 비교 및 상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대시보드 집합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할 수치에 대한 메트릭
을 만든 다음 즐겨찾기 또는 모음에 추가하거나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메트릭을 만
들어 한 장소에서 메트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
펴보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시보드를 로드하고 필터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트의 메트릭 찾기
Tableau 사이트에서 메트릭을 찾을 때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 권
한이 있는 모든 메트릭을 찾아보려면 탐색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콘텐츠 유형 메뉴
에서 모든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특정 뷰 또는 통합 문서와 관련된 메트릭을 찾는 경우라면 해당 콘텐츠의 연결된 메
트릭을 확인합니다. 뷰의 연결된 메트릭을 보려면 뷰를 연 다음 뷰 툴바에서 보기 >
메트릭을 클릭합니다. 메트릭은 만든 날짜가 최근인 것부터 오래된 순서로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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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서의 모든 뷰에 대한 연결된 메트릭을 보려면 통합 문서로 이동한 다음 연결
된 메트릭 탭을 클릭합니다. 정렬 기준 메뉴를 사용하여 이러한 메트릭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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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의 구성 요소
메트릭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데이터는 측정값 집계입니다. 메트릭은 뷰의
마크에서 만들어지며 해당 마크에 연결된 측정값이 메트릭을 정의합니다. 측정값
은 집계되어야 합니다. 집계되지 않은 마크는 시간대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
다. Tableau의 차원 및 측정값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원 및 측정값, 파란색 및 녹색
을 참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날짜 차원으로 메트릭을 정의할 수 있으며 메트릭에 대한 비교 및 상태
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구성 요소는 메트릭 카드에 표시되는 데이터에 컨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메트릭을 정의하는 측정값이 단 하나인 메트릭은 단일 숫자로 나타납니다. 이 숫자
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 업데이트되지만 카드에 일정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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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메트릭을 정의할 마크를 선택할 때 마크에 날짜 차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차원
이 메트릭 정의의 일부가 됩니다. 날짜 차원이 있는 메트릭에는 일정이 표시되며 이
경우 메트릭에 대한 기간별 비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간별 비교는
이전 마크에 대한 것입니다.
메트릭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 때 일정은 날짜 차원의 세부 수준을 기반으로 측정
값의 값을 보여 줍니다(예: 일별 매출 또는 월별 사용자 수). 일정의 한 지점을 마우스
오버하면 기간별 값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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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메트릭에 대해 구성할 수 있는 비교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간별 비교와 상
수 비교입니다. 기간별 비교는 메트릭에 날짜 차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구성
할 수 있지만 상수 비교는 모든 유형의 메트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비교는 현재 값과 지정된 시간, 일 또는 기타 단위의 이전 시간 간의 상대적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 월별 배출의 현재 값과 12개월 전 값 사이의 비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비교는 메트릭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새 데이터의 날짜 또
는 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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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비교는 새 데이터가 추가될 때 변경되지 않는 단일 값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
어 유지해야 하는 임계값(예: 90%의 정시 배송률 유지)을 나타내는 비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목표로 하는 누적 목표(예: 월별 매출 목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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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상수 비교가 포함된 메트릭의 경우 초과, 미만 또는 비교 값 유지 상태를 좋음, 나쁨
또는 보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음” 상태인 메트릭은 비교 값 옆에 확인 표시
가 나타나고 메트릭 카드의 맨 위에 녹색 구간이 표시됩니다. “나쁨” 상태인 메트릭
은 비교 값 옆에 X 표시가 표시되고 메트릭 카드의 맨 위에 빨간색 구간이 표시됩니
다. “보통” 상태인 메트릭은 상태 표시기가 없는 메트릭과 동일하게 표시되며 카드
에 아이콘 또는 색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뷰에서 메트릭 만들기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사이트 역할이 있고 관련 통합 문서에 대한 메트릭
만들기/새로 고침 기능이 있는 경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메트릭
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트릭을 만들기 전에 뷰의 연결된 메트릭을 확인하여 만들려는 메트릭이 이미 있
는 메트릭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중복 메트릭을 만드는 대신 기존 메트릭을 열고
즐겨찾기로 추가합니다.

메트릭을 정의할 마크 선택
1. 메트릭을 만들려는 뷰로 이동합니다.
2. 뷰 툴바에서 보기 > 메트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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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패널이 열립니다.
3. 패널에 연결된 메트릭이 표시되면 만들기 단추를 선택하여 작성 모드로 들어
갑니다.
4. 마크를 선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메트릭을 만들 수 없는 경우를 참조
하십시오.

이 마크에 연결된 측정값이 메트릭을 정의합니다. 이 마크에 적용하는 모든 필
터가 메트릭에 적용됩니다. 이 마크에 날짜 차원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날
짜 차원도 메트릭을 정의하며 메트릭에 일정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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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패널에 메트릭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미리 보기의 값은 메트릭의 최
근 값입니다. 선택한 마크의 값이 시계열에서 최신이 아닌 경우 이 값은 선택
한 마크의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성을 시도하면 미리 보기가 업데이
트됩니다.

메트릭 설명 및 구성
메트릭을 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선택하는 마크와 비교 유형에 따라 달
라집니다.
1. 이름 필드는 선택한 마크를 기반으로 미리 채워집니다. 메트릭에 다른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트릭은 메트릭이 속한 프로젝트 내에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2. 설명 아래에 다른 사용자가 메트릭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선택적인 메시지를 입
력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릭에 적용된 필터를 설명하거나 메트릭에서 사용된
데이터 원본을 나타냅니다.
3. 날짜 범위(날짜 차원이 있는 메트릭만 해당)의 경우 기본 옵션 중 하나를 선택
하거나 사용자 지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메트릭에 많은 수의 마크가 있는 경우
날짜 범위를 제한하면 일정을 보기가 더 쉬워집니다.
4. 메트릭에 대한 비교 유형을 선택합니다(기간별 또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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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별 비교:
l

비교할 이전 기간을 입력합니다. 비교의 시간 단위는 데이터의 세부 수준(예:
시간 또는 개월 수)과 동일합니다.

l

일정에 비교 기간에 대한 두 번째 라인을 포함하려면 비교 라인 표시 를 선택
합니다.

6. 상수 비교:
l

비교할 값을 입력합니다. 이 필드에는 쉼표나 기호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백
분율을 입력하려면 백분율 기호 없이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
상이 25%인 경우 0.25 대신 25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효한 대상 값을 입력하
면 미리 보기가 업데이트되어 현재 값이 대상보다 높거나 낮은 정도를 표시합
니다.

l

비교에 대한 상태 를 설정하여 초과, 유지 또는 미만의 값이 좋음, 나쁨 또는 보
통인지를 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 상태는 보통으로 설정됩니다. 메트릭 미리
보기를 확인하여 서로 다른 상태가 메트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7. 정의 > 측정값 아래에 있는 드롭다운에서 정의에 사용할 측정값을 선택합니다.
이 옵션은 선택한 마크에 연결된 측정값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메트릭 완료
1. 프로젝트 아래에서 위치 변경을 선택하여 메트릭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 선택
합니다. 기본적으로 메트릭은 뷰가 속한 프로젝트에 추가됩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메트릭에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메트릭 이름과 프
로젝트는 처음에 선택한 마크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
미 해당 마크에서 메트릭을 만든 경우 메트릭을 저장하려고 하면 충돌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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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트릭에 대한 다른 프로젝트 또는 이름을 선택하거
나 기존 메트릭을 덮어쓰려면 메트릭 덮어쓰기를 선택하십시오.
2. 만들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메시지와 함께 메트릭을 추가한 프로젝트의 메트릭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나
타납니다.

3. 사용 권한 설정의 지침에 따라 메트릭에 대한 사용 권한이 올바른지 확인합니
다.
기본적으로 메트릭은 메트릭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사용 권한을 상속합니
다. 메트릭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는 연결된 뷰 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더라도 메트릭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트릭을 만들었으니 Tableau 사이트의 다른 독립 콘텐츠 부분을 관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트릭은 뷰에서 만들어지지만 데이
터 기반 알림 또는 구독과 달리 해당 뷰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연결된 뷰를 이동
하지 않고 메트릭을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ableau 사이트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 콘텐츠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덮어쓰기
메트릭을 만든 후에는 메트릭의 이름, 설명 및 구성을 변경할 수 있지만 메트릭이 정
의된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메트릭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메트
릭을 덮어써야 합니다. 메트릭을 덮어쓰려면 메트릭 소유자이거나 올바른 사용 권
한 기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1. 메트릭을 덮어쓰려면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덮어쓰려는 메트릭과 이름이 같
은 메트릭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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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 덮어쓰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덮어쓰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메트릭을 덮어쓸 경우 즐겨찾기에 메트릭을 추가한 사용자에게 메트릭이 계속 나타
나고 이전 메트릭의 사용 권한에 수행한 변경 사항은 새 메트릭에 적용됩니다.

메트릭을 만들 수 없는 경우
하지만 메트릭을 지원하지 않는 차트에서 마크를 선택하면 메트릭을 만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아래 표에 관련 시나리오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유
올바른 사용 권한이 없습니

시나리오
l

다.

통합 문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메트릭 만들기/
새로 고침 기능을 거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을 참조하십시오.
전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l

없습니다.

행 수준 보안 또는 사용자 필터가 볼 수 있는 데이
터를 제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행 수준

에서 액세스 제한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의 암

l

통합 문서에 암호를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호가 내장되어 있지 않거나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격 증명 설정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의 세부 수준이 올바

l

르지 않습니다.

차트의 데이터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메트릭은
합계 또는 평균 같은 집계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l

내용은 Tableau의 데이터 집계 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혼합의 결과로 데이터 셀당 여러 값이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혼합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날짜 차원은 지원되지 않습

l

니다.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날짜 수준 변경 을 참조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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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시나리오
ISO 8601 달력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

ISO-8601 주 단위 달력 을 참조하십시오.
날짜 차원이 월/연도 또는 월/일/연도의 사용자 지
정 수준에서 집계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날짜 를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구성 편집
2022.2부터 메트릭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트릭의 구성에는 비교, 날짜 범
위 및 상태 표시기가 포함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옵션은 메트릭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이 있는 메트릭에는 기간별 비교 또는 상수 비교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단일 숫자 메트릭은 상수 비교만 지원합니다.
메트릭의 구성에 메트릭 정의(측정값과 메트릭 값을 생성하는 날짜 차원)는 포함되
지 않습니다. 정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메트릭을 새 메트릭으로 덮어씁니다.
메트릭의 구성을 편집하려면 해당 메트릭에 대해 덮어쓰기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1. 편집하려는 메트릭의 메트릭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2. 구성 섹션을 마우스오버합니다. 섹션의 아무 위치를 클릭하여 편집 모드를 시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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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 메트릭의 경우 메트릭 카드 및 세부 정보에 표시할 날짜 범위를 설정합니다.
4. 비교 유형을 선택합니다. 상수 비교의 경우 비교 값과 상태를 설정합니다. 기간별 비
교의 경우 비교할 이전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에 비교 라인을 표시할지 여부를 선택
합니다.
5. 저장 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메트릭을 보면 구성 변경이 표시됩니다.

메트릭 새로 고침 방법
메트릭을 새로 고치면 연결된 뷰(메트릭이 만들어진 뷰)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확인
합니다. 데이터 변경 내용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메트릭 값을 반드시
업데이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출의 새로 고침 일정 또는 라이브 데이터인 경우 60초마다 한 번씩의 빈도로 메트
릭을 새로 고칩니다. 마지막 새로 고침 시간은 메트릭에 표시됩니다.

실패한 새로 고침 수정
메트릭이 연결된 뷰 또는 기초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새로 고침이 실패합
니다. 메트릭의 새로 고침이 실패하는 경우 실패한 시간과 영향을 받는 메트릭이 기
록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인해 메트릭 새로 고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l

연결된 뷰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연결된 뷰의 사용 권한이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암호가 더 이상 내장되어 있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l

메트릭 소유자에게 메트릭을 새로 고치는 데 필요한 사이트 역할이 없습니다.

l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의 사이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일시적 연결 문제가 있었습니다.

l
l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메트릭 세부 정보를 검사하십시오. 메트릭 소유자에게 메
트릭을 새로 고치는 데 필요한 사이트 역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연
결된 뷰를 검사합니다.

Tableau Software

1179

Tableau Cloud 도움말

연결된 뷰가 계속 나열되는 경우
실패의 원인을 조사할 뷰를 엽니다.
뷰가 로드되는 경우 메트릭을 정의하는 측정값 및 (선택적) 날짜 차원이 여전히 뷰
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l

뷰가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뷰의 메트릭을 새로 고칠 수 있는 사
용 권한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콘텐츠 소유자 또는 Tableau 관리자는 메트
릭 만들기/새로 고침 사용 권한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
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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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데이터에 연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콘텐츠 소유자 또는 Tableau 관리자는
변경 내역을 확인하여 이전 버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경 내
역 보기를 참조하십시오.
뷰가 로드되지 않지만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때 비밀번호를 묻거나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의 비밀번호가 내장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
다. 콘텐츠 소유자 또는 Tableau 관리자는 데이터 원본 연결을 편집하여 암호를 내장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뷰가 나열되지 않는 경우
뷰가 삭제되었거나 사용자에게 더 이상 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없습니
다. Tableau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일시 중단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충분한 횟수만큼 새로 고침이 실패하면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됩니다. 메트릭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경우 알림을 받게 됩니다.
메트릭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되면 Tableau가 더 이상 해당 메트릭의 새 데이터를 가
져오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메트릭은 기록 데이터를 계속 표시합니
다.
실패의 원인을 해결한 경우 새로 고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영향을 받는 메트릭을 엽니다.
2. 경고 메시지에서 새로 고침 다시 시작 을 클릭합니다.
Tableau가 새로 고침을 시도합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 알림을 받게 되고 일정에 따
라 새로 고침이 다시 시작됩니다.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면 새로 고침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연결된 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트릭을 덮어써 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메
트릭 덮어쓰기를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메트릭을 참조 기록 데이터로 유지하거
나 메트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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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메트릭 새로 고침에 필요한 사이트 역할이 없기 때문에 메트릭 새로 고침
이 일시 중단된 경우 새로 고침을 다시 시작하거나 메트릭을 삭제할 수 없습니
다.

메트릭이 Tableau Catalog에 나타남
2019.3부터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에서 Data Management를 통해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이 Tableau Catalog를 사용하
도록 설정된 경우 Catalog 계보 도구에서 메트릭을 볼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 경
고의 영향을 받는 메트릭은 해당 경고를 표시합니다. Tableau Catalog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 정
보"를 참조하십시오.

모니터링하려는 숫자에 대해 정의된 메트릭이 있는 경우 메트릭의 기반이 되는 데
이터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방법으
로 Catalog를 사용하여 이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트릭의 기반이 되는 데
이터에 설정된 데이터 품질 경고가 메트릭에 표시됩니다. Tableau Mobile에서는 메
트릭을 열 때 이러한 경고가 나타나고,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는 아래
에 표시된 대로 그리드 뷰 및 메트릭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메트릭을 마우스오버하
면 경고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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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데이터 품질 경고 설
정"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의 계보 도구를 사용하여 메트릭의 기반이 되는 업스트림 원본을 확
인할 수도 있습니다. 영향 분석을 수행하면 특정 열 또는 테이블이 변경되거나 더 이
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특정 통합 문서가 제거된 경우 영향을 받는 메트릭을 확
인할 수 있습니다. 계보에 메트릭을 포함한다는 것은 변경 사항이 환경의 자산에 미
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Catalog가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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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계보를 사용한 영향
분석"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설정
데이터 성능 및 새로 고침 이해
통합 문서를 작성했고 팀이 만족합니다. 그런데 가끔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해야 최
신 데이터가 비주얼리제이션에 나타납니다. 라이브 연결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작성했는데 데이터를 새로 고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성능에 있습니다.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Tableau는 데이터를 캐시하여 후속 방문 시 데이터를 재사용
하고 캐시된 데이터를 빠르게 반환합니다. 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하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작업은 잠재적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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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성능과 새로 고침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통합 문서에 대한 데이터 새로 고
침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설정하면 데이터가 지정된
시간에 새로 고쳐집니다. Tableau는 사용자가 설정한 새로 고침 정책을 충족하지 않
는 캐시된 데이터를 시각화하지 않습니다.

통합 문서에 가장 적합한 정책 선택
일부 사용자는 항상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 캐싱을 원하지 않고 다른 사용
자는 대규모 캐시를 통해 오버헤드를 줄이고 통합 문서 성능을 개선하기를 원합니
다.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설정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정
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Tableau Cloud는 기본적으로 12시간마다 캐시된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통합 문서
소유자는 통합 문서 수준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erver에서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모든 사이트에 대한 기본 캐싱 정책을 설정
할 수 있고, 통합 문서 소유자는 통합 문서 수준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Tableau Desktop에서 또는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에
는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문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편집
통합 문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을 편집하려면 통합 문서 소유자여야 하고, 통합 문
서에 데이터 원본에 대한 라이브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1.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홈 또는 탐색 페이지에서 정책을 설정하려는 통합 문서로 이동합니다.
3. 세부 정보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4. 통합 문서 세부 정보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 새로 고침 정책 편집 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이트 기본값(12시간)
항상 라이브(Tableau가 항상 최신 데이터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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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새로 고침 간격
데이터 새로 고침 시간

6. 확인 을 클릭합니다.

사이트 기본값은 12시간마다 데이터를 새로 고칩니다. 이 옵션은 대상이 대시보드
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만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합합니다.
항상 라이브는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항상 제공하므로 로드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
니다.
데이터 새로 고침 간격을 선택하면 분, 시간, 일 또는 주 단위로 데이터를 새로 고칠
빈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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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새로 고침 시간을 선택하면 데이터 새로 고침 시간 및 날짜를 예약할 수 있습
니다.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전 09:00(태평양 시간)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월
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 오전 08:45에 데이터를 새로 고치도록 설정하여 회의가 시작
될 때 최신 상태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은 통합 문서가 특정 성능 모범 사례를 따르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통합 문서의 메타데이터에서 구문 분석되어 규
칙 엔진 알고리즘을 통해 평가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일부 통합 문서의 경
우 권장 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캡처되지 않는 성능 측면이 많으며 일부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통합 문서 간소화 및 효율적인 통합 문서 디자인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 실행
1. 파일 메뉴에서 게시 또는 다른 이름으로 게시 를 선택합니다. 또는 게시 옆의 드롭
다운을 클릭합니다.
2. 최적화 프로그램 실행 을 클릭합니다.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 대한 새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3. 지침을 기준으로 통합 문서가 자동으로 평가되고 결과가 3개 범주인 동작 필요, 검
토 필요 또는 전달됨(또는 전달되고 무시됨)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l 3개 미만의 범주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침이 포함되는 범주가 없는 경우 표
시되지 않습니다.
l 각 범주를 확장하여 지침을 확인합니다. 각 지침을 확장하여 추천 이유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문서에 관련된 추가 정보가 포
함될 수도 있습니다.
l 지침 일부를 해결하도록 선택하거나 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 프로
그램 실행은 게시 프로세스의 자발적 단계이므로 게시가 차단되지는 않습니
다.
4. 대화 상자를 닫고 통합 문서로 돌아가려면 닫기를 클릭합니다.
5. 대화 상자를 닫고 게시 대화 상자로 돌아가려면(또는 열려면) 게시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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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프로그램 범주
최적화 프로그램의 지침은 동작 수행, 검토 필요 및 통과의 3개 범주로 분류됩니다.
동작 수행은 통합 문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이거나 전혀 없는 이러한 모
범 사례를 따르도록 통합 문서를 업데이트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변경을
수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검토 필요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따르기 위해 데이터 원본을 재구성하거나 대시보
드를 간소화하는 등 보다 복잡한 방법으로 통합 문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음을 나타
냅니다.
l

이러한 지침의 경우 현명한 판단을 통해 가능한 작업 또는 현실적인 작업을 결정하

l

십시오.
일부 권장 사항의 경우 들인 노력에 비해 성능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

l

다.
따라서 성능 기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성능 벤치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수 있

l

습니다.
일부 작업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통합 문서를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집
니다.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일부 모범 사례에 예외를 두어야 합니다 . 항
상 성능 개선을 위한 변경보다 통합 문서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통과는 지침이 충족되었고 통합 문서가 이미 해당 영역의 모범 사례를 따르고 있음
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캡처되지 않는 성능 측면이 많다는 점
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통합 문서에 대해 지침이 무시되는 경우 이 범주의 이름은 전
달되고 무시됨으로 바뀝니다.

지침 무시
모든 상황에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템플릿 통합 문
서를 게시할 때 사용되지 않는 필드와 데이터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적
화 프로그램으로부터 이러한 지침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통합 문서에 대한 지침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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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지침에서 무시 단추를 클릭합니다.
l 지침이 음소거되고 전달되고 무시됨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최적화 프로그
램을 다시 실행해도 이 지침은 동작 필요 또는 검토 필요 섹션에 나타나지 않
습니다.
2. 지침 평가를 재개하려면 전달되고 무시됨 섹션에서 행을 찾고 무시 단추를 다시
클릭합니다.
l 최적화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되고 지침이 평가됩니다. 최적화 프로그램이 실
행될 때마다 계속해서 확인됩니다.

지침 자동 수정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의 일부 제안은 사용자 입력 없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러한 지침에는 규칙을 자동 수정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
제를 수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정 지침에서 자동 수정 단추를 클릭합니다.
l

추천 동작(예: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원본 닫기)이 자동으로 수행되고 지침이 전달
됨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l

자동 수정이 실패하는 경우 알림이 표시되고 문제를 수동으로 해결하라는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l

단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자동으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수
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침
모든 지침에는 성능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고려하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일반적인 것이며 일부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환경
상의 맥락과 통합 문서의 목표를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참고: 모든 제안 사항을 브라우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신 Tableau
Desktop에서 편집해야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1189

Tableau Cloud 도움말
문자별 지침으로 이동합니다.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T.U.V.W.X.Y.Z

계산 길이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My calculation(내 계산) 계산의 길이가 600자입니다.
복잡한 계산의 결과를 계산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계산을 분리하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거나 Tableau Prep을 사용하
여 분석 전에 계산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복잡하고 긴 계산은 단일 계산에서 작성되거나 중첩될 수 있습니다(더 큰 계산에서
사용되는 독립 실행형 계산으로 작성된 구성 요소와 함께 중첩됨). 중첩된 구성 요소
가 있는 계산을 작성하면 문제 해결 및 유지 관리가 쉬워질 수 있지만 복잡성 및 처리
작업이 추가됩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구성 요소를 데이터 원본으로 푸시하면 성
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이를 계산할 때는 계산의 설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길고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긴
설명 때문에 이 지침이 트리거될 수도 있습니다.

계산에 여러 데이터 원본 사용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 데이터 원본에는 다른 데이터 원본의 필드를 사용
한 17개 계산이 포함됩니다.
여러 데이터 원본의 필드가 계산에 사용되는 경우 Tableau는 최적화를 사용할 수 없
으며 계산을 로컬로 계산해야 합니다.
Tableau Prep을 사용하여 계산을 만들고 추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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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교차 데이터베이스 계산을 데이터 계층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요청하
기도 전에 처리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조인(Prep) 및 세부 수
준 및 순위 계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조건에서는 매개 변수로 인해 이 지침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여러 데
이터 원본이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매개 변수가 있는지 보고 해당 매
개 변수를 간소화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시보드 크기가 고정되지 않음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Q3 분석 대시보드가 고정된 크기가 아닙니다.
고정된 크기의 대시보드는 크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캐시될 수 있습니다. 자동 대
시보드 크기 지정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화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대시보드를
매번 렌더링해야 합니다. 대시보드를 자주 렌더링하면 성능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정된 대시보드 크기 지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웹 디자인에서는 반응형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지만 대시보드 크기 조
정을 허용하면 재렌더링으로 인한 성능 영향이 발생할 뿐 아니라 콘텐츠 레이아웃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의 경우 고정된 대시보드 크기를 사
용하고 기기별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장치 및 화면 크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터에 조건부 논리가 사용됨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샘플 유형 필터에 조건부 논리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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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필터링은 값 목록, 와일드카드 일치 또는 조건부 논리 사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
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논리는 느리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논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필터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가장 빈번한 결과에 대해 논리 테스트를 먼저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ELSEIF 또는
CASE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정보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필터링을 참조하십시오.

필 터 에 “관 련 된 값 만 ”이 사 용 됨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필터 샘플 유형에 “관련된 값만”이 사용됩니다.
필터에 “관련된 값만”이 사용되는 경우 뷰의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해당하는 옵션만
대화형 필터 컨트롤에 표시됩니다. 다른 필터를 변경할 때마다 표시할 값 목록을 다
시 쿼리해야 하기 때문에 성능 영향이 발생합니다.
대시보드 필터 동작을 대신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최종 사용자에게 유용한 경우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을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하
십시오.
추가 정보

너무 긴 필터 목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값만”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
다. 이 상황에서는 대화형 필터를 사용하지 말고 동작 필터를 사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 범주, 하위 범주 및 제품 ID에 대한 연속 필터가 있고, 제품 ID가 '관
련된 값만' 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없애
면 제품 목록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는 대신 단순한 비주얼리
제이션(예: 범주 및 하위 범주의 막대 차트)을 작성하고 이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사용자가 막대를 클릭하면 대시보드의 나머지 비주얼리제이션에 동작 필터
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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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데이터 연결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은 추출이 아닙니다.
Tableau 추출은 분석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추
출을 사용하는 것은 데이터 원본으로 인한 성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
법입니다. 또한 추출에는 최적화를 위한 기본 기능이 많습니다.
데이터 원본을 추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경우에 따라 추출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사이트의 리소
스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ableau 관리자와 협력하여 최상의 동작
을 결정하십시오.
효율적인 통합 문서 설계 백서에 추출에 대한 정보와 성능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방
법에 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서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의 여러 연결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에 다수의 데이터 연결이 사용
됩니다.
여러 연결이 포함된 데이터 원본은 로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Tableau Prep에서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고 분석에 추출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
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조인(Prep)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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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 계산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My Calculation(내 계산) 계산이 다른 계산을 참조합니다.
계산을 중첩하면 특히 IF 문과 기타 성능 집약적 함수에서 계산이 복잡해지고 추가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데이터 원본으로 푸시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추출에서 계산을 구체화하십시
오.
추가 정보

이 규칙은 비주얼리제이션 자체에는 없지만 비주얼리제이션의 계산에서 참조되는
계산에 대해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4개의 필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

Points earned(획득한 점수)(데이터 원본의 필드)
Quiz score(퀴즈 점수) = [Points earned]*10
Curved grade(상대 평가 등급 성적) = [Quiz score]*1.05
Letter grade(문자 등급 성적) = IF [Curved grade] >= 90 THEN "A"
ELSEIF [ Curved grade] >= 80 THEN "B" ELSEIF [Curved
grade] >=70 THEN "C" ELSEIF [Curved grade] >=60 THEN "D"
ELSE "F" END

Quiz score(퀴즈 점수)는 필드 1개만 참조하는 중첩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Curved
grade(상대 평가 등급 성적)와 Letter grade(문자 등급 성적)는 모두 다른 계산에 대
한 참조를 포함하는 중첩된 계산입니다. 비주얼리제이션에 Letter grade(문자 등급
성적)만 사용되더라도 Curved grade(상대 평가 등급 성적)도 중첩된 계산 규칙을
트리거합니다. Letter grade(문자 등급 성적) 안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출에서 계산을 구체화(지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출에서 계산
구체화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에서 계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의 계산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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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지 않은 계산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이 미리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를 계산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계산을 데이터 원본으로 푸시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출을 사용하는
경우 계산을 구체화하여 결과를 미리 계산하십시오.
추가 정보

추출 또는 백엔드 데이터 원본에서 데이터 및 계산을 미리 계산합니다. 이 추가 처리
를 데이터 계층으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요청하기도 전에 처리가 완료됩
니다.
데이터를 추출하면 데이터 새로 고침 및 일부 기능에서 절충이 필요하지만 성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 추출에서 추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
하고 추출에서 계산 구체화에서 계산 구체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추출: 데이터 패널 상단에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
릭하고 데이터 추출을 선택합니다. 구성 대화 상자에서 지금 계산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통합 문서에 17개의 데이터 원본이 있습니다.
각 데이터 원본은 Tableau에서 통합 문서를 로드하고 렌더링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
칩니다.
가능한 경우, 특히 세분성 수준이 동일하거나 동일한 분석을 지원하는 경우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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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데이터 연관에서 데이터 원본 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Tableau Prep
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많은 데이터 원본을 결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합 문서 성능
은 각 유형의 분석을 제대로 설계된 데이터 원본에서 작성할 때 가장 우수합니다. 데
이터 원본을 결합하기가 어려운 경우 목적이 보다 뚜렷한 여러 통합 문서로 분할해
야 분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 통합 문서에 걸쳐 분석을 분할하려면 다음 방법을 하나를 시도해 보십시오.
l

통합 문서의 복사본을 저장하고 각 복사본에서 불필요한 시트, 대시보드 및 데이터

l

원본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 간소화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시트를 새 통합 문서에 복사합니다. 대시보드를 새 통합 문서에 복사하면 해
당 대시보드에 필요한 항목만 포함되므로 이 옵션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식 지정 옵션이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

간 정보 복사 를 참조하십시오.

필터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Classroom Distribution(교실 배정) 시트에 17개의 필터가 있습니
다.
뷰의 과도한 필터는 더 복잡한 쿼리를 만듭니다.
가능한 경우 필터 수를 줄이고 필터 동작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유형
및 형식의 필터가 성능 측면에서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 필터
를 최적화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효율적인 통합 문서 디자인 백서에 필터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전체 섹션이 있습니
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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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전체 필터 수 줄이기
여러 워크시트에 적용된 필터는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다수의 쿼리를 트리거합니
다.

l

l
l

l
l
l

관련된 값만 표시 의 사용을 제한하십시오. 추출을 사용하면 필요한 경우 이 기능
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카디널리티가 높은 포함/제외 필터 방지
적용 단추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터와 상호 작용할 때 새로 고침이 여러 번 발생하
는 것을 방지
뷰에 있는 필드 필터링
불연속형 날짜 필터 대신 연속형 날짜 필터 사용
컨텍스트 필터를 성능 개선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필터 동작은 사용자에게 대시보드를 안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레이아웃 컨테이너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Q3 분석 대시보드에 42개의 레이아웃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레이아웃 컨테이너로 인해 대시보드 렌더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레이아웃 컨테이너를 제거하고 대시보드 디자인을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
니다.
추가 정보

레이아웃 컨테이너 및 레이아웃 패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컨테이너를 사
용하여 항목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LOD 계 산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통합 문서에 42개의 LOD 계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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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계산의 결과를 계산하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종종, LOD는 데이
터 원본의 세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사용되는데 이 문제는 분석 전에 처리
가 가능합니다.
데이터 원본을 분석에 맞게 조정하여 필요한 LOD의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
오.
추가 정보

세부 수준 계산은 강력한 도구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사용해
야 합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는 상당한 쿼리 로드를 처리하도록 설계되며 Tableau 외부
로 처리 작업을 이동하기에 좋은 옵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FIXED LOD 계산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도 FIXED LOD 계산을 지원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 수준 및 순위 계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대시보드의 뷰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Q3 분석 대시보드에 17개의 뷰가 있습니다.
대시보드를 표시하려면 모든 요소가 로드되어야 합니다. 대시보드에 포함된 뷰가
많으면 로드 시간이 길어집니다.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효율성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시보드의 뷰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뷰, 필터 및 기타 요소의 수를 줄여 가능한 한 효과적이고 단순하게 대시보드를 간소
화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대시보드의
복잡한 요소를 줄이는 다른 방법은 통합 문서 간소화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많은 양의 재설계가 필요한 경우 모든 뷰가 성능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크, 필터 또는 기타 복잡성이 가장 많은 시트에 집중하십
시오. 초기 대시보드를 요약 정보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추가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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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류의 안내형 드릴다운에는 다음
과 같은 많은 전략이 있습니다.
l
l

동작 필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터 동작 을 참조하십시오.
표시/숨기기 단추가 있는 레이아웃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컨테이너의 세부 뷰를 숨
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추를 클릭하여 개체 표시 및 숨기기 를 참조하십시오.

l

대시보드를 여러 대시보드로 분할하고 탐색 단추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탐

색 및 다운로드 개체에 대한 세부 옵션 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 시트 수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통합 문서에 42개의 표시된 시트가 있습니다.
통합 문서의 전체 크기는 처리 및 표시에 소요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표시된
모든 시트가 로드되어야 Tableau에서 통합 문서 또는 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트
수를 줄이면 로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시트를 닫거나 대시보드에 사용되는 시트를 숨기거나 분석을 여러 통
합 문서로 분할하여 통합 문서의 시트 수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시트 삭제: 통합 문서의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
쪽 단추로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시트 숨기기: 대시보드 또는 스토리에 사용된 워크시트는 삭제할 수 없지
만 대신 워크시트를 숨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시보드 및 스토리에서 시트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l

모든 대시보드 시트 숨기기: 통합 문서 맨 아래에 있는 대시보드 탭을 마우스 오른쪽

l

단추로 클릭하고 모든 시트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특정 시트 숨기기: 통합 문서의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
하고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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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트가 필요한 경우 분석을 목적이 뚜렷한 여러 통합 문서로 분할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l

통합 문서의 복사본을 저장하고 각 복사본에서 불필요한 시트, 대시보드 및 데이터

l

원본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 간소화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시트를 새 통합 문서에 복사합니다. 대시보드를 새 통합 문서에 복사하면 해
당 대시보드에 필요한 항목만 포함되므로 이 옵션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식 지정 옵션이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 문서

간 정보 복사 를 참조하십시오.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이 통합 문서에서 사용되지 않
습니다.
각 데이터 원본은 Tableau에서 통합 문서를 로드하고 렌더링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
칩니다.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을 닫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데이터 원본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 패널 상단에서 데이터 원본의 이름을 마
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닫기를 선택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필드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에 사용되지 않는 42개의 필드
가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필드를 숨기면 이러한 필드가 불필요하게 쿼리되는 일이 방지되고
추출 크기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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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이 추출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용되지 않는 필드를 숨기는 것을 고려하
십시오.
추가 정보

사용되지 않은 필드 숨기기
l

l

Tableau Desktop에서: 데이터 패널 상단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사용되지 않은

필드 모두 숨기기 를 선택합니다.
웹 작성에서: 사용되지 않는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숨기기 를 선택
합니다. 웹 작성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필드를 대량으로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
다. 필드를 개별적으로 숨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브라우저에서 작업하는
대신 Tableau Desktop에서 편집 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데이터 혼합 사용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Classroom Distribution(교실 배정) 시트에 데이터 혼합이 사용됩
니다.
연결 필드의 고유한 멤버 수에 따라 데이터 혼합 성능이 달라집니다.
가능한 한 관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이 필요한 경우 낮은 카디널리티 연
결 필드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정보

여러 원본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혼합은 2개의 개별
쿼리를 2개의 개별 데이터 원본으로 전송하고 결과를 비주얼리제이션에 함께 표시
합니다. 이러한 쿼리는 연결 필드 수준에서 수행되며 결과는 Tableau의 메모리에 병
합됩니다. 쿼리 크기가 큰 경우 최종 비주얼리제이션을 생성하는 데 더 많은 처리 용
량이 필요합니다.
팁: 데이터 혼합을 사용하지 않지만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이 규칙이 실패
한 경우 통합 문서에 교차 데이터 원본 필터링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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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데이터 원본에서 필터링을 수행하면 필드 카디널리티와 관련된 유사한 성능 문
제가 발생합니다.

날짜 계산 사용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에 17개의 날짜 계산이 포함되
어 있습니다.
날짜 논리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 수행해야 하는 날짜 계산 및 변환의
수를 최소화하십시오.
다른 메서드 전에 DATEPARSE 및 MAKEDATE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 DATEDIFF()와 같은 기본 제공 함수를 사용해 보십시오. 날짜를 필터링하는 경
우 불연속형 필터 대신 기준 날짜 필터 또는 연속형 날짜 필터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정보

Tableau에서 계산할 때, 특히 날짜 함수를 계산하는 경우 상당한 성능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사용하고 계산을 구체화하거나 계산을 데이터 원본으로 푸시
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Tableau Prep에서 계산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Tableau Prep에서 계산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날짜 계산이 다른 계산에 중첩되어 있으면 상위 계산이 비주얼리제이션
에 사용된 필드인 경우라도 최적화 프로그램이 중첩된 날짜 계산에 플래그를 지
정합니다.

그룹화 사용
통합 문서 최적화 프로그램에서

샘플 출력 메시지 : Supply Chain(공급망) 데이터 원본에 17개의 그룹화된 필드가 사
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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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의 기본 그룹화 기능은 필드의 전체 도메인을 로드하는데 이로 인해 성능 영
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룹 대신 CASE 문 또는 집합이 포함된 계산된 필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정보

효율적인 통합 문서 설계 백서에서 수행된 테스트를 보면 CASE 및 집합을 사용한 그
룹화의 성능이 기본 그룹 기능보다 나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을 만드는 데 CAS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한 덱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카드 값(2~10, J, Q, K, A)에 대한 필드가
있지만 분석에서는 얼굴 카드를 숫자 카드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 그룹화를 만드는
Case 문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CASE [Value]
WHEN "J" THEN "Face card"
WHEN "Q" THEN "Face card"
WHEN "K" THEN "Face card"
ELSE "Number card"
END
집합에는 기존 그룹화보다 더 강력하고 유연한 집합 동작이라는 추가적 이점이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 만들기 및 집합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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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리소스
Tableau 커뮤니티의 개발자 포털은 Tableau 확장 및 자동화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루는 장소입니다. 개발자 포털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

JavaScript API - Tableau 뷰를 사용자의 웹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할 수 있습니
다.

l

REST API -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HTTP를 통해 프로비저닝,
사용 권한 및 게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사용하면 데이터 원본,
프로젝트, 통합 문서, 사이트 사용자 및 사이트의 기반이 되는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거나 서버 리소스와의 상호 작용을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l

Tableau SDK - C, C++, Java 또는 Python을 사용하여 모든 데이터에서 추출을
만든 다음 추출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Metadata API - GraphQL를 사용하면 Tableau 콘텐츠 및 관련 외부 자
산과 메타데이터를 검색하고 쿼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Metadata API를 참조하십시오.

l

웹 데이터 커넥터 - JavaScript에서 HTTP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Tableau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내부 웹
서비스, JSON 데이터, XML 데이터, REST API 및 다른 많은 소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l

ODBC 커넥터 - 광범위한 데이터 원본에서 지원하는 데이터 액세스 프로토콜
인 ODBC(Open Database Connectivity)를 사용하여 연결을 만듭니다. Tableau
Desktop에서는 기본 제공 ODBC 커넥터를 사용하여 모든 ODBC 호환 소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소스 외에도 완벽한 설명서와 예제를 구할 수 있으며 Tableau 개발자 커뮤
니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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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사 용 자 를 위 한 참 고 사 항
o

Tableau Cloud에 대한 REST API 호출을 수행할 때 사이트가 존재하는 인스턴스
의 URL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10ay.online.tableau.com/을 사용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RI를 사용하여 리소스 지정에서 Tableau Cloud에서 리소스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o

Tableau REST API로 제공되는 메서드 중 일부는 Tableau Cloud에 적용할 수 없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PI 참조에서 범주별 API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개발자 포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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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anagement 정 보
Data Management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환경에서 Tableau 콘텐츠 및
데이터 자산을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기능을 모은 것입니다.
Tableau Server 2019.1부터 온프레미스 Tableau Server 배포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할 수 있고, 버전 2019.3에서는 Tableau Cloud 배포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흐름을 예
약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ableau 2019.3부터는 Tableau Catalog가 Data Management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데
이터 관리 공간에서 다양한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 사
용하면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자산을 큐레이션하고, 데이터 품질을 알리고, 영
향 분석을 수행하고, Tableau 콘텐츠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Tableau 2021.4부터 Data Management에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이라는 추가 거버
넌스 및 보안 기능이 추가됩니다. 가상 연결 에디터를 사용하여 다음을 만들 수 있습
니다.
l
l

데이터에 대한 공유 가능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가상 연결
연결 수준에서 행 수준 보안을 적용하는 데이터 정책

Tableau Catalog, Tableau Prep Conductor,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라이선스는 Data
Management를 통해 부여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를 구매하려면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Data Management 기 능
다음 표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Data Management의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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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가상 연결
데이터 정책

Tableau Catalog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Data Management
가 필요합니다.
기능

설명

메타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면 외부 자산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와 사용

데이

권한을 설정하여 계보를 통해 표시되는 메타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에
대한
사용
권한
연결

웹에서 작성하든지, 아니면 Tableau Desktop에서 작성하든지, 이제 Tableau

성능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에서 사
용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검색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
이터
검색

확장

Tableau Catalog에서 열,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기반으로 한 결과를 포함하

된

도록 검색이 확장됩니다.

검색
외부

태그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의 항목을 분류하여 사용자

자산

가 외부 자산(데이터베이스, 파일, 테이블 및 열)을 필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태그

있습니다.

지정
데이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인증하여 설정된 표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는

터베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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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테이
블
인증
데이

사용자에게 오래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품질 문

터

제를 알리도록 경고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경고
설정
계보

계보 도구는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경의

및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용자를 식별하고, 통합 문서, 데이터

영향

원본 또는 흐름의 소유자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연락처로 데이터 관련

분석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 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데이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게시된 비주얼리제이션을 보다 정확하

터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부
정보
자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설명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

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설명
추가
개발

Tableau REST API - 메타데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외부 자산을 추가, 업데이

자리

이터 메서드

트 및 제거하고 Tableau 콘텐츠 및 외부 자산에

소스

설명과 같은 여분의 메타데이터를 추가합니다.

Tableau Metadata API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된 콘
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쿼
리합니다. Tableau Server REST API의 메타데

이터 메서드 를 사용하여 특정 메타데이터를 프
로그래밍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참고: 메타데이터 API에는 Data Managemen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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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phiQL이라는 브라우저 내 대화형 툴을 사용

GraphiQL

하여 Metadata API 스키마에 대한 쿼리를 탐색
하고 테스트하십시오.

참고: GraphiQL에는 Data Management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이러한 기능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
용하도록 설정한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기능

설명

흐름 작업 일정

예약된 흐름 작업을 만들어 흐름을 특정 시간에 실행하거나 반복

예약

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흐름 상태 및 성

사이트 또는 서버 수준에서 흐름 실패 시 이메일 알림을 설정하고,

능 모니터링

일시 중단된 흐름 작업을 보고 재시작하고, 오류 및 알림을 봅니
다.

흐름에 대한 관리

관리 뷰를 사용하여 흐름과 관련된 활동, 성능 기록 및 서버 또는

뷰

사이트 수준에서 사용된 디스크 공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ableau REST API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흐름을 예약합니다.

- 흐름 메서드(영

문)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이러한 기능에는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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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가상 연결 만들기

큐레이팅된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및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만
들 수 있는 Tableau 콘텐츠 유형입니다.

행 수준 보안에 대한

가상 연결 에디터를 사용하여 연결 수준에서 데이터에 행 수

데이터 정책 만들기

준 보안을 적용하는 정책 조건이 포함된 데이터 정책을 만듭
니다.

사용자로 미리 보기

사용자로 미리 보기를 통해 데이터 정책을 테스트하여 사용

를 통해 행 수준 보안

자에게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테스트
가상 연결에 대한 추

연결의 테이블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어 해당 가

출 새로 고침 예약

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의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
지합니다.

Data Management 라 이 선 스
Data Management에는 Tableau Catalog, Tableau Prep Conductor,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이 포함됩니다. Data Management를 구매하려면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또는
Tableau 가격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
Data Management를 구매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Tableau Cloud에서 Prep
Conductor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l

Tableau Cloud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려면 하나 이상의 리소스 블
록이 필요합니다. 리소스 블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리소스 블록 을 참조하

l

십시오.
Data Management가 활성화되고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흐름을 예약하고 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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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ata Management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거나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만

l

료된 경우 흐름을 예약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라이선스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고 유효한 경
우 Tableau Server REST API를 사용하여 흐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흐름 메서드(영문)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
Tableau Cloud용 Data Management를 구매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Catalog가 자동
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l

Data Management가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Tableau Catalog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 자산을 조정하고,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l

Tableau 콘텐츠에 사용된 데이터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거나 라이선스가 만료된 경우 정보는 서
버에 유지됩니다. 이 경우 Tableau Catalog 관련 정보는 Tableau Metadata API를 통
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으며, 더 이상 제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

Metadata API를 참조하십시오.
Data Management이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거나 라이선스가 만료된 경우 모든 새로
운 Tableau Catalog 정보(예: 테이블 설명, 데이터 품질 경고, 열 설명)에 대한 쓰기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Metadata API를 사용하여 정보를 읽을 수 있지만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 권한을 제품에서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
니다.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Tableau용 Data Management를 구매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l

Data Management가 활성 상태이고 사용되도록 설정되면 가상 연결을 사용하여 데
이터에 대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공유 가능한 리소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집중식 행 수준 보안을 사용하여 사용자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는 데이

l

터 정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가 제거 또는 비활성화되거나 라이선스가 만료된 경우 정보는 서

l

버에 유지되지만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Data Management를 다시 활성화하면 정보가 서버에 복원되고 액세스할 수 있게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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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블록
리소스 블록은 Tableau Cloud의 계산 용량 단위입니다. 리소스 블록은 Tableau Prep
Conductor 흐름을 실행합니다. 각 리소스 블록은 한 번에 하나의 흐름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흐름의 수는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 블록의 수와 같
습니다.
Tableau Cloud에 대한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를 취득할 때 하나 이상의 리소스
블록을 구매해야 합니다. 더 많은 리소스 블록을 구매하려면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
하십시오(또는 Tableau 가격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한 정보 참조).

Tableau Prep Conductor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면 Tableau Cloud에서 사용 가능한 일정 및 추적 기
능을 활용하여 흐름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흐름 출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Cloud 버전 2019.1에 도입된 Data Management의
일부이며 흐름을 예약하여 실행하려면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버전 2020.4부터 Data Management은 일정에 따라 흐름을 실행하거나 이메
일 알림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흐름을 게시하여 웹에서 수동으로
실행하고 Creator로 서버에서 직접 흐름을 만들고 편집할 때는 더 이상 Data
Management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 만든 흐름은 Tableau Cloud에 게시한 후에 실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게시하는 것은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를 게시하는 것과 유사
합니다. 흐름으로 파일을 패키징하거나 데이터 원본에 대한 직접 연결을 지정하여
데이터 변경에 따라 흐름 입력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경우 인증 유형을 지정하고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자격 증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흐름을 게시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웹에서 계속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예
를 들어 완성되지 않은 흐름을 Tableau Cloud에 게시한 다음 웹에서 편집 모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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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작업을 계속합니다. 또한 (올바르게 구성된) 입력 단계만 포함된 흐름을 만들고 공
동 작업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이 흐름을 다운로
드한 후 자체 흐름을 만들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실행되려면 출력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오류 또는 호환되지 않는 기능이
없어야 합니다. 흐름 게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비호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버전 호환
성을 참조하십시오.
다음 표에는 Data Management 및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
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흐름 관리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할 때의 Data

Data Management 없음

Management
l

콘텐츠 페이지에서 최근 작업을 포함하여

l

콘텐츠 페이지에서 최근

흐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 모니터링합

작업을 포함하여 흐름에

니다.

대한 세부 정보를 봅니

l

흐름을 편집합니다(버전 2020.4부터).

다.

l

Run History(실행 기록) 탭에서 흐름 실행

l

2020.4부터).

결과 및 오류를 봅니다.
l

관리 뷰를 사용하여 서버 및 사이트 작업
을 모니터링합니다. 흐름 성능 기록을 추

흐름을 편집합니다(버전

l

연결 탭에서 연결을 보고
편집합니다.

적하는 새 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l

흐름 실행 실패에 대한 세부 알림을 봅니
다.

l

흐름 소유자에게 흐름 실행 실패 및 이유
를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알림을
설정합니다.
알림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흐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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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및 성능 모니터링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
Data Management를 구매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한 후 Tableau Cloud에서 Prep
Conductor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과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오.

흐름 작업 영역 정보
흐름을 게시한 후 Tableau Cloud에서 작업 또는 연결된 작업(버전 2021.3 이상)을 예
약하면 정기적인 흐름 실행을 자동화하여 출력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
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Data Management 불
필요).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Cloud Tableau Desktop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
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대부분 동일한 기능을 활용하여 흐름을 관리합니다. 예
를 들어 추출 새로 고침과 마찬가지로 예약된 흐름 작업 및 필요 시 흐름 실행은 백그
라운드 작업으로 큐에 대기됩니다. 하지만 흐름을 작업할 때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
습니다.

흐름 개요 페이지
흐름의 개요 페이지는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흐름을 예약, 모니터링 및 유지 관
리할 수 있는 기본 방문 페이지입니다. Data Management이 없는 경우 옵션이 달라집
니다.
목록에서 흐름을 클릭하여 흐름 개요 페이지를 엽니다. 콘텐츠 > 탐색 > 모든 흐름
에서 이동하거나 흐름이 포함된 프로젝트를 열어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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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머리글에는 흐름 이름, 흐름 소유자 및 흐름의 마지막 수정 날짜가 나열됩니다.
버전 2020.4부터 편집을 클릭하여 기존 흐름을 편집합니다.
흐름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추가 작업

메뉴에서 흐름을 편집, 실행, 다운

로드하고 사용 권한을 설정하고 흐름 소유자를 변경하고 이전 흐름 버전을 복
원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 흐름 설명을 보고 편집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흐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태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C. 흐름의 출력 단계와 흐름에 적용된 매개 변수(버전 2021.4 이상), 마지막 업데이
트의 상태, 출력에 할당된 일정 및 마지막 흐름 실행의 오류를 봅니다. 또한 실
행

단추를 클릭하여 모든 출력 단계를 실행하거나 개별 출력 단계를 필요에

따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흐름에 매개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실행된 매
개 변수 값이 표시되며 출력 열에서 생성된 모든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흐
름이 실행될 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흐름에

Tableau Software

1215

Tableau Cloud 도움말
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
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에 오류가 있으면 흐름 실행이 실패합니다. 연결 오류는 흐름에 대한 연결
탭으로 이동하고 입력 연결을 편집하여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흐름 오류를 해결하려면 흐름을 편집한 후 다시 게시하고 흐름을 다시 실
행합니다. 이전 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동작

메

뉴를 사용하여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을 다운로드하여 연 후 다시 게시
하고 흐름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후에는 데이터 원본인 출력이 링크로 바뀝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데이터 원본 페이지를 열고 데이터 원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보거나 흐름 입력 연결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일정 필드에서는 출력 단계가 할당된 예약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출
력은 하나 이상의 작업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아직 할당되지 않은 경우 Create new task(새 작업 만들기)를 클릭하
여 출력 단계를 일정에 추가합니다. 흐름을 즉시 실행하여 특정 출력 단계를
업데이트하려면 행 왼쪽에 있는 실행

단추를 클릭합니다.

D. 흐름의 이미지를 봅니다.
Data Management이 없는 흐름 개요 페이지

서버에 Data Management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흐름을 Tableau Cloud에
게시할 수 있지만 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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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연결 페이지
흐름의 입력 및 출력 위치, 연결 유형, 인증 설정, 입력 및 출력 단계와 모든 연결 오류
를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을 게시할 때 인증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흐름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입력 유형의 경우 입력 연결에 대한 추가 작업

메뉴를 클릭하여 연

결을 편집하고 서버 이름, 포트,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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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 름 의 예 약 된 작 업 페 이 지 (Data Management 필 요 )
흐름이 할당된 일정, 이러한 일정에 포함된 출력 및 흐름에 적용된 매개 변수(버전
2021.4 이상)를 봅니다. 관리자는 일정 링크를 클릭하여 일정 페이지를 열고 해당 일
정에 할당된 흐름 목록을 봅니다. 일정에 흐름을 할당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흐름 작업 일정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일정에 따른 출력이나 연결된 작업(버전 2021.3 이상)에 할당된 작업을 보려면 일정
유형 열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새 작업을 추가하거나 기존 작업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작업
에 대한 작업을 수행하려면 작업 카드의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작업 드롭다운 메뉴
를 클릭하여 작업을 실행, 편집 또는 삭제합니다.
5번 연속 시도한 후에 흐름 작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흐름이 자동으로 일시 중단됩
니다.
개요 탭과 이 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일시 중단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된 흐름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류 보기 및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흐름의 예약된 작업 페이지가 버전 2021.3에서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서버 버전에 따라 표시되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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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페이지
일정 페이지에서 일정에 할당된 흐름과 흐름 실행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
다. 일정에 연결된 작업(버전 2021.3 이상)이 포함된 경우 연결된 작업에 포함된 흐름
수가 표시됩니다.
일정을 필요에 따라 실행하고 일정에 할당된 모든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흐름을 선택한 다음 작업 메뉴를 사용하여 흐름 일정 또는 우선 순위를
변경하거나 선택한 흐름을 일정에서 삭제하거나 일시 중단된 흐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흐 름 실 행 기 록 (Data Management 필 요 )
흐름의 기록 실행 목록을 보고, 검색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실행 유
형, 각 흐름 실행에 포함된 흐름에 적용된 매개 변수 값(버전 2021.4 이상), 기간, 생성
된 흐름 수 등 흐름 실행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흐름 출력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를 마우스오버하여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해
당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에서 Go to Connections(연결로 이동) 링크를 클릭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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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페이지로 이동하여 연결 오류를 해결합니다. 흐름을 직접 편집하여 오류를 수정
하거나 흐름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을 다운로드하고
오류를 수정한 다음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여 흐름을 다시 게시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흐름의 실행 기록은 흐름을 삭제하지 않는 한 지속됩니다.

흐름 변경 내역
흐름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려면 흐름의 추가 작업

메뉴에서 변경 내역을 선택

합니다. Revision History(변경 내역) 대화 상자의 목록에서 되돌릴 흐름 버전을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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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서버 관리자는 Data Management 라이선스 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Creator는 흐름을 수동으로 생성, 편집 및 실행할 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이 설
치되어 있으면 Creator가 일정에 따라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Tableau Prep Conductor 사용
Data Management를 구매하면 Tableau Online 사이트에서 Prep Conductor가 자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됩니다. Data Management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가 사 용 되 도 록 설 정 되 었 는 지 확 인
1. 서버->로그인 메뉴를 통해 서버에 로그인합니다.
2. 모든 흐름을 엽니다.
3. 예약된 작업 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탭이 있는 경우 Prep Conductor가 사용되
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흐름 작업 일정 예약
참고: 버전 2020.4.1부터 더 이상 웹에 흐름을 게시하기 위해 Data Management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Creator는 서버에서 직접 흐름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습
니다. 흐름을 서버에서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Data Management이 필요합니다.
웹에서 흐름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의 Tableau Prep을 참조
하십시오.

흐름을 예약하여 특정 시간에 실행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행하려면 예약된 작업을 만
들면 됩니다. 예약된 작업에는 미리 구성된 일정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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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에 흐름을 할당하려면 Tableau Prep Conductor에 제공되는 미리 정의된 일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에서는 새 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버전 2021.3부터는 흐름이 순서대로 실행되도록 작업을 예약할 때 흐름 실행을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항목에서 연결된 작업 예약을 참조하십시오.
버전 2022.1부터는 REST API의 새로운 흐름 메서드인 연결된 작업 쿼리, 연결된 단
일 작업 쿼리 및 연결된 작업 지금 실행을 사용하여 연결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REST API 설명서에서 흐름 메서드(영문)를 참조하십
시오.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 실행
버전 2021.4부터 흐름에 매개 변수를 포함하여 흐름을 보다 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흐름을 실행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정에 따
라 흐름을 설정할 때는 해당 시기에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합니다.
모든 필수 매개 변수에 대한 매개 변수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선택적 매개 변수의
경우 이러한 값을 입력하거나 매개 변수의 현재 값(기본값)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흐름 실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일정에
따라 흐름 실행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관리자가 흐름 매개 변수 서버와 서버의 사이트 설정을 사용하도록 설정
해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매개 변수가 포함된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웹에
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 참조하십시오.

흐름 작업 일정 예약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버전 2022.1 이상) 탐색 페이지의 목록 뷰에 있는 동작 메뉴에서 흐름 예
약 > 단일 작업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흐름을 선택하는 경우 상단 동
작 메뉴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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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의 개요 페이지에 있는 예약된 작업 탭에서 새 작업을 클릭하거나 드
롭다운을 클릭하고 단일 작업을 선택합니다.

출력 단계가 작업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개요 페이지에서 새 작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일정 필드에서 Create new task(새 작업 만
들기)를 클릭합니다.
2. 새 작업 대화 상자의 단일 작업(이전 릴리스의 새 작업) 탭에 있는 드롭다운 목
록에서 일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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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l

Automatically include all output steps for this flow(이 흐름에 대한 모
든 출력 단계를 자동으로 추가)(기본값): 이 흐름에 대한 모든 현재 및 이
후 출력 단계를 예약된 작업에 포함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새 출력 단계가 흐름에 추가되면 예약이 실행될 때 자동
으로 포함됩니다.

l

이 작업에 포함할 출력 단계를 선택합니다: 이 예약된 작업에 포함할 출
력 단계를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모든 출력 단계를 흐름 작업에 포함하려면 출력 단계 옆의 확인란을 선
택합니다. Automatically include all output steps for this flow(이 흐름
에 대한 모든 출력 단계를 자동으로 포함) 라디오 단추가 선택되어 있으
면 이 영역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을 사용하려면 다른 라디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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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를 선택합니다.

4. (버전 2020.2.1 이상) 새로 고침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버전 2020.2.1 이상부터 입력 하나가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도록 구
성되어 있고 여러 출력과 연결된 경우 해당 출력은 함께 실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새로 고침 유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름이 실패합
니다.

l

전체 새로 고침(기본값): 모든 데이터를 새로 고치고 흐름 출력 설정을 기
반으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l

증분 새로 고침: 새 행만 새로 고치고 흐름 출력 설정을 기반으로 테이블
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증분 새로 고침 옵션은 이
새로 고침 유형을 사용하도록 흐름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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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Prep Conductor는 기존 출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선택
된 실행 옵션과 관계없이 모든 출력에 대해 전체 새로 고침을 실행합
니다. 후속 흐름 실행에서는 증분 새로 고침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증분 새로 고침 구성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기존 출력이 제거되지 않
는 한 새 행만 검색하여 처리합니다.

5. (선택 사항) 흐름 소유자인 경우 흐름 성공 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려면 완료되
면 이메일 보내기 를 선택합니다. 흐름 실행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전송하는 방법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성공적인 흐름 실행 알림 을 참조하십시오.

6. (버전 2021.4 이상) 흐름에 매개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 또는 선택적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필수 값을 입력해야 흐름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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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reate Task(작업 만들기)를 클릭하여 예약된 작업을 만듭니다.

연결된 작업 예약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버전 2021.3.0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참고: 버전 2022.1부터는 연결된 작업 기능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서버 및 사
이트 관리자는 설정 페이지와 예약 대화 상자의 흐름 예약에서 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서버 관리자가 먼저 이 기능을 사용하도록 설정해
야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연결된 작업 옵션을 사용하여 최대 20개의 흐름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실행되도록 예
약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선택하여 흐름 목록을 쉽게 설정한 다음 선택한 순서대로
실행할 다운스트림 흐름을 선택합니다.
Tableau Cloud에서 연결된 작업은 각각 총 흐름 런타임 제한으로 계산됩니다. 흐름 작
업이 실행될 때 런타임 제한에 도달하면 흐름 작업이 시간 초과되고 연결된 작업이

Tableau Software

1227

Tableau Cloud 도움말
실패하며 모든 다운스트림 흐름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 작업 런타임 용량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은 목록에 지정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메뉴를 사용하여 목록에서 흐름을 이
동하거나 언제든지 새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흐름을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
다.
흐름 실행에 포함할 출력을 선택하고 이전 흐름 실행이 실패할 때 일정의 나머지 흐
름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Tableau에 알리도록 설정을 구성합니다.

1.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버전 2022.1 이상) 탐색 페이지의 목록 뷰에 있는 동작 메뉴에서 흐름 예
약 > 연결된 작업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여러 흐름을 선택하는 경우
상단 동작 메뉴를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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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의 개요 페이지에 있는 예약된 작업 탭에서 새 작업을 클릭하고 연결
된 작업 탭을 선택하거나 드롭다운을 클릭하고 연결된 작업을 선택합니
다.

출력 단계가 작업에 할당되지 않은 경우 개요 페이지에서 새 작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일정 필드에서 Create new task(새 작업 만
들기)를 클릭합니다.
2. 새 작업 대화 상자의 연결된 작업 탭에 있는 드롭다운 목록에서 일정을 선택합
니다. 연결된 작업에 대해 사용하도록 설정된 일정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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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단계 선택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실행할 흐름 출력을 선택합니다. 기본적
으로 모든 흐름 출력이 포함됩니다. 특정 출력을 선택하려면 이 흐름에 대한
모든 현재 및 향후 출력 단계 포함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작업이 시작되는 흐름은 실행할 첫 번째 흐름으로 자동 설정되지만 다른 흐름
을 목록에 추가한 후 메뉴를 사용하여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30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4. 다음 옵션에서 새로 고침 유형을 선택합니다.

참고: 입력 하나가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여러 출력
과 연결된 경우 해당 출력은 함께 실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새로 고침 유형
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흐름이 실패합니다.

l

전체 새로 고침(기본값): 모든 데이터를 새로 고치고 흐름 출력 설정을 기
반으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l

증분 새로 고침: 새 행만 새로 고치고 흐름 출력 설정을 기반으로 테이블
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증분 새로 고침 옵션은 이
새로 고침 유형을 사용하도록 흐름을 구성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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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Prep Conductor는 기존 출력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선택
된 실행 옵션과 관계없이 모든 출력에 대해 전체 새로 고침을 실행합
니다. 후속 흐름 실행에서는 증분 새로 고침 프로세스를 사용하며
증분 새로 고침 구성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기존 출력이 제거되지 않
는 한 새 행만 검색하여 처리합니다.

5. (선택 사항) 흐름 소유자인 경우 흐름 성공 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려면 완
료되면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흐름 실행에 대한 이메일 알림을 전송하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성공적인 흐름 실행 알림을 참조하
십시오.
6. 흐름 실패 옵션을 설정합니다.
l

데이터 품질 경고 추가: 데이터 사용자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흐름
에 경고 메시지를 설정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 메시지는 흐름
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흐름에 이미 데이터 품질
경고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은 선택됨으로 표시되며 해제될 수 없습니다.

참고: 버전 2021.4 이하에서는 흐름 실행 모니터링 아이콘

을클

릭하여 데이터 품질 경고 대화 상자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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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남은 작업 중지: 목록의 다운스트림 작업이 실행 대기 상태가 되지 않도
록 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l

나에게 이메일 : 흐름이 실패하거나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될 때 이메일 알림
이 자동으로 흐름 소유자에게 전송됩니다.

7. (버전 2021.4 이상) 흐름에 매개 변수가 포함되는 경우 필수 또는 선택적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합니다. 필수 값을 입력해야 흐름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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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흐름을 추가하려면 두 번째 작업의 드롭다운을 클릭합니다. 이전 흐름의
출력을 사용하는 흐름이 자동으로 표시되거나 모든 흐름 보기를 클릭하여 사
용 가능한 모든 흐름을 봅니다.
하나 이상의 흐름을 선택하고 추가를 클릭하거나 다음 작업 추가를 클릭하여
더 많은 흐름 실행 작업을 목록에 추가합니다.

흐름을 실행하는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흐름을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흐름 소
유자에게 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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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5단계를 반복하여 흐름 실행 옵션을 구성합니다.

참고: 버전 2021.4 이하에서는 새 흐름 옆의 편집 아이콘

을 클릭하여 옵

션 패널을 확장합니다.

10. (선택 사항) 번호가 매겨진 작업 옆에 있는 드롭다운을 클릭하여 메뉴를 열고
흐름 작업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작업 사이에 새 작업을 삽입합니다.

11. 작업 만들기를 클릭하여 예약된 연결된 작업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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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모든 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
리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

l

자의 작업 게시 및 예약을 허용하는 설정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된 작업의 경우 서버 관리자는 사용자가 연결된 작업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버
설정이 설정된 모든 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는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이트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의 연

l

결된 작업 예약을 허용하는 사이트 설정이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흐름 소유자 및 프로젝트 리더는 소유한 흐름 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흐름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l

Windows: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 및 콘텐츠 사용 권한 및 소유권

l

Linux: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 및 콘텐츠 사용 권한 및 소유권

사이트 관리자, 흐름 소유자 및 프로젝트 리더는 각자 소유한 흐름 및 프로젝트에 대
한 흐름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의 사이트 역할 설정 및 콘텐츠 소유권 및 사용 권한을 참조하
십시오.

사용자에게 성공적인 흐름 실행 알림
Tableau Prep Builder 버전 2021.4.1 이상과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 버전
2021.4 이상에서 지원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Data Management가 필요합니

다.
흐름 소유자는 흐름 소유자, 개별 사용자 및 그룹을 이메일에 알림에 구독하여 성공
적인 흐름 실행의 예약된 작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는
Tableau 환경 내의 데이터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된 Excel 및
CSV 파일에 흐름 실행의 세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흐름 구독은 흐름의 예약된 작업에 추가됩니다. 새 흐름 작업을 만들 때 흐름 구독을
추가하거나 기존 흐름 작업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알림은 예약된 작업이 성
공적으로 완료되면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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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구독에 대한 사이트 설정 구성
이메일 알림의 전송 및 수신에 대한 흐름 구독 사이트 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도
록 설정됩니다.

l

흐름 소유자는 사용자가 흐름 출력 데이터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

도록 허용 옵션을 사용하여 성공적인 흐름 실행 알림을 받고 사용자 및 그룹의 알림
구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이메일에서 사용자는 Tableau 내에서 전체 데이터
원본에 액세스하거나 흐름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l

(권장되지 않음) 흐름 소유자는 .csv 및 .xlsx 흐름 출력 파일을 첨부합니다. 옵션
을 사용하여 파일을 알림 이메일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자를 Tableau
Server 또는 사이트에 추가해야 하지만 파일에 데이터 원본이 포함되므로 Tableau
시스템 외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온프레미스 환경에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흐름 게시
파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데이터 원본으로 흐름 출력을 게시합니다. 흐름을
저장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l

(온프레미스만 해당) 게시할 때 출력을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저장
하고 .csv 또는 .xlsx 파일 유형을 이메일에 첨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l

출력을 게시된 데이터 원본으로 게시하고 저장하는 경우 이메일 알림에
Tableau의 흐름에 대한 링크가 포함됩니다.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할 수 없습니
다.

l

파일 출력으로 저장하도록 선택하는 경우 네트워크 공유를 사용해야 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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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입력 위치를 허용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단계: 입력
및 출력 위치를 허용 목록에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l

흐름 구독은 Windows 및 Linux에서 지원됩니다. Linux의 흐름 구독에는 다음 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l

파일 출력은 Windows 서버로의 출력이어야 합니다.
파일로 출력되는 흐름의 경우 경로에 UNC 형식을 사용합니다

l

(\\server\path\filename). 로컬 드라이브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운트된 경로는 허용 목록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l

l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경우 파일 제한은 Tableau Cloud의 경우 약 25MB입
니다. 온프레미스 Tableau Server를 사용하는 경우 첨부 파일의 크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흐름 구독 추가
1. 흐름 소유자는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흐름을 선택하여 이
메일 알림을 위한 구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새 작업 또는 기존 작업에 구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l 새 작업에 구독을 추가하는 경우:
1. 예약된 작업 > 새 작업 을 클릭합니다.
2. 새 작업 대화 상자의 일정 선택 드롭다운 목록에서 흐름을 실행할
일정을 선택합니다.
3. 완료되면 이메일 보내기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l

기존 작업에 구독을 추가하는 경우:

1. 구독 > 구독 을 클릭합니다.
2. 흐름 구독 추가 대화 상자의 빈도 드롭다운 목록에서 일정을 선택
합니다.
3. 보낼 대상 필드에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을 입력하기 시작하면 필드가 채워집
니다. 알림을 보낼 사용자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관리자가 사용자 및 그룹을 Tableau 환경에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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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택 사항) 알림에 포함되려면 나에게 보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선택 사항) 제목 필드에서 흐름 실행 알림에 대한 기본 이메일 제목 줄을 사용
자 지정합니다.
6. (선택 사항) 이메일 메시지 텍스트 상자에 흐름 실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합니
다.
7. 출력 데이터 포함을 클릭하고 이메일에 포함하려는 출력의 유형을 선택합니
다.
l

흐름을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출력으로 게시한 경우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csv 또는 .xlsx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Tableau 시스템 외부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
니다.

l

흐름을 데이터 원본으로 게시한 경우 데이터 원본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작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기존 작업에 구독을 추가하는 경우 구독을 클릭합니다.

흐름 구독에서 구독 취소
이메일 알림 구독을 취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1. 구독 이메일 하단에서 구독 취소를 클릭합니다.
2. 흐름 소유자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로그인합니다. 페이지 맨
위에서 알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 메뉴를 확장한 다음 알림 제거를 선택합니다.
흐름 소유자로 구독을 취소하고 제거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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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독을 클릭합니다.
2.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게시된 흐름을 엽니다.
3. 흐름 구독 목록에서 구독을 취소하려는 흐름에 대한 선택 상자를 클릭합니다.
4. 동작 > 구독 취소를 선택합니다.

구독 보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현재 흐름 구독을 볼 수 있습니다.
l
l

흐름 개요 페이지의 구독 탭에서 현재 구독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페이지의 구독 탭에서 구독 목록과 함께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을 볼 수 있습
니다.

일시 중단된 흐름 구독 다시 시작
흐름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구독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독이 5회 이상 실
패하면 예약된 흐름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는 내용의 알림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흐름 개요 페이지에서 예약된 흐름 작업이 실패하는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된 흐름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흐름 소유자인
경우:
l

Tableau 웹 페이지에서 내 콘텐츠 영역의 마지막 업데이트 열에 구독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 예약된 작업 다시 시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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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l

예약된 작업 페이지의 마지막 업데이트 열에 구독이 일시 중단되었음을 나타
내는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흐름을 선택한 다음 동작 > 다시 시작을 클릭합니
다.

알림 이메일에서 흐름 데이터에 액세스
흐름 알림이 구성된 방법에 따라 알림 이메일에서 데이터 원본 및 첨부 파일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l
l

흐름 보기를 클릭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 흐름을 엽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여 흐름 데이터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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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흐름 소유자는 소유한 흐름에 대한 흐름 알림 구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알림을 수신하려면 관리자가 사용자 및 그룹을 Tableau 환경에 추가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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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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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관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을 게시한 후에는 흐름을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흐름을 관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작
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고: 이 항목의 내용은 Tableau Server와 Tableau Cloud 모두에 적용되며 예외는
구체적으로 설명됩니다.

흐름 관리
다음은 흐름을 관리할 때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목록입니다.
l

흐름 만들기: 버전 2020.4부터 Creator가 웹에서 직접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에서 만들기 > 흐름을 클릭하거나 탐색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 흐
름을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의 Tableau Prep을 참조하십시오.

l

흐름 편집: 버전 2020.4부터 Creator가 웹에서 직접 흐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흐름 목록으로 이동하고 동작을 선택한 다음 흐름 편집을 클릭하거나 흐름을
열고 편집 단추를 클릭합니다.
흐름을 편집하면 변경 사항이 초안 상태로 이동됩니다. 편집을 마치면 흐름을
게시하여 변경 사항을 커밋하고 흐름의 새 버전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
동 저장 및 초안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l

흐름 실행: 특정 시간에 실행되는 예약된 흐름 작업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
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참고: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할 경우 Data Management이 필요하지 않지만
흐름 실행을 예약하려면 필요합니다.

l

흐름 목록으로 이동하고 실행하려는 하나 이상의 흐름을 선택한 다음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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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지금 실행을 클릭합니다.
l

태그: 태그는 흐름에서 콘텐츠를 쉽게 찾고 필터링하고 분류하기 위해 만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작성자는 흐름을 게시할 때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
다. 아울러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통합 문서, 뷰 또는 데이터 원본에 태그를 추
가하고 추가한 태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의 목록에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흐름 목록으로 이동하고 태그를 지정하려는 하나 이상의 항목을 선택한 다음
동작을 선택하고 태그를 클릭합니다. 특정 흐름에 태그를 추가하려면 위에 설
명된 대로 흐름 목록에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열고 개요 탭
에서 동작을 선택한 다음 태그를 클릭합니다.

l

소유자 변경: 관리자와 흐름 소유자는 소유자를 본인 자신으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l

사용 권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고 저장, 다운로드, 다른 프로젝
트로 이동 및 삭제 같은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
니다. 또한 흐름을 보고 실행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l

다운로드: Tableau Prep Builder를 사용하여 흐름을 다운로드한 후 보거나 수정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다운로드하려면 다운로드 권한이 필요합니다. 소유자
에게는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지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권한을 추가해
야 할 수 있습니다.

l

변경 내역: 흐름을 변경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프로젝트에 다시 게시하
면 새 버전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작업 메뉴에서 변경 내역을 선택하여 변경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소유자는 이전 버전의 흐름을 복원할 수 있습니
다.

l

이동: 프로젝트 간에 흐름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이동하려면 이동 권
한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소유한 경우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지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권한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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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소유한 경우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지만 다
른 사용자를 위해 권한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l

삭제: 흐름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삭제하려면 삭제 권한이 필요합니다.
흐름을 소유한 경우 이 권한이 기본적으로 부여되지만 다른 사용자를 위해 권
한을 추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Tableau Server 관리자
모든 사이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흐름 만들기

l

게시된 흐름 편집

l

모든 초안 흐름의 목록 보기

l

흐름 실행

l

흐름 삭제

l

흐름 다운로드

l

소유자 변경

l

사용 권한 변경

l

프로젝트 변경

l

태그 추가/제거

l

설명 변경

l

이름 변경

l

흐름 작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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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작업 삭제

l

흐름 작업 만들기*

l

버전 관리*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Tableau 사이트 관리자
사이트에 게시된 흐름에서 사이트 관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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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만들기

l

게시된 흐름 편집

l

모든 초안 흐름의 목록 보기

l

흐름 실행

l

흐름 삭제

l

흐름 다운로드

l

소유자 변경

l

사용 권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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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프로젝트 변경

l

태그 추가/제거

l

설명 변경

l

이름 변경

l

흐름 작업 업데이트

l

흐름 작업 삭제

l

흐름 작업 만들기*

l

버전 관리*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에 게시된 흐름에서 프로젝트 리더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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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만들기

l

게시된 흐름 편집

l

흐름 실행

l

삭제

l

다운로드

l

사용 권한 변경

l

프로젝트 변경

l

태그 추가/제거

l

설명 변경

l

이름 변경

l

흐름 작업 업데이트

l

흐름 작업 삭제

l

흐름 작업 만들기*

l

버전 관리*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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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소유자
소유한 프로젝트에 게시된 흐름에서 프로젝트 소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l

흐름 만들기

l

게시된 흐름 편집

l

흐름 실행

l

삭제

l

다운로드

l

사용 권한 변경

l

프로젝트 변경

l

태그 추가/제거

l

설명 변경

l

이름 변경

l

흐름 작업 업데이트

l

흐름 작업 삭제

l

흐름 작업 만들기*

l

버전 관리*

*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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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흐름 소유자
소유한 흐름에서 흐름 소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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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만들기

l

초안(소유한 흐름) 및 게시된 흐름 편집

l

흐름 실행

l

흐름 삭제

l

흐름 다운로드

l

소유자 변경

l

사용 권한 변경

l

프로젝트 변경

l

태그 추가/제거

l

설명 변경

l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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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작업 업데이트

l

흐름 작업 삭제

l

흐름 작업 만들기*

l

버전 관리*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다.

l
l

l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Creato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
수행할 수 있는 작업:
l

흐름 만들기

l

초안(소유한 흐름) 및 게시된 흐름 편집

l

흐름 실행(흐름 실행 권한 사용)

l

삭제(삭제 권한 사용)

l

다운로드(다운로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및 읽기 권한 사용)

l

사용 권한 변경(변경 권한 사용)

l

프로젝트 변경(이동 권한 및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쓰기 권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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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태그 추가/제거(읽기 권한 사용)

l

설명 변경(저장 권한 사용)

l

이름 변경(저장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업데이트(실행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삭제(실행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만들기*(실행 권한 사용)

l

버전 관리*(보기, 읽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권한 사용)

*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plorer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
수행할 수 있는 작업:

참고: 버전 2020.4부터 Explorer 사용자는 더 이상 서버에서 흐름을 실행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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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삭제(삭제 권한 사용)

l

다운로드(다운로드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및 읽기 권한 사용)

l

사용 권한 변경(변경 권한 사용)

l

프로젝트 변경(이동 권한 및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쓰기 권한 사용)

l

태그 추가/제거(읽기 권한 사용)

l

설명 변경(저장 권한 사용)

l

이름 변경(저장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업데이트(실행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삭제(실행 권한 사용)

l

흐름 작업 만들기*(실행 권한 사용)

l

버전 관리*(보기, 읽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운로드 권한 사용)

*이러한 작업에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l

흐름 작업을 만들려면
l

흐름 일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버 관리자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

l

다.
흐름에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흐름 버전은 Tableau Server 버전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l

l

버전 관리:
l

사이트에서 변경 내역을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l

사용자 역할이 프로젝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Viewer(뷰어) 라이선스가 있는 사용자
Viewer(뷰어)는 흐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 및 다른 버전의 흐름을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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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흐름에 설정할 수 있는 전체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기능을 참조하십
시오.

흐름 상태 및 성능 모니터링
흐름을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일정을 예약한 후에는 해당 흐름이 예상
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흐름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흐름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해 Tableau Clou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제 발생 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
Tableau Cloud에서는 흐름이 실패할 때 이메일 알림이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또한
알림 메뉴를 사용하거나 관심 흐름에 대한 흐름 페이지를 검토하여 서버의 오류를
찾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모니터링을 사용하면 발생하는 문제를 감
지할 수 있습니다.
흐름 실패 시 알림 받기

Tableau Cloud에서는 사이트에 대한 이메일 알림이 기본적으로 설정됩니다. 설정 >
일반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보기 및 해결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직접 흐름을 만들
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내용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플랫폼
에 적용됩니다. 웹에서 흐름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에서의
Tableau Prep을 참조하십시오.

흐름을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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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결 오류: 연결 오류는 Tableau Cloud에서 하나 이상의 데이터 입력에 연결할
수 없거나 하나 이상의 출력 단계에서 연결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 주로 발생합
니다.
l

입력 연결 오류의 경우 연결 탭의 연결 편집 옵션을 사용하여 연결 세부 정보
를 변경한 다음 흐름을 다시 실행합니다.

l

출력 연결 오류의 경우 흐름 출력 단계의 출력 위치를 확인합니다. 흐름
출력이 네트워크 공유로 이동하는 경우 출력 단계가 허용 목록에 있는 위
치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변경한 후에는 흐름을 다시 게시하고 다시
실행해 보십시오.

참고: 파일 또는 네트워크 공유로 출력되는 흐름의 출력 연결 오류를
해결하려면 흐름을 Tableau Prep Builder에 다운로드한 다음 서버에
흐름을 다시 게시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출력되는 흐름은 웹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l

흐름의 오류: 흐름에서 하나 이상의 단계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웹에서 직접 흐름을 편집하고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흐름을
Tableau Prep Builder에 다운로드하고 오류를 해결한 후 흐름을 서버에 다시 게
시하고 흐름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l

일시 중단된 흐름 작업: 예약된 흐름 작업이 구성된 횟수의 시도 후에도 실행
되지 않으면 흐름 작업이 일시 중단됩니다. 기본적으로 흐름 작업은 5회 연속
실패 후 일시 중단됩니다.
흐름에 여러 개의 예약된 작업이 할당된 경우 실패한 작업만 일시 중단됩니다.
다른 모든 흐름 작업은 오류가 없는 한 계속 실행됩니다. 일시 중단된 작업을 해
결하려면 오류를 검토하고 해결한 다음 필요에 따라 흐름을 실행하거나 할당
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흐름이 실행되게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서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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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개요 페이지

이 페이지에서 가장 최근의 흐름 실행 및 오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텍
스트를 마우스오버하여 오류 세부 정보를 검토합니다. 예약된 작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예약 옆에 경고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하여 상태를 확인
합니다.
흐름 실패 또는 작업 일시 중단을 야기한 오류를 해결한 후 수동으로 흐름을 실행하
거나 할당된 일정에 따라 흐름이 실행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된 흐름의 경우
일시 중단된 작업의 도구 설명에서 예약된 작업으로 이동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된
작업 페이지로 이동하고 예약된 작업 다시 시작 단추를 클릭하여 일시 중단된 작업
을 다시 시작합니다.

연결 페이지

연결 페이지에는 최신 상태 및 관련된 연결 오류가 표시됩니다. 입력 오류를 수정하
려면 입력 연결에 대한 추가 작업

메뉴를 클릭하여 연결을 편집하고 서버 이름,

포트,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출력 연결 오류를 수정하려면 직접 흐름을 편집하거나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
름을 다운로드하고 파일 경로를 수정한 다음 흐름을 다시 게시하여 실행을 계속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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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된 작업 페이지

참고: 이 탭을 표시하려면 Data Management이 필요합니다.

흐름에 할당된 예약된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된 작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여기
서 해당 작업의 상태를 보고 이 페이지에서 흐름 작업을 수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
습니다. 일시 중단된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흐름의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오류 세부 정보는 이 페이지에 표시되지 않지만 개요 또는 실행 기록 페이지에서 검
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유형 열의 링크를 클릭하여 예약된 항목의 세부 정보를
보고 작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한 연결을 편집하거나 흐름 작업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경우 흐름을 다시
게시하면 일시 중단된 예약된 작업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일시 중단된 작업
을 수동으로 다시 시작하려면 예약된 작업 페이지에서 Resume Scheduled Tasks(예
약된 작업 다시 시작)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흐름의 모든 일시 중단된 작업이 다
시 시작됩니다.
개별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예약된 작업에 대한 추가 작업

메뉴를 클릭하고 다

시 시작을 선택합니다. 지금 실행을 클릭하여 흐름에 대한 모든 작업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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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History(실행 기록) 페이지

참고: 이 탭을 표시하려면 Data Management이 필요합니다.

Run History(실행 기록) 페이지에는 각 출력에 대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모든
흐름 실행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오류 열의 오류를 마우스오버하면 오류의 세
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간 열에는 흐름 실행 시간이 표시됩니다.

참고: 버전 2020.2.1부터 실행 유형 필드에 출력의 새로 고침 유형이 표시됩니
다. 이전 릴리스에서는 이 필드에 출력이 일정에 따라 실행되었는지, 아니면 필
요에 따라 실행되었는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출력 새로 고침 유형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를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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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흐름이 실패하면 알림 메뉴에 오류 세부 정보가 입력되고 흐름을 다시 실행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흐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참고:흐름 소유자 및 사이트 관리자는 이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l

Tableau 사이트 관리자 :
l 사이트 수준에서 이메일 알림 설정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
흐름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및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흐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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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대한 관리 뷰
관리 뷰에서는 흐름과 관련된 활동, 성능 기록 및 사용된 디스크 공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상태 페이지에는 여러 유형의 서버 또는 사이트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뷰가 포함된 Tableau 통합 문서가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Tableau 사이트 관리자는 관리 뷰를 보고 관리 뷰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작업

흐름 사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이 뷰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게시, 다운로
드, 흐름 실행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작업, 사이트 및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총 사용자 수 카운트는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의 수를 보여 줍
니다. 이 값은 필터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활성 사용자 수에는 선택한 기간에
활성 상태이고 선택한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한 사용자의 수가 표시됩니다.

특정 사용자의 작업

개별 사용자의 흐름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이 뷰를 사용합니다. 사용자 이
름, 동작 유형 및 시간 범위를 기준으로 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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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자의 작업

이 뷰는 지난 24시간 동안 Tableau Cloud에서 활성 상태였던 사용자를 보여줍니다.
이 뷰는 서버에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사용자와 해당
하는 수 및 현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 뷰는 현재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활성, 최근 활성 및 유휴 사용자를 보여줍니
다.
이 뷰에서 활성 사용자는 지난 5분 내에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이고, 최근 활성 사용자
는 30분 내에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이고, 유휴 사용자는 30분 이전에 마지막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를 선택하면 해당 사용자가 최근에 수행한 동작만 표시됩니다. 동작을 마우스
오버하면 동작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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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그라운더 작업 지연

이 뷰는 추출 새로 고침 작업, 구독 및 흐름 작업에 대한 지연 시간, 즉 실행 예약 시간
과 실제 실행 시간 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뷰를 사용하여 작업 일정을 분산시키
고 작업을 최적화하여 서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 발생하는 이유와 지연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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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여러 작업이 같은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제 뷰에서 긴 지연 시간을 보여 주는 작업들은 하루 중 같은 시간에 모여 있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크게 증가합니다. 일정 필터를 1일로 설정하면 시간당 작
업 지연 시간을 보고 동일한 시간에 많은 작업이 예약되어 있는 경우 시간을 식
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작업을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분산시켜
서버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추출용 백그라운드 작업

백그라운드 작업은 흐름 실행(예약 및 임시)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 뷰에서는 이 사
이트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한 흐름 작업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세
부 정보를 보려면 해당 아이콘을 마우스오버합니다.

흐름 실행의 성능

이 뷰를 사용하여 사이트의 모든 흐름에 대한 성능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이름,
출력 단계 이름, 흐름 소유자, 실행 유형(예약됨 또는 임시) 및 흐름 실행이 시작된 시
간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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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뷰를 사용하여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l

현재 예약된 흐름 작업은 무엇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면 시작 시간 필터
를 사용하고 확인하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시간 동안 예약
된 흐름 작업을 확인하려면 시간 -> 다음을 선택한 후 3을 입력합니다.

l

흐름 작업의 기간은 얼마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면 뷰에서 마크를 클릭하
고 작업 기간을 포함하는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l

임시로 실행된 흐름 수와 예약된 흐름 수는 얼마입니까? - 이 질문에 답하려
면 실행 유형 필터를 사용하고 임시 또는 예약됨을 선택합니다.

이 뷰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l

실행 빈도가 가장 높은 흐름에는 가장 많은 마크가 있습니다.

l

현재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하려면 “진행 중” 또는 “보류 중”이 표
시된 마크를 마우스오버한 다음 “이 항목만 유지”를 선택하여 현재 실행 중인
모든 흐름 실행을 필터링합니다.

l

특정 시간 범위 동안 동시에 실행되는 흐름을 확인하려면 시작 시간 필터의 범
위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3시간”을 선택하여 다음 세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이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공간 사용량 통계

이 뷰를 사용하면 서버의 디스크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흐름 출력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공간 사용량은 사용자, 프로젝트 및 흐름 출력 크기를 기준으로 근
접한 숫자로 반내림되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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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크기 필터를 사용하면 사용 공간의 양에 따라 흐름 출력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흐름에 대해 개체 유형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사용자 – 이 섹션에는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흐름을 소유한 사용자가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사용자 이름을 클
릭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다음 두 그래프가 필터링됩니다.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 이 섹션에는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
는 흐름이 포함된 프로젝트가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l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및 흐름 – 이 섹션에는 가
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흐름이 표시됩니다(흐름을 필터링한 경우).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l

Tableau 사이트 관리자 :
l 사이트 수준에서 이메일 알림 설정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
흐름 소유자, 프로젝트 리더 및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 :
l 오류 보기
l 일시 중단된 작업 다시 시작
l 알림 보기(흐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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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atalog 정 보
데이터의 볼륨, 형식 및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
습니다. 데이터가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 자체만이 아니라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와 동시에 더 많은 사용자가 더 많은 장소에서 더 많은 데이터에 액세스해야 하며 사
용자가 올바른 데이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이 올바른 원본
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최신 원본인지 여부에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
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Tableau Catalog는 계보, 영향 분석, 데이터 사전, 데이터 품질 경고 및 검색과 같은 기
능을 Tableau 응용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독립 실행형 카탈로그와 다
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IT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에게 중점을
두므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데이터에 대
한 더 높은 신뢰도와 가시성을 주며 더 많은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Tableau Catalog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Tableau 콘텐츠에서 카탈로그를 구축하며 다
음과 같은 포괄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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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분석 및 계보 .
l 자신이 관리하는 테이블 또는 데이터 원본의 특정 열이나 필드에 종속된 통
합 문서 및 기타 Tableau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을 사용하여 영향을 받는 Tableau 작성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l 통합 문서 작성자는 계보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가 종속된 필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는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할 때 뷰를 만드는 데 사용된 데이
터를 가져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션 및 신뢰 관계 . 데이터 스튜어드는 사용자가 올바른 데이터를 찾을 수 있
도록 설명 및 인증과 같은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
이터 품질 경고를 설정하고, 데이터 세부 정보 패널에서 데이터 세부 정보를 보고,
자산을 인증하고, 카탈로그에서 자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 .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웹 작성에서 Tableau Catalog를 사용
하여 Tableau에서 분석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데이터 원본 및 가상 연결을 검색
하고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항목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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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부터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 제공의 일부로
Tableau Catalog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키가 활성 상태이고 사용하도록 설정된
경우 위에 설명된 카탈로그 기능이 사용 중인 제품에 통합되므로 데이터를 찾은 제
품에서 직접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 작동 방식
Tableau Catalog는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통합 문서, 메트릭, 데이터 원본, 시트, 가상
연결 및 흐름)를 검색하고 인덱싱하여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메
타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외부 자산이라고도 함)이 식별됩니다. 콘텐
츠와 외부 자산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여 Tableau는 콘텐츠 및 외부 자산의
계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Tableau Catalog를 통해 사용자가 Tableau Server 또
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여 외부 자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여 조직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Tableau Blueprint 도움말에서 Tableau의 거버넌스를 참조하십시오.

주요 Tableau Catalog 용어
l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정보입니다.
Tableau 콘텐츠. Tableau에서 만드는 콘텐츠입니다(예: 통합 문서, 연결, 데이터 원

l

본, 가상 연결 및 흐름).
외부 자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된 Tableau 콘텐츠에 사용되

l

는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대한 메타데이터입니다.

Tableau Catalog 라이선스
Tableau Catalog 라이선스는 Data Management를 통해 부여됩니다. Data Management
라이선스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라이선스를 참조하십시
오.

Tableau Catalog 사용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Data Management 라이선스가 부여된 후 다음 작
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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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Cloud의 경우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ableau Catalog는 기본적으
로 켜지고 파생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도록 구성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
생된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 항목을 참조
하십시오.

l

Tableau Server의 경우 먼저 Server 관리자가 tsm maintenance
metadata-services 명령을 사용하여 Tableau Metadata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atalog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Metadata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Tableau Catalog는 기본적으로 켜지고 파
생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도록 구성되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된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타데이터에 대한 사용 권한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특징 및 기능
Tableau Catalog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다음 도움말 문
서를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검색
l

Tableau Desktop에서 연결 패널의 데이터 검색 아래에서 Tableau Server를 선택
하고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결 합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검색하여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 사이트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및 통합 문서에서 사용하는 특정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을 검색하고 연결할

l

수 있게 됩니다.
Tableau Catalog를 사용하도록 설정한 경우 열,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에 기반한
결과를 포함하도록 검색 이 확장됩니다.

l

웹에서 작성하는 경우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데이터베

l

이스 및 테이블에 연결 할 수도 있습니다.
웹에서 Tableau Prep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테이블과 같은 외부 자산
을 기반으로 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26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큐레이션 및 신뢰 관계
l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권장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자산을 인증
합니다.

l

l

데이터 품질 경고 를 설정하여 사용자에게 오래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데이
터와 같은 데이터 품질 문제를 알립니다.
사용자가 외부 자산을 필터링할 수 있도록 태그 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항목을 분류합니다.

l

l

데이터 세부 정보 탭을 사용하여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게시된 비
주얼리제이션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열에 설명을 추가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계보 및 영향 분석
l

l

계보 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출처를 추적하고 데이터 변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
을 받는 사용자를 식별합니다.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의 소유자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테이블의 연락처
로 데이터 관련 업데이트에 대한 이메일 을 보냅니다.

개발자 리소스
Tableau REST API의 메타데이터 메서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특정 메타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메서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REST API에서 메타데이터 메서드(영어)를 참조하십시오.
REST API 외에도, Tableau Metadata API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게시된 콘텐츠의 메타데이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쿼리할 수 있습니다.
Metadata API는 빠르고 유연하며 메타데이터와 해당 구조 간의 관계에 대한 특정 정
보를 찾으려고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GraphiQL이라는 브라우저 내 대화형 툴을 사
용하여 Metadata API에 대한 쿼리를 탐색하고 테스트하십시오.
참고: Metadata API 또는 GraphiQL을 사용하기 위해 Data Management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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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정보
가상 연결은 데이터를 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Tableau 콘텐츠 유형과 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메트릭 및 흐름입니다. 가상 연결은 데이터에 대한 중앙 액세스 지
점을 제공합니다. 가상 연결과 함께 도입된 또 다른 주요 기능은 데이터 정책입니다.
데이터 정책은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 수준이 아니라 연결 수준에서 행 수준 보
안을 지원합니다. 행 수준 보안 데이터 정책은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통합 문
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에 적용됩니다.
가상 연결을 사용하면 각 Tableau 콘텐츠(데이터 원본, 통합 문서, 흐름)에 자체 추출
및 보안 관리가 필요한 단일 연결을 사용하는 대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의 다중 테
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통으로 관리되는 단일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추출과 보안을 단일 위치에서 연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행 수준 보안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의 행 수준 보안 옵션에 대한 개요
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가상 연결에 데이터 정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상 연결을 중
앙 위치로 사용하여 연결 자격 증명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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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어
l
l
l

가상 연결. 데이터에 대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공유 가능한 리소스입니다.
가상 연결 테이블. 가상 연결의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정책. 사용자 데이터 필터링을 위한 하나 이상의 가상 연결 테이블에 적용되
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정책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의 테이블에 행 수준 보

l

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 테이블. 데이터 정책의 필터링되는 사실 또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정책 열. 정책 테이블의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되는 열입니다. 정책 열은 정책 테이블

l

에 있거나 자격 테이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격 테이블. 정책 테이블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열과 정책 테이블의 열에

l

연관(매핑)할 수 있는 다른 열이 모두 포함된 테이블입니다.
정책 조건. 쿼리 시간에 모든 행에 대해 평가되는 식 또는 계산입니다. 정책 조건이

l

TRUE인 경우 해당 행이 쿼리에 표시됩니다.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라이선스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라이선스는 Data Management를 통해 부여됩니다. Data
Management 라이선스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ta Management 라이선스
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 사용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에서 Data Management를
통해 자동으로 사용되도록 설정됩니다.

사용 권한
가상 연결에 대한 사용 권한은 다른 Tableau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과 매우 유사하
게 작동합니다. 가상 연결을 게시한 후에는 누구나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
결 Creator가 추가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기 전까지는 연결 Creator와 관리자
만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을 만들 때는 연결 기능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가 가상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결 기능을 사용하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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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결을 공유하고 사용자가 쿼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가상
연결에서 테이블을 보고 테이블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가상 연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과 데이터 정책
사용 권한은 사용자가 Tableau의 콘텐츠로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정의합니다. 사용 권한은 콘텐츠 보기, 웹 편집, 데이터 원본 다운로드, 콘텐츠 삭제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사용 권한 규칙은
사용자 또는 그룹에게 콘텐츠에 대해 어떤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할지를 정의합
니다. 라이선스 수준, 사이트 역할 및 잠재적으로 여러 사용 권한 규칙 간의 상호 작
용이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과 수행할 수 없는 작업, 즉 사용자의 유효 사용
권한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정책은 가상 연결의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사용자에게 볼 권한이 있는 데이
터만 표시합니다. 데이터 정책은 사용자가 Tableau 콘텐츠(예: 통합 문서 또는 흐름)
에서 데이터를 볼 때 데이터에 적용되어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데이터 정책의 정
책 조건은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정의하는 계산 또는 식입니다. 사용자 함수는 종
종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액세스는 사용자 이
름, 사용자가 속한 그룹 또는 지역 값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행 수준 보안에 대한 데이터 정책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과 데이터 정책 둘 모두에 따라 액세스가 제어됩니다. 간단히 말해, 사용
권한은 보거나 액세스하거나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콘텐츠 를 결정하고, 데이터
정책은 볼 수 있는 데이터 를 결정합니다.
사용 권한과 데이터 정책의 연동 방식

Tableau 사용 권한은 Tableau 콘텐츠에 먼저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Tableau 콘텐츠
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작업만 수행할 수 있고 데이터 정책은 Tableau 사용
권한을 재정의하지 않습니다. 사용 권한이 평가된 후에는 데이터 정책이 적용되고
정책 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가상 연결의 데이터가 결정됩니다.
다음 예제는 급여 데이터가 포함된 가상 연결에서 사용 권한 및 데이터 정책이 미치
는 효과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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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가상 연결은 HR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HR 프로젝트는 HR 그룹의 Tableau 사용자로
제한됩니다. HR 그룹 외부 사용자는 HR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볼 수 없습니다. 즉,

l

이 가상 연결을 찾아보거나 연결하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가상 연결은 HR 비즈니스 파트너 그룹의 구성원에게만 사용 권한을 부여했습니
다. HR 그룹의 다른 모든 사용자는 가상 연결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포함된 데
이터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를 볼 때 어떠한 데이

l

터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가상 연결에는 개별 사용자를 기준으로 급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이터
정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HR 비즈니스 파트너는 해당하는 사업부의 직원과 관련된
행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를 볼 때 해당 사업부에 대
한 데이터만 보입니다.

특징 및 기능
데이터 관리자에게 가상 연결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l

l

l

l

안전한 관리형 서비스 계정. ‘서비스 계정’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에 액세스
하려는 다른 사용자와 서비스 계정 정보를 공유할 필요 없이 가상 연결을 만들 권한
이 있는 소수의 분석가에게 서비스 계정 자격 증명을 제공하면 됩니다.
민첩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가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 조각에서 데
이터베이스 변경(예: 필드 추가 또는 테이블 이름 변경)을 수행할 필요 없이 가상 연
결에서 한 번만 수행하면 됩니다.
데이터 급증 감소. 추출 새로 고침 예약을 중앙에서 관리하여 추출을 한 번만 예약
하고 가상 연결에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최신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행 수준 보안. 연결 수준에서 Tableau 추출과 라이브 쿼리 모두에 행
수준 보안을 적용하는 데이터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정책은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통합 문서,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사용자는 가상 연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l

l

행 수준 보안이 이미 데이터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하는 데이터에만 적절

히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팅되고 보호된 데이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은 연결 정
보를 저장하고 공유합니다. 사용자는 요구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 원
본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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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데이터가 최신 상태임을 신뢰 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정책이 항상 적용되므로 보안 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

유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 에디터 워크플로우
가상 연결 에디터에서 다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l

데이터에 대한 공유 가능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는 Tableau 콘텐츠 유형인

l

가상 연결
연결 수준에서 행 수준 보안을 지원하는 데이터 정책

가상 연결 및 관련 데이터 정책을 만든 후에는 게시하고 사용 권한을 설정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하여 가상 연결을 사용하
는 모든 콘텐츠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가상 연결을 만드는 워크플로우를 보여줍니다. 프로세스의 어
느 시점에서나 연결 초안을 게시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출 새로 고침
을 예약하거나 가상 연결을 사용(또는 편집)하려면 먼저 연결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용자가 연결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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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의 단계를 클릭하여 해당하는 도움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가상 연결 만들기입니다.

가상 연결 만들기
가상 연결은 데이터에 대한 공유 가능한 중앙 액세스 지점을 제공하고 연결 수준에
서 행 수준 보안을 지원하는 Tableau 콘텐츠 유형입니다. 가상 연결 만들기는 여러 단
계의 프로세스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공유하려는 데이터에 연결하고 가상 연결 에디
터의 테이블 탭을 사용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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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연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가상 연결을 만들려면
1. 홈 또는 탐색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 가상 연결 을 클릭합니다.
2. 데이터에 연결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에 대한 커넥터를 클릭합니다.
가상 연결에 지원되는 커넥터 목록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Creator: 데이터에 연결 을 참조하십시오.
3.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자격 증명이 가상 연결에 저장되므로 연결 사용자는 자격 증명을 입력하
지 않고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로그인 을 클릭하여 가상 연결 에디터를 엽니다.
가상 연결은 연결당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결을 지원합니다. 커넥터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지원되는 커넥터를 참조하
십시오.

참고: Tableau Cloud의 경우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가상 연결은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Tableau Bridge 구성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는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ridge와의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연결에 포함할 테이블 선택
에디터의 왼쪽 패널에 테이블이 나열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1. 왼쪽의 테이블 아래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테이블 탭으로 끌거나 클릭
합니다. 자격 테이블을 포함합니다(사용 중인 경우).
2. (선택 사항) 새 사용자 지정 SQL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테이블 스키마를 만듭
니다.

참고: 가상 연결은 공간 데이터 유형이 포함된 테이블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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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모드 선택: 라이브 또는 추출
테이블 탭 맨 위에서 테이블 모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드는 가상 연결의 모든 테
이블에 적용됩니다.
l

l

라이브 전용 -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테이블을 쿼리합니다. (라이브가 기본값입
니다.)
추출 전용 - 테이블을 추출한 후 Tableau에 저장합니다. 다음에 유의하십시오.
l 가상 연결을 게시하기 전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지금 추출 을 클
릭합니다. 추출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연결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l 연결을 게시한 후 가상 연결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예약 을 참조하십시오.

테이블 표시 상태 설정
테이블 탭의 표시 유형 설정/해제를 사용하여 테이블 및 사용자 데이터를 표시하거
나 숨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표시할 데이터를 통제하
는 데이터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기본값입
니다.)
사용자는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정책 및 자격 테이블에서 숨
겨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세부 정보 보기
테이블 탭 맨 위에 있는 테이블을 클릭하면 아래에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테이블
세부 정보 섹션에서 간단한 편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이름을 변
경하거나 열을 숨기거나 열 이름을 바꾸거나 데이터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테이블 정보를 전환합니다.
테이블의 열 목록과 가격 열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각 열의 샘플 데이터와 연결된 키(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연결된 키는 다른
테이블에 연결되는 열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기본 및 외래 키 정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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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선택한 각 열의 히스토그램에 포함된 값 범위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상 연결을 만들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78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다음 단계
테이블 탭에서 테이블을 추가하고 구성한 후 행 수준 보안에 대한 데이터 정책 만들
기 가상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 수준 보안에 대한 데이터 정책 만들기
데이터 정책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에 있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행 수준 보안을 적
용합니다.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사용자에게 볼 권한이 있는 데이터만
표시합니다. 데이터 정책은 라이브 연결과 추출 연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데이터 정책 정보
데이터 정책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1. 정책이 적용되는 테이블이며 정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필터링
되는 테이블입니다.
2. 테이블 간의 관계(예: 자격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 간의 관계) 및 테이블 열과 정책 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매핑된 열입니다. 정책 열은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되는 열입
니다.
3. 정책 조건이며, 이는 쿼리 시간에 모든 행에 대해 평가되는 식 또는 계산입니다. 정
책 조건이 TRUE인 경우 해당 행이 쿼리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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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을 만들 때는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열이 필요합니다. 이 열을
정책 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는 정책 조건으로 필터링되며 일반적으로
USERNAME() 또는 FULLNAME()과 같은 사용자 함수가 사용됩니다.
정책 테이블에 필터링할 수 있는 열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열을 정책 열로 사용합니
다.
정책 테이블에 이러한 열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열
과 함께 자격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자격 테이블은 정책 테이블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열과 정책 테이블의 열에 연관(매핑)할 수 있는 다른 열이 모두 포함된 테
이블입니다(위의 데이터 정책 예제 이미지 참조).

정책 테이블의 정책 열을 사용하여 필터링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필터링하려는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의
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열을 정책 열로 사용한 다음 해당하는 테이블 열을 정책
열에 매핑합니다.
정책 열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왼쪽 패널의 정책에 테이블을 추가합
니다. 테이블을 추가하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테이블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l

테이블 이름 근처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정책으로 테이블 관리 를 선택
합니다.

l

또는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끌어와 정책 테이블로 추가 에 놓습니다.

테이블이 정책에 추가되면 왼쪽 패널의 테이블 이름 오른쪽에 정책 테이블임을 나
타내는 방패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열을 매핑하여 테이블의 열 이름과 정책 열 이름 간의 관계를 만듭니다.
데이터 정책 조건에서 정책 열 이름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행 수준 데이터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맵에 열 추가 를 클릭하여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할 하나 이상의 열을 추가합니다.
2. 정책 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정책 조건에 사용됩니다.
3. 정책이 적용되는 각 테이블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정책 열에 매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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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열을 선택합니다.
4. 정책 조건에 사용할 정책 열의 수만큼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팁: +맵에 열 추가 단추를 사용하는 대신 정책 조건 영역에 계산을 입력하기 시작하
고 자동 완성을 통해 입력되는 1단계의 정책 열 정보를 사용하여 열 이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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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테이블의 정책 열 사용 예

A. Sales 테이블에 [Salesperson] 열이 있고 Region 테이블에 [SalesRep] 열이 있습니
다. Salesperson과 SalesRep 데이터는 사이트에 있는 Tableau 사용자의 전체 이름
과 일치합니다.
B. Sales 및 Region 데이터를 Salesperson으로 필터링하기 위해 정책 열에
“Salesperson”이라는 이름을 지정하고 Sales 및 SalesRep 열의 Salesperson 열을
Region에서 Salesperson 정책 열로 매핑합니다.
C. 그런 다음 두 테이블을 필터링하는 정책 조건을 작성합니다. [Salesperson] 정책 열
과 FULLNAME()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여 각 사용자가 본인의 데이터만 볼 수 있도
록 합니다.

자격 테이블의 정책 열을 사용하여 필터링
자격 테이블은 정책 테이블에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열이 없는 경우 사용됩니다.
자격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 테이블의 열을 자격 테이블의 열에 매핑합니다. 다
음에 유의하십시오.
l
l

자격 테이블을 가상 연결의 테이블로 포함해야 합니다.
자격 테이블은 데이터 테이블과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Tableau Prep에서 흐름 출력을 사용하여 자격 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 쓰
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

l

에 흐름 출력 데이터 저장 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 사용자에게 자격 테이블을 표시하지 않으려면 테이블 탭에서 표시 유형
열의 설정을 전환하여 숨길 수 있습니다.

자격 테이블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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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 정책을 적용할 데이터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합니
다.
l 테이블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l

테이블 이름 근처의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정책으로 테이블 관리 를
선택합니다.

또는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끌어와 정책 테이블로 추가 에 놓습니다.
2. 테이블이 정책에 추가되면 왼쪽 패널의 테이블 이름 오른쪽에 정책 테이블임을 나
타내는 방패 아이콘 이 나타납니다.
l

3. 자격 테이블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l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고 자격 테이블로 사용 을 선택합니다.
l 또는 테이블을 오른쪽으로 끌어와 자격으로 추가 테이블 에 놓습니다.
4. 정책이 적용되는 각 테이블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열을 선택하여 정책
테이블을 자격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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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테이블의 정책 열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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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필터링하려는 데이터에는 EMP_ID 열이 있지만 직원 이름 열은 없습니다. 그러나
EMP_ID와 직원의 FULL NAME에 대한 열이 포함된 두 번째 테이블이 있습니다. 직
원 FULL NAME 열의 값은 사이트에 있는 Tableau 사용자의 전체 이름과 일치합니
다.
B. Employees 테이블을 자격 테이블로 정책에 추가한 다음 정책 테이블 열 이름
EMP_ID를 각 테이블의 자격 열 이름 EMP_ID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C. 그런 다음 정책 조건에서 FULLNAME() 함수를 사용하여 Tableau Server 사용자의
전체 이름을 자격 테이블의 [FULL NAME] 열(정책 열)과 일치함으로써 각 사용자에
게 본인의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조건 작성
데이터 정책을 만들 때의 마지막 단계는 정책 조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책 조건
은 행 수준 액세스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 또는 식입니다. 정책 조건은 종종
사용자 함수를 통해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책 조건을 정의합니다.
l
l
l

데이터 정책에 필요한지 여부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정책 조건이 참일 때 행을 표시할지 여부

정책 조건 예제

Region 열 값이 North인 행만 표시합니다.
[Region] = "North"
로그인한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이 EmployeeName의 값과 일치하는 행을 볼 수 있습
니다.
FULLNAME() = [EmployeeName]
관리자 그룹의 멤버는 모든 행을 볼 수 있지만 사용자는 사용자 이름이 employee_
name 열의 값과 일치하는 행만 볼 수 있습니다.
ISMEMBEROF('Managers') OR USERNAME() = [employee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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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책 탭을 닫으면 작업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책 조건에서 지원되는 Tableau 함수

정책 조건은 일부 Tableau 함수를 지원합니다.
l
l
l
l
l

논리적(null 관련 제외)
문자열
사용자
날짜
숫자: MIN, MID, MAX

지원되는 함수를 보려면 가상 연결 에디터의 데이터 정책 탭에서 오른쪽의 참조 패
널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 정책을 만들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다음 단계
데이터 정책을 만든 후 다음 단계는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
자로 미리 보기를 통해 행 수준 보안 테스트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가상 연결 및 데이
터 정책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준비가 된 경우 가상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리소스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Tableau의 계산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및 웹 작성 도움말에서 사용자 함
수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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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의 다른 행 수준 보안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Tableau의 행 수준 보안 옵션에 대한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로 미리 보기를 통해 행 수준 보안 테스트
사용자로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정책을 테스트합니다. 사용자에게 표시되
는 데이터를 보고 행 수준 보안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
은 데이터 정책으로 인해 테이블의 행을 볼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영업 직원만 행
을 볼 수 있는데 영업 직원이 아닌 경우) 유용합니다.
데이터 정책이 적용된 경우 데이터를 미리 보려면:
1.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2. 테이블 세부 정보 섹션에서 정책이 적용된 상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로 미리 보기 를 클릭하고 그룹 (선택 사항)과 사용자 를 선택합니다.
4. 정책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대한 올바른 데이터가 테이블 세부 정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다른 사용자에 대해 반복합니다.
팁: 테이블 세부 정보에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열의 값 범위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는 데이터 정책에 의해 표시되는 값과 필터링된 값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열을 1~2
개 선택하여 정책에 의해 데이터가 올바르게 필터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상 연결을 테스트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다음 단계
데이터 정책을 테스트한 후 가상 연결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준비가 되면 가상 연
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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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
가상 연결 에디터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변경 내용이 초안으로 자동 저
장됩니다. 다른 사용자와 새 가상 연결을 공유하려면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초안 저장
툴바에서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초안 저장을 선택하여 연결
의 초안을 수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가상 연결을 편집할 때 연결은 현재 게시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에디터에서 연결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업데이트를 초안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려면 업데이트를 게시해야 합니
다.
진행 중인 초안

게시된 가상 연결을 업데이트하는 동안 에디터를 닫고 7일 내에 에디터에서 연결을
다시 여는 경우 기존 초안을 계속해서 편집하거나 새 초안을 시작하거나 취소를 클
릭하여 현재 게시된 상태로 연결을 열 수 있습니다.

게시되지 않은 가상 연결의 초안 버전으로 돌아가려면 에디터를 닫기 전에 초안의
URL을 수동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7일 내에 연결 작업을 다시 수행하려는 경우 에디
터에서 URL을 사용하여 초안을 열 수 있습니다. 예:
https://yourserver.test.com/published-connectioneditor/?draft=d1789edc-5d9f-40ae-988d-9fc879f37a98

연결 게시
새 연결을 게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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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디터 오른쪽 위에 있는 게시 단추를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게시 를 선택합
니다.
2. 게시 대화 상자에서:
a. 이름 필드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연결을 저장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3. 게시 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된 연결을 게시하려면 에디터 오른쪽 위에 있는 게시 단추를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파일 > 게시를 선택합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사용 권한 설정
가상 연결을 게시한 후에는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용자는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Tableau의 가
상 연결에 나열된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 기능을 허용됨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연결을 만든 사람과 관리자만 가상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1. 가상 연결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3.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을 허용하도록 연결 아이콘 아래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팁: 특정 사용자 또는 그룹에만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는 경우 추가 규칙을 추
가할 수 있습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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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콘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 또는 통합 문서와 같은 Tableau 콘텐츠를 게시할
때 비밀번호를 포함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서 가상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상 연결을 게시하거나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다음 단계
가상 연결을 게시하고 사용 권한을 설정한 후에는 가상 연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예약
가상 연결의 이점 중 하나는 동일한 추출을 여러 번 재사용하여 데이터 급증을 줄이
고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콘텐츠의 추출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연결에서 테이블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면 됩니다.

테이블 추출
1. 테이블 모드 드롭다운 메뉴에서 추출 전용 을 선택합니다.
2. 지금 추출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추출이 생성되는 동안 가상 연결을 편집할 수 없
습니다.
3. 추출 을 클릭하여 테이블을 추출합니다.
4. 게시 를 클릭하여 가상 연결을 게시합니다.
5. 파일 > 닫기 를 클릭하여 가상 연결 에디터를 닫습니다.

Tableau Server 또 는 Tableau Cloud에 서 추 출 새 로 고 침 예 약
1. 가상 연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 또는 탐색 페이지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상 연
결을 클릭한 다음 가상 연결을 선택합니다.
2. 테이블 탭에서 데이터 상태 열의 값은 추출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브라
우저를 새로 고칩니다.

Tableau Software

1291

Tableau Cloud 도움말
3. 예약된 작업 탭을 선택하고 +새 작업 을 클릭합니다.
4. 예약된 작업 만들기 대화 상자의 옵션은 제품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Tableau Server:
a. 드롭다운 메뉴에서 예약을 선택합니다.
b. 모든 추출 새로 고침을 동기화할지(하나가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함), 아니면
독립적으로 새로 고칠지(추출이 개별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함)를 선택합
니다.

c. 테이블 추가 또는 편집 을 클릭하여 새로 고치려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가상 연결은 전체 새로 고침만 지원합니다.

d. 확인 을 클릭합니다.
e. 예약된 작업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Tableau Cloud:
a. 반복 , 간격 및 시간 에 대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새로 고침 빈도를 선
택합니다. 기준 에서 새로 고칠 요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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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추출 새로 고침을 동기화할지(하나가 실패하면 모두가 실패함), 아니면
독립적으로 새로 고칠지(추출이 개별적으로 성공하거나 실패함)를 선택합니
다.

c. 테이블 추가 또는 편집 을 클릭하여 새로 고치려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가
상 연결은 전체 새로 고침만 지원합니다.

d. 확인 을 클릭합니다.
e. 예약된 작업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사설망 데이터에 연결하는 가상 연결은 Tableau Bridge를 사용하여 데이
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ridge 클라이언트 풀 구성
및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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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제한
오래 실행되는 새로 고침 작업으로 인해 시스템 리소스가 모두 사용되어 사이트에
서 다른 추출의 새로 고침이 실행되지 않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 연결의 추출 새
로 고침에는 2시간의 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새로 고침 작업의 시간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오류의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은 추출 새로 고침에 대한 시간 제한
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가상 연결은 전체 새로 고침만 지원하며 증분 새로 고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상 연결을 게시하거나 사용 권한을 설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다음 단계
가상 연결에 대한 추출 새로 고침을 예약한 후에 가상 연결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상
연결 사용

가상 연결 사용
가상 연결이 게시되고 사용 권한이 설정된 후 사용자는 Tableau의 모든 데이터에 액
세스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 연결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를 들어 기초 스키마 변경으로 인해 가상 연결 또는 연결의 데이터 정책을 편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상 연결 에디터에서 연결을 열고 변경을 수행한 다음 업데이트를
저장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 통합 문서의 기존 데이터 원본을 가상 연결로 바꿀 수
도 있습니다.

가상 연결에 연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웹 작성:
1. 홈 또는 탐색 페이지에서 새로 만들기 를 클릭합니다.
2. 만들려는 콘텐츠의 유형(통합 문서, 흐름 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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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에 연결 > 이 사이트 기반 > 콘텐츠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상 연결 을 선
택합니다.
4. 연결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 을 클릭합니다.
Tableau Desktop 및 Tableau Prep:
1. 연결 패널의 데이터 검색에서 Tableau Server를 클릭합니다.
2. 서버 이름을 입력하고 연결 을 클릭하거나 Tableau Cloud를 클릭합니다.
3. 요청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데이터 검색 대화 상자의 콘텐츠 유형 드롭다운 메뉴에서 가상 연결 을 선택합니다.
5. 연결 이름을 선택하고 연결 을 클릭합니다.

참고: 가상 연결을 사용하여 연결할 때는 자격 증명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액세스를 위한 자격 증명이 연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상 연결 또는 데이터 정책 편집
게시된 가상 연결을 편집할 때 연결은 현재 게시된 상태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연결을 편집하려면 탐색 페이지에서 편집할 연결로 이동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연결에 내장되어 있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자격 증명이 있는 사용자만 가상 연
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드롭다운 메뉴에서 모든 가상 연결 을 선택한 다음 편집하려는 연결을 선택합니다.
2. 가상 연결 편집 을 클릭합니다.
3. 연결을 위해 요청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연결을 편집하려면 데이터 액세스에 필요
한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4. 로그인 을 클릭합니다.
5. 가상 연결 에디터에서 변경을 수행한 다음 초안을 저장하거나 연결을 게시합니다.
기초 스키마 변경 시 대응

테이블 추가 또는 삭제나 열 추가 또는 이름 변경과 같이 가상 연결의 기초 스키마가
변경되면 스키마 변경 내용을 반영하도록 가상 연결을 편집한 다음 연결을 다시 게
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추출이 있는 경우 추출도 새로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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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새 데이터가 모든 사용자에게 노출되기 전에 연결의 테이블, 열 및 정책을 추가
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가상 연결 변경 내역 작업
가상 연결을 게시하는 경우 버전이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변경 내역에
저장됩니다. 언제라도 이전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변경 내역에 액세스하려면 Creator 사이트 역할과 보기 및 덮어쓰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가상 연결 변경 내역을 보려면 가상 연결에 대한 동작 메뉴(. . .)를 클릭한 다음 변경
내역을 클릭합니다.

가상 연결 수정 버전 복원 또는 삭제

가상 연결 수정 버전을 복원하려면 수정 버전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연
결의 기존 버전을 취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취소 후 계속을 클릭하면 선택
한 수정 버전이 연결의 현재 버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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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버전을 삭제하려면 수정 버전의 동작 메뉴(. . .)에서 삭제를 클릭합니다.

통합 문서의 기존 데이터 원본을 가상 연결로 바꾸기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의 웹 작성:
1.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뷰 및 통
합 문서 다운로드 를 참조하십시오.
2. Tableau Desktop에서 통합 문서를 열고 기존 데이터 원본을 가상 연결로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원본 바꾸기 를 참조하십시오.
3. Tableau Desktop에서 통합 문서를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 사이트에 업
로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Tableau 사이트에 통합

문서 업로드 를 참조하십시오.
4.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게시 를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서버에 저장
합니다.
Tableau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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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 문서를 열고 기존 데이터 원본을 가상 연결로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원본 바꾸기 를 참조하십시오.

2. 통합 문서를 다시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통합
문서 게시를 위한 간단한 단계 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2022.1에서 다운그레이드 시 가상 연결 끊김

Tableau 2022.1로 업그레이드한 다음 Tableau 2021.4로 다운그레이드하면 2022.1에
서 만든 가상 연결이 사용 권한 문제로 인해 2021.4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솔루션
은 2022.1로 업그레이드하거나 Tableau 2021.4에서 가상 연결을 다시 만드는 것입니
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가상 연결을 사용하려면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합니다.
가상 연결 또는 데이터 정책을 편집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가상 연결이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함
서버 또는 사이트 관리자이거나 Creator여야 함

가상 연결을 사용하도록 기존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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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도 움 말 및 지 원
l

시작하기
Tableau Cloud의 기능 알아보기

l

빠른 도움말

지금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도움말 얻기

l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

Tableau Cloud의 새로운 기능 알아보기

l

교육

동영상 교육 및 자습서

l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및 지원 문서

빠른 도움말
데이터에 연결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연결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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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새로운 기능 하이라이트
참고: 혁신은 전 세계 인프라의 Tableau Cloud에 제공됩니다. 이러한 혁신에 대
한 액세스는 발표보다 이르거나 늦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0월의 Tableau Cloud:
l

사이트 관리자 및 모든 신규 사이트에 대한 MFA 개선 사항: 기존 사이트의 사
이트 관리자와 신규 사이트의 모든 역할에 MFA(다단계 인증)가 사용됩니다.

l

가상 연결의 클라우드 기반 파일 연결 지원: 클라우드 기반 파일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에 포함할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l

가상 연결의 사이트 암호화 지원: 사이트에 저장된 데이터 암호화가 설정된
경우 가상 연결이 추출을 지원합니다.

l

Tableau Prep 흐름 결과를 CRM Analytics에 기록: Tableau Prep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리하면 CRM Analytics에서 더 나은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l

Tableau Prep 데이터 그리드에서 값 복사: Tableau Prep의 데이터 그리드에서
선택한 값 집합을 복사하여 어떤 문서에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l

Tableau 외부 동작(웹 작성): 서로 다른 데이터 원본을 이 새로운 대시보드 개
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ableau 비주얼리제이션에서 바로
Salesforce의 자동화된 흐름을 실행하고 작업 흐름 내의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
반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l

통합 문서 및 뷰에 대한 구독: 구독 이메일이 @cloudmail.tableau.com 및 전용
IP 주소인 54.240.86.205 및 54.240.86.204에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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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목록 보기

빠른 도움말 개요
제품에서 제공되는 빠른 도움말에는 Tableau에서 현재 위치 또는 수행 중인 작업에
따라 적시에 맞는 관련 도움말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개념별 콘텐츠부터 단계별 지
침에 이르기까지 빠른 도움말은 제품에서 벗어날 필요 없이 필요한 답변을 제공합니
다.

Tableau에서 빠른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l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도움말 단추를 클릭합니다.

l

툴바에서 도움말 메뉴를 클릭합니다.

빠른 도움말이 열리고 작업에 대한 도움말 콘텐츠가 표시됩니다. 창을 옮기거나 크
기를 다시 조정하여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참조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새 영역으로 이동하거나 페이지를 변경할 때 도움말 단추를 다시 클릭하
여 콘텐츠를 새로 고치거나 창 하단의 관련 작업을 클릭하여 관련 항목으로 이동하
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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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단추를 클릭하여 시작하기 자습서, 교육용 동영상 등 사용 가능한 모든 콘텐츠
옵션을 탐색합니다.
이 섹션의 빠른 도움말 콘텐츠는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동일합니다. 제
품 사용 시 빠른 도움말에서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거나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온
라인 제품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제품에서 빠른 도움말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
프라인 상태이거나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는 경우 Tableau 도움말 페이지에서 각
제품 도움말에 대한 PDF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작업
데이터에 연결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연결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 정보
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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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데이터에 연결
가상 연결을 만들려면 먼저 데이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1. 연결 패널에서 을 클릭합니다.
2. 데이터에 맞는 커넥터를 선택합니다.
3.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로그인 을 클릭한 다음 가상 연결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되는 커넥터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작업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여 조직의 데이터 액세스를 중앙 집중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l
l
l

가상 연결 - 재사용 가능한 관리되는 데이터 액세스 지점입니다.
데이터 정책 - 행 수준 보안을 설정하려면 사용합니다.
중앙 집중식 추출 - 동일한 추출을 여러 번 재사용합니다.

가상 연결 에디터를 사용하여 가상 연결 및 데이터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다
이어그램은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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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필요한 경우). 그런 다음 테이블을 선택하
고 테이블 탭으로 끌어옵니다.
전체 항목 읽기
관련 작업

연결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 정보
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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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에 테이블 추가
테이블 탭에서:

연결에 테이블 추가
테이블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l

왼쪽의 테이블 아래에서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의 테이블 탭으로 끌거나 두 번
클릭합니다. 자격 테이블을 포함합니다(사용 중인 경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테이블 스키마를 만듭니다.

l

테이블 세부 정보 보기 및 편집
1. 테이블 탭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2. 테이블 세부 정보 섹션에서 열 값을 클릭하여 열을 숨기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데
이터 유형을 변경하는 등의 편집을 수행합니다.

테이블 모드 선택: 라이브 또는 추출
테이블 탭 맨 위에서 테이블 모드를 선택합니다. 모드는 가상 연결의 모든 테이블에
적용됩니다.

라이브 전용 -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쿼리합니다. (라이브가 기본값입니다.)
추출 전용 - 추출한 후 Tableau에 저장합니다.
l

가상 연결을 게시하기 전에 언제든지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지금 추출 을 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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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결을 게시한 후 가상 연결 페이지에서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예약합니다.

추출 예약 항목 읽기

테이블 표시 상태 설정
표시 유형 설정/해제를 사용하여 테이블을 사용자에게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사용자는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사용자는 테이블 데이터를 볼 수 없습니다. 데이터 정책 및 자격 테이블에서 숨
겨진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세부 정보 보기
테이블 탭 맨 위에 있는 테이블을 클릭하면 아래에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 아이콘을 사용하여 표시되는 테이블 정보를 전환합니다.
각 열의 데이터 유형입니다.
각 열에 대한 샘플 데이터입니다.
선택한 각 열의 히스토그램에 포함된 값 범위입니다.
빠른 클립: 테이블 세부 정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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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테이블의 열 링크를 보려면 을 클릭하여 연결된 키를 보십시오. 연결된 키는 데
이터베이스에 기본 및 외래 키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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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저장 또는 연결 게시

작업하는 동안 현재 연결이 초안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초안을 수동으로 저장하려
면 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새 가상 연결을 공유하려면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1. 에디터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을 클릭합니다.

2. 이름 필드에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연결을 저장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존 연결을 편집할 때 현재 게시된 상태의 사용자는 해당 연결을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l
l

업데이트된 연결을 초안으로 저장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 설정

연결을 게시하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연결 기능을 허용됨으로 설정합니다.
1. 가상 연결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3.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을 허용하도록 연결 아이콘 아래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게시 및 사용 권한 항목 읽기
가상 연결 항목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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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작업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데이터 정책 정보
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데이터 정책 정보
연결에 있는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 행 수준 보안을 적용하려는 경우 데이터 정책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정책은 라이브 연결과 추출 연결에 모두 적용됩니다.
데이터 정책에는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A. 정책이 적용되는 테이블이며 정책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테이블은 필터링
되는 테이블입니다.
B. 테이블 간의 관계(예: 자격 테이블과 팩트 테이블 간의 관계) 및 테이블 열과 정책 열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매핑된 열입니다. 정책 열은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되는 열입
니다.
C. 정책 조건이며, 이는 쿼리 시간에 모든 행에 대해 계산되는 표현식입니다. TRUE인
경우 쿼리에 행이 표시됩니다.
시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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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목 읽기
관련 작업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연결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데이터 정책 만들기 및 테스트
데이터 정책을 사용하여 가상 연결을 사용하는 모든 뷰, 데이터 원본 또는 흐름의 데
이터를 필터링합니다. 정책 테이블 또는 자격 테이블의 열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는 데이터로만 데이터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l
l
l

정책 테이블 - 필터링되는 테이블입니다.
정책 열 -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되는 열입니다.
자격 테이블 - 데이터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열이 포함된 테이블입니다. 정책
테이블에 정책 열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용합니다.

정책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을 만들려면:
1. 다음을 클릭합니다.
2. 탭의 기본 이름을 클릭하여 정책 이름을 바꿉니다.
3. 왼쪽 패널에서 테이블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테이블을 데이터 정책에 추가합니다.
전체 항목 읽기

테이블 열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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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책 테이블에 대해 정책 테이블의 열을 정책 열 또는 자격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정책 열에 매핑

1.

아이콘을 클릭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데 사용할 하나 이상의 열을

추가합니다.
2. 정책 열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이름은 정책 조건에 사용됩니다.

3. 각 정책 테이블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정책 열에 매핑되는 테이블 열을
선택합니다.
4. 정책 조건에 사용할 정책 열의 수만큼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빠른 클립: 테이블 열을 정책 열에 매핑하고 영업 직원별로 송장을 필터링하는 데이
터 정책에 대한 정책 조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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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목 읽기
자격 테이블에 매핑

1. 자격 테이블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끌어와 자격으로 추가 테이블 에 놓습니다.
2. 각 정책 테이블에 대해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열을 선택하여 정책 테이블을 자
격 테이블에 매핑합니다.
빠른 클립: 자격 테이블(EmployeeId와 Full Name 열이 있는 테이블)을 정책 테이블
열에 매핑하고 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책 조건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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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항목 읽기

정책 조건 작성
정책 조건은 주로 사용자 함수를 사용하여 행 수준 액세스를 정의하는 계산입니다.
온라인 도움말에서 사용자 함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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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건을 정의합니다.
l
l
l

데이터 정책에 필요한지 여부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정책 조건이 참일 때 행을 표시할지 여부

예:
FULLNAME() = [EmployeeName]
전체 항목 읽기

사용자로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데이터 정책 테스트
정책을 테스트하여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데이터를 보고 정책이 예상대로 작동하는
지 확인합니다.
1.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2. 테이블 세부 정보 섹션에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3. 사용자로 미리 보기 를 클릭하고 그룹 (선택 사항)과 사용자 를 선택합니다.
4. 정책에 해당 사용자의 올바른 데이터가 테이블 세부 정보에 표시되는지 확인합니
다.
5. 필요한 경우 다른 사용자에 대해 반복합니다.
전체 항목 읽기

연결 게시 및 사용 권한 설정
초안 저장 또는 연결 게시

작업하는 동안 현재 연결이 초안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초안을 수동으로 저장하려
면 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새 가상 연결을 공유하려면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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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디터의 오른쪽 위에 있는

을 클릭합니다.

2. 이름 필드에 연결 이름을 입력합니다.
3. 연결을 저장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4.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존 연결을 편집할 때 현재 게시된 상태의 사용자는 해당 연결을 계속 사용할 수 있
습니다.
l
l

업데이트된 연결을 초안으로 저장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사용자가 업데이트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른 사람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권한 설정

연결을 게시하면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연결 기능을 허용됨으로 설정합니다.
1. 가상 연결로 이동합니다.
2. 동작 메뉴(...)를 열고 사용 권한 을 클릭합니다.
3. 모든 사용자에게 연결을 허용하도록 연결 아이콘 아래의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저장 을 클릭합니다.
게시 및 사용 권한 항목 읽기
관련 작업

가상 연결 에디터 정보
연결에 테이블 추가
데이터 정책 정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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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Tableau 도움말을 보려면 온라인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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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의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정 보
Tableau Advanced Management는 Tableau Cloud 배포의 보안, 관리 용이성 및 확장성
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기능 모음입니다.

Advanced Management 라 이 선 스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는 배포 기준으로 허여됩니다.
l

Advanced Management는 Tableau Cloud 배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Tableau Cloud 배포에 대한 Advanced Management 구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l

배포의 Advanced Management가 제거되거나 비활성화되면 Advanced
Management에 연결된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기능 표
다음 표에는 Advanced Management에 포함된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기능

설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Content

Content Migration Tool는 Tableau Cloud 배

Migration

포의 Tableau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복

Microsoft Windows 버전

Tool

사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는 손쉬운

(Windows 7 이상,

방법을 제공합니다.

Windows Server

l

.NET 4.6.1을 지원하는

2008R2 이상)에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Content Migration Tool

Tool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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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작업 로

작업 로그를 사용하면 로그 이벤트를

그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로 보

l

AWS(Amazon Web
Services) 계정.

내고 추가 감사 및 분석을 시행하는 데 사
용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를 수신할
Amazon S3(Simple

자세한 내용은 작업 로그를 참조하십시

Storage Service) 버킷.

오.
l

AWS KMS(Key
Management Service)
키.

관리자

관리자 인사이트 데이터 원본에는 최대

인사이

365일 분량의 사이트 데이터가 보존됩니

트 데이

다.

터 보존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 인사이트를 사용
하여 사용자 지정 뷰 만들기를 참조하십
시오.
고객 관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는 고객이 관리하는

리형 암

사이트별 키로 사이트 데이터 추출을 암호

호화 키

화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 를 참조하십시오.
사이트

Advanced Management를 사용하면 라이

용량 증

선스가 있는 사이트의 용량이 다음과 같이

가

증가합니다.
l
l
l

최대 1테라바이트의 저장소
25기가바이트의 최대 파일 크기
최대 25개의 동시 추출 새로 고침

사이트 용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사이트 용량을 참조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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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명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요구
사항

시오.

작업 로그
Advanced Management가 포함된 Tableau Cloud이 있는 경우 추가 분석 및 감사를 위해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로 로그 이벤트를 보내도록 작업 로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로그를 사용하면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l

Tableau Cloud에 대한 자세한 이벤트 데이터를 봅니다.

l

규정 준수 정보를 캡처하고 Tableau 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수행한 작업을 추적
합니다.

l

다음과 같은 사용 권한 변경에 대한 감사를 시행합니다.
l

그룹의 사용자 추가 또는 제거

l

콘텐츠 부분을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

l

콘텐츠 부분에 대한 사용 권한을 명시적으로 변경

Tableau 환경에 강력한 제어 기록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사용 권한 변경 이벤
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어는 규정 준수 사용 사례에 유용합니다.
관리자 인사이트와 관리 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보완하여 사이트 작업과
사용량 메트릭을 추적합니다.
모든 이벤트에는 타임스탬프와 이벤트를 수행한 작업자 ID가 포함됩니다. 관
련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은 콘텐츠 부분의 ID가 이벤트에 포함됩니다.
Splunk 또는 Amazon Cloudwatch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 로그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로그 필드를 쿼리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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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정 사용자가 최근에 수행한 10가지 동작은 무엇입니까?

l

콘텐츠 부분에서 최근에 이벤트를 수행한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l

콘텐츠 부분에서 최근에 수행된 동작은 무엇입니까?

작업 로그 설정
작업 로그에는 규정 준수, 모니터링 및 감사에 사용할 수 있는 자세한 Tableau 배포
관련 이벤트가 포함됩니다. 작업 로그를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해야 합니다.
필수 요건

작업 로그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l

Advanced Management가 포함된 Tableau Cloud

l

AWS(Amazon Web Services) 계정
l
l

이러한 단계를 완료하려면 자체 AWS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 버킷의 작업 로그를 수신하려면 아
래의 3단계에서 Tableau AWS 계정 번호(061095916136)가 필요합니다.

l

데이터를 수신할 Amazon S3(Simple Storage Service) 버킷
l

Amazon S3 버킷은 설정 프로세스 중에 만듭니다. Amazon S3는 현재 유
일하게 지원되는 데이터 전송 옵션입니다.

l

Tableau Cloud 사이트가 호스트되는 동일한 AWS 리전에 Amazon S3 버
킷을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라우드 보
안와 데이터 공급자 권한 부여를 위한 Tableau Cloud IP 주소를 참조하십
시오.

l

Amazon S3 버킷에 대한 AWS KMS(Key Management Service) 키(설정 중에 만
든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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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AWS 계정 만들기

아직 AWS(Amazon Web Services) 계정이 없는 경우 AWS 웹 사이트에서 AWS 계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단계. Amazon S3 버킷을 만들고 사용 권한 설정

1. 로그 데이터를 수신할 Amazon S3 버킷을 만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웹 사
이트에서 버킷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2. 다음 설정으로 Amazon S3 버킷을 구성합니다.
a. Object Ownership(개체 소유권)에서 ACLs disabled(ACL 사용 안 함)(권
장)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버킷 소유자가 버킷에 기록되는 모든 개
체의 소유자가 됩니다.
b. Bucket Versioning(버킷 버전 지정)에서 Enable(사용)을 선택합니다. 개
체를 복제하려면 버킷 버전 지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c. Default encryption(기본 암호화)에서 Enable(사용)을 선택합니다.
d. AWS Key Management Service(SSE-KMS)를 선택합니다.
e. Enter AWS KMS key ARN(AWS KMS 키 ARN 입력)을 선택합니다.
f. Create key(키 생성) 단추를 클릭하여 새 AWS KMS(Key Management
Service) 키를 만듭니다.
g. Symmetric Key(대칭 키) 유형을 선택하고 Encrypt and decrypt Key
usage(키 사용 암호화 및 해독)를 선택합니다.
h. 별칭을 사용하여 키 이름을 지정한 다음 Review(검토) 페이지가 표시될
때까지 클릭합니다.
i. 키 정책 안의 Statement list(문 목록)에 다음 문을 추가하여 Tableau에 S3
버킷의 개체를 암호화할 수 있는 액세스 권한을 제공합니다.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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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provided-by-Tableau/ role-provided-by-Tableau를 각각 Tableau가
제공한 계정 번호와 역할로 바꿉니다.

참고: 이 문이 있으면 Tableau IAM 역할을 사용하여 Amazon S3 버킷
에 배치된 개체를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kms:GenerateDataKey"는
개체 복제본의 암호화를 위한 데이터 키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kms:Encrypt"는 대상 S3 버킷에 만들어진 개체 복제본을 암호화하
는 데 사용됩니다. "Resource": "*"는 복제 역할에 KMS 키 사용 권한만
부여하며 역할의 사용 권한 승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AWS 웹 사이트에서 AWS Key Management Service(SSE-KMS)를
사용하는 서버 측 암호화로 데이터 보호를 참조하십시오.

{
"Sid":
"AllowTableauS3ReplicationSourceRoleToUseTheKey",
"Effect": "Allow",
"Principal": {
"AWS": "arn:aws:iam::account-number-provided-byTableau:role/role-provided-by-Tableau""
},
"Action": [
"kms:GenerateDataKey",
"kms:Encry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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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 "*"
}
j.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KMS 키를 만듭니다.
k. Create bucket(버킷 생성)을 클릭하여 Amazon S3 버킷을 만듭니다.
3. Amazon S3 버킷 정책의 사용 권한을 업데이트합니다.
a. Amazon S3 버킷을 열고 Permissions(사용 권한) 탭을 클릭합니다.
b. Bucket policy(버킷 정책) 섹션을 찾아서 Edit(편집)를 클릭합니다.
c. 버킷 정책의 Statement list(문 목록)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S3-BUCKETNAME을 버킷 이름으로 바꾸고 account-number-provided-by-Tableau/roleprovided-by-Tableau를 각각 Tableau가 제공한 계정 번호와 역할로 바꿉니
다.

참고: 이 문이 있으면 Tableau IAM 역할을 사용하여 개체를 버킷에 복
제할 수 있습니다. “*”와 “<path>/*”를 사용하면 각각 지정된 버킷의 모
든 접두사와 버킷의 경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s3:ReplicateObject”와 “s3:ReplicateDelete” 사용 권한은 개체를 복제하
고 마커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최소 사용 권한입니다. AWS 웹 사이트
에서 소스 버킷과 대상 버킷을 서로 다른 AWS 계정에서 소유할 경우
권한 부여를 참조하십시오.

{
"Sid": "TableauS3ReplicationRoleAccess",
"Effect": "Allow",
"Princip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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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arn:aws:iam::account-number-provided-byTableau:role/role-provided-by-Tableau"

},

"Action": [
"s3:ReplicateObject",
"s3:ReplicateDelete"
],
"Resource": [
"arn:aws:s3:::S3-BUCKET-NAME",
"arn:aws:s3:::S3-BUCKET-NAME/*"
]
}
d. Save changes(변경 내용 저장)를 클릭합니다.
3단계. 다음 AWS 정보를 수집하여 작업 로그 설정
l

AWS 계정 번호: 061095916136

l

위에서 만든 Amazon S3 버킷의 이름입니다.

l

위에서 만든 AWS KMS(Key Management Service)의 ARN(Amazon 리소스 이
름): arn:aws:iam::061095916136:role/prod-replication-rulerole.

4단계. Tableau Cloud 구성

1. Tableau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설정 페이지에서 통합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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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로그 섹션에서 사용 단추를 선택합니다.
4. 연결 설정 대화 상자에서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a. AWS 계정 번호 상자에 12자리 AWS 계정 번호를 입력합니다.
b. S3 버킷 이름 상자에 Amazon S3 버킷 이름을 입력합니다. AWS 버킷 이
름 요구 사항에 따라 유효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c. KMS 키 ARN 상자에 KMS 키 ARN(Amazon 리소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ARN의 계정 번호는 제공된 AWS 계정 번호와 일치해야 하며 유효한 형식
(즉, arn:aws:kms:<region>:<account-id>:key/<key-id>)이어야 합니다.
5. 제출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에서 연결을 테스트하기 위해 텍스트 파일을 Amazon S3 버킷에 복제하
려고 하면 연결 상태 열에 진행 중 상태가 표시됩니다.
파일이 대상 Amazon S3 버킷에 복제된 후에는 연결 상태 열에 확인 보류 중 상
태가 표시되고 ‘테스트 파일 콘텐츠’를 입력할 수 있는 위젯이 표시됩니다. 업데
이트를 보려면 페이지를 새로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파일 복제 확인

1. 대상 Amazon S3 버킷으로 이동하고 siteLuid로 시작되는 폴더를 찾습니다(나
머지 이름은 사이트의 고유 식별자임).
2. 이름이 SECURITY_VERIFICATION_FILE.txt인 텍스트 파일을 찾습니다.
3. 텍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엽니다.
4. 파일 안의 텍스트 콘텐츠를 복사합니다.
5.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서 텍스트 콘텐츠를 텍스트 파일 콘텐츠 입력 필드에 붙
여 넣은 다음 제출을 클릭합니다.
6. 제출된 콘텐츠가 올바르면 연결 상태가 활성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작업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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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고 대상 Amazon S3 버킷으로 데이터가 복제되기 시작합니다.
7. 제출된 콘텐츠가 올바르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콘텐츠가 추가
문자 또는 공백 없이 올바르게 복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 해결
보안 확인 파일이 표시되지 않습니까?
l

Amazon S3의 제한 사항으로 인해 파일이 대상 Amazon S3 버킷에 나타나려면 최
대 15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가 “진행 중”으로 표시되는 경우 파일 복제 시도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WS 웹 사이트에서 복제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
오.
l

연결 상태가 실패 인 경우 파일을 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Amazon S3 버킷 정책과 AWS KMS(Key Management Service) 키 정책의 사용 권
한에 적절한 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AWS 웹 사
이트에서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l
l
l

복제 문제 해결
원본 버킷과 대상 버킷을 서로 다른 계정에서 소유한 경우 복제 구성
버킷 간에 복제를 설정했지만 새 개체가 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 로그를 사용하여 사용 권한 감사
콘텐츠의 명시적 사용 권한과 사용 권한 기본 템플릿(예: 프로젝트의 통합 문서 사용
권한 템플릿)에 대한 변경은 작업 로그에 기록되는 동작입니다. 이러한 동작에는 다
음이 포함됩니다.
l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를 통한 명시적 사용 권한 및 기본 사용 권한 템플릿 변
경.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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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권한 템플릿 변경.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 메서드(영문)를 참조하십시
오.
l

사용 권한의 변경을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시스템 동작. 예를 들어 명시적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 동작으로는 콘텐츠 일부가 삭제되어 시스템이
여기에 연결된 모든 사용 권한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사용자 규칙 및 그룹 규칙에 대한 변경만 사용 권한 감사 기록 로그
에 포함되며 계산의 다른 부분에 대한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할당
된 사용 권한 규칙에 대한 변경은 로그에 저장됩니다. 추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
니다.
l

변경이 발생한 시기

l

변경을 수행한 사용자의 ID

l

변경이 발생한 사이트의 ID

l

변경이 발생한 콘텐츠의 ID 및 유형

l

변경 내용(새 기능의 값)

유효 사용 권한과 명시적 사용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효 사용 권한을 참조하
십시오.
로그 형식

명시적 사용 권한 변경을 나타내는 모든 동작에는 각각의 로그 항목이 있습니다. 각
로그 항목은 JSON 형식으로 구성되며 정보의 서로 다른 부분을 나타내는 특정 키가
포함됩니다. 각 로그 항목은 2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동작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동작의 내용입니다. 로그의 작업 로그 항목은 형식이 지정되지 않으며 키가 특정 순
서로 정렬되지도 않습니다.
동작에 대한 메타데이터

동작에 대한 메타데이터에는 동작이 발생한 시기 및 위치와 사용자가 수행한 동작에
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다음 키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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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메시지 데이터의 버전과 데이터의 형식입니다. 1.1.0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릿수는 이 일반 데이터 스키마가 변경되는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릿
수는 저장소 관련 메시지가 변경되는 경우 즉, 로그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만 변경
되는 경우 증가할 수 있고, 세 번째 자릿수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증가할 수 있습니다.
l

ts: 타임스탬프(UTC ISO8601)이며 밀리초를 포함한 Z로 끝납니다.

l

tz: 호스트의 현지 표준 시간대입니다(예:
https://www.timeanddate.com/time/zones/).

l

hn: 이벤트를 내보낸 서비스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항상 vizportal이므로 이는
비어 있습니다.

l

svc: 이 로그 라인이 나타내는 제품 또는 서비스입니다(값은 "Tableau Server").

l

status: 요청의 상태이며 "ATTEMPT" 또는 "SUCCESS"입니다.

l

k: 기록되고 있는 이벤트의 유형입니다. 가능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l

CreatePermissionsAuditEvent - Add Permissions REST API를 통해 사용 권
한이 추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l

UpdatePermissionsAuditEvent -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를 통해 명시적 사
용 권한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에서 “삭
제” 동작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l

UpdatePermissionTemplatesAuditEvent -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를 통해
명시적 사용 권한 템플릿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에서 “삭제” 동작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l

DeleteAllPermissionsAuditEvent - 콘텐츠 일부가 삭제되어 명시적 사용 권
한 레코드도 모두 삭제되는 경우와 같이 다른 동작의 결과로 시스템에
서 사용 권한이 삭제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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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DeletePermissionsAuditEvent - Delete Permissions REST API를 통해 사용
권한을 삭제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l

v: 기록되고 있는 특정 이벤트 데이터입니다.

동작

동작 자체에는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부분, 변경된 기능 및 기능의 변경된 값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동작의 유형은 위의 k 키 아래에 포함되며 추가 정보는 v 키
아래에 포함됩니다.
v 아래에 있는 이 정보의 키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필드가 필수인 것은 아니며 일
부만 "k" 키의 특정 값에 적용됩니다.
l

p: 사용 권한 데이터이며 이 자체에 추가 JSON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l

authorizableType: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의 유형입니다. 값은 “PROJECT”,
“WORKBOOK” 등입니다.

l

contentIds: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ID의 목록입니다.

l

templateType: 이 값은 프로젝트의 콘텐츠 유형 템플릿이 변경된 경우 표시됩니
다. 예를 들어 값이 “WORKBOOK”인 경우 표시됩니다.

l

explicitPermissions: 기능의 내용과 피부여자가 포함된 JSON 데이터의 목록입
니다.

l

granteeType: “Group” 또는 “User”입니다.

l

granteeId: 사용 권한이 변경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ID입니다.

l

capability: 변경된 기능을 식별하는 JSON입니다.
l

id: 기능의 ID이며 postgres 테이블 기능의 ID에 매핑됩니다.

l

value: postgres 테이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의 이름입니
다.

l

value: 기능의 변경된 값입니다. “GROUP_DISALLOW”, “GROUP_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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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_DISALLOW” “및 USER_ALLOW”와 같은 값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l

unspecifiedPermissions: 사용 권한 대화 상자 UI를 통해 Allow/Deny에서 지정되
지 않은 값으로 변경된 사용 권한입니다.
l

granteeType: “Group” 또는 “User”입니다.

l

granteeId: 사용 권한이 변경된 사용자 또는 그룹의 ID입니다.

l

capability: 변경된 기능을 식별하는 JSON입니다.
l

id: 기능의 ID이며 postgres 테이블 기능의 ID에 매핑됩니다.

l

value: postgres 테이블 기능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능의 이
름입니다.

l

value: 기능의 변경된 값입니다. unspecifiedPermissions에서 이 값은 항상
“unspecified”입니다.

l

au: 동작을 수행한 인증된 사용자를 나타내는 JSON 데이터입니다.
l

siteId: 사용자가 있는 사이트의 ID입니다.

l

userId: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의 ID입니다. 0 값은 이 동작이 실제 사용자
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수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작업 로그 이벤트 유형 참조
다음 표에는 작업 로그의 이벤트 유형 및 특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 유형에 공통된 특성

특성 이름

유

설명

형
traceUuid

문

자동 생성된 UUID이며 배치의 모든 이벤트(예: 단일 사용

자

자 동작에 의한 여러 차례의 사용 권한 변경)에서 동일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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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UserId

eventTime

정

이벤트 시작을 야기한 동작을 수행한 사용자의 정수로 된

수

사용자 ID

문

타임스탬프 문자열

자
열
impersonatedUserId

serviceName

정

가장이 발생한 경우 이벤트 시작을 야기한 동작을 가장 상

수

태에서 수행한 사용자의 정수로 된 사용자 ID

문

이벤트를 내보낸 서비스의 이름(예: vizportal, vizqlserver,

자

sitesaml(외부 모놀리스))

열
siteLuid

문

이벤트가 발생한 Tableau 사이트의 사이트 LUID

자
열
이벤트 유형

이벤트 유형

특성 이름

유

설명

형
delete_

granteeId

정

피부여자의 정수 식별자입니다.

수

permissions_
grantee
delete_

granteeType

문

permissions_

자

grantee

열

update_

permissionType

permissions

피부여자의 유형이며 user 또는 group입니다.

문

사용 권한 유형이며 explicit 또는 unspecified입

자

니다.

열
update_
permissions

authorizableType

문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유형입니다(예:

자

project 또는 workbook).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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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_

contentId

permissions
update_

capabilityId

permissions

정

사용 권한이 업데이트된 콘텐츠의 정수 ID입니

수

다.

정

기능의 정수 ID입니다. 기능은 콘텐츠의 특정

수

부분에서 특정 동작(예: 보기, 필터, 다운로드
또는 삭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update_

capabilityValue

문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update_

granteeId

피부여자의 정수 식별자입니다.

수

permissions
update_

정

granteeType

문

피부여자의 유형이며 user 또는 group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update_

granteeValue

permissions

문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값입니다(예: ‘user allow’

자

또는 ‘Group allow’).

열
create_

authorizableType

permissions

문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유형입니다(예:

자

project 또는 workbook).

열
create_

contentId

permissions
create_

capabilityId

permissions

정

사용 권한이 업데이트된 콘텐츠의 정수 ID입니

수

다.

정

기능의 정수 ID입니다. 기능은 콘텐츠의 특정

수

부분에서 특정 동작(예: 보기, 필터, 다운로드
또는 삭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create_

capabilityValue

문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create_
per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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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_

granteeType

문

피부여자의 유형이며 user 또는 group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create_

granteeValue

permissions

문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값입니다(예: ‘user allow’

자

또는 ‘Group allow’).

열
delete_

authorizableType

permissions

문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유형입니다(예:

자

project 또는 workbook).

열
delete_

contentId

permissions
delete_

capabilityId

permissions

정

사용 권한이 업데이트된 콘텐츠의 정수 ID입니

수

다.

정

기능의 정수 ID입니다. 기능은 콘텐츠의 특정

수

부분에서 특정 동작(예: 보기, 필터, 다운로드
또는 삭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delete_

capabilityValue

문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delete_

granteeId

피부여자의 정수 식별자입니다.

수

permissions
delete_

정

granteeType

문

피부여자의 유형이며 user 또는 group입니다.

자

permissions

열
delete_

granteeValue

permissions

문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값입니다(예: ‘user allow’

자

또는 ‘Group allow’).

열
delete_all_

authorizableType

permissions

문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유형입니다(예:

자

project 또는 workbook).

열
delete_all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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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다.

문

사용 권한 유형이며 explicit 또는 unspecified입

permissions_

자

니다.

template

열

permissions
update_

permissionType

문

사용 권한이 변경된 콘텐츠 유형입니다(예:

permissions_

자

project 또는 workbook).

template

열

update_

authorizableType

문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데 사용된 사용 권한 템

permissions_

자

플릿의 유형입니다(예: workbook 또는

template

열

datasource).

정

사용 권한이 업데이트된 콘텐츠의 정수 ID입니

수

다.

정

기능의 정수 ID입니다. 기능은 콘텐츠의 특정

수

부분에서 특정 동작(예: 보기, 필터, 다운로드

update_

update_

templateType

contentId

permissions_
template
update_

capabilityId

permissions_

또는 삭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template
update_

capabilityValue

문

permissions_

자

template

열

update_

granteeId

정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열입니다.

피부여자의 정수 식별자입니다.

수

permissions_
template
update_

granteeType

문

permissions_

자

template

열

피부여자의 유형이며 user 또는 group입니다.

문

업데이트된 사용 권한 값입니다(예: ‘user allow’

permissions_

자

또는 ‘Group allow’).

template

열

updat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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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는 고객이 관리하는 사이트별 키로 사이트 데이터 추출을 암
호화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Salesforce KMS(키 관리 시스
템) 인스턴스는 사이트에서 암호화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기본 사이트별 암호화
키를 저장합니다.

암호화 프로세스
암호화 프로세스는 키 계층 구조를 따릅니다. 먼저, Tableau Cloud에서 추출을 암호화
합니다. 다음으로 Tableau Cloud KMS가 키 캐시에서 적절한 데이터 키를 확인합니다.
키가 없으면 키에 연결된 키 정책에 의해 부여된 사용 권한을 사용하여 KMS
GenerateDataKey API를 통해 키가 생성됩니다. AWS KMS는 CMK를 사용하여 데이터
키를 생성하고 일반 텍스트 복사본 및 암호화된 복사본을 Tableau Cloud에 반환합니
다. Tableau Cloud에서는 데이터 키의 일반 텍스트 복사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
화하고 키의 암호화된 복사본을 암호화된 데이터와 함께 저장합니다.

암호화 사용
암호화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Tableau Cloud에서 사이트의 모든 추출에 대한 암호
화 작업을 만듭니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 순위가 가장 낮습니다. 이전에 설정된 추출
작업은 암호화된 추출 작업보다 먼저 실행됩니다. 추가 리소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작업은 새로 고침을 수행할 필요 없이 모든 추출에서 암호화를 실행합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2. 추출 암호화 에서 추출 새로 고침의 암호화 사용 및 키 생성 옆의 확인란을 선택
합니다.
3. 확인 메시지를 읽고 확인 을 선택하여 계속합니다.
4. 저장 을 선택합니다. 확인 메시지 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추출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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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만들기
키를 만들면 현재 키가 바뀌고 보관됩니다. 사이트의 모든 향후 데이터 추출에 대한
암호화에 새 키가 사용됩니다.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이전 키의 세부 정보를 볼 수 있
습니다.

참고: 키는 Tableau Cloud 지역에 연결됩니다.

키를 만들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2. 추출 암호화 의 동작 에서 키 만들기 를 선택합니다.
3. 키 만들기 또는 취소 를 선택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키 생성 및 순환
회사의 일정에 따라 키를 순환하여 추가 보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를 순환하면
원래 키를 기반으로 새 키가 만들어집니다.

참고: 새로 고침 속도가 느리거나 추출이 새로 고쳐지지 않으면 새 키 대신 마지
막으로 활성화된 키로 추출이 암호화된 것입니다.

키를 순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2. 추출 암호화 의 동작 에서 키 생성 및 순환 을 선택합니다.
3. 키 생성 및 순환 또는 취소를 선택합니다.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암호화 사용 안 함
계정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Advanced Management 라
이선스가 비활성 상태인 경우 다시 활성화될 때까지 추출이 암호 해독된 상태로 유
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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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삭제(복구 불가능한 데이터 추출)
경고: 키를 삭제하면 데이터 추출에 다시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보안 인시던트가 있는 경우에만 키를 삭제하십시오. 키를 삭제한 후에는 데
이터 추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삭제된 키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 추출은 영구적
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 암호화를 사용하지 않고 키를 유지하려는 경우 암호화 사용 안 함을 참조
하십시오.

키를 삭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1.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2. 추출 암호화 의 동작 에서 삭제 를 선택합니다.
3. 텍스트 필드에 키 삭제 를 입력합니다.
경고: 키를 삭제한 후에는 데이터 추출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보안 인시던
트가 있는 경우에만 키를 삭제하십시오.
4. 암호화 키 삭제 또는 취소를 선택합니다. 확인 또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감사 로그
감사 로그를 다운로드하여 키에 수행된 작업(예: 만들기, 순환, 삭제, 암호 해독 및 다
운로드 로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 로그에는 다음 정보도 포함됩니다.
l
l
l
l
l
l

날짜 및 시간
이벤트 유형
성공 또는 실패
호출 서비스의 인증된 ID
사용자
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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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질문: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형 암호화 키 기능이
자동으로 사용 안 함 상태로 변경됩니다.
질문:
더 이상 Tableau Cloud 고객이 아닌 경우 키 데이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Tableau Cloud 데이터 정책에 따라 키 데이터는 90일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삭제됩
니다.
질문:
다른 Tableau Cloud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키 데이터는 Tableau Cloud 포드와 동일한 리전의 Salesforce(KMS) 인스턴스에 위치
합니다. 다른 리전으로 이동하는 경우 기능을 해제하고 추출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
다.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정 보
이 문서 집합에서는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의 설정, 사용 및 유지 관리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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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igration Tool란?
Content Migration Tool은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
는 손쉬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한 번 사용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계획” 또는 다수의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형태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안내합니다.

참고: Tableau Server 배포가 있는 경우 Tableau Server 설치 및 Tableau Cloud 사이
트의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두 배포 모두에 유효
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Tableau Blueprint의 콘텐츠 거버넌스(영어) 섹션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말 및 지원
이 설명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 Tableau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시작하기
이 문서는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를 시작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전에 준비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다른 문서와 마이
그레이션 계획을 설계하고 기존 설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에 대한 링크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설치 전
설치 요구 사항

Content Migration Tool는 Windows 운영 체제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Content Migration Tool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Tableau 원본 사이트(마이그레이션 원본
사이트)와 대상 사이트(마이그레이션 대상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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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상 사이트 모두에 유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 호환성

Content Migration Tool 버전 2022.2.1 이상은 모든 Tableau Cloud 배포의 콘텐츠 마이
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최신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려면 Advanced
Management 릴리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 호환성

Content Migration Tool은 Tableau Server 버전 2019.3 이상에 대한 콘텐츠 마이그레이
션을 지원합니다.
이 표에는 설치된 Content Migration Tool 버전을 기준으로 호환되는 Tableau Server 버
전이 나와 있습니다.
CMT 버전

Tableau Server 버전

2022.3.x

2020.4.x - 2022.3.x

2022.2.x

2020.3.x - 2022.2.x

2022.1.x

2020.2.x - 2022.1.x

2021.4.x

2020.1.x - 2021.4.x

2021.3.x

2019.4.x - 2021.3.x

2021.2.x

2019.3.x - 2021.2.x

2021.1.x

2019.3.x - 2021.1.x

2020.4.x

2019.3.x - 2020.4.x

2020.3.x

2019.3.x - 2020.3.x

2020.2.x

2019.3.x - 2020.2.x

2020.1.x

2019.3.x - 2020.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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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버전

Tableau Server 버전

2019.4.x

2019.3.x - 2019.4.x

2019.3.x

2019.3.x

참고: Tableau Server 배포가 있는 경우 Tableau Server 설치 및 Tableau Cloud 사이
트의 프로젝트 간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에 유
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다.

Tableau 콘텐츠 호환성

Content Migration Tool는 Tableau 최신 버전부터 8개 버전에서 저장된 통합 문서 및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기존 데이터 원본을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지만 아래 표의 연결 유형을 사용하는 데이터 원본만 마이그레이션 중에 변
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Actian Matrix

Google Drive

Actian Vectorwise

HortonWorks Hadoop

Pivotal Greenplum
Database

Hive

PostgreSQL

HP Vertica

Progress OpenEdge

IBM DB2

Salesforce

IBM Netezza

SAP HANA

Map R Hadoop Hive

SAP Sybase ASE

Microsoft Access

SAP Sybase IQ

Microsoft Analysis

Snowflake

Amazon Athena
Amazon Aurora
Amazon EMR
Amazon Redshift
Apache Drill
Aster Database
Box

Services
Spark S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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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era Hadoop

Microsoft Excel

통계 파일

구분 기호로 분리된 텍스트

Microsoft Excel Direct

Tableau 추출

Microsoft OneDrive

Tableau 게시된 데이터

파일

원본

EXASOL
Microsoft SQL Server
Firebird

Teradata
MySQL
텍스트 파일

Google Analytics
OData

웹 데이터 커넥터

Google BigQuery
Oracle

기타 데이터베이스

Google Cloud SQL
Oracle Essbase

(ODBC)

설치 후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시 제한

시작하기 전에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는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시의 제한 사
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
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만들기

Content Migration Tool는 단일 사이트의 프로젝트 간에서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
고, 동일한 Tableau Server 인스턴스의 새 사이트로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고, 다
른 Tableau Server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사이트로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단계
를 안내합니다. 작성한 계획은 저장하여 향후 마이그레이션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 방법에 대한 지침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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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는 간단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요구 사항
Content Migration Tool 도구는 Windows 컴퓨터에서 실행되며 유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로 Tableau Cloud 사이트 및 Tableau Server 19.3 이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호환되는 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시
작하기을 참조하십시오.
Content Migration Tool을 설치할 컴퓨터는 아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l

Microsoft Windows 8 이상(x64)

l

Intel Core i3 또는 AMD Ryzen 3(듀얼 코어)

l

4GB 이상 메모리

l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에 유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어야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l

2GB 이상 HDD. \temp 폴더가 있는 드라이브에는 마이그레이션 중인 모든 콘
텐츠의 복사본을 단일 마이그레이션에 보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디스크 공간
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콘텐츠는 디스크에 로컬로 저장되며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면 삭제됩니다.

l

응용 프로그램 및 해당 로그를 유지할 충분한 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
다.

또한 Tableau Server가 REST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사용이
기본값임). 이 설정을 확인하려면 tsm configuration get -k
api.server.enabled 명령을 사용합니다. true 값이 반환되면 REST API를 사용
하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REST API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려면 tsm
configuration set 명령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 도움말에
서 api.server.enable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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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igration Tool 설 치
Content Migration Tool를 설치하려면:
1. Advanced Management 릴리스 페이지에서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로그
램(Tabcmt-64bit-<version>.exe)을 다운로드합니다.
2.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참고: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전 버전을 덮어
씁니다.

3. EULA를 읽은 후 I agree to the license terms and conditions를 선택하고
Install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계정 컨트롤 대화 상자가 열리면 Yes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이 변
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는 간단하고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
l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전 버전을 덮어씁니다.

l

Content Migration Tool는 이전 버전과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
다.

Content Migration Tool 업그레이드

Content Migration Tool를 업그레이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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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vanced Management 릴리스 페이지에서 최신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
로그램(Tabcmt-64bit-<version>.exe)을 다운로드합니다.
2. Content Migration Tool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3. EULA를 읽은 후 I agree to the license terms and conditions를 선택하고 Install
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계정 컨트롤 대화 상자가 열리면 Yes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이 변경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다음 단계에서는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l

l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l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이트
l 마이그레이션 계획: 원본 프로젝트
l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l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
l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
l 마이그레이션 계획: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l 마이그레이션 계획: 계획 옵션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사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Tableau
Cloud 콘텐츠를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도구에는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에도
적합한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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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많은 사용 사례에서 한 환경, 사이트 또는 프로젝트에서 다른 환경, 사이트
또는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이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Content Migration Tool는 콘텐츠를 복사
한 후 원본 또는 소스 콘텐츠를 자동으로 삭제하거나 아카이브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정보는 Content Migration Tool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 사례를 설명
합니다.

콘텐츠 프로모션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여 개발 프로젝트용 콘텐츠를 만든 다음 사이트의 준
비 또는 프로덕션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프로모션하는 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을 수
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를 프로덕션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십시오.
1.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동일한
사이트의 프로젝트 간 마이그레이션을 설명하므로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사이트의 두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의 로그인 자격 증명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보다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위해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참조하십시오.
2. 마이그레이션할 콘텐츠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
트, 특정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자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수립을 참조하십시오.
이 마이그레이션 중에 콘텐츠를 변경 또는 변환해야 하는 경우 계획에서도 해
당 변경 또는 변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3. 매핑 추가 메뉴에서 프로젝트 변경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매핑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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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프로젝트를 원본으로 선택하고 프로덕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택하거
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매핑의 다른 유형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l

통합 문서 변경: 통합 문서 이름 바꾸기와 대상 프로젝트 변경이 포함됩
니다. 통합 문서 변환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 변경: 테이블 또는 스키마 이름을 바꾸고, 계산 수식을 설정
하고, 연결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내장된 데이터 원본) 및 마이그
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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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용자 변경: 대상의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4.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5.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Content Migration Tool 실행기를
사용하여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예약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실행
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고객을 위한 콘텐츠 맞춤 설정
컨설팅 시나리오에서 작업하는 경우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여 각 고객에 대
한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통합 문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템플
릿 역할을 하므로 스타일(텍스트, 이미지 등)을 적용하고 특정 고객을 위해 데이터
원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템플릿을 저장하는 내부 프로젝트와 고객과 공유하는 외부 프로젝
트의 프로젝트 간 마이그레이션을 설명합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를 고객에 맞게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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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상과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사이트의 두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의 로그인 자격 증명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보다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위해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참조하십시오.
2. 마이그레이션할 템플릿 콘텐츠가 포함된 내부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특정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자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에서 계획 수립을 참조하십시오.
이 마이그레이션 중에 콘텐츠를 변경 또는 변환해야 하는 경우 계획에서도 해
당 변경 또는 변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3. 매핑 추가 메뉴에서 프로젝트 변경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매핑을 추가합니다.
내부 프로젝트를 원본으로 선택하고 프로덕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택하거
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4.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통합 문서 단계에서 통합 문서 매핑 및 변환을 사용하여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다음은 자주 사용되는 변환의 두 가지 예입니다.
통합 문서 변환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l

콘텐츠를 개인 설정하기 위해 Replace Image(이미지 바꾸기) 및 Replace
Text(텍스트 바꾸기) 변환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고객의 회사 이름 및
로고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l

데이터 원본의 경우 Replace Table/Schema Name(테이블/스키마 이름
바꾸기) 또는 Set Custom SQL(사용자 지정 SQL 설정) 변환을 사용하여
고객의 콘텐츠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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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환경 마이그레이션
유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으면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여
Tableau Cloud 및 Tableau Server 환경 간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Tableau 배포 간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합니다.
1. 계획을 만들고 마이그레이션할 사이트를 원본 사이트로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2. 원본 사이트에서 마이그레이션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특정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자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권한 매핑을 만들어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고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
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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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팁
- 환경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시의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숙지해야 합니다.
- 콘텐츠를 단계별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최종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되기 전에 콘텐츠
를 반복적으로 테스트 및 검증할 수 있습니다.
- Content Migration Tool 마이그레이션에서는 내장된 자격 증명, 구독 및 사용자 지정
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해야 합니다.

외부 콘텐츠 공유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고도 외부
공동 작업자와 내부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선택한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공유되
면 공동 작업자가 사용자의 내부 프로젝트에 저장된 콘텐츠에 영향을 주지 않고
Tableau Cloud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콘텐츠를 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공유하려는 콘텐츠가 내부 사이트와 외부 프로젝트 간에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를 외부적으로 공유합니다.
1. 내부 콘텐츠를 준비합니다. 최상의 방법은 잠긴 사용 권한과 엄격한 통제 규칙
을 사용하여 내부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통합 문서 및 데이
터 원본에는 콘텐츠가 외부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레이
블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콘텐츠 액세스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외부 프로젝트와 공유되는 콘텐츠는 데이터 원본에 공개적으로 액
세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데이터 추출을 사용해야 합니다. 추출을

Tableau Software

1351

Tableau Cloud 도움말
만들고 데이터 원본을 바꾸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원본 바꾸기를 참조하십시오.

행 수준 보안을 구현한 경우 외부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 필터 및 기타 세부
정보를 반영하도록 해당 데이터 원본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행 수준 보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데이터 행 수준에서 액세스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2.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상과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동일한 사이트의 두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원본
및 대상의 로그인 자격 증명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서는 보다 재사용 가능한 연결을 위해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참조하십시오.
3. 마이그레이션할 템플릿 콘텐츠가 포함된 내부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특정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자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에서 계획 수립을 참조하십시오.
이 마이그레이션 중에 콘텐츠를 변경 또는 변환해야 하는 경우 계획에서도 해
당 변경 또는 변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4. 매핑 추가 메뉴에서 프로젝트 변경을 선택하여 프로젝트 매핑을 추가합니다.
내부 프로젝트를 원본으로 선택하고 외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선택하거나
새로 추가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5.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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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유효성 검사
이 사용 사례는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한 후 콘텐츠의 유효성을 검사하
려는 경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한 가지 예는 SQL Server에서
Snowflake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CMT는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기 전에 두 데이터
원본에서 작성된 콘텐츠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1.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상과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2. 데이터 원본 또는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변경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3. 콘텐츠를 새 프로젝트에 복사하도록 마이그레이션을 구성 합니다. 원본 프로젝트
를 프로젝트 A라 하고, 새 프로젝트 또는 대상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B라고 하겠습
니다.
l

통합 문서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통합 문서 매핑을
만듭니다. 통합 문서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를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원본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데이터 원본 매
핑을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4.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5. 프로젝트 B의 콘텐츠를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로 업데이트하거나 데이터 원본
을 바꿉니다. 이 작업은 작성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6. 프로젝트 B의 복사본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A의 각 통합 문서를 테스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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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의 변경 사항으로 인한 데이터의 모든 불일치를 검토합니다.
7.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으면 프로젝트 A의 콘텐츠를 프로젝트
B의 업데이트된 콘텐츠로 덮어씁니다.

참고: 대상 프로젝트에 콘텐츠가 이미 있는 경우 Overwrite Newer
Workbooks(최신 통합 문서 덮어쓰기) 및 Overwrite Newer Data Sources
(최신 데이터 원본 덮어쓰기) 게시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상 프로젝
트로 콘텐츠가 복사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 작업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여 다양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콘텐츠 태그 지정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여 오래된 콘텐츠의 아카이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일정에 따라 실행되어 오래된 콘텐츠라는 태그가 지정된 콘텐
츠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
다. 특정 시간이 지난 후 이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시스템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콘텐츠 복원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면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또는 고의로 제거된 콘텐츠
를 백업 서버의 콘텐츠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백업 프로젝트에서 콘텐츠를 복원합니다.
1.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상과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2. 백업 프로젝트에서 복원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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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백업 프로젝트에서 콘텐츠를 복원하도록 마이그레이션을 구성합니다. 백업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A라고 하고 복원할 대상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B라고 하
겠습니다.
l

통합 문서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통합 문서 매핑을
만듭니다.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하십
시오.

l

데이터 원본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데이터 원본 매
핑을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4.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5. 프로덕션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토합니다.
부분 백업

백업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는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여 프로덕션의 새 콘텐
츠를 백업 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부분 백업을 수행하기 전에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 시의 마이그레이션 제한
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전체 사이트를 백업하는 데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가
장 필요한 콘텐츠에 우선 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콘텐츠의 부분 백업을 수행합니다.
1. 계획을 만들고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상과 동일한 Tableau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항목에서 계획
만들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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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덕션 프로젝트에서 백업할 콘텐츠를 선택합니다. 전체 프로젝트, 특정 통
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자 권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콘텐츠만 마이
그레이션하려면 Overwrite Newer Workbooks(최신 통합 문서 덮어쓰기) 및
Overwrite Newer Data Sources(최신 데이터 원본 덮어쓰기) 게시 옵션이 선
택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
하십시오.
3. 백업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복사하도록 마이그레이션을 구성 합니다. 원본 프로젝
트를 프로젝트 A라고 하고 백업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B라고 하겠습니다.
l

통합 문서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통합 문서 매핑을
만듭니다.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를 참조하
십시오.

l

데이터 원본 변경: 프로젝트 A를 프로젝트 B로 변경하는 데이터 원본 매
핑을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의 전체 목록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4. 계획을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준비가 모두 끝나면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클릭
하여 계획 수립 단계를 끝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5. 이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하도록 예약하려면 Content Migration Tool 실행기를
사용하여 작업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예약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실행
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개요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간에 Tableau 콘텐츠를 마이그
레이션하는 프로세스가 간소화됩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계획은 감사할 수 있고
반복 가능하며 배치 프로세스를 통해 작동하므로 원하는 수의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간단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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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igration Tool에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작성 또는 편집을 안내하는 상황에
따른 팁이 표시됩니다. 원본 및 대상 사이트를 선택하면 화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마
이그레이션 요약이 표시됩니다.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시 제한
시작하기 전에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는 콘텐츠 마이그레이션 시의 제한 사
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키
각 마이그레이션 계획 파일과 함께 암호화 키가 생성되며, 이 키는 계획을 만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고유합니다. 원래 마이그레이션 계획 파일을 생성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경우 암호화 키를 공유할 수 있습니
다. 암호화 키를 공유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려면 응용 프로그램의 기
존 키를 덮어써야 합니다. 암호화 키를 보려면 Help > Settings을 선택합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획을 실
행하기 전에 tabcmt-runner encryption 명령을 사용하여 암호화 키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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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1단계: 시작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핵심은 저장하여 장래 마이그레이션에서 재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새 계획을 만들지, 아니면 이전에 저장한 계획을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 계획을 만들려면 Create New Plan을 클릭합니다. 이미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만
들었으며 해당 계획을 사용하려는 경우 Browse for a Plan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저장된 마이그레이션 계획은 내 문서 폴더의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Plans 폴더에 저장됩니다. 모든 마이그레이션 계획은 .tcmx 확
장자로 저장되며 최근에 액세스한 계획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로 나열됩니
다.

최근에 액세스한 계획을 선택하여 복제합니다. 이 계획을 수정하여 새로운 계획으
로 저장할 것입니다. 복사하려는 계획을 선택하고 Duplicate를 클릭합니다.

2단계: 계획 수립

Content Migration Tool는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마이그레이션 계획 작성 또는 편
집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자세한 지침을 보려면 각 단계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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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l
l
l
l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이트
마이그레이션 계획: 원본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
마이그레이션 계획: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마이그레이션 계획: 계획 옵션

3단계: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완성하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배치 프로세스를 실행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면 확인을 위해 계획 요약이 표시됩니다.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면 왼쪽 사이드바에 있는 섹션을 클릭하여 해당 단계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Run 단추를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합
니다.
Run을 클릭하면 계획의 저장되지 않은 요소와 관련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기본적
으로 모든 저장되지 않은 요소는 Yes를 클릭할 때 저장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프로세
스의 시작 단계에서 계획을 복제하면 이전 계획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항상 유지
할 수 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1359

Tableau Cloud 도움말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실행되고 상태 표시줄에 전체 계획의 진행 상황과 대상 서버
로 전송되는 각 통합 문서가 표시됩니다.

계획 실행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탭을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자세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시된 통합 문서

Published Workbooks 탭에는 새로 게시된 통합 문서와 해당 통합 문서가 마이그레
이션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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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데이터 원본

Published Data Sources 탭에는 새로 게시된 데이터 원본과 해당 데이터 원본이 마
이그레이션된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출력

Output 탭에는 계획의 마이그레이션 로그에 대한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Save Log를 클릭하여 이 로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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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및 경고

Errors and Warnings 탭에는 마이그레이션 중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강조하여 표
시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하
고 계획을 저장했으면 Done 단추를 클릭하여 마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제한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할 때는 마이그레이션에 특정 제한이 있습니
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섹션을 검토하여 버전 호환성 및 마
이그레이션되지 않는 콘텐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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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콘텐츠 호환성

Content Migration Tool는 Tableau 최신 버전부터 8개 버전에서 저장된 통합 문서 및 게
시된 데이터 원본의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버전 2018.1.x 이전에 저장된 통합
문서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는 CMT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시작하기을 참조하십시오.
구성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구성은 대상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되
지 않습니다.
l
l
l

사용자
그룹
사이트 설정(사용자 지정 로고, 뷰 추천 항목 등)

데이터 연결

기존 데이터 원본을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지만 아래 표의 연결 유형을 사용하는 데
이터 원본만 마이그레이션 중에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
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Actian Matrix

Google Drive

Actian Vectorwise

HortonWorks Hadoop

Pivotal Greenplum
Database

Hive

PostgreSQL

HP Vertica

Progress OpenEdge

IBM DB2

Salesforce

IBM Netezza

SAP HANA

Map R Hadoop Hive

SAP Sybase ASE

Microsoft Access

SAP Sybase IQ

Amazon Athena
Amazon Aurora
Amazon EMR
Amazon Redshift
Apache Drill
Aster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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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Microsoft Analysis

Snowflake

Services
Cloudera Hadoop
구분 기호로 분리된 텍스트

Spark SQL
Microsoft Excel

통계 파일

파일

Microsoft Excel Direct

EXASOL

Microsoft OneDrive

Firebird

Microsoft SQL Server

본

Google Analytics

MySQL

Teradata

Google BigQuery

OData

텍스트 파일

Google Cloud SQL

Oracle

웹 데이터 커넥터

Oracle Essbase

기타 데이터베이스

Tableau 추출
Tableau Server 데이터 원

(ODBC)
지원되지 않는 콘텐츠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콘텐츠는 대상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으며 추가 구성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필요한 동작

데이터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데이터에 질문 렌즈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에 질문

세한 내용은 데이터에 질문의 초점을 특정 대상에 맞추는 렌즈 만들기

(Ask

를 참조하십시오.

Data)
렌즈
모음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모음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모음 을 참조하십시오.

댓글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뷰에 댓글을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뷰에 댓글 추가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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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사용자 지정 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정 뷰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사용자 지정 뷰 사용 을 참조하십시
오.

데이터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데이터 역할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

역할

용은 Tableau Prep Builder 도움말에서 데이터 역할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

효성 확인 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다음 사이트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경우 대상 사이트에서 데이터 원본을 인증

원본 인

할 수 있습니다.

증
l

사이트 관리자 Creator

l

데이터 원본이 포함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터 리더 기능이 있는
Creator 또는 Explorer(게시 가능)

자세한 내용은 인증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대시보드 및 뷰에 대한 데이터 기반 알림을 다시

기반 알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알림을 만든 후에는 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림

모든 사용자가 자신을 기존 알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서 데이터 기반 알림 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

콘텐츠 항목을 소유하거나 적절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우 대상 사이트에서

서및데

항목의 설명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

이터 원

에서 설명 추가 또는 편집 을 참조하십시오.

본에 대
한 설명
내장된

보안상 Tableau Server는 다운로드 프로세스 중에 데이터 원본에서 내장된

자격 증

자격 증명을 제거합니다. 대상 사이트에 게시할 때 내장된 자격 증명을 포함

명

하려면 Set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설정) 데이터 원본 변환을 사용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 을 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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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

외부 자산의 사용자 지정된 특성은 대상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

산

니다. 예를 들어 태그, 인증, 데이터 품질 경고, 설명, 사용 권한, 사용자 연락
처, 테이블 및 열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자산의 사용

권한 관리 를 참조하십시오.
추출 새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은 Tableau Cloud 대상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할 수 없

로 고침

습니다. Tableau Cloud의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추출 새로 고침을 수동으로

일정

실행하거나 새로운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에서 새로 고침 예약 을 참조하십시오.
즐겨찾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즐겨찾기 콘텐츠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자세

기

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즐겨찾기 표시 를 참조하십시오.

흐름

일정에 따라 흐름을 실행하려면 사용자가 Tableau Prep을 사용하여 대상 사
이트에 흐름을 다시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Prep 도움말
에서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 를 참조하십시오.

증분 추

증분 추출 새로 고침은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체 추출 새로 고침으로 변경됩

출 새로

니다. 사용자는 마이그레이션 후 Tableau Desktop에서 증분 새로 고침을 재

고침

구성하고 추출을 대상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추출 새로 고침 을 참조하십시오.

메트릭

뷰에서 메트릭에 대한 기록 값이 제거되므로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메
트릭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릭 만들기 및 문제 해결
을 참조하십시오.

변경 내

이전 버전의 통합 문서를 대상 사이트로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사용자가 유

역

지할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통합 문서를 대상 사이트에 다시 게시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콘텐츠 수정 버전 작업 을
참조하십시오.

구독 수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뷰 및 통합 문서를 다시 구독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

내용은 뷰 또는 통합 문서에 대한 구독 만들기 를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되는 통합 문서 및 뷰는 원

서및뷰

래 축소판을 유지하며,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뷰를 다른 방식으로 렌

축소판

더링하게 만드는 변환이 포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예: 데이터 연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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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판을 업데이트하려면 대상 사이트에서 통합 문서 또는 뷰를 편집
한 후 다시 저장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
웹에서 Tableau 뷰 편집을 참조하십시오.
가상 연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서 가상 연결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결

은 가상 연결 만들기 를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이트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만들 때 첫 번째 단계는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계획 수립 단계의 Sites 섹션에서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사용하
는 사용자 자격 증명의 사용 권한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만들 때 표시되는 사
이트와 프로젝트가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콘텐츠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용 권한 및 라이선스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되는 사용자 계정에 Explorer 이상의 역할
과 마이그레이션하려는 콘텐츠에 대한 다음 사용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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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보기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선택 사항: 관리자(통합 문서 선택, 사용자 목록 액세스 등)

원본 및 대상 사이트 모두에 유효한 Advanced Management 라이선스가 있어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의 Tableau Advanced Management 정보를 참조하십
시오.
1단계: 원본

이것이 마이그레이션의 시작 지점입니다.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다음 원본으로
사용할 사이트 를 선택합니다. 사이트는 선택한 사용자의 관련 콘텐츠를 그룹화하
기 위해 Tableau 내에 만들어지는 통합 문서, 데이터 및 사용자 목록의 독립적인 사
일로입니다. 한 번에 한 사이트의 콘텐츠만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에 로그인

아래 단계에 따라 Tableau Cloud 또는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합니다.
1. Tableau에 로그인 을 클릭합니다.
2. 연결 선택 대화 상자 창에서 저장된 연결을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결이 없는 경우 저장된 연결 추가 또는 편집을 클릭하여 새
연결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장된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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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서버에 SAML 또는 Single Sign-On을 구성한 경우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
해 ID 공급자 로그인 페이지로 리디렉션됩니다.
4. 사용할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원본 서버를 변경하거나 사이트 선택을 업데이트하려면 다른 원본 선택을 클릭합니
다.
2단계: 대상

대상 사이트(콘텐츠가 마이그레이션될 사이트)에 대해 로그인 프로세스를 반복합니
다.
동일한 Tableau 사이트의 두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원
본 및 대상 사이트의 로그인 자격 증명은 동일합니다(서버 URL 및 사이트 이름 포함).
저장된 연결

저장된 연결을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연결을 만들어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빠르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연결을 추가할 때는 사이트에 대해 선호하는
로그인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는 다음과 같은 로그인 방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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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개인용 액세스 토큰: 사용자가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보안, 감사 및 자동화를
개선하기 위해 오래 지속되는 인증 토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면 Content Migration Tool에 대화형 로그인 없이 로그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참조하십시오.

l

브라우저 기반 로그인: 내장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자가 자격 증명을 입
력하고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 옵션은 일반적인 Tableau 인증 방법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l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로그인: 사용자가 내장된 브라우저 창 대신 Content
Migration Tool을 통해 인증합니다. 이 옵션은 Tableau REST API를 사용하여 자
격 증명을 서버에 전달합니다.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 로그인을 사용하면 브
라우저 기반 로그인 사용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연결 추가 또는 편집

Add or edit saved connections 링크는 Content Migration Tool 하단과 원본 및 대상 사
이트에 로그인할 때 표시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Manage Tableau Connections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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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연결을 추가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1. Tableau 연결 관리 창에서 새 연결을 클릭하거나, 기존 연결을 선택하여 변경
합니다.
2. 연결 이름(서버를 설명하는 이름)과 서버 URL을 입력합니다.
서버 URL에 대한 접두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Content Migration Tool가 http://
를 사용합니다.
3. 연결에 사용할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저장된
연결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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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연결을 만들면 다음번에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연결 선택 창에
나열됩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여 저장된 연결 추가

개인용 액세스 토큰으로 저장된 연결을 추가하려면 다른 로그인 방법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시작하려면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새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만
들어야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간에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한 내용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용 액세스 토큰 만들기
1. 웹 브라우저에서 Tableau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맨 위에서 프로필 이미지나 이니셜을 클릭한 다음 내 계정 설정을 선
택합니다.
3. 개인용 액세스 토큰에서 토큰 이름 필드에 쉽게 알 수 있는 토큰의 이름을 입
력한 다음 새 토큰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결과 창에서 클립보드로 복사를 클릭한 다음 창을 닫습니다.
5. 토큰 암호를 파일에 붙여 넣습니다. 파일을 안전한 위치에 저장합니다.

개인용 액세스 토큰 추가
1.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저장된 연결 추가 또는 편집을 클릭합니다.
2. Tableau 연결 관리 창에서 연결 이름 및 서버 URL을 입력합니다.
Tableau Cloud에 연결하는 경우 사이트의 전체 포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ttps://10ay.online.tableau.com입니다. Tableau Cloud에
로그인한 후 사이트 URL의 첫 번째 부분에 사용자 포드가 표시됩니다.
3. 이전 섹션에서 개인 액세스 토큰을 만들 때 얻은 개인용 액세스 토큰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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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액세스 토큰 암호를 입력합니다.
4. 사이트 이름 필드에 URL에 나타나는 사이트 이름을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이
는 사이트 식별 이름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브라우저 URL의 "Site A"는 "sitea"
입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3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원본 및 대상 사이트 모두에 성공적으로 로그인한 후 Next을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
계의 마이그레이션 계획: 원본 프로젝트 섹션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원본 프로젝트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작성의 다음 단계는 원본 프로
젝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본 프로젝트는 마이그레이션될 통합 문서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선택한 프로젝트에 따라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다음 단계에서 어떤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단계: 원본 프로젝트 선택

원본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두 가지 옵션, 즉 All Projects 및 Specific Projects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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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rojects 옵션은 서버 단계에서 지정한 원본 사이트의 모든 프로젝트를 선택합
니다. Specific Projects 옵션을 사용하면 원본 사이트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원본 프로젝트에는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는 빈 프로젝트를 마이그레이션하지 않습니다.

각 프로젝트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거나 Select All 단추를 사용한 후 포함하지 않을
프로젝트를 선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 중에 원본 사이트에서 변경을 수행한
경우 Refresh 단추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프로젝트 옵션 선택

원본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에는 대상 위치에 대해 적용할 프로젝트 옵션을 선택합
니다. 원본 위치에서 프로젝트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복사하는 옵션에 더해 존재하
지 않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핑을 기반으로 새
콘텐츠 소유권을 할당하려면 사용자 매핑 적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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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상 프로젝트 만들기: 대상 위치에 없는 프로젝트를 자동으로 만듭니다. 원본
프로젝트가 비어 있거나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지 않으면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대상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려고 하면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합
니다.

l

프로젝트 사용 권한 복사: 원본 프로젝트 사용 권한을 최대한 가깝게 복사합니
다.

l

프로젝트 소유자 복사: 원본 위치에서 프로젝트 소유권 설정을 복사하여 프로
젝트 소유자를 할당합니다.

l

사용자 매핑 적용: 사용자 매핑을 적용하여 대상 위치의 프로젝트 콘텐츠 소유
권을 할당합니다. 대상 프로젝트가 이미 있으면 콘텐츠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참조하십시
오.

3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원본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Next를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계의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섹션으로 계속합니다. 동일한 Tableau 사이트의 두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
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다음 화면에서 대상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통합 문서 및 원본 사이트에 대한 보기 및 통합 문서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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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상 사이트의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게시 권한(보기 및 게시 기능)이 있어야 합
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원본 및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했고 프로젝트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통합 문
서의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참고: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추출이 포함된 경우 추출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마이그레이션의 정보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 통합 문서 선택

원본 사이트와 선택한 프로젝트의 모든 통합 문서가 Workbook Selection 화면에 나
타납니다.

1376

Tableau Software

Tableau Cloud 도움말

이 단계 중에 원본 사이트의 통합 문서를 변경한 경우 Refresh 단추를 클릭하여 통합
문서 목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문서를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
지입니다.
특정 통합 문서 선택

Specific 섹션에는 3개의 단추가 있습니다. Basic(기본) 섹션에서 선택하면 마이그레
이션 계획에서 명시적으로 선택한 통합 문서가 즉시 포함됩니다. 또는 특정 통합 문
서를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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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ll(모 두 선 택 )
이 단추는 사이트의 모든 통합 문서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계획을 저장한
후 통합 문서가 사이트에 추가된 경우 다음에 계획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표시:
축소판

기본 뷰는 각 통합 문서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축소판 미리 보기로 표시합니다. 이
뷰에서 축소판을 마우스오버하면 통합 문서 안에 있는 다른 워크시트 및 대시보드
의 미리 보기가 표시됩니다.
목록

목록 뷰는 보다 간결한 목록이며 통합 문서 이름, 프로젝트, Tableau 버전 및 마지막
수정 날짜 등의 추가 정보도 제공합니다.
열 머리글을 클릭하면 통합 문서가 그에 따라 정렬됩니다. 또한 통합 문서를 마우스
오버하면 통합 문서 안에 있는 워크시트 및 대시보드의 움직이는 미리 보기가 제공
됩니다. 목록 뷰는 사이트에 많은 양의 통합 문서가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규칙 기반 선택

Rule Based 선택 항목을 사용하여 특정 기준을 기반으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규칙 기반 옵션은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할 때 사용할 통합 문서
선택 기준을 만듭니다. Rule Based 옵션 중 하나에서 "all(전체)"을 선택하는 것은
Specific Workbooks 선택 항목과 다르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규칙 기반 "all(전체)"
선택 항목에는 항상 모든 통합 문서가 포함되므로 새로 추가된 통합 문서가 장래 마
이그레이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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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Based 라디오 단추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Workbooks in projects
이 메뉴를 사용하면 특정 프로젝트에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orkbooks tagged with
이 메뉴를 사용하면 태그를 기준으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Workbooks published by
이 메뉴를 사용하면 작성자를 기준으로 통합 문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을 사용할 때 각 항목 옆에 있는 옵션을 클릭하여 개별 항목 또는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모든 통합 문서는 Selection Description 상자에 표시됩
니다.
모든 통합 문서 선택

마지막 옵션은 All Workbooks 라디오 단추를 선택하여 사이트의 모든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통합 문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All Workbooks 라디오 단추를 사용하는 것은 Specific Workbook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통합 문서를 선택하는 것과 다릅니다. 이 단추를 사용하면 이후에 마이그레이
션 계획을 사용할 때마다 원본 사이트의 모든 통합 문서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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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문서 선택 항목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2단계: 통합 문서 매핑

이제 선택한 통합 문서를 원본 파일에서 대상 파일로 매핑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사
용하는 경우 원본 통합 문서의 표시 이름을 변경하고 다른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매핑을 추가하여 통합 문서의 프로젝트,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프로젝트를 대상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수행하지 않으면 선택한 통합 문서가 원본과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
한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됩니다. 대상 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기본 프로젝트에 마이그레이션됩니다. 통합 문서 매핑을 추가하려면 Add
Mapping(매핑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매핑 영역에 다음 옵션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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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me Workbook(통합 문서 이름 바꾸기)

이 변환을 사용하면 Source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필터링하고 이름을 바꿀 통합 문
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stination 필드에서 통합 문서를 이동할 프로젝트를 선
택하고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프로젝트 변경

기본적으로 통합 문서는 대상의 동일한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됩니다. 이 매핑을
사용하면 원본 프로젝트의 모든 통합 문서에 대한 대상 프로젝트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Add Project(프로젝트 추가)

통합 문서의 이름을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변경할 때 Add New 옵션을 사용하면 대상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대상 프로젝트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수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dd New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와 중첩된 프로젝트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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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Prefix(접두사 변경)

이 옵션을 사용하면 하나 또는 모든 원본 프로젝트의 통합 문서에 대한 접두사를 제
거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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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uffix(접미사 변경)

접두사 매핑과 마찬가지로 하나 또는 모든 원본 프로젝트의 통합 문서에 대한 접미
사를 제거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3단계: 통합 문서 변환

변환 단계를 사용하여 통합 문서를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변환은 통합 문서를 지정된 방법으로 수정합니다. 플러그인을 통해 추가 변환을 포
함할 수 있으며 응용 프로그램의 이후 버전에 추가 변환이 추가됩니다. Add
Transformation(변환 추가)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여 현재 선택할 수 있는 변환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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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을 선택하면 Edit Transformation(변환 편집) 창이 표시되고 선택한 통합 문서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환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된 순서대로 완료
됩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모든 변환에 대해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환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변환하려는 통합 문서를 선택합
니다. 선택 영역은 계획 단계의 통합 문서 선택 섹션과 유사하며 기본 선택 라디오
단추의 모든 기능, 즉 Select/Unselect All(모두 선택/모두 선택 취소), Refresh(새로
고침), Thumbnail Display(축소판 표시) 및 List Display(목록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목록의 맨 위에서 이후 변환에 대해 모든 통합 문서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옵션
인 Select Al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문서 표시 창을 새로 고쳐 원본 사이
트의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Options(옵션) 탭을 사용하여 선택한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항
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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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옵션) 탭에서 각 통합 문서 변환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편
집하는 변환에 따라 탭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Action URL Replacement(작업 URL 바꾸기)

이 변환을 사용하여 통합 문서의 안에 있는 URL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꿀 수 있
습니다. Options(옵션) 탭에서 일치할 텍스트와 대체 값을 입력합니다.

예:
URL: www.examplede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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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dev
대체: Prod
결과: www.exampleProd.com
Set Parameter Value(매개 변수 값 설정)

새 매개 변수를 정의합니다. Options(옵션) 탭에서 매개 변수 이름, 드롭다운 메뉴의
데이터 유형 및 값을 입력합니다.

Remove Images(이미지 제거)

Options(옵션) 탭에서 파일 이름을 입력하여 선택한 통합 문서의 이미지(예: 워터마
크)를 제거합니다. 이미지가 없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중에 경고를 수신하는 추가 확
인란이 있습니다.

Remove Tooltip Commands(도구 설명 명령 제거)

선택한 통합 문서에서 모든 도구 설명 명령을 제거합니다. 이 변환의 경우 추가로 정
의할 옵션이 없습니다.
Replace Images(이미지 바꾸기)

선택한 통합 문서의 이미지를 바꿉니다. 옵션 탭에서 이전 이미지의 파일 이름과 대
체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로컬 파일 경로나 URL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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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파일 이름: C:\file\image.png
대체 이미지 URL: http://www.exampledev.com/replacementImage.png
Zoom Control Visibility(줌 컨트롤 표시)

드롭다운 메뉴에서 표시 모드 Automatic(자동), Show on Hover(마우스오버 시 표
시) 또는 Hide on the Options tab(옵션 탭에서 숨기기)를 설정합니다.

Web Page URL Replacement(웹 페이지 URL 바꾸기)

이 변환을 사용하여 대시보드의 웹 페이지 URL 일부 또는 전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Options(옵션) 탭에서 일치할 텍스트와 대체 값을 입력합니다.

예:
URL: www.exampledev.com
일치: dev
대체: Prod
결과: www.examplePr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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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데이터 원본 변환

엔터프라이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통합 문서 계획 수립의 다음 단계는 데이터 원
본 변환입니다. 이 단계는 통합 문서 변환 단계와 유사하게 작동하며 통합 문서 안에
패키지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단계입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은 프로세스의 다른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Add Transformation(변환 추가)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나
타납니다.

데이터 원본 변환을 선택하면 Edit Transformation(변환 편집) 창이 표시되고 선택한
데이터 원본에 맞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환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된
순서대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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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유형의 모든 데이터 원본 변환에 대해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
째 단계는 원하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일치 기준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라 Match Criteria(일치 기준) 탭에 더 많은 필드가 나타납니다.

입력한 기준과 일치하는 연결을 찾으려면 Preview Source Connections(원본 연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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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Options(옵션) 탭을 사용하여 선택한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항
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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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s(옵션) 탭에서 각 데이터 원본 변환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
다.

Set Calculation Formula(계 산 수 식 설 정 )
옵션 탭에서 열의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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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onnection Info(연 결 정 보 설 정 )
새 연결 값 탭에서 새 데이터 원본에 대한 인증 방법 및 연결 세부 정보를 입력합니
다.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라 더 많은 필드가 나타납니다.
Tableau Server(게시된 데이터 원본) 연결 유형을 선택하여 통합 문서의 게시된 데
이터 원본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개발 콘텐츠를 프로덕션 콘텐츠로
승격하기 위해 프로젝트 간에 통합 문서를 마이그레이션할 때 필요한 수동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변경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하고 인
증에 사용할 Tableau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사용자는 대상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여야 하고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연결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l

파일 기반 데이터 원본의 경우 사용자가 통합 문서에 액세스하면 지정된
Tableau 사용자의 사용 권한에 따라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l

다른 모든 데이터 원본의 경우 뷰 또는 통합 문서를 로드할 때 사용자가 데이
터베이스 자격 증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Tableau 사용자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연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통합 문서의 데
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Set Custom SQL(사 용 자 지 정 SQL 설 정 )
새 사용자 지정 SQL 탭에서 Match Query Name(일치 쿼리 이름)에 수정할 사용자 지
정 SQL 쿼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쿼리 이름은 데이터 원본의 물리적 계층에 있는
사용자 지정 SQL 쿼리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변환이 실
패합니다. 데이터 모델링 및 물리적 계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데이터 모델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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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리 이름을 입력한 후 텍스트 필드에 원하는 사용자 지정 SQL을 입력합니다. 사용
자 지정 SQL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통합 문서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emove Extract(추 출 제 거 )
이 변환에 대한 Options(옵션) 탭은 없으며 단순히 Match Criteria 정보를 입력하면 마
이그레이션 중에 추출이 제거됩니다.
또한 각 변환에서 Edit Transformation 창의 왼쪽에 있는 Comments 섹션에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 적용
옵션 탭에서 데이터 연결을 위한 Tableau 사용자 이름과 해당하는 저장된 자격 증명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Tableau 사이트의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기존 데이터 연
결에 대한 저장된 자격 증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결을 위
한 저장된 자격 증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5단계: 게시 옵션

통합 문서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게시 옵션을 선택하고 태그, 추출 새로 고침 일정 및
사용 권한에 대한 변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Tableau Software

1393

Tableau Cloud 도움말

Reset Dashboard Selections(대 시 보 드 선 택 항 목 재 설 정 )
이 옵션은 대시보드의 모든 개체를 선택 취소합니다.

Overwrite Newer Workbooks(최 신 통 합 문 서 덮 어 쓰 기 )
선택한 경우 이동한 통합 문서와 동일한 시간 또는 그 이후에 만들어진 통합 문서를
덮어쓰는 경우라도 통합 문서가 마이그레이션됩니다.

Copy Workbook Permissions(통 합 문 서 사 용 권 한 복 사 )
선택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도구에서 최대한 일치하는 원본 통합 문서 사용 권한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Copy Extract Refresh Schedules(추 출 새 로 고 침 일 정 복 사 )
선택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도구에서 대상 통합 문서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원본 이
름과 일치하는 일정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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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ableau Cloud에서는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상이
Tableau Cloud 사이트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
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문서 소유자 복사
원본 위치의 통합 문서 소유자 설정을 복사하여 통합 문서 소유자를 할당합니다. 선
택하지 않으면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자에게 대상 위치의 통합 문서 소유권이 제
공됩니다.

사용자 매핑 적용
사용자 매핑을 적용하여 콘텐츠 소유권을 할당합니다. 대상 위치의 사용자 이름 구
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
용 권한 및 소유권을 참조하십시오.
Add Option(옵션 추가)

Add Option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변환이 표시됩
니다.

서로 다른 유형의 모든 변환에 대해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
환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예에서 변환하려는 통합 문서를 선택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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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택 영역은 계획 수립 단계의 통합 문서 선택 섹션과 유사하며 기본 선택 라디
오 단추의 모든 기능, 즉 Select/Unselect All, Refresh, Thumbnail Display 및 List
Displ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의 맨 위에서 이후 변환에 대해 모든 통합 문서
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옵션인 Select Al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문서 표시
창을 새로 고쳐 원본 사이트의 변경 또는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Options(옵션) 탭을 사용하여 선택한 변환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 항
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참고: 편집하는 변환에 따라 Options(옵션) 탭의 이름이 달
라집니다.

Add Tags(태 그 추 가 )
하나 이상의 태그를 통합 문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한 태그를 마우스
오버하면 삭제를 허용하는 파란색 “X”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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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Tags(태 그 제 거 )
하나 이상의 태그를 통합 문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한 태그를 마우스
오버하면 삭제를 허용하는 파란색 “X”가 나타납니다. 원본 또는 대상 통합 문서에서
태그를 제거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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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Extract Refresh Schedules(추 출 새 로 고 침 일 정 적 용 )
대상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마이그레이션된 통합 문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
된 일정 목록은 대상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서는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상이
Tableau Cloud 사이트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
이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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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Permissions(사 용 권 한 설 정 )
이 변환은 선택한 통합 문서의 사용 권한을 편집합니다. Group(그룹) 또는 User(사용
자)에 입력한 다음 Add를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을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네 가지
옵션은 사용 권한을 허용하는 Allow , 사용 권한을 거부하는 Deny , Inherit 또는 원본
값을 유지하는 Source Val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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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Generate Thumbnail As(축 소 판 생 성 설 정 )
마이그레이션 후에 통합 문서 축소판에서 사용자별 데이터를 생성할 때 사용할 사
용자 또는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원하는 사용자 또는 그룹을 선택
할 수 있는 드롭다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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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통합 문서 및 기본 설정을 선택한 후 Next 를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계의 마이그레이
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 섹션으로 계속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작성의 다음 단계는 변환을 선
택하고 매핑한 후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계획 수립
단계의 통합 문서 단계, 특히 데이터 원본 매핑 단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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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추출이 포함된 경우 추출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마이그레이션의 정보를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1단계: 선택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단계를 시작하면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포함할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야 합니다.

데이터 원본은 마이그레이션 시점에만 선택됩니다.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Specific Data Sources를 사용하여 하나 이상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Refresh 를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목록을 다시 로드합니다.
두 번째 옵션은 All Data Sources입니다. 이 옵션은 원본 사이트의 모든 데이터 원본
을 선택합니다.
2단계: 매핑

다음 단계는 원본 데이터 원본을 새 대상에 매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합 문서 매
핑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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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으면 선택한 데이터 원본은 단순히 원본과 동일한 이름 및 프
로젝트를 사용하여 배포됩니다. 데이터 원본 매핑을 추가하려면 Add Mapping을 클릭합
니다. 매핑 영역에 다음 옵션이 나타납니다.

항목에는 다음 옵션이 있습니다.
Delete(삭제)

Delete 링크를 클릭하면 이 매핑 항목이 삭제됩니다.
Name(이름)

Name 메뉴를 사용하여 매핑하려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니다. (All Selected Data
Sources)를 선택하여 모든 데이터 원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oject(프로젝트)

Project 항목은 연결된 데이터 원본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Destination Name(대상 이름)

기본적으로 Content Migration Tool는 동일한 Destination Name(Same As Source)을
사용하며 원본 파일의 원래 이름을 유지하지만 사용자가 여기에서 대상 폴더에 새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estination Project(대상 프로젝트)

사이트에 대상 프로젝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션된 통합 문서를 배
치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Add New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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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데이터 원본에 대해 서로 다른 프로젝트 대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단일 데이터 원본에 대해 여러 매핑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유효
성 검사 오류가 표시되고 계속하려면 오류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예외는 한 데이터 원본이 특정 선택 항목과 일치하면서 프로젝트 전체 매핑 항
목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사용됩니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 원본 매핑을 완료했으면 Next 단추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3단계: 데이터 원본 변환

변환 옵션을 사용하여 데이터 원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Add Transformation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변환 목록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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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 변환을 선택하면 Edit Transformation 창이 열립니다. 이 창을 사용하여
선택된 데이터 원본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변환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된 순서대로
실행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원본 변환에는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원하
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Match Criteria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
라 Match Criteria 탭에 더 많은 필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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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추가할 변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탭에서 각 데이터 원
본 변환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추가한 각 변환에 대한 Edit Transformation 창의 왼쪽에 있는 Comments 섹션에서
참고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스키마 이름 바꾸기

Options 탭에서 테이블 또는 스키마 이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Set Calculation Formula(계산 수식 설정)

New Calculation Formula 탭에서 열에 대한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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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설정)

New Connection Values 탭에는 필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택한 연결
유형에 따라 여러 필드가 나타납니다.

Set Custom SQL(사용자 지정 SQL 설정)

New Custom SQL 탭에서 원하는 텍스트 영역에 사용자 지정 SQL을 입력합니다. 사
용자 지정 SQL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 통합 문서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Remove Extract(추출 제거)

이 변환에는 Options 탭이 없습니다. Match Criteria 정보를 입력하면 마이그레이션
중에 추출이 제거됩니다.
Tableau Bridge 사용

이 변환에는 Options 탭이 없습니다. Match Criteria 정보를 입력하면 Tableau Bridge
를 사용하여 사설망(공용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없음) 내에 있는 데이터 원본을 새로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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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원본을 마이그레이션하기 전에 대상 Tableau Cloud 사이트에서 Tableau
Bridge를 구성해야 합니다. Tableau Bridg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loud 도움
말에서 Tableau Bridge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후 Tableau Cloud을 통해
데이터 원본에 새로 고침 일정을 할당해야 합니다.
저장된 자격 증명 적용

옵션 탭에서 데이터 연결을 위한 Tableau 사용자 이름과 해당하는 저장된 자격 증
명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Tableau 사이트의 계정 설정 페이지에서 기존 데이터
연결에 대한 저장된 자격 증명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연결을
위한 저장된 자격 증명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게시 옵션

게시된 데이터 원본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사용 권한 및 태그에 대한 변환을 만들고
데이터 원본과 관련된 게시 옵션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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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write Newer Workbooks(최 신 통 합 문 서 덮 어 쓰 기 )
선택하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데이터 원본을 덮어쓰더라도 데이터 원본이 게시됩니
다.

Copy Data Source Permissions(데 이 터 원 본 사 용 권 한 복 사 )
선택하면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최대한 일치하는 원본의 게시된 데이터 원본 사용 권
한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Copy Extract Refresh Schedules(추 출 새 로 고 침 일 정 복 사 )
선택하면 마이그레이션 도구에서 대상 데이터 원본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원본 이
름과 일치하는 일정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서는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상이
Tableau Cloud 사이트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
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원본 소유자 복사
원본 위치의 데이터 원본 소유자 설정을 복사하여 데이터 원본 소유자를 할당합니
다. 선택하지 않으면 Content Migration Tool 사용자에게 대상 위치의 데이터 원본 소유
권이 제공됩니다.

사용자 매핑 적용
사용자 매핑을 적용하여 콘텐츠 소유권을 할당합니다. 대상 위치의 사용자 이름 구
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
용 권한 및 소유권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옵션

Add Option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변환이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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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유형의 모든 변환에 대해 두 가지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변환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변환하려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합
니다. 목록의 맨 위에서 Apply to all published data source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장래 변환을 위해 모든 데이터 원본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또한
Refresh 단추를 클릭하여 데이터 원본 표시 창을 새로 고쳐 원본 사이트의 변경 사
항이나 업데이트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선택한 변환에 대한 특정 선택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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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e Tags(태그 제거)

태그를 제거하려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했으면 하단의 필드에 제거하려는 태그를 입
력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이 화면에서 원본 데이터 원본에서 제거할지, 아니면 대
상 데이터 원본에서 제거할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입력한 태그를 제거
하려면 태그를 클릭하고 Delete 키를 누릅니다.

Add Tags(태그 추가)

원하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한 후 하단의 필드에 할당하려는 태그를 입력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태그를 제거하려면 태그를 클릭하고 Delete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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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변환에서 Edit Transformation(변환 편집) 창의 왼쪽에 있는 Comments 섹션
에 메모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Apply Extract Refresh Schedules(추출 새로 고침 일정 적용)

이 변환은 대상의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마이그레이션된 데이터 원본에 적용합니
다. 생성된 일정 목록은 대상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참고: Tableau Cloud에서는 추출 새로 고침 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대상이
Tableau Cloud 사이트인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
이그레이션 제한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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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Permissions(사용 권한 설정)

마지막 변환 유형은 선택된 데이터 원본에 대한 사용 권한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Group(그룹) 또는 User(사용자)에 입력하고 Add를 클릭합니다. 사용 권한을 원하는
대로 조정합니다. 네 가지 옵션은 사용 권한을 허용하는 Allow , 사용 권한을 거부하
는 Deny , Inherit 또는 원본 값을 유지하는 Source Valu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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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준비가 되었으면 Next를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계의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 섹션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사용 권한 및 소유권
Content Migration Tool을 사용하면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사용 권한을 다른 사용
자에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매핑이 대상 위치에 게시된 후 사용자 권한
매핑을 만들어 콘텐츠를 사용자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의 초기에
Copy Project Permissions, Copy Workbook Permissions 또는 Copy Data Source
Permissions를 사용자 매핑 적용과 함께 선택한 경우 매핑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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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마이그레이션 계획: 원본 프로젝트, 마이그레이션 계획: 통합 문서 및
마이그레이션 계획: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매핑 제한 사항
l

Content Migration Tool는 대상 위치에서 매핑된 사용자 또는 그룹을 찾지 못한
경우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실패한 후에는 후속 사용자 또는
그룹 사용 권한 매핑을 확인하지 않으며 계획을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l

원본 콘텐츠에 이름이 동일한 여러 사용자 및 그룹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경
우 Content Migration Tool는 사용 권한을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 도
메인에서 원본으로 제공된 사용자 또는 그룹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에만 발생
합니다.

1단계: 매핑 추가

사용자 권한 매핑을 추가하려면 Add Mapping을 클릭하고 도메인, 사용자, 그룹 이름
을 변경할지, 아니면 CSV(쉼표로 구분된 값) 파일에서 매핑을 가져올지를 선택합니
다. Content Migration Tool가 대상 위치에서 사용 권한을 일치시킬 수 없는 경우 원본
콘텐츠가 마이그레이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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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매핑

도메인 사용 권한 매핑은 대상 위치의 모든 사용자 및 그룹에 적용됩니다. 원본 또는
대상 도메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Tableau 사이트에서 사용자 및 그룹 페이지를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사용자 프로비저닝을 선택한 경우 도메인을 local로 지정
해야 합니다.

사용자 매핑

사용자 권한 매핑은 domain\user를 사용하여 원본 및 대상 위치의 사용자 목록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름은 입력하고 저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동일한 사이트의 프로젝트 간에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치와
사용자 목록이 동일합니다. 사이트에서 매핑을 사용하여 User_A의 콘텐츠 소
유권을 User_B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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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매핑

그룹 권한 매핑은 domain\group을 사용하여 원본 및 대상 위치의 사용자 목록을 자
동으로 채웁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룹의 이름을 입력해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CSV 파일에서 매핑 가져오기

버전 2021.4부터 도메인, 사용자 및 그룹 매핑이 포함된 CSV 파일을 가져와서 마이그
레이션에 사용할 데이터를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핑을 가져오면 Content
Migration Tool 외부에서 대량으로 매핑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으므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수작업을 몇 단계 줄일 수 있습니다. 매핑을 가져오려면
매핑 추가 메뉴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CSV 파일 형식 요구 사항

매핑을 가져오기 위한 CSV 파일을 만들 때 파일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
는지 확인하십시오.
l

파일에 열 머리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Tableau는 모든 라인이 매핑
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l

파일에는 행당 3개의 쉼표로 구분된 값(매핑 유형, 원본 도메인/사용자/그룹 및
대상 도메인/사용자/그룹)이 포함됩니다.

l

서버에서 Active Directory 인증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이름 및 그룹의 도메인
을 포함하고 로컬 ID 저장소를 사용하는 경우 “local”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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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에 표시된 것처럼 매핑 유형에 대해 “domain”, “user” 또는 “group”을 지정해야
합니다. 원본 및 대상 열은 Active Directory 및 로컬 ID 저장소에 대한 예제 구문을 제
공합니다. CSV 파일의 실제 값은 조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핑 유형

원본

대상

domain

<domain>

<domain>

user

<domain>\<user name>

<domain>\<user name>

local\<user name>

local\<user name>

<domain>\<group name>

<domain>\<group name>

local\<group name>

local\<group name>

group

사용자 권한 매핑 가져오기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사용자 권한 매핑을 가져오려면:
1. 매핑 추가를 클릭한 다음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2. 대화 상자 창에서 CSV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원본 사이트의 모든 사용자 및 그
룹이 포함된 .csv 파일을 내보냅니다. 텍스트 편집기에서 결과 파일을 편집하
여 대상 사이트에 대한 매핑을 추가합니다.
매핑 파일이 이미 있는 경우 3단계로 건너뜁니다.

참고: 내보낸 CSV 파일에는 원본 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메인을 수동으로 CSV에 추가하여 도메인 매핑을 만들어야 합니다.

3. 매핑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가져올 매핑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을 가져오면 Content Migration Tool이 매핑의 오류를 검사합니다. 오류가 감지되
면 CSV 파일에서 각 오류를 수정한 다음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CSV 가져오기 예제

다음 예제에서는 여러 매핑 유형을 포함하는 CSV 파일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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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ocal\hwilson,companyx.lan\henry.wilson
user,local\jjohnson,companyx.lan\janna.johnson
user,local\mkim,companyx.lan\michele.kim
user,local\fsuzuki,companyx.lan\fred.suzuki
user,local\awang,companyx.lan\alan.wang
user,local\snguyen,companyx.lan\susan.nguyen
user,local\lrodriguez,companyx.lan\laura.rodriguez
user,local\agarcia,companyx.lan\ashley.garcia
group,local\All Users,companyx.lan\All Users
group,local\Finance Team,companyx.lan\Finance Group
domain,dev.mycompany,prod.mycompany
CSV를 가져오는 동안 제거, 추가 또는 업데이트된 매핑, 변경되지 않은 매핑 및 무시
된 매핑을 보여주는 미리 보기 창이 표시됩니다. 매핑 변경 내용이 올바른지 검토하
고 수락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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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을 가져온 후에는 2단계에 설명된 대로 매핑 순서를 편집, 삭제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매핑 순서 변경

사용 권한 매핑을 만든 후 Up 또는 Down 옵션을 사용하여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마이
그레이션 중에 매핑이 처리되는 순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권한 매핑에서 한
도메인, 사용자 또는 그룹이 처리된 경우 해당 원본 도메인, 사용자 또는 그룹에 대한
모든 후속 사용 권한 매핑이 무시됩니다.
아래 예에서 User_A의 사용 권한은 User_B로 매핑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는
User_A가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 권한 매핑을 무시합니다.

아래 예에서 첫 번째 사용 권한 매핑은 모든 사용자의 도메인을 prod에 연결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는 User_A의 도메인이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용
권한 매핑을 무시합니다.

3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준비가 되었으면 Next 를 클릭하여 계획 수립 단계의 마이그레이션 계획: 마이그레
이션 스크립트 섹션을 진행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사이트 관리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
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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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과 대상 사이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
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작성의 다음 단계는 마이그레
이션 전 또는 배포 후에 계획과 함께 실행할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마이그레이션 전

화면의 Run Pre Migration 섹션은 마이그레이션 전에 실행할 스크립트에 대한 전용
섹션입니다.

각 필드에는 커서를 마우스오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말 아이콘이 있습니
다. 마이그레이션 전 스크립트를 시작하려면 Enable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Working Directory
스크립트에 대한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기본 디렉터리는 마이그레이션 계획과 동
일한 폴더입니다. 다른 폴더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Reset 단
추는 계획의 현재 폴더를 작업 디렉터리로 복원합니다.

Run
이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실행할지 매개 변수가 포함된 실
행 파일을 실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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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 Executable
Executable with Parameters를 Run 메뉴에서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표시됩니다. 마
이그레이션 전에 실행할 명령 실행 파일의 파일 경로입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찾아
보기 단추를 사용하여 실행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Command Parameters
Run(실행) 드롭다운 메뉴에서 Executable with Parameters를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명령 실행 파일에서 사용할 명령줄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
Run(실행) 메뉴에서 Custom script를 선택한 경우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전 스크립
트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는 *.cmd 파일로 실행됩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2단계: 마이그레이션 후

화면의 Run Post Migration 절반은 마이그레이션 후에 실행할 스크립트에 대한 전용
섹션입니다.

각 필드에는 커서를 마우스오버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움말 아이콘이 있습니
다. 마이그레이션 후 스크립트를 시작하려면 Enable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의
필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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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Directory
스크립트에 대한 작업 디렉터리입니다. 기본 디렉터리는 마이그레이션 계획과 동
일한 폴더입니다. 다른 폴더를 선택하려면 찾아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Reset 단
추는 계획의 현재 폴더를 작업 디렉터리로 복원합니다.

Run
이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실행할지 매개 변수가 포함된 실
행 파일을 실행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mand Executable
Executable with Parameters를 Run 메뉴에서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표시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전에 실행할 명령 실행 파일의 파일 경로입니다. 직접 입력하거나 찾
아보기 단추를 사용하여 실행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명령 매개 변수
Executable with Parameters를 Run 메뉴에서 선택한 경우 이 필드가 표시됩니다.
여기에 명령 실행 파일에서 사용할 명령줄 매개 변수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
Run 메뉴에서 Custom script를 선택한 경우 여기에 마이그레이션 후 스크립트를
입력합니다. 스크립트는 *.cmd 파일로 실행됩니다. 필수 필드입니다.
3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준비가 되면 Next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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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계획: 계획 옵션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에서 마이그레이션 계획 작성의 마지막 단계는 Options
섹션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의 각 옵션에 표시된 물음표를 클릭하면 이 특정 옵션에 대한 상황별 지원이
제공됩니다.
1단계: 옵션

5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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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 Name은 Content Migration Tool에 표시할 계획의 이름입니다. 사용자 식별 이름
을 계획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확인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l

Refresh Extracts After Migration: 이 확인란을 선택한 경우 Content Migration
Tool가 마이그레이션 중에 수정되었을 수 있는 데이터 추출을 감지하면 마이
그레이션 후 즉시 데이터 추출이 새로 고쳐집니다. 추가 옵션을 보려면 Filter
링크를 클릭합니다.

l

Automatically create Extract Refresh Schedules that do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대상 추출 일정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대상 사이트에 존
재하지 않는 원본 일정이 복사되지 않습니다.

l

Continue Migration if Workbook or Data Source Fails: 이 확인란을 선택하면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 마이그레이션 중에 오류가 발생해도 마이그레이
션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기록되고 마이그레이션은 계속됩니다. 버전
제어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항상 마이그레이션이 중지됩니다.

l

Continue Migration if Permission or Ownership Mapping Fails(사용 권한 또
는 소유권 매핑 실패 시 마이그레이션 계속): 선택하면 사용 권한 또는 소유권
복사 오류 시 마이그레이션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기록되고 마이그레
이션은 계속됩니다.

추출 새로 고침 제외

Refresh Extracts After Migration(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 옵션 뒤의 Filter
(필터) 링크를 클릭하면 새로 고침에서 제외할 통합 문서 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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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뒤로 및 앞으로 화살표 단추를 사용하여 제외할 항목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2단계: 버전 제어

이러한 옵션을 사용하면 대상 사이트의 기존 통합 문서가 마이그레이션된 통합 문서
로 교체되어 손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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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버전을 저장하려면 Enable 을 클릭합니다. 통합 문서 및/또는 게시된 데이터 원
본을 아카이브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프로젝트가 나열되는
Archive To 메뉴에서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버전이 지정된 통합 문서만 저장할
특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Archive To 상자의 끝에는 사이트에 추가된 모든 프로젝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
로 고침 단추가 있습니다.
3단계: 계획 저장

Plan Options 화면에서 모든 선택을 완료한 후에는 이후 사용을 위해 계획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ave Plan을 클릭합니다.

계획은 로컬 컴퓨터의 내 문서 폴더에 있는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에 저장됩
니다.
4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준비가 모두 끝나면 Verify & Run을 클릭하여 마이그레이션의 계획 수립 단계를 끝
내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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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추출을 사용하는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 마이그레이션
Tableau Cloud 사용자는 원래 데이터의 복사본이거나 하위 집합인 추출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출은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에 내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를 사용하여 추출이 포함된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
을 마이그레이션하는 경우 추출이 포함된 통합 문서나 데이터 원본과 함께 마이그레
이션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는 이 동작을 제어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제공
합니다.
l

라이브 연결로 전환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추출 제거 변환을 추가하여 마이그레이션 중에 통합 문
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서 추출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원본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되는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의 복사본에서 추출이 제거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
율적으로 데이터 연결을 다시 라이브 연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l

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
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 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 옵션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여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이 마이그레이션된 후 즉시 추출 새로 고
침 작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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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 연결 정보 설정 변환을 사용하여 다른 데이터 집합
(예: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을 가리키도록 데이터 연결
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연결 정보를 변경하고 마이그레이
션 후 추출 새로 고침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잠재적인 보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의도하지 않게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옵션 3: 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을 참조하십시오.

추출을 사용하는 데이터 연결 변경
Tableau 데이터 연결은 데이터 원본을 직접 쿼리하는 라이브 연결이거나 데이터 원
본의 추출일 수 있습니다. 추출은 원래 데이터의 복사본이거나 하위 집합이며 통합
문서 또는 데이터 원본에 내장될 수 있습니다. 추출이 존재하는 경우 뷰에서는 기초
데이터 원본 대신 추출에서 데이터를 쿼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중에는 대상 프로젝트에서 원본 프로젝트와 다른 데이터
베이스를 가리키도록 데이터 원본 연결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문서를 준비 프로젝트에서 대상 프로젝트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경
우 통합 문서 내부의 데이터 연결을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업데이
트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 Set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설정) 변환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 서버에서 프로덕션 서
버로 통합 문서를 복사하고 데이터 연결을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하는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통합 문서에 추출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는 통합 문서가 마이그레이션되고 라이브 데이터 연결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뷰에는 여전히 준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원본(준비) 프로젝트에
서 복사된 준비 데이터베이스 추출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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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 션 1: 게 시 된 데 이 터 원 본 사 용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대신 사용하도록 통합 문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서는 추출이 게시된 데이터 원본의 일부로 관리되므로, 해당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
는 통합 문서에 대한 업데이트 마이그레이션을 라이브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이나 데
이터 추출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옵 션 2: 마 이 그 레 이 션 중 에 추 출 제 거
마이그레이션 계획에 Remove Extract(추출 제거) 변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
게 하면 통합 문서에서 추출이 제거되어 데이터 원본이 효과적으로 라이브 연결로
전환됩니다.

옵 션 3: 마 이 그 레 이 션 후 에 추 출 제 거
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 Refresh Extracts After Migration(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
로 고침)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통합 문서와 함께 추출이 마이그레
이션되지만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후 해당 통합 문서에 대한 즉각적인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이 예약됩니다.
이 옵션을 Set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설정) 변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잠재적
인 보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개 권장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상 프로젝트에서 마이그레이션된 통합 문서가 마이그레이션 완료 시점부
터 추출 새로 고침 작업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여전히 이전(원본) 추출 데이터가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추출 새로 고침 작업이 실패하면 추출이 새로 고쳐질 때까지
이전/원본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준비 환경에서 프로덕션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시나
리오에서는 이 문제를 허용할 수 있지만 통합 문서 사용자는 통합 문서가 최근에 마
이그레이션되었지만 아직 추출이 새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준비 데이터를
표시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Set Connection Info(연결 정보 설정)를 사용하여 다른 고객 또는 클라이언트 데이터
집합을 가리키도록 데이터 연결을 변경하는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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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이 새로 고쳐질 때까지 통합 문서의 추출이 다른 클라이언트 또는 고객의 데이
터를 포함하는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2단계 마이그레이션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아래에 설명된 각 단계에 대해 하나씩, 마이그레이션 계획 두 개를 만들
어야 하며 통합 문서 및 데이터 원본을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전에 추출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l

1단계: 관리자만 액세스할 수 있는 대상 사이트의 프로젝트로 콘텐츠를 마이그레
이션합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에서는 추출 새로 고침이 실패해도 권한이 없는 사용
자가 이전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므로 Refresh the Extract After

Migration(마이그레이션 후 추출 새로 고침) 옵션과 함께 Set Connection Info
(연결 정보 설정) 변환을 사용하여 데이터 연결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l

2단계: 1단계가 완료되고 추출 새로 고침이 성공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두 번째 마
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여 1단계 대상의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최
종 대상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콘텐츠를 마이그레이션하려면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과 대상 사이
트에 대한 게시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권한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의 설치 폴더에는 마이그레이션 실행을 위한 명령줄
유틸리티인 tabcmt-runner.exe가 있습니다. 기본 설치 폴더는
%PROGRAMFILES%\Tableau\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입니다.

참고: tabcmt-runner.exe 유틸리티는 Content Migration Tool 그래픽 응용 프
로그램을 구성할 때 사용되는 tabcmt.cmd 명령줄 유틸리티와 다릅니다.
tabcmt.cm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명령줄 인터
페이스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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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l
l
l
l
l
l
l
l
l
l

tabcmt-runner [options] <plan_file.tcmx>
tabcmt-runner license --remove
tabcmt-runner license <새 라이선스 키>
tabcmt-runner license <라이선스 파일 경로> [--passphrase=<라이선스 파일 암호>]
tabcmt-runner encryption --reset
tabcmt-runner encryption <new_key>
tabcmt-runner improvement [on|off]
tabcmt-runner --help
tabcmt-runner --version
tabcmt-runner script-warning [on|off]

옵션:
l
l
l
l
l
l
l
l
l
l
l

--version
--help
--quiet
--info
--logfile=VALUE
--src-user=VALUE
--src-password=VALUE
--dest-user=VALUE
--dest-password=VALUE
--https=VALUE
--allow-scripts

계획 실행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즉시 실행합니다.
tabcmt-runner [options] <plan file>
사용 가능한 옵션:
l
l
l
l

--logfile=<file name>: 출력을 기록할 파일 이름을 설정합니다.
--https=<secure|legacy>: HTTPS 모드를 설정합니다.
--quiet : stdout 로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rc-user=<username>: 원본 연결의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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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
l

--src-password=<password>: 원본 연결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dest-user=<username>: 대상 연결의 사용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dest-password=<password>: 대상 연결의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종료 코드:
l
l
l

0은 마이그레이션 성공을 나타냅니다.
1은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했지만 경고 메시지가 기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2는 마이그레이션 실패를 나타냅니다. 구체적인 오류는 로그 출력에 포함됩니다.

계획 요약 표시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요약을 표시한 후 종료합니다.
tabcmt-runner --info <plan file>
help

명령줄 유틸리티에 대한 사용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runner --help
version

현재 응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runner --version
encryption

암호화 키를 재설정하거나 새로 지정합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UI에서 이미 암
호화 키를 지정한 경우에도 tabcmt-runner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전에 암호화 키
를 지정해야 합니다.
tabcmt-runner encryption <new_key> | --reset
improvement

기본값: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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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익명 사용량 정보의 수집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합니다. 이 정보는 완전히 익명이며 주기적으로 Tableau로 전송되어 Content
Migration Tool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

개선 프로그램의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tabcmt-runner improvement
개선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tabcmt-runner improvement <on|off>
license

2022년 7월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레거시 라이선스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레거시 응용 프
로그램 라이선스를 관리합니다. 레거시 키를 사용하는 경우 tabcmt-runner 유틸
리티를 사용하려면 Content Migration Tool UI에서 이미 라이선스를 활성화한 경우에
도 이 명령을 사용하여 라이선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

현재 라이선스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runner license
일련 키 또는 오프라인 라이선스 키를 설정/활성화합니다.
tabcmt-runner license <key>
현재 라이선스를 제거/비활성화합니다.
tabcmt-runner license --remove
라이선스 파일 사용을 설정/활성화합니다.
tabcmt-runner license <file path> [--passphrase=<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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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warning

기본값: on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가 포함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할 때 경고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참고: 이 명령을 실행하면 설정 페이지의 선택 항목이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예

스크립트 경고가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해제되어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tabcmd-runner script-warning
스크립트 경고 설정 또는 해제
tabcmd-runner script-warning <on|off>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려면 --allow-scripts 옵션을
포함해야 합니다.
tabcmd-runner --allow-scripts <plan file>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콘솔 실행기는 사용하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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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마이그레이션 계획 스크립트 작성
참고: 이 항목에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 및 환경을 충족하는 다중 계획 마이그레
이션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 용도로만 사용하도
록 만들어졌습니다. 콘솔 실행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마이그레이션 실행용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명령줄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Windows 작업 스케줄러와 같은 외부 스케줄러나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통해 마이
그레이션 계획 실행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콘솔 실행기는 한 번에 한 마이그레이
션 계획(.edt 파일에 저장되어 있음)만 실행합니다. 그룹으로 실행하려는 마이그레이
션 계획 그룹이 있는 경우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와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
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는 PowerShell에서 작성되었으며 콘솔 실행기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 계
획 목록을 그룹으로 실행합니다.
다음 예제 코드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l

콘솔 실행기를 사용하여 여러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그룹으로 실행합니다.
선택적으로, 그룹에 속한 마이그레이션 중 하나라도 실패하는 경우 즉시 계획 그룹

l

의 배포를 중단합니다.
콘솔 실행기의 종료 코드를 사용하여 마이그레이션이 실패했는지, 아니면 경고를

l

기록했는지를 결정합니다.

# List of migration plans to execute as a group.
$planFiles = @(
'customer 1.tcmx',
'customer 2.tcmx'
)
# True of false whether to continue with the next plan i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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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fails.
$continueOnFailure = $false
# Path to the CMT console runner executable
$runnerExe = 'C:\Program Files (x86)\Tableau\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tabcmt-runner.exe'
# Store the exit code from the previously run migration plan.
$lastResult = -1
# Loop through and run each migration plan one at a time.
$planFiles | % {
$file = $_
if ($lastResult -ge 2 -and -not($continueOnFailure)) {
Write-Warning "Skipping plan because previous migration
failed. `nSkipped plan: $file"
return
}
Write-Verbose "Running migration plan: $file"
& $runnerExe $file
$lastResult = $LASTEXITCODE
if ($lastResult -ge 2) {
Write-Error "Migration failed. See output or log file for
error details.`nPlan: $file" -ErrorAction 'Continue'
}
elseif ($lastResult -eq 1) {
Write-Warning "Migration completed with warnings. See output
or log file for warning details.`nPlan: $fi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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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마이그레이션 계획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l
l
l
l

Content Migration Tool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사용 권한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계정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
대상 사이트에 대한 게시 권한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명령줄 인터페이스 사용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의 설치 폴더에는 명령줄 인터페이스인 tabcmt.cmd가
있습니다. 기본 설치 폴더는 %PROGRAMFILES%\Tableau\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32비트 Windows) 또는 %PROGRAMFILES
(x86)%\Tableau\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64비트 Windows)입니
다.

참고: tabcmt.cmd 유틸리티는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인 tabcmtrunner.exe와 다른 것입니다. 콘솔 실행기는 명령줄에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
하는 데 사용되는 별도의 명령줄 유틸리티입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
행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다음은 tabcmt 명령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l
l
l
l

migrate
help
update
version

migrate
마이그레이션 계획 파일을 GUI의 마이그레이션 단계로 엽니다.
tabcmt migrate <plan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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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명령줄 인터페이스와 사용 가능한 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예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을 표시합니다.
tabcmt help
특정 명령에 대한 도움말 및 사용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 help <command>

license
2022년 7월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레거시 라이선스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관리합니다.
예

현재 라이선스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 license
현재 라이선스를 제거/비활성화합니다.
edt license remove
일련 키 또는 오프라인 라이선스 키를 설정/활성화합니다.
tabcmt license <key>
라이선스 파일 사용을 설정/활성화합니다.
tabcmt license <file path> [--passphrase=<password>]

update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한 옵션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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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현재 업데이트 설정을 표시합니다.
tabcmt update
자동 업데이트 알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tabcmt update --disabled=<true|false>
업데이트를 검색하고 다운로드할 URL을 설정합니다.
tabcmt update --url=<url>
베타 업데이트 표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false로 설정하면 안
정된 릴리스 업데이트만 표시됩니다.
tabcmt update --beta=<true|false>

version
현재 응용 프로그램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tabcmt version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려면 다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l
l
l
l

Content Migration Tool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사용 권한
Explorer 이상의 역할이 있는 Tableau 사이트 사용자 계정
원본 사이트에 대한 통합 문서 보기 및 다운로드/복사본 저장 사용 권한
대상 사이트에 대한 게시 권한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설정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기본 설정이 대부분의 경우에 적합하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Tableau 지원 팀과 작업할 때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 이러한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tent Migration Tool 설정을 보거나 업데이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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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ent Migration Tool를 엽니다.
2. Help > Settings를 클릭합니다. 설정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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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s - Open Log Folder를 클릭하여 로그 위치를 엽니다. 여기에서 로
그를 볼 수 있으며 로그를 Tableau로 보내야 할 경우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로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지원 팀과 작업할 때 로그에 네트워크 추적 정보를 포함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
우 Enable Network Tracing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옵션을 선택 취소하고
Content Migration Tool를 다시 시작할 때까지 적용됩니다.
Security - 암호화 키는 설치할 때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암호화 키를 변경하면
이전 키로 만들어진 내장된 암호가 있는 모든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열 수 없게
됩니다.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마
이그레이션 계획을 공유하려는 경우 도구의 각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암호화
키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Migration Scripts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또는 실행 파일이 포함
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실행하면 경고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파일은 다른 사
용자에 의해 편집될 수 있으므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안전한지 확
인해야 합니다. 이 설정을 켰다가 끄면 콘솔 실행기의 경고 기본 설정도 업데이
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콘솔 실행기 사용을 참
조하십시오.
Tuning - 거의 모든 경우에 설정된 기본값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원 팀과 작
업할 때 이러한 설정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mporary Files - 기본값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시 파일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마이그레이션 중에 콘텐츠가 복사되는 위치입니다. 기본 위치에 마이
그레이션된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Networking - Allow Legacy HTTPS Connections를 선택하면 이전 HTTPS 구성
(예: SSL v3)으로 실행되고 있는 Tableau Server 설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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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작업은 Content Migration Tool이 설치된 컴퓨터에 대한 관리
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로그 파일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는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할 때 로그 파일을 생성합니
다. 이러한 로그 파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모든 Content Migration Tool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Content
Migration Tool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Content Migration Tool 로 그 파 일 위 치
Content Migration Tool 내에서 Content Migration Tool 로그 파일을 찾으려면:
1. Content Migration Tool를 시작합니다.
2. Help 및 Settings를 클릭합니다.

3. Settings 대화 상자에서 Open Log Folder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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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파일이 있는 창이 열립니다.
Tableau 지원 팀과 작업할 때 로그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파일을 압축
하여 보내십시오. Tableau에 로그 파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au
기술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일반적으로 위에 나열된 작업은 컴퓨터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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