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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의 새로운 기능
아래의비주얼리제이션을사용하여 Tableau Prep의새로운기능을살펴보십시오.기능을
클릭하면해당기능에대한상세설명서가포함된링크가있는도구설명이표시됩니다.필
터를탐색하여검색을구체화합니다.데이터를다운로드하여사용자지정된목록을만듭니
다.

l 기능별 검색 대시보드를사용하여제품또는버전의새로운기능목록을보거나기능

이릴리스된시기를탐색합니다. The dashboard currently defaults to Tableau Prep as
the product (which includes Prep Builder and Prep Conductor features) for the version
Tableau Prep Builder.

l Prep업그레이드 대시보드를사용하여업그레이드와관련된기능목록을봅니다.
Tableau Server에흐름을게시하여일정에따라실행하는경우새로운기능중일부를
실행하려면최소 Tableau Server버전이필요합니다.이뷰에는호환성요구사항이있
는기능을빠르게확인할수있도록특정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만들어진흐
름의예약을지원하는최소 Tableau Server버전이나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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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리소스

최신릴리스의새로운기능

현재지원되는버전의새기능에대한요약정보를살펴보십시오.

모든 Tableau Prep릴리스정보 |모든알려진문제 |Windows또는 Mac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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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시작

참고 :버전 2020.4.1부터 Creator도웹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수있습니다.이자습
서는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여설계되었지만몇가지언급된예외를제외하면
웹에서도수행할수있습니다.

이자습서에서는 Tableau Prep에서사용할수있는일반적인작업을소개합니다. Tableau
Prep과함께제공되는샘플데이터집합을사용하여 Sample Superstore에대한흐름을만드
는과정을살펴보겠습니다.이자습서에서는최신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합니
다.이전버전을사용하는경우결과가다를수있습니다.

Tableau Prep으로분석을위한데이터를정리하고변형하는방법을살펴보면서팁과통찰력
을얻어보십시오.

이자습서를계속하기전에 Tableau Prep Builder를설치하려면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배포가이드에서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
Builder설치를참조하십시오.또는무료평가판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샘플 파일

이자습서의작업을완료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를설치해야하며,서버버전 2020.4이
상에서웹작성을사용하도록설정한경우에는웹에서단계를시도할수도있습니다.

컴퓨터에 Tableau Prep Builder를설치한후다음위치에서도샘플파일을찾을수있습니다.

l (Windows)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version>\help\Samples\en_US\Superstore Files

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help/Samples/en_US/Superstore Files

또는이러한링크에서샘플파일을다운로드하고 Samples디렉터리및 South하위디렉터리
를만듭니다.웹에서이자습서를완료하는경우이작업을수행해야합니다.

Samples디렉터리로 다운로드 South하위 디렉터리로 다운로드

l Orders_Central
l Orders_East
l Orders_West
l returns_reasons_new

l Orders_South_2015
l Orders_South_2016
l Orders_South_2017
l Orders_South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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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소개 ...
여러분은대형소매체인의본사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상사가지난 4년간회사의제품별
매출과수익을분석하고싶어합니다.상사에게 Tableau Desktop을사용하는것이좋겠다고
제안합니다.상사는좋은생각이라고판단하고당신에게바로알아보라고지시합니다.

필요한모든데이터를수집하기시작하면서각지역마다데이터를수집하고추적하는방식

이다르다는것을알게됩니다.또한다양한파일에서많은독창적인데이터입력이발견되
었으며한지역에서는매년별도의파일을사용합니다!

Tableau에서데이터분석을시작할수있으려면먼저매우어려운데이터정리를수행해야
하며야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저녁식사를주문하기위해식당메뉴를살펴보다가 Tableau에엄청나게힘든데이터정리
작업에도움이될수있는 Tableau Prep이라는제품이있다는것이기억났습니다.

제품을다운로드하거나무료평가판을등록하고시험적으로사용해보기로했습니다.

1.데이터에 연결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Tableau Prep Builder를열면연결 패널이있는시작페이지
가가장먼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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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려면첫번째단계로데이터에연결하고입력단계를만들어야합니다.입력단계에서
Tableau Prep의워크플로우또는 "흐름"을작성하고계속해서더많은단계를추가하여데이
터에대한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팁 :입력단계는데이터의수집지점이며흐름의시작지점입니다.여러입력단계를사용할
수있으며일부는여러데이터파일을포함할수있습니다.데이터연결에대한자세한내용
은데이터에 연결페이지77을참조하십시오.

서로다른지역의판매데이터파일은서로다른형식으로저장되며, South(남부)지역의주
문은실제로여러파일입니다.연결 패널을확인하면데이터에연결할수있는다양한방법
이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좋습니다!

다른지역은 4년분량의모든데이터에대해하나의파일을사용하고있으므로먼저 South
(남부)의파일을처리하기로결정합니다.

1. 연결 패널에서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2. 파일은 .csv파일이므로연결목록에서텍스트 파일을선택합니다.

3. 파일의디렉터리로이동합니다. Orders South하위디렉터리에서첫번째파일
orders_south_2015.csv를선택한다음열기를클릭하여파일을흐름에추가합니다.
(파일위치에대해서는마무리와 리소스페이지47를참조하십시오.)

첫번째파일에연결하면 Tableau Prep Builder작업영역이열리며,이영역은두가지
기본섹션으로나뉘어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상단에는흐름 패널이있고하단에
는입력 패널이있습니다.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이흐름 패널은데이터와시각적으로상호작용하고
흐름을작성할수있는작업영역입니다.입력 패널에는데이터수집방법에대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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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이포함되어있습니다.또한데이터집합의필드,데이터유형및값예를보여줍
니다.

다음섹션에서이데이터와상호작용할수있는방법을살펴보겠습니다.

팁 :단일테이블인경우 Tableau Prep은흐름에데이터가추가될때흐름 패널에자동
으로입력단계를만듭니다.그렇지않으면끌어놓기를사용하여흐름 패널에테이
블을추가할수있습니다.

4. South(남부)의주문인경우세개의다른파일이있으며조합하는방법은작업하는위
치에따라다릅니다.

Tableau Prep Builder:
a. 각파일을개별적으로추가할수도있지만모든파일을한입력단계로결합하
기싶기때문에입력 패널에서테이블 탭을클릭합니다.

b. 여러 테이블 유니온에대한옵션이표시됩니다.해당옵션을선택합니다.

파일을선택한디렉터리가이미입력되어있고필요한다른파일이입력패널

의포함된 파일 섹션에나열된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팁 :단일데이터원본에서이름과구조가유사한및결합을여러파일과연결하
고결합하려면와일드카드유니온을사용하는것이가장좋습니다.이옵션을
사용하려면파일이동일한상위또는하위디렉터리에있어야합니다.지금당
장필요한파일이보이지않으면검색조건을변경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입
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페이지123을참조하십
시오.

c. 적용을클릭하여이러한파일의데이터를 orders_south_2015입력단계에추
가합니다.

d. 다른지역의파일은모두단일테이블파일이므로모든파일을한번에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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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흐름에추가할수있습니다.

참고 :웹에서는파일을개별적으로만업로드할수있습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현재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와일드카드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하지만 South(남부)의모든파일을포함하고데이터를동일하게처리하려고하므로
파일을결합하는것이합리적입니다.

a. 2단계와 3단계를반복하여 Orders South하위디렉터리의나머지파일을추가
합니다.

b. 유니온단계로파일을결합합니다. (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
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페이지123을참조하십시오.)

i. Orders_South_2016을 Orders_South_2015위로끌고유니온 옵션위
에놓습니다.

ii. Orders_South_2017을새유니온단계위로끌고추가 위에놓습니다.최
종파일에대해이단계를반복합니다.

5. 나머지파일을추가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l 파일탐색기또는 Finder를열고파일의디렉터리로이동합니다.다음과같은파
일을 Ctrl-클릭또는 Cmd-클릭(MacOS)하여선택하고끌어흐름 패널위에놓아
흐름에파일을추가합니다. (파일위치에대해서는마무리와 리소스페이지47
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Software 7

Tableau Prep도움말



l Orders_Central.csv
l Orders_East.xlsx
l Orders_West.csv

참고 :다양한파일유형이있습니다.일부파일유형이표시되지않는경우파
일탐색기또는 Finder가모든파일유형을표시하도록설정되어있는지확인하
십시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l 2단계와 3단계에따라 Orders_Central.csv및 Orders_West.csv를추가합니다.

l 연결 패널에서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Microsoft Excel을클릭하고
Orders_East.xlsx를선택합니다.

작업 확인 : "데이터에 연결"동작을 직접 보십시오 .

이미지를클릭하면재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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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데이터 탐색
이제 Tableau Prep에데이터파일이로드되었으며,모든파일을함께결합하고싶습니다.하
지만작업을수행하기전에먼저데이터파일을살펴보고문제가있는지확인하는것이좋습

니다.

흐름 패널에서입력단계를선택하면데이터를가져오는데사용된설정,포함된필드및값
의미리보기를확인할수있습니다.

이패널은흐름에포함할데이터의양을결정하고원하지않는필드를제거하거나필터링하

기좋은장소입니다.또한잘못할당된데이터유형을변경할수도있습니다.

팁 :대규모데이터집합으로작업하는경우 Tableau Prep은자동으로데이터를샘플링하여
성능을극대화합니다.예상한데이터가보이지않으면샘플을조정해야합니다.이러한조
정은데이터 샘플 탭에서수행할수있습니다.데이터옵션및샘플크기를구성하는것에대
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샘플 크기 설정페이지118을참조하십시오.

흐름 패널에서각단계를선택하고각데이터집합을살펴보면나중에수정할몇가지사항

과지금입력 단계에서수정할수있는한가지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l Orders_West입력단계를선택합니다.

l State(주)필드에서주이름으로약어를사용합니다.다른파일들은전체이름
을사용하므로나중에이문제도수정해야합니다.

l Right_로시작하는많은필드가있습니다.이러한필드는다른필드와중복된
것으로나타납니다.흐름에이러한중복필드를포함하지않으려합니다.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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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바로입력 단계에서수정할수있는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ght_로시작하는모든필드의확인란을선
택취소합니다.이렇게하면 Tableau Prep이해당하는필드를무시하고흐름에
포함시키지않습니다.

팁 :단계에서필드제거와같은정리작업을수행할경우변경내용은변경사
항 패널에서추적되고데이터에수행한동작을추적할수있도록흐름패널에

주석(작은아이콘의형태)이추가됩니다.입력단계의경우각필드에도주석이
추가됩니다.

l 흐름 패널에서 Orders_Central입력단계를클릭하여선택합니다.입력 패널에서
다음과같은문제를확인할수있습니다.

l 주문날짜와배송날짜는월,일및연도에대한필드로구분되어있습니다.
l 일부필드는다른파일의동일한필드와데이터유형이다릅니다.

l Region(지역)에대한필드가없습니다.

이파일을다른파일과결합하려면먼저이러한필드에대한몇가지정리작업을수

행해야합니다.하지만입력 단계에서는이러한수정을할수없기때문에나중에이
작업을수행할수있도록참고사항을남깁니다.

l Orders_East입력단계를선택합니다.

이파일의필드는다른파일과잘일치하는것처럼보입니다.하지만 Sales(매출)값
이모두통화코드를포함하는것같습니다.이문제도나중에수정해야합니다.

이제데이터집합에서몇가지문제요소를식별했으며,다음단계는데이터를더자세히검
토하고발견한모든문제를제거하여데이터를결합및변형할수있게만들고분석에사용

할수있는출력파일을생성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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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 정리
Tableau Prep에서데이터를검토하고정리하는것은반복적인프로세스입니다.작업할데
이터집합을결정했으면다음단계는해당데이터를검토하고다양한정리,변형및결합작
업을적용하여데이터를처리하는것입니다.이러한작업은흐름에단계를추가하여적용합
니다.정리옵션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을참조하십시오.

단계는수행하려고하는작업에따라다양한형태로제공됩니다.예를들어필드에서필터
링,병합,분할,이름바꾸기등과같은정리작업을적용하려는경우언제라도정리단계를
추가합니다.필드를그룹화하여집계하고데이터의세부수준을변경하려면집계단계를추
가합니다.다양한단계유형과해당용도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작성 및 구성페이
지137을참조하십시오.

팁 :흐름에단계를추가하면단계를서로연결하는흐름선이자동으로추가됩니다.이러한
흐름선을이동하고필요에따라제거하거나추가할수있습니다.

흐름을실행할때 Tableau Prep이단계들의연결상태와흐름에서단계가적용되는순서를
파악하려면이러한연결지점이필요합니다.흐름선이누락되면흐름이끊기고오류가발생
합니다.

Orders_Central정리

앞서발견한문제를해결하고다른문제가있는지확인하기위해먼저 Orders_Central입력
단계에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1. 흐름 패널에서 Orders_Central을선택하고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버전에따라이메뉴옵

션은단계 추가 ,정리 단계 추가 또는정리 단계입니다.

l 제안된정리단계(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및웹)를클릭합니다.

흐름에정리단계를추가하면작업영역이변경되고데이터의세부정보가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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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흐름패널, B.툴바, C.프로필패널, D.데이터그리드

이제작업영역이흐름 패널,툴바가있는프로필 패널및데이터 그리드의세부분으
로분할됩니다.

프로필 패널에는데이터의구조가표시됩니다.필드값이구간차원으로요약되므로
관련값을빠르게확인하고이상값과 null값을파악할수있습니다.데이터 그리드에
는필드의행수준세부정보가표시됩니다.

팁 :프로필 패널의각필드는프로필카드에표시됩니다.각카드의기타 옵션 메

뉴(이전버전의드롭다운화살표)를사용하여해당필드유형에사용할수있는다양
한정리옵션을확인하고선택합니다.또한필드값을정렬하거나,데이터유형을변
경하거나,필드에데이터역할을할당하거나,데이터 그리드에서프로필카드와열
을끌어놓아다시정렬할수있습니다.

계산된 필드로 데이터 정리

이데이터집합에는 Region(지역)에대한필드가누락되었습니다.다른데이터집합
에는이필드가있으므로나중에데이터를결합할수있도록필드를추가해야합니

다.이작업을수행하려면계산된필드를사용해야합니다.

2.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

3. 계산에디터에서계산된필드의이름을 Region(지역)으로지정합니다.그런다음
"Central"(따옴표포함)을입력하고저장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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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필드를사용하여데이터를변형할수있는유연성이마음에듭니다. Tableau
Prep이 Tableau Desktop과동일한계산에디터언어를사용한다는것을알게되어서
매우기쁩니다.

팁 :필드와값을변경하면 Tableau Prep왼쪽에있는변경사항 패널에기록됩니다.또
한변경을나타내는아이콘(주석)이흐름의정리단계와프로필 패널의필드에추가
됩니다.추가로변경을수행한후변경사항 패널을살펴볼것입니다.

다음으로분리된주문날짜및배송날짜필드를해결하고싶습니다.분리된필드를결
합하여 Order Date(주문 날짜)및 Ship Date(배송 날짜)라는두단일필드로결합하
고다른데이터집합의동일한필드와일치하게만들고싶습니다.테이블들의필드가
동일한지확인한경우나중에유니온을사용하여테이블을결합할수있습니다.

계산된필드를다시사용하면한번의단계로쉽게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4.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하여 Order Year(주문 연도),Order Month(주
문 월)및 Order Day(주문 일)필드를 "MM/DD/YYYY"형식의단일필드로결합합니
다.

5. 계산에디터에서계산된필드의이름을 Order Date(주문 날짜)로지정합니다.계속
해서다음계산을입력하고저장을클릭합니다.

MAKEDATE([Order Year],[Order Month],[Ord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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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주문날짜에대한새필드를만들었으므로더이상필요하지않은기존필드를

제거하려고합니다.

프로필 패널에많은필드가있습니다.툴바오른쪽상단에검색 상자가있습니다.이
상자를사용하면제거하려는필드를빨리찾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이기능을시
험해보기로결정합니다.

6. 프로필 패널의검색상자에 Order(주문)를입력합니다.

Tableau Prep의뷰에서이름에 Order(주문)가있는모든필드가빠르게스크롤됩니
다.멋집니다!

7. Ctrl+클릭또는 Cmd-클릭(MacOS)하여 Order Year(주문 연도),Order Month(주문
월)및 Order Day(주문 일)에대한필드를선택합니다.선택한필드를마우스오른쪽
단추로클릭하고메뉴에서제거(이전버전의필드 제거)를선택하여필드를제거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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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위의 4~7단계반복하여 Ship Date(배송 날짜)에대한단일필드를만듭니다.혼
자서시도해보거나아래단계를사용하여도움을받으십시오.

l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하여 Ship Year(배송 연도), Ship
Month(배송 월)및 Ship Day(배송 일)필드를 "MM/DD/YYYY"형식의단일필
드로결합합니다.

l 계산된필드의이름을 Ship Date(배송 날짜)로지정하고 MAKEDATE([Ship

Year],[Ship Month],[Ship Day])계산을입력합니다.그런다음저장
을클릭합니다.

l Ship Year(배송 연도), Ship Month(배송 월)및 Ship Day(배송 일)필드를제
거합니다.필드를검색해선택하고메뉴에서제거(이전버전의필드 제거)를
선택하여필드를제거합니다.

팁 : Tableau Prep은프로필패널에있는데이터를구간차원으로요약하여빠르게데이
터의모양을확인하고,이상값을찾고,필드간의관계를파악할수있도록도와줍니
다.

이시나리오에서주문및배송날짜는이제연도별로요약할수있습니다.각구간차원
은 1년(시작연도의 1월부터다음연도의 1월까지)을나타내며연도에따라레이블이
지정됩니다. 2018년과 2019년의후반부에해당하는판매날짜와배송날짜가있기때
문에종료연도가각각 2019년과 2020년인레이블이지정된데이터에대한구간차원
을얻게됩니다.

이뷰를실제날짜로변경하려면프로필카드에서기타 옵션 메뉴(이전버전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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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세부 정보를선택합니다.

필드를 사용하여 직접 상호 작용하여 데이터 정리

데이터가멋지게보이기시작했습니다.하지만주문및배송날짜에대한불필요한
필드를제거한후 Discounts(할인)필드에몇가지문제가있음을알게됩니다.

l 이필드에는숫자(실수)데이터유형이아니라문자열 데이터유형이할당되
었습니다.

l 할인이없는경우필드값이숫자값이아니라 None입니다.

이로인해파일을결합할때문제가발생하므로문제를해결하는것이좋습니다.

9. 검색을지우고검색상자에 disc를입력하여필드를찾습니다.

10. Discounts(할인)필드를선택하고,필드값 None을두번클릭하고,필드값을숫자
값 0으로변경합니다.

11. Discount(할인)필드의데이터유형을문자열에서숫자(실수)로변경하려면 Abc를
클릭하고드롭다운메뉴에서숫자(실수)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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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지막으로이단계에서수행한작업을쉽게추적할수있도록단계에이름을지정합
니다.흐름 패널에서단계이름 Clean 1(정리 1)을두번클릭하고 Fix dates/field
names(날짜 /필드명 수정)를입력합니다.

변경 검토

이데이터집합을많이변경했기때문에수행한작업이기억나지않을지모른다는걱정이들

기시작합니다.작업을살펴볼때프로필 패널왼쪽에서변경 열을볼수있습니다.

화살표를클릭하면열이열리며방금수행한모든변경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목록에서
변경을스크롤하면변경을삭제하거나편집할수있으며변경을이동하여변경을수행한순

서를바꿀수도있습니다.

흐름을작성할때어떤단계에서수행한변경도쉽게찾을수있고이러한변경의순서를실

험하여데이터를최대한활용할수있다는점이마음에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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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확인 : "Orders_Central정리"동작을 직접 보십시오 .

이미지를클릭하면재생됩니다 .

이제한파일을정리했습니다.다른파일을살펴보고해결해야할다른문제를확인합니다.

다음에는 Orders_East에대한 Excel파일을살펴보기로결정했습니다.

Orders_East정리

Orders_East파일의필드를살펴보면 Sales(매출)필드를제외한대부분의필드는다른
파일과일치하는것처럼보입니다.더자세히살펴보고해결해야할다른문제가있는지확
인하기위해 Orders_East입력단계에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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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름 패널에서 Orders_East를선택하고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버전에따라이메뉴옵

션은단계 추가 ,정리 단계 추가 또는정리 단계입니다.
l 제안된정리단계(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및웹)를클릭합니다.

Sales(매출)필드를살펴보면 USD통화코드가매출숫자에포함되어있고 Tableau
Prep은이러한필드값을문자열로해석했다는것을금방확인할수있습니다.

정확한매출데이터를얻으려면이필드에서통화코드를제거하고데이터유형을변

경해야합니다.

데이터유형을수정하는것은쉬우며,이미작업을수행하는방법을알고있습니다.하
지만매출데이터에는 2,000개이상의고유행이있으며통화코드를제거하기위해모
든개별행을수정하는것은번거로울수있습니다.

하지만 Tableau Prep을사용하고있으므로드롭다운메뉴를확인하여이상황을해결
하는옵션이있는지살펴보기로결정합니다.

Sales(매출)필드의기타 옵션 (이전버전의드롭다운화살표)을클릭하면정리 메

뉴옵션이표시되고그아래에문자를제거하는옵션이있습니다.해당옵션을사용하
여어떤작업이수행되는지확인하기로결정합니다.

2. Sales(매출)필드를선택합니다.기타 옵션 메뉴(이전버전의드롭다운화살표)를

클릭하고정리 >문자 제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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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네요!이정리옵션은모든필드에서통화코드를즉시제거했습니다.이제데이
터유형을문자열에서숫자(실수)로변경하기만하면되며이파일은양호해보입니
다.

3. Sales(매출)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하고드롭다운목록에서숫자(실수)를선택
하여데이터유형을변경합니다.

4. 파일의다른부분은매우좋아보입니다.작업을추적할수있도록정리단계에이름
을지정합니다.예를들어데이터 유형 변경으로지정합니다.

다음으로,Orders_West의마지막파일을살펴보고수정해야하는다른문제가있는지확
인합니다.

Orders_West정리

Orders_West파일의필드를살펴보면대부분의필드가다른파일과일치하는것으로보이
지만 States(주)필드에주이름대신약어가값으로사용되었다는것을기억하고있습니
다.이파일을다른파일과결합하려면이문제를해결해야합니다.따라서 Orders_West입
력단계에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1. 흐름 패널에서 Orders_West를선택하고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l 제안된정리단계(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및웹)를클릭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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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롤하거나검색을사용하여 State(주)필드를찾습니다.

모든주이름값에약어가사용된것을확인합니다.이필드에는 11개의고유값만있
습니다.값을하나씩수동으로변경할수있지만 Tableau Prep에는이작업을수행하
는다른방법이있지않을까요?

필드의기타 옵션 메뉴(이전릴리스의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값 그룹화(이

전버전의그룹화및바꾸기)라는옵션을확인합니다.이옵션을선택하면여러옵션이
표시됩니다.

l 수동선택

l 발음

l 공통문자

l 맞춤법

주이름은같은발음이없고맞춤법이올바르며동일한문자를공유하지않으므로수

동 선택 옵션을사용해보기로합니다.

팁 :필드명이나필드값을두번클릭하여단일값을편집할수있습니다.다중값을편
집하려면모든값을선택한다음마우스오른쪽단추클릭메뉴옵션값 편집을사용

하면됩니다.하지만하나이상의값을특정값에매핑하려면드롭다운메뉴의값 그
룹화 옵션을사용합니다.
값편집및그룹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필드 값 편집페이지232을참조하십시오.

3. State(주)필드를선택합니다.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값 그룹화(이전버전의
그룹화및바꾸기) >수동 선택을선택합니다.

Tableau Software 21

Tableau Prep도움말



두개의열로구성된카드가열립니다. 이것이값 그룹화 에디터입니다.왼쪽열에는
현재필드값이표시되고오른쪽열에는왼쪽에있는필드에매핑할수있는필드가

표시됩니다.

주약어를완전한철자의주이름에매핑하고싶지만 Orders_West데이터집합에해
당값이없습니다.이름을직접편집할수있다면값을추가할수도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이들어시험해보기로합니다.

4. 왼쪽패널의값 그룹화 에디터에서 AZ를두번클릭하여값을하이라이트하고
Arizona를입력합니다.그런다음 Enter 키를눌러변경내용을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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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값 Arizona에대한매핑된값이만들어지고자동으로이전값 AZ가새값에매핑됩
니다.이러한값에대해매핑된관계를설정하면이지역에서이와같이입력된데이터
를추가로가져올경우시간을절약할수있습니다.

팁 :데이터샘플에없는필드값을추가하여데이터를구성하는매핑관계를설정할수
있습니다.데이터원본을새로고치고새데이터가추가되면각값을수동으로수정하
는대신새데이터를매핑에추가할수있습니다.

데이터샘플에없는값을수동으로추가하면값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값에빨간색

점이표시됩니다.

5. 이단계를반복하여각주이름의완전한철자버전으로매핑하십시오.

약어 주 이름

AZ Arizona

CA California

CO Colorado

ID Idaho

MT Mon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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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NewMexico

NV Nevada

OR Oregon

UT Utah

WA Washington

WY Wyoming

그런다음완료를클릭하여값 그룹화 에디터를닫습니다.

모든주를매핑한후변경사항 패널을살펴보면 11개항목대신 1개항목만있다는
것을알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이필드에대한유사한동작을함께그룹화했습니다.나중에데이터집
합에대해수행한변경을더쉽게찾을수있기때문에이기능이마음에듭니다.

State(주)필드값을수정한것은여기서수행해야했던유일한변경입니다.

6. 작업을추적할수있도록정리단계에이름을지정합니다.예를들어 Rename states
(주 이름 바꾸기)를지정합니다.

파일에서많은정리를수행했으며너무나빠르고쉽기때문에믿을수없을지경입니다.저
녁식사를집에서할수있을것같습니다!지금까지한작업이손실되지않도록흐름을저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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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웹에서작업하는경우작업중에변경사항이자동으로저장되어초안흐름이만
들어집니다.초안의이름을지정하려면초안제목을클릭합니다.웹에서작성하는것
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파일 >저장 또는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클릭합니다.파일을흐름파일(.tfl)로저장
하고이름을지정합니다.예를들어 My Superstore(내 대형슈퍼)로지정합니다.

팁 :흐름파일을저장할때흐름파일(.tfl)로저장하거나로컬데이터파일과함께패키지화하
여다른사람과흐름및파일을공유할수있도록패키지파일(.tflx)로저장할수있습니다.흐
름저장및공유에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참조하십시오.

4.데이터 결합
이제모든파일이정리되었으므로마침내모든파일을결합할준비가되었습니다.

모든파일에유사한필드가있기때문에정리작업을수행한후모든행을단일테이블로모

으려면테이블을유니온해야합니다.

유니온 이라고하는단계옵션이있다는것이기억나지만단순히단계를끌어놓기로유니

온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시험해확인해보기로합니다.

데이터 유니온

1. 작업하는위치에대한단계를따르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

l 흐름 패널에서 Rename states(주 이름 바꾸기)정리단계를 Changed data
type(변경된 데이터 유형)단계로끌어와유니온 옵션위에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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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유니온 단계가흐름에추가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좋습니다!이제이
유니온에도다른파일을추가하고싶습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l 흐름 패널에서 Rename states(주 이름 바꾸기)정리단계를앞서 South(남
부)파일에대해만든유니온단계위로끌어와추가 옵션위에놓습니다.

Tableau Prep이이전유니온에새파일을추가한것을알수있습니다.좋습니
다!이제이유니온에도다른파일을추가하고싶습니다.

2. 흐름의다음정리단계를유니온 단계로끌어온다음추가 위에놓아기존유니온에
단계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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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머지단계(Tableau Prep Builder에서작업하는경우 orders_south_2015입력단계
또는웹에서작업하는경우사용중인정리단계)를새유니온 단계로끌어옵니다.추
가 위에놓아기존유니온에단계를추가합니다.

이제모든파일이단일테이블로결합됩니다.흐름 패널에서새유니온 단계를선택하
여결과를확인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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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가자동으로동일한이름과유형을가진필드를일치시켰다는것을알수있
습니다.

또한흐름의단계에할당된색상이유니온프로필에서필드의출처를나타내는데사

용되며각필드의상단에색상 구간이나타나해당필드가해당테이블에존재하는

지여부를표시합니다.

테이블 이름이라는새필드가유니온에있는모든행의출처에해당하는테이블을

나열하는목록에추가되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일치하지않은필드의목록이요약패널에도표시되므로 Product(제품)및
Discounts(할인)필드가 Orders_Central파일에만나타난다는것을즉시확인할수
있습니다.

4. 이러한필드를자세히살펴보려면결과 유니온 패널에서일치하지 않은 필드만 표
시 확인란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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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데이터를살펴보면데이터가동일하지만필드명이다른것을금방확인할수있

습니다.간단히필드명을바꾸면되지만이러한필드를끌어놓기로병합할수있는지
여부가궁금합니다.시험해확인해보기로합니다.

5. Product(제품)필드를선택하고 Product Name(제품 이름)필드에끌어놓아필드를
병합합니다.필드가병합되면더이상패널에나타나지않습니다.

6. 이단계를반복하여 Discounts(할인)필드를 Discount(할인)필드에병합합니다.

이제일치하지않는유일한필드는 File Paths(파일 경로)필드입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이필드는 South(남부)의판매주문에대해수행한와일드카드유니온의
파일경로를보여줍니다.이필드는유용한정보를제공하므로유지하기로결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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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유니온후에일치하지않은필드를수정할때여러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이가능한일치항목을감지하면노란색으로하이라이트합니다.필드를

병합하려면하이라이트된필드를마우스오버하고나타나는더하기 단추를클릭

합니다.

유니온에서필드를병합하는다른방법에대해서는일치하지 않는 필드 수정페이

지318을참조하십시오.

7. 일치하지 않은 필드만 표시 확인란을선택취소하여유니온에포함된모든필드를
표시합니다.

8. 유니온단계에이유니온이포함하는작업을나타내는이름을지정합니다.예를들어
All orders(모든 주문)를지정합니다.

작업 확인 : "데이터 유니온"동작을 직접 보십시오 .

이미지를클릭하면재생됩니다 .

이제정리천재가되실수있습니다!결과에감탄하고있을때상사의전화가옵니다.상사
는분석에모든반품을포함하라고지시하는것을잊었습니다.이때문에큰문제가되지않
기를바라고있습니다.도구로 Tableau Prep을사용하고있으므로전혀문제가되지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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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데이터 정리

상사가보낸반품에대한 Excel파일을살펴보니다소지저분해보입니다.새파일 return_
reasons new를흐름에추가하고자세히살펴봅니다.

1. 연결 패널에서연결 추가를클릭합니다.Microsoft Excel을선택하고이연습에서사
용한샘플데이터파일로이동합니다. (파일을다운로드하려면샘플 파일페이지3을
참조하십시오.)

2. return reasons_new.xlsx를선택한다음열기를클릭하여파일을흐름패널에추가
합니다.

이파일에서흐름에포함할필드는 Order ID(주문 ID), Product ID(제품 ID),Return
Reason(반품 이유)및 Notes(메모)의네개필드뿐입니다.

3. returns_new에대한입력 패널에서맨왼쪽열상단에있는확인란을선택취소하여
모든확인란을선택취소합니다.그런다음 Order ID(주문 ID), Product ID(제품 ID),
Return Reason(반품 이유)및 Notes(메모)필드에대한확인란을선택합니다.

4. 이입력에포함된데이터를더정확하게나타내도록입력단계의이름을변경합니다.
흐름 패널에서입력단계이름 Returns_new를두번클릭하고 Returns (all)(반품(전
체))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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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필드값을살펴보면 Notes(메모)필드에많은다양한데이터가결합되어있는
것처럼보입니다.

이데이터를사용하여후속작업을수행하려면먼저이파일에서수행할몇가지정리

작업이있기때문에정리단계를추가하여파일을확인합니다.

5. 흐름 패널에서 Returns (all)(반품(전체))입력단계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이

나제안된정리단계를클릭하여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프로필 패널에서 Notes(메모)필드의크기를조정하여항목이더잘보이게만듭니
다.이렇게하려면필드의오른쪽맨위를클릭하고오른쪽으로끕니다.

6. Notes(메모)필드에서필드값오른쪽에있는시각적스크롤막대를사용하여값을
검사합니다.

문제가되는몇가지사항을확인했습니다.

l 일부항목에불필요한공백이있습니다.이로인해필드가 null값으로읽힐수
있습니다.

l 승인자이름이반품메모항목에포함된것으로보입니다.이데이터로더쉽게
작업할수있도록해당정보를별도의필드에표시하고싶습니다.

후행공백을제거하는정리옵션이있다는것을기억하기때문에이옵션을사용하여

불필요한공백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알아보기로결정했습니다.

7. Notes(메모)필드를선택합니다.기타 옵션 메뉴(이전릴리스의드롭다운화살

표)를클릭하고정리 >공백 잘라내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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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입니다!원했던것과정확히일치하는작업이수행되었습니다.불필요한공백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승인자이름에대해별도의필드를만들려고합니다.메뉴에값 분할 옵션이
있으므로해당옵션을사용하기로결정했습니다.

8. Notes(메모)필드를선택합니다.기타 옵션 메뉴(이전릴리스의드롭다운화살표)

를클릭하고값 분할 >자동 분할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원하는작업을정확하게수행했습니다.즉,반품메모와승인자이름이별도
의필드로자동분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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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Tableau Prep은이러한필드에자동으로이름을할
당했습니다.따라서새필드명을의미있는이름으로변경해야합니다.

9. Notes-Split 1(메모-분할 1)필드를선택합니다.필드명을두번클릭하고 Return
Notes(반품 메모)를입력합니다.

10. 두번째필드에대해이단계를반복하여필드명을 Approver(승인자)로변경합니다.

11. 마지막으로,더이상필요하지않은원래 Notes(메모)필드를제거합니다.Notes(메

모)필드를선택하고기타 옵션 메뉴(이전버전의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한다

음메뉴에서제거(이전버전의필드 제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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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Approver(승인자)필드를살펴보면필드값에동일한이름들이나열되지만서로
다르게입력되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이러한이름을그룹화하여동일한값의여
러변형을제거하고싶습니다.

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및바꾸기)옵션이도움이되지않을까요?

공통 문자에대한옵션이있다는것이기억납니다.이러한값들은동일한문자를공유
하므로이옵션을사용해보기로결정합니다.

12. Approver(승인자)필드를선택합니다.기타 옵션 메뉴(이전버전의드롭다운화

살표)를클릭하고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및바꾸기) >공통 문자를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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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옵션은각이름의모든변형을자동으로그룹화합니다.정확하게원하는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다른이름을확인하여그룹화가제대로되었는지확인한후완료를클릭하여값 그

룹화 에디터를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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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일은매우좋아보입니다.

13. 작업을추적할수있도록정리단계에이름을지정합니다.예를들어 Cleaned notes
(정리된 메모)를지정합니다.

이제반품데이터가모두정리되었으므로이데이터를유니온된파일의주문데이터에추가

하려고합니다.하지만이러한필드중많은수가유니온된파일에존재하지않습니다.이러
한필드(데이터의열)를유니온된데이터집합에추가하려면조인을사용해야합니다.

데이터 조인

데이터를조인할때파일에공통되는필드가적어도하나는있어야합니다.파일이 Order ID
(주문 ID)및 Product ID(제품 ID)필드를공유하므로이러한필드를조인하여해당필드가
공통적으로있는모든행을표시할수있습니다.끌어놓기를사용하여유니온을만들때조
인을만드는옵션이기억나므로해당옵션을사용해봅니다.

1. 흐름 패널에서 Cleaned notes(정리된 메모)단계를 All orders(모든 주문)유니온
단계위로끌고조인에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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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조인하면조인결과가 Tableau Prep의조인 프로필에표시됩니다.

조인작업이까다로울수있습니다.파일을조인하는데사용되는필드,결과에포함
된행수및포함되지않거나 Null값인필드와같이조인에포함된요소를명확하게보
고싶을때가많습니다.

Tableau Prep에서조인결과를검토하면서많은정보와상호작용을손쉽게활용할
수있다는것을알게되어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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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조인프로필의맨외쪽패널에서조인을탐색하고상호작용할수있습니다.조인
절 패널에서직접값을편집하고조인 결과 패널에서정리작업을수행할수도있습니

다.

조인 유형 다이어그램을클릭하여다른조인구성을시도하고조인 결과 요약 섹션

에서각테이블에대해조인에포함되거나제외된행수를확인합니다.

적용된조인절섹션에서조인하려는필드를선택하거나조인절권장사항섹션에서

제안된조인절을추가합니다.

조인작업에대해자세한내용은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페이지307을참조
하십시오.

All Orders(모든 주문)파일에서 13,000개이상의행이제외되었다는것을알수있습
니다.조인을만들었을때 Tableau Prep이자동으로 Product ID(제품 ID)필드를조인
했지만 Order ID(주문 ID)필드도조인하고싶었습니다.

조인프로필의왼쪽패널을살펴보면 Order ID(주문 ID)가권장조인절목록에있으
므로해당필드를빠르게추가할수있습니다.

2. 조인 프로필의왼쪽패널에있는조인 절 권장 사항 섹션에서 Order ID = Order ID를

선택하고더하기 단추를클릭하여조인절을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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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유형이 Inner조인(Tableau Prep의기본설정)으로설정되어있으므로조인은
두파일에모두존재하는값만포함합니다.하지만 Orders(주문)파일의모든데이터
와함께해당파일의반품데이터도사용하고싶습니다.따라서조인유형을변경해
야합니다.

3. 조인 유형 섹션에서다이어그램의측면을클릭하여모든주문을포함합니다.아래
예에서다이어그램의왼쪽을클릭하여조인유형을 Left조인으로변경하고 All
orders(모든 주문)유니온단계의모든데이터및 Cleaned notes(정리된 메모)단
계에서일치하는데이터를포함합니다.

이제판매주문파일의모든데이터와해당주문에적용된모든반품데이터를사용할

수있습니다.조인 절 패널을검토하여다른파일에존재하지않는고유값을확인합
니다.

예를들어해당하는반품데이터가없는많은주문행(빨간색으로표시됨)이있습니
다.조인과관련된세부수준을탐색할수있는기능이마음에듭니다.

Tableau Desktop에서이데이터를분석하고싶지만그렇게하기전에조인의몇가지
결과를정리해야합니다.다행스러운점은작업방법을알고있다는것입니다!

팁 :데이터가충분하게정리되었는지궁금하십니까? Tableau Prep Builder에서는흐
름의아무단계에서나 Tableau Desktop의데이터를미리보고확인할수있습니다.

흐름 패널에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메뉴에서 Tableau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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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미리 보기를선택하면됩니다.

데이터를시험해볼수있으며 Tableau Desktop에서수행한모든변경내용은 Tableau
Prep Builder의데이터원본에기록되지않습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에
서 흐름 출력 보기페이지334를참조하십시오.

4. 조인결과의정리를시작하기전에조인 단계의이름을 Orders+Returns(주문+반품)
로지정하고흐름을저장합니다.

조인 결과 정리

참고 :조인에서필드를정리하려면조인단계에서직접정리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
다.이자습서에서는정리작업을명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이러한단계를조인단계에서직접수행하려면아래의 1단계및 3단계를건너뛰십시
오.

두단계를조인할때공통필드 Order ID(주문 ID)및 Product ID(제품 ID)가두테이블모두에
추가되었습니다.

모든주문의 Product ID(제품 ID)필드와반품파일의 Order ID(주문 ID)필드를유지하고이러
한파일에서발생한중복필드를제거하고싶습니다.또한출력파일에서 File Paths(파일
경로)및 Table Names(테이블 이름)필드는필요하지않으므로이러한필드로제거하고
싶습니다.

팁 :두파일에모두존재하는필드를사용하여테이블을조인하면 Tableau Prep이두필드를
모두가져오고두번째파일의중복되는필드명에 "-1"또는 "-2"를추가하여필드명을바꿉니
다.예를들어 Order ID(주문 ID)및 Order ID-1(주문 ID-1)이사용됩니다.

1. 흐름 패널에서 Orders+Returns(주문+반품)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

다음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2. 프로필 패널에서다음과같은필드를선택하여제거합니다.

l Table Names(테이블 이름)

l Order ID(주문 ID)

l File Paths(파일 경로)(Tableau Prep Builder만해당)

l Product ID-1(제품 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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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rder ID-1필드의필드명을 Order ID(주문 ID)로바꿉니다.

제품이반품되었지만반품메모나승인자가지정되지않은경우에는꽤많은 null값
이있습니다.이데이터를더쉽게분석할수있도록제품이반품되었는지여부를나
타내는 Yes(예)및 No(아니요)값이있는필드를추가하고싶습니다.

이필드가없지만계산된필드를만들어필드를추가할수있습니다.

4.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

5. 필드이름을 Returned?(반품?)로지정하고다음계산을입력한후저장을클릭합니
다.

If ISNULL([Return Reason])=FALSE THEN "Yes" ELSE "No"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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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위해주문을배송하는데걸리는일수를알고싶지만해당필드도없습니다.

이필드를만드는데필요한모든정보가있으므로또다른계산된필드를추가하여필

드를만듭니다.

6.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

7. 필드이름을 Days to Ship(배송 기간)으로지정하고다음계산을입력한후저장을
클릭합니다.

DATEDIFF('day',[Order Date],[Ship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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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계이름을 Clean Orders +Returns(주문+반품 정리)로지정합니다.

9. 흐름을저장합니다.

5.흐름 실행 및 출력 생성
데이터가양호한상태로보이며 Tableau Desktop에서분석을시작하기위해출력파일을
생성할준비가되었습니다.수행해야할작업은흐름을실행하고추출파일을생성하는것
입니다.이작업을수행하려면출력 단계를추가해야합니다.

작업하는위치에따라흐름을파일(Tableau Prep Builder만해당),게시된데이터원본또는
데이터베이스로출력할수있습니다.

1. 흐름 패널에서 Clean Orders+Returns(주문+반품 정리)를선택하고더하기 아

이콘을클릭한후출력(이전버전의출력 추가)을선택합니다.

출력단계를추가하면출력 패널이열리고데이터스냅샷이표시됩니다.여기에서생
성하려는출력유형을선택하고파일이름과파일을저장할위치를지정할수있습니

다.

기본위치는내 Tableau Prep Builder리포지토리의데이터원본폴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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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하는위치에따라왼쪽패널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에서다음중하나를수
행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a. 파일(이전버전에서는파일에 저장)을선택합니다.
b. 찾아보기 단추를클릭하고추출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파일의
이름(예:Orders_Returns_Superstore)을입력한다음동의를클릭합니다.

c. 출력 유형 필드에서출력유형을선택합니다. Tableau Desktop의경우 Tableau
데이터추출(.hyper)또는제3자와추출을공유하려는경우쉼표로구분된값
(.csv)을선택합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a.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선택합니다.
b. 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

c. 파일의이름을입력합니다(예:Orders_Returns_Superstore).

팁 :흐름에서출력을생성할때선택할수있습니다.추출파일을생성하거나(Tableau
Prep Builder만해당),데이터를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데이터원본으로
게시하거나,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에쓸수있습니다.출력파일생성에대한자세한
내용은데이터 추출 파일 만들기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페이지335을참조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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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쓰기 옵션 섹션에서새데이터를파일에쓰는옵션을확인합니다.기본값(테이블 만
들기)을사용하고테이블을흐름출력으로대체하려고하므로여기서바꿀것은없
습니다.

팁 :버전 2020.2.1부터흐름데이터를테이블에다시쓰는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
다.두가지옵션(테이블 만들기 또는테이블 추가)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기
본적으로 Tableau Prep은테이블 만들기 옵션을사용하며흐름이실행될경우테이
블데이터를새데이터로덮어씁니다.테이블 추가를선택하면 Tableau Prep이흐름
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하므로각흐름실행의새데이터와기록데이터를모두

추적할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쓰기 옵션 구성페이지358을참조하십시오.

4. 출력패널에서흐름 실행을클릭하거나흐름패널에서흐름 실행 단추를클릭하

여출력을생성합니다.

참고 :웹에서작업하는경우게시를클릭하여초안흐름을게시합니다.게시된
흐름만실행할수있습니다.

5. 흐름실행이끝나면상태대화상자에흐름이성공적으로실행되었는지여부와실행
에걸린시간이표시됩니다.완료를클릭하여대화상자를닫습니다.

웹에서작업하는경우탐색 >모든 흐름 페이지로이동하여흐름을찾습니다.흐름
개요페이지에서흐름실행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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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려면흐름을수동으로실행하거나명령줄을사용할수

있습니다. Data Management가있고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한경
우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할수도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및웹에서는흐름이실행될때마다모든데이
터를새로고치거나,아니면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고매번새데이
터만처리하도록선택할수있습니다.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항목을참조하십시오.
l 명령줄에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
l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페이지401
l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

마무리와 리소스
당신은데이터준비전문가입니다!지저분한데이터를가져와쉽게변환했습니다!매우빠
르게여러데이터집합의데이터를정리하고준비했으며간결하고명확한데이터집합으로

변환했습니다.이제이데이터집합을사용하여 Tableau Desktop에서분석을수행할수있습
니다.

더많은연습을원하십니까?다음위치에서찾을수있는데이터파일을사용하여
Superstore의나머지샘플흐름을만들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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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Orders_South_2015
l Orders_South_2016
l Orders_South_2017
l Orders_South_2018
l Orders_Central
l Orders_East
l Orders_West
l returns_reasons_new
l Quota

Tableau Prep Builder를설치한후컴퓨터의다음위치에서파일을찾을수도있습니다.

l (Windows)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version>\help\Samples\en_US\Superstore Files

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help/Samples/en_US/Superstore Files

더많은교육을원하십니까? Tableau Prep Builder에대한교육비디오를확인하거나유용
한리소스를참조하거나오프라인교육 과정에참여하십시오.

여기서다룬주제에대한자세한정보가필요하십니까? Tableau Prep온라인도움말에서
다른주제를확인해보십시오.

Tableau Prep정보
Tableau Prep Builder는 Tableau제품군에포함된도구로,데이터를쉽고직관적으로준비
할수있도록설계되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여 Tableau에서분석할데이
터를결합하고변형하고정리하십시오.

참고 : Tableau Prep버전 2019.1.2의이름이 Tableau Prep Builder로변경되었으며,이
제데스크톱응용프로그램을나타냅니다.버전 2020.4부터 Creator도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흐름을만들고편집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사용
다양한파일,서버또는 Tableau추출의데이터에연결하는것부터시작합니다.여러데이
터원본의데이터에연결하고데이터를결합합니다.끌어놓기또는두번클릭을통해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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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을흐름패널에배치한다음가능한경우흐름단계를추가하고필터,분할,이름바꾸기,
피벗,조인,유니온등과같은친숙한작업을사용하여데이터를정리하고변형합니다.

이프로세스의각단계는사용자가생성하고제어하는흐름도에서시각적으로표현됩니다.
Tableau Prep이각작업을추적하므로흐름의어느지점에서든작업을확인하고변경을수
행할수있습니다.

흐름을완성했으면실행하여전체데이터집합에작업을적용합니다.

Tableau Prep은다른 Tableau제품에서원활하게작동합니다.흐름의어느시점에서든데이
터추출을만들거나데이터원본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거나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흐름을게시하여웹에서계속편집하거나일정에따라
데이터를새로고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내에서직접 Tableau Desktop을열어
데이터를미리볼수도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설치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
드에서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 Builder설치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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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 Tableau Prep Builder작동 방식 보기

사용할준비가되었습니까?시작 페이지에서샘플흐름중하나를클릭하여단계를탐색하
고실험해보거나, Tableau Prep Builder시작페이지3실습형자습서를사용하여흐름을
만드는방법을알아보거나,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여생활 속 시나리오페이지422
중하나를따라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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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흐름에사용된샘플데이터파일은다음위치에서찾을수있습니다.

l (Windows) C:\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version>\help\Samples\en_US

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help/Samples/en_US

Tableau Prep Builder가데이터를최적화하여성능을향상시키는방식에대해자세히알아보
려면 Tableau Prep작동원리(영문)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과 Tableau Prep이제공
하는다양한특징및기능에대해자세히알아보려면이가이드의항목을검토하십시오.

Tableau Prep작업 영역 둘러보기

Tableau Prep작업영역은데이터원본에연결하는연결 패널(1)과데이터상호작용및탐
색을도와주는세가지조정된영역으로구성됩니다.

l 흐름 패널(2):데이터를준비할때작업단계의시각적표현입니다.여기에서단계를
추가하여흐름을작성합니다.

l 프로필 패널(3):데이터샘플에포함된각필드의요약입니다.데이터의모양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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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이상값과 null값을빠르게찾아보십시오.

l 데이터 그리드(4):데이터의행수준세부정보입니다.

데이터에연결하여흐름작성을시작한후흐름 패널에서단계를추가합니다.이러한단계
는데이터구조를들여다보는렌즈의역할을할뿐만아니라데이터에적용되는작업을요

약하여보여줍니다.각단계는흐름의일부로정의한모든작업의서로다른범주를나타냅
니다.

연결 패널 (1)

작업영역의왼쪽에는연결된데이터베이스및파일을보여주는연결 패널이있습니다.하
나이상의데이터원본에대한연결을추가한다음작업하려는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

놓습니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연결페이지77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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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영역에서더많은공간을사용하려면연결 패널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흐름 패널 (2)

작업영역상단에는흐름 패널이있습니다.여기에서흐름을작성합니다.데이터에연결하
고데이터정리,변형및결합을수행하면흐름 패널에단계가나타나고상단을따라왼쪽에
서오른쪽으로정렬됩니다.이러한단계는적용되는작업의종류,작업의순서및작업이데
이터에미치는영향을알려줍니다.예를들어,조인단계는적용한조인유형,조인절,권장
조인절및조인에포함된테이블의필드를보여줍니다.

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아흐름을시작합니다.이패널에서다른데이터집합을추가
하고,데이터를피벗하고,데이터를유니온하거나조인하고,집계를만들고,파일(.hyper,
.csv, .xlsx), Tableau에서사용할수있는게시된데이터원본,데이터베이스또는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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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tics로흐름출력을생성할수있습니다.출력파일에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Tableau Desktop에있는동안데이터를변경하는경우(예:필드명바꾸기,데이
터유형변경등)이러한변경사항은 Tableau Prep Builder에다시기록되지않습니다.

프로필 패널 (3)

작업영역중앙은프로필 패널입니다.프로필 패널은특정시점에서흐름의데이터구조를
보여줍니다.데이터의구조는데이터에서수행하려는작업또는흐름 패널에서선택한단
계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표시될수있습니다.

프로필 패널의상단에는흐름의각단계에서수행할수있는정리작업을보여주는툴바가

있습니다.프로필 패널에있는각카드에는옵션메뉴도표시되는데,이메뉴를사용하여
데이터에대해수행할수있는다양한작업을선택할수있습니다.

예:

l 필드의검색,정렬및분할

l 값필터,포함또는제외

l null값찾기및수정

l 필드명바꾸기

l 값그룹화또는빠른정리작업을사용하여데이터입력오류정리

l 자동데이터구문분석을사용하여데이터유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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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하는위치에필드열을끌어놓아필드열순서다시정렬

프로필카드에서하나이상의필드값을선택하고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
릭(MacOS)하여값을유지또는제외하거나,선택한값을그룹화하거나,값을 Null로대체하
는추가옵션을표시합니다.

Tableau Prep은사용자가수행한변경사항을추적하여순서대로유지하므로필요한경우
언제든지이전단계로돌아가서변경사항을검토하거나편집할수있습니다.끌어놓기를
사용하여목록에서작업의순서를조정함으로써서로다른순서로변경사항을시험하고적

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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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의오른쪽상단에있는화살표를클릭하여변경사항 패널을확장하거나축소하면프

로필 패널에서데이터작업에사용할수있는공간을확보할수있습니다.

데이터에정리작업을적용하는방법에대해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

지211을참조하십시오.

데이터 그리드 (4)

작업영역하단에는데이터의행수준세부정보를보여주는데이터 그리드가있습니다.
데이터 그리드에표시되는값은프로필 패널에정의된작업을나타냅니다.보다세부적인
수준에서작업하고싶은경우여기에서프로필패널에서와동일한정리작업을수행할수

있습니다.

툴바에서프로필 축소 아이콘을클릭하여옵션을표시하는프로필 패널을축소(및확

장)합니다.

Tableau Prep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Tableau Prep을데이터에연결하고흐름을만들면자주사용되는데이터가 .hyper파일형
식으로저장됩니다.대규모데이터집합의경우데이터가샘플링되어저장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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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저장된데이터는안전한임시파일디렉터리아래에 Prep BuilderXXXXX라는이름으로
저장됩니다.여기서, XXXXX는 UUID(범용고유식별자)를나타냅니다.흐름을저장하면파
일이삭제됩니다. Tableau Prep의데이터샘플링방식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샘플
크기 설정페이지118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는입력된데이터값을표현할수있는다음과같은작업을지원하기위
해데이터를 Tableau흐름파일(.tfl)로도저장합니다.

l 입력단계에서사용되는사용자지정 SQL

l 필터링(데이터입력시)

l 값그룹화(데이터입력시)

l 계산

웹에서의 Tableau Prep
Windows의 Internet Explorer 11및 Internet Explorer의호환성모드는지원되지않습니다 .

버전 2020.4부터 Tableau Prep은흐름에대한웹작성을지원합니다.이제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을사용하여데이터를정리하고준비하는흐름을
만들수있습니다.웹에서수동으로흐름을실행할수도있으며이경우 Data Management이
필요하지않습니다.

대부분의동일한 Tableau Prep Builder기능이웹에서도지원되지만흐름을만들고작업할
때몇가지차이점이있습니다.

중요 :웹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하려면 Creator라이선스가있어야합니다. Data
Management는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하려는경우에
만필요합니다. Tableau Prep Conductor구성및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참조하십시오.

설치 및 배포

사용자가웹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수있게하려면서버에서여러설정을구성해야합니

다.이러한각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웹에서흐름만들기및상호작용을참조하십시
오.

l 웹 작성 :이옵션은기본적으로사용되며사용자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수있는지여부를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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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금 실행 :사용자가지금 실행 옵션을사용하여흐름을수동으로실행할수있는지,
아니면관리자만실행할수있는지를제어합니다.웹에서수동으로흐름을실행하는
경우 Data Management가필요하지않습니다.

l Tableau Prep Conductor: Data Management라이선스가있는경우이옵션을사용
하도록설정하면흐름을예약하고추적할수있습니다.

l Tableau Prep확장 프로그램(버전 2021.2.0이상):사용자가 Einstein Discovery에연
결하여흐름의데이터에대해예측모델을적용하고실행할수있는지여부를제어합

니다.
l 자동 저장 :기본적으로사용하도록설정되는이기능은몇초마다사용자의흐름작
업을자동으로저장합니다.

샘플 데이터 및 처리 제한

웹에서흐름으로작업하는동안성능을유지하기위해흐름에포함할수있는데이터양에

제한이적용됩니다.

다음과같은제한이적용됩니다.

l 파일에연결할때최대파일크기는 1GB입니다.
l 모든데이터를포함하는데이터샘플링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기본샘플데이
터제한은 1백만행입니다.

l 대규모데이터집합을사용할때사용자가선택할수있는최대행수는관리자가구

성합니다.사용자는해당제한까지행수를선택할수있습니다.

데이터샘플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Prep도움말에서데이터샘플크기설정
을참조하십시오.

웹에서 사용 가능한 기능

웹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때탐색및특정기능의가용성에서몇가지차이점을확인할

수있습니다.대부분의기능은모든플랫폼에서사용할수있지만일부기능은제한적이거
나아직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다음표에는차이점이
적용될수있는기능이나와있습니다.

기능 영역 예외 Tableau
Prep
Builder

Tableau
Server

Tableau
Cloud

데이터에연결 일부커넥터는웹에서지원되

지않을수있습니다.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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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커넥터를보려면서버에서

연결 패널을여십시오.

흐름작성및구성

데이터샘플크기

설정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데이터샘플크기
는관리자가설정한제한을따

릅니다.

입력단계에서파

일및데이터베이

스테이블유니온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입력유니온을편
집하거나만들수없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만가
능합니다.

데이터정리및변

형

데이터그리드값

복사

Tableau Prep Builder및
Tableau Server 2022.3과
Tableau Cloud버전 2022.2(8
월)부터사용가능합니다.

데이터집계 ,조인
또는유니온

R및 Python스크
립트를흐름에사

용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
들거나편집할때스크립트단

계를추가할수없습니다.스
크립트단계는현재 Tableau
Prep Builder및 Tableau Server
에서만지원됩니다.

재사용가능한흐

름단계만들기

웹에서흐름을자

동으로저장

해당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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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파일복구 해당없음 해당없음

Tableau Desktop
에서흐름출력보

기

추출을파일로만

들기

Microsoft Excel워
크시트로추출만

들기

사용자지정 SQL
쿼리에연결

게시된데이터원

본만들기

흐름출력을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흐름에 Einstein
Discovery예측추
가

자동 저장 및 초안 작업

서버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작업이몇초마다자동으로초안으로저장되므로충

돌이발생하거나실수로탭을닫은경우에도작업이손실되지않습니다.

초안은로그인한서버및프로젝트에저장됩니다.초안을다른서버에저장하거나게시할
수없지만파일 >다른 이름으로 게시 메뉴옵션을사용하여해당서버의다른프로젝트에
흐름을저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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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콘텐츠는게시하지않으면사용자만볼수있습니다.변경내용을게시한후되돌려야
하는경우변경 내역 대화상자를사용하여이전에게시된버전을보고되돌릴수있습니다.
웹에서흐름을저장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웹에서자동으로흐름저장을참조하십

시오.

웹에서 흐름 게시

웹에서처음부터흐름을만들든기존흐름을편집하든흐름을실행하려면먼저게시해야합

니다.

l 로그인한동일한서버에만초안흐름을게시할수있습니다.
l 파일 메뉴를사용하고다른 이름으로 게시를선택하여초안을다른프로젝트에게시

할수있습니다.
l 흐름의데이터베이스연결에대한자격증명을내장하여흐름이실행될때자격증명

을수동으로입력하지않고도흐름이실행되도록할수있습니다.편집하기위해흐름
을여는경우자격증명을다시입력해야합니다.

자격 증명 내장

자격증명내장은서버에서흐름을실행하는경우에만적용됩니다.현재데이터베이스에연
결된흐름을편집할때자격증명을수동으로입력해야합니다.자격증명내장은흐름수준
에서만설정할수있으며서버또는사이트수준에서는설정할수없습니다.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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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단메뉴에서파일 >연결 자격 증명 >게시된 흐름에 내장을선택합니다.

l 흐름을게시할때자격 증명 내장 확인란을선택합니다.이옵션은새프로젝트에흐
름을처음으로게시하기위해다른 이름으로 게시를선택하거나다른사용자가마

지막으로게시한흐름을편집하는경우표시됩니다.

흐름 게시

흐름을게시하면흐름의현재버전이되고프로젝트에액세스할수있는다른사용자가실

행하고볼수있습니다.게시되지않은흐름또는초안에대한흐름변경사항은흐름을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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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전에는사용자만볼수있습니다.흐름상태에대한자세한내용은웹에서자동으로흐
름저장을참조하십시오.

흐름을게시하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하십시오.

l 상단메뉴에서파일 >게시 또는파일 >다른 이름으로 게시를선택합니다.

l 상단막대에서게시 단추를클릭하거나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다른 이름으로

게시를선택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서버관리자,사이트관리자 Creator및 Creator는전체연결및게시액세스를허용합
니다.

l Creator는웹작성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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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시각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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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도움말 정보

기술 언어의 암묵적 편견 해결

핵심회사가치중하나인평등에맞추려는노력의일환으로가능한경우보다포용적인의

미를담도록용어를변경했습니다.특정위치에서용어를변경하면해당변경이너무큰영
향을미칠수있으므로다음위치에서는기존용어를유지합니다.

l Tableau API:메서드,매개변수및변수
l Tableau CLI:명령및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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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Resource Monitoring Tool설치프로그램,설치디렉터리및구성파일의용어
l 타사시스템설명서

암묵적편견을해결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웹사이트에
서암시적편견을해결하기위해지속적인노력으로기술언어를업데이트하는

Salesforce(영문)를참조하십시오.

68 Tableau Software

Tableau Prep도움말

https://www.salesforce.com/news/stories/salesforce-updates-technical-language-in-ongoing-effort-to-address-implicit-bias/
https://www.salesforce.com/news/stories/salesforce-updates-technical-language-in-ongoing-effort-to-address-implicit-bias/


데이터 흐름 시작 또는 열기

Tableau Prep Builder에서데이터준비를시작하려면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새흐름시작

l 기존흐름열기

참고 :버전 2020.4.1부터는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도흐름을만들고편
집할수있습니다.이항목의정보는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
다.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동시에여러흐름에서작업하려는경우다수의 Tableau Prep Builder작업영역을열수있습
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하에서파일 >열기를선택하면 Tableau Prep
Builder가현재열린흐름을선택한새흐름으로바꿉니다.

새 흐름 시작
Tableau Desktop에서와마찬가지로,데이터에연결하여새흐름을시작합니다.

참고 :커넥터가지원되지않는버전에서흐름을열경우흐름이열리지만오류가발생
하거나데이터연결을제거하지않으면실행할수없게됩니다.
일부커넥터에서는데이터에연결하려면먼저드라이버를다운로드하여설치해야합

니다.드라이버다운로드링크와설치지침에대해서는 Tableau웹사이트의드라이
버다운로드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버전 2021.4부터 Data Management에카탈로그기능이사용되도록설정된경우웹의
외부 자산 페이지에서새로 만들기 >흐름을클릭하여카탈로그지원연결이있는
흐름을만들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
에서 Tableau Catalog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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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넥터목록에서파일유형이나데이터를호스팅하는서버를선택합니다.메시지가
표시되면로그인하는데필요한정보를입력하고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참고 :웹작성에서파일커넥터목록이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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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패널에서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파일에연결되었으면테이블을두번클릭하거나흐름 패널에끌어놓아흐름

을시작합니다.단일테이블인경우 Tableau Prep은흐름에데이터가추가될때
흐름 패널에자동으로입력단계를만듭니다.

참고 :웹작성에서파일연결의경우파일을한번에하나씩만다운로드
할수있습니다.파일네트워크공유에대한직접연결은현재지원되지
않습니다.

l 데이터베이스에연결되었으면데이터베이스또는스키마를선택한다음테이

블을두번클릭하거나흐름 패널에끌어놓아흐름을시작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에서와일드카드검색을사용하면입력단계
의단일데이터원본에서여러파일또는데이터베이스테이블을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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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습니다.입력유니온은웹작성에서만들거나편집할수없지만
Tableau Prep Builder에서게시된흐름에서는지원됩니다.자세한내용은
입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페이지123을참
조하십시오.

기존 흐름 열기
Tableau Prep Builder의시작페이지에서가장최근의흐름을확인하고액세스할수있으므
로진행중인작업을쉽게찾을수있습니다.웹에서흐름을작업할때모든흐름은탐색 페이
지의모든 흐름 메뉴아래에나열되므로편리하게사용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의 흐름 열기

시작 페이지에서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최근 흐름에서흐름을선택합니다.

l 흐름 열기를클릭하여흐름파일을찾아엽니다.

데이터에연결한후입력단계의다양한옵션을사용하여흐름에서사용할데이터를식별하

십시오.그런다음정리단계또는데이터를검토,정리및변형하는기타단계유형을추가할
수있습니다.

흐름에다수의데이터원본커넥터가포함된경우 Tableau Prep을사용하면입력단계와연
결된커넥터및테이블을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입력단계를클릭하면연결된커넥터및
데이터테이블이연결패널에서하이라이트됩니다.이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1에추가되었으며웹에서흐름을편집할때도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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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 Tableau Prep의 흐름 열기

1. 기존흐름을열고편집하려면탐색 페이지의상단드롭다운메뉴에서모든 흐름을
선택하고목록에서흐름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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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흐름 개요 페이지에서편집을클릭하여흐름을편집합니다.

흐름이새탭에서열립니다.변경을하는즉시 Tableau는몇초마다변경사항을자동으로저
장하고수정된흐름을초안으로저장합니다.초안은사용자와관리자만볼수있습니다.

완료되면흐름을닫고나중에계속변경하거나흐름을게시하여변경사항을적용하여흐름

의새버전을만들수있습니다.

다른도구와마찬가지로흐름게시는선입선출방법을사용합니다.다른사용자가사용자보
다먼저흐름을수정하고다시게시하면해당변경사항이먼저커밋됩니다.그러나변경 내
역 페이지를사용하여변경사항을추적하고이전버전으로되돌릴수있습니다.자세한내
용은 Tableau Desktop도움말에서콘텐츠수정버전작업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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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연결

Tableau Prep은분석을위해데이터를정리하고변형하는데도움이됩니다.이프로세스의
첫번째단계는작업할데이터를식별하는것입니다.

참고 :버전 2020.4.1부터는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도흐름을만들고편
집할수있습니다.이항목의정보는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
다.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웹
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다음중하나를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할수있습니다.

l 주요데이터유형에대한기본제공커넥터

l 기타데이터유형에대한사용자지정커넥터

l 게시된데이터원본

l Tableau데이터추출
l Tableau Catalog

주요 데이터 유형에 대한 기본 제공 커넥터

를 통해 연결
데이터에연결하는가장일반적인방법은 Tableau Prep Builder의기본제공커넥터를사용
하는것입니다.이기본제공커넥터는대부분의주요데이터유형에사용할수있으며
Tableau Prep Builder의새버전을통해새로운커넥터가빈번하게추가됩니다.사용가능한
커넥터의목록을보려면 Tableau Prep Builder를열거나웹에서흐름을시작하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하여왼쪽패널의연결 아래에나열된사용가능한커넥터를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기본제공커넥터는모든 Tableau플랫폼에서동일하게작동하며 Tableau Desktop
도움말의지원되는커넥터 항목에설명되어있습니다.

지정 커넥터 사용 시 고려 사항

l 커넥터가지원되지않는버전에서흐름을열경우흐름이열리지만오류가발생하거

나데이터연결을제거하지않으면실행할수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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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ySQL기반커넥터를사용하는경우기본동작은 SSL이사용될때연결이안전하다
는것입니다.하지만 Tableau Prep Builder는 MySQL기반커넥터에대한사용자지정
인증서기반 SSL연결을지원하지않습니다.

l 아래섹션에설명된일부커넥터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사용할때의요구사항
이다릅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데
이터 원본에 연결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Tableau Prep에서클라우드데이터원본에연결할수있지
만클라우드데이터원본에연결하는흐름을게시하고서버에서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

하려는경우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자격증명을구성해야합니다.

내 계정 설정 페이지의설정 탭에서자격증명을설정하고동일한자격증명을사용하여

클라우드커넥터입력에연결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흐름을게시할때게시 대화상자에서편집을클릭하여연결을편집한다음인증 드롭다운

에서 <사용자자격증명>내장을선택합니다.

또한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1이상부터흐름을게시할때게시대화상자에서직
접자격증명을추가하여흐름을게시할때자격증명을자동으로내장할수있습니다.자세
한내용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 게시페이지405를참조하십시오.

저장된자격증명을설정하지않고인증 드롭다운에서사용자에게 확인을선택한경우흐

름을게시한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연결 탭에서연결을편집하고자격증
명을입력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흐름이실행될때실패합니다.

웹에서의 Tableau Prep

웹작성에서상단메뉴의파일 >연결 자격 증명에서자격증명을내장할수있습니다.자
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흐름게시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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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1에서다음과같은클라우드커넥터가추가되었으며웹에
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l Box
l DropBox
l Google Drive
l OneDrive

이러한커넥터를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
도움말에서커넥터별 도움말항목을참조하십시오.

Salesforce데이터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에서지원되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버전 2020.4부터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Tableau Prep Builder에서는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Salesforce커넥터를사용하여
데이터에연결할수있지만몇가지차이점이있습니다.

l Tableau Prep Builder는사용자가수행하려는모든조인유형을지원합니다.
l Tableau Prep Builder 2022.1.1이상에서는사용자지정 SQL을만들수있습니다.
2020.2.1이상에서는사용자지정 SQL을사용하는흐름을실행할수있고기존단계를
편집할수있습니다.

l 표준연결을사용하여고유한사용자지정연결을만드는것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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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본데이터원본이름을고유한이름이나사용자지정이름으로변경할수없습니

다.
l 흐름을 Tableau Server에게시하고저장된자격증명을사용하려는경우서버관리자
가 Tableau Server에 OAuth클라이언트 ID를구성하고커넥터에암호를구성해야합
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Salesforce.comOAuth를저장된자
격증명으로변경(영문)을참조하십시오.

l Salesforce커넥터를사용하는흐름입력에서증분새로고침을실행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2이상을사용중이어야합니다.증분새로고침사용에대한
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
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은추출을만들어데이터를가져옵니다.현재 Salesforce에는추출만지원됩니
다.포함된데이터의양에따라초기추출을로드하는데다소시간이걸릴수있습니다.데
이터를로드하는동안입력단계에타이머가표시됩니다.

Salesforce커넥터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웹작성도움말의
Salesforce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 CDP(Salesforce Customer Data Platform)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에서는 Tableau Desktop에서와마찬가지로 Salesforce CDP(Salesforce
Customer Data Platform)를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할수있습니다. Customer Data Platform
에연결하려면 Salesforce_CDP.taco커넥터파일, Salesforce JDBC드라이버및연결된앱
설정이필요합니다.

Salesforce CDP연결을위한설정요구사항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도움말
에서 Tableau를 Customer Data Platform에연결을참조하십시오.

참고 :이전릴리스에서는 Salesforce CDP커넥터에연결하고 Tableau Builder및웹에
서흐름에이데이터를사용하려면먼저여러위치에 .taco파일을다운로드해야합니
다.버전 2021.3.2부터는이러한파일이커넥터와함께번들로제공됩니다.

Salesforce CDP에 연결

1. 연결패널의서버커넥터목록에서 Salesforce CDP를선택합니다.

2. Salesforce CDP대화상자에서로그인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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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를사용하여 Salesforce에로그인합니다.

4. Allow(허용)를선택합니다.

5. 브라우저패널을닫습니다.

Google BigQuery데이터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는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Google BigQuery를사용하여데이터
연결을지원합니다.

Tableau Prep이 Google BigQuery와통신할수있도록자격증명을구성해야합니다.흐름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려는경우해당응용프로그램에대해 OAuth연
결도구성해야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은현재 Google BigQuery사용자지정특성의사용을지원하지않
습니다.

l Google에대한 OAuth설정 - Tableau Server에대한 OAuth연결구성
l OAuth연결 - Tableau Cloud에대한 OAuth연결을구성합니다.

Google BigQuery에 연결하도록 SSL구성 (MacOS만 해당 )

Mac에서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고프록시를사용하여 Big Query에연결하는경우
Google BigQuery에연결할수있도록 SSL구성을수정해야할수있습니다.

참고 : Windows사용자에게는추가단계가필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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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igQuery에대한 OAuth연결용 SSL을구성하려면다음단계를완료합니다.

1. 프록시의 SSL인증서를파일로내보냅니다(예: proxy.cer).인증서는
Applications > Utilities > Keychain Access >System >

Certificates (under Category)에서찾을수있습니다.

2. Tableau Prep Builder를실행하기위해사용하는 java버전을찾습니다.예: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2020.4.app/Plugins/jre/lib/security/cacerts

3. 터미널명령프롬프트를열고 Tableau Prep Builder버전에대한다음명령을실행합
니다.

참고 : keytool명령은 Tableau Prep Builder를실행하기위해사용하는 java버전
이포함된디렉터리에서실행해야합니다.이명령을실행하기전에디렉터리
를변경해야할수있습니다.예: cd /Users/tableau_

user/Desktop/SSL.cer -keystore Tableau Prep Builder

2020.1.1/Plugins/jre/bin.그런다음 keytool명령을실행합니다.

keytool –import –trustcacerts –file /Users/tableau_

user/Desktop/SSL.cer -keystore Tableau Prep Builder

<version>/Plugins/jre/lib/security/cacerts -storepass

changeit

예 : keytool –import –trustcacerts –file /Users/tableau_

user/Desktop/SSL.cer -keystore Tableau Prep Builder

2020.4.1/Plugins/jre/lib/security/cacerts -storepass

changeit

keytool명령을실행할때 FileNotFoundException(액세스거부됨)이발생하는경우상승
된권한으로명령을실행해보십시오.예: sudo keytool –import –trustcacerts

–file /Users/tableau_user/Desktop/SSL.cer -keystore Tableau Prep

Builder 2020.4.1/Plugins/jre/lib/security/cacerts -storepass

changeit.

Google BigQuery자격 증명 설정 및 관리

입력단계에서 Google BigQuery에연결하는데사용하는자격증명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 Google BigQuery에대한내 계정 설정 페이지의설정 탭에서설정한자격
증명과일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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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게시할때인증설정에서다른자격증명을선택하거나자격증명을선택하지않으면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흐름에대한연결을편집할때까지인증오류와함
께흐름이실패합니다.

자격증명을편집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1.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연결 탭에서 Google BigQuery연결에대해추가

작업 을클릭합니다.

2. 연결 편집을선택합니다.
3. 내 계정 설정 페이지의설정 탭에서설정한저장된자격증명을선택합니다.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 (JSON)파일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3.1이상에서지원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할때는서
비스계정액세스를사용할수없습니다 .

1. 서비스계정을저장된자격증명으로추가합니다.자세한내용은 Google OAuth를저
장된자격증명으로변경을참조하십시오.

2. 이메일이나전화번호를사용하여 Google BigQuery에로그인하고다음을선택합니
다.

3. 인증에서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JSON)파일을선택합니다.
4. 파일경로를입력하거나찾아보기 단추를사용하여검색합니다.
5. 로그인을클릭합니다.
6. 비밀번호를입력하여계속합니다.
7. Tableau에서 Google BigQuery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도록동의를선택합니다.브라
우저를닫으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OAuth를 사용하여 로그인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에서지원되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버전 2020.4부터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1. 이메일이나전화번호를사용하여 Google BigQuery에로그인한후다음을선택합니
다.

2. 인증에서 OAuth를 사용하여 로그인을선택합니다.
3. 로그인을클릭합니다.
4. 비밀번호를입력하여계속합니다.
5. Tableau에서 Google BigQuery데이터에액세스할수있도록동의를선택합니다.브라
우저를닫으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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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설정및관리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항목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및웹작성도움말의계정설정관리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 게시페이지405에서흐름게시시인증옵션설정에대
한자세한정보

오류보기및해결에서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연결오류해결에대한자세
한정보

SAP HANA데이터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1이상에서지원되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버전 2020.4부터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Tableau Prep Builder에서는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 SAPHANA를사용하여데이터
에연결할수있지만몇가지차이점이있습니다.

Tableau Desktop에서사용하는동일한절차를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에연결합니다.자세
한내용은 SAP HANA를참조하십시오.테이블을연결하고검색한후에는테이블을캔버스
로끌어와흐름을구축하기시작합니다.

흐름을열때변수및매개변수를묻는기능은 Tableau Prep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대신
입력패널에서변수 및 매개 변수 탭을클릭하고사용할변수및피연산자를선택한다음

미리설정된값목록에서선택하거나사용자지정값을선택하여데이터베이스를쿼리하고

필요한값을반환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부터(버전 2020.4.1이상의경우웹에서)초
기 SQL을사용하여연결을쿼리할수있습니다.변수값이여러개인경우드롭다운
목록에서필요한값을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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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를더추가할수도있습니다.변수 섹션에서더하기단추 를클릭하고변수및피연산

자를선택한다음사용자지정값을입력합니다.

참고 :이커넥터로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하려면 Tableau Server버전 2019.2이상이
필요합니다.이전서버버전을사용하는경우명령줄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흐름데
이터를새로고칠수있습니다.명령줄에서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명령줄에
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참조하십시오.버전호환성에대한자세
한내용은 Tableau Prep버전 호환성페이지382을참조하십시오.

공간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4.1이상에서지원되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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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20.4부터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Tableau Prep Builder에서또는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공간파일및공간데이터
원본에연결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은다음과같은연결유형을지원합니다.

l 공간파일형식

l Tableau Prep Builder: Esri모양파일, Esri파일지리데이터베이스, KML,
TopoJSON, GeoJSON,추출, MapInfo MID/MIF, TAB파일및압축된모양파일

l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압축된모양파일, KML, TopoJSON,
GeoJSON, Esri파일지리데이터베이스및추출

l 공간데이터베이스(Amazon Redshift, Microsoft SQL Server, Oracle및 PostgreSQL)

표준조인을사용하여공간테이블을비공간테이블과결합하고공간데이터를추출

(.hyper)파일로출력할수도있습니다.공간함수,교차를통한공간조인및 Tableau Prep의
맵뷰에서공간데이터시각화는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지원되는 정리 작업

모양파일데이터로작업할때일부정리작업이지원되지않습니다.모양파일데이터로작
업할때 Tableau Prep에서다음과같은정리작업만사용할수있습니다.

l 필터: Null또는알수없는값을제거하는경우에만사용
l 필드명바꾸기

l 필드복제

l 필드만유지

l 필드제거

l 계산된필드만들기

연결 전 확인 사항

공간파일에연결하기전에다음파일이동일한디렉터리에있는지확인하십시오.

l Esri모양 파일 :폴더에 .shp, .shx, .dbf및 .prj파일과 Esri모양파일의 .zip파일이포
함되어있어야합니다.

l Esri파일 지리 데이터베이스 :폴더에파일지리데이터베이스 .gdb또는파일지리
데이터베이스 .gdb의 .zip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l KML파일 :폴더에 .kml파일이포함되어야합니다. (다른파일은필요하지않습니
다.)

l GeoJSON파일 :폴더에 .geojson파일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참고로,다른파일
은필요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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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opoJSON파일 :폴더에 .json또는 .topojson파일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다른
파일은필요하지않습니다.)

공간 파일에 연결

1.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l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을엽니다.탐색 메뉴에서새로 만들기 >흐
름을클릭합니다.

2. 커넥터목록에서공간 파일을선택합니다.

공간필드에는공간데이터유형이할당되며변경할수없습니다.필드가공간파일에
서제공되는경우필드에기본필드명인 "기하도형"이할당됩니다.필드가공간데이
터베이스에서제공되는경우데이터베이스필드명이표시됩니다. Tableau에서데이
터유형을확인할수없는경우필드가 "Null"로표시됩니다.

ODBC를 사용하여 연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이상에서지원됩니다 .이커넥터유형은웹에서흐름
을작성할때는아직지원되지않습니다 .

연결 패널에나열되지않는데이터원본에연결해야하는경우 SQL표준을지원하고 ODBC
API를구현하는기타 데이터베이스(ODBC)커넥터를사용하여원하는데이터원본에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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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습니다.기타 데이터베이스(ODBC)커넥터를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하는것은
Tableau Desktop에서사용하는방법과비슷하지만몇가지차이점이있습니다.

l 연결에 DSN(데이터원본이름)옵션만사용할수있습니다.

l Tableau Server에서흐름을게시하고실행하려면일치하는 DSN을사용하여서버를
구성해야합니다.

참고 :명령줄에서기타데이터베이스(ODBC)커넥터를포함하는흐름을실행
하는것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l Windows와 MacOS모두에서단일연결환경을사용합니다. ODBC드라이버의연결
특성을묻는기능(Windows)은지원되지않습니다.

l Tableau Prep Builder는 64비트드라이버만지원합니다.

연결 전 확인 사항

기타 데이터베이스(ODBC)커넥터를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하려면데이터베이스드라
이버를설치하고데이터원본이름(DSN)을설정및구성해야합니다. Tableau Server에흐
름을게시하고실행하려면서버에도일치하는 DSN을구성해야합니다.

중요 : Tableau Prep Builder는 64비트드라이버만지원합니다.드라이버가두버전을동시
에설치하도록허용하지않는경우 32비트드라이버가이미설치되고구성되어있다면먼
저 32비트드라이버를제거한다음 64비트버전을설치해야할수도있습니다.

1. ODBC데이터 원본 관리자(64비트)(Windows)를사용하거나 ODBCManager유틸
리티(MacOS)를사용하여 DSN을만듭니다.

Mac에유틸리티가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 www.odbcmanager.net등에서다운로드
하여사용하거나 odbc.ini파일을수동으로편집할수있습니다.

2. ODBC데이터 원본 관리자(64비트)(Windows)또는 ODBCManager유틸리티
(MacOS)에서새데이터원본을추가하고데이터원본의드라이버를선택한다음마
침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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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DBC 드라이버 설치 대화상자에서서버이름,포트,사용자이름및암호와같은구
성정보를입력합니다.테스트(대화상자에옵션이있는경우)를클릭하여연결이올
바르게설정되었는지확인한다음구성을저장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는연결특성을묻는기능을지원하지않으므로 DNS
를구성할때이정보를설정해야합니다.

이예제에서는 MySQL커넥터의구성대화상자를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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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데이터베이스 (ODBC)를 사용하여 연결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2. 커넥터목록에서 기타 데이터베이스(ODBC)를선택합니다.

3. 기타 데이터베이스(ODBC)대화상자의드롭다운목록에서 DSN을선택하고사용
자이름및암호를입력합니다.그런다음로그인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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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패널의드롭다운목록에서데이터베이스를선택합니다.

Microsoft Excel데이터에 연결하고 데이터 해석기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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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Microsoft Excel연결에만지원됩니다 .클라우드드라이브에저장된 Excel파
일에는현재데이터해석기를사용할수없습니다 .

Microsoft Excel파일로작업할경우데이터해석기를사용하면관련없는정보를제거할수
있을뿐만아니라데이터의하위테이블을감지할수있으므로분석할데이터를쉽게준비

할수있습니다.데이터해석기를설정하면이러한하위테이블이감지되어연결 패널의테
이블 섹션에새테이블로나열됩니다.그러면이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을수있습
니다.

데이터해석기를해제하면이러한테이블이연결 패널에서제거됩니다.또한테이블이이
미흐름에사용된경우누락된데이터로인해흐름오류가발생하게됩니다.

참고 :현재데이터해석기는 Excel스프레드시트의하위테이블만검색하며텍스트
파일및스프레드시트의시작행지정을지원하지않습니다.또한데이터해석기가
검색한테이블은와일드카드유니온검색결과에포함되지않습니다.

아래예제에서는연결 패널의 Excel스프레드시트에서데이터해석기를사용한결과를보
여줍니다.데이터해석기가추가로두개의하위테이블을검색했습니다.

데이터 해석기 전 데이터 해석기 후

데이터해석기를사용하려면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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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에 연결을선택한다음 Microsoft Excel을선택합니다.

2. 파일을선택하고열기를클릭합니다.

3. 데이터 해석기 사용 확인란을선택합니다.

4. 새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아흐름에테이블을포함시킵니다.이전테이블을제
거하려면이전테이블의입력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제거를선택합

니다.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
Tableau Prep에서 ODBC및 JDBC기반데이터에대한기본제공커넥터를제공하지않는경
우사용자지정커넥터를사용할수있습니다.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파트너작성커넥터를사용합니다. Exchange의커넥터에대한자세한내용은파트너
작성 커넥터 사용아래을참조하십시오.

l Tableau커넥터 SDK로작성된사용자지정커넥터를사용합니다.커넥터 SDK는
ODBC또는 JDBC기반데이터에대한사용자지정커넥터를작성할수있는도구를제
공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도움말에서 Tableau커넥터 SDK를사용
하여작성된커넥터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4.1이상에서는 ODBC및 JDBC기반데이터에대한사용자
지정커넥터가지원됩니다.

일부사용자지정커넥터를사용하려면추가드라이버를설치해야합니다.연결프로세스중
에메시지가표시되는경우메시지에따라필요한드라이버를다운로드하여설치하십시오.
현재 Tableau Cloud에서는사용자지정커넥터를사용할수없습니다.

파트너 작성 커넥터 사용

연결패널에서파트너작성커넥터또는사용자지정커넥터를사용할수있습니다.이러한
커넥터는추가연결아래에나열되어있으며 Tableau Exchange커넥터 페이지에서도사용
할수있습니다.

1. 왼쪽패널에서연결을클릭합니다.
2. 추가 연결 섹션에서사용하려는커넥터를클릭합니다.
3. 설치 후 Tableau다시 시작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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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커넥터를로드할수없다는경고가표시되면 Tableau Exchange커넥터 페이지
에서필요한 .taco파일을설치하십시오.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
게시된데이터원본은다른사용자와공유할수있는데이터원본입니다.다른사용자에게
데이터원본을제공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에서 Tableau Server또
는 Tableau Cloud에게시하거나흐름의출력으로게시하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또는웹에서작업할때게시된데이터원본을흐름의입력데이터원본
으로사용할수있습니다.

참고 :게시된데이터원본을입력으로포함하는흐름을게시하면게시자가기본흐름
소유자로할당됩니다.흐름이실행될때흐름은서비스 계정 계정의흐름소유자를
사용합니다. '서비스계정 '계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 '서비스계정 '서비스계정을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사이트또는서버관리자만
흐름소유자를변경할수있으며소유자를본인으로만설정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는다음을지원합니다.

l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3부터사용자필터또는함수를포함하는게시된데
이터원본

l 단일서버및사이트에대한연결.다른서버또는동일한서버와다른사이트에로그
인하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다음을수행하려면동일한서버또는사이트연결을
사용해야합니다.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

l 흐름출력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
l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실행되도록흐름의일정예약

게시된데이터원본이흐름에사용되는경우서버에서로그아웃하면흐름연결이끊

어집니다.흐름은오류상태가되고프로필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게시된데
이터원본의데이터를볼수없게됩니다.

참고: Tableau Prep Builder는다차원(큐브)데이터,다중서버연결또는관련테이블
이있는게시된데이터원본이포함된게시된데이터원본을지원하지않습니다.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은다음을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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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2부터사용자필터또는함수를포함하는
게시된데이터원본

l 게시된데이터원본을사용하여웹의흐름만들기또는편집(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버전 2020.4이상)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19.3이상)

참고:이전버전의 Tableau Server는게시된데이터원본의일부기능을지원하지않
을수있습니다.

자격 증명 및 사용 권한 정보 :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려면로그인한서버사이트에서 Explorer이상의역할이
할당되어있어야합니다. Creator만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수있습니다.사이
트역할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사용자의사이트역할설
정을참조하십시오.

l Tableau Prep Builder에서데이터원본액세스권한은서버에로그인한사용자의 ID를
기준으로부여됩니다.액세스권한이있는데이터만표시됩니다.

l Prep웹작성(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도데이터원본액세스권한은서
버에로그인한사용자의 ID를기준으로부여됩니다.액세스권한이있는데이터만표
시됩니다.

그러나흐름을수동으로실행하거나예약을사용하여실행하는경우데이터원본액

세스권한은흐름소유자의 ID를기준으로부여됩니다.흐름을게시한마지막사용자
가새흐름소유자가됩니다.

l 사이트및서버관리자는흐름소유자를변경할수있지만자신으로만변경할수있습

니다.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려면자격증명내장되어있어야합니다.

팁:데이터원본에자격증명이내장되어있지않은경우내장된자격증명을포함하도
록데이터원본을업데이트하십시오.

게시된 데이터 원본을 흐름에 사용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고흐름에사용하려면 Tableau Prep버전별지침을따르십시
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2이상 및 웹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할수있을뿐만아니라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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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데이터원본에도연결패널에서직접연결할수있습니다. Tableau Catalog를사용하
도록설정된 DataManagement가있는경우데이터베이스와테이블을검색하여연결할수
있을뿐만아니라설명,데이터품질경고,인증등과같은데이터원본관련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이를기준으로필터링할수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정보"를참조하십시오.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2. 연결 패널의데이터 검색에서 Tableau Server를선택합니다.

3. 로그인하여서버또는사이트에연결합니다.

웹작성에서로그인한서버에대한데이터 검색 대화상자가열립니다.

4. 데이터 검색 대화상자에서사용가능한게시된데이터원본의목록을검색합니다.
필터옵션을사용하여연결유형및인증된데이터원본을기준으로필터링합니다.

5. 사용하려는데이터원본을선택하고연결을클릭합니다.

데이터원본에연결할수있는사용권한이없는경우이행과연결 단추가회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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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Tableau Catalog를사용하도록설정된 Data Management가없는경우콘
텐츠 유형 드롭다운이표시되지않습니다.이목록에는게시된데이터원본만
표시됩니다.

6. 데이터원본은흐름패널에추가됩니다.연결 패널에서추가데이터원본을선택하거
나검색옵션을사용하여데이터원본을찾은다음흐름패널로끌어와흐름을작성할

수있습니다.입력패널의 Tableau Server탭에는게시된데이터원본에대한세부정
보가표시됩니다.

7. (선택사항) Tableau Catalog를사용하도록설정한 Data Management가있는경우콘
텐츠 유형 드롭다운을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및테이블을검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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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단에있는필터옵션을사용하면결과를연결유형,데이터품질경고및인증
별로필터링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하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2. 커넥터목록에서 Tableau Server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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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인하여서버또는사이트에연결합니다.

4. 데이터원본을선택하거나검색옵션을사용하여데이터원본을찾아흐름패널로끌
어와흐름을시작합니다.입력패널의 Tableau Server탭에는게시된데이터원본에
대한세부정보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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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연결에 연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4.1이상과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4
이상에서지원됩니다 .이기능을사용하려면 DataManagement가필요합니다 .

흐름에가상연결을사용하여데이터에연결할수있습니다.가상연결은데이터에대한중
앙액세스지점을제공하는공유가능한리소스입니다.서버에로그인하고데이터 검색 대
화상자의가상연결목록에서선택하기만하면됩니다.

가상 연결에 연결 시 고려 사항 :

l 데이터베이스자격증명은가상연결에내장됩니다.가상연결의테이블에액세스하
려면서버에로그인하기만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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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행수준보안을적용하는데이터정책을가상연결에포함할수있습니다.흐름작업을
수행하고흐름을실행할때는사용자가액세스할수있는테이블,필드및값만표시됩
니다.

l 가상연결의행수준보안은흐름출력에적용되지않습니다.흐름출력에액세스할수
있는모든사용자는동일한데이터를볼수있습니다.

l 사용자지정 SQL및초기 SQL은지원되지않습니다.
l 매개변수는지원되지않습니다.흐름에서매개변수를사용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
내용은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페이지191을참조하십시오.

가상연결및데이터정책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
을참조하십시오.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2. 연결 패널의데이터 검색에서 Tableau Server를선택합니다.

3. 로그인하여서버또는사이트에연결합니다.

웹작성에서로그인한서버에대한데이터 검색 대화상자가열립니다.

4. 데이터 검색 대화상자의콘텐츠 유형 드롭다운에서가상 연결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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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려는데이터원본을선택하고연결을클릭합니다.

6. 데이터원본은흐름패널에추가됩니다.연결 창의가상연결에포함된테이블목록
에서흐름을선택하여흐름패널로끌어와시작할수있습니다.

참고 :가상연결에연결할때변경사항 패널에이름 바꾸기 작업이표시되면제거하
지마십시오. Tableau Prep은이러한작업을자동으로생성하여필드의사용자식별
이름을매핑하고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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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데이터 추출에 연결
데이터흐름에대한입력으로데이터추출에연결할수있습니다.추출은필터를사용하고
기타제한을구성하여만들수있는데이터의저장된하위집합입니다.추출은 .hyper파일로
저장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추출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Catalog를 통해 데이터에 연결
Tableau Catalog를사용하도록설정한 DataManagement가있는경우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저장된데이터베이스,파일및테이블도검색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정보"를참조하십시오.

기타 연결 옵션
선택한연결에따라연결시다음옵션도표시될수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결
데이터베이스에서필요한정보를정확히알고있고 SQL쿼리를작성하는방법을이해하고
있는경우 Tableau Desktop에서와마찬가지로사용자지정 SQL쿼리를사용하여데이터에
연결할수있습니다.테이블간의데이터를유니온하고,필드의다시캐스팅하여교차데이
터베이스조인을수행하고,분석을위해데이터의크기를조정하거나줄이는용도등으로사
용자지정 SQL을사용할수있습니다.

1. 데이터원본에연결하고연결패널의데이터베이스필드에서데이터베이스를선택합
니다.

2. 사용자 지정 SQL링크를클릭하여사용자지정 SQL탭을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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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상자에쿼리를입력하거나붙여넣은다음실행을클릭하여쿼리를실행합니
다.

104 Tableau Software

Tableau Prep도움말



4. 흐름패널에정리단계를추가하여사용자지정 SQL쿼리의관련필드만흐름에추가
되었는지확인합니다.

초기 SQL을 사용하여 연결 쿼리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이상에서지원되며버전 2020.4.1부터웹에서흐름을
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초기 SQL명령을지원하는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실행되는초기 SQL명령을지정
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 Amazon Redshift에연결하는경우입력단계에서필터를추가하
는것처럼데이터베이스에연결할때필터를적용하는 SQL문을입력할수있습니다. SQL
명령은데이터가샘플링되어 Tableau Prep에로드되기전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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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3이상)및웹에서데이터원본을쿼리할때추적데
이터를포함하도록응용프로그램이름,버전및흐름이름데이터를전달하는매개변수를
포함할수있습니다.

초기 SQL실행
데이터를새로고치고초기 SQL명령을실행하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하십시오.

l 연결을다시설정하여초기 SQL명령을변경하고입력단계를새로고칩니다.
l 흐름을실행합니다.초기 SQL명령은모든데이터처리보다먼저실행됩니다.
l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흐름을실행합니다.초기 SQL은데이터로드
환경의일부로흐름이실행될때마다실행됩니다.

참고 :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하려면 Data
Management가필요합니다. Data Management에대한자세한내용은 Data
Management정보를참조하십시오.

1. 연결패널의목록에서초기 SQL을지원하는커넥터를선택합니다.
2. 초기 SQL표시 링크를클릭하여대화상자를확장하고 SQL문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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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SQL문에 매개 변수 포함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3이상에서지원되며버전 2020.4.1부터웹에서흐름을
작성하는경우지원됩니다 .

다음과같은매개변수를데이터원본으로전달하여 Tableau Prep응용프로그램,버전및흐
름이름에대한보다자세한정보를추가할수있습니다. TableauServerUser및
TableauServerUserFull매개변수는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매개 변수 설명 반환 값

TableauApp 데이터원본에액세

스하는데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

Prep Builder

Prep Conductor

TableauVersion 응용프로그램버전

번호

Tableau Prep Builder:정확한버전을반환합니다.
예를들어 2020.4.1입니다.

Tableau Prep Conductor: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된서버의주버전
을반환합니다.예를들어 2020.4입니다.

FlowName Tableau Prep
Builder의 .tfl파일이
름

예: Entertainment Data_Cleaned

데이터 집합 구성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흐름에포함할데이터집합의양을결정하려면데이터집합을구성하면됩니다.데이터에연
결하거나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으면입력단계가자동으로흐름에추가됩니다.

입력단계는흐름에포함할데이터의종류와양을결정할수있는단계입니다.입력단계는
항상흐름의첫번째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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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또는텍스트파일에연결한경우입력단계에서데이터를새로고칠수도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 추가페이지120를참조하십시오.

입력단계에서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흐름패널에서입력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md키를누른채로클
릭(MacOS)하여이름을바꾸거나제거합니다.

l 동일한상위또는하위디렉터리의여러파일을유니온합니다.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페이지123을참조하십시오.

l (버전 2023.1이상)데이터집합의원래정렬순서에따라자동으로생성된행번호를
포함합니다.데이터 집합의 행 번호 포함옆페이지을참조하십시오.

l 필드를검색합니다.
l 필드값의예제를봅니다.

l 필드명을변경하여필드속성을구성하거나텍스트파일의텍스트설정을구성합니

다.

참고 :대괄호를포함하는필드값은자동으로중괄호로변경됩니다.

l 흐름에표시되는데이터의양을변경하는동작을수행합니다.데이터 샘플 크기 설
정페이지118을참조하십시오.

l 흐름에서사용할데이터샘플을구성합니다.
l 필요하지않은필드를제거합니다.언제든지입력단계로돌아가서나중에필
드를포함할수있습니다.

l 흐름에포함하되정리하지않아도되는필드를숨깁니다.필요한경우언제든
지숨기기취소할수있습니다.

l 선택한필드에필터를적용합니다.

l 지원하는데이터연결에대한필드데이터유형을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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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Microsoft Excel,텍스트및 PDF파일, Box, Dropbox, Google Drive및
OneDrive의데이터가포함됩니다.다른데이터원본의경우정리단계에서데이터유
형을변경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 검토페이지156를참조하십시오.

데이터 집합의 행 번호 포함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3.1이상과웹에서 Microsoft Excel및텍스트(.csv)파일에대
해지원됩니다 .

참고 :이옵션은현재입력유니온에포함된파일에대해서는지원되지않습니다.

버전 2023.1부터 Tableau Prep은 Microsoft Excel또는텍스트(.csv)파일유형에대한행번호
필드를자동으로생성합니다.이전릴리스에서는데이터의원래정렬순서에따라행번호를
포함하려고할때원본에행번호를수동으로추가한후데이터집합을흐름에추가해야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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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드는데이터에연결할때입력단계에서생성됩니다.기본적으로흐름에서제외되지
만클릭한번으로포함할수있습니다.흐름에추가된후에는다른모든필드와같은방식으
로동작하며흐름작업및계산된필드에사용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은계산된필드에대해 ROW_NUMBER함수도지원합니다.이함수는데이터
집합에정렬을정의하는필드(예:행 ID또는타임스탬프)가있는경우유용합니다.이함수
의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세부 수준(LOD),순위 및 분위 계산 만들기페이지259를
참조하십시오.

원본 행 번호 필드를 흐름에 추가

1. 필드를오른쪽클릭또는 Cmd키를누른채로클릭(MacOS)하거나기타 옵션 메

뉴를클릭하고필드 포함을선택합니다.

2. 변경목록이지워지고이제필드가흐름데이터에포함되며후속흐름단계에서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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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행번호를볼수있게됩니다.

원본 행 번호 세부 정보

데이터집합에원본 행 번호를포함하는경우다음옵션및고려사항이적용됩니다.

l 데이터샘플링또는필터전에데이터원본행번호가적용됩니다.
l 원본행번호는각테이블에고유합니다.유니온의각입력은원래정렬순서를유지합
니다.

l 이로인해원본 행 번호라는새필드가만들어지고흐름전체에서유지됩니다.이필
드이름은지역화되지않지만언제든지이름을바꿀수있습니다.

l 이이름의필드가이미있는경우새필드이름은 1씩증가합니다.예를들어원본 행
번호-1,원본 행 번호-2등으로지정됩니다.

l 후속단계에서필드의데이터유형을변경할수있습니다.
l 흐름작업및계산에서이필드를사용할수있습니다.
l 이값은입력데이터가새로고쳐지거나흐름이실행될때마다전체데이터집합에대

해다시생성됩니다.
l 입력유니온에는이필드를사용할수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SQL쿼리에 연결

데이터베이스가사용자지정 SQL사용을지원하는경우연결 패널의하단에사용자 지정
SQL이표시됩니다.사용자 지정 SQL을두번클릭하여사용자 지정 SQL탭을여십시오.
이탭에서데이터를사전선택하는쿼리를입력하고원본별작업을사용할수있습니다.쿼
리에서데이터집합이검색된후흐름에데이터를추가하기전에포함할필드를선택하거나,
필터를적용하거나,데이터유형을변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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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지정 SQL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사용자 지정 SQL을 사용하여 데이터에 연
결페이지103을참조하십시오.

입력 단계에 정리 작업 적용

입력단계에서는정리작업중일부만사용할수있습니다.입력필드목록에서다음과같은
변경을수행할수있습니다.변경사항은변경 패널에서추적되고흐름 패널의입력단계
왼쪽과입력필드목록에주석이추가됩니다.

l 필드 숨기기 :필드를제거하는대신숨겨서흐름에서번잡함을줄입니다.언제든지
필요한경우숨기기취소할수있습니다.숨겨진필드는흐름을실행할때포함됩니
다.

l 필터 :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값을필터링합니다.버전 2023.1부터는기준 날짜 필
터 대화상자를사용하여모든날짜또는날짜및시간필드에대한날짜범위를빠르

게지정할수있습니다.

l 필드명 바꾸기:필드명 필드에서필드명을두번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
새필드명을입력합니다.

l 데이터 유형 변경 :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하고메뉴에서새데이터유형을선택
합니다.이옵션은현재 Microsoft Excel,텍스트및 PDF파일, Box, Dropbox, Google
Drive와 OneDrive데이터원본에대해지원됩니다.다른모든데이터원본은정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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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변경할수있습니다.

흐름에 포함할 필드 선택

참고 :버전 2023.1부터여러필드를선택하여숨기거나숨기기취소하거나제거하거
나포함할수있습니다.이전릴리스에서는한번에 1개필드만작업하거나확인란을
선택하거나선택취소하여필드를포함하거나제거할수있었습니다.

입력 패널에데이터집합의필드목록이표시됩니다.기본적으로자동생성필드인원본 행
번호를제외한모든필드가포함됩니다.다음옵션을사용하여필드를관리할수있습니다.

l 검색 :목록에서필드를찾습니다.

l 숨기기 :눈 아이콘을클릭하거나기타 옵션 메뉴에서필드 숨기기 를선택하여

흐름에포함하되지우지않으려는필드를숨깁니다.필드는실행시간중에흐름에의
해처리됩니다.자세한내용은필드숨기기를참조하십시오.

l 필드 포함 :하나이상의행을선택하고오른쪽클릭또는 Cmd키를누른채로클릭

(MacOS)하거나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필드 포함을선택하여제거된것으로

표시된필드를다시추가합니다.
l 필드 제거 :하나이상의행을선택하고오른쪽클릭또는 Cmd키를누른채로클릭

(MacOS)하거나 “X”를클릭하거나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필드 제거를선택하

여흐름에포함하지않으려는필드를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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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단계의 필드에 필터 적용

입력단계에서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필터를적용할수있습니다.버전 2023.1부터는기
준날짜필터를날짜필드에추가하여흐름에특정날짜범위의데이터를포함할수있습니

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 필터링페이지167에서 “기준날짜필터”를참조하십시오.

다른단계옵션에서는다른필터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 필터
링페이지167을참조하십시오.

계산 필터 적용

1. 툴바에서값 필터링을클릭합니다.

2. 계산에디터에필터조건을입력합니다.

114 Tableau Software

Tableau Prep도움말



기준 날짜 필터 적용

1. 입력그리드에서데이터유형이날짜또는날짜및시간인필드를선택합니다.오른쪽

클릭또는 Cmd키를누른채로클릭(MacOS)하거나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필

터 >기준 날짜를선택합니다.

2. 기준 날짜 필터 대화상자에서흐름에포함할정확한연도,분기,월,주또는일범위
를지정합니다.또한특정날짜에상대적인고정일을구성할수있으며 null값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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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있습니다.

필드명 변경

필드명을변경하려면필드명 열에서이름을선택한다음필드에새이름을입력합니다.주
석은필드그리드와입력단계왼쪽에있는흐름패널에추가됩니다.변경내용은변경 패널
에서도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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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형 변경

현재 Microsoft Excel,텍스트및 PDF파일 , Box, Dropbox, Google Drive와 OneDrive데이터
원본에대해지원됩니다 .다른모든데이터원본은정리단계에서변경할수있습니다 .

참고 :원본행번호(버전 2023.1이상)의데이터유형은정리단계또는다른단계유형
에서만변경할수있습니다.

필드의데이터유형을변경하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합니다.

2. 메뉴에서새데이터유형을선택합니다.

흐름에서다른단계유형의필드에대한데이터유형을변경하거나필드값의유효성

을확인하는데도움이되는데이터역할을할당할수도있습니다.데이터유형변경
또는데이터역할사용에대한자세한정보는데이터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 검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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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156및데이터 역할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효성 확인페이지177을참조하십
시오.

필드 속성 구성

텍스트파일로작업하는경우연결을편집하고텍스트파일의필드구분기호와같은텍스

트속성을구성할수있는설정 탭이표시됩니다.연결패널에서파일연결을편집하거나증
분새로고침설정을구성할수도있습니다.흐름에대한증분새로고침을설정하는것에대
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를참
조하십시오.

텍스트또는 Excel파일로작업하는경우흐름을시작하기전이라도잘못유추된데이터유
형을수정할수있습니다.흐름을시작한후에는프로필 패널의후속단계에서언제라도데
이터유형을변경할수있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 설정 구성

텍스트파일을구문분석하는데사용되는설정을변경하려면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

다.

l 첫 번째 행이 머리글 포함(기본값):첫번째행을필드레이블로사용하려면이옵션
을선택합니다.

l 필드명 자동 생성 : Tableau Prep Builder가필드머리글을자동으로생성하게하려면
이옵션을선택합니다.필드명명규칙은 Tableau Desktop과동일한모델을따릅니
다.예를들어 F1, F2등이사용됩니다.

l 필드 구분 기호 :열을구분하는데사용할문자를목록에서선택합니다.사용자지정
문자를입력하려면기타를선택합니다.

l 텍스트 한정자 :파일에서값을둘러싸는문자를선택합니다.

l 문자 집합 :텍스트파일인코딩을설명하는문자집합을선택합니다.

l 로캘 :파일구문분석에사용할로캘을선택합니다.이설정은사용할소수자릿수및
1000단위구분기호를나타냅니다.

데이터 샘플 크기 설정

기본적으로최대성능을유지하기위해 Tableau Prep은흐름에포함되는데이터를데이터
집합의대표적인샘플로제한합니다.데이터샘플은데이터집합의총필드수와해당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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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데이터유형을기반으로최적의행수를계산하여결정합니다.그런다음 Tableau Prep은
가능한한빨리계산된양에해당하는행수를위부터읽어들입니다.

샘플이계산되고반환되는방식에따라결과데이터샘플에필요한모든행이포함되거나포

함되지않을수있습니다.필요한데이터가보이지않는경우데이터샘플설정을변경하여
쿼리를다시실행할수있습니다.

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흐름에포함할수있는데이터의양에제한이적용되며

데이터샘플을변경하는데사용할수있는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작업할때와약
간다릅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샘플 데이터
및 처리 제한을참조하십시오.

참고:데이터가샘플링된경우프로필 패널에샘플링됨 배지가표시되고추

가하는모든단계에서유지됩니다.수행한모든변경사항은흐름에서작업하는샘플
에적용됩니다.흐름을실행하면전체데이터집합에모든변경사항이적용됩니다.

데이터샘플설정을변경하려면입력단계를선택한다음데이터 샘플 탭의다음옵션중에

서선택합니다.

l 기본 샘플 양(기본값): Tableau Prep이반환할총행수를계산합니다.

l 모든 데이터 사용(Tableau Prep Builder만해당):크기에관계없이데이터집합의모
든행을검색합니다.이설정을사용하면성능이저하되거나 Tableau Prep Builder가
시간초과될수있습니다.

참고:성능을유지하기위해이설정을선택하더라도집계및유니온단계유형
에는 1백만개행의데이터샘플한계가적용되고조인및피벗단계유형에는 3
백만개행의데이터샘플한계가적용됩니다.

l 고정된 행 수 :데이터집합에서반환할행수를선택합니다.권장행수는 1백만개이
하입니다. 1백만개를초과하는행수를설정하면성능이저하될수있습니다.

l 웹 작성 :대규모데이터집합을사용할때사용자가선택할수있는최대행수는
관리자가구성합니다.사용자는해당제한까지행수를선택할수있습니다.

l 빠른 선택(기본값):데이터베이스가가능한한빨리요청된행수를반환합니다.이는
처음 N개행이거나이전쿼리에서데이터베이스가메모리에캐시한행일수있습니
다.

l 임의 샘플 :데이터베이스가요청된행수를반환하지만데이터집합의모든행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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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모든행중에서대표적인샘플을반환합니다.이옵션을사용하면데이터를처
음검색할때성능이저하될수있습니다.

입력 단계에서 더 많은 데이터 추가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데이터원본에연결하고흐름을작성한후,새데이터가유입될때데이터연결을새로고치
려할수있습니다.입력단계에서데이터집합을조인또는유니온하여더큰데이터원본에
대한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도있습니다.

입력 단계 데이터 새로 고침 또는 연결 변경

흐름에서작업을시작한후입력파일또는테이블에서데이터가변경되면입력단계를새

로고쳐새데이터를가져오거나흐름을끊지않고개별입력단계연결을변경하고업데이

트할수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새로 고침

파일유형에적용됩니다 .아직은웹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 .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흐름패널에서새로고치려는입력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메뉴에서

새로 고침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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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패널의상단메뉴에서새로 고침 단추를클릭하여모든입력단계를새로고칩니

다.단일입력단계를새로고치려면새로고침단추옆에있는드롭다운화살표를클
릭하고목록에서입력단계를선택합니다.

데이터 원본 바꾸기

Tableau Prep Builder및웹의파일유형 ,데이터원본및추출에적용됩니다 .

개별입력연결을편집하거나개별흐름데이터원본을다른데이터원본으로바꿔데이터

원본을새로고칩니다.

연결 편집

이옵션을사용하면자격증명을손쉽게새로고치거나데이터원본을동일한데이터원본

유형으로바꿀수있습니다.

참고 :성능을유지하기위해 Tableau Prep은대규모데이터집합을샘플링합니다.데
이터가샘플링된경우프로필패널에새데이터가표시되거나표시되지않을수있습

니다.입력단계의데이터 샘플 탭에서데이터가샘플링되는방식에대한설정을변
경할수있지만이렇게하면성능이영향을받을수있습니다.데이터샘플크기설정
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샘플 크기 설정페이지118을참조하십시오.

1. 연결 패널에서데이터원본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한
다음편집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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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에로그인하거나파일또는 Tableau추출을다시선택하여연결을다시
설정합니다.

입력 연결 바꾸기

흐름연결을끊지않고흐름의기존데이터원본을새데이터원본으로손쉽게바꿀수있습

니다. Tableau Prep버전에따라새데이터원본을이전데이터원본위로끌어오거나수동
으로연결을끊고데이터원본을다시연결할수있습니다.

끌어서 놓기를 사용하여 입력 연결 바꾸기(버전 2022.4이상)

1. 연결 패널의새테이블을흐름패널에서바꾸려는입력단계로끌어와서바꾸기 옵
션위에놓습니다.

2. 필요에따라설정을다시구성하고오류를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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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연결을 끊고 입력 데이터 원본을 다시 연결합니다

(버전 2022.3이하).

1. 흐름패널에서새로고치려는입력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메뉴에서
제거를선택합니다.

이렇게하면흐름이일시적으로오류상태가됩니다.

2. 새데이터원본또는업데이트된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3. 흐름에서입력단계를추가하려는두번째단계상단에있는흐름패널로테이블을끕
니다.테이블을추가 옵션에끌어놓아흐름에다시연결합니다.

입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

입력유니온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편집하고만들수있지만웹에서실행되도록
예약할수있습니다 .

단일데이터원본에서여러파일또는데이터베이스테이블로작업하는경우필터를적용하

여파일을검색하거나와일드카드검색을사용하여테이블을찾은다음입력단계에서모든

파일또는테이블데이터를포함하도록데이터를유니온할수있습니다.파일을유니온하려
면파일이동일한디렉터리또는하위디렉터리에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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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Tableau추출에는이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동일한폴더에추가된필터기준과일치하는새파일은다음번에흐름을열거나명령줄에

서실행할때유니온에자동으로포함됩니다.

패키지흐름파일(.tflx)의경우파일이이미흐름과함께패키지화되었기때문에새파일이
자동으로추가되지않습니다.패키지흐름에새파일을포함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에
서흐름파일(.tfl)을열어새파일을선택한다음흐름을다시패키지하여새파일데이터를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테이블을유니온하려면테이블이동일한데이터베이스에있어야하며데이

터베이스연결이와일드카드검색사용을지원해야합니다.다음데이터베이스는이유형
의유니온을지원합니다.

l Amazon Redshift

l Microsoft SQL Server

l MySQL

l Oracle

l PostgreSQL

유니온을만든후파일또는테이블을추가하거나제거한경우입력단계를새로고쳐흐름

을새데이터나변경된데이터로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서로다른데이터원본에서데이터를유니온해야하는경우유니온단계를사용하여작업

을수행할수있습니다.유니온단계를만드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유니온
페이지315을참조하십시오.

유니온 파일

기본적으로 Tableau Prep Builder는연결한 .csv파일과동일한디렉터리에있는모든 .csv
파일이나연결한 Excel파일의모든시트를유니온합니다.

기본유니온을변경하려면추가필터기준을지정하여유니온에포함하려는파일이나시트

를찾습니다.

핵심 필터 기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1.1이상에서는다음기준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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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검색 위치 :파일검색에사용할디렉터리를선택합니다.상위폴더의하위디렉터리
에있는파일을포함하려면하위 폴더 포함 확인란을선택합니다.

l 파일 :와일드카드검색조건과일치하는파일을포함할지,아니면제외할지여부를선
택합니다.

l 일치 패턴(xxx*):와일드카드검색패턴을입력하여파일이름에해당하는문자가있
는파일을찾습니다.예를들어 order*를입력하면파일이름에 "order"를포함하는모
든파일이반환됩니다.지정된디렉터리의모든파일을포함하려면이필드를빈상태
로두십시오.

추가 필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2.1이상에서 Tableau Cloud에게시된흐름에대해지원
됩니다 .

참고 :흐름에서추가필터를사용하는경우현재흐름예약은 Tableau Cloud에서만사
용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또는명령줄인터페이스에서는흐름을수동으
로실행할수있습니다.이기능은 Tableau Server버전 2022.1이하와호환되지않습
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2.1이상부터유니온할파일을검색할때의필터링옵션이
변경되었습니다.검색할디렉터리와하위디렉터리를지정하는것은동일하지만이제여러
필터를설정하여보다세분화된검색을수행할수있습니다.

이러한필터링옵션은텍스트, Microsoft Excel및통계파일유형에적용됩니다.여러필터를
선택할수있습니다. 각필터는선택한순서로위에서아래로개별적으로적용됩니다.현재
로서는한번추가한필터를이동할수없지만필요에따라필터를삭제하고추가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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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필터중에서선택합니다.

필

터

설명

파

일

이

름

파일이름패턴에대해일치 또는일치하지 않음을선택합니다.예: "orders*".

파 크기 범위 또는크기순을선택하여파일을필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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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크

기

크기 범위 :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값범위를지정합니다.
l 보다 작음 ,보다 작거나 같음 ,보다 크거나 같음 또는보다 큼 연산자를선
택하고단일값에적용합니다.

크기순 : N개의최대또는최소파일을포함하거나제외합니다.

만

든

날

짜

날짜 범위 ,상대 날짜 또는날짜순을선택하여파일을필터링합니다.

날짜 범위 :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날짜및시간범위를지정합니다.
l 이전 ,이전 또는 같음 ,이후 또는 같음 또는이후 연산자를선택하고단일
값에적용합니다.

상대 날짜 :정확한연도,분기,월,주또는일범위를포함하거나제외합니다.또한
특정날짜에상대적인고정일을구성할수있습니다.

참고: "마지막"날짜기간에는일부날짜가아직지나지않은경우에도전체
현재시간단위가포함됩니다.예를들어,마지막월을선택하고현재날짜가
1월 7일이면 Tableau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날짜가표시됩니다.

날짜순 : N개의최근또는이전파일을포함하거나제외합니다.

수

정

된

날

짜

날짜 범위 ,상대 날짜 또는날짜순을선택하여파일을필터링합니다.

날짜 범위 :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날짜및시간범위를지정합니다.
l 이전 ,이전 또는 같음 ,이후 또는 같음 또는이후 연산자를선택하고단일
값에적용합니다.

상대 날짜 :정확한연도,분기,월,주또는일범위를포함하거나제외합니다.또한
특정날짜에상대적인고정일을구성할수있습니다.

참고: "마지막"날짜기간에는일부날짜가아직지나지않은경우에도전체
현재시간단위가포함됩니다.예를들어,마지막월을선택하고현재날짜가
1월 7일이면 Tableau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날짜가표시됩니다.

날짜순 : N개의최근또는이전파일을포함하거나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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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래의지침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에따라다릅니다.

입력 유니온 만들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2.1이상에적용됩니다 .

1. 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하고연결에서텍스트 파일(.csv파일의경우),Microsoft
Excel(Excel파일의경우)또는통계 파일(통계파일의경우)을클릭한다음파일을
선택하여엽니다.

2. 입력 패널에서테이블 탭을선택한다음여러 테이블 유니온을선택합니다.

3. 검색할폴더를선택합니다.주어진디렉터리아래나열된모든하위폴더를포함하여
검색을확장할수도있습니다.

4. 파일 필터 추가를클릭하고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파일 이름 :검색할이름패턴을입력합니다.
l 파일 크기 :크기범위또는크기순으로검색합니다.
l 만든 날짜 :날짜범위,상대날짜또는날짜순으로검색합니다.
l 수정한 날짜 :날짜범위,상대날짜또는날짜순으로검색합니다.

5. 파일 필터 추가를다시클릭하여필터를더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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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결과는포함된 테이블 섹션에표시됩니다.

6. 적용을클릭하여파일을유니온합니다.

흐름에새단계를추가한경우데이터집합에추가된모든파일을프로필패널의파일 경로

필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필드는자동으로추가됩니다.

입력 유니온 만들기(버전 2022.1.1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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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하고연결에서텍스트 파일(.csv파일의경우)또는

Microsoft Excel(Excel파일의경우)을클릭한다음파일을선택하여엽니다.

2. 입력 패널에서여러 파일 탭을선택한다음와일드카드 유니온을선택합니다.

아래예제에서는일치패턴을사용한입력유니온을보여줍니다.흐름 패널의
Orders_Central입력단계에있는파일아이콘의더하기기호는해당단계에입력유
니온이포함된다는것을나타냅니다.유니온에포함된파일은포함된 파일 아래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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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파일및일치패턴옵션을사용하여유니온하려는파일을찾습니다.

4. 적용을클릭하여파일을유니온합니다.

흐름에새단계를추가한경우데이터집합에추가된모든파일을프로필패널의파일 경로

필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필드는자동으로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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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8.3.1이상에서지원됩니다 .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2.1에서는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대한입력
유니온인터페이스가업데이트되었습니다.버전에따라옵션이다르게표시될수있
습니다.

1. 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하고연결 아래에서입력유니온을지원하는데이터베이스

에연결합니다.

2. 테이블을흐름패널로끌어옵니다.

3. 입력 패널에서테이블 탭을선택한다음여러 테이블 유니온을선택합니다.

이전버전에서는다중 테이블탭을선택한다음와일드카드 유니온을선택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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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이블 필드의드롭다운옵션에서포함 또는제외를선택한다음유니온할테이블을
찾을때사용할일치패턴을입력합니다.

이전버전에서는검색 ,테이블및일치 패턴옵션을사용합니다 .

연결 패널의테이블 섹션에표시되는테이블만유니온에포함시킬수있습니다.입력
유니온검색은테이블을찾기위해다른스키마나다른데이터베이스연결을검색하

지않습니다.

5. 적용을클릭하여테이블데이터를유니온합니다.

흐름에새단계를추가한경우데이터집합에추가된모든테이블을프로필패널의테

이블 이름 필드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이필드는자동으로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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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후 필드 병합

입력단계에서유니온을만든후필드를병합할수도있습니다.입력또는출력단계를제외
한모든후속단계에서이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추가 필드 병합 옵션
페이지321을참조하십시오.

입력 단계에서 데이터 조인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및웹에서관계데이터가있는테이블을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에연결할때 Tableau Prep이테이블의고유식별자(기본키)로식별되는필
드와관련필드(외래키)로식별되는필드를검색하고표시할수있습니다.또한이러한필
드의관련테이블이름을표시할수있습니다.

연결된 키라는새열이입력패널에표시되고다음과같은관계가있는경우표시됩니다.

l 고유식별자.이필드는테이블의각행을고유하게식별합니다.테이블에는여러

개의고유식별자가있을수있습니다.필드의값은고유해야하며비워두거나 null일
수없습니다.

l 관련필드.이필드는테이블과데이터베이스의다른테이블을연결합니다.테이

블에는여러개의관련필드가있을수있습니다.

l 고유식별자및관련필드둘모두. 필드는이테이블의고유식별자이며데이터베

이스의다른테이블과도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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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관계를활용하여관련테이블을신속하게찾아흐름에추가하거나입력단계에서조

인을만들수있습니다.이기능은테이블관계가정의된지원되는모든데이터베이스커넥
터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1. 고유식별자또는관련필드(외래키)와같은필드에대한관계데이터가포함된데이
터베이스(예: Microsoft SQL Server)에연결합니다.

2. 입력패널에서 관련필드로표시되거나 고유식별자및관련필드둘모두로표

시된필드를클릭합니다.

관련테이블목록이표시된대화상자가열립니다.

3. 추가또는조인하려는테이블을마우스오버하고더하기단추를클릭하여흐름에테이
블을추가하거나조인단추를클릭하여선택한테이블과의조인을만듭니다.

조인을만들면 Tableau Prep은정의된필드관계를사용하여테이블을조인하고조인
을만드는데사용할조인절의미리보기를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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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는흐름패널의메뉴에서관련테이블을조인할수있습니다.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한다음조인 추가를선택하여관련테이블목록을표시합니다. Tableau Prep에
서는두테이블간의관계를구성하는필드를기반으로조인을만듭니다.

참고 :테이블에정의된테이블관계가없으면이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조인작업에대해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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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작성 및 구성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흐름에포함하려는데이터에연결한후흐름에새단계를추가하거나기존단계사이에단계

를삽입하여데이터정리및변형을시작할수있습니다.

흐름을구성하려면기본단계색상을변경하거나,설명을추가하여단계또는정리작업에
대한컨텍스트를제공하거나,흐름레이아웃을재구성하여복잡한흐름을따라가기쉽게만
들수있습니다.

단계 추가 또는 삽입
흐름을작성할때서로다른단계유형을추가하여필요한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예를
들어정리 단계를추가하여필드를분할하거나,필터를적용하거나,지저분한데이터를정
리하는등,다른다양한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조인 또는유니온 단계유형을사용하여
데이터테이블을결합하거나스크립트 단계유형을추가하여 R또는 Python스크립트를흐
름에통합할수있습니다.

흐름이구체화되기시작하면흐름의이전단계로돌아가서정리단계를더추가하거나나중

단계와동일한세부수준을사용할데이터를집계하는등의다양한작업을수행하는여러단

계유형을삽입해야할수있습니다.

참고 :표시되는메뉴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에따라달라지며흐름의다음
단계를작성하기위한단계를추가하는지,아니면기존단계사이에단계를추가하는
지에따라서도달라집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하를사용하는경우
메뉴옵션을보려면해당섹션을참조하십시오.

이러한메뉴를사용하여입력단계를추가할수는없습니다.대신연결 패널의테이블을흐
름패널로끌어와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연결페이지77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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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추가

데이터에연결하고테이블을캔버스로끌어다놓은후더하기 단추를클릭하여메뉴에

서단계유형을선택하거나제안된정리단계(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및
웹)를클릭하여자동으로정리단계를흐름에추가합니다.

단계유형선택:

l 정리 단계 :정리단계를추가하여다양한정리동작을수행합니다.사용할수있는
다양한정리동작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을참조하
십시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에서분기 추가 옵션이정리 단계 옵
션으로바뀌었습니다.흐름을서로다른분기로분할하려면두기존단계사이

에서더하기 단추를클릭하고추가 메뉴에서단계유형을선택합니다.

l 새 행 :새행을생성하여순차적데이터집합의간격을채웁니다.자세한내용은순차
적 데이터의 간격 채우기페이지256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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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 :집계 단계를만들어필드를선택하고필드의세부수준을변경합니다.자세한
내용은값 집계 및 그룹화페이지307를참조하십시오.

l 피벗 :피벗 단계를만들어열데이터를행으로또는행데이터를열로변환하는것과
같은다양한피벗옵션을수행합니다.피벗에새데이터를자동으로추가하도록와일
드카드피벗을설정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 피벗페이지280을참조
하십시오.

l 조인 :데이터테이블을결합하는조인 단계를만듭니다.메뉴옵션에서조인을만들
경우다른입력을조인에수동으로추가하고조인절을추가해야합니다.다른방법으
로,아래에표시된것처럼단계를끌어놓아파일을자동으로조인할수있습니다.조
인만들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관계데이터가있는테이블을포함하는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흐름패널의

메뉴에서조인을만들수도있습니다.이방법을사용하여테이블을조인하는방법에
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데이터 조인페이지134을참조하십시오.

l 유니온 :유니온단계를만듭니다.테이블을단계로끌어온다음표시되는추가 옵션
에놓는방법으로테이블을유니온에추가합니다.다른방법으로,단계를다른단계에
끌어놓아파일을유니온할수있습니다.유니온만들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유니온페이지315을참조하십시오.

l 스크립트(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및웹):스크립트단계를만들어 R
및 Python스크립트를흐름에포함합니다.스크립트단계는현재 Tableau Cloud에서
지원되지않습니다.자세한내용은 R 및 Python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페이
지289을참조하십시오.

l 예측 : Einstein Discovery로구동되는모델을사용하여흐름의데이터에대한예측점
수를대량으로매길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흐름에 Einstein Discovery예측 추
가페이지322를참조하십시오.

l 출력 :출력단계를만들어출력을추출파일(.hyper)또는 .csv파일로저장하거나,출
력을서버에데이터원본으로게시하거나,흐름출력을데이터베이스에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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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단계를파일에저장하는기능은현재웹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출력유형에
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참조하십시오.

l 붙여넣기 :동일한흐름에서복사된단계를추가합니다.동일한흐름의단계복사및
붙여넣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

l 흐름 삽입(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및웹):다른흐름에서저장한흐
름단계를현재흐름에추가합니다.단계를기존단계의끝에추가하거나기존단계
사이에삽입할수있습니다.흐름에서저장된흐름단계를사용하는것에대한자세
한내용은재사용 가능한 흐름 단계 만들기페이지253를참조하십시오.

참고 :이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에서이메뉴에추가되었습
니다.이전버전에서는흐름패널의빈공간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
나 Ctrl-클릭(MacOS)하여흐름단계를추가할수있습니다.

단계 삽입

기존단계사이에단계를삽입합니다.이메뉴에서는입력및출력단계유형을사용할수없
습니다.옵션은제품버전에따라다릅니다.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는
경우아래의버전 2019.3.1이하 섹션을참조하십시오.

1. 단계를삽입하려는흐름선의중앙으로마우스오버하여더하기 아이콘이표시되

도록합니다.그런다음아이콘을클릭하고단계유형을선택합니다.

참고 :제품버전에따라표시되는옵션이다를수있습니다.예를들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에서이메뉴에흐름 삽입이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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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유형선택:

l 정리 단계 :기존단계사이에삽입단계를추가하여다양한정리동작을수행합
니다.사용할수있는다양한정리동작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을참조하십시오.

l 새 행 :새행을생성하여순차적데이터집합의간격을채웁니다.자세한내용은
순차적 데이터의 간격 채우기페이지256를참조하십시오.

l 집계 :기존단계사이에집계 단계를삽입하여필드를선택하고필드의세부수
준을변경합니다.자세한내용은값 집계 및 그룹화페이지307를참조하십시
오.

l 피벗 :기존단계사이에피벗 단계를삽입하여열데이터를행으로또는행데이
터를열로변환하는것과같은다양한피벗옵션을수행합니다.피벗에새데이
터를자동으로추가하도록와일드카드피벗을설정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
용은데이터 피벗페이지280을참조하십시오.

l 조인 :기존단계사이에조인 단계를삽입합니다.메뉴옵션에서조인을만들경
우다른입력을조인에수동으로추가하고조인절을추가해야합니다.다른방
법으로,아래에표시된것처럼단계를끌어놓아파일을자동으로조인할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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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만들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관계데이터가있는테이블을포함하는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흐름

패널의메뉴에서조인을만들수도있습니다.이방법을사용하여테이블을조
인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데이터 조인페이지134을
참조하십시오.

l 유니온 :유니온단계를삽입합니다.테이블을단계로끌어온다음표시되는추
가 옵션에놓는방법으로테이블을유니온에추가합니다.다른방법으로,단계
를다른단계에끌어놓아파일을유니온할수있습니다.유니온만들기에대한
자세한내용은데이터 유니온페이지315을참조하십시오.

l 스크립트(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및웹):스크립트단계를삽
입하여 R및 Python스크립트를흐름에포함합니다.스크립트단계는현재
Tableau Cloud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자세한내용은 R 및 Python스크립트
를 흐름에 사용페이지289을참조하십시오.

l 예측 : Einstein Discovery로구동되는모델을사용하여흐름의데이터에대한예
측점수를대량으로매길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흐름에 Einstein
Discovery예측 추가페이지322를참조하십시오.

l 붙여넣기 :동일한흐름에서복사된단계를기존단계사이에삽입합니다.동일
한흐름의단계복사및붙여넣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

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

l 흐름 삽입(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및웹):다른흐름에서저장
한흐름단계를현재흐름에삽입합니다.단계를기존단계의끝에추가하거나
기존단계사이에삽입할수있습니다.흐름에서저장된흐름단계를사용하는
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재사용 가능한 흐름 단계 만들기페이지253를참
조하십시오.

참고 :이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에서이메뉴에추가
되었습니다.이전버전에서는흐름패널의빈공간을마우스오른쪽단추
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여흐름단계를삽입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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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2019.3.1이하

1. 단계를마우스오버하여더하기 아이콘이나타나면해당아이콘을클릭하고단계

유형을선택합니다.단계 삽입 :기존단계사이에정리단계를삽입합니다.다른모든
옵션을사용하는경우흐름에서분기가만들어집니다.

2. 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분기 추가 :흐름을서로다른분기로분할합니다.

l 단계 삽입 :기존단계사이에삽입단계를추가하여다양한정리작업을수행합
니다.사용할수있는다양한정리동작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을참조하십시오.

l 집계 추가 :집계또는그룹화하려는필드를선택할수있는집계 단계를만듭니
다.자세한내용은값 집계 및 그룹화페이지307를참조하십시오.

l 피벗 추가 :다양한피벗옵션을수행하여열데이터를행으로,행데이터를열로
변환할수있는피벗 단계를만듭니다.자세한내용은데이터 피벗페이지280
을참조하십시오.

l 조인 추가 :수동으로다른입력을조인에추가하고조인절을추가할수있는조
인 단계를만듭니다.다른방법으로,단계를끌어놓아파일을조인할수있습니
다.다음예제에서는 Orders_Central입력단계를끌어와조인 위에놓는것을보
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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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만들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3이상에서관계데이터가있는테이블이포
함된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흐름패널의메뉴에서조인을만들수도

있습니다.이방법을사용하여테이블을조인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입력 단계에서 데이터 조인페이지134을참조하십시오.

l 유니온 추가 :유니온단계를만듭니다.테이블을단계로끌어온다음표시되는
추가 옵션에놓는방법으로테이블을유니온에추가합니다.다른방법으로,단
계를다른단계에끌어놓아파일을유니온할수있습니다.유니온만들기에대
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유니온페이지315을참조하십시오.

l 스크립트 추가(버전 2019.3.1이상):스크립트단계를만들어 R및 Python스크
립트를흐름에포함합니다.자세한내용은 R 및 Python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페이지289을참조하십시오.

l 출력 추가 :출력을추출파일(.tde또는 .hyper)또는 .csv파일로저장하거나출
력을서버에데이터원본으로게시하려면이옵션을선택합니다.

단계 그룹화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그리고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버전
2020.4부터지원됩니다 .

그룹화옵션을사용하면크고복잡한흐름의섹션을폴더로분류하여흐름을쉽게실행할

수있게하거나,문제를해결하거나,다른사람과공유할수있습니다.그룹의색상을변경
하거나,설명을추가하거나,그룹화된단계를복사하여흐름의다른영역에붙여넣거나,
Tableau Prep Builder에서그룹화된단계를서버의파일에저장하여다른흐름에서재사용
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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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그룹화를 위한 요구 사항

l 단계는흐름선과직접연결되어야합니다.
l 단계는한번에한그룹에만포함될수있습니다.
l 그룹은중첩될수없습니다.
l 그룹의단계사이를연결하는흐름선을유지하는한언제든지그룹의단계를추가하

거나제거할수있습니다.이조건은이미그룹에포함된흐름에서단계를제거하는경
우에도적용됩니다.이시나리오에서는그룹이자동으로그룹해제됩니다.

그룹 만들기

흐름에서일련의연결된단계를선택한다음(클릭하고끌기로여러단계를한번에선택할
수도있음)선택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ntrl-클릭(MacOS)하고메뉴에
서그룹을선택합니다.

그룹을만든후다음중하나를수행할수있습니다.

l 언제든지그룹을확장( )하거나축소( )하려면이중화살표를클릭합니다.
l 연결된단계를끌어축소된폴더에놓아그룹에더많은단계를추가합니다.

l 그룹의단계를제거합니다.확장된상태에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
나 Cntrl-클릭(Mac OS)하고그룹에서 제거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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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거할경우그룹의연속성이끊어지는단계에는이옵션을사용할수없
습니다.

l 축소된상태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ntrl-클릭(MacOS)하여메뉴를
열고다음옵션중에서선택합니다.

l 이름 바꾸기 :그룹이름을변경합니다.
l 설명 추가 :그룹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
l 색상 편집 :그룹폴더의색상을변경합니다.이경우그룹의개별단계색상을
변경되지않습니다.

l 그룹 확장 :그룹의모든단계를표시합니다.이중화살표 를클릭하여그

룹을확장할수도있습니다.
l 그룹 해제 :그룹에서모든단계를제거하고그룹을삭제합니다.
l 복사 :그룹과그룹의모든단계를클립보드에복사하여흐름의다른곳에붙여
넣을수있게합니다.복사및붙여넣기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단계 복사
및 붙여넣기페이지247를참조하세요.

l 단계를 흐름으로 저장(Tableau Prep Builder만해당):그룹화된단계를로컬로
컴퓨터의파일에저장하거나,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여
다른사용자와공유하거나,다른흐름에서사용합니다.재사용할수있도록흐
름을저장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재사용 가능한 흐름 단계 만들기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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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253를참조하십시오.
l 제거 :흐름에서그룹및그룹의모든단계를제거합니다.

l (버전 2021.1.2이상)확장된상태에서확장된그룹영역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
하거나 Cntrl-클릭(MacOS)하여메뉴를열고그룹을축소하거나단계를그룹해제합니
다.

흐름 색 구성표 변경
Tableau Prep은기본적으로흐름의각단계에색상을지정합니다.이색구성표는흐름전체
에적용되므로정리단계를적용할때흐름전체에서데이터를추적할수있으며,데이터를
조인하거나,유니온하거나,집계할때작업의영향을받는파일을파악할수있으므로작업
이쉬워집니다.

단계에대해다른색구성표를선택하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하나이상의단계를선택합니다.

2. 선택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색상 편집을
선택합니다.

3. 색상표에서색상을클릭하여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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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색상을기본색상으로재설정하려면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상단메뉴에서실행 취소를클릭합니다.

l Cntrl+Z또는 Command-Shift-Z(MacOS)을누릅니다.

l 변경한단계를선택하고,선택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한다음색상 편
집을선택합니다.그런다음색상표하단에서색상 재설정을선택합니다.

흐름에서 단계 제거
흐름의어느지점에서나단계나단계사이의흐름선을제거할수있습니다.

참고 :축소된단계그룹의들어오거나나가는흐름선은제거할수없습니다.먼저그
룹을확장하거나단계를그룹해제해야합니다.

l 단계또는흐름선을제거하려면제거하려는단계또는흐름선을선택하고요소를마

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한다음제거를선택합니다.

l 여러단계또는흐름선을제거하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마우스를끌어전체흐름부분을선택합니다.그런다음선택된단계중하나를
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키를누른채로클릭(Mac OS)하고제거
를선택합니다.

l Ctrl+A또는 Cmd+A(MacOS)를눌러흐름의모든요소를선택하거나 Ctrl+클릭
또는 Cmd+클릭(MacOS)하여특정요소를선택한다음 Delete키를누릅니다.

흐름 단계 및 정리 동작에 설명 추가
흐름을작성하고다양한정리작업을수행할때나중에흐름을보거나처리하는사용자가

단계를보다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추가할수있습니다.흐름패널에서직접흐름의
개별단계에설명을추가하거나,단계그룹또는변경사항 패널의정리동작에설명을추가
하여변경내용에대한추가컨텍스트를제공할수있습니다.설명의최대길이는 200자입
니다.

변경사항패널에서변경내용을보는방법에대해자세한내용은변경 내용 보기페이

지225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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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단계에 설명 추가

설명을추가하면단계아래에메시지 아이콘이추가됩니다.이아이콘을클릭하여흐름

패널에서설명텍스트를표시하거나숨길수있습니다.

1. 흐름패널에서단계를선택합니다.

2.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한다음메뉴에서
설명 추가를선택합니다.

l 단계의이름필드를두번클릭한다음설명 추가를클릭합니다.

3. 텍스트상자에설명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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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텍스트상자바깥쪽을클릭하거나 Enter키를눌러변경내용을적용합니다.기본적

으로설명은단계아래에표시됩니다.설명을숨기려면메시지 아이콘을클릭합니

다.

5. 설명을편집하거나삭제하려면단계또는설명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합니다.그런다음메뉴에서설명 편집 또는설명 삭제를선택합니
다.

변경 항목에 설명 추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1이상및웹에서변경사항패널의항목에설명을추가할
수있습니다.

1. 흐름패널에서단계를선택합니다.

2. 변경사항 패널또는변경사항 탭을엽니다.

3. 변경사항 패널의항목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
설명 추가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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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작업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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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에대해생성된텍스트아래에설명 아이콘과함께설명이나타납니다.

5. 설명을편집하거나삭제하려면변경항목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
클릭(MacOS)하고설명 편집 또는설명 삭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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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레이아웃 재구성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이상그리고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버전
2020.4부터지원됩니다 .

흐름을작성할때 Tableau Prep Builder는기본레이아웃을사용합니다.각흐름은왼쪽에서
오른쪽으로레이아웃되고처리되며입력단계는캔버스의맨왼쪽에서시작하고출력단계

는캔버스의오른쪽에서끝납니다.그러나크고복잡한흐름을작성하게되면금방흐름을
따라갈수없게됩니다.

흐름레이아웃을이해하기쉬운형태로구성하기위해단계를선택하고이동하여흐름의레

이아웃을정리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교차하는흐름선을수정하거나,흐름단계를이동
하여불필요한공백을정리하거나,명확한이벤트순서를나타내도록흐름단계를재배치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다음흐름은혼란스럽고따라이동하기가어렵습니다.

이흐름을정리하려면단계를선택하고위,아래,왼쪽또는오른쪽으로끌어캔버스의새위
치에놓으면됩니다.흐름단계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의프로세스흐름을방해하는위치로
이동할수없습니다.예를들어,조인단계앞에배치된유니온단계를같은흐름에서조인단
계뒤에있는위치로끌어놓을수없습니다.

흐름단계를허용되는위치로끌어놓으면주황색상자가표시됩니다.허용되지않는위치이
면주황색상자가표시되지않으며단계를끌어놓으려고하면원래위치로돌아갑니다.

흐름에서단계를이동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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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름패널에서이동하려는단계를선택합니다.특정단계를클릭하거나,끌기로여러
단계를선택하거나, Ctrl키또는 Cmd키(MacOS)를누른채로클릭하여인접하지않
은단계를선택할수있습니다.

2. 단계를끌어새위치에놓습니다.

참고 :이동하여재배치한위치가마음에들지않으면상단메뉴에서실행 취소
를클릭하여되돌릴수있습니다.그러나단계를이동하는과정에서정리작업
을수행한경우해당작업도실행취소될수있습니다.실행 취소 옵션은수행
한순서대로작업을되돌립니다.

"단계 흐름 재구성"작업 직접 보기

다음예제에서는끌어놓기를사용하여흐름을재배치하는방법을보여줍니다.

흐름 탐색기 도구 사용
대형흐름에서작업하는경우앞뒤로스크롤하여흐름에서뒤로돌아가야하는특정영역

을검색하려면어려울수있습니다.흐름탐색기도구를사용하면이작업이쉬워집니다.흐
름탐색기는흐름의축소버전으로,캔버스의오른쪽아래에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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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영역을클릭하여흐름의해당영역으로이동하거나다음툴바

옵션을사용하여탐색할수있습니다.

툴바 옵션 설명

흐름탐색기그래픽을축소합니다.축소된상태에서는비율표시기만표시
될수있습니다.이표시기를마우스오버하여툴바를확장하고위쪽화살
표 를클릭하여그래픽을다시확장할수있습니다.

흐름탐색기그래픽을확장합니다.

흐름의크기를화면에맞게변경합니다.

흐름을확대하고축소합니다.비율표시기를클릭하여뷰를 100%로복원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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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검토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수행해야하는변경사항과흐름에포함하는작업의효과를보다잘이해하고데이터의구

성을정확하게파악하려면이항목의옵션을사용하십시오.

데이터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 검토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흐름 패널에연결을끌어놓으면 Tableau Prep이필드의데
이터를해석하여자동으로데이터유형을할당합니다.다양한데이터베이스가서로다른
방식으로데이터를처리할수있기때문에 Tableau Prep의해석이항상올바른것은아닙니
다.

데이터유형을변경하려면데이터유형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올바른

데이터유형을선택하십시오.문자열또는정수데이터유형을날짜 또는날짜 및 시간으
로변경할수있으며 Tableau Prep은이러한데이터유형을변경하기위해 Auto DateParse
를트리거합니다. Tableau Desktop과마찬가지로변경이성공적이지않은경우필드에 Null
값이대신표시되며변경을위한계산을만들수있습니다.

DateParse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웹작성도움말에서필드를날짜필
드로변환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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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같은데이터원본의데이터에연결한후입력단계에서데이터유형을변경할수있

습니다.

l Microsoft Excel
l 텍스트파일

l PDF파일
l Box
l Dropbox
l Google Drive
l OneDrive

다른모든데이터원본의경우정리단계또는다른단계유형을추가하여변경합니다.다양
한단계유형에서사용가능한정리옵션의목록을보려면정리 작업 정보페이지211를참
조하십시오.

데이터에 대한 크기 세부 정보 보기

데이터에연결한후흐름에테이블을추가하고단계를추가합니다.프로필 패널을사용하
여데이터의현재상태와구조를확인하고 null및이상값을파악할수있습니다.

l 필드 및 행 수 :프로필 패널왼쪽위에서흐름의특정시점에데이터의필드및행수
를요약하여보여주는정보를찾을수있습니다.수는가장가까운 1000단위숫자로
반올림됩니다.아래예제에서데이터집합에는 21개필드와 3,000개행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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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및행수를마우스오버하면정확한행수를확인할수있습니다(이예의경우
2848).

l 데이터 집합 크기 :입력 패널의데이터 샘플 탭에서포함할행수를지정하여데이
터의하위집합으로작업하십시오.

l 샘플링됨 :데이터를사용하여직접상호작용할수있도록 Tableau Prep은원시데이
터의하위집합으로작업합니다.행수는데이터유형과렌더링되는필드수에따라
결정됩니다.문자열은정수보다많은저장공간을차지하므로데이터집합에문자열
필드 10개있는경우정수필드 10개가있는경우보다더적은수의행이반환됩니다.

샘플링됨 배지는프로필 패널에서크기세부정보옆에표시되어데이터집

합의하위집합임을나타냅니다.흐름에포함하는데이터의양을수정할수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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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추가데이터제한이적용됩니다.자세한내용은
데이터 샘플 크기 설정페이지118을참조하십시오.

l 고유 값 수 :각필드머리글옆의숫자는해당필드에포함된고유값을나타냅니다.수
는가장가까운 1000단위숫자로반올림됩니다.아래예제에서 Description(설명)필드
에 3,000개고유값이표시되지만이숫자를마우스오버하면정확한고유값수를확인
할수있습니다.

값 분포 또는 고유 값 보기
기본적으로 Tableau Prep은필드의숫자,날짜및날짜/시간값을버킷으로그룹화합니다.버
킷을구간차원이라고도합니다.구간차원을사용하면값의분포를전체적으로확인할수있
고이상값과 null값을빠르게식별할수있습니다.구간차원크기는필드의최소값과최대값
을기반으로계산되며 null값은항상분포의상단에표시됩니다.

예를들어주문및배송날짜는연도별로요약되거나 "구간차원"으로처리됩니다.각구간차
원은 1년(시작연도의 1월부터다음연도의 1월까지)을나타내며연도에따라레이블이지정
됩니다. 2018년과 2019년의후반부에해당하는판매날짜와배송날짜가있기때문에해당
값의다음연도에대한구간차원이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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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형(또는범주형)데이터필드가많은행을포함하거나스크롤기능없이는필드에표
시할수없을정도로큰분포를가진경우필드오른쪽에요약분포를표시할수있습니다.
분포를클릭하고특정값을목표로스크롤할수있습니다.

데이터에숫자또는날짜필드가포함된경우값의상세(불연속형)버전을표시하거나값의
요약(연속형)버전을표시하도록전환할수있습니다.요약뷰에는필드의값범위와특정
값의발생빈도가표시됩니다.

이전환기능을사용하면고유값(예:필드의 “3”레코드수)또는값분포(예:필드의모든 “3”
레코드합계)를확인할수있습니다.

뷰를전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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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패널,결과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숫자또는날짜필드의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합니다.

2. 상황에맞는메뉴에서세부 정보를선택하여값의상세버전을표시하거나요약을선
택하여값의분포버전을표시합니다.

필드 및 값 검색
프로필패널또는결과패널에서특별히관심이있는필드나값을검색하고데이터를필터링

하는데검색결과를사용할수있습니다.

버전 2021.1.1부터필드를검색할때검색결과를더잘이해할수있도록발견된필드수를
알려주는새표시기가표시됩니다.필드가없으면추가적인메시지가표시됩니다.

필드를검색하려면툴바에있는검색상자에검색어전체또는일부를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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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의값을검색하려면

1. 필드의검색아이콘 을클릭하고값을입력합니다.

2. 고급검색옵션을사용하려면검색 옵션 ...단추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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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색결과를사용하여데이터를필터링하려면이 항목만 유지 또는제외를선택합니
다.

흐름 패널에서영향을받는단계위에필터아이콘이나타납니다.

데이터 그리드의 필드 값 복사

Tableau Prep Builder및 Tableau Server버전 2022.3이상과 Tableau Cloud버전 2022.2(8
월)이상에서지원됩니다 .

데이터그리드에서선택한값집합을쉽게복사하여 Microsoft Excel,텍스트(.csv)파일,이메
일등의문서에붙여넣을수있습니다.복사하고 SQL편집기에붙여넣어 SQL쿼리를빠르
게실행할수도있습니다.

1. 데이터그리드에서복사할필드값을하나이상선택합니다.

2. 선택한필드값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md-클릭(MacOS)한다음메뉴에
서복사를선택합니다.바로가기키 Ctrl+C또는 cmd+C(MacOS)를사용하거나 ...툴
바메뉴에서복사를선택할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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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사한필드를문서나다른위치에붙여넣습니다.

참고 :편집 >복사를사용하는경우현재데이터그리드의필드값을복사하지
않습니다.

값 및 필드 정렬
프로필카드의정렬옵션을사용하여구간차원(값의개수는분포막대로표현됨)을오름차
순이나내림차순으로정렬하거나개별필드값을사전순으로정렬할수있습니다.

필드 다시 정렬

목록뷰를사용하여필드순서를변경하는작업은버전 2022.2.1이상에서지원됩니다 .

프로필패널,데이터그리드또는목록뷰에서필드를새위치로끌어필드순서를변경할수
있습니다.

필드순서를다시정렬하려면:

1. 프로필 패널,결과 패널,데이터 그리드또는목록 뷰에서하나이상의프로필카드
또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프로필카드또는필드를검은색대상선이나타날때까지끕니다.
3. 프로필카드또는필드를위치에놓습니다.
프로필패널,데이터그리드및목록뷰는동기화되므로필드가모든위치에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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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나타납니다.필드의새순서는흐름을실행하고예약할때 Tableau제품전체
에서지속됩니다.

데이터 그리드 다시 정렬

목록 뷰 다시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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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서 필드 및 값 하이라이트
Tableau Prep을사용하면흐름데이터에서필드와값을쉽게찾을수있습니다.흐름패널
의흐름전체에서필드가시작된위치와사용되는위치를추적하거나프로필카드또는데

이터그리드에서개별값을클릭하여관련값이나동일한값을하이라이트합니다.

흐름의 필드 추적

Tableau Prep에서누락된값을추적하거나예상한결과가나타나지않을때흐름문제를해
결하는데도움이되도록흐름에서필드가시작된위치를비롯하여필드가사용되는모든

위치를하이라이트할수있습니다.

정리단계의프로필 패널이나다른단계유형의결과 패널에서필드를클릭하면흐름패널

에서해당필드가사용되는경로가하이라이트됩니다.

참고 :이옵션은입력또는출력단계유형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관련 값 보기

하이라이트기능을사용하면전체필드에서관련값을찾을수있습니다.프로필패널또는
결과패널의프로필 카드에서값을클릭하면다른필드의모든관련값이파란색으로하이

라이트됩니다.파란색은선택한값과다른필드에있는값간의관계분포를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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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관련값을하이라이트하려면프로필 패널에서필드의값을클릭합니다.다른필
드의관련값이파란색으로바뀌며파란색으로하이라이트된막대의비율은연관성의정도

를나타냅니다.

동일한 값 하이라이트

데이터그리드에서값을선택하면모든동일한값이하이라이트됩니다.이러한하이라이트
를통해데이터의패턴이나불규칙성을식별할수있습니다.

데이터 필터링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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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은데이터를필터링하는데사용할수있는다양한옵션을제공합니다.예를
들어,이 항목만 유지 또는제외를사용하여프로필카드,데이터그리드또는결과카드의
필드에대한특정값에대해한번의클릭으로필터링을수행하거나보다복잡한필터링요

구를위해다양한필터옵션중에서선택할수있습니다.전체필드를유지하거나제거할수
도있습니다.

흐름의모든단계에서데이터를필터링할수있습니다.단순히특정값을변경하려면값 편
집을선택하여값을인라인으로편집하거나값을 Null로바꿀수있습니다.필드값편집에
대한자세한내용은필드 값 편집페이지232을참조하십시오.

필드 유지 또는 제거

흐름에서데이터를처리할때불필요한필드를제거하고싶을수있습니다.정리또는동작
단계의프로필패널이나데이터그리드에서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하고마우스오른쪽

단추클릭또는 Ctrl-클릭(MacOS)한다음제거를선택하여선택된필드를제거하거나이
항목만 유지(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이상및웹)를선택하여선택된필드만유
지하고선택되지않은모든필드를제거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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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숨기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4이상그리고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버전
2021.1부터지원됩니다 .

정리할필요가없지만흐름에는포함하려는필드가있는경우필드를제거하는대신숨길수

있습니다.이러한필드의데이터는필드숨기기를취소하거나흐름을실행하여출력을생성
할때까지로드되지않습니다.

필드를숨기면숨겨진 필드라는새프로필카드가프로필패널에자동으로추가되므로필

요한경우목록에서필드의숨기기를쉽게취소할수있습니다.

대부분의작업에숨겨진필드를포함할수있지만조인,집계및피벗을사용하려면이러한
단계형식중하나에서필드숨기기를취소해야합니다.이러한작업중하나에서필드를사
용한후에필드를숨기면필드가숨김상태로표시되고작업은영향을받지않습니다.

모든숨겨진필드에눈 아이콘으로태그가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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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

필드를숨기거나숨기기취소하려면입력단계나정리단계에있어야합니다.정리단계에
서는프로필패널,날짜그리드및목록뷰에서필드를숨기거나숨기기취소할수있습니
다.

입력 단계에 있는 경우

1. 데이터에연결합니다.
2. 입력단계에서숨기거나숨기기취소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3. 눈 아이콘을클릭하여필드를숨기거나숨기기취소합니다.

입력단계의다중선택필드는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프로필 패널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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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숨기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메뉴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키를누른채클릭

(MacOS)합니다.또는툴바메뉴에서필드 숨기기 또는필드 숨기기를선택합니다.

3. 숨겨진필드를표시하는새프로필카드가생성됩니다.

4. 필드숨기기를취소하려면숨겨진 필드 프로필카드에서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하

고눈 아이콘을클릭하고,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키를누른채

(MacOS)클릭한후메뉴에서필드 숨기기 취소를선택합니다.

목록 뷰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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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리단계의툴바에서목록뷰 아이콘을클릭하여목록뷰로변경합니다.
2. 숨기거나숨기기취소할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합니다.

3. 눈 아이콘을클릭하여필드를숨기거나숨기기취소합니다.

각 데이터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데이터 유형 사용할 수 있는 필터

문자열 계산,와일드카드일치, Null값,선택된값

숫자 계산,값범위, Null값,선택된값

날짜,날짜및시간 계산,날짜범위,기준날짜, Null값,선택된값

필터 옵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필드에사용할수있는다양한필터옵션을보려면프로필카드,데이터그리드또는결과패

널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십시오.데이터그리드에서메뉴를보려면먼저프로필

패널 숨기기 단추를클릭한다음기타 옵션 을클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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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필터

계산을선택하면필터 추가 대화상자가열립니다.계산을입력하고올바른지확인한다음
저장을클릭합니다.버전 2021.4.1부터는계산필터에매개변수를포함할수도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필터 계산에 매개 변수 적용페이지203을참조하십시오.

참고:입력단계에서이필터가사용가능한유일한유형입니다.다른모든필터유형
은프로필카드,데이터그리드또는결과패널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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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값 필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상및웹에서선택된 값 필터를사용하여필드에서유
지하거나제외할값을취사선택할수있으며,여기에는샘플에포함되지않은값도포함됩
니다.오른쪽패널에서이 항목만 유지 또는제외 탭을클릭하고작업을선택한다음검색

용어를입력하여값을검색하거나값 추가 를클릭하고데이터집합에속하지만샘플에

포함되지않은값을추가합니다.완료를클릭하여필터를적용합니다.

참고 :이필터옵션은집계 또는피벗 단계유형에사용할수없습니다.

값 범위 필터

특정범위에속하는값을필터링할수있습니다.값 범위를선택하면범위를지정하거나최
소값또는최대값을설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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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범위 필터

특정날짜범위에속하는값을필터링할수있습니다.날짜 범위를선택하면날짜범위를지
정하거나최소또는최대날짜를설정할수있습니다.

기준 날짜 필터

기준 날짜 필터를사용하여데이터에표시할정확한연도,분기,월,주또는일범위를지정
할수있습니다.또한특정날짜에상대적인고정일을구성할수있으며 null값을포함할수
있습니다.

참고: "마지막"날짜기간에는일부날짜가아직지나지않은경우에도전체현재시간
단위가포함됩니다.예를들어,마지막월을선택하고현재날짜가 1월 7일이면
Tableau에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날짜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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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카드 일치 필터

와일드카드 일치를선택하면필드값을필터링하여패턴과일치하는값을유지하거나제

외할수있습니다.필터편집기에서이 항목만 유지 또는제외 탭을선택하고일치시킬값
을입력한다음찾으려는값을반환하는일치 옵션 조건을설정합니다.

필터링된결과는필터편집기의왼쪽패널에표시되므로결과를검토하고실험할수있습

니다.원하는결과를얻었으면완료를클릭하여변경내용을적용합니다.

Null값 필터

Null값을선택하면선택한필드의값을필터링하여 Null값만표시하거나모든 Null값을제
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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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역할을 사용하여 데이터 유효성 확인

참고 :데이터원본소유자와 Tableau관리자가데이터에질문에대한특정데이터필
드명및값에대한동의어를추가할수있습니다.데이터에질문에대해데이터역할을
사용하는것에대한정보는 Tableau Desktop도움말에서데이터에질문에대한동의
어추가를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필드의값이유효한지여부를신속하게확인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은선택할수있는표준데이터역할집합을제공하거나,사용자가데이터집합
의고유필드값을사용하여고유한역할을만들수있습니다.

데이터역할을할당하면 Tableau Prep은데이터역할에대해정의된표준값을필드의값과
비교합니다.일치하지않는값은빨간색느낌표로표시됩니다.필드를필터링하여유효하거
나유효하지않은값만보고적절한조치를취하여수정할수있습니다.필드에데이터역할
을할당한후에는값 그룹화 옵션을사용하여맞춤법과발음을기준으로유효하지않은값

을유효한값에일치시키고그룹화할수있습니다.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웹에서
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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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표준 데이터 역할 할당

데이터유형을할당하는것과동일한방식으로 Tableau Prep이제공하는데이터역할을필
드에할당할수있습니다.데이터역할은데이터값이나타내는대상을식별하므로 Tableau
Prep이자동으로값의유효성을확인하고해당역할에유효하지않은값을하이라이트할
수있습니다.

예를들어지리적데이터에대한필드값이있는경우 City(시(도시))데이터역할을할당할
수있으며 Tableau Prep은필드의값을알려진도메인값의집합과비교하여일치하지않는
값을식별할수있습니다.

참고 :각필드는독립적으로분석되므로 Country(국가) "USA"의 State(시/도)
"Washington"에서 City(시(도시))값 "Portland"는유효한시(도시)및시/도조합이아
니지만유효한시(도시)이름이기때문에이러한방식으로식별되지않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는다음과같은데이터역할을제공합니다.

l 이메일

l URL

l 지리적역할(최신지리적데이터에기반하며 Tableau Desktop에서사용되는것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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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데이터)
l 공항

l 지역번호(미국)
l CBSA/MSA
l 시(도시)
l 하원의원선거구(미국)
l 국가/지역
l 시군구

l 통계지역단위명명법-유럽
l 주/시/도
l ZIP코드/우편번호

팁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4이상및웹에서필드에지리적역할을할당하면해당
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데이터역할에정의된표준값과일치하는값을지정하고그룹화할

수도있습니다.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값을그룹화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
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

필드에데이터역할을할당하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프로필패널,결과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합니다.

2. 필드의데이터역할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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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은필드의데이터값을선택한데이터역할에대한알려진도메인값이
나패턴(이메일또는 URL)과비교하여일치하지않는모든값에빨간색느낌표를표
시합니다.

3. 필드의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값 표시 섹션에서모든값을표시하거나데이터
역할에대해유효하거나유효하지않은값만표시하는옵션을선택합니다.

4. 필드의기타 옵션 메뉴에있는정리옵션을사용하여유효하지않은모든값을수

정합니다.필드값을정리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리 작업 정보페이
지211을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 만들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및웹에서데이터집합의필드값을사용하여사용
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들면데이터를정리할때사용자또는다른사용자가필드의유효

성을검증하는데사용할수있는표준값집합을만들수있습니다.사용하려는필드를선택
하고필요한경우정리작업을적용한다음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여
흐름에사용하거나다른사용자와데이터역할을공유합니다.

웹에서흐름을편집할때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드는경우로그인한서버에사용자

지정데이터역할을직접게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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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l 데이터집합의단일필드에서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들수있습니다.필드조합
에서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드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

l 잠긴사용권한이있는프로젝트에데이터역할을게시하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
l 문자열 및숫자(정수)데이터유형에할당된필드에대해서만사용자지정데이터역
할을만들수있습니다.

l 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들면 Tableau Prep에서데이터역할게시와관련된출력
단계가흐름에생성됩니다.

l 동일한흐름으로여러사이트에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게시하는것은지원되지

않습니다.흐름을게시하는경우흐름이게시된동일한사이트나서버에사용자지정
데이터역할을게시해야합니다.

l 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은게시하는사이트,서버및프로젝트에따라다릅니다.위치
에대한사용권한이있는모든사용자는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사용할수있지만

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선택하거나적용하려면사이트또는서버에로그인해야

합니다.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에는없음 대신새프로젝트의모든 사용자 그룹에
대한기본사용권한이할당됩니다.

l 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은버전별로다르지않습니다.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적
용하면최신버전이적용됩니다.

l 사이트에대한액세스권한이있는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사용자에게게
시되면서버및프로젝트는해당위치의모든데이터역할을볼수있습니다.

l 적절한권한이있는사용자는데이터역할에대한사용권한을이동,삭제또는
편집할수있습니다.

l 설정할수있는사용권한및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에대해수행할수있는작

업은흐름으로수행할수있는작업과유사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흐름관리 및사용권한기능을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역할을편집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또는웹의흐름에서변경을수행한다
음동일한이름으로데이터역할을다시게시하여덮어써야합니다.이프로세스는게
시된데이터원본을편집하는것과유사합니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 만들기

1. 프로필 패널,데이터그리드또는결과패널에서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드는
데사용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필드에대한기타 옵션 을클릭하고데이터 역할로 게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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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역할을게시할서버및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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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흐름 실행을클릭하여데이터역할을만듭니다.게시프로세스가성공적으로완료되
면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데이터역할을볼수있습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사이트의로드에따라데이터역할을처리하는데다소시
간이걸릴수있습니다.데이터역할을즉시사용할수없는경우몇분정도기다렸다
가다시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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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 적용

1. 프로필패널,결과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적용할필
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합니다.

2. 사용자 지정을선택한다음필드에적용할데이터역할을선택합니다.

중요 : Tableau Prep Builder에서데이터역할이게시된사이트또는서버에로그인되어
있는지확인하십시오.그렇지않으면이옵션이표시되지않습니다.

Tableau Prep은필드의데이터값을선택한데이터역할에대한알려진도메인값과
비교하여일치하지않는모든값에빨간색느낌표를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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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드의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고값 표시 섹션에서모든값을표시하거나데이터
역할에대해유효하거나유효하지않은값만표시하는옵션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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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드의기타 옵션 메뉴에있는정리옵션을사용하여유효하지않은모든값을수

정합니다.필드값을정리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리 작업 정보페이지211
을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 보기 및 관리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게시된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보고관리할수있
습니다.사이트또는서버에게시된모든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볼수있습니다.선택한

데이터역할에대한추가 작업 을클릭하여다른프로젝트로이동하거나사용권한을변

경하거나삭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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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역할별로 유사한 값 그룹화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4및 2019.2.1에서이옵션의레이블은데이
터 역할 일치입니다.

필드에지리적데이터역할을할당하면해당데이터역할의값을사용하여맞춤법이나발

음을기반으로데이터필드의값을그룹화하고일치시켜표준화할수있습니다.맞춤법 또
는맞춤법 + 발음을사용하여잘못된값을그룹화하고올바른값과일치시킬수있습니다.

이러한옵션에서는데이터역할에정의된표준값을사용합니다.표준값이데이터집합샘
플에없으면 Tableau Prep에자동으로추가되고값이원래데이터집합에없는것으로표시
됩니다.필드에데이터역할을할당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표준 데이
터 역할 할당페이지178을참조하십시오.

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값을그룹화하려면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1. 프로필패널,결과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릭합니다.

2. 필드에대해다음데이터역할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공항

l 시(도시)
l 국가/지역
l 시군구

l 주/시/도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및웹에서는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선
택할수도있습니다.

표준 데이터 역할(버전
2019.1.4이상)

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버전 2019.3.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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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은필드의데이터값을선택한데이터역할에대한알려진도메인값과
비교하여일치하지않는모든값에빨간색느낌표를표시합니다.

3.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를선택한후다

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맞춤법 :잘못된값을문자의추가,제거또는대체를통해가장가까운올바른값
과일치시킵니다.

l 발음 + 맞춤법 :잘못된값을맞춤법및발음을기반으로가장유사한올바른값
과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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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필드의권장 사항 아이콘을클릭하여권장사항을적용하면잘못된값을그

룹화한후올바른값으로바꿀수있습니다.이옵션은발음 + 맞춤법 값그룹화옵션
을사용합니다.

Tableau Prep에서는맞춤법또는맞춤법과발음을기준으로값을비교한다음데이
터역할의표준화된값아래에유사한값을그룹화합니다.표준화된값이데이터집
합에없으면값이추가되고빨간색점으로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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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4.1이상과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4 0
이상의웹에서지원됩니다 .

참고 :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 Tableau Prep Builder및웹에서흐름
작성에적용됩니다.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
및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동일한스키마의다른데이터를사용하는흐름을다시사용하는경우가자주있는경우,흐
름을만들고흐름에매개변수를적용하여시나리오간에쉽게전환할수있습니다.매개변
수는흐름에서상수값으로대체할수있는숫자,텍스트값또는부울값과같은전역자리표
시자값입니다.

이제여러흐름을작성및유지관리하는대신하나의흐름을만들고매개변수를사용하여

다른데이터집합으로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다양한판매지역에대한매개
변수를만든다음입력파일경로에매개변수값을적용하여해당지역의데이터만사용하

여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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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변수를 어디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단계유형에따라파일이름,경로,테이블이름,필터식및계산된필드에매개변수를적용
할수있습니다.버전 2022.1.1부터는 REST API를사용하여흐름을실행할때매개변수재
정의값을포함할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REST API설명서에서흐름메서
드(영문)를참조하십시오.

다음테이블에서는각단계유형에매개변수를적용할수있는위치를보여줍니다.

단계 유형 매개 변수 위치

입력 l 파일에연결:파일이름또는파일경로에매개변수사용
l 데이터베이스에연결:테이블이름과사용자지정 SQL에매개변
수사용

l 식에디터:필터

출력 l 파일에출력:파일이름또는파일경로에매개변수사용.버전
2022.1.1부터는 Microsoft Excel워크시트이름에사용

l 서버에출력:게시된데이터원본이름에매개변수사용
l 데이터베이스에출력:테이블이름에매개변수사용.버전
2022.1.1부터는흐름출력을데이터베이스에기록하기전또는후
에실행하는 SQL스크립트에사용

정리,새행,
피벗,조인,

l 식에디터:필터및계산된필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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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

집계 l 식에디터:필터

스크립트 l 식에디터:필터및계산된필드값

예측 l 식에디터:필터및계산된필드값

매개 변수 만들기

매개변수는사용되는흐름에따라다릅니다.상단메뉴에서매개변수를만든다음해당매
개변수에적용되는값을정의합니다.또한모든값을허용하는매개변수를정의할수있습
니다.즉,모든흐름사용자가흐름을실행할때원하는값을입력할수있습니다.

흐름매개변수값을필수로만들거나선택사항으로만들수있습니다.흐름을실행할때사
용자에게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필수매개변수값은사용자가
흐름을실행하기전에입력해야합니다.선택적매개변수값은입력하거나현재값(기본값)
을수락할수있습니다.매개변수값은매개변수가사용되는모든위치에서흐름실행에적
용됩니다.

참고 :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실행하거나예
약하려면관리자가서버에서흐름 매개 변수 설정을사용하도록설정해야합니다.자
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웹에서 흐름 만들기 및
상호 작용을참조하십시오.

1. 상단메뉴에서매개 변수 아이콘을클릭한다음매개 변수 만들기를클릭합니

다.

2. 매개 변수 만들기 대화상자에서이름과설명(선택사항)을입력합니다.매개변수이
름은고유해야합니다.이값은매개변수를추가할때사용자인터페이스에표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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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입니다.

설명을포함하면사용자가매개변수목록과매개변수가사용되는위치를마우스오

버하여이정보를볼수있습니다(버전 2022.1.1부터).

3. 다음데이터유형중하나를선택합니다.매개변수값은선택한데이터유형과일치
해야합니다.

l 숫자(정수또는소수)
l 문자열

l 부울

4. 허용 가능한 값을지정합니다.사용자가매개변수에입력할수있는값입니다.

l 전체 :이옵션을사용하면흐름을실행할때도매개변수의값을입력할수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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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력및출력단계에서사용할수있는매개변수에이옵션을사용
하면보안상위험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모든값을입력할수있도록
하는사용자지정 SQL쿼리는데이터자산을 SQL삽입공격에노출시킬
수있습니다.

l 목록 :매개변수를적용할때사용자가선택할수있는값목록을입력합니다.여
러값을입력하려면각입력마다 Enter키를누릅니다.

5. (선택사항)런타임 시 선택 필요(이전릴리스의런타임에 값 확인)를선택합니다.
그러면매개변수입력이필요합니다.사용자는흐름을실행하거나예약할때값을입
력해야합니다.

6. 현재 값을입력합니다.이값은필수이며매개변수의기본값역할을합니다.
l 전체 :값을입력합니다.
l 목록 :목록의첫번째값이사용됩니다.드롭다운옵션을사용하여변경합니다.
l 부울 : True또는 False를선택합니다.

7. 확인을클릭하여매개변수를저장합니다.

매개 변수 기본값 변경

매개변수를만들때는현재값(기본값)을지정해야합니다.매개변수가흐름에포함되는경
우이값은다음작업에사용됩니다.

l 입력단계에정의된사용자지정 SQL쿼리실행
l 런타임에지정되지않은선택적매개변수채우기

l 저장된단계에서매개변수를정적값으로바꾸기(버전 2022.1.1이상)
l 데이터집합패키지로흐름을게시할때파일경로에서매개변수를정적값으로바꾸

기

언제든지값을변경할수있습니다.메뉴에서매개변수를편집하거나매개변수목록의설
정 단추를사용할수있습니다.흐름안에서는매개변수가적용되는모든위치에서설정 단
추를사용할수있습니다.값을변경하면사용자지정 SQL쿼리를포함하여매개변수가사
용되는모든위치에서매개변수의현재값(기본값)이재설정됩니다.

매개 변수 편집

1. 상단메뉴에서매개 변수 아이콘을클릭합니다.

2. 매개 변수 편집을클릭합니다.

Tableau Software 195

Tableau Prep도움말



3. 매개 변수 편집 대화상자에서변경을수행한다음확인을클릭합니다.

설정 단추를 사용하여 매개 변수 기본값 재설정

매개변수기본값을빠르게재설정하려면설정 단추를사용합니다.이단추에는흐름에서
매개변수가사용되는위치의수를나타내는개수가표시됩니다.

흐름에서매개변수가사용되는단계를하이라이트하려면매개변수대화상자에서흐름

에서 보기를클릭합니다.매개변수가사용되는위치가한곳뿐이면프로필패널이열려있
는상태로해당단계로바로이동합니다.

1.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상단메뉴에서매개 변수 아이콘을클릭합니다.흐름의모든위치에사용

된매개변수값을재설정하거나필터및계산된필드에사용된경우이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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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합니다.

l 흐름에적용된위치에서매개변수를클릭합니다.이옵션은파일이름,파일경
로,테이블이름,사용자지정 SQL및사전/사후 SQL스크립트에사용된매개변
수에사용할수있습니다.

2. 매개변수값을선택하거나입력합니다.

3. 설정을클릭하여변경내용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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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매개 변수 적용

매개변수를만든후단계유형에따라전체흐름의여러위치에적용할수있습니다.흐름이
실행되면매개변수값이해당흐름실행에적용되고특정데이터시나리오에대한출력이

생성됩니다.

입력 단계에 매개 변수 적용

입력단계에서매개변수를사용하여파일이름,파일경로의섹션,데이터베이스테이블이
름또는사용자지정 SQL사용시기를대체할수있습니다.

파일 이름 또는 파일 경로

이옵션은웹에서흐름을편집하거나작성할때사용할수없습니다 .

몇가지예외는있지만파일경로에매개변수를포함할수있습니다.버전 2022.1.1부터는
매개변수값의미리보기도볼수있습니다.

예외

l 버전 2022.1.1부터웹에서입력파일경로에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예약하고실
행할수있습니다.이전버전을사용하는경우 Tableau Prep Builder또는명령줄에서
흐름을실행합니다.

l 흐름을웹에게시할때파일경로에매개변수를포함하려면직접파일연결이필요합

니다.그렇지않으면매개변수가현재 값을사용하여정적값으로변환됩니다.

참고 :직접파일연결을사용하려면파일위치를조직의허용목록에포함해야
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입력및출력위치를허용
목록에추가를참조하십시오.

파일 이름 또는 경로에 매개 변수 적용

1. 설정 탭의파일경로에서매개변수를추가할위치에커서를놓습니다.

2. 매개변수 아이콘을클릭하고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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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값의미리보기를봅니다.현재값(기본값)이미리보기에표시됩니다.흐름
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선택하거나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테이블이름에매개변수를사용할때는전체테이블이름이매개변수여야합니다.테이블
이름의일부에대한매개변수사용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참고 : Google BigQuery입력연결에서테이블이름에매개변수를사용하는것은아직
지원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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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정 탭의테이블 필드에서드롭다운메뉴를클릭합니다.

2. 매개 변수 사용을선택한다음목록에서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SQL

1. 연결 패널에서사용자 지정 SQL을클릭합니다.

2. 사용자 지정 SQL탭에서텍스트상자에쿼리를입력하거나붙여넣습니다.

3. 매개변수 아이콘을클릭하고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4. 실행을클릭하여쿼리를실행합니다.흐름을실행할때까지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
는메시지가표시되지않습니다.대신매개변수의현재 값을사용하여쿼리가처음
실행됩니다.

참고 :흐름의다른위치에매개변수가사용되고현재 값이재설정된경우변
경내용이쿼리에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출력 단계에 매개 변수 적용

출력단계에서는다음위치에서매개변수를사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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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파일이름

l 파일경로의섹션

l 게시된데이터원본이름

l 데이터베이스테이블이름

l Microsoft Excel워크시트이름(버전 2022.1.1이상)
l 흐름출력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에기록하기전또는후에실행되는사용자지정

SQL스크립트(버전 2022.1.1이상)

파일 이름 또는 파일 경로

이출력옵션은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사용할수없습니다 .

1. 출력 패널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파일을선택합니다.

2. 이름 또는위치 필드에서매개변수 아이콘을클릭하고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파일경로에대해매개변수를추가할위치에커서를놓습니다.

흐름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이름

1. 출력 패널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게시된 데이터 원본을선택합니다.

2. 이름 필드에서매개변수 아이콘을클릭하고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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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사용자 지정 SQL전과 후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1. 출력 탭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선택합니다.

2. 테이블 필드에서매개 변수 사용을선택한다음목록에서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3. (선택사항)사용자 지정 SQL탭을클릭합니다.버전 2022.1.1부터테이블에데이터
가기록되기전과후에실행할 SQL스크립트에매개변수를입력할수있습니다.매
개변수를포함하려면매개 변수 삽입을클릭하고매개변수를선택합니다.

출력을데이터베이스에기록할때 SQL스크립트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출
력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저장페이지342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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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SQL스크립트에사용된매개변수는수동으로삭제해야합니다.자세한
내용은수동으로 매개 변수 삭제페이지206를참조하십시오.

흐름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필터 계산에 매개 변수 적용

매개변수를사용하여전체흐름에서데이터를필터링합니다.입력단계에서데이터집합을
필터링하거나단계또는필드값수준에서필터매개변수를적용합니다.예를들어특정지
역에대한입력데이터에만필터매개변수를사용하거나,단계의데이터를특정부서로필
터링합니다.

참고 :버전 2022.1부터같은이름과데이터유형의동일한매개변수가있는경우복사
및붙여넣기를사용하여다른흐름의매개변수가포함된필터계산을재사용할수있

습니다.

1. 프로필패널의툴바또는입력단계에서필터 값을클릭합니다.필드에매개변수필

터를추가하려면기타 옵션 메뉴에서필터 >계산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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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터 추가 계산에디터에서매개변수의이름을입력하여목록에서선택한다음(매
개변수가자주색으로표시됨)저장을클릭하여필터를저장합니다.

흐름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계산 필드에 매개 변수 적용

매개변수를사용하여흐름전체에서사용하는계산의상수값을바꿉니다.단계또는필드
값수준에서계산매개변수를적용할수있습니다.

참고 :버전 2022.1부터같은이름과데이터유형의동일한매개변수가있는경우복
사및붙여넣기를사용하여다른흐름의매개변수가포함된계산을재사용할수있

습니다.

1. 프로필패널의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필드에서계산에매개

변수를추가하려면기타 옵션 메뉴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 >사용자 지정 계

산을선택합니다.

2. 필드 추가 계산에디터에서계산을입력하고매개변수이름을입력하여목록에서
선택한다음저장을클릭하여계산을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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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실행하면매개변수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매개 변수 삭제

더이상필요하지않은매개변수를삭제하려면매개 변수 편집 대화상자에서매개 변수

삭제를클릭합니다.그러면흐름에사용된매개변수의모든인스턴스가제거되고매개변
수의현재 값으로대체됩니다.이동작은실행취소할수없습니다.

참고 :흐름의매개변수를삭제하는옵션은버전에따라다릅니다.버전 2022.1이상의
경우아래지침을사용합니다.이전버전의경우와출력을데이터베이스에기록하기
전또는후에실행되는사용자지정 SQL스크립트에사용된매개변수를삭제하려면
수동으로 매개 변수 삭제다음페이지를사용합니다.

1. 상단메뉴에서매개변수 아이콘드롭다운메뉴를클릭한다음삭제하려는매개

변수에대해매개 변수 편집을클릭합니다.

2. 매개 변수 편집 대화상자에서매개 변수 삭제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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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인대화상자에서매개 변수 삭제를다시클릭합니다.흐름에서 보기를클릭하여
단계를하이라이트하고삭제하기전에매개변수가사용된위치를조사할수있습니

다.

수동으로 매개 변수 삭제

버전 2021.4.4이하와사전및사후사용자지정 SQl스크립트에사용된매개변수에적
용됨

매개변수목록에서매개변수를삭제하기전에먼저흐름과변경사항 패널에서매개변수

의모든인스턴스를찾아서제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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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단메뉴에서매개변수 아이콘드롭다운메뉴를클릭합니다.

2. 삭제할매개변수에대해흐름에서 보기를클릭하여흐름에서해당매개변수가사용
되는모든인스턴스를찾습니다.

매개변수가흐름의어느곳에서도사용되지않는경우 4단계로건너뜁니다.
3. 변경사항 패널에나열된변경내용을삭제하는작업을포함하여매개변수가사용되
는각단계에대해매개변수를제거합니다.

4. 상단메뉴에서매개변수 아이콘드롭다운메뉴를클릭하고삭제하려는매개변수

에대해매개 변수 편집을클릭합니다.

5. 매개 변수 편집 대화상자에서매개 변수 삭제를클릭합니다.

매개변수의현재 값으로매개변수가대체됩니다.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흐름 실행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런타임시또는흐름을예약에추가할때매개변수
값을입력하라는메시지가표시되는점을제외하면,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실행하는것
과매개변수가없는흐름을실행하는것이동일합니다.

매개변수가필수로표시된경우사용자는흐름을실행하기전에값을입력해야합니다.매
개변수가선택사항인경우사용자는값을입력하거나기본적으로매개변수의현재 값을

수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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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매개변수는런타임 시 선택 필요(이전릴리스의런타임에 값 확인)확인란이선택
된매개변수입니다.

명령줄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고현재매개변수값(기본값)을재정의하려
면매개변수재정의 .json파일을만들고명령줄에 -p--parameters구문을포함합니다.자세
한내용은명령줄에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흐름 실행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실행하거나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수동
으로실행하는경우실행을클릭하면매개 변수 대화상자가열립니다.

1. 매개변수값을입력하거나선택합니다.흐름에선택적매개변수가있는경우지금
값을입력하거나현재(기본)매개변수값을수락할수있습니다.

2.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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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페이
지401을참조하십시오.

일정에 따라 흐름 실행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실행되도록흐름일정을예약하는경우흐름예약
시필요한매개변수값을입력해야합니다.

1. 새 작업 또는연결된 작업 탭의매개 변수 설정 섹션에서매개변수값을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흐름에선택적매개변수가있는경우지금바로값을입력하거나,현재
매개변수값(기본값)을사용하려면필드를비워둡니다.

새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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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작업

2. 작업 만들기를클릭하여흐름일정을예약합니다.

흐름작업을예약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
말에서흐름작업예약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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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정리 및 변형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에서는데이터를정리하고변형하는데사용할수있는다양한정리작업을제
공합니다.불필요한데이터를정리하면데이터를쉽게결합하고분석하거나데이터집합을
공유할때다른사람들이데이터를쉽게이해할수있습니다.

피벗단계또는스크립트단계를사용하여 R또는 Python스크립트를흐름에적용하여데이
터를정리할수도있습니다.스크립트단계는 Tableau Cloud에서지원되지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데이터 피벗페이지280또는 R 및 Python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페이지289을
참조하십시오.

정리 작업 정보
필드의필터링,추가,이름바꾸기,분할,그룹화또는제거와같은정리작업을적용하여데
이터를정리할수있습니다.흐름에있는대부분의단계유형에서정리작업을수행할수있
습니다.데이터그리드에서정리단계의정리작업을수행할수도있습니다.

입력단계에서제한된정리작업을적용할수있지만출력단계에서정리작업을적용할수

없습니다.입력단계에서정리작업을적용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 정리
작업 적용페이지112을참조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정리 작업

다음표에서는각단계유형에서사용할수있는정리작업을보여줍니다.

입력 정리 집계 피벗 조인 유니온 새 행 출력

필터 X X X X X X X

값그룹화 X X X X

정리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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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변환 X X X X X X

값분할 X X X X X

필드명바꾸기 X X X X X X

필드명바꾸기(대량) X

필드복제 X X X X X

필드만유지 X X X X X X X

필드제거 X X X X X X X

계산된필드만들기 X X X X X

값편집 X X X X X

데이터유형변경 X X X X X X X

데이터를변경하면흐름 패널에서해당하는단계에주석이추가되고작업을추적할수있

도록변경 패널에항목이추가됩니다.입력단계를변경하면주석이흐름 패널의단계왼쪽
에표시되고필드목록의입력 프로필에표시됩니다.

변경내용을적용하는순서가중요합니다.집계,피벗,조인및유니온단계유형을변경한
내용은변경시점의필드위치에따라해당유형의정리동작전이나후에수행됩니다.변경
이수행되는위치는단계의변경 패널에표시됩니다.

다음예는조인단계에서여러필드에수행된변경을보여줍니다.수정된결과를제공하기
위해조인동작전에변경이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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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순서

다음표에는단계에서필드의위치에따라집계,피벗,조인및유니온단계유형에서정리동
작이수행되는위치가나와있습니다.

동작 단

계

유

형:

집계 집계 피

벗

피벗 조인 조인 유

니

온

유

니

온

새 행

필

드

위

치 :

그룹

화된

필드

집계

된

필드

피

벗

에

없

음

피벗

에서

만들

어짐

한테

이블에

포함

됨*

두테이

블모두

에포함

됨*

불

일

치

필

드

결

합

된

필

드

행을생성

하는데사

용되는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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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집계

전

집계

후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값 그

룹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정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날짜

변환

집계

전

집계

후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값 분

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필드명

바꾸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앞

필드

복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필드만

유지

집계

후

집계

후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유

니

온

새행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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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후

필드

제거

집계

에서

제거

집계

에서

제거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계산된

필드

만들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값 편

집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뒤

데이터

유형

변경

집계

전

집계

후

피

벗

전

피벗

후

조인

전

조인전 유

니

온

전

유

니

온

후

새행앞

참고 :조인의경우필드가한테이블의필드를사용하여만들어진계산된필드라면변
경은조인전에적용됩니다.이러한필드가두테이블모두에서필드를사용하여만들
어진경우변경은조인후에적용됩니다.

정리 작업 적용
필드에정리작업을적용하려면툴바옵션을사용하거나필드프로필카드,데이터그리드

또는결과패널에서기타 옵션 을클릭하여메뉴를엽니다.

집계,피벗,조인및유니온단계유형에서기타 옵션 메뉴는결과패널의프로필카드와

해당하는데이터그리드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흐름전반에걸쳐동일한정리작업또는
동작을반복해서수행하는경우단계,동작또는심지어필드를복사하여붙여넣을수있습
니다.자세한내용은단계 ,작업 및 필드 복사페이지246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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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패널 툴바 드롭다운 메뉴

뷰 선택

데이터그리드또는목록뷰의프로필또는결과패널외부에서정리작업을수행할수있습

니다.뷰툴바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및웹)을

사용하여뷰를변경한다음필드에서기타 옵션 을클릭하여정리메뉴를엽니다.

l 프로필 패널 표시 : 기본뷰입니다.프로필패널또는결과패널뷰로돌아가려면

이단추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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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데이터 그리드 표시 : 프로필또는결과패널을축소하여데이터그리드만확장

하고표시합니다.이뷰는데이터를자세히보여주므로특정필드값을작업해야하는
경우유용할수있습니다.이옵션을선택한후이뷰상태는흐름의모든단계에서유
지되지만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 :모든정리작업을데이터그리드에서사용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예를
들어,값을인라인으로편집하려면프로필패널을사용해야합니다.

l 목록 뷰 표시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및웹):프로필패널또는

결과패널을목록으로변환합니다.이옵션을선택한후이뷰상태는흐름의모든단
계에서유지되지만언제든지변경할수있습니다.

이뷰에서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X옵션을사용하여여러행을선택하고제거합니다.

l (버전 2021.1.4이상) 옵션을사용하여여러행을선택한후숨기거나숨기기

취소합니다.
l (버전 2021.2.1이상)필드이름을대량으로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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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타 옵션 메뉴를사용하여선택한필드에연산을적용합니다.

필드에데이터역할을할당하거나필터 ,값 그룹화 ,정리 또는값 분할을선택
하는경우프로필또는결과뷰로돌아가서이러한동작을완료하게됩니다.다
른모든옵션은목록뷰에서수행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하

뷰툴바 를사용하여프로필패널을숨기고데이터그리드만표

시합니다.그럼다음데이터그리드의필드에대한기타 옵션 을클릭하여정리메뉴를

엽니다.이뷰는데이터를자세히보여주므로특정필드값을작업해야하는경우유용할수
있습니다.이옵션을선택한후이뷰상태는흐름의모든단계에서유지되지만언제든지변
경할수있습니다.

참고 :모든정리작업을데이터그리드에서사용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예를들어,
값을인라인으로편집하려면프로필패널을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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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 업데이트 일시 중지

데이터정리작업을수행할때작업을진행하면 Tableau Prep에서즉시변경사항을적용하
여결과를보여줍니다.필요한변경이무엇인지알고있고각변경을수행할때즉각적인피
드백이필요하지않은경우귀중한처리시간을절약하려면데이터업데이트를일시중지하

여성능을개선할수있습니다.

데이터업데이트를일시중지한경우한번에모든변경을수행한후업데이트를다시시작

하여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언제라도데이터업데이트를다시시작하고모든사용가
능한연산을실행할수있습니다.

참고 :데이터업데이트를일시중지한경우값을확인하는데필요한모든연산이실행
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선택한값에필터를적용하려는경우제외할값을확인해야
합니다.

1. 상단메뉴에서데이터 업데이트 일시 중지를클릭하여업데이트를일시중지합니
다.

2. Tableau Prep에서프로필패널이목록뷰로바뀝니다.목록뷰에서기타 옵션 메뉴

를사용하여선택한필드에연산을적용합니다.값을확인하는데연산이필요한경우
연산이실행되지않습니다.연산을실행하려면데이터업데이트를다시시작해야합
니다.

목록뷰모드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뷰 선택페이지216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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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사항의결과를확인하거나해제된기능을실행하려면데이터업데이트를다시
시작하십시오.데이터 업데이트 다시 시작 단추를클릭하고메뉴대화상자나흐름
패널상단에있는메시지배너에서다시 시작을클릭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는메뉴에서직접업데이트를다시시작하는옵션을
제공합니다.웹에서흐름을편집하는경우상단메뉴에서업데이트를다시시
작해야합니다.

정리 작업 적용

필드에정리작업을적용하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과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
전 2020.4부터는목록뷰에서정리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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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패널,데이터그리드,결과패널또는목록뷰에서변경하려는필드를선택합
니다.

2. 툴바또는필드의기타 옵션 메뉴에서다음옵션을선택합니다.

l 필터 또는값 필터링 :필터옵션중하나를선택하고필드값을마우스오른쪽
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여값을유지하거나제외할수있습니
다.선택한 값 필터를사용하여흐름샘플에없는값을포함하여필터링할값을
선택할수도있습니다.필터옵션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필터링페이
지167을참조하십시오.

l 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수동으로값을선택하거나자동그
룹화를사용합니다.프로필카드에서값을여러개선택하고마우스오른쪽단
추를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여값을그룹화또는그룹해제하거나그
룹값을편집할수있습니다.값 그룹화를사용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유
사 항목 일치를 사용하여 표준 값에 값 자동 매핑페이지241을참조하십시
오.

l 정리 :빠른정리작업목록에서선택하여필드의모든값에적용합니다.

l 날짜 변환(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4이상및웹):날짜또는날짜및시
간데이터유형에할당된필드인경우 DATEPART빠른정리작업목록에서선택
하여날짜필드값을연도,분기,월,주,일또는날짜및시간값을나타내는정수
값으로변환할수있습니다.

버전 2021.1.4부터는 DATENAME의두가지빠른정리작업인요일또는월이름
을선택하여날짜필드값을변환할수도있습니다.

l 사용자 지정 회계 연도(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및웹):
회계연도가 1월에시작되지않는경우기본월인 1월대신해당월을사용
하여날짜를변환하도록사용자지정회계월을설정할수있습니다.

이설정은개별필드기반이므로다른필드에사용자지정회계연도를적

용하려면동일한단계를반복하십시오.

대화상자를열려면기타 옵션 메뉴에서날짜 변환 >사용자 지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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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연도를선택합니다.

l 값 분할 :공통구분기호를기준으로값을자동으로분할하거나사용자지정분
할을사용하여필드값을분할할방법을지정하십시오.

자동분할및사용자지정분할은 Tableau Desktop과동일한방식으로작동합
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웹작성도움말에서필드를여러필
드로분할을참조하십시오.

l 필드명 바꾸기 :필드명을편집합니다.

l 필드 복제(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상및웹):필드및값의복사
본을만듭니다.

l 필드만 유지(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2이상및웹):단계에서선택한
필드만유지하고다른모든필드를제외합니다.

l 계산된 필드 만들기 :계산에디터에서사용자지정계산을작성하거나시각적
계산편집기(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1이상및웹)를사용하여세부
수준,순위또는행번호계산을만듭니다.자세한내용은세부 수준(LOD),순
위 및 분위 계산 만들기페이지259를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역할로 게시 :사용자지정데이터역할을만들고이를필드에적용해
데이터를정리할때필드값을검증할수있습니다.이옵션에대한자세한내용
은사용자 지정 데이터 역할 만들기페이지180를참조하십시오.

l 필드 숨기기 :필드를흐름에유지하고정리하지않으려는경우필드를제거하
는대신숨길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필드 숨기기페이지169를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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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거(이전버전의필드 제거):흐름에서필드를제거합니다.

3. 값을편집하려면하나이상의값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
(MacOS)하고값 편집을선택한다음새값을입력합니다.Null로 바꾸기를선택하여
값을 Null값으로바꾸거나단일필드를두번클릭하여직접편집할수도있습니다.필
드값편집에대한자세한내용은필드 값 편집페이지232을참조하십시오.

4. 프로필 패널,요약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이러한작업의결과를검토합니다.

대량으로 필드명 바꾸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2.1이상에서지원됩니다 .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2이상의웹기반 Tableau Prep에서지원됩니다 .

필드명 바꾸기 옵션을사용하여여러필드의이름을대량으로바꿀수있습니다.필드명의
일부를검색하여필드이름을바꾸거나제거하거나접두사또는접미사를데이터집합의전

체또는선택한필드에추가합니다.

변경을수행할때새 필드명 자동 바꾸기 확인란을선택하여향후에추가된필드중기준과

일치하는필드에동일한변경을자동으로적용할수도있습니다.

참고 :이옵션은정리 단계유형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1. 정리 단계의툴바에서필드명 바꾸기를선택합니다.

흐름의모든필드를보여주는목록 뷰로뷰가자동으로전환됩니다.툴바의검색 옵
션을사용하여결과범위를좁힐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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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모든필드가선택됩니다.모든필드에대한선택을취소하고변경하려는
필드만수동으로선택하려면확인란을선택취소합니다.

2. 필드명 바꾸기 패널에서다음옵션을선택합니다.

l 텍스트 바꾸기 :텍스트 찾기 필드에서검색 옵션을사용하여일치하는텍스
트를찾은다음바꿀 내용 필드에대체텍스트를입력합니다.공백을찾으려면
텍스트 찾기 필드에서스페이스바를누릅니다.

참고 :필드이름을바꿔도빈필드이름또는중복된필드이름이발생하
지않습니다.

l 접두사 추가 :선택한모든필드이름의시작에텍스트를추가합니다.

l 접미사 추가 :선택한모든필드이름의끝에텍스트를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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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할때목록 뷰 패널에결과가표시됩니다.

3. (선택사항)새 필드명 자동 바꾸기를선택하여데이터를새로고칠때바꾸기기준
과일치하는새필드에동일한변경을자동으로적용합니다.

4. 이름 바꾸기를클릭하여변경내용을적용하고패널을닫습니다.이름 바꾸기 단추
에변경내용의영향을받는필드수가표시됩니다.

변경 내용 보기
정리작업의여러유형은흐름에서단계위에있는아이콘으로표시됩니다.한단계에 4개가
넘는작업유형이적용된경우단계위에줄임표가표시됩니다.이러한아이콘을마우스오버
하면적용된작업과작업이수행되는순서를보여주는주석이표시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3이상및웹에서는흐름패널의단계에서변경아이콘의
주석을클릭하거나프로필또는결과창의프로필카드에서주석을클릭하면영향을받는변

경사항및필드가변경사항 패널및프로필 또는결과 패널에서하이라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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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선택한다음변경사항 패널을확장하여각변경사항의세부정보를보거나,변경
사항을편집또는제거하거나,변경사항을위나아래로끌어놓아변경사항이적용되는순
서를변경하거나,설명을추가하여다른사용자에게컨텍스트를제공할수있습니다.변경
내용에설명을추가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단계 및 정리 동작에 설명 추가

페이지148를참조하십시오.

정리 주석 변경사항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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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피벗,조인또는유니온단계의변경내용을볼때변경이적용된순서는재구성작업
전이나후에표시됩니다.이러한변경의순서는시스템에의해적용되며바꿀수없습니다.
변경자체는편집하고제거할수있습니다.

필드 병합
동일한값을포함하지만이름이다른필드가있는경우한필드를다른필드위로끌어놓는

방법으로두필드를결합하여단일필드로쉽게병합할수있습니다.필드를병합하면대상
필드가주필드가되고대상필드의필드명이지속됩니다.대상필드에병합하는필드는제
거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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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유니온을사용하여동일한값을갖는 3개의필드생성 3개필드를 1개로병합

Tableau Prep에서필드를병합하면대상필드의모든필드가유지되고해당필드의모든
null값이대상필드와병합하는원본필드의값으로바뀝니다.원본필드는제거됩니다.

예

Name Contact_Phone Business_Phone Cell_Phone Home_Phone

Bob 123-4567 123-4567 null null

Sally null null 456-7890 789-0123

Fred null null null 567-8901

Emma null 234-5678 345-6789 null

Business _Phone,Cell_Phone및 Home_Phone필드를 Contact_phone필드와병합하
면다른필드가제거되고다음과같은결과가생성됩니다.

Name Contact_Phone

Bob 123-4567

Sally 45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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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 567-8901

Emma 234-5678

필드를병합하려면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한필드를다른필드위로끌어놓습니다.병합할 필드 놓기 표시기가나타납니다.

l 여러필드를선택하고선택된항목중하나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여상황에

맞는메뉴를연다음필드 병합을클릭합니다.

l 여러필드를선택한다음툴바에서필드 병합을클릭합니다.

유니온의결과로일치하지않는필드를수정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일치하지 않

는 필드 수정페이지318을참조하십시오.

권장 사항을 사용하여 정리 작업 적용
가끔은데이터의문제를해결할때사용해야하는정리작업을식별하기가어려울수있습니

다. Tableau Prep에는데이터를분석한후자동으로적용할수있는정리작업을권장하는기
능이있습니다.이기능을사용하면신속하게데이터필드의문제를해결하거나문제를식별
하여수정할수있습니다.이기능은입력,출력및조인단계유형을제외한모든단계유형
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에서이기능을사용하지않으려면기능을해제할수있습
니다.상단메뉴에서도움말 >설정 및 성능으로이동합니다.권장 사항 사용을클릭
하여설정옆에있는확인표시를지웁니다.

권장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l 데이터역할

l 필터

l 값그룹화(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상및웹에서는데이터역할이있는
필드에도적용됨)

l 열을행으로피벗(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이상및웹)
l 값을 Null값으로바꾸기

l 필드제거

l 분할(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1이상및웹)

Tableau Software 229

Tableau Prep도움말



참고 :이옵션은고정너비유형텍스트파일의데이터에특히효과적입니다.
이파일유형에분할권장사항을사용하려면데이터원본에연결한후입력단

계의텍스트 설정 탭에서데이터에사용되지않은필드 구분 기호 문자를선

택하여데이터를단일필드로로드합니다.

l 공백자르기

권장 사항 적용

1.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프로필카드의오른쪽맨위에있는전구 아이콘을클릭합니다.
l 툴바에서권장 사항 드롭다운화살표를클릭하여데이터집합의모든권장사

항을보고목록에서권장사항을선택합니다.

이옵션은 Tableau Prep에서권장되는변경사항이식별될때만나타납니다.

2. 권장사항을적용하려면권장사항카드를마우스오버하고적용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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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자동으로적용되고변경 패널에항목이추가됩니다.변경을제거하려면상단
메뉴에서실행 취소를클릭하거나변경 패널에서변경을마우스오버하고 X를클릭
하여제거합니다.

권장사항을적용하여필드를피벗하는경우피벗단계가자동으로만들어지며,이단
계에서피벗된필드의이름을바꾸거나추가필드에대한피벗을수행하는등,원하는
피벗동작을추가적으로수행할수있습니다.

3. Tableau Prep이변경후에추가권장사항을식별하는경우추가권장사항이발견되
지않을때까지전구아이콘이프로필카드에유지됩니다.

위의단계를반복하여추가변경을적용하거나제안되는변경을무시하고다른정리

도구를사용하여데이터문제를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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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 편집
동일한값의여러변형이있으면데이터를정확하게요약할수없게됩니다.다음과같은옵
션을사용하면이러한변형을쉽고빠르게수정할수있습니다.

참고 :값에대한모든편집은필드데이터유형과호환되어야합니다.

단일 값 편집

1. 프로필 카드에서편집하려는값을클릭하고새값을입력합니다.값옆에그룹아이

콘 이표시됩니다.

또는값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값 편집을클릭합니다.변경사항이화면
왼쪽에있는변경사항 패널에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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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필 패널및데이터그리드에서결과를확인합니다.

다중 값 편집

한번에다중값을편집할수있는몇가지옵션이있습니다.예를들어빠른정리작업을사용
하여한필드의모든값에서문장부호를제거하거나,다중선택을사용하여값을수동으로
그룹화하거나,유사한값을찾는유사항목일치알고리즘을사용하여자동으로값을그룹화
하거나,여러값을선택하고 Null값으로바꿀수있습니다.

참고 :다중값을단일값으로매핑하면원래필드의값옆에그룹아이콘 이표시되

어함께그룹화된값을보여줍니다.

빠른 정리 작업을 사용하여 다중 값 편집

이옵션은텍스트필드에만적용됩니다.

1. 프로필 패널,결과패널또는데이터그리드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정리를선택한후다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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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문자 만들기 :모든값을대문자텍스트로변경합니다.

l 소문자 만들기 :모든값을소문자텍스트로변경합니다.

l 문자 제거 :모든알파벳문자를제거하고기타문자만남깁니다.

l 숫자 제거 :모든숫자를제거하고알파벳문자와기타문자만남깁니다.

l 문장 부호 제거 :모든문장부호를제거합니다.

l 공백 잘라내기 :선행및후행공백을제거합니다.
l 추가 공백 제거 :선행및후행공백을제거하고문자사이의추가공백을단일
공백으로바꿉니다.

l 모든 공백 제거 :선행및후행공백과문자사이의공백을포함하여모든공백
을제거합니다.

작업을중첩시켜여러정리작업을필드에적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먼저정리
>숫자 제거를선택한다음정리 >문장 부호 제거를선택하여필드값에서모든숫
자와문장부호를제거할수있습니다.

3. 변경을실행취소하려면흐름 패널상단에있는실행 취소 화살표를클릭하거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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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목록에서변경사항을제거하십시오.

다중 값 인라인 그룹화 및 편집

이옵션을사용하면수동으로여러값을선택한다음프로필카드의표준값에따라그룹화

할수있습니다.다른방법을사용하여값을그룹화하려면여러 값을 표준 값에 수동으로
매핑다음페이지 및유사 항목 일치를 사용하여 표준 값에 값 자동 매핑페이지241을
참조하십시오.

1. 프로필 카드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Ctrl또는 Shift키를누른채로클릭하거나 Command또는 Shift키를누른채로클릭
(MacOS)하고그룹화하려는값을선택합니다.

3. 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그룹을선택합니다.마우스오
른쪽단추로클릭한선택항목의값이새그룹의기본이름이되지만이값은인라인으

로편집할수있습니다.

4. 그룹이름을편집하려면그룹화된필드를선택하고값을편집하거나,그룹화된필드
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Mac의경우 Control+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
값 편집을선택합니다.

5. 그룹화된필드값을그룹해제하려면그룹화된필드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
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그룹 해제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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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값을 Null로 바꾸기

분석에포함하려는데이터행이있지만특정필드값을제외하려는경우해당값을 Null값
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1. 프로필 카드에서 Ctrl또는 Shift키를누른채로클릭하거나 Command또는 Shift키를
누른채로클릭(Mac의경우)하고변경하려는값을선택합니다.

2. 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Mac의경우 Control+클릭)하고메뉴에서 Null로 바꾸기

를선택합니다.값이 Null로변경되고값옆에그룹아이콘 이표시됩니다.

여러 값을 표준 값에 수동으로 매핑

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를사용하여필드의값을한값에서다른값으로
매핑하거나수동으로여러값을선택하여그룹화합니다.새값을추가하여데이터를구성
하는매핑관계를설정할수도있습니다.

예를들어한필드에 My Company, My Company Incorporated및 My Company Inc.의세값이
있다고가정합니다.세값모두동일한회사인 My Company를나타냅니다.값 그룹화를사
용하면 My Company Incorporated및 My Company Inc값을 My Company로매핑하여세개
값모두가필드에 My Company로나타나게만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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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값을 선택한 단일 필드로 매핑

1. 프로필 패널또는결과패널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메뉴에서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 >수

동 선택을선택합니다.

3. 값 그룹화 에디터의왼쪽패널에서그룹화값으로사용하려는필드값을선택합니다.
이제이값이오른쪽패널맨위에표시됩니다.

4. 값 그룹화 에디터의오른쪽패널하단에서그룹에추가하려는값을선택합니다.

그룹에서값을제거하려면값 그룹화 에디터의오른쪽패널상단에서값옆에있는확

인란을선택취소합니다.

다중 값을 선택하여 그룹 만들기

1. 프로필 패널또는결과패널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메뉴에서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 >수

동 선택을선택합니다.

3. 값 그룹화 에디터의왼쪽패널에서그룹화하려는다중값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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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값 그룹화 에디터의오른쪽패널에서값 그룹화를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선택한값을그룹이름으로사용하여새그룹이만들어집니다.그룹이름
을편집하려면그룹화된필드를선택하고값을편집하거나,그룹화된필드를마우스
오른쪽단추로클릭(MacOS의경우 Control+클릭)하고메뉴에서값 편집을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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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집합에 없는 값 추가 및 식별

데이터집합에서값을존재하지않는새값에매핑하려는경우값 그룹화(이전버전
의그룹화 및 바꾸기)를사용하여값을추가할수있습니다.데이터집합에존재하지
않는값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이러한값은값 그룹화 에디터에서값이름옆에빨

간색점이표시됩니다.

예를들어아래이미지에서 Wyoming(와이오밍)과 Nevada(네바다)는데이터집합에
없습니다.

값이데이터집합에없는이유중몇가지는다음과같습니다.

l 새값을수동으로추가했습니다.

l 값이더이상데이터에없습니다.

l 값이데이터에있지만샘플링된데이터집합에없습니다.

새값을추가하려면

1. 프로필 패널또는결과패널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

화 및 바꾸기) >수동 선택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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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값 그룹화 에디터의왼쪽패널에서더하기 를클릭하여새값을추가합니다.

4. 필드에새값을입력하고 Enter키를눌러추가합니다.

5. 오른쪽패널에서새값에매핑하려는값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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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사항)매핑된값에다른새로운값을추가하려면값 그룹화 에디터의오

른쪽패널에서더하기 단추를클릭합니다.

유사 항목 일치를 사용하여 표준 값에 값 자

동 매핑
유사한값을검색하고자동으로그룹화하려면유사항목일치알고리즘중하나를사용합니

다.필드값은발생빈도가가장높은값을기준으로그룹화됩니다.그룹화된값을검토하여
필요에따라그룹의값을추가하거나제거합니다.

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필드값의유효성을검사하는경우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옵션을사용하여유효하지않은값을유효한값과일치시킬수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데이터 역할별로 유사한 값 그룹화페이지188를참조하십시오.데이터 역할별로
유사한 값 그룹화페이지188

다음옵션중하나를선택하여값을그룹화합니다.

l 발음 :소리가같은값을찾아그룹화합니다.이옵션은단어를발음별로인덱싱하는
Metaphone 3알고리즘을사용하며영어단어에가장적합합니다.이유형의알고리즘
은많은유명한맞춤법검사기에서사용됩니다.이옵션은데이터역할에사용할수없
습니다.

l 공통 문자 :공통적인알파벳문자또는숫자가있는값을찾아그룹화합니다.이옵션
에서는문장부호,중복및공백문자를제거한후고유한문자로단어를인덱싱하는
ngram지문알고리즘을사용합니다.이알고리즘은지원되는모든언어에서작동합니
다.이옵션은데이터역할에사용할수없습니다.

예를들어이알고리즘에서는 "John Smith"와 "Smith, John"으로표현된이름이모두
"hijmnost"를생성하므로두이름이일치합니다.이알고리즘에서는발음을고려하지
않으므로 "Tom Jhinois"값이동일한키 "hijmnost"를갖게되고그룹에포함됩니다.

l 맞춤법 :철자가유사한텍스트값을찾아그룹화합니다.이옵션은레벤시테인
(Levenshtein)거리알고리즘에기반하며고정된기본임계값을사용하여두텍스트값
사이의편집거리를계산합니다.그런다음편집거리가임계값보다작으면두텍스트
값을함께그룹화합니다.이알고리즘은지원되는모든언어에서작동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상및웹에서는데이터역할을적용한후이옵션
을사용할수있습니다.이경우잘못된값을편집거리를사용하여가장가까운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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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값에일치시킵니다.표준값이데이터집합샘플에없으면 Tableau Prep에자동으
로추가되고값이원래데이터집합에없는것으로표시됩니다.

l 발음 + 맞춤법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4이상및웹)필드에데이터역할
을할당하면해당데이터역할을사용하여데이터역할에정의된표준값과일치하는

값을지정하고그룹화할수있습니다.이옵션은잘못된값을맞춤법및발음에따라
가장유사한올바른값과일치시킵니다.표준값이데이터집합샘플에없으면
Tableau Prep에자동으로추가되고값이원래데이터집합에없는것으로표시됩니
다.이옵션은영어단어에가장적합합니다.

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유사일치알고리
즘에대해자세히알고싶으십니까? Tableau.com에서 Tableau Prep Builder의자동
화된그룹화(영문)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4및 2019.2.1에서이옵션의레이블은
데이터 역할 일치입니다.

유사 항목 일치를 사용하여 유사한 값 그룹화

1. 프로필 패널또는결과패널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값 그룹화를선택한후다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발음

l 공통 문자

l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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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가일치하는값을찾아그룹화하고해당그룹에서발생빈도가가
장높은값으로그룹을매핑합니다.

3. 그룹화를검토하고필요에따라값을수동으로추가또는제거하거나편집합니다.그
런다음완료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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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값을 그룹화할 때 결과 조정

유사한값을맞춤법 또는발음으로그룹화하는경우필드의슬라이더를사용하여그룹화

매개변수의양을조정하여결과를변경할수있습니다.

슬라이더를설정하는방법에따라그룹에포함된값의수와만들어진그룹수를제어할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Tableau Prep에서는최적의그룹화설정을검색하고해당위치에슬
라이더를표시합니다.

임계값을변경하면 Tableau Prep에서값의샘플을분석하여새그룹화를결정합니다.설정
에서생성된그룹은변경사항 패널에저장되고기록되지만임계값설정은저장되지않습

니다.다음번에값 그룹화 에디터를열면기존변경내용을편집하거나새변경을수행할
때임계값슬라이더가기본위치에표시되므로현재데이터집합에따라조정할수있습니

다.

1. 프로필 패널또는결과 패널에서편집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을클릭하고값 그룹화(이전버전의그룹화 및 바꾸기)를선택한후다

음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발음

l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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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이일치하는값을찾아그룹화하고해당그룹에서발생빈도가가장높은
값으로그룹을매핑합니다.

3. 값 그룹화 에디터의왼쪽패널에서슬라이더를 5개의임계값수준중하나로끌어결
과를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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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엄격한임계값을설정하려면슬라이더를왼쪽으로이동합니다.그러면일치하
는항목이줄어들고더적은그룹이만들어집니다.보다느슨한임계값을설정하려면
슬라이더를오른쪽으로이동합니다.그러면일치하는항목이늘고더많은그룹이만
들어집니다.

4. 완료를클릭하여변경내용을저장합니다.

단계 ,작업 및 필드 복사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
도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데이터를정리할때흐름전체에서반복적으로동일한정리작업이나동작을수행하는경

우가많습니다.데이터정리및변형작업을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흐름전체에
서작업이나동작을복사하여붙여넣을수있을뿐만아니라선택한단계또는그룹을복사

하여저장할수있으므로,이제정리작업이나동작을한번수행한후필요할때다시사용
할수있습니다.다른정리작업을실험해보기위해필드를복제할수도있습니다.

흐름에서그룹을만드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단계 그룹화페이지144를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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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복사 및 붙여넣기

하나이상의단계를복사하여동일한흐름의다른영역에서사용합니다.이옵션은입력단
계에서유니온을포함하는입력단계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1. 흐름패널의흐름에서하나이상의단계또는그룹을선택하십시오.

2. 선택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한다음복사를선
택합니다.

3. 복사한단계를붙여넣으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단계또는흐름선을마우스오버하여더하기 아이콘이나타나면해당아이콘

을클릭하고메뉴에서붙여넣기를선택합니다.
l 캔버스의빈공간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
붙여넣기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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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흐름의빈공간에단계를붙여넣은경우단계를흐름에서배치하려는위치로끌어놓
습니다.흐름단계의끝에단계를추가하는경우단계가자동으로기존단계의끝에
추가됩니다.기존흐름단계사이에단계를삽입하는경우흐름에서단계를배치하려
는위치로단계를이동하고오류가있으면수정합니다.

필요에따라흐름선을제거하거나단계를이동해야할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단
계를복사된단계에연결하려면기존흐름선이있으면제거하고기존단계를새단계

로끌어서추가에놓으십시오.

흐름구성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레이아웃 재구성페이지153을참조하십시
오.

정리 작업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다음옵션중하나를사용하면동일한흐름에서정리작업을복사하고붙여넣어작업을재

사용할수있습니다.

l 한단계의변경사항 패널에서작업을복사하고동일한단계또는다른단계의변경

사항 패널에붙여넣어해당단계에동일한작업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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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변경사항 패널에서작업을끌어서해당단계의프로필패널에있는다른필드에놓아

해당작업을여러필드에적용합니다.이옵션은계산된필드와같이여러필드에영향
을미치는작업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

한단계의변경사항을복사하여동일한단계나다른단계에붙여넣으려면다음을수행합니

다.

1. 변경사항 패널에서복사하려는변경내용을선택합니다.

2. 변경항목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한다음메뉴에서복
사를선택합니다.

3. 변경내용을붙여넣을변경사항 패널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클
릭(MacOS)하고붙여넣기를선택합니다.변경내용을선택하고편집을클릭하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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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에따라조정합니다.

단계에서다른필드로변경내용을끌어놓으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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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사항 패널에서복사하려는변경내용을선택합니다.

2. 적용하려는필드위로변경내용을끌어서놓습니다.필요에따라이작업을반복합니
다.

필드 복사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상및웹에서,필드에대한정리작업을실험하고싶지
만원래데이터가변경되어서는안되는경우필드를복사할수있습니다.

1. 프로필패널,데이터그리드,결과패널또는목록뷰에서복사하려는필드를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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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옵션 메뉴에서필드 복제를선택합니다.

동일한이름과수정자를사용하여새필드가만들어집니다.예를들어 "Ship Date -1"이만들
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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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한 흐름 단계 만들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에서지원됩니다 .

참고 :재사용가능한흐름단계는웹에서만들수없지만웹흐름에서사용할수는있
습니다.파일기반입력단계를포함하는재사용가능한단계는아직웹에서지원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사용하여일반적으로동일한작업을반복해서수행하고다른흐름에이러한동일

한단계를적용하려는경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이상에서하나이상의흐름
단계또는그룹및관련동작을선택하거나전체흐름을선택하여컴퓨터의로컬파일로저

장할수있습니다.또한이파일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여다른사용
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흐름단계를서버에게시하면저장된 단계 태그가자동으로추가되므로흐름에추가할때

쉽게검색하고찾을수있습니다.

버전 2022.1.1부터매개변수가포함된재사용가능단계를만들수있습니다.단계를저장하
면매개변수가매개변수의현재 값을사용하여정적값으로변환됩니다.흐름에서매개변
수를사용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페이지191
을참조하십시오.

재사용 가능한 단계 만들기

1. 하나이상의단계를선택합니다.

2. 선택한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단계를 흐름
으로 저장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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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에 저장을선택하여흐름을로컬로저장하거나서버에 게시를선택하여흐름
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합니다.

4. 흐름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하는경우필요에따라서버에로그
인한다음흐름 게시 대화상자의필드를작성하고게시를클릭합니다.

흐름에서 재사용 가능한 단계 삽입

1. 흐름을엽니다.

2. 흐름패널에서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단계또는흐름선을마우스오버하여더하기 아이콘이나타나면해당아이

콘을클릭하고흐름 삽입을선택합니다.
l 캔버스의흰색영역에서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키를누른채로
클릭(MacOS)한다음흐름 삽입을클릭하거나상단메뉴에서편집 >흐름 삽
입을클릭합니다.

흐름 단계 메뉴 캔버스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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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흐름 추가 대화상자에서로컬파일또는서버에저장된흐름을선택한다음추가를
클릭합니다.흐름목록이자동으로필터링되고저장된 단계로태그가지정된흐름이
표시됩니다.다른흐름을삽입하려면흐름 유형을모든 흐름으로변경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이상및웹에서흐름 보기를클릭하여로그인한
서버의게시된흐름을열고볼수있습니다.

4. 흐름은흐름패널에추가됩니다.흐름단계의끝에흐름을추가하는경우흐름단계가
자동으로기존단계의끝에추가됩니다.기존흐름단계사이에흐름단계를삽입하는
경우흐름에서단계를배치하려는위치로단계를이동하고오류가있으면수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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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데이터의 간격 채우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3.1이상과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3.0이상의웹에서지원됩니다 .

순차적데이터집합에간격이있는경우데이터를효과적으로분석하거나추세분석을수

행하려면이러한간격을새행으로채워야할수있습니다.새 행 단계유형을사용하여누
락된행을생성하고구성옵션을설정하여필요한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

숫자(정수)또는날짜값이있는필드에대해새행을생성할수있습니다.구성옵션은다음
과같습니다.

l 단일필드또는두필드의값을사용하여행생성

l 필드의모든데이터를사용하거나값범위선택

l 결과가포함된새필드를만들거나기존필드에새행추가

l 새행을생성할때사용할증분(최대 10,000개)설정
l 새행의값을 0, Null로설정하거나이전행의값복사

예

l 예 1:매출데이터테이블이있습니다.이테이블에매출기록이없는날이있습니다.
매출이있는날짜뿐아니라모든날짜의행이필요합니다.새 행을사용하면누락된
날짜에대한행을생성하여기존필드 "일(매주)"에추가할수있습니다.해당일수에
대해기록된매출이없기때문에판매수량값이 0이되도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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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예 2:매출데이터테이블이있습니다.이테이블에입력된주문은날짜범위를사용하
여기록되어있습니다.모든날짜의행이필요합니다.각날짜에얼마나많은주문이
입력되었는지모르기때문에새행의값을 Null로설정해야합니다.새 행을사용하면
두날짜사이에누락된행을생성하고 "모든날짜"라는새필드를만들어원본데이터
를유지할수있습니다.

새 행 생성

1. 흐름 패널에서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새 행을선택합니다.흐름 패널에새 행

단계가표시됩니다.

다음단계를완료하여새행을생성하도록옵션을구성합니다.
2. 새 행을 추가하는 방법은?다음옵션중하나를사용하여행이없는필드를선택합
니다.

a. 한 필드의 값 :단일필드의값에서누락된행을생성합니다.숫자(정수)또는
날짜 데이터유형에이옵션을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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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최소값및최대값을사용하여누락된행을생성합니다.이옵션은
필드의모든값을사용합니다.값범위만사용하여누락된행을생성하려면시
작 값과끝 값을설정합니다.

참고 :시작 값과끝 값 필드는현재데이터집합외부에행을생성하는
데사용할수없습니다.

b. 두 필드의 값 범위 :두날짜필드사이의값범위를사용하여새행을생성합니
다.이옵션은날짜 및날짜 및 시간 데이터유형에만사용할수있으며필드의
모든값을사용하고두필드의데이터유형이같아야합니다.

3. 새 행을 추가하는 위치는?단일필드를사용하는경우기존필드에새행을추가하
거나새필드를만들어원본데이터를유지할수있습니다.두필드의값범위를사용
하는경우새필드를만들어야합니다.

l 필드명 :새필드명을입력합니다.

4. 증분 값 지정 : 1~10,000의값을입력합니다.각새행은선택한값에따라증가합니
다.값사이의간격보다큰값을선택하면새행이생성되지않습니다.

l 숫자 필드 :숫자값을선택합니다.
l 날짜 필드 :숫자값을선택하고일 ,주 또는월을선택합니다.

5. 새 행에 어떤 값이 있어야 합니까?:새행의다른필드값을입력하는옵션을선택
합니다.

l Null:모든필드값을 Null로채웁니다.
l Null또는 0:모든텍스트값을 Null로,모든숫자값을 0으로채웁니다.
l 이전 행에서 복사 :모든필드값을이전행의값으로채웁니다.

구성설정을입력하면생성된 행 패널에새행이굵게 표시됩니다.행세부정보가새 행 결
과 패널에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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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준 (LOD),순위 및 분위 계산 만들기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계산된필드를사용하면데이터원본에이미있는데이터를사용하여새데이터를만들수

있습니다. Tableau Prep에서는 Tableau Desktop과동일한많은계산유형을지원합니다.계
산만들기에대한일반정보는 Tableau계산시작하기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3이상및웹에서는 FIXED세부수준(LOD)분석함수와
RANK및 ROW_NUMBER 분석함수를사용하여훨씬복잡한계산을수행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FIXED LOD계산을추가하여테이블에서필드의세부수준을변경하거나, ROW_
NUMBER ()분석함수를사용하여중복행을빠르게찾거나, RANK ()함수중하나를사용하
여선택한행중유사한데이터를포함하는행에대한상위 N또는하위 N값을찾을수있습
니다.이러한유형의식을작성할때보다자세한안내가제공되는환경이필요한경우시각
적계산에디터를사용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4.1부터그리고웹에서분위기능을사용하여행을지정된
수의버킷으로분산할수있습니다.

참고 : Tableau Desktop에서지원되는일부함수는아직 Tableau Prep에서지원되지않
을수있습니다. Tableau Prep에서사용할수있는함수를확인하려면계산에디터의
함수목록을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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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수준 계산

동일한테이블의여러세부수준에서데이터를계산해야하는경우세부수준(LOD)식을작
성하여계산을수행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각지역의총매출을구하려는경우 {FIXED

[Region] : SUM([Sales])}와같은계산을작성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에서는 FIXED세부수준식을지원하며 {FIXED [Field1],[Field2] :

Aggregation([Field)}구문을사용합니다.

LOD 식은좌변과우변이콜론으로구분된방정식입니다.

l FIXED [Field](필수):값을계산하려는하나이상의필드입니다.예를들어고객및지
역의총매출을구하려는경우 FIXED [Customer ID], [Region]:을입력할수

있습니다.필드를선택하지않으면콜론의우변에정의된집계를수행하고모든행에
서해당값을반복한다는의미입니다.

l Aggregation ([Field])(필수):계산하려는대상과필요한집계수준을선택합니다.예
를들어총매출을구하려는경우 SUM([Sales]를입력합니다.

Tableau Prep에서이기능을사용하는경우다음요구사항이적용됩니다.

l INCLUDE및 EXCLUDE LOD식은지원되지않습니다.
l 집계계산은 LOD식내부에서만지원됩니다.예를들어 SUM([Sales])는유효하지

않지만 {FIXED [Region] : SUM([Sales])}는유효합니다.
l LOD식내부의중첩식은지원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 { FIXED [Region] :

AVG( [Sales] ) / SUM( [Profit] )}는지원되지않습니다.
l LOD식과다른식을결합하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 [Sales]/{ 

FIXED [Country / Region]:SUM([Sales])}는지원되지않습니다.

세부 수준 (LOD)계산 만들기

세부수준계산을만들려면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직접계산을작성하면됩니다.
또한보다자세한안내가제공되는환경이필요한경우시각적계산에디터를사용할

수있으며,이환경에서는필드를선택하면 Tableau Prep이자동으로계산을작성합
니다.

계산 에디터

1. 프로필패널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하거나프로필카드또는데

이터그리드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사용

자 지정 계산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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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산에디터에서계산의이름을입력하고식을입력합니다.

예를들어도시별제품배송의평균일수를구하려면아래에표시된것과같은

계산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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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계산 에디터

목록에서필드를선택하면선택에따라 Tableau Prep에서자동으로계산이작성됩니
다.결과미리보기가왼쪽패널에표시되므로선택을하면서결과를확인할수있습
니다.

1. 프로필카드또는결과패널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 Fixed LOD를선택합니다.

2. 시각적계산에디터에서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l 그룹화 기준 섹션에서값을계산할필드를선택합니다.계산된 필드 만
들기 > Fixed LOD메뉴옵션을선택한필드는기본적으로추가됩니다.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원하는다른필드를계산에추가합니다.

이렇게하면방정식의좌변({FIXED [Field1],[Field2] :)이채워
집니다.

l 다음을 사용하여 계산 섹션에서새값을계산하는데사용할필드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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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합니다.그런다음집계를선택합니다.이렇게하면방정식의우변
(Aggregation([Field)})이채워집니다.

필드아래에있는그래픽에는값분포와각값조합의총수가표시됩니다.
데이터유형에따라그래픽은박스플롯,값범위또는실제값이될수있
습니다.

참고 :사용가능한집계값은필드에할당한데이터유형에따라달
라집니다.

l 필드를제거하려면그룹화 기준 섹션에서필드의드롭다운상자를마우

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ntrl-클릭(MacOS)하고필드 제거를선택
합니다.

l 왼쪽패널에서필드머리글을두번클릭하고계산의이름을입력합니다.

3. 완료를클릭하여새계산된필드를추가합니다.변경사항 패널에서
Tableau Prep이생성한계산을확인할수있습니다.편집을클릭하여변경을수
행할시각적계산에디터를엽니다.

순위 또는 행 번호 계산

창함수라고도하는분석함수를사용하면전체테이블또는데이터집합의선택한행(파티
션)에서계산을수행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선택한행에순위를적용하려는경우다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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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문을사용할수있습니다.

{PARTITION [field]: {ORDERBY [field]: RANK() }}

l PARTITION(선택사항):계산을수행할행을지정합니다.하나이상의필드를지정할
수있습니다.그러나전체테이블을사용하려는경우함수에서이부분을생략하면
Tableau Prep에서파티션으로모든행을사용합니다.예: {ORDERBY [Sales] :

RANK() }.

l ORDERBY(필수):순위로사용할순서를생성하는데사용할하나이상의필드를지
정합니다.

l Rank ()(필수):계산하려는순위유형또는 ROW_NUMBER ()를지정합니다.
Tableau Prep에서는 RANK(), RANK_DENSE(), RANK_MODIFIED(), RANK_
PERCENTILE()및 ROW_NUMBER()함수를지원합니다.

l DESC또는 ASC(선택사항):내림차순(DESC)또는오름차순(ASC)을나타냅니다.
기본적으로순위는내림차순으로정렬되므로식에서이부분을지정할필요가없습

니다.정렬순서를변경하려면식에 ASC를추가합니다.

함수에두옵션을모두포함할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행선택항목의순위를지정
하고싶지만행을오름차순으로정렬하면서순위를내림차순으로적용하려는경우

식에이두옵션을포함할수있습니다.예: {PARTITION [Country], [State]:

{ORDERBY [Sales] ASC,[Customer Name] DESC: RANK() }}

이기능을사용하는경우다음요구사항이적용됩니다.

l RANK()함수내부의중첩식은지원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 [Sales]/

{PARTITION [Country]: {ORDERBY [Sales]: RANK() }} / SUM( 

[Profit] )}는지원되지않습니다.
l RANK ()함수와다른식을결합하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 [Sales]/

{PARTITION [Country]: {ORDERBY [Sales]: RANK() }}는지원되지않

습니다.

지원되는 분석 함수

함수 설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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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 각행에오름차

순이나내림차

순으로 1부터시
작하는정수순

위를할당합니

다.값이같은행
이있는경우값

의첫번째인스

턴스에할당된

순위를공유합

니다.다음행의
순위를계산할

때순위가같은

행수가더해지

므로연속된순

위값을얻지못

할수있습니다.

샘플 계산 :
{ORDERBY

[Commissio

n] DESC:

RANK()}

RANK_
DENSE()

각행에오름차

순이나내림차

순으로 1부터시
작하는정수순

위를할당합니

다.값이같은행
이있는경우값

의첫번째인스

턴스에할당된

순위를공유하

지만건너뛰는

순위값이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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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연속적인

순위값이표시

됩니다.

샘플 계산 :
{ORDERBY

[Commissio

n] DESC:

RANK_DENSE

()}

RANK_
MODIFIED()

각행에오름차

순이나내림차

순으로 1부터시
작하는정수순

위를할당합니

다.값이같은행
이있는경우값

의마지막인스

턴스에할당된

순위를공유합

니다. Rank_
Modified는
Rank +

(Rank +

Number of

duplicate

rows - 1)로

계산됩니다.

샘플 계산 :
{ORDERBY

[Commissio

n] DESC:

RANK_

MOD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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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_
PERCENTIL-
E()

각행에오름차

순이나내림차

순으로 0부터 1
사이의백분위

수를할당합니

다. RANK_
PERCENTILE은
(Rank-1)/

(Total

rows-1)로계

산됩니다.

샘플 계산 :
{ORDERBY

[Commissio

n] DESC:

RANK_

PERCENTILE

()}

참고:동
점인경우

Tableau
Prep은
SQL의
PERCEN
T_RANK()
와유사하

게순위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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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_
NUMBER()

각고유행에순

차적인행 ID를
할당합니다.행
번호값을건너

뛰지않습니다.
중복행이있을

때이계산을사

용하면흐름을

실행할때마다

행순서가변경

되는경우결과

가변경될수있

습니다.

샘플 계산 :
{ORDERBY

[Commissio

n] DESC:

ROW_NUMBER

()}

다음예에서는동일한데이터집합에적용된위의각함수를비교하여보여줍니다.

순위 또는 행 번호 계산 만들기

RANK또는 ROW_NUMBER계산을만들려면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직접계산을작성할
수있습니다.또한보다자세한안내가제공되는환경이필요한경우시각적계산에디터를
사용할수있으며,이환경에서는필드를선택하면 Tableau Prep이자동으로계산을작성합
니다.

참고 :시각적계산에디터에서는 ROW_NUMBER ()계산을사용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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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에디터

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지원되는 RANK ()또는 ROW_NUMBER()계산을만듭니다.지원되
는분석계산의목록은계산에디터의참조 드롭다운에서분석 아래에표시됩니다.

1. 프로필패널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하거나프로필카드또는데이터

그리드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사용자 지정 계산

을선택합니다.

2. 계산에디터에서계산의이름을입력하고식을입력합니다.

예를들어최신고객주문을구하려면아래에표시된것과같은계산을만들고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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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순위가매겨진고객주문행만남깁니다.

예 : ROW_NUMBER를사용하여중복값을찾아제거합니다.

이예제에서는 Tableau Prep Builder의 Superstore샘플데이터집합을사용하며, ROW_
NUMBER함수를통해 Row ID(행 ID)필드에서정확히일치하는중복값을찾아제거합니
다.

1. Sample Superstore흐름을엽니다.

2. 흐름패널에서 Orders West(서부 주문)입력단계에대한 Rename States(주 이름
바꾸기)정리단계를클릭합니다.

3.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

4. 계산에디터에서새필드에 "Duplicates(중복)"라는이름을지정하고 ROW_NUMBER함

수를사용하여 Row ID(행 ID) 필드에행번호를추가하기위해 {PARTITION [Row

ID]: {ORDERBY[Row ID]:ROW_NUMBER()}}식을사용한다음저장을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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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계산된필드에서필드값 1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md-클릭(MacOS)
한다음메뉴에서이 항목만 유지를선택합니다.

이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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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계산 에디터

세부수준계산을만들때와마찬가지로시각적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순위계산을작성

할수있습니다.계산에포함할필드를선택한다음행순위지정에사용할필드와계산하려
는순위유형을선택합니다.결과미리보기가왼쪽패널에표시되므로선택을하면서결과
를확인할수있습니다.

1. 프로필카드또는결과패널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순위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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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계산에디터에서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l 그룹화 기준 섹션에서값을계산하려는행이포함된필드를선택합니다.이렇
게하면계산의파티션부분이만들어집니다.

첫번째필드를선택한후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추가필드를계산에추

가합니다.모든행을포함하거나선택한필드를제거하려면그룹화 기준 섹션
에서필드의드롭다운상자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md-클릭
(MacOS)하고필드 제거를선택합니다.

l 정렬 기준 섹션에서새값의순위를지정하는데사용할필드를선택합니다.계
산된 필드 만들기 >순위 메뉴옵션을선택한필드는기본적으로추가됩니다.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원하는다른필드를계산에추가한다음순위 유

형을선택합니다.정렬아이콘 을클릭하여순위순서를내림차순(DESC)

에서오름차순(ASC)으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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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순위값은필드에할당한데이터유형에따라달라집니다.

l 왼쪽패널에서필드머리글을두번클릭하고계산의이름을입력합니다.

3. 완료를클릭하여새계산된필드를추가합니다.변경사항 패널에서 Tableau Prep
Builder가생성한계산을확인할수있습니다.편집을클릭하여변경을수행할시각적
계산에디터를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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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계산

분위기능을사용하면계산된필드를만들어행을지정된수의버킷으로분산할수있습니

다.분산할필드와사용할그룹(분위)수를선택합니다.또한분위로나눈행을그룹으로분
산하는파티션을만들기위해추가필드를선택할수도있습니다.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
구문을수동으로입력하거나시각적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필드를선택하면 Tableau Prep
에서계산을자동으로작성합니다.

예를들어학생데이터행이있고상위 50%및하위 50%에있는학생을보려면데이터를두
개의분위로그룹화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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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예에서는학생성적을상위절반및하위절반으로나눈두개의그룹을보여줍니다.
이메서드의구문은다음과같습니다.

{ORDERBY [Grade] DESC:NTILE(2)}

파티션을만들어필드의각값을별도의파티션으로구분하고각파티션의데이터를그룹

으로나눌수도있습니다.

다음예에서는과목(Subject)필드에대한파티션을만드는방법을보여줍니다.각과목별
로파티션을만들고성적(Grade)필드에대해 2개의그룹(분위)을만듭니다.그런다음행이
세개의파티션에대해두그룹으로균등하게분산됩니다.이메서드의구문은다음과같습
니다.

{PARTITION [Subject]:{ORDERBY [Grade] DESC:NTI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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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 계산 만들기

분위계산을만들려면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직접계산을작성할수있습니다.또한보다
자세한안내가제공되는환경이필요한경우시각적계산에디터를사용할수있으며,이환
경에서는필드를선택하면 Tableau Prep이자동으로계산을작성합니다.

시각적 계산 에디터

시각적계산에디터를사용하여분위계산을만들면결과미리보기가왼쪽패널에표시됩니

다.

1. 분위계산을생성할프로필카드를선택합니다.

2. 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분위를선택합니다.

선택한프로필카드가 ORDERBY필드로추가됩니다.

3. 시각적계산에디터에서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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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하는분위그룹화의수를선택합니다.분위의기본값은 1입니다.

l 그룹화 기준 섹션에서값을계산하려는행의필드를선택합니다.그러면계산
의 PARTITION부분이만들어집니다.단일계산에대해여러그룹화기준필드
를사용할수있습니다.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원하는다른필드를계산에추가합니다.모든행

을포함하거나선택한필드를제거하려면그룹화 기준 섹션에서필드의드롭

다운상자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md-클릭(MacOS)하고필드
제거를선택합니다.

l 왼쪽패널에서필드머리글을두번클릭하고계산의이름을입력합니다.

l 정렬 기준 섹션에서새값을그룹화하고분산하는데사용할하나이상의필드

를선택합니다.정렬기준필드가하나이상있어야합니다.계산된 필드 만들
기 >분위 메뉴옵션을선택한필드는기본적으로추가됩니다.

4. 결과를정렬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l 계산행중하나를클릭하여선택한그룹의결과를필터링합니다.

l 정렬기준필드를오름차순또는내림차순으로변경합니다.

5. 완료를클릭하여새계산된필드를추가합니다.

6. 변경사항 패널에서 Tableau Prep Builder가생성한계산을확인할수있습니다.편집
을클릭하여변경을수행할시각적계산에디터를엽니다.

다음예에서는행의사분위수분할을보여줍니다.네개의미국지역에기반하여파
티션을만든후매출(Sales)필드데이터를파티션으로균등하게그룹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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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에디터

1. 프로필패널툴바에서계산된필드만들기를클릭하거나프로필카드또는데이터그

리드에서기타 옵션 메뉴를클릭하고계산된 필드 만들기 >사용자 지정 계산을

선택합니다.

2. 계산에디터에서계산의이름을입력하고식을입력합니다.예를들어,성적별로학생
행을두그룹으로정렬한다음과목별로그룹화하려면다음을사용합니다.
{PARTITION [Subject]:{ORDERBY [Grade] DESC:NTIL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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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계산에는다음요소가포함됩니다. 

l PARTITION(선택사항): partition절은 NTILE()함수가사용되는파티션으로결
과집합의행을분류합니다.

l ORDERBY(필수): ORDER BY절은 NTILE()이사용되는각파티션의행분산을
정의합니다.

l NTILE(필수): NTILE은행을나눈개수를나타내는정수입니다.

참고 :모든행을 NTILE절로나눌수있는경우분위수로행을균등하게
나눕니다.행수를 NTILE절로나눌수없는경우결과그룹은크기가서
로다른구간차원으로나뉩니다.

l DESC또는 ASC(선택사항):내림차순(DESC)또는오름차순(ASC)을나타냅
니다.기본적으로분위는내림차순으로정렬되므로식에서이부분을지정할
필요가없습니다.정렬순서를변경하려면식에 ASC를추가합니다.

3. 저장을클릭합니다.

생성된필드에는테이블의각행에연결된분위그룹화(구간차원)할당이표시됩니
다.

데이터 피벗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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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스프레드시트또는크로스탭형식의데이터를 Tableau에서분석하기어려운경우가있습니
다. Tableau는기본적으로데이터를 "가로방향"이아니라 "세로방향"으로표시합니다.즉,
Tableau가데이터를적절하게평가할수있도록데이터를열방향에서행방향으로피벗해
야할경우가많습니다.

그러나데이터테이블이길고좁고너무정규화되어있어적절한분석을수행하기가어려운

시나리오가있을수있습니다.예를들어영업부서에서 2개열의광고비용을추적합니다.
하나는라디오 , TV및인쇄 행이포함된광고라는이름의열이고,다른하나는총지출에대
한열입니다.이유형의시나리오에서이데이터를개별측정값으로분석하려면행데이터를
열로피벗해야합니다.

그러나더큰데이터집합이나시간대별로자주변경되는데이터를피벗하려는경우에는와

일드카드패턴일치를사용하여패턴과일치하는필드를검색하고자동으로데이터를피벗

할수있습니다.

데이터를피벗할때는다음옵션중하나를사용합니다.

l 열을행으로피벗

l 와일드카드검색을사용하여패턴일치에따라필드를즉시피벗(Tableau Prep Builder
버전 2019.1.1이상및웹)

l 행을열로피벗(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1이상및웹)

필드를어떻게피벗하든관계없이결과에서직접상호작용하고원하는추가정리작업을수

행하여원하는방식으로표시되는데이터를얻을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의지능적인기
본명명기능을사용하여피벗된필드및값의이름을자동으로바꿀수있습니다.

열을 행으로 피벗

넓은데이터를긴데이터로전환하려면이피벗옵션을사용합니다.열을하나이상의필드
그룹의행으로피벗합니다.작업하려는필드를선택하고데이터를열에서행으로피벗하면
됩니다.

1. 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2. 피벗하려는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습니다.

3.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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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이상 및 웹 :프로필패널에서피벗하려
는필드를선택한다음마우스오른쪽단추를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
고메뉴에서열을 행으로 피벗을선택합니다.이옵션을사용하는경우 7단계
로건너뜁니다.

l 모든 버전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피벗 추가를

선택합니다.

필드 선택(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4.2
이상 및 웹)

흐름 단계 메뉴(모든 버
전)

4. (선택사항)필드 패널의검색 필드에값을입력하여피벗할필드에대한필드목록을
검색합니다.

5. (선택사항)피벗된 필드 및 값의 이름을 자동으로 바꾸기 확인란을선택하여
Tableau Prep이데이터의공통값을사용하여새피벗된필드의이름을바꾸도록설
정합니다.공통값을찾을수없는경우기본이름이사용됩니다.

6. 왼쪽패널에서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하고피벗된 필드 패널의 Pivot1 Values(피
벗1값)열에끌어놓습니다.

7. (선택사항)피벗된 필드 패널에서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피벗할더많은열

을추가한다음이전단계를반복하여피벗할더많은필드를선택합니다.결과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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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 결과 패널과데이터그리드모두에서즉시나타납니다.

참고 : 5단계에서선택한것과동일한수의필드를선택해야합니다.예를들어
처음에피벗할필드 3개를선택했다면피벗할각후속열에는 3개의필드가포
함되어야합니다.

8. 기본명명옵션을사용하도록설정하지않았거나 Tableau Prep에서자동으로이름을
검색할수없는경우필드명을편집합니다.또한,이패널에서데이터를잘나타내도록
원래필드명을편집할수있습니다.

9. (선택사항)변경사항을추적할수있도록새피벗단계의이름을바꿉니다.예를들어
"Pivot months(월피벗)"로바꿉니다.

10. 데이터가변경될때피벗데이터를새로고치려면흐름을실행합니다.피벗에추가해
야하는새필드가데이터원본에추가되는경우새필드를수동으로피벗에추가합니

다.

예 :여러필드에대한피벗

이예제에서는제약업체의월및연도별매출,세금및총계가나와있는스프레드시트를보
여줍니다.

데이터를피벗함으로써각월및연도에대한행과매출,세금및총계에대한개별열을만들
어 Tableau가분석을위해이데이터를보다쉽게해석하게만들수있습니다.

Tableau Software 283

Tableau Prep도움말



"여러 필드에 대한 피벗 "동작을 직접 보십시오 .

와일드카드 검색을 사용하여 피벗

대용량데이터집합으로작업하거나데이터가시간대별로자주변경되는경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1이상및웹에서는열을행으로피벗할때와일드카드검색을사
용하면와일드카드패턴일치에따라데이터를즉시피벗할수있습니다.

패턴과일치하는새로운필드가추가되거나제거되는경우흐름을실행하면 Tableau Prep
이스키마변경내용을검색하고자동으로피벗결과를업데이트합니다.

1. 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2. 피벗하려는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습니다.

3.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피벗 추가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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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벗된 필드 패널에서와일드카드 검색을 사용하여 피벗 링크를클릭합니다.

5. 검색하려는값또는부분값을입력합니다.예를들어 Sales_를입력하면레이블이
sales_2017, sales_2018및 sales_2019인필드가일치됩니다.

검색하는필드값에별표가포함되지않는한패턴일치에별표를사용하지마십시오.

대신검색 옵션 단추를클릭하여값일치에사용할방법을선택합니다.그런다음

Enter키를눌러검색을적용하고일치하는값을피벗합니다.

6. (선택사항)피벗된 필드 패널에서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피벗할더많은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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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한다음이전단계를반복하여피벗할더많은필드를선택합니다.

7. 기본명명옵션을사용하도록설정하지않았거나 Tableau Prep에서자동으로이름을
검색할수없는경우필드명을편집합니다.

8. 데이터가변경될때피벗데이터를새로고치려면흐름을실행합니다.데이터원본에
추가된새필드중와일드카드패턴과일치하는필드는자동으로검색되고피벗에추

가됩니다.

9. 결과가예상과다른경우다음옵션중하나를사용합니다.

l 검색필드에다른값패턴을입력하고 Enter키를누릅니다.피벗이자동으로새
로고쳐지고새결과가표시됩니다.

l 피벗된 필드 패널의 Pivot1 Values(피벗1값)열로추가필드를수동으로끌
어옵니다.또한수동으로추가한필드를제거하려면 Pivot1 Values(피벗1값)
열의필드를필드 패널로끌어놓으면됩니다.

참고 :와일드카드검색결과에서추가된필드는 Pivot1 Values(피벗1
값)열에서끌어오는방법으로제거할수없습니다.대신좀더구체적인
패턴을사용하여일치하는검색결과를찾으십시오.

행을 열로 피벗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1이상및웹에서는데이터가너무정규화되어있고새열
을만들어긴데이터를넓은데이터로전환해야하는경우행을열로피벗합니다.

예를들어월별광고비용의모든광고유형이 1개열에포함되는경우데이터를행을열로
피벗하면각광고유형에대한개별열이만들어지므로데이터를분석하기가더쉬워집니

다.

피벗할필드 1개를선택할수있습니다.그런다음해당필드의필드값을사용하여새열을
만듭니다.새열을채울때사용할필드를선택합니다.이러한필드값은집계되며적용할
집계유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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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가적용되므로열을다시행으로피벗하는경우이피벗작업을되돌릴수없습니다.행
을열피벗유형으로되돌리려면작업을실행취소해야합니다.상단메뉴에서실행 취소 단
추를클릭하거나피벗된 필드 패널에서필드를제거하거나피벗단계를삭제합니다.

1. 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2. 피벗하려는테이블을흐름 패널에끌어놓습니다.

3.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피벗 추가를선택합니다.

4. 피벗된 필드 패널의드롭다운목록에서행을 열로를선택합니다.
5. (선택사항)필드 패널의검색 필드에값을입력하여피벗할필드에대한필드목록을
검색합니다.

6. 왼쪽패널에서필드를선택하고피벗된 필드 패널의 Field that will pivot rows to
columns(행을 열로 피벗할 필드)섹션으로끌어옵니다.

참고 :피벗할필드에날짜또는날짜/시간데이터유형이있는경우이데이터유
형을문자열로변경한후피벗해야합니다.

이필드의값은새열을만들고명명할때사용됩니다.열이름은나중에피벗 결과 패
널에서변경할수있습니다.

7. 왼쪽패널에서필드를선택하고피벗된 필드 패널의 Field to aggregate for new
columns(새 열에 대해 집계할 필드)섹션으로끌어옵니다.이필드의값은이전단
계에서만든새열을채울때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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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에는기본집계유형이할당됩니다.집계유형을클릭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8. 피벗 결과 패널에서결과를검토하고만들어진새열에정리작업을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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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벗할필드의행데이터가변경된경우흐름패널의피벗단계에서마우스오른쪽단
추를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새로 고침을선택합니다.

R및 Python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
버전 2019.3.1부터는 R및 Python스크립트를사용하여보다복잡한정리작업을수행하거
나예측모델링데이터를흐름에통합할수있습니다.데이터는 R또는 Python스크립트단계
를통해흐름에서입력으로전달된다음출력데이터로반환되고,이들데이터는 Tableau
Prep Builder의기능및함수를사용하여계속정리할수있습니다.

참고 :흐름의입력단계로스크립트에연결하는것은아직지원되지않습니다.또한
Tableau Cloud에작성되거나게시된흐름에는아직스크립트단계가지원되지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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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rve서버또는 Tableau Python(TabPy)서버를구성하고흐름에스크립트단계를추가합
니다. Tableau Prep이데이터를 R의경우 Rserve에또는 Python의경우 Tableau Python서
버(TabPy)에전달하고결과데이터를테이블형식으로흐름에반환합니다.계속해서정리
작업을결과에적용하고분석할출력을생성할수있습니다.

스크립트를만들때데이터프레임을함수의인수로지정하는함수를포함해야합니다.입
력한것과다른필드를반환하려면출력및데이터유형을정의하는 getOutputSchema함수
를스크립트에포함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출력은입력데이터의필드를사용합니다.

스크립트단계가포함된 Tableau Server(버전 2020.4.1이상)에서흐름을작성하거나편집
하는경우스크립트단계를실행하려면 Tableau Server가 Rserve또는 TabPy서버에도연
결되어있어야합니다.흐름에서사용할 R또는 Python을구성하는방법및스크립트를만
드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R(Rserve)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아래 또는 Python
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페이지298을참조하십시오.

R(Rserve)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

고지 사항:이항목에는타사제품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Tableau는이
러한타사콘텐츠를정확하게참조하기위해최선을다하지만 R및 Rserve이변경될
경우여기서제공하는정보가사전고지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최신정보가필요
한경우 R및 Rserve설명서를참조하고지원팀에문의하십시오.

R은오픈소스소프트웨어프로그래밍언어이며통계컴퓨팅및그래픽을위한소프트웨어
환경입니다. Tableau Prep Builder의기능을확장하기위해 Rserve서버를통해실행되는흐
름에서사용할스크립트를만들어흐름에서추가로작업할수있는출력을생성할수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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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R의스크립트를사용하여흐름에이미있는데이터에통계모델링데이터또는예
측데이터를추가한다음 Tableau Prep Builder의강력한기능을사용하여분석할결과데이
터집합을정리할수있습니다.

흐름에 R스크립트를포함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와 Rserve서버간의연결을구성해야
합니다.그런다음 R스크립트를사용하면 R식을사용하여흐름의데이터에지원되는함수
를적용할수있습니다.구성세부정보를입력하고 Tableau Prep Builder가사용하려는파일
및기능을가리키면데이터가 Rserve서버로안전하게전달되고식이적용되며결과가테이
블(R data.frame)형식으로반환됩니다.이는필요에따라정리하거나출력할수있습니다.

Rserve서버에대한연결을구성한경우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흐름
을실행할수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스크립트단계를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기능
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Tableau Server를구성하려면 Tableau Server용 Rserve서버
구성아래을참조하십시오.

필수 요건

흐름에 R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려면 R을설치하고 Rserve서버와의연결을구성합니다.

리소스

l R다운로드및설치 . Linux, Mac또는 Windows용최신버전의 R을다운로드하여설치
하십시오.

l R구현참고사항(영어)(커뮤니티게시물). Windows용 R및 Rserve에대한연결을설
치하고구성하십시오.

l Rserve설치및구성 :모든플랫폼에대한일반설치및구성지침입니다.

l Windows용 Rserve(릴리스정보):이항목은 Windows에서로컬로 Rserve를설
치할때의제한사항을다룹니다.

Tableau Server용 Rserve서버 구성

다음지침에따라 Rserve서버와 Tableau Server간의연결을구성합니다.

l 버전 2019.3이상 :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게시된흐름을실
행할수있습니다.

l 버전 2020.4.1이상 :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흐름을생성,편
집및실행할수있습니다.

l Tableau Cloud:현재스크립트단계가있는흐름을만들거나실행하는것은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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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SM명령줄을엽니다.

2. 호스트주소,포트값및연결시간초과를설정하려면다음명령을입력합니다.

tsm security maestro-rserve-ssl enable --connection-type

{maestro-rserve-secure/maestro-rserve} --rserve-host <Rserve

IP address or host name> --rserve-port <Rserve port> --

rserve-username <Rserve username> --rserve-password <Rserve

password> --rserve-connect-timeout-ms <RServe connect

timeout>

l 보안연결을사용하려면 {maestro-rserve-secure}를선택하거나비보

안연결을사용하려면 {maestro-rserve}를선택합니다.
l {maestro-rserve-secure}를선택하는경우명령줄에서인증서파일 -

cf<certificate file path>를지정합니다.
l --rserve-connect-timeout-ms <RServe connect timeout>을밀

리초단위로지정합니다.예: --rserve-connect-timeout-ms 900000.

3. Rserve연결을사용하지않도록설정하려면다음명령을입력합니다.

tsm security maestro-rserve-ssl disable

추가 Rserve구성 (선택 사항 )

Rserve.cfg라는파일을만들고기본구성값을설정해 Rserve를사용자지정하고
/etc/Rserve.conf설치위치에배치할수있습니다. Rserve서버및 Tableau Prep
Builder의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해 Rserve구성에값을더추가할수있습니다. Rserve를
시작할때이파일을참조하여구성옵션을적용할수있습니다.예:

l Windows: Rserve(args="--RS-conf C:\\folder\\Rserv.cfg")

l MacOS및 Linux: Rserve(args=" --no-save --RS-conf

~/Documents/Rserv.cfg")

다음예는 Rserve.conf 구성파일에포함할수있는몇가지추가옵션을보여줍니다.

# If your data includes characters other than ASCII, make it

explicit that data should be UTF8 encoded.

encoding utf8

# Disable interactive behavior for Rserve or Tableau Prep Builder

will stall when trying to run the script as it waits for an input

response.

interactiv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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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erve.conf파일설정에대한정보는 R구현참고사항(영어)(커뮤니티게시물)의고급
Rserve구성섹션을참조하십시오.

R스크립트 만들기

스크립트를만들때데이터프레임을함수의인수로지정하는함수를포함할수있습니다.
그러면 Tableau Prep Builder에서데이터가호출됩니다.또한지원되는데이터유형을사용
하여결과를데이터프레임으로반환해야합니다.

예:

postal_cluster <- function(df) { 

out <- kmeans(cbind(df$Latitude, df$Longitude), 3, iter.max=10)

return(data.frame(Latitude=df$Latitude, Longitude=df$Longitude,

Cluster=out$cluster))

}

지원되는데이터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의 데이
터 유형

R의 데이터 유형

문자열 표준 UTF-8문자열

실수 배정밀도

Int 정수

Bool 논리

날짜 선택적시간대오프셋이있는 ISO_DATE형식 “YYYY-MM-DD”의문자
열입니다.예를들어 “2011-12-03+01:00”이유효한날짜입니다.

날짜/시간 선택적시간대오프셋이있는 ISO_DATE_TIME형식 “YYYY-MM-
DDT:HH:mm:ss”의문자열입니다.예를들어 “2011-12-
03T10:15:30+01:00”이유효한날짜입니다.

참고 :날짜및날짜/시간은항상유효한문자열로반환되어야합니다. R의기본날짜
(날짜/시간)유형은반환값으로지원되지않지만스크립트에사용할수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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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것과다른필드를반환하려면출력및데이터유형을정의하는 getOutputSchema함
수를스크립트에포함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출력은흐름의스크립트단계바로앞단
계에서가져온입력데이터의필드를사용합니다.

getOutputSchema에서필드의데이터유형을지정할때다음구문을사용하십시오.

R의 함수 결과 데이터 유형

prep_string () 문자열

prep_decimal () 실수

prep_int () 정수

prep_bool () 부울

prep_date () 날짜

prep_datetime () 날짜/시간

다음예는 postal_cluster스크립트에대한 getOutputSchema함수를보여줍니다.

getOutputSchema <- function() { 

return (data.frame (

Latitude = prep_decimal (),

Longitude = prep_decimal (),

Cluster = prep_int ()));

}

Rserve서버에 연결

중요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부터 Rserve서버에 연결을클릭하고연결세부
정보를입력하는방식으로스크립트단계에서흐름별로연결을설정하지않고상단도움

말 메뉴에서서버연결을한번만구성하면됩니다.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
만들었으며버전 2020.3.3에서여는모든흐름에대해이새메뉴를사용하여연결을다시
구성해야합니다.

1. 도움말 >설정 및 성능 >Analytics확장 프로그램 연결 관리를선택합니다.

2. Analytics확장 프로그램 선택 드롭다운목록에서 Rserve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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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명을입력합니다.
l 포트 6311은일반텍스트 Rserve서버의기본포트입니다.
l 포트 4912는 SSL로암호화된 Rserve서버의기본포트입니다.
l 서버에자격증명이필요한경우사용자이름과암호를입력합니다.

l 서버가 SSL암호화를사용하는경우 SSL필요 확인란을선택한다음사용자
지정 구성 파일 링크를클릭하여연결에대한인증서를지정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는연결을테스트하는방법을제공하지않습니
다.연결에문제가있는경우흐름을시도하고실행할때오류메시지가표
시됩니다.

흐름에 스크립트 추가

Rserve서버를시작한후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2. 커넥터목록에서파일유형이나데이터를호스팅하는서버를선택합니다.메시지가
표시되면로그인하는데필요한정보를입력하고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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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스크립트 추가를선택합니다.

4. 스크립트패널의연결 유형에서 Rserve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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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이름 섹션에서찾아보기를클릭하여스크립트파일을선택합니다.

6. 함수 이름을입력한후 Enter키를눌러스크립트를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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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thon스크립트를 흐름에 사용

고지 사항:이항목에는타사제품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습니다. Tableau는이
러한타사콘텐츠를정확하게참조하기위해최선을다하지만 Python이변경될경우
여기서제공하는정보가사전고지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최신정보가필요한경
우 Python설명서를참조하고지원팀에문의하십시오.

Python은범용프로그래밍에널리사용되는고급프로그래밍언어입니다. Tableau Prep
Builder를통해 Python명령을외부서비스로전송하면행번호추가,필드순위지정,필드
입력,기타정리작업등계산된필드를사용하여수행해야하는작업을통해데이터준비옵
션을손쉽게확장할수있습니다.

흐름에 Python스크립트를포함하려면 Tableau와 TabPy서버간의연결을구성해야합니
다.그런다음 Python스크립트를사용하면 pandas데이터프레임을사용하여흐름의데이
터에지원되는함수를적용할수있습니다.흐름에스크립트단계를추가하고사용하려는
구성세부정보,파일및함수를지정하면데이터가 TabPy서버로안전하게전달되고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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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트의식이적용되며결과가테이블형식으로반환됩니다.이는필요에따라정리하거나출
력할수있습니다.

TabPy서버에대한연결을구성한경우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흐름
을실행할수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스크립트단계를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기능
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Tableau Server를구성하려면 Tableau Server용 Tableau
Python(TabPy)서버 구성아래을참조하십시오.

통합문서에대한분석확장프로그램으로 Tableau Server사이트를구성하는방법에대한
자세한내용은분석확장프로그램에대한연결구성을참조하십시오.

필수 요건

흐름에 Python스크립트를포함하려면다음설정을완료합니다.현재 Tableau Cloud에서스
크립트단계가있는흐름을만들거나실행하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

1. Python을다운로드하여설치합니다. Linux Mac또는 Windows용최신버전의 Python
을다운로드하여설치합니다.

2. Tableau Python서버(TabPy)를다운로드하여설치합니다. TabPy설치를위한설치및
구성지침을따르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는 TabPy를사용하여 TabPy를통해흐
름의데이터를입력으로전달하고스크립트를적용한다음결과를흐름에다시반환

합니다.
3. Pandas를설치합니다. pip3 install pandas를실행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와통합하려면스크립트에서 pandas데이터프레임을사용해야합니다.

Tableau Server용 Tableau Python(TabPy)서버 구성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가포함된흐름을게시하고만들고편집하고실행하려는
경우 TabPy서버와 Tableau Server간의연결을구성해야합니다.

l 버전 2019.3이상 :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게시된흐름을실
행할수있습니다.

l 버전 2020.4.1이상 : Tableau Server에서스크립트단계를포함하는흐름을생성,편
집및실행할수있습니다.

l Tableau Cloud:현재스크립트단계가있는흐름을만들거나실행하는것은지원되지
않습니다.

1. TSM명령줄/셸을엽니다.

2. 호스트주소,포트값및연결시간초과를설정하려면다음명령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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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 security maestro-tabpy-ssl enable --connection-type

{maestro-tabpy-secure/maestro-tabpy} --tabpy-host <TabPy IP

address or host name> --tabpy-port <TabPy port> --tabpy-

username <TabPy username> --tabpy-password <TabPy password>

--tabpy-connect-timeout-ms <TabPy connect timeout>

l 보안연결을사용하려면 {maestro-tabpy-secure}를선택하거나비보안

연결을사용하려면 {maestro-tabpy}를선택합니다.
l {maestro-tabpy-secure}를선택하는경우명령줄에서인증서파일 -

cf<certificate file path>를지정합니다.
l --tabpy-connect-timeout-ms <TabPy connect timeout>을밀리

초단위로지정합니다.예: --tabpy-connect-timeout-ms 900000.

3. TabPy연결을사용하지않도록설정하려면다음명령을입력합니다.

tsm security maestro-tabpy-ssl disable

python스크립트 만들기

스크립트를만들때 pandas(pd.DataFrame)를함수의인수로지정하는함수를포함할수있
습니다.그러면 Tableau Prep Builder에서데이터가호출됩니다.또한지원되는데이터유형
을사용하여결과를 pandas(pd.DataFrame)로반환해야합니다.

예를들어흐름의필드집합에인코딩을추가하려면다음스크립트를작성하면됩니다.

def encode(input):

le = preprocessing.LabelEncoder()

Return pd.DataFrame({

'Opportunity Number' : input['Opportunity Number'],

'Supplies Subgroup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

['Supplies Subgroup']),

'Region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Region']),

'Route To Market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Route To

Market']),

'Opportunity Result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

['Opportunity Result']),

'Competitor Type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

['Competitor Type']),

'Supplies Group Encoded' : le.fit_transform(input['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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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

지원되는데이터유형은다음과같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의 데이
터 유형

Python의 데이터 유형

문자열 표준 UTF-8문자열

실수 배정밀도

Int 정수

Bool 부울

날짜 선택적시간대오프셋이있는 ISO_DATE형식 “YYYY-MM-DD”의문자
열입니다.예를들어 “2011-12-03”이유효한날짜입니다.

날짜/시간 선택적시간대오프셋이있는 ISO_DATE_TIME형식 “YYYY-MM-
DDT:HH:mm:ss”의문자열입니다.예를들어 “2011-12-
03T10:15:30+01:00”이유효한날짜입니다.

참고 :날짜및날짜/시간은항상유효한문자열로반환되어야합니다.

입력한것과다른필드를반환하려면출력및데이터유형을정의하는 get_output_schema
함수를스크립트에포함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출력은흐름의스크립트단계바로앞
단계에서가져온입력데이터의필드를사용합니다.

get_output_schema에서필드의데이터유형을지정할때다음구문을사용하십시오.

Python의 함수 결과 데이터 유형

prep_string() 문자열

prep_decimal() 실수

prep_int() 정수

prep_bool()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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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_date() 날짜

prep_datetime() 날짜/시간

다음예는 python스크립트로인코딩된필드에추가된 get_output_schema함수를보여줍니
다.

def get_output_schema():

return pd.DataFrame({

'Opportunity Number' : prep_int(),

'Supplies Subgroup Encoded' : prep_int(),

'Region Encoded' : prep_int(),

'Route To Market Encoded' : prep_int(),

'Opportunity Result Encoded' : prep_int(),

'Competitor Type Encoded' : prep_int(),

'Supplies Group Encoded' : prep_int()

})

Tableau Python(TabPy)서버에 연결

중요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부터 Tableau Python(TabPy)서버에 연결을클
릭하고연결세부정보를입력하는방식으로스크립트단계에서흐름별로연결을설정하지

않고상단도움말 메뉴에서서버연결을한번만구성하면됩니다.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만들었으며버전 2020.3.3에서여는모든흐름에대해이새메뉴를사용하
여연결을다시구성해야합니다.

1. 도움말 >설정 및 성능 >Analytics확장 프로그램 연결 관리를선택합니다.

2. Analytics확장 프로그램 선택 드롭다운목록에서 Tableau Python(TabPy)서버
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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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증명을입력합니다.
l 포트 9004는 TabPy의기본포트입니다.
l 서버에자격증명이필요한경우사용자이름과암호를입력합니다.

l 서버가 SSL암호화를사용하는경우 SSL필요확인란을선택한다음지정된 사
용자 지정 구성 파일이 없음 ...링크를클릭하여연결에대한인증서를선택합
니다.이것이 SSL서버인증서파일입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는연결을테스트하는방법을제공하지않습니
다.연결에문제가있으면오류메시지가표시됩니다.

흐름에 스크립트 추가

TabPy서버를시작한후다음단계를완료하십시오.

참고 : TabPy를실행하려면 tornado패키지버전 5.1.1이필요합니다. TabPy를시작할
때 'tornado.web'속성에 'asynchronous'특성이없다는오류가표시되면명령줄에서
pip list를실행하여설치된 tornado버전을확인하십시오.다른버전이설치되어
있으면 tornado패키지버전 5.1.1을다운로드하십시오.그런다음 pip uninstall

tornado를실행하여현재버전을제거하고 pip install tornado==5.1.1을

실행하여필수버전을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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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연결 추가 단추를클릭합니다.

웹작성시홈 페이지에서만들기 >흐름을클릭하거나탐색 페이지에서새로 만들
기 >흐름을클릭합니다.그런다음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2. 커넥터목록에서파일유형이나데이터를호스팅하는서버를선택합니다.메시지가
표시되면로그인하는데필요한정보를입력하고데이터에액세스합니다.

3.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스크립트 추가를선택합니다.

4. 스크립트패널의연결 유형 섹션에서 Tableau Python(TabPy)서버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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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이름 섹션에서찾아보기를클릭하여스크립트파일을선택합니다.

6. 함수 이름을입력한후 Enter키를눌러스크립트를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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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집계 ,조인 또는 유니온
데이터를그룹으로집계,조인또는유니온하거나분석을위해결합할수있습니다.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
움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값 집계 및 그룹화
흐름에서생성되는데이터의양을줄이거나함께조인하거나유니온으로통합하려는다른

데이터에맞게데이터를정렬하기위해일부데이터의세부수준을조정해야할경우도있습

니다.예를들어판매테이블을고객테이블과조인하기전에고객별로판매데이터를집계
할수있습니다.

데이터의세부수준을조정해야한다면집계 옵션을사용하여데이터를그룹화하고집계하

는단계를만듭니다.데이터가집계되는지,아니면그룹화되는지는데이터유형(문자열,숫
자또는날짜)에따라다릅니다.

1. 흐름 패널에서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집계를선택합니다.흐름 패널에새집

계단계가표시되고프로필 패널이집계및그룹프로필을표시하도록업데이트됩니

다.

2. 왼쪽패널의필드를그룹화된 필드 패널(행을구성하는필드)또는집계된 필드 패널
(집계하여그룹화된필드수준에서표시할데이터)로끌어옵니다.

또한다음작업을수행할수도있습니다.

l 두패널간에서필드를끌어놓습니다.

l 목록에서필드를검색하고집계에포함하려는필드만선택합니다.

l 필드를두번클릭하여왼쪽또는오른쪽패널에필드를추가합니다.

l 필드의함수를변경하여적절한패널에필드를자동으로추가합니다.

l 모두 추가 또는모두 제거를클릭하여대량으로필드를적용하거나제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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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드에특정정리작업을적용합니다.사용할수있는정리옵션에대한자세한
내용은정리 작업 정보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

다음예제는수익및수량의합계와지역별평균할인및매출연도를보여줍니다.

필드는데이터유형에따라그룹화된 필드 및집계된 필드 열에분산됩니다.그룹
또는집계유형(예: AVG또는 SUM)머리글을클릭하여그룹또는집계유형을변경합
니다.

집계및그룹프로필아래에있는데이터그리드에서그룹또는집계의멤버샘플을

확인할수있습니다.

필드에적용된모든정리작업은변경 패널에서추적됩니다.

데이터 조인
분석하려는데이터는대체로특정필드로관련된테이블모음으로구성됩니다.조인은이
러한공통필드에서관련데이터를결합하는방법입니다.조인을사용한데이터결합결과
는대개데이터의필드를추가하여가로로확장되는테이블입니다.

조인은흐름의어디에서나수행할수있는작업입니다.흐름의초기에조인을수행하면데
이터집합을파악하기쉽고주의가필요한영역을바로노출시킬수있습니다.

Tableau Prep은다음과같은조인유형을지원합니다.

조인 유형 설명

Left 각행에대해왼쪽테이블의모든값과오른쪽테이블의일치하는행을포

함합니다.왼쪽테이블의값이오른쪽테이블에일치하는항목이없는경
우조인결과에 Null값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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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ner 각행에대해두테이블에서일치하는항목이있는값을포함합니다.

Right 각행에대해오른쪽테이블의모든값과왼쪽테이블의일치하는행을포

함합니다.오른쪽테이블의값과일치하는항목이왼쪽테이블에없는경
우조인결과에 Null값이표시됩니다.

leftOnly 각행에대해왼쪽테이블에서오른쪽테이블에일치하는값이없는값만

포함합니다.오른쪽테이블의필드값은조인결과에 null로표시됩니다.

rightOnly 각행에대해오른쪽테이블에서왼쪽테이블에일치하는값이없는값만

포함합니다.왼쪽테이블의필드값은조인결과에 null로표시됩니다.

notInner 각행에대해오른쪽및왼쪽테이블에서일치하지않는모든값을포함합

니다.

Full 각행에대해두테이블의모든값을포함합니다.한테이블의값이다른테
이블에일치하는항목이없는경우조인결과에 Null값이표시됩니다.

조인을만들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여두테이블을조인합니다.
l 흐름 패널에테이블을두개이상추가한다음관련테이블을선택하고다른테

이블로끌어와조인 옵션이표시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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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아이콘을클릭하고메뉴에서조인을선택한후수동으로다른입력을조인

에추가하고조인절을추가합니다.

참고 :정의된테이블관계가있고관련필드를포함하는테이블에연결
하는경우조인을선택하고관련테이블목록에서조인을선택할수있

습니다. Tableau Prep에서는두테이블간의관계를구성하는필드를기
반으로조인을만듭니다.

테이블관계가있는커넥터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데이

터 조인페이지134을참조하십시오.

흐름에새조인단계가추가되고프로필패널이조인프로필을표시하도록업데이트

됩니다.

2. 조인을검토하고구성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a. 조인 결과 요약을검토하여조인유형및조인조건의결과로포함되거나제외
된필드수를확인합니다.

b. 조인 유형에서벤다이어그램을클릭하여원하는조인유형을지정합니다.

c. 적용된 조인 절에서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거나기본조인조건으로선택

된필드에서조인절을지정하거나편집합니다.조인조건에서선택한필드는
조인의테이블간에서공통되는필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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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또한조인 절 권장 사항에표시된권장조인절을클릭하여해당절을적용된
조인절목록에추가할수있습니다.

조인 결과 검사

조인프로필의요약에는조인에필요한데이터가포함되었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도

와주는조인관련메타데이터가표시됩니다.

l 적용된 조인 절 :기본적으로 Tableau Prep은조인되는테이블의공통필드명을기반
으로첫번째조인절을정의합니다.필요에따라조인절을추가하거나제거합니다.

l 조인 유형 :기본적으로,조인을만들면 Tableau Prep은테이블간에서 Inner조인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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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합니다.연결하는데이터에따라 Left, Inner, Right, leftOnly, rightOnly, notInner또는
Full조인을사용할수있습니다.

l 조인 결과 요약 :조인결과요약에는조인의테이블에서포함되거나제외된값의분
포가표시됩니다.

l 각포함됨 막대를클릭하여분리하고조인에포함된조인프로필의데이터를

확인합니다.

l 각제외됨 막대를클릭하여분리하고조인에서제외된조인프로필의데이터

를확인합니다.

l 포함됨 및제외됨 막대의임의조합을클릭하여누적된관점에서데이터를확

인합니다.

l 조인 절 권장 사항 :권장조인절옆에있는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여해당절을

적용된 조인 절 목록에추가합니다.

l 조인 절 패널:조인 절 패널에서조인절의각필드에있는값을확인할수있습니다.
조인절의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값은빨간색텍스트로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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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조인 결과 패널:조인 결과 패널에변경하려는값이표시되는경우이패널에서값을
편집할수있습니다.

일반적인 조인 문제

데이터조인후예상한결과가나오지않는경우필드값을추가로정리해야할수있습니다.
다음문제는 Tableau Prep이값을일치하지않는항목으로읽고조인에서제외하는결과를
야기합니다.

l 대/소문자불일치: My Sales와 my sales

l 맞춤법불일치: Hawaii와 Hawai'i

l 맞춤법오류또는데이터입력오류: My Company Health와 My Company Heath

l 이름변경: John Smith와 John Smith Jr.

l 약어: My Company Limited와 My Company Ltd

l 추가구분기호: Honolulu와 Honolulu (Hawaii)

l 추가공백:문자사이의추가공백탭공백또는추가선행또는후행공백이포함됩니
다.

l 마침표사용불일치: Returned, not needed와 Returned, not needed.

그러나필드값에이러한문제가있더라도조인 절에서필드값을직접수정하거나조인 결

과 요약에서제외됨 막대를클릭하여제외된값을작업한후프로필카드메뉴에서정리작

업을사용할수있습니다.

조인단계에서사용할수있는다양한정리옵션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리 작업 정보페이

지211를참조하십시오.

불일치 필드 수정 및 기타

조인절에서불일치필드를바로수정할수있습니다.값을두번클릭하거나마우스오른쪽
단추로클릭한다음수정하여새값을입력하려는필드의상황에맞는메뉴에서값 편집을

선택합니다.데이터변경내용은추적되고조인단계오른쪽에있는변경 패널에추가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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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값을선택하여조인절패널에서유지,제외또는필터링하거나조인결과패널에서다
른정리작업을적용할수있습니다.변경하는필드자체와조인프로세스에서필드의위치
에따라변경은조인전이나후에적용되어수정된결과를제공합니다.

정리필드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리 작업 적용페이지215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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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니온
유니온은한테이블의행을다른테이블에추가하여데이터를결합하는방법입니다.예를들
어한테이블의새거래를다른테이블의이전거래목록에추가할수있습니다.유니온할테
이블들이필드수와필드명이동일하고필드의데이터유형이동일한지확인하십시오.

팁 :성능을극대화하기위해단일유니온에는최대 10개의입력을사용할수있습니다. 10개
를초과하는파일이나테이블을유니온해야하는경우입력단계에서파일을유니온하십시

오.이유형의유니온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유니온페이지123을참조하십시오.

조인과유사하게유니온작업은흐름의아무위치에서나사용할수있습니다.

유니온을만들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1. 흐름패널에테이블을두개이상추가한후관련테이블을선택하고다른테이블로끌

어유니온 옵션이표시되게합니다.또는 아이콘을클릭하고메뉴에서유니온을

선택할수도있습니다.흐름 패널에새유니온단계가추가되고프로필 패널이유니온
프로필을표시하도록업데이트됩니다.

2. 유니온에다른테이블을추가하려면테이블을유니온된테이블로끌어와추가 옵션
이표시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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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니온프로필에서유니온관련메타데이터를검토합니다.유니온에서테이블을제
거하고일치하지않는필드의세부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유니온 결과 검사

유니온을만든후유니온결과를검사하여유니온의데이터가예상한데이터인지확인합니

다.유니온된데이터의유효성을확인하려면다음영역을확인합니다.

l 유니온 메타데이터 검토 :유니온프로필에는몇가지유니온관련메타데이터가표
시됩니다.여기에서유니온을구성하는테이블,결과필드수및일치하지않은필드
를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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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각 필드의 색상 검토 :유니온요약에나열된각필드의옆과유니온프로필의각필드
위에일련의색상이표시됩니다.색상은유니온의각테이블에해당합니다.

필드에대해모든테이블색상이표시되면해당필드에유니온이올바르게수행된것

입니다.테이블색상이누락되면일치하지않은필드가있다는의미입니다.

일치하지않은필드는유사한데이터가있지만어떤면에서다른필드입니다.일치하
지않는필드의목록은유니온요약과해당필드가발생한테이블에서볼수있습니다.
필드의데이터를더자세히살펴보려면일치하지 않은 필드만 표시 확인란을선택

하여유니온프로필에서일치하지않은필드를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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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필드를수정하려면아래일치하지 않는 필드 수정아래 섹션의제안사항중

하나를따릅니다.

일치하지 않는 필드 수정

유니온의테이블이일치하지않는경우유니온에서불필요한필드가생성됩니다.불필요한
필드는적절한컨텍스트에서제외되는유효한데이터입니다.

필드불일치문제를해결하려면일치하지않는필드를함께병합해야합니다.

필드가일치하지않는이유는많습니다.

l 대응하는 필드의 이름이 다른 경우 :테이블간의대응하는필드가서로이름이다
른경우유니온권장사항을사용하거나,불일치 필드 목록에서수동으로필드를병
합하거나,유니온프로필에서필드명을바꿔일치하지않는필드를함께병합할수
있습니다.

유니온권장사항을사용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1. 불일치 필드 목록에서일치하지않은필드를클릭합니다.제안된일치항목이
있으면일치하는필드가노란색으로하이라이트됩니다.

제안된일치항목은데이터유형및필드명이유사한필드를기반으로합니다.

2. 하이라이트된필드를마우스오버하고더하기단추를클릭하여필드를병합합
니다.

불일치 필드 목록에서수동으로필드를병합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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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에서하나이상의필드를선택합니다.

2. 선택한필드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합니다.병
합이유효한경우필드 병합 메뉴옵션이나타납니다.

필드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할때사용 가능한 옵션이 없음이나타나는

것은병합할수있는필드가없기때문입니다.예를들어동일한입력의두필드
를병합해보십시오.

3. 필드 병합을클릭하여선택한필드를병합합니다.

유니온프로필패널에서필드명을바꾸려면필드명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

필드명 바꾸기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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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대응하는 필드의 이름이 같지만 유형이 다른 경우:기본적으로,대응하는필드의
이름은일치하지만필드의데이터유형이일치하지않는경우 Tableau Prep은필드
중하나의데이터유형을변경하여서로호환되게만듭니다. Tableau Prep이이변경
을수행한경우병합된필드의상단에데이터유형변경아이콘이표시됩니다.

하지만 Tableau Prep이올바른데이터유형을선택하지못하는경우도있습니다.이
런일이발생한경우병합을실행취소하려면데이터 유형 변경 아이콘을마우스오

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클릭(MacOS)하고서로 다른 유형을 사용하여 입력
분리를선택합니다.

그런다음필드중하나의데이터유형을먼저변경한후추가 필드 병합 옵션옆페

이지의제안사항에따라필드를다시병합할수있습니다.

l 대응하는 테이블의 필드 수가 서로 다른 경우 :테이블을유니온하려면유니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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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테이블에동일한수의필드가있어야합니다.유니온에서불필요한필드가발생하
는경우필드를기존필드로병합하십시오.

추가 필드 병합 옵션

필드병합의경우위섹션에서설명한방법뿐만아니라다음방법중하나를사용하여필드

를병합할수도있습니다.출력단계를제외한모든단계에서필드를병합할수있습니다.

같은파일의필드를병합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필드 병합페이지227을참조하십
시오.

필드를병합하려면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한필드를다른필드위로끌어놓습니다.병합할 필드 놓기 표시기가나타납니다.

l 여러필드를선택하고선택된항목중하나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여상황에

맞는메뉴를연다음필드 병합을클릭합니다.

l 여러필드를선택한다음상황을인식하는툴바에서필드 병합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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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 Einstein Discovery예측 추
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3이상과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2.0이상의웹에서지원됩니다 .

Einstein Discovery로구동되는모델을사용하여흐름의데이터에대한예측점수를대량으
로매길수있습니다.예측은의사결정을위한정보를얻고비즈니스결과를개선하기위한
동작을수행하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이러한모델을적용하면예측된결과에대한새필드가확률점수또는예상평균의형태로

흐름에자동으로추가됩니다.모델을적용할때예측자및상위개선사항필드를선택하여
이러한옵션을흐름데이터에추가할수도있습니다.상위예측자는예측에가장큰기여를
한요인을보여줍니다.상위개선사항은예측된결과를개선하기위해수행할수있는제안
된동작을보여줍니다.

예를들어직원유지율을예측하려는경우 Einstein Discovery에서기록데이터(이미결과가
나온데이터)를사용하여모델을작성한다음이모델을흐름의데이터집합에적용하고예
측된결과를생성하면됩니다.예측결과는행수준에서적용되므로 Tableau에서분석에대
한세부정보를보는데도움이됩니다.

여러모델을데이터집합에적용해야하는경우여러예측단계를흐름에포함할수있습니

다.각예측단계에서는단일예측모델이흐름에적용됩니다.버전 2021.2부터단일흐름에
서여러 Einstein Discovery서버에로그인하여필요한모델을선택할수있습니다.이전버
전에서는흐름당하나의 Einstein Discovery서버로제한됩니다.

참고 :이기능을사용하려면 Einstein Discovery에액세스하도록구성된 Salesforce라
이선스및사용자계정이있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필수 요건옆페이지을참조
하십시오.

Einstein Discovery란?
Einstein Discovery는인사이트를식별한후비즈니스데이터에표시및시각화하는통계적
모델링과지도기계학습으로비즈니스인텔리전스를보강합니다.수백만개의데이터행
을빠르게검토하여중요한연관을찾고,결과를예측하며,예측된결과를개선할방법을제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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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Discovery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도움말에서 Discovery시작(영문)및
Einstein Discovery를사용한설명 ,예측 ,조치수행(영문)을참조하십시오. Trailhead의
Einstein Discovery를통한인사이트확보(영문)트레일에서지식을넓힐수도있습니다.

참고 :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는 salesforce.com에의해제공됩니다.해당약관에
대해서는 salesforce.com과의계약을참조하십시오.

필수 요건
흐름에서 Einstein Discovery예측을구성하고사용하려면 Salesforce및 Tableau의특정라이
선스,액세스권한및사용권한이필요합니다.

Salesforce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Salesforce라이선스 다음라이선스중하나:

l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라이선스
l Tableau CRM Plus라이선스
l Einstein Predictions라이선스

이러한라이선스는추가비용으로제공됩니다.

Salesforce사용자 계정 Einstein Discovery액세스를위해구성된계정입니다.

Einstein Discovery in Tableau라이선스를사용하는경우사용
자계정에 View Einstein Discovery Recommendations Via
Connect API(연결 API를통해 Einstein Discovery추천항목보
기)시스템권한이할당되어있어야합니다.

Tableau CRM Plus라이선스또는 Einstein Predictions라이선
스를사용하는경우

l 이미배포된 Einstein Discovery모델을사용하여예측을
확인하려면계정에 View Einstein Discovery
Recommendations(Einstein Discovery권장사항보기)
시스템권한이할당되어있어야합니다.

l Einstein Discovery에서예측을작성,배포및관리하려
면계정에 Manage Einstein Discovery(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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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설명

Discovery관리)권한이할당되어있어야합니다.

사용자계정을구성하려면 Salesforce도움말에서 Einstein
Discovery설정(영문)을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설정 Salesforce관리자는다음을수행해야합니다.

l Tableau Prep확장 프로그램 : Tableau Server(기본)에
대한연결된앱을만들도록 Salesforce를구성합니다.
Tableau Server에만필요합니다.

Tableau Prep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Tableau Prep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

Creator라이선스.

Creator가예측정의에액세스하고모델을흐름에추가하려
면 Salesforce조직계정에로그인할수있어야합니다.

Tableau사용자 계정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1.2이상에서사용
자는 Salesforce사용자계정자격증명을 Tableau사용자계
정과함께저장할수있습니다.

Salesforce데이터연결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데
이터에 연결페이지79을참조하십시오.

관리자 설정 Tableau Prep의 Einstein Discovery와통합하려면 Tableau
Server관리자가 Tableau Server를구성해야합니다.자세한
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Einstein Discovery통합
구성을참조하십시오.

흐름에 예측 데이터 추가

참고 :버전 2021.1.4이하에서예측단계를포함하는흐름은 Tableau Prep Builder에
서수동으로실행할수만있습니다.

흐름에 Einstein Discovery예측을적용하려면다음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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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alesforce조직에대한액세스권한
l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3이상에대한액세스권한
l 웹에서작성하거나흐름을실행하는경우 Einstein Discovery예측을사용하도록설정
한 Tableau Cloud또는 Tableau Server버전 2021.2이상에대한액세스권한

l Salesforce에배포된 Einstein Discovery예측모델
l Einstein Discovery예측모델에필요한모델필드와일치하는필드가포함된 Tableau
Prep의원본데이터

1. Tableau Prep을열고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2. 필요에따라정리작업을적용합니다.

3. 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하고추가 메뉴에서예측을선택합니다.

4. 설정 탭의예측 패널에서버전에따라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버전 2021.2이상 :연결 드롭다운에서 Salesforce서버에연결하거나설정된연
결이이미있는경우목록에서 Salesforce서버를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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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버전 2021.1.4이상 : Einstein Discovery에 연결을클릭합니다.

처음으로연결하면웹페이지가열리고 Salesforce자격증명을사용하여 Salesforce
계정에로그인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로그인한후 Tableau에서 Salesforce데
이터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할지묻는웹페이지가열립니다.허용을클릭하여계속
한다음브라우저에서결과탭을닫습니다.

5. 예측 정의 선택을클릭합니다.그러면액세스권한이있는배포된모델목록이열립
니다.모델은 Salesforce에서 Einstein Discovery를사용하여작성되고배포됩니다.예
측모델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도움말에서모델정보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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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측 정의 대화상자에서데이터집합으로매핑되는예측정의를선택합니다.흐름데
이터를사용하여예측된결과를생성하려면모델의모든필드가해당하는흐름필드

에매핑되어야합니다.

7. 옵션 섹션에서흐름데이터에포함할최대 3개의상위예측자및개선사항을선택합
니다.이러한항목은흐름에추가할수있는보조데이터입니다.

Tableau Software 327

Tableau Prep도움말



l 상위예측자는예측된결과에가장큰기여를한요소를나타냅니다.

l 상위개선사항은예측된결과를개선하기위해수행할수있는동작을제안합

니다.

8. 필드 매핑 섹션에서흐름필드를모델필드에매핑합니다.

l 모든모델필드는해당하는흐름필드에매핑되어야합니다.

l 정확히일치하는필드이름이자동으로매핑됩니다.

l 동일한흐름필드를여러모델필드에매핑할수는없습니다.

l 모델필드와흐름필드의데이터유형이일치해야합니다.

흐름필드에다른데이터유형이할당된경우모델필드에할당된데이터유형

과일치하도록해당데이터유형을변경해야합니다.

데이터유형을변경하려면필드 매핑 섹션에서흐름필드의데이터유형을클

릭한다음메뉴에서새데이터유형을선택합니다.그런다음후속정리단계에
서데이터유형을다시변경할수있습니다.

데이터유형변경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 검토

페이지156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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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정을적용하고데이터에대해모델을실행하려면적용을클릭합니다.예측결과가
프로필패널과데이터그리드에표시됩니다.

설정을변경하는경우적용을다시클릭하여변경내용으로모델을다시실행할수있

습니다.적용을클릭하기전에예측 단계에서나가면모델이실행되지않고변경내용
이손실됩니다.

결과 검토

예측모델을흐름데이터에적용한후흐름출력을생성하고새데이터원본을사용하여

Tableau의행수준에서예측된결과를분석할수있습니다.예측모델의결과를이해하기위
해예제를살펴보겠습니다.

이항목에서는 Tableau Prep의직원데이터에직원유지율예측모델을적용하여직원이회
사에머무를확률점수를계산합니다.

결과는다음과같습니다.

직원 2에대한결과를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예측 어디에 있습니까?

이직원이머무를가

능성은얼마입니까?
Einstein Discovery는직원이머무를가
능성을 81.38%로예측합니다.

예측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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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과에영향을미

친요소는무엇입니

까?

현재관리자와함께한연수에따라이

직원이머무를가능성이 2.2%줄어듭
니다.

예측자 1필드(상위예측
자)

예측자 1영향(상위예측
자의영향비율)

이예측된결과를개

선하려면어떻게해

야합니까?

직원의월비율이 4923에서 5725로증
가하면직원이머무를가능성이 3.86%
증가합니다.

개선사항 1필드(상위개
선사항)

개선사항 1영향(제안된
변경을수행할경우의영

향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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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저장 및 공유

참고 :버전 2020.4부터는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도흐름을만들고편집
할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
다.

흐름의어느시점에서든수동으로작업을저장하거나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

Tableau가자동으로작업을수행하도록할수있습니다.웹에서흐름을작업할때몇가지다
른점이있습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움말
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 웹에서의 Tableau Prep

l Tableau Desktop에서흐름의데이터를미리
봅니다.

l 흐름입력에직접파일연결을포함하거나

파일을패키징하고패키지된흐름을서버에

게시합니다.
l 흐름을파일,게시된데이터원본또는데이
터베이스(버전 2020.3.1이상)로출력합니
다.

l 웹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합

니다.
l 흐름입력에대한파일을업로

드하고다양한데이터원본에

연결합니다.
l 게시된데이터원본이나데이

터베이스에흐름을출력합니

다.

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또는명령줄에서수동으로흐름을
실행할수있습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된흐름을수동으로또는일
정에따라실행할수도있습니다.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페이지401을참조하십시오.

흐름 저장
Tableau Prep Builder에서추가작업을수행하기전에수동으로흐름을저장하여작업을백
업할수있습니다.흐름은 Tableau Prep흐름(.tfl)파일형식으로저장됩니다.

또한 Tableau Desktop에서공유하기위해통합문서를패키지화하는것처럼,흐름과로컬파
일(Excel,텍스트파일및 Tableau추출)을패키지화하여다른사용자와공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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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파일만흐름과함께패키지화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데이터베이스연결의데이터
는패키지에포함되지않습니다.

웹작성에서로컬파일은흐름과함께자동으로패키징됩니다.직접파일연결은아직지원
되지않습니다.

패키지화된흐름을저장하면흐름이패키지 Tableau흐름파일(.tflx)로저장됩니다.

l 수동으로흐름을저장하려면상단메뉴에서파일 >저장을선택합니다.

l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과데이터파일을패키지화하려면상단메뉴에서다음
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파일 >패키지 흐름 내보내기를선택합니다.

l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선택합니다.그런다음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
화상자의파일 형식 드롭다운메뉴에서패키지 Tableau흐름 파일을선택합
니다.

웹에서 흐름을 자동으로 저장

Tableau Server버전 2020.4이상에서지원됩니다 .

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하는경우흐름을변경하는즉시(데이터원본에연결,단계추
가등)몇초후에자동으로작업이초안으로저장되므로작업이손실되지않습니다.

현재로그인한서버에만흐름을저장할수있습니다.한서버에서초안흐름을만들고다른
서버에저장하거나게시할수없습니다.흐름을서버의다른프로젝트에게시하려면파일
>다른 이름으로 게시 메뉴옵션을사용한다음대화상자에서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

초안흐름은서버에게시하여서버의프로젝트에액세스할수있는권한이있는모든사용

자가사용할수있도록만들기전에는사용자만볼수있습니다.초안상태의흐름은초안
배지로태그가지정되므로진행중인흐름을쉽게찾을수있습니다.흐름이게시된적이없
는경우초안배지옆에게시 안 함 배지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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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이게시된후흐름을편집하고다시게시하면새버전이만들어집니다.변경 내역 대화

상자에서흐름버전목록을볼수있습니다.탐색 페이지에서 동작 메뉴를클릭하고변경

내역을선택합니다.

변경내역관리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도움말에서콘텐츠수정버전작업
을참조하십시오.

참고 :자동저장은기본적으로사용하도록설정됩니다.관리자가사이트에서자동저
장을사용하지않도록설정할수있지만권장되지않습니다.자동저장을해제하려면
Tableau Server REST API메서드 "사이트업데이트"를사용하여
flowAutoSaveEnabled특성을 false로설정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
REST API사이트메서드 :사이트업데이트(영문)를참조하십시오.

자동 파일 복구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3이상에서지원됩니다 .

기본적으로는 Tableau Prep Builder는응용프로그램이중단되거나충돌하는경우모든열려
있는흐름의초안을자동으로저장합니다.초안흐름은내 Tableau Prep리포지토리의복
구된 흐름 폴더에저장됩니다.다음에응용프로그램을열면선택할수있는복구된흐름목
록이있는대화상자가표시됩니다.복구된흐름을열고중단한시점부터계속하거나필요하
지않은경우복구된흐름파일을삭제할수있습니다.

참고 :복구된 흐름 폴더에복구된흐름이있는경우이대화상자는해당폴더가비워
질때까지응용프로그램을열때마다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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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능을사용하지않으려면관리자가설치중이나설치후에이기능을해제할수있습니

다.이기능을해제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
가이드에서파일복구해제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에서 흐름 출력 보기

참고 :웹에서는이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

데이터를정리할때 Tableau Desktop에서하는것처럼진행상황을확인하고싶을수있습
니다. Tableau Desktop에서흐름을열면 Tableau Prep Builder가영구적인 Tableau .hyper파
일과 Tableau데이터원본(.tds)파일을만듭니다.이러한파일은 Tableau리포지토리의데
이터 원본 파일에저장되므로언제라도데이터를자유롭게실험할수있습니다.

Tableau Desktop에서흐름을열면흐름에서작업중인데이터샘플과데이터에적용된작
업을선택한단계까지확인할수있습니다.

참고 :데이터를자유롭게실험할수있지만 Tableau에데이터샘플만표시되며통합
문서를패키지통합문서(.twbx)로저장할수없습니다. Tableau에서데이터로작업할
준비가되었으면흐름의출력단계를만들고출력을파일또는게시된데이터원본으

로저장한다음 Tableau에서전체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Tableau Desktop에서데이터샘플을보려면다음작업을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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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를보려는단계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상황에맞는메뉴에서 Tableau
Desktop에서 미리 보기를선택합니다.

2. Tableau Desktop에서시트 탭이열립니다.

데이터 추출 파일 만들기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

중요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1부터 Tableau데이터추출(.tde)파일이더이상흐
름출력유형으로지원되지않습니다.흐름실행실패를방지하려면흐름출력을 (.tde)파일
에서 Hyper추출(.hyper)파일로변환하십시오.파일출력유형을변경하려면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게시된흐름을 Tableau Prep Builder에다운로드해야합니다.

흐름출력을만들려면흐름을실행합니다.흐름을실행할때변경사항이전체데이터집합
에적용됩니다.흐름을실행하면 Tableau데이터원본(.tds)및 Tableau데이터추출(.hyper) 
파일이만들어집니다.

참고:데이터추출또는게시된데이터원본을 Tableau Cloud뿐만아니라 Tableau
Server버전 10.0이상에게시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

흐름출력에서추출파일을만들어 Tableau Desktop에서사용하거나제3자와데이터를공유
할수있습니다.다음과같은형식으로추출파일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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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Hyper추출(.hyper):최신 Tableau추출파일유형이며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Server버전 10.5이상에서만사용할수있습니다.

l 쉼표로 구분된 값(.csv):추출을제3자와데이터를공유할수있도록 .csv파일로저
장합니다.내보낸 CSV파일의인코딩은 BOM이있는 UTF-8입니다.

l Microsoft Excel(.xlsx):버전 2021.1.2부터흐름데이터를 Microsoft Excel스프레드
시트로출력할수있습니다.레거시 Microsoft Excel .xls파일유형은지원되지않습니
다.

Tableau Prep Builder및 웹

흐름출력을게시된데이터원본또는출력으로데이터베이스에게시합니다.

l 흐름출력을데이터원본으로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저장하여데이터
를공유하고정리,변형및결합한데이터에대한중앙집중식액세스를제공합니다.

l 흐름출력을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여정리되고준비된흐름데이터로테이블데이

터를만들거나대체하거나추가합니다.자세한내용은흐름 출력 데이터를 외부 데
이터베이스 저장페이지342을참조하십시오.

흐름을실행할때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면전체데이터집합이아니라새데이터만새로

고쳐시간및리소스를절약할수있습니다.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구성하고실
행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

기페이지353를참조하십시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출력을 Tableau Server에게시하려면 Tableau Server
REST API를사용하도록설정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Rest API 도움말에
서 Rest API요구사항을참조하십시오. SSL(Secure Socket Layer)암호화인증서를
사용하는서버에게시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를실행하는컴퓨터에서추가적인
구성단계가필요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배
포가이드에서설치전수행할작업을참조하십시오.

흐름 출력에 매개 변수 포함

Tableau Prep Builder와버전 2021.4의웹공유에서지원됩니다 .

흐름출력파일이름,경로,테이블이름또는사용자지정 SQL스크립트(버전 2022.1.1이
상)에매개변수값을포함하여다양한데이터집합에대한흐름을간편하게실행합니다.자
세한내용은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페이지191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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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을 파일로 만들기

참고 :이출력옵션은웹에서흐름을만들거나편집할때사용할수없습니다.

1. 단계의더하기아이콘 을클릭하고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이전에흐름을실행한경우출력단계의흐름실행 단추를클릭합니다.이렇게하면

흐름이실행되고출력이업데이트됩니다.

출력 패널이열리고데이터스냅샷이표시됩니다.

2. 왼쪽패널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파일을선택합니다.이전버전에서
는파일에 저장을선택합니다.

3. 찾아보기 단추를클릭하고추출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파일의이름
을입력한다음동의를클릭합니다.

4. 출력 유형 필드에서다음출력유형중에서선택합니다.

l Tableau데이터추출(.hyper)

l 쉼표로구분된값(.csv)

5.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쓰기 옵션 섹션에서새데이터를파일에쓰
는기본쓰기옵션을확인하고필요에따라변경합니다.자세한내용은쓰기 옵션 구
성페이지358을참조하십시오.

l 테이블 만들기:이옵션은새테이블을만들거나기존테이블을새출력으로바
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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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이블에 추가 :이옵션은새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아직테이
블이없는경우새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실행에서새행이이테이블에추

가됩니다.

참고 : .csv출력유형에는테이블에 추가가지원되지않습니다.지원되
는새로고침조합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새로 고침 옵션페이

지354을참조하십시오.

6.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하고추출파일을생성합니다.

Microsoft Excel워크시트로 추출 만들기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2이상에서지원됩니다 .이출력옵션은웹에서흐름
을만들거나편집할때사용할수없습니다 .

흐름데이터를 Microsoft Excel워크시트로출력하는경우새워크시트를만들거나기존워
크시트의데이터를추가또는대체할수있습니다.다음과같은조건이적용됩니다.

l Microsoft Excel .xlsx파일형식만지원됩니다.
l 워크시트행은셀 A1에서시작됩니다.
l 데이터를추가하거나대체하는경우첫번째행을머리글로가정합니다.
l 새워크시트를만들면머리글이름이추가되지만데이터를기존워크시트에추가할

때는그렇지않습니다.
l 기존워크시트의서식또는수식은흐름출력에적용되지않습니다.
l 명명된테이블또는범위에쓰기는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l 증분새로고침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Microsoft Excel워크시트 파일로 흐름 데이터 출력

1. 단계의더하기아이콘 을클릭하고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이전에흐름을실행한경우출력단계의흐름실행 단추를클릭합니다.이렇게하

면흐름이실행되고출력이업데이트됩니다.

출력 패널이열리고데이터스냅샷이표시됩니다.

338 Tableau Software

Tableau Prep도움말



2. 왼쪽패널의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파일을선택합니다.

3. 찾아보기 단추를클릭하고추출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에서파일이름을
입력하거나선택한다음동의를클릭합니다.

4. 출력 유형 필드에서 Microsoft Excel(.xlsx)을선택합니다.

5. 워크시트 필드에서결과를쓰려는워크시트를선택하거나필드에새이름을입력한
다음새 테이블 만들기를클릭합니다.

6. 쓰기 옵션 섹션에서다음쓰기옵션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테이블 만들기:흐름데이터로워크시트를만들거나파일이이미있는경우다
시만듭니다.

l 테이블에 추가 :기존워크시트에새행을추가합니다.워크시트가없는경우워
크시트가만들어지고후속흐름이실행될때이워크시트에행이추가됩니다.

l 데이터 바꾸기 :기존워크시트의첫번째행을제외한모든기존데이터를흐름
데이터로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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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시트가이미있는경우필드비교에테이블의필드와일치하는흐름의필

드가표시됩니다.워크시트가새워크시트인경우일대일필드일치가표시됩
니다.일치하지않는필드는무시됩니다.

7.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하고 Microsoft Excel추출파일을생성합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 만들기

1. 단계의더하기아이콘 을클릭하고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는이전에게시된데이터원본을새로고치고해당
데이터원본에포함될수있는모든데이터모델링(예:계산된필드,숫자형식
등)을유지합니다.데이터원본을새로고칠수없는경우데이터모델링을포
함한데이터원본이대신대체됩니다.

2. 출력패널이열리고데이터스냅샷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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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게시된 데이터 원본(이전버전에서는데이터
원본으로 게시)을선택합니다.다음필드를완성합니다.

l 서버(Tableau Prep Builder만해당):데이터원본및데이터추출을게시하려는
서버를선택합니다.서버에로그인되어있지않은경우로그인하라는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4부터는서버에로그인한후응용
프로그램을닫으면 Tableau Prep Builder에서버이름과자격증명이기억
됩니다.다음에응용프로그램을열면서버에미리로그인됩니다.

Mac에서는 Tableau Prep Builder가안전하게 SSL인증서를사용하여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환경에연결할수있도록 Mac키체인에대한액세스
권한을제공하라는메시지가표시될수있습니다.

Tableau Cloud로출력하는경우 "serverUrl"에서사이트가호스팅되는포드를포
함하십시오.예를들어 "https://online.tableau.com"이아닌 "https://eu-west-
1a.online.tableau.com"입니다.

l 프로젝트 :데이터원본및추출을로드하려는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

l 이름 :파일이름을입력합니다.

l 설명 :데이터원본의설명을입력합니다.

4.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쓰기 옵션 섹션에서새데이터를파일에쓰
는기본쓰기옵션을확인하고필요에따라변경합니다.자세한내용은쓰기 옵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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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페이지358을참조하십시오.

l 테이블 만들기:이옵션은새테이블을만들거나기존테이블을새출력으로
바꿉니다.

l 테이블에 추가 :이옵션은새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아직테이
블이없는경우새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실행에서새행이이테이블에추

가됩니다.
5.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하고데이터원본을게시합니다.

흐름 출력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베이스 저

장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1이상그리고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0.4부터지원됩니다 .

중요 :이기능을사용하면외부데이터베이스의데이터를영구적으로삭제하고바꿀수있
습니다.해당데이터베이스에쓸수있는권한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
데이터손실을방지하려면흐름데이터를테이블에쓰기전에사용자 지정 SQL옵션을사
용하여테이블데이터의복사본을만들고실행하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또는웹이지원하는모든커넥터의데이터에연결하고외부데이터베
이스로데이터를출력할수있습니다.이렇게하면흐름을실행할때마다정리되고준비된
흐름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에추가하거나이러한데이터로데이터베이스를업데이트할

수있습니다.이기능은증분및전체새로고침옵션모두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증분새
로고침을구성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를참조하십시오.

흐름출력을외부데이터베이스에저장하는경우 Tableau Prep은다음을수행합니다.

1. 행을생성하고데이터베이스에대해 SQL명령을실행합니다.
2. 출력데이터베이스의임시테이블(또는 Snowflake로출력하는경우준비영역)에데
이터를씁니다.

3. 작업이성공적인경우임시테이블(또는 Snowflake의준비영역)의데이터가대상테
이블로이동합니다.

4. 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에쓴후실행하려는 SQL명령을실행합니다.

SQL스크립트가실패하면흐름이실패합니다.그러나데이터는여전히데이터베이스테이
블에로드됩니다.흐름을다시실행하거나데이터베이스에서수동으로 SQL스크립트를실
행하여적용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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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옵션

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에쓸때다음옵션을선택할수있습니다.테이블이아직없는경우
흐름을처음실행할때만들어집니다.

l 테이블에 추가 :이옵션은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테이블이없는경우
흐름을처음실행할때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흐름실행시해당테이블에데이터

가추가됩니다.
l 테이블 만들기 :이옵션은흐름의데이터를사용하여새테이블을만듭니다.테이블
이이미있는경우테이블과테이블에정의된기존데이터구조또는속성이삭제되고

흐름데이터구조를사용하는새테이블로바뀝니다.흐름에있는모든필드가새데이
터베이스테이블에추가됩니다.

l 데이터 바꾸기 :이옵션은기존테이블의데이터를삭제하고흐름의데이터로바꾸지
만데이터베이스테이블의구조와속성은유지합니다.테이블이없는경우흐름을처
음실행할때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흐름실행시테이블데이터가바뀝니다.

추가 옵션

쓰기옵션에더해데이터베이스에사용자지정 SQL스크립트를포함하거나새테이블을추
가할수있습니다.

l 사용자 지정 SQL스크립트 :사용자지정 SQL을입력하고데이터가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기록되기전,후또는전/후모두에스크립트를실행할지여부를선택합니다.
이러한스크립트를사용하여흐름데이터가테이블에기록되기전,인덱스를추가하
기전,다른테이블속성을추가하기전에데이터베이스테이블의복사본을만들수있
습니다.

참고 :버전 2022.1.1부터는 SQL스크립트에도매개변수를삽입할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출력 단계에 매개 변수 적용페이지200을참조하십시오.

l 새 테이블 추가 :기존테이블목록에서선택하지않고고유한이름으로새테이블을
데이터베이스에추가합니다.기본스키마(Microsoft SQL Server및 PostgreSQL)외의
스키마를적용하려는경우 [schema name].[table name]구문을사용하여스키

마를지정할수있습니다.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베이스 요구 사항

Tableau Prep에서는선별된데이터베이스의테이블에흐름데이터를쓸수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일정에따라실행되는흐름은클라우드에서호스팅되는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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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쓸수있습니다.

일부데이터베이스에는데이터제한또는요구사항이있습니다.또한 Tableau Prep은데이
터를지원되는데이터베이스에쓸때최고성능을유지하기위해일부제한을적용할수있

습니다.다음표에는흐름데이터를저장할수있는데이터베이스와데이터베이스제한사
항또는요구사항이나열되어있습니다.이러한요구사항을충족하지않는데이터가있는
경우흐름을실행할때오류가발생할수있습니다.

참고 :필드에대한문자제한설정은아직지원되지않습니다.그러나문자제한제약
조건이있는데이터베이스에테이블을만드는경우데이터 바꾸기 옵션을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의테이블구조를유지하면서데이터를바꿀수있습니다.

데이터베이

스

요구 사항 또는 제한 사항

Amazon
Redshift

l 정렬시퀀스는지원되지않습니다.자세한내용은 Amazon Redshift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l 필드이름은모두소문자로변환됩니다.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Google
BigQuery

l Tableau에서는최대 2GB를출력으로테이블에쓸수있습니다.

Microsoft
SQL Server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3,07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l (버전: 2022.3.1) Tableau Server에게시된흐름출력에서서비스계
정자격증명을사용하여 Microsoft SQL Server데이터베이스에쓸
수있습니다. in tsm configuration set옵션에서
maestro.output.write_to_mssql_using_runas를참조하

십시오.

MySQL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Oracle l 필드및테이블이름은 30자를초과할수없습니다.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1,000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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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필드이름의특수문자는오류를야기할수있습니다.

Pivotal
Greenplum
Database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PostgreSQL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SAPHANA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Snowflake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l Tableau Prep에서데이터를데이터베이스웨어하우스에쓸수있으
려면웨어하우스옵션을자동다시시작으로설정해야합니다.자세
한내용은 Snowflake설명서에서자동일시중단및자동다시시
작(영문)을참조하십시오.

Teradata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1,000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Vertica l 텍스트필드값으로최대 8192자를쓸수있습니다.더긴값은잘립
니다.

흐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저장

참고 : Windows인증을사용하여데이터베이스에흐름출력을쓰는것은지원되지않
습니다.이인증방법을사용하는경우사용자이름및비밀번호를사용하도록연결인
증을변경해야합니다.

흐름을게시할때데이터베이스에대한자격증명을내장할수있습니다.자격증명내
장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 게시페이지405의데이
터베이스 섹션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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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의더하기아이콘 을클릭하고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2. 출력 저장 위치 드롭다운목록에서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선택합니다.
3. 설정 탭에서다음정보를입력합니다.

l 연결 드롭다운목록에서흐름출력을쓸데이터베이스커넥터를선택합니다.
지원되는커넥터만표시됩니다.흐름입력에사용한동일한커넥터또는다른
커넥터를선택할수있습니다.다른커넥터를선택하는경우로그인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중요:선택한데이터베이스에대한쓰기권한이있는지확인하십시오.그렇지
않으면흐름에서데이터가부분적으로만처리될수있습니다.

l 데이터베이스 드롭다운목록에서흐름출력데이터를저장할데이터베이스

를선택합니다.

l 테이블 드롭다운목록에서흐름출력데이터를저장할테이블을선택합니다.
선택한쓰기 옵션에따라새테이블이만들어지거나테이블의기존데이터가

흐름데이터로바뀌거나기존테이블에흐름데이터가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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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에새테이블을만들려면필드에고유한테이블이름을입력한다

음새 테이블 만들기를클릭합니다.흐름을처음실행하면선택한쓰기옵션에
관계없이흐름과동일한스키마의테이블이데이터베이스에만들어집니다.

4. 출력패널에데이터스냅샷이표시됩니다.테이블이이미있는경우필드비교에테이
블의필드와일치하는흐름의필드가표시됩니다.테이블이새테이블인경우일대일
필드일치가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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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불일치가있는경우상태메모에오류가표시됩니다.
l 일치 항목 없음:필드가 무시됨 :필드가흐름에있지만데이터베이스에는없
습니다.테이블 만들기 쓰기옵션을선택하고전체새로고침을수행하지않으
면필드가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추가되지않습니다.이경우흐름필드가데
이터베이스테이블에추가되고흐름출력스키마가사용됩니다.

l 일치 항목 없음:필드에 Null값이 포함됨 :필드가데이터베이스에있지만
흐름에는없습니다.흐름이필드에대한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 Null값을전달
합니다.필드가흐름에있지만필드명이달라서일치하지않는경우정리단계
로이동하여데이터베이스필드명과일치하는이름으로필드명을편집할수

있습니다.필드명을편집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정리 작업 적용페
이지220을참조하십시오.

l 오류:필드 데이터 유형이 일치하지 않음 :흐름테이블의필드에할당된데
이터유형과출력을쓰는데이터베이스테이블의필드에할당된데이터유형

은일치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흐름이실패합니다.정리단계로이동하고
필드데이터유형을편집하여이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데이터유형변경
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할당된 데이터 유형 검토페이지156를참
조하십시오.

5. 쓰기옵션을선택합니다.전체및증분새로고침에대해서로다른옵션을선택할수
있으며옵션은흐름실행방법을선택할때적용됩니다.증분새로고침을사용한흐
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

기페이지353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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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테이블에 추가 :이옵션은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테이블이없는
경우흐름을처음실행할때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흐름실행시해당테이

블에데이터가추가됩니다.
l 테이블 만들기 :이옵션은새테이블을만듭니다.동일한이름의테이블이이미
있는경우기존테이블이삭제되고새테이블로바뀝니다.테이블에정의된기
존데이터구조또는속성도삭제되고흐름데이터구조로바뀝니다.흐름에있
는모든필드가새데이터베이스테이블에추가됩니다.

l 데이터 바꾸기 :이옵션은기존테이블의데이터를삭제하고흐름의데이터로
바꾸지만데이터베이스테이블의구조와속성은유지합니다.

6. (선택사항)사용자 지정 SQL탭을클릭하고 SQL스크립트를입력합니다.데이터를
테이블에쓰기전과후에실행할스크립트를입력할수있습니다.

7.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하고선택한데이터베이스에흐름을씁니다.

흐름 출력 데이터를 CRMAnalytics의 데이터
집합에 저장

Tableau Prep Builder와버전 2022.3의웹공유에서지원됩니다 .

참고 : CRM Analytics에서는외부원본의데이터를통합할때몇가지요구사항과제한
사항이있습니다. CRM Analytics에흐름출력을성공적으로기록하려면 Salesforce도
움말에서데이터를데이터집합에통합하기전고려사항(영문)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을사용하여데이터를정리하고 CRM Analytics에서더나은예측결과를얻을
수있습니다.간단히웹의 Tableau Prep Builder또는 Tableau Prep이지원하는커넥터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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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에연결하기만하면됩니다.그런다음변환을적용하여데이터를정리하고액세스권
한이있는 CRM Analytics의데이터집합에흐름데이터를직접출력합니다.

CRM Analytics로데이터를출력하는흐름은명령줄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실행할수없습
니다.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거나 Tableau Prep Conductor와함께웹에서일정을사
용하여수동으로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

필수 요건

CRM Analytics로흐름데이터를출력하려면 Salesforce및 Tableau에다음과같은라이선스,
액세스및사용권한이있는지확인합니다.

Salesforce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Salesforce라이선스 CRM Analytics Plus

이라이선스를사용하려면추가비용이듭니다.자세한내용
은 Salesforce도움말의 CRMAnalytics라이센스및사용권
한집합에대해자세히알아보기(영문)를참조하십시오.

Salesforce사용 권한 CRM Analytics Plus에서다음사용권한집합중하나를할당
받아야합니다.

l CRM Analytics Plus관리자 : CRM Analytics템플릿기
반앱을만들고관리하는권한을포함하여 CRM
Analytics플랫폼및 Einstein Discovery를관리하는데필
요한모든사용권한을보유합니다.

l CRM Analytics Plus사용자 : CRM Analytics플랫폼,
Einstein Discovery, CRM Analytics템플릿기반앱을사
용하는데필요한모든사용권한을보유합니다.

자세한내용은 Salesforce도움말의사용자권한집합선택
및할당(영문)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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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설명

관리자 설정 Salesforce관리자는다음을구성해야합니다.

l Tableau Prep확장 프로그램 : Tableau Server(기본)
에대한연결된앱을만들도록 Salesforce를구성합니
다. Tableau Server에만필요합니다.

Tableau Prep요구 사항

요구 사항 설명

Tableau Prep라이선스
및 사용 권한

Creator라이선스.

Creator는 Salesforce org계정에로그인하고인증해야흐름데
이터를출력할앱및데이터집합을선택할수있습니다.

OAuth데이터 연결 서버관리자는커넥터의 OAuth클라이언트 ID및암호로
Tableau Server를구성합니다.이는 Tableau Server에서흐름
을실행하는데필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Salesforce.com
OAuth에대해 Tableau Server구성을참조하십시오.

CRMAnalytics에 흐름 데이터 저장

1. 단계의더하기아이콘 을클릭하고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2. 출력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 드롭다운목록에서 CRM Analytics를선택합니다.

3. 데이터 집합 섹션에서 Salesforce에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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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force에로그인하고 Allow(허용)을클릭하여 Tableau에 CRM Analytics앱및데
이터집합에대한액세스권한을부여하거나기존 Salesforce연결을선택합니다.

4. Name(이름)필드에기존데이터집합이름을선택합니다.이렇게하면데이터집합
이덮어써지고흐름출력으로바뀝니다.그렇지않으면새이름을입력하고 Create
new dataset(새데이터집합만들기)를클릭하여선택한 CRM Analytics앱에새데이
터집합을만듭니다.

참고 :데이터집합이름은 80자를초과할수없습니다.

5. Name(이름)필드아래에서표시된앱이쓰기권한이있는앱인지확인합니다.

앱을변경하려면 Browse Datasets(데이터집합찾아보기)를클릭한다음목록에서
App(앱)을선택하고 Name(이름)필드에데이터집합이름을입력한다음 Accept(수
락)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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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Write Options(쓰기옵션)섹션에서 Full refresh(전체새로고침)및 Create table(테
이블만들기)만이지원됩니다.

7. 흐름 실행을클릭하여흐름을실행하고 CRM Analytics데이터집합에데이터를기록
합니다.

흐름실행에성공하면데이터관리자의 Monitor(모니터)탭에서 CRM Analytics의출력
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이기능에대한자세한내용은 Salesforce도움말의외부
데이터로드모니터링(영문)을참조하십시오.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

로 고치기

참고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할
수있습니다.이항목의내용은특별히언급하지않는한모든플랫폼에적용됩니다.
웹에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웹에서
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및웹에서흐름입력및출력을증분식으로새로고
치도록구성할수있으며,이렇게하면흐름이실행될때새행만검색하여처리하므로시간
과리소스가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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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흐름에매일업데이트되는거래데이터가포함된경우증분새로고침을설정하

여매일새거래만검색하여처리한후주별또는월별로전체새로고침을실행하여모든흐

름데이터를새로고칠수있습니다.

참고 : Salesforce커넥터를사용하는흐름입력에서증분새로고침을실행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1.2이상을사용중이어야합니다.흐름출력을
Microsoft Excel또는 CRM Analytics에기록하는경우증분새로고침은현재지원되지
않습니다.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려면 Tableau Prep에다음정보가필요합니다.

l 입력테이블에서새행을감지하는필드

l 흐름출력의마지막으로처리된값을입력의값과비교하여어떤행이새행인지결정

하는데사용할필드

l 테이블에새데이터를쓸방법.새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하거나테이블데이
터를새데이터로덮어쓰거나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1이상및웹에서기
존테이블의데이터를바꿀수있습니다.

흐름 새로 고침 옵션

Tableau Prep에서는데이터를새로고치는방법과테이블을흐름출력으로업데이트하는
방법을선택할수있습니다.다음표에는다양한옵션과해당이점이설명되어있습니다.

새로 고침

조합

처리

되는

데이

터

테이블 업데이트 이점

전체 새

로 고침 +
테이블

만들기

전

체

전체데이터집합으로

테이블을만들거나기

존테이블을덮어씁니

다.

모든흐름실행에서모든데이터를새로고

칩니다.

전체 새

로 고침 +
테이블에

추가

전

체

새행을기존테이블에

추가합니다.
모든흐름실행에서새데이터와기존데이

터를모두추적할수있습니다. .csv출력유
형에는테이블에 추가를사용할수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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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새

로 고침 +
데이터

바꾸기

전

체

기존테이블의행을바

꿉니다.
기존테이블스키마구조를유지하면서모

든흐름실행에서모든데이터를바꿉니다.

증분 새

로 고침 +
테이블

만들기

새

행

만

새행만포함된테이블

을만들거나기존테이

블을덮어씁니다.

새행만포함된새테이블을전체데이터집

합으로만듭니다.

증분 새

로 고침 +
테이블에

추가

새

행

만

새행을기존테이블에

추가합니다.
새행만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 .csv출
력유형에는테이블에 추가를사용할수없

습니다.

증분 새

로 고침 +
데이터

바꾸기

새

행

만

기존테이블의모든행

을새행으로만바꿉니

다.

기존테이블스키마구조를유지하면서모

든데이터를새행으로바꿔이를전체데이

터집합으로만듭니다.

증분 새로 고침 구성

흐름을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도록구성하려면이옵션을사용할입력 단계와출력 단계

모두에서설정을지정해야합니다.입력 단계에서 Tableau Prep이새행을찾을방법을지정
합니다.출력 단계에서새행을테이블에쓸방법을지정합니다.흐름을실행할때전체또는
증분새로고침유형을선택할수있습니다.

팁 :증분새로고침에대한입력및출력단계를구성한후해당구성을보존하여다시사용할
수있습니다.단계를복사하고붙여넣어현재흐름의다른곳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서
사용하거나단계를 흐름으로 저장을사용하여선택한단계를로컬파일에저장하거나서

버에저장하여다른흐름에서재사용합니다.단계의복사,붙여넣기및재사용에대한자세
한내용은단계 ,작업 및 필드 복사페이지246를참조하십시오.

1. 흐름패널에서증분새로고침을구성할입력단계를선택합니다.
2. 설정 탭에서입력 패널의증분 새로 고침(이전버전의증분 새로 고침 설정 섹션)에
서다음옵션을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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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증분 새로 고침 사용(이전버전의사용)을선택합니다.

l 입력 필드(이전버전의다음 필드를 사용하여 새 행 식별):입력데이터에서
새로고치려는필드를선택합니다.이필드에는숫자(정수),날짜 또는날짜
및 시간 데이터유형을할당해야합니다.현재단일필드만선택할수있습니
다.

참고 :출력 필드(이전버전의출력의 필드명)에지정한필드를사용하
여이필드와최신출력을비교함으로써새행을찾을수있다면나중에

흐름에서이필드를제거하거나이름을바꿀수있습니다.

l 출력 :입력과관련되어있으며행을비교하는데사용될필드를포함하는출력
을선택합니다.

l 출력 필드(이전버전의출력의 필드명):흐름출력의마지막으로처리된값을
입력의값과비교하여새행을찾는데사용할필드를선택합니다.이필드는입
력 필드(이전버전의다음 필드를 사용하여 새 행 식별)에지정한필드와동
일한데이터유형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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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옵션 구성

증분새로고침설정을마치려면출력쓰기 옵션을설정하여새행을테이블에쓸방법을

지정합니다.구성된입력단계와관련된모든출력에는기본쓰기옵션이선택되지만이옵
션을지원되는옵션으로변경할수있습니다.

행을파일(Tableau Prep Builder만해당),게시된데이터원본또는데이터베이스로출력할
수있습니다.기본적으로로컬또는게시된 .hyper추출에대한출력은테이블에 추가로설
정됩니다. .csv파일유형에대한출력은테이블 만들기로설정됩니다.

1. 흐름패널에서증분새로고침을구성할출력단계를선택합니다.

2. 출력패널의쓰기 옵션 섹션에서기본쓰기옵션을확인하고필요에따라변경합니
다.

l 테이블 만들기:이옵션은새테이블을만들거나기존테이블을새출력으로
바꿉니다.

l 테이블에 추가 :이옵션은새데이터를기존테이블에추가합니다.아직테이
블이없는경우흐름이처음실행될때새테이블이만들어지고후속실행에서

새행이이테이블에추가됩니다. .csv출력유형에는사용할수없습니다.지원
되는새로고침조합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새로 고침 옵션페이지354을
참조하십시오.

l 데이터 바꾸기(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3.1이상및웹):출력을데이터
베이스의기존테이블에다시쓰려는경우이옵션을사용할수있습니다.데이
터베이스테이블의데이터가흐름데이터로바뀌지만테이블스키마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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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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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실행

Tableau Prep Builder,웹또는명령줄에서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개별흐름을실행할
수있습니다.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
용하여 흐름 실행페이지375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한 Data Management가있는경우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일정에따른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할수
있습니다.일정에서흐름을실행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
서흐름작업예약을참조하십시오.

참고 :이전버전에서쓰기옵션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설정하며 Tableau Server
또는 Tableau Cloud에서흐름을실행할때변경할수없습니다.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버전 2020.4부터웹에서직접흐름을편집할수있습니다.웹에서
Tableau Prep을사용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웹에
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은기존출력을찾을수없는경우선택된실행옵션과관계없이모든출력에
대해전체새로고침을실행합니다.후속흐름실행에서는증분새로고침프로세스를사용
하며증분새로고침구성데이터가누락되거나기존출력이제거되지않는한새행만검색

하여처리합니다.
Tableau Prep에서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려면다음위치중하나에서증
분 새로 고침을선택합니다.

l 상단메뉴에서실행 단추의드롭다운옵션을클릭합니다.

l 출력패널에서흐름 실행 단추의드롭다운옵션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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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패널에서출력단계옆에있는실행단추의드롭다운을클릭합니다.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는입력하나가여러출력과연결된경우해당출력은함께실

행되어야하며동일한새로고침유형을사용해야합니다. Tableau Prep에서새로고
침을실행하면모든출력을함께실행해야함을알리는대화상자가표시됩니다.

명령줄에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

Tableau Prep Builder에서만지원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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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실행하는대신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여흐름출력을
새로고칠수있습니다.이방법을사용하면한번에한흐름만실행할수있습니다.이옵션
은 Tableau Prep Builder가설치되어있는 Windows및 Mac컴퓨터에서모두사용할수있습
니다.

참고 : LBLM(로그인기반라이선스관리)을사용하는경우 Tableau Prep을정기적으
로열어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임대가만료되어명령줄을통해실행되는흐름이
실패할수있습니다.관리자에게문의하여임대기간을최대길이로변경할수도있
습니다.로그인기반라이선스관리에서자세한내용을참조하십시오.

커넥터 제한 사항:

l JDBC 또는 ODBC커넥터 :이러한커넥터를포함하는흐름은버전 2019.2.3부터명
령줄에서실행할수있습니다.

l 클라우드 커넥터 : Google BigQuery와같은클라우드커넥터를포함하는흐름은명
령줄에서실행할수없습니다.대신흐름을수동으로실행하거나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일정에따라흐름을
실행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은흐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페이지395를참
조하십시오.

l SSO(Single Sign-On)인증 : SSO인증을사용하는경우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
는것은지원되지않습니다.대신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
다.

Windows컴퓨터의경우 Windows작업스케줄러를사용하여이프로세스의일정을설정할
수도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 Microsoft온라인도움말에서작업스케줄러를참조하십시
오.

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면 Tableau Prep Builder가 Tableau Prep Builder에지정된출력단
계에대한설정을사용하여흐름에대한모든출력을새로고칩니다.출력위치를지정하는
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추출 파일 만들기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페이지335
를참조하십시오.쓰기옵션(버전 2020.2.1이상)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쓰기 옵션 구
성페이지358을참조하십시오.

흐름 실행 전

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려면흐름을실행하는컴퓨터에대한관리자권한이필요하고다

음과같은정보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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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Prep Builder가설치되어있는경로

l 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고출력파일을서버또는데이터베이스에게시하는경우(버
전 2020.3.1이상) -모든필수자격증명을포함하는자격증명 .json파일

l Tableau흐름파일(.tfl)이위치한경로

자격 증명 .json파일 요구 사항

참고:흐름이로컬파일,네트워크공유에저장된파일또는 Windows인증(SSPI)을사
용하는입력파일에연결하고이러한파일에출력하는경우자격증명 .json파일에필
요하지않습니다. Windows인증에대한자세한내용은 Microsoft온라인도움말에서
SSPI Model(SSPI모델)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는원격연결이있을때흐름파일과자격증명 .json파일의정보를사용
하여흐름을실행합니다.예를들어원격연결의데이터베이스이름과출력파일의프로젝트
이름은흐름에서가져오고서버이름과로그인자격증명은자격증명 .json파일에서가져옵
니다.

l 파일을다시사용할계획이라면 Tableau Prep Builder설치프로세스에서덮어쓰지않
는폴더에파일을저장하십시오.

l 다음중하나가포함된흐름을실행하는경우연결에필요한자격증명이포함된 .json
파일을포함해야합니다.

l 데이터베이스파일또는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합니다.
l 출력이서버또는데이터베이스(버전 2020.3.1이상)에게시됩니다.
l 흐름에 Rserve또는 TabPy용스크립트단계가포함됩니다. .json파일에는이러
한서비스에연결하는데필요한자격증명이포함되어야합니다.자세한내용
은아래에서사용중인버전의배열요구사항을참조하십시오.

l 흐름에지정된자격증명과 .json파일에포함된자격증명은일치해야하며그렇지않
으면흐름이실행되지않습니다.

l 프로세스를실행할때호스트이름,포트및사용자이름이 Tableau흐름파일(.tfl)에서
일치하는연결을찾는데사용되며프로세스를실행하기전에업데이트됩니다.포트
ID와사이트 ID는연결에이정보가필요하지않은경우선택사항입니다.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는경우 hostname, contentUrl및 port(http의경우 80,
https의경우 443)를입력연결에포함합니다. hostname은 Tableau흐름파일(.tfl)에서
일치하는연결을찾는데필요하고 contentUrl및 port는서버에대한연결을설정하는
데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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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Tableau Cloud에연결하는경우연결하는포드의입력연결에포트(80또는 443)를
포함합니다.그리고서버연결 URl에 online.tableau.com과함께해당하는포드접두
사가포함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Tableau Cloud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Cloud에대한 Tableau Bridge연결을참조하십시오.

l (버전 2021.4.1이상)흐름에매개변수를포함하는경우명령줄에서매개변수재정
의 .json파일을만들고포함하여매개변수값을현재기본값에서변경할수있습니
다.자세한내용은매개 변수 값을 포함하는 흐름 실행옆페이지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버전에따라자격증명정보의형식이다를수있습니다.아래탭을클
릭하여 Tableau Prep Builder버전에대한자격증명형식을확인하십시오.

버전 2020.3.1이상
연결에따라서버자격증명,데이터베이스자격증명또는둘다를포함합니다.흐름이동
일한서버또는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고출력하는경우 .json파일에단일블록만포함하
면됩니다.다른자격증명을사용하는서버또는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쉼표로구
분된배열을사용합니다.

서버 연결 데이터베이스 연결 Rserver또는 Tableau
Python연결

연결블록이름:
"tableauServerConnections"

다음데이터를쿼리에포함합니다.

l serverUrl(서버이름) Tableau
Cloud의경우
online.tableau.com과함께해
당하는포드접두사를포함합

니다.예:
"https://10az.online.tableau.co-
m"

l contentUrl(사이트 ID.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
경우 URL에서 /site/뒤에표시
됩니다.예를들어
"https://my.server/#/site/mysit-
e"는 "contentUrl":

"mysite"를설정합니다.)

연결블록이름:
"databaseConnection
s"

다음데이터를쿼리

에포함합니다.

l hostname(서버
이름)

l port(포트 ID)
l username
l password

흐름에 R또는 TabPy용
스크립트단계가포함된

경우에만이배열을포함

합니다.

연결블록이름:
"extensions"

다음데이터를쿼리에포

함합니다.

l extensionName:
"rSupport"또는

"pythonSuppor-

t"를지정합니다.
l regular: "host"및
"port"를포함합니
다.해당하는경우
"username"또는
"sslCertificate"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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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ort(포트 ID)
l username
l password

함할수있습니다

(공개 .pem파일의
내용은 base64문
자열로인코딩됨).

l sensitive:사용하는
경우 "password"를
포함합니다.그렇
지않으면빈배열

을포함합니다.

참고 :서버연결의경우 .json파일에 ContentUrl이항상필요합니다.기본사이트(예:
"https://my.server/#/site/")에연결하는경우 ContentUrl을공백으로설정합니다.예:
"contentUrl": ""

매개 변수 값을 포함하는 흐름 실행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4.1이상에서지원됩니다 .

매개변수값을포함하는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려면사용할매개변수값을포함하는매

개변수재정의 .json파일을만들수있습니다.이러한값은매개변수에대해정의된현재값
(기본값)을재정의합니다.

이파일은 credentials.json파일과분리된파일이며매개변수이름과값을포함합니다.

참고 :버전 2022.1.1부터매개변수값을따옴표로묶지않아도됩니다.이전버전에서
는모든매개변수이름과값을따옴표안에포함해야합니다.

예 :

{

"Parameter 1": Value 1,

"Number Parameter": 40,

"Boolean Parameter": True

}

흐름을실행할때명령줄에 -p--parameters와파일이름을포함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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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Tableau Prep Builder install location]\Tableau Prep Builder

<version>\scripts"\tableau-prep-cli.bat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p|--parameters parameters.override.json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p|--parameters parameters.override.json

예

이섹션에서는자격증명 .json요구사항에따라만들수있는서로다른자격증명파일의
예를보여줍니다.

서버 연결에 연결

이예는동일한자격증명을사용하는서버연결에연결하고출력하는 .json자격증명파일
을보여줍니다.

{

"tableauServerConnections":[

{

"serverUrl":"https://my.server",

"contentUrl": "mysite",

"port":443,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

서버에 연결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출력

이예는서버연결에연결하고데이터베이스연결에출력하는 .json자격증명파일을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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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auServerConnections":[

{

"serverUrl":"https://my.server",

"contentUrl": "mysite",

"port":443,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databaseConnections":[

{

"hostname":"example123.redshift.amazonaws.com",

"port":"5439",

"username":"jsmith",

"password":"p@s$w0rd!"

}

]

}

흐름에 Rserve및 TabPy스크립트 연결과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출력이
포함됨

이예는 Rserve및 Tabpy자격증명을포함하고데이터베이스연결에출력하는 .json자격증
명파일을보여줍니다.

{

"extensions": [

{

"extensionName": "rSupport",

"regular": {

"host": "localhost",

"port": "9000",

"username": "jsmith"

},

"sensi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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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pwd"

}

},

{

"extensionName": "pythonSupport",

"regular": {

"host": "localhost",

"port": "9000"

},

"sensitive": {

}

}

],

"databaseConnections":[

{

"hostname":"example123.redshift.amazonaws.com",

"port": "5439",

"username": "jsmith",

"password": "p@s$w0rd!"

},

{

"hostname":"mysql.mydb.tsi.lan",

"port": "3306",

"username": "jsmith",

"password": "mspa$$w0rd"

}

]

}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연결하고 출력 게시

이예는다른데이터베이스연결에연결하고출력하는 .json자격증명파일을보여줍니다.

{

"databaseConnections":[

{

"hostname":"example123.redshift.amazon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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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5439",

"username": "jsmith",

"password": "p@s$w0rd!"

},

{

"hostname":"mysql.mydb.tsi.lan",

"port": "3306",

"username": "jsmith",

"password": "mspa$$w0rd"

}

]

}

버전 2020.2.3이하
입력및출력연결에대한배열을입력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8.2.2~2018.3.1을사용하는경우흐름에입력또는
출력에대한원격연결이없는경우에도항상 "inputConnections"및
"outputConnections"배열이포함되어야합니다.이러한배열은비워두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8.3.2이상을사용하는경우빈배열을포함하지않아도
됩니다.

입력 연결 출력 연결 Rserver또는 Tableau
Python연결

l hostname(서
버이름)

l contentUrl(게
시된데이터

원본의경우

항상필요합

니다.설명은
출력 연결을

참조하십시

l serverUrl
l contentUrl(사이트 ID.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
경우 URL에서 /site/뒤에표시
됩니다.예를들어
"https://my.server/#/site/mysite"
는 "contentUrl":

"mysite"를설정합니다.)
l username

흐름에비밀번호가필요한

R또는 TabPy용스크립트
단계가포함된경우에만이

배열을포함합니다.

l extensionName:
"rSupport"또는

"pythonSupport"

를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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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l port(포트 ID)
l username
l password

l password l credentials:
"password"를포함합
니다.

예

이섹션에서는자격증명 .json요구사항에따라만들수있는두가지서로다른자격증명
파일의예를보여줍니다.

게시된 데이터 원본에 연결

이예에서는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고사이트 ID를포함하는서버로데이터를출력
하는 .json자격증명파일을보여줍니다.

참고 : inputConnection또는 outputConnection에서기본사이트(예:
"https://my.server/#/site/")를사용하는경우 ContentUrl을비워두십시오.예:
"contentUrl": ""

{ 

"inputConnections":[

{

"hostname":"https://my.server",

"contentUrl": "mysite",

"port":443,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outputConnections":[

{

"serverUrl":"https://my.server",

"contentUrl":"mysite",

"username":"jsmith",

"password":"passw0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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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이예에서는 MySQL및 Oracle에연결하고사이트 ID를포함하는서버로데이터를출력하는
.json자격증명파일을보여줍니다.

{ 

"inputConnections":[

{

"hostname":"mysql.example.lan",

"port":1234,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hostname":"Oracle.example.lan",

"port":5678,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outputConnections":[

{

"serverUrl":"http://my.server",

"contentUrl":"mysite",

"username":"jsmith",

"password":"passw0rd$"

}

]

}

흐름에 Rserve및 TabPy용 스크립트 단계가 포함되며 데이터베이스에 연결
됨

이예에서는 Rserve및 TabPy서비스에대한비밀번호를포함하고 MySQL에연결하는 .json
자격증명파일을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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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Connections":[

{

"hostname":"mysql.example.lan",

"port":1234,

"username": "jsmith",

"password": "passw0rd"

}

],

"extensions":[

{

"extensionName":"rSupport",

"credentials":{

"password":"pwd",

}

},

{

"extensionName" : "pythonSupport",

"credentials": {

"password": "pwd"

}

}

]

}

자격 증명 파일을 만들기 위한 팁

흐름을실행할때오류를방지하려면자격증명파일이다음지침을준수하는지확인하십

시오.

l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8.2.2~2018.3.1을사용하는경우흐름에입력또는출력
에대한원격연결이없는경우에도항상 "inputConnections"및 "outputConnections"
배열이포함되어야합니다.이러한배열은비워두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8.3.2이상을사용하는경우빈배열을포함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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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격입력연결이없습니까? .json파일의맨위에다음구문을포함시키십시오.

{

"inputConnections":[

],

l 원격출력연결이없습니까? .json파일의맨아래에다음구문을포함시키십시
오.

"outputConnections":[

]

}

l 입력연결에대한포트 ID가없거나포트가서버이름의일부로지정되었습니다.

연결에대한포트 ID가없는경우 .json파일에 "port":xxxx,참조를포함시키지마

십시오. "port": ""도안됩니다.서버이름에포트 ID가포함되어있으면호스트이
름에포트 ID를포함시킵니다.예: "hostname": "mssql.example.lan,1234"

l "serverUrl":참조시주소끝에 "/"를포함시키지마십시오.예를들어
"serverUrl": "http://server/"가아니라 "serverUrl":

"http://server"를사용해야합니다.

l 입력또는출력연결이여러개인경우파일에각각의연결에대한자격증명을포함시

키십시오.
l 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하는경우 hostname과 contentUrl을입력연결에포함해야
합니다.

흐름 실행

중요 :아래의예에서 "Tableau Prep"버전 2019.1.2의이름은 "Tableau Prep Builder"로변경
되었습니다.이전버전의제품을사용하는경우 "Tableau Prep"을대신사용하십시오.

1. 관리자자격으로명령프롬프트또는터미널명령프롬프트(MacOS)를엽니다.

2. 아래표시된구문을사용하여다음명령중하나를실행합니다.

l 흐름은로컬파일이나네트워크공유에저장된파일에연결하고로컬파일,네
트워크공유에저장된파일또는 Windows인증을사용하는파일에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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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네트워크공유에저장된파일에연결하거나출력하는경우경로에
UNC형식을사용하십시오(예: \\서버\경로\파일이름).경로가암호로보
호되어서는안됩니다.

Windows

"\[Tableau Prep Builder install location]\Tableau Prep

Builder <version>\scripts"\tableau-prep-cli.bat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l 흐름은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거나서버에게시합니다.

Windows

"\[Tableau Prep Builder install location]\Tableau Prep

Builder <version>\scripts"\tableau-prep-cli.bat -c

"path\to\[your credential file name].json" -t "path\to\

[your flow file name].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c path/to/[your credential file name].json -t path/to/

[your flow file name].tfl

l 흐름파일또는자격증명파일이네트워크공유에저장되어있습니다(경로에
UNC형식사용: \\서버\경로\파일이름).

Windows

"\[Tableau Prep Builder install location]\Tableau Prep

Builder <version>\scripts"\tableau-prep-cli.ba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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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er\path\[your credential file name].json" -t

"\server\path\[your flow file name].tfl"

Mac:네트워크공유를 Finder의 /Volumes에매핑하여유지되도록만든후
/Volumes/.../[your file]을사용하여경로를지정합니다.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c /Volumes/.../[your credential file name].json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일반적인오류와해결방법에대해서는명령줄을 사용하여 흐름을 실행할 때 일반적인

오류페이지479를참조하십시오.

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실행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2.1이상과버전 2020.4부터웹에서지원됩니다 .흐름출
력을 Microsoft Excel에기록하는경우증분새로고침은현재지원되지않습니다 .

서버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흐름실행을예약하지않는경우명령줄에서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아래예에서볼수있는것처럼명령
줄에 --incrementalRefresh매개변수를포함하면됩니다.

Windows

"\[Tableau Prep Builder install location]\Tableau Prep Builder

<version>\scripts"\tableau-prep-cli.bat --incrementalRefresh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

incrementalRefresh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흐름의입력단계에서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고증분새로고침매개변수가올바르게구

성된경우 Tableau Prep Builder는다음을수행합니다.

l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는흐름의모든입력은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해당하는

모든출력을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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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에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는입력이없는경우모든출력은전체새로고침을

사용하여실행됩니다.메시지에새로고침방법의세부정보가표시됩니다.
l 흐름의일부단계에서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는경우해당하는출력은증분새로고

침을사용하여실행됩니다.다른출력은전체새로고침을사용하여실행되고메시지
에새로고침방법의세부정보가표시됩니다.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도록흐름을구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를참조하십시오.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
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지353

명령 옵션

도움말옵션을보려면명령줄에 -h를포함시키십시오.

명령 옵션 설

명

참고

-c , --
connecti-

ons

<arg>

자

격

증

명

파

일

에

대

한

연

결

경

로

입

니

다.

자격증명파일이위치한경로가필요합니다.

-d, --
debug

흐

름

프

로

흐름새로고침과관련된문제를디버깅하는데도움이되는자세한

정보를보려면이옵션을포함시키십시오.로그파일은 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Command Line

Repository\Logs에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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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스

를

디

버

깅

합

니

다.

-dsv, --
disableS-

slValida-

tion

SS-
L
유

효

성

검

사

사

용

안

함

(M-
ac-
O-
S)

MacOS에서명령줄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경우키체인사용
자및암호를붇는대화상자가표시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2부터이추가매개변수를전달하여이키체인
대화상자를사용하지않도록설정할수있습니다.예: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Tableau

Prep Builder

version].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dsv -c path/to/[your credential file name].json

-t path/to/[your flow file name].tfl

-h, --help 구

문

옵

션

에

대

한

도

움

말

도움말옵션또는구문오류에는다음정보가표시됩니다.

usage: tableau-prep-cli [-c <arg>] [-d] [-h] [-

t <arg>]

-c,--connections <arg> Path to a file

with all connection information

-d,--debug This option is for

debugging

-dsv,--disableSslValidation Disable S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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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

시

합

니

다.

validation

-h,--help Print usage

message

-inc,--incrementalRefresh Run incremental

refresh for all outputs that are configured to

support it

-t,--tflFile <arg> The Tableau Prep

Builder flow file

-inc, --
incremen-

talRefre-

sh

증

분

새

로

고

침

을

사

용

하

도

록

구

성

된

모

든

출

력

에

대

해

증

분

새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도록구성된모든입력에대해증분새로고

침을실행하려면이옵션을포함합니다.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면
Tableau Prep Builder가흐름의모든행이아니라새행만검색하여
처리합니다.

입력단계의증분새로고침구성설정에따라증분식으로실행할수

있는흐름출력이결정됩니다.다른모든출력은전체새로고침을
사용하여실행되고메시지에새로고침방법의세부정보가표시됩

니다.

증분새로고침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

은증분 새로 고침을 사용하여 흐름 데이터 새로 고치기페이

지353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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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

침

을

실

행

합

니

다.

-t, --
tflFile

<arg>

.tfl
흐

름

파

일

.tfl흐름파일이위치한경로가필요합니다.

-p, --
paramete-

rs

매

개

변

수

재

정

의

.js-
on
파

일

흐름에적용된현재매개변수값(기본값)을재정의하려면이파일
을포함합니다.흐름매개변수를사용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
은매개 변수 만들기 및 흐름에서 사용페이지191을참조하십시
오.

구문 예제

아래명령줄은다음과같은기준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네가지서로다른예를보여

줍니다.

l Tableau Prep Builder버전 : 2022.1.1

중요 :아래의예에서 Tableau Prep버전 2019.1.2의이름은 Tableau Prep Builder로변
경되었습니다.이전버전의제품을사용하는경우 "Tableau Prep"을대신사용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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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 이름 : Flow1.tfl

l 흐름 위치 : C:\Users\jsmith\문서\내 Tableau Prep Builder리포지토리\흐름

l 자격 증명 파일 이름 : Flow 1.json

l 자격 증명 파일 위치 : C:\Users\jsmith\Desktop\Flow credentials

l 네트워크 공유에 저장된 자격 증명 파일 위치 : \tsi.lan\files\Flow credentials

흐름은 로컬 파일에 연결하여 로컬 파일에 게시합니다 .

Windows

"\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2022.1.1\scripts"\tableau-prep-cli.bat -t

"\C:\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2022.1.1.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t

/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흐름은 로컬 파일에 연결하여 로컬 파일에 게시하고 증분 새로 고침에 대해

짧은 형식을 사용합니다 .

Windows

"\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2022.1.1\scripts"\tableau-prep-cli.bat -inc -t

"\C:\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2022.1.1.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inc -t

/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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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여 서버에 게시합니다 .

Windows

"\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2022.1.1\scripts"\tableau-prep-cli.bat -c

"\C:\Users\jsmith\Desktop\Flow credentials\Flow1.json" -t

"\C:\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2022.1.1.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c

/Users/jsmith/Desktop/Flow\ credentials/Flow1.json -t

/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흐름은 서버에 게시하고 자격 증명 파일은 네트워크 공유에 저장되어 있습

니다 .

Windows

"\Program Files\Tableau\Tableau Prep Builder

2022.1.1\scripts"\tableau-prep-cli.bat -c "\\tsi.lan\files\Flow

credentials\Flow1.json" -t "\C:\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Mac

/Applications/Tableau\ Prep\ Builder\

2022.1.1.app/Contents/scripts/./tableau-prep-cli -c

/Volumes/files/Flow\ credentials/Flow1.json -t

/Users/jsmith/Documents/My\ Tableau\ Prep\ Builder\

Repository/Flows.Flow1.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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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버전 호환성
Tableau Prep Builder의새버전에새로운기능또는커넥터가도입된경우이전버전에서작
업하면흐름을열때호환성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참고 :버전 2020.4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직접흐름을만들고편
집할수있습니다.웹에서만든흐름은항상사용중인서버버전과호환됩니다.웹에
서흐름을작성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움
말에서웹에서의 Tableau Prep을참조하십시오.

마찬가지로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흐름을게시하고 Tableau Prep Conductor
를사용하여실행하도록예약하는경우현재사용중인버전의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지원하지않는새기능또는커넥터가흐름에포함되어있으면흐름의
예약및실행을차단하는호환성오류가발생할수있습니다.

버전 번호 형식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2.3부터릴리스버전번호지정체계가 Tableau Desktop및
Tableau Server와일치하도록변경됩니다.이전버전에서는 Tableau Desktop과 Tableau
Prep Builder버전번호의형식이서로달랐습니다.예:

Tableau Desktop과 Tableau Prep Builder의유지관리릴리스가동일한순서를따르지않았
습니다.

릴리스 업그레이드 예 첫 번째 유지 관리 버전 예

Prep Builder 2022.1.1 2022.1.2

Desktop 2022.1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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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찾기

참고 :특정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를다운로드하려면제품다운로드및릴리스
정보 페이지를열고페이지왼쪽의목록에서 Tableau Prep Builder를선택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

제품의릴리스버전을확인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상단메뉴에서다음중하나
를수행합니다.

l Windows:버전에따라상단메뉴에서도움말 > Tableau Prep Builder정보 또는
Tableau Prep정보를클릭합니다.

l Mac:버전에따라상단메뉴에서 Tableau Prep Builder > Tableau Prep Builder정
보 또는 Tableau Prep > Tableau Prep정보를클릭합니다.

릴리스번호는대화상자의왼쪽아래에표시됩니다.

Tableau Server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Server버전 2019.1에 Data Management의일부로도입
되었습니다. Tableau Server에서실행되도록흐름을예약하려면 Tableau Server버전
2019.1이상을사용해야하며,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해야합니다.

Tableau Server버전을확인하려면웹브라우저에서 Tableau Server를엽니다.상단메뉴모

음에서오른쪽맨위의정보아이콘 을클릭하고 Tableau Server정보를선택합니다.사

용중인 Tableau Server버전을알려주는대화상자가열립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
사용하도록설정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2단계 :서버에
대한흐름설정구성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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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Tableau Prep Conductor는 Tableau Cloud버전 2019.3에 Data Management의일부로도입
되었습니다. Tableau Cloud에서실행되도록흐름을예약하려면 Tableau Cloud버전 2019.3
이상을사용해야하며,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해야합니다.

버전을찾으려면웹브라우저에서 Tableau Cloud을엽니다.상위메뉴모음에서오른쪽맨
위의정보아이콘을클릭하고 Tableau Cloud정보를선택합니다.사용중인 Tableau
Cloud버전을알려주는대화상자가열립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
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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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의 여러 버전 간 호환성
일반적으로새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는이전버전에서만든흐름을열수있습니다.그
러나 Tableau Prep Builder의이전버전과새버전간에흐름을열려고하거나다른컴퓨터에
서동일한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흐름을열려고하면호환성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
다.

예:

l 흐름에흐름이열린버전에서지원되지않는입력커넥터또는기능이포함되어있습

니다.
l 흐름을열때사용하는컴퓨터에필요한입력커넥터가설치되어있지않거나커넥터

에호환되지않는드라이버버전이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려면흐름
입력커넥터에서작동하도록 64비트드라이버를설치해야합니다.

호환성이문제인경우흐름을열려고하면흐름이열리지만오류가포함되어있거나,흐름이
전혀열리지않고오류메시지가수신될수있습니다.아래예에서는흐름이열리지않고오
류메시지가표시되며문제해결을위해호환되지않는기능및옵션이나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와의 호환성 문제 해결
호환성문제를해결하려면다음중하나를시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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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신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로업그레이드합니다.

더알아보기패널아래쪽의업데이트단추를클릭하여최신버전의제품을다운로드

하고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배포가이드에서 Tableau Prep Builder
설치 지침을따릅니다.더알아보기패널에서업데이트단추에액세스할수없는경
우최신버전의제품을다운로드하는방법에대한지침은 Tableau Prep Builder설
치 항목에포함되어있습니다.

l 컴퓨터가 Tableau Prep Builder와호환되는지확인합니다.예를들어흐름에사용되
는커넥터에대해 64비트드라이버가설치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드라이버를설치
하려면드라이버다운로드 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l 호환되지않는기능이제거된흐름의복사본을엽니다.

서로 다른 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및
Tableau Server간 호환성
최신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이전버전의 Tableau Server에게시하면호환성문제
가발생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1.3.1에추가된새로운기능
은 Tableau Server버전 2021.2와호환되지않을수있지만 Tableau Server버전 2021.4및
Tableau Server의향후주버전(예:버전 2022.3)과는호환됩니다.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는흐름이게시되면흐름에포함된기능을검
색합니다.지원되지않는기능이발견되면 Tableau Server에흐름을게시할수있지만흐름
을실행하거나,예약하거나,작업에추가할수없습니다. Tableau Cloud은정기적으로자동
으로업데이트되므로일반적으로모든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와호환됩니다.

이전버전의 Tableau Server가있는경우 Tableau Prep Builder에서수동으로또는명령줄을
사용하여호환되지않는흐름을계속실행할수있습니다.이프로세스사용에대한자세한
내용은명령줄에서흐름출력파일새로고침을참조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기능 검색

사용중인 Tableau Prep Builder의버전에따라여러방식으로호환되지않는기능을확인할
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1이상 )

Tableau Server에로그인하면 Tableau Prep Builder에서호환되지않는기능을감지하여사
용하지않도록설정합니다.호환되지않는모든기능은회색으로표시됩니다.해당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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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사용하고흐름을수동으로또는명령줄에서실행하려는경우메뉴에서해당기능을사

용하도록설정할수있습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20.1.4부터서버에로그인하면응용프로그램을닫
은경우에도 Tableau Prep Builder에서사용자서버이름및자격증명이저장되어있으
므로다음번에응용프로그램을열면이미서버에로그인되어있습니다.

1. 사용하지않도록설정된기능을마우스오버하여서버버전과호환되지않기때문에
사용되지않는것인지여부를확인한다음기능 사용 단추를클릭합니다.이옵션은
흐름패널과프로필패널,결과패널및데이터그리드의메뉴에서사용할수있습니
다.

참고 :데이터업데이트가일시중지되었거나특정단계또는데이터유형에서
옵션을사용할수없는경우와같이다른이유인경우기능을사용할수없습니

다.

2. 선택된기능이적용되고모든호환되지않는기능을사용하도록설정되며사용할수
있게됩니다.호환되지않는기능은 Tableau Server버전에서일정을사용하여흐름을
실행하려는경우쉽게찾아서제거할수있도록경고플래그가지정됩니다.

이기능을완전히사용하지않고모든호환되지않는기능을사용하려면다음을수행하십시

오.

1. 상단메뉴에서도움말 >설정 및 성능 >호환되지 않는 기능 사용 안 함을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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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환되지 않는 기능 사용 안 함을선택하여이옵션옆에있는확인표시를지웁니
다.이기능을다시사용하려면호환되지 않는 기능 사용 안 함을선택합니다.이옵
션은기본적으로사용하도록설정되어야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3.1이상 )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작성할때흐름을추가하면호환되지않는기능이검색되
고이러한기능에알림아이콘플래그가지정됩니다.이러한알림을보려면서버에로그인
해야합니다.이알림시스템은흐름에서호환되지않는기능을신속하게식별하여기능을
흐름에유지할지아니면제거할지를결정할수있습니다.

흐름패널에서알림위로마우스오버하여호환되지않는기능에대한정보를보거나알림

센터를사용하여자세한내용을확인하십시오.알림센터에서흐름에서 보기 링크를클릭
하여경고를트리거한단계,주석,필드또는변경으로직접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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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모든 버전 )

호환되지않는기능이있는흐름을게시하면다음메시지가표시되고로그인한 Tableau
Server버전에서지원되지않는기능이나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이하
에서는흐름에서호환되지않는기능을확인할수있는유일한방법입니다.

참고 :기능이도입된 Tableau Prep Builder버전이오류메시지에나열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는유지관리버전의기능을릴리스하지않으므로기능이호환되려면
Tableau Server가차기주릴리스버전을실행해야합니다.아래의예제에서필드복제
기능은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에서도입되었으므로 2019.2.3 Tableau
Server유지관리버전과호환되지않습니다.대신 Tableau Server의차기주릴리스버
전인 2019.3과호환됩니다.

계속해서흐름을게시하면게시가성공적으로완료됩니다.그러나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흐름을열면다음과같은메시지가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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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서흐름을예약하고실행하려면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사용중인 Tableau Prep Builder의버전과호환되는 Tableau Server의최신주릴리스
를조회합니다.예를들어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2.3에도입된기능을사용
하는경우 Tableau Server에서흐름을실행하려면서버버전이 2020.3이상이어야합
니다.

Tableau Cloud은일반적으로분기마다정기적으로자동업데이트됩니다.게시전에
먼저흐름을테스트하여 Tableau Cloud의현재버전과호환되는지확인합니다.

l 흐름을게시하기전에호환되지않는기능을흐름에서제거한다음흐름을게시합니

다.

l 이미 Tableau Server에흐름을게시한경우서버에서직접흐름을편집하거나(버전
2019.4이상),흐름을다운로드하고기능을제거하거나,해당버전에서사용가능한
기능만사용하여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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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정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를다운로드하려면제품다운로드및
릴리스정보 페이지를열고페이지왼쪽의목록에서 Tableau Prep Builder를
선택합니다.

호환성 문제 해결

흐름이 Tableau Server에이미게시되어있는경우현재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호
환되지않는기능을제거하려면아래단계를시도하십시오.기능을제거하고더이상버전
비호환메시지또는경고가나타나지않으면,흐름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다시게시하고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예약합니다.

참고 : Tableau Prep Conductor는 Data Management의일부입니다. Tableau Server또
는 Tableau Cloud예약기능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려면이기능을사용하도록설
정해야합니다. Data Management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ataManagement를
참조하십시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사
용하도록설정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2단계 :서버
에대한흐름설정구성 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
참조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기능 식별

Tableau Server에서작업하는경우흐름에호환되지않는기능이현재나열되지않습니다.
흐름에서제거할기능목록을확인하려면흐름을 Tableau Prep Builder에서열고흐름에서
해당기능을찾아제거해야합니다.

1. 흐름을엽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중인경우추가 작업 메뉴에서다

운로드를클릭하여흐름을다운로드하고 Tableau Prep Builder에서열거나,간단히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엽니다.

2. 흐름을다운로드한경우다운로드한흐름을클릭하여엽니다.

3. 버전에따라다음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버전 2019.3.1이상 :상위메뉴에서서버 >로그인을선택합니다.흐름과호환
되지않는동일한서버를선택해야합니다.호환되지않는단계,주석,필드또는
변경내용에는알림아이콘이표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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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패널의오른쪽상단에서알림을클릭하여호환되지않는각기능의세부

정보를확인합니다.흐름에서 보기를클릭하여호환되지않는기능으로이동
하고조치를취합니다.

l 버전 2019.2.3이하 :상위메뉴에서서버 >흐름 게시를선택합니다.서버에
다시로그인해야하는경우흐름과호환되지않는동일한서버를선택해야합

니다.서버버전과호환되지않는기능이나열된경고메시지가나타납니다.기
능을참고하여흐름에서해당기능을식별하고제거할수있습니다.그런다음
취소를클릭하여대화상자를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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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위메뉴에서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클릭하여흐름의복사본을저장합니다.
흐름에서호환되지않는기능을제거하려면다음섹션의옵션을사용하십시오.

흐름에서 호환되지 않는 기능 제거

다양한방법을사용하여흐름에서기능을찾아제거할수있습니다.이섹션에서는비호환성
오류를해결하는데도움이되는몇가지옵션을보여줍니다.

호환되지 않는 데이터 원본

데이터원본이호환되지않는경우(예: Tableau Prep Conductor에서아직지원되지않는새
커넥터가추가됨)지원되는데이터원본에연결해야합니다.

데이터연결을변경하려면데이터 원본 바꾸기페이지121를참조하십시오.

호환되지 않는 기능

호환되지않는기능을제거하려면기능이사용된단계를찾아제거해야합니다.호환되지
않는 기능 식별페이지391의지침에따라호환되지않는기능을찾을수있습니다.

1. 기능이단계유형인경우흐름패널에서기능이사용되는단계를클릭합니다.단계를
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거나 Ctrl키를누른채로클릭(MacOS)하고제거를선택
합니다.

2. 기능이정리작업인경우흐름패널에서기능이사용되는단계를클릭합니다.흐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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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또는프로필이나결과 패널에서주석을마우스오버하여변경내용목록을확인할

수있습니다.

참고 :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3이상에서흐름패널또는프로필카드
의단계에서찾고있는변경내용을나타내는아이콘을마우스오버하고변경

내용목록에서주석을선택할수있습니다.변경내용은변경사항 패널,프로
필 또는결과 패널에서하이라이트되고데이터그리드에서하이라이트됩니

다.

3. 필요한경우변경사항 패널을열고제거해야하는기능과일치하는변경내용을선
택합니다.변경내용을클릭하여선택하고제거를클릭하여흐름에서삭제합니다.

4. 다음단계를반복하여다른기능을대체합니다.그런다음흐름을저장하고다시게
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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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

참고 :이항목의내용에서는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하는것을중점적으로설명하며,
이작업에는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된 Data Management이필요
합니다.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만들고편집
하거나수동으로흐름을실행할경우 Data Management이필요하지않습니다.

흐름을작성하고데이터를정리했습니다.이제데이터집합을다른사용자와공유하고이데
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려고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및웹에서수동으로흐름을실
행하고 Tableau Server에추출을게시할수있지만이보다나은방법이있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는 Data Management의일부이며 Tableau Server버전 2019.1이상
과 Tableau Cloud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이옵션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설
치에추가하면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흐름을일정에따라실행하고흐름데이
터를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구성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콘텐츠를참조하십시오.

또한버전 2021.3부터는새로운연결된작업옵션을사용하여일정에따라순서대로최대 20
개의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연결된작업을사용하여흐름을실행하는방법에대한자
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연결된 작업 예약을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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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Tableau Catalog가설치되어있는경우새계보 탭에서흐름입력데이터에대
한데이터품질경고를보고흐름에서필드의업스트림및다운스트림영향을볼수

있습니다. Tableau Catalog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Tableau Catalog정보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면다음을수행할수있습니다.

l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서버또는사이트구성

l 개별사이트에대해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거나사용하지않도록설
정

l 필요시또는예약을사용하여실행되는흐름에대한흐름실패이메일알림설

정

l 흐름시간초과설정구성

l Tableau Prep Builder의흐름을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게시.버전
2020.4.1부터웹에흐름을게시하기위해 Data Management이필요하지않습니다.

l 데이터파일을업로드하거나파일(Tableau Prep Builder만해당)또는데이터베
이스에직접연결.데이터베이스에연결하는경우데이터베이스자격증명을
포함하거나사용자에게메시지를표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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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직접연결을통해데이터파일에연결하거나흐름출력을파일공유
에게시하는경우 Tableau Server에서액세스할수있는위치에파일이있
어야합니다.웹에서만든흐름에는이옵션을사용할수없습니다.자세
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 4단계 :입력및출력위치를허용
목록에추가를참조하십시오.

l 흐름을게시할때프로젝트계층에서선택

l 다른사용자가흐름을찾는데도움이되는태그및설명입력

l 흐름관리

l 사용권한설정

l 다른프로젝트로흐름이동

l 흐름소유자변경

l 태그추가또는편집

l 버전기록을보고목록에서선택하여이전버전으로흐름복원

l 흐름을즐겨찾기로표시하고즐겨찾기목록에추가

l 입력연결편집자격증명업데이트

l 흐름에서만든데이터원본을보고데이터원본을이흐름에다시연결

l 일정을만들어흐름을실행하거나필요시일정실행

l 흐름을실행할예약된작업을추가하고업데이트할흐름출력선택

l 예약된연결된작업을추가하여여러흐름을순서대로실행

l 예약없이필요에따라흐름실행

l 흐름모니터링

l 이메일알림설정

l 오류보기

l 일시중단된흐름모니터링및다시시작

l 실행기록보기

l 관리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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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실행

중요 :버전 2020.4.1부터웹에서수동으로흐름을실행할때 Data Management가더이상
필요하지않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한상태에서)일정에따라
흐름을실행하려는경우에만필요합니다.

흐름출력을생성하려면흐름을실행해야합니다.흐름을실행하면작업중인데이터샘플
만이아닌모든데이터가흐름단계를통해실행됩니다.모든정리작업이전체데이터집합
에적용되고결과로생성되는깔끔하게정리된데이터집합을사용하여데이터를분석할

수있습니다.

참고 :버전 2021.4.1부터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실행할때매개변수값을입력
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필수매개변수값을입력해야합니다.또한선택적매
개변수값을입력하거나매개변수의현재값(기본값)을수락할수있습니다.흐름내
매개변수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흐름 실행페이지207
을참조하십시오.

흐름 실행 옵션

명령줄에서수동으로흐름을실행하거나, Tableau Server REST API흐름메서드를사용하
거나,예약을사용하여실행합니다.

l 수동 : Tableau Prep Builder및웹에서원하는시간에수동으로흐름을실행합니다.
Data Management은필요하지않습니다.웹에서흐름을실행하려면먼저게시해야
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흐름 게시를
참조하십시오.

l 명령줄 인터페이스 : Data Management이없는경우명령줄인터페이스를사용하여
한번에하나의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명령줄에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참조하십시오.

l REST API: Tableau Server에서흐름 및흐름 작업 REST API메서드를사용하여흐
름을실행합니다. Data Management이필요합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REST API
설명서에서흐름메서드(영문)를참조하십시오.

l 예약 사용 : Tableau Server및 Tableau Cloud에서는단일흐름을예약하여실행하거
나연결된작업을사용하여여러흐름을하나씩실행할수있습니다.서버에 Data
Management가있고 Tableau Prep Conductor가사용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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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Prep
Conductor를참조하십시오.흐름자동실행예약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흐름작업예약을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흐름 실행

흐름을수동으로실행할때는한번에하나의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전체흐름을실행
하거나선택한출력에대한흐름을실행할수있습니다.

웹작성(버전 2020.4이상)에서흐름을실행하는경우흐름을실행할서버에게시해야하며
첫번째흐름이완료될때까지는개별탭에서도다른흐름을실행할수없습니다.자세한내
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시페이지401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Cloud에서는하루에수행할수있는흐름실행개수도사이트관리자에의해제한됩
니다.자세한내용은 Tableau Cloud도움말에서 Tableau Cloud사이트용량을참조하십시
오.

1. Tableau Prep Builder또는서버에서흐름을엽니다.
2. 다음작업중하나를수행합니다.

l 상단메뉴에서실행 을클릭하여전체흐름을실행하거나드롭다운화살표를

클릭하여목록에서흐름출력을선택합니다.

l 서버의탐색 페이지에서 추가 동작을마우스오른쪽단추또는 Cmd클릭

(MacOS)하고메뉴에서지금 실행을선택합니다.그러면전체흐름이실행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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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흐름에서출력단계를클릭한다음출력패널에서흐름 실행을클릭합니다.

흐름이웹에서열리지않으면흐름 편집을클릭하여흐름을편집모드에서연

다음게시를클릭하여흐름을게시하거나표시되는메시지에따라흐름을게

시한다음흐름 실행을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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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 흐름 게
시

중요 :버전 2020.4.1부터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흐름을게시하거나웹에서
수동으로흐름을실행할때더이상 Data Management가필요하지않습니다.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한상태에서)일정에따라흐름을실행하려는경우에만필요
합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흐름을게시하여다른사용자와공유하거나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여일정에따라자동으로실행하고흐름출력을새로고칩니다.서
버에서개별흐름을수동으로실행할수도있습니다.웹에서만들거나편집한흐름(버전
2020.4이상)을실행하려면먼저게시해야합니다.

웹에흐름을게시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도움
말에서흐름 게시를참조하십시오.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흐름 실행페이지398
을참조하십시오.

게시하기 전

흐름을실행할수있는지확인하려면다음을확인합니다.

1. 흐름에오류가없는지확인합니다.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에서오류가있는흐름을실행하려고하면실행이
실패합니다.흐름의오류는캔버스오른쪽위의오류 표시기에서빨간색느낌표와빨
간색점으로식별됩니다.

2. 흐름에사용자의 Tableau Server버전과호환되지않는입력커넥터또는기능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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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지않은지확인합니다.웹에서만든흐름은항상만들어진서버버전과호환
됩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사용중인 Tableau Server버전에서아직지원되지않는커
넥터또는기능이포함된흐름을계속게시할수있지만실행을예약할수는없습니

다.

예를들어, SAPHANA커넥터는 Tableau Prep Builder버전 2019.1.4에도입되었지만
이커넥터는 Tableau Prep Conductor용 Tableau Server버전 2019.2까지지원되지않
습니다.흐름을게시하면다음과유사한메시지가표시됩니다.

참고 : Tableau Server에서실행되도록흐름을예약하려면 Tableau Server버전
2019.1이상을사용해야하며, Tableau Prep Conductor를사용하도록설정해야
합니다.

Tableau Server에서흐름을실행하려면적절한조치를취해흐름을호환가능하게만
들어야합니다.호환되지않는흐름으로작업하는것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Prep버전 호환성페이지382을참조하십시오.

3. 네트워크공유에대한연결을포함하는입력또는출력단계가포함된흐름은허용목
록구성이필요합니다. Tableau Cloud은이옵션을지원하지않으며게시시흐름과
함께파일을패키지화해야합니다.

참고 :현재웹에서만들어진흐름은게시된데이터원본또는데이터베이스로
만출력할수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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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공유(UNC경로)에저장된파일을가리키는흐름입력및출력단계가허용
되려면파일및경로가서버에서액세스할수있고조직의허용목록에포함되어야합

니다.파일위치를허용목록에추가하지않고흐름을게시하면흐름이게시되지만흐
름을수동으로실행하거나 Tableau Server의일정을사용하여실행하려고하면오류
가발생합니다.

파일이허용목록에있는위치에저장되어있지않으면흐름을게시할때경고메시지

가표시됩니다.

메시지에서 "목록"링크를클릭하여허용된위치의목록을확인합니다.파일을목록의
위치중하나로이동하고흐름이이러한새위치를가리키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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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Server에서허용되는네트워크경로를구성하려면 Tableau Server도움말에
서 4단계 :입력및출력위치를허용목록에추가에설명된 tsm명령옵션을사용합
니다.

파일을허용목록에있는위치로이동하지않으려면입력파일을흐름과함께패키지

로만들고흐름출력을게시된데이터원본으로 Tableau Server에게시해야합니다.
이러한옵션설정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항목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
게시옆페이지를참조하십시오.

4. (Tableau Prep Builder만 해당)흐름출력단계가데이터 원본으로 게시로설정된
경우모든흐름출력단계는흐름이게시되는동일한서버또는사이트를가리켜야합

니다.해당서버또는사이트의다른프로젝트를가리킬수있지만서버또는사이트
하나만선택할수있습니다.

출력단계에대한게시위치를설정하려면다음을수행합니다.

a. 흐름패널에서출력단계를선택합니다.

b. 게시패널에서데이터 원본으로 게시를선택합니다.

c. 흐름을게시할서버또는사이트와프로젝트를선택합니다.필요한경우서버
또는사이트에로그인합니다.

d. 각출력의이름과설명을입력합니다.

출력파일이름은흐름을실행하는사용자가새로고칠출력파일을쉽게식별

할수있도록고유해야합니다.파일이름은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
의흐름에대한개요 및연결 페이지에표시됩니다.

e. 흐름을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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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에대한출력단계를구성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추출 파

일 만들기 및 게시된 데이터 원본페이지335를참조하십시오.

Tableau Prep Builder에서 흐름 게시

참고 :흐름을게시하면게시한사용자가자동으로기본흐름소유자로할당됩니다.흐
름이게시된데이터원본에연결되면서버는흐름소유자를사용하여게시된데이터

원본에연결합니다.사이트또는서버관리자만흐름소유자를변경할수있으며소유
자를본인으로만설정할수있습니다.

1.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을엽니다.

2. 상단메뉴에서서버 >Publish Flow(흐름 게시)를선택합니다.

3. 플랫폼의필드를작성합니다.그런다음게시를클릭합니다.흐름개요 페이지의기본
브라우저에서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이자동으로열립니다.

Tableau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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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au Server에 게시 대화상자에서다음필드를입력합니다.
l 프로젝트:드롭다운옵션을클릭하여프로젝트계층에서프로젝트를선택합
니다.이프로젝트는출력파일이게시되는프로젝트와같아야합니다.

l 이름:흐름의이름을입력합니다.이이름은서버에서흐름페이지에표시됩니
다.기존흐름을덮어쓰려면드롭다운옵션을클릭하여목록에서이름을선택
합니다.

l 설명(선택 사항):흐름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
l 태그(선택 사항):사용자가흐름을쉽게찾을수있도록추가를클릭하여흐름
을식별하는하나이상의태그를입력합니다.게시후에 Tableau Server의흐름
페이지에서태그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2. 연결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여연결설정을편집하거나인증을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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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기본적으로파일입력연결은흐름과함께패키지화됩니다. Tableau Server에서흐름
이실행될때패키지된파일은새로고쳐지지않습니다.모든파일의설정은업로드
또는직접 연결로동일해야합니다.

직접 연결

출력파일을새로고칠때최신데이터를검색하려면 Tableau Server가파일위치에연
결할수있고해당위치가조직의허용목록에포함된경우직접 연결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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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공유에 저장된 파일

입력또는출력단계가네트워크공유(UNC경로)에저장된파일을가리키고해당위
치가조직의허용목록에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경고메시지가표시됩니다.메시
지에있는링크를클릭하여허용목록에있는위치를확인하고파일을이동한후입력

및출력단계를새파일위치로지정합니다.자세한내용은게시하기 전페이지401
의 3단계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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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허용목록에위치를추가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
말에서 4단계 :입력및출력위치를허용목록에추가를참조하십시오.

입력 파일 경로의 매개 변수

버전 2022.1.1부터웹에서입력파일경로에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예약하고실
행할수있습니다.이작업을수행하려면직접파일연결이필요합니다.

파일이흐름으로패키지화되었거나이전버전의 Tableau Prep을사용하는경우파일
경로에포함된모든매개변수가현재값(기본값)으로변경되고파일경로가정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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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됩니다.흐름에서매개변수를사용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
에 매개 변수 적용페이지198을참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흐름이하나이상의데이터베이스에연결되는경우흐름입력데이터원본에연결할

때사용할다음인증유형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서버 '서비스 계정 '계정:서버의 ‘서비스 계정 ’사용자 계정이모든사용자
인증에사용됩니다.

l 사용자에게 확인:흐름을실행하기전에 Tableau Server에서연결을편집하고
데이터베이스자격증명을입력해야합니다.

l 내장된 비밀번호:데이터에연결할때사용되는자격증명이연결과함께저
장되며일정에따라흐름이실행될때이자격증명이사용됩니다.편집하기위
해흐름을여는경우자격증명을다시입력해야합니다.

410 Tableau Software

Tableau Prep도움말



자격 증명 추가(버전 2020.1.1이상)

클라우드커넥터에연결하는경우흐름 게시 대화상자에서직접자격증명을

추가하여흐름에내장할수있습니다.

1. 연결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거나경고메시지에서자격 증명 편집을클
릭합니다.그런다음인증 드롭다운메뉴에서자격 증명 추가를클릭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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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화상자에서계속을클릭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로그
인한서버의계정설정페이지가자동으로열립니다.

3. 자격증명을추가한다음 Tableau Prep Builder로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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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증명 추가 마침 대화상자에서완료를클릭합니다.

5. 연결 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고자격증명이추가되고흐름에내장되었
는지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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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Cloud

1. Tableau Cloud에 게시 대화상자에서다음필드를입력합니다.
l 프로젝트:드롭다운옵션을클릭하여프로젝트계층에서프로젝트를선택합
니다.이프로젝트는출력파일이게시되는프로젝트와같아야합니다.

l 이름:흐름의이름을입력합니다.이이름은서버에서흐름페이지에표시됩니
다.기존흐름을덮어쓰려면드롭다운옵션을클릭하여목록에서이름을선택
합니다.

l 설명(선택 사항):흐름에대한설명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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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태그(선택 사항):사용자가흐름을쉽게찾을수있도록추가를클릭하여흐름
을식별하는하나이상의태그를입력합니다.게시후에 Tableau Server의흐름
페이지에서태그를추가할수도있습니다.

2. 연결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여연결설정을편집하거나인증을변경합니다.

파일

Tableau Cloud은입력단계데이터에대한직접파일연결을지원하지않으므로파일
을흐름과함께패키징해야합니다. Tableau Cloud에서흐름이실행될때패키지된파
일은새로고쳐지지않습니다.

참고 :입력파일경로에매개변수가포함된흐름을예약하고실행하려면직접
파일연결이필요하기때문에 Tableau Cloud에서는현재이작업이지원되지않
습니다.흐름을게시할때파일경로에포함된매개변수는현재값(기본값)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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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고파일경로는정적이됩니다.

대안으로파일경로에매개변수가있는흐름을 Tableau Prep Builder에서실행
하거나명령줄을사용하여실행할수있습니다.흐름에서매개변수를사용하
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입력 단계에 매개 변수 적용페이지198을참
조하십시오.

데이터베이스

Tableau Cloud에흐름을게시할때데이터를최신상태로유지하기위해클라우드에
서호스팅되는데이터원본에만직접연결할수있습니다.온프레미스데이터원본에
연결할때는데이터원본을게시된데이터원본으로변환해야하며, Tableau Bridge
가데이터원본에대해구성된경우 Tableau Cloud이 Tableau Bridge클라이언트를사
용하여데이터에연결해야합니다.

Tableau Cloud에서지원되는직접연결에대한자세한내용은클라우드플랫폼에서
호스팅되는데이터에대한직접연결허용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Bridge사용에대한자세한내용은게시자가온프레미스데이터에대한라
이브연결을유지관리하도록허용을참조하십시오.

흐름이직접연결을지원하는클라우드기반데이터원본에연결되는경우흐름입력

데이터원본에연결할때사용할다음인증유형중하나를선택합니다.

l 사용자에게 확인:흐름을실행하기전에 Tableau Cloud에서연결을편집하고
데이터베이스자격증명을입력해야합니다.

l 내장된 비밀번호:데이터에연결할때사용되는자격증명이연결과함께저
장되며일정에따라흐름이실행될때이자격증명이사용됩니다.편집하기위
해흐름을여는경우자격증명을다시입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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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온프레미스데이터원본에대해데이터 원본 게시 라디오버튼을선택합니다.
Tableau Cloud은데이터를새로고치기위해이러한데이터원본에직접연결할
수없습니다.이옵션을선택하면흐름을 Tableau Cloud에게시할때데이터원
본입력연결이게시된데이터원본으로변환됩니다.

Tableau Bridge가데이터원본에대해구성되고 Tableau Cloud에서데이터원본
을지원하는경우흐름이실행될때데이터를새로고칠수있습니다.자세한내
용은클라우드플랫폼에서호스팅되는데이터에대한직접연결허용을참

조하십시오.
l Tableau Prep Builder의흐름에대한온프레미스데이터원본연결을게시된데
이터원본으로바꾸려면흐름을게시하기전에기타 옵션 섹션에서게시된 데

이터 원본을 사용하도록 흐름 입력 업데이트를선택합니다.

확인란을선택하지않으면 Tableau Prep Builder의흐름이로컬온프레미스데
이터원본에연결된상태로유지되고 Tableau Prep Builder의흐름이게시된버
전의흐름과동기화되지않을수있습니다.흐름을계속사용하려면 Tableau
Cloud에서흐름을다운로드하여편집한다음다시게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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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추가(버전 2020.1.1이상)

클라우드커넥터에연결하는경우흐름 게시 대화상자에서직접자격증명을추가

하여흐름에내장할수있습니다.

1. 연결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거나경고메시지에서자격 증명 편집을클릭합
니다.그런다음인증 드롭다운메뉴에서자격 증명 추가를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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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대화상자에서계속을클릭합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로그인한서
버의계정설정페이지가자동으로열립니다.

3. 자격증명을추가한다음 Tableau Prep Builder로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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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 증명 추가 마침 대화상자에서완료를클릭합니다.

5. 연결 섹션에서편집을클릭하고자격증명이추가되고흐름에내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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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

l 서버관리자,사이트관리자 Creator및 Creator는전체연결및게시액세스를허용합
니다.

l Creator는웹작성작업을수행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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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시나리오

데이터를변형한다는것은어떤의미입니까?데이터변형은구축할수있는비주얼리제이
션과수행할수있는분석에어떤영향을줍니까?아래자습서에서는분석및비주얼리제이
션에대한시나리오를살펴보고,장애가되는데이터제한사항을식별한다음,데이터를변
형하여의도한결과를얻는데 Tableau Prep이어떤도움을줄수있는지알아봅니다.

데이터집합을다운로드하고 Tableau Prep과 Tableau Desktop을사용하여각각의생활속
시나리오를따라해보십시오. Tableau Prep의기능및함수를적용하여 Tableau Desktop에
서분석할데이터를준비하는방법을배워보십시오.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온라인도움말의이섹션은이제막작성되기시작
했습니다.여러분이이섹션에서보고싶은구체적인시나리오가있다면알려주십시
오.페이지맨위에있는피드백표시줄을사용하여자세한내용을알려주십시오.

자습서의작업을완료하려면 Tableau Prep과 Tableau Desktop을설치해야하며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컴퓨터에저장해야합니다.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설치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드에서사용자인터페이스에서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 Builder설치를참조하십시오.또는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무료평가판을
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병상 사용률과 Tableau Prep
병원의수용능력에도달하면문제가되지만지나친수용능력은자원낭비입니다.병상이
자원이라는관점에서병상을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하지만데이터는환자관점에서
저장되는경우가많습니다.병상에환자가있는때를표현하는데이터를구하고병상사용
률을결정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참고 :이자습서의작업을완료하려면 Tableau Prep이필요하며선택적으로 Tableau
Desktop을설치해야합니다.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을설치하려면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
포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또는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무료평가판을다
운로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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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데이터파일세개를다운로드해야합니다.파일들을 [내 Tableau Prep리포지토
리] > [데이터원본]폴더에저장하는것이좋습니다.
- Beds.xlsx
- Hours.xlsx
- Patient Beds.xlsx

데이터

네개의침상 A, B, C및 D에대해침상에어떤환자가있는지,환자의침상사용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은언제인지추적합니다.데이터는다음과같습니다.

임시 분석

이데이터를 Tableau Desktop으로가져오는경우 Gantt차트를만들어침상에환자가있는
때를표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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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유용한시각화입니다.침상 A와 B의사용률은작은차이만있지만침상 C는사용률
이매우낮다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침상 D의환자는종료시간이없지만몇가지계산
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이차트는침상이사용되는방식에대한시각적개요를제
공합니다.

하지만침상이비어있던시간을계산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또는새정책적용전과
후의침상준비시간(open bed time)을비교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현재구조화된데
이터를사용하여이문제를손쉽게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바람직한 데이터 구조

몇가지매우기본적인데이터집합을만들고 Tableau Prep에서결합하면이데이터집합을
심층분석을수행할수있고보다유용한비주얼리제이션을만들수있는형태로수정할수

있습니다.

Tableau Prep단계로이동하기전에잠시시간을가지고 "각침상이비어있는시간은얼마
입니까?"라는질문에답하기위해만들어야할것들을생각해보십시오.

매시간마다각침상을살펴볼수있어야하며침상에환자가있었는지여부를알수있어야

합니다.지금당장은침상에환자가있던때의데이터만있으며비어있는 시간에대한정
보를 Tableau제공하지않았습니다.

모든침상과모든시간에대한전체행렬을만들기위해새데이터집합두개를만듭니다.
한배열은단순히침상의목록(A, B, C, D)이고다른배열은시간의배열(1, 2, 3, …, 23, 24)입
니다.한데이터집합의모든행과다른데이터집합의모든행을조인하는교차조인을수행
하면침상과시간의모든가능한조합을얻을수있습니다.

Beds.xlsx데이터집합은다
음과같습니다.

Hours.xlsx데이터집합은다
음과같습니다.

교차조인결과는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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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Patient Beds(환자 침상)정보를가져오고특정환자가있는지여부로각침상-
시간조합에레이블을지정합니다.각침상-시간에대한행과환자가침상에있는지여부,환
자번호및시작/종료시간이있는데이터집합을준비했습니다. Null값은침상이점유되지
않았음을나타냅니다.

이구조의데이터를사용하면다음과같은분석을수행할수있으며,점유되지않은침상을
환자침상만큼쉽게조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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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재구성

Tableau Prep을사용하여이러한목적을달성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두부분으로흐
름을작성합니다.먼저 Bed Hours(침상시간)행렬을작성하고이행렬을 Patient Beds(환자
침상)데이터와결합합니다.따라할 Excel파일 3개(Beds.xlsx,Hours.xlsx및 Patient
Beds.xlsx)를모두다운로드합니다.

Bed Hour(침상 시간 )행렬

먼저 Beds.xlsx파일에연결합니다.

1. Tableau Prep을엽니다.

2. 시작화면에서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3. 연결 패널에서 Microsoft Excel을클릭합니다.Beds.xlsx를저장한위치로이동하
고열기를클릭합니다.

4. Beds시트가자동으로흐름 패널에열려야합니다.

팁 :데이터연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연결페이지77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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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필드를만들기위해 Hours(시간)데이터집합에서교차조인을수행할수있습니
다.단순히값이 1인계산을추가합니다.

5. 흐름 패널에서 Beds를선택하고제안된정리 단계를클릭합니다.

6. 앞서추가한정리 단계와함께프로필 패널이나타납니다.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
들기를클릭합니다.

7. 필드명을 Cross Join(교차 조인)으로지정하고값으로 1을입력합니다.

8. 데이터 그리드가업데이트되어데이터의현재상태를표시합니다.

이제 Hours(시간)데이터집합에서이프로세스를반복합니다.

방향에 대한 클릭

9. 연결 패널에서연결추가 단추를클릭하여다른데이터연결을추가합니다.

10. Microsoft Excel을선택한다음 Hours.xlsx파일을선택하고열기를클릭합니다.

11. 흐름 패널에서 Hours(시간)를선택하고제안된정리 단계를클릭하여흐름에추가
합니다.

12. 프로필 패널의툴바에서 Cross Join(교차 조인)이라는계산된필드를만들고값으
로 1을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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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두데이터집합에공유필드인 Cross Join(교차 조인)이있으므로서로조인할수있
습니다.

13. 정리 2를정리 1위로끌고조인 옵션위에놓아두정리단계를조인합니다.

14. 아래의조인 프로필에서조인구성이자동으로채워집니다.

l 두필드의이름을모두 Cross Join(교차 조인)으로지정했으므로 Tableau
Prep이자동으로필드를공유필드로식별하고적절한적용된 조인 절을만듭
니다.

l 기본조인 유형은 Inner이며,원하는유형입니다.

l 데이터 그리드에서볼수있는것처럼,이조인은 Beds(침상)의모든행과
Hours(시간)의모든행을일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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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인절

B.조인유형

C.데이터그리드결과

팁 :조인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더이상 Cross Join(교차 조인)필드가필요하지않으며제거할수있습니다.

15. 흐름 패널에서조인 1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 추가

를선택합니다.

16. Cross Join-1(교차 조인-1)및 Cross Join(교차 조인)필드를선택한다음필드 제
거를클릭합니다.

17. 정리 3레이블을두번클릭하고단계이름을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로변
경합니다.

이제모든침상과모든시간을포함하는 Bed Hour Matrix(침상시간행렬)데이터집합을준
비했으며데이터집합작성의첫번째부분을완료했습니다.

환자 침상 사용률

두번째부분은환자침상사용률을가져오는것입니다.시작하려면데이터에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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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 패널에서연결추가 단추를클릭하여다른데이터연결을추가합니다.

2. Microsoft Excel을선택한다음 Patient Beds.xlsx파일을선택하고열기를클릭합
니다.

3. 흐름 패널에서 Patient Beds(환자침상)를선택하고제안된정리 단계를클릭하여
흐름에추가합니다.

Bed Hour Matrix(침상시간행렬)파일은시간에기반하지만 Patient Beds(환자침상)는실
제시간에기반하므로 Patient Beds(환자침상)시작및종료시간에서시간을가져와야합
니다.또한종료시간의경우환자가하루가끝날때(자정, 24시)여전히침상에있는경우데
이터집합에종료시간이없는경우에도해당침대가점유되었다고나타내고싶습니다.이
새로운단계에계산된필드를추가합니다.

4. 툴바에서계산된 필드 만들기를클릭합니다.

5. 필드명을 Start Hour(시작 시간)로지정합니다.계산으로 DATEPART('hour',

[Start Time])를입력합니다.

이계산은시작시간에서시간을가져옵니다.즉, "1/1/18 9:35 AM"은 "9"가됩니다.

6. End Hour(종료 시간)라는또다른계산된필드를만듭니다.계산으로 IFNULL

(DATEPART('hour',[End Time]), 24)를입력합니다.

DATEPART부분은종료시간의시간을가져옵니다. IFNULL부분은모든누락된종
료시간에종료시간 24(자정)를할당합니다.

이제환자침상사용률을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에조인할준비가되었습니다.
이조인은지금까지한것보다다소복잡한조인입니다. Inner조인은두데이터집합에모두
존재하는값만반환합니다.침상에환자가있는지여부와관계없이모든침상-시간슬롯을
유지해야하므로 Left조인을수행합니다.이렇게하면많은 Null이발생하지만정상입니다.

또한침상-시간슬롯이하나이상의환자에의해점유된때와일치시켜야합니다.따라서침
상을점유한환자와일치시킬뿐만아니라시간도고려해야합니다. Bed Hour Matrix(침상
시간행렬)데이터집합에는 Hour(시간)필드만있고 Patient Beds(환자 침상)데이터집
합에는 Start Hour(시작 시간)와 End Hour(종료 시간)가있습니다.환자가지정된침상-
시간슬롯에할당되어야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몇가지기본적인논리를사용합니

다.환자의시작시간이침상-시간슬롯보다작거나같고(<=) AND환자의종료시간이
침상-시간슬롯보다크거나같은(>=)경우환자가침상에있다고간주합니다 .

따라서이두데이터집합을적절히일치시키려면조인절 3개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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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리 3단계와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단계를조인합니다.

10. 적용된 조인 절 영역에서기본값은 Hour(시간) =End Hour(종료 시간)입니다.조인
절을클릭하여연산자를 "="에서 "<="로변경합니다.

11. 적용된 조인 절 영역의오른쪽위에서더하기 단추를클릭하여또다른조인절을

추가합니다.조인을 Hour(시간) >= Start Hour(시작 시간)으로설정합니다.

12. Bed(침상) = Hospital Bed(병원 침상)에대한세번째조인절을추가합니다.

13. 조인 유형 섹션에서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옆에있는그래픽영역의음
영이없는부분을클릭하고조인유형을 Left조인으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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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신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를정리 3에끌어놓으면 Left조인대
신 Right조인을사용하여원하는결과를얻을수있습니다.단계를끌어놓는순서는
조인방향과관련이있습니다.조인절도역순이되므로,시간을비교하는올바른논
리를유지해야합니다.

이제데이터가조인되었지만조인에서몇가지정보를정리하여필드를간소화해야합니

다.더이상 Start Hour(시작 시간)와 End Hour(종료 시간)가필요하지않습니다.
Hospital Bed(병원 침상)와 Bed(침상)도중복됩니다.최종적으로, Patient(환자)필드의
Null값은실제로침상이점유되지않았음을의미합니다.

14. 조인된데이터를간소화할수있도록흐름 패널에서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15. Ctrl+클릭(Mac의경우 Command+클릭)하여 End Hour(종료 시간), Start Hour(시
작 시간)및 Hospital Bed(병원 침상)필드를다중선택한다음툴바에서필드 제거
를클릭합니다.

16. Patient(환자)필드프로필카드에서 Null값을두번클릭하고 Unoccupied(비점유)
를입력합니다.

이제데이터구조에모든침상-시간에대한행이있습니다.해당시간동안침상에환자가
있다면환자정보도있습니다.남은작업은출력단계를추가하고데이터집합자체를생성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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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흐름 패널에서정리 4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출력 추가를선택

합니다.

18. 출력 패널에서출력 유형을 .csv로변경한다음찾아보기를클릭합니다.

19. 이름으로 Bed Hour Patient Matrix(침상 시간 환자 행렬)를입력하고원하는위치
를선택한다음적용을클릭하여저장합니다.

20. 패널맨아래에서흐름 실행 단추를클릭하여출력을생성합니다.상태대화상자에서
완료를클릭하여대화상자를닫습니다.

팁 :출력및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참조하
십시오.

최종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Tableau Desktop의 분석

이자습서를계속하기전에 Tableau Desktop을설치하려면무료평가판을다운로드할수있
습니다.

이제원하는구조의데이터집합이있으므로원래데이터를사용하는것보다심층적인분석

을수행할수있습니다.

1. Tableau Desktop을엽니다.연결 패널에서텍스트 파일을선택하고 Bed Hour
Patient Matrix.csv파일로이동한다음열기를클릭합니다.

2. 데이터 원본 탭에서기본적으로캔버스에데이터가나타나야합니다.시트 1을클릭
합니다.

3. 데이터 패널에서측정값과차원을구분하는선위로 Hour(시간)를끌어와불연속형
차원으로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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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ed(침상)를행 선반으로끌고 Hour(시간)를열 선반으로끌어놓습니다.

5. Patient(환자)를색상 선반으로끕니다.

서식지정은선택사항이지만가독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수있습니다.

6. 색상 선반을클릭하고색상 편집을선택합니다.

7. 왼쪽에있는영역에서 Unoccupied(비점유)를선택합니다.오른쪽에있는드롭다운
에서시애틀의 회색 색상표를선택합니다.

8. 네번째가장밝은회색을선택하고확인을클릭합니다.

9. 색상 선반을다시클릭한다음테두리 드롭다운을클릭합니다.맨오른쪽에서두번
째회색옵션을선택합니다.

10. 툴바의크기드롭다운에서표준을너비 맞추기로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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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식 메뉴를클릭한다음테두리를클릭합니다.

12. 행 구분선에서패널드롭다운을클릭하고매우밝은회색을선택합니다.

13. 수준 슬라이더를두번째눈금까지조정합니다.

14. 열 구분선에대해이과정을반복합니다.패널 색상을밝은회색으로설정하고수준
을두번째눈금으로설정합니다.

15. 맨아래에서시트탭을두번클릭하고시트이름을 Bed Use by Hour(시간별 침상
사용률)로변경합니다.

이뷰를사용하여지정된침상이점유되었거나비어있는때를빠르게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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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더나아가각침상이점유되지않은시간을계산할수있습니다.

16. 맨아래에서새시트탭 아이콘을클릭하여빈시트를엽니다.

17. Patient(환자)를행으로끌어옵니다.

18. Hour(시간)를열로끌어옵니다. Hour(시간)알약모양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
하여메뉴를엽니다.측정값 > 카운트를선택합니다.

19. Patient(환자)필드의또다른복사본을데이터 패널에서색상 선반으로끌어옵니
다.

20. 축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축 편집을선택합니다.제목을 Hours(시간)로
변경하고대화상자를닫습니다.

21. 시트탭이름을 Bed Hours by Patient(환자별 침상 시간)로변경합니다.

이뷰를사용하면비점유침상의시간이얼마인지확인할수있으며이정보는원래데이터

집합에서얻을수없는것입니다.어떤다른차트나대시보드를만들수있을까요? 데이터
가올바른구조가되었으니이제시도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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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및 리소스

Tableau Prep을사용하여데이터구조를작성하려면다음과같은작업을수행해야합니다.

1. 분석할각특성에대한데이터집합을작성합니다.이경우 Beds(침상)와 Hours(시
간)입니다.

2. 이러한데이터집합을교차조인하여침상과시간의모든가능한조합이있는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를만듭니다.

3. Bed Hour Matrix(침상 시간 행렬)와 Patient Bed(환자 침상)데이터를조인합니다.
이조인에서모든침상-시간슬롯이유지되며조인절이환자침상데이터와침상-시
간슬롯을적절히일치시키는지확인합니다.

여기에서는다음과같은계산을사용하여조인에사용할필드를만들었습니다.원래날짜/
시간필드에서두번째및세번째시간정보를가져옵니다.

l Cross Join(교차 조인) = 1

l 이계산은단순히모든행에 1의값을할당합니다.

l Start Hour(시작 시간) = DATEPART('hour',[Start Time])

l 이계산은시작시간에서시간을가져옵니다.즉, "1/1/18 9:35 AM"은 "9"가됩니
다.

l End Hour(종료 시간) = IFNULL(DATEPART('hour',[End Time]), 24)

l Start Time(시작 시간)에서했던것처럼 DATEPART('hour',[End Time])

을사용합니다.이계산은종료시간에서시간을가져옵니다.즉, "1/1/18 4:34
PM"은 "4"가됩니다.

l 하지만여전히점유되고있는(종료시간이없는)환자침상을빈상태가아니라
사용중으로표시하고싶습니다.이렇게하기위해 IFNULL함수를사용하여모

든누락된종료시간에종료시간 24(자정)를할당합니다.첫번째인수
DATEPART('hour',[End Time])이 Null이면계산은 "24"를대신반환합니
다.

참고 :작업을확인하고싶으십니까? Tableau Prep패키지흐름파일(Hospital
Beds.tflx)및 Tableau Desktop패키지통합문서파일(Hospital Beds.twbx)을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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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추가교육이필요하십니까? Tableau Prep에대한새로운교육비디오를확
인하거나대면교육 과정에참여하십시오.여기서다룬기능에대해궁금한점이있
으신가요? Tableau Prep온라인도움말에서다른주제를확인해보십시오.추가리소
스를찾으십니까?Master Tableau Prep with this list of learning resources(이학습자
료목록으로 Tableau Prep마스터)블로그게시물은귀하를위한것입니다.

Tableau Prep으로 두 번째 날짜 구하기
분석에서공통적으로필요한사항은두번째 이벤트가발생한날짜를결정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고객이두번째구매를한날짜즉,반복고객이된날짜나운전자가두번째교통
위반을한날짜를결정해야하는경우가많습니다.첫번째이벤트의날짜를구하는것은쉽
습니다.단순히가장이른날짜를구하면됩니다.하지만두번째날짜를구하는것은다소
까다롭습니다.

두부분으로구성된이자습서에서는교통위반데이터를변형하고다음과같은질문에답

합니다.

1. 각운전자에대한첫번째위반과두번째위반사이의간격(일)은얼마입니까?

2. 첫번째위반과두번째위반에대한벌금을비교합니다.상관관계가있습니까?

3. 가장많은벌금을낸운전자는누구입니까?가장적은벌금을낸운전자는누구입니
까?

4. 위반유형이여러개인운전자는몇명입니까?

5. 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운전자의평균벌금액수는얼마입니까?

첫번째단계에서는데이터를분석할수있도록 Tableau Prep Builder를사용하여재구성합
니다.두번째단계인 Tableau Desktop에서 두 번째 날짜를 사용하여 분석페이지451
에서는 Tableau Desktop에서분석을수행합니다.

이자습서의목표는생활속시나리오의관점에서다양한개념을제안하고옵션을살펴보

는것입니다.따라서,어떤옵션이최선인지에대해서는다루지않습니다.이자습서를끝내
면 Tableau Prep의다양한특성과 Tableau Desktop의계산에대해더잘알게되며데이터
구조가계산및분석에미치는영향을더잘이해하게됩니다.

참고 :이자습서의작업을완료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브라우저를통하거나설
치된버전)가필요하며선택적으로 Tableau Desktop을설치하고데이터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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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합니다.두번째부분의경우 Tableau Desktop도설치해야합니다.

데이터집합은 Traffic Violations.xlsx입니다.이파일을 [내 Tableau Prep리포지토리] > 
[데이터원본]폴더에저장하는것이좋습니다.

이자습서를계속하기전에 Tableau Prep Builder및 Tableau Desktop을설치하려면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또는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무료평가판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데이터

이예제의경우교통위반데이터를조사합니다.각위반은행을구성합니다.운전자,날짜,
위반유형,운전자가교통안전교육에참석하도록요구받았는지여부및벌금액수가기록
됩니다.

바람직한 데이터 구조

데이터는현재각위반이행이되도록구성되어있습니다.여러위반을한운전자는여러행
에나타나고어느것이첫번째위반또는두번째위반인지알수있는쉬운방법이없습니다.

반복적인위반자를조사하기위해첫번째위반날짜와두번째위반날짜를구분하는데이

터집합과각위반과관련된정보가필요하지만행은운전자별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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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재구성

Tableau Prep을사용하여이러한목적을달성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먼저첫번째위
반날짜를가져오고두번째날짜를가져온다음원하는대로최종적인데이터집합을변형

하여단계별로흐름을구축할것입니다.따라할 Excel파일(Traffic Violations.xlsx)을다운로
드했는지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위반 날짜에 대한 초기 집계

먼저 Traffic Violations.xlsx파일에연결합니다.

1. Tableau Prep Builder를엽니다.

2. 시작화면에서데이터에 연결을클릭합니다.

3. 연결 패널에서 Microsoft Excel을클릭합니다. Traffic Violations.xlsx를저장한위
치로이동하고열기를클릭합니다.

4. Infractions시트가자동으로흐름 패널에열려야합니다.

데이터연결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에 연결페이지77을참조하십시오.

다음으로,운전자별로첫번째위반날짜를식별해야합니다.이를위해집계 단계를사용
할것입니다.Driver ID(운전자 ID)와 Minimum Infraction Date(최소 위반 날짜)로구성
된작은데이터집합을만듭니다.

Tableau Prep에서집계단계를사용할때행을구성하는필드로정의되어야하는모든필드
는그룹화된 필드입니다. (이경우 Driver ID(운전자 ID)입니다.)그룹화된필드수준에서
집계되고표시되는모든필드는집계된 필드입니다. (이경우 Infraction Date(위반 날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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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흐름 패널에서 Infractions(위반)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집계

를선택합니다.

6. Driver ID(운전자 ID)를끌어그룹화된 필드 영역에놓습니다.

7.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끌어집계된 필드 영역에놓습니다.기본집계는 CNT
(카운트)입니다.CNT를클릭하고집계를최소값으로변경합니다.

이렇게하면가장작은(가장이른)날짜즉,운전자별로첫번째위반날짜가식별됩니
다.

집계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를참조하십시오.

8. 흐름패널에서집계 1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집계의출력을정

리할수있도록정리 단계를선택합니다.

9. 프로필 패널에서필드명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두번클릭하고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로변경합니다.

이단계에서흐름및프로필패널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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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리단계의프로필패널에서이제데이터가 39개행과 2개필드만으로구성된다는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그룹화또는집계에사용되지않는모든필드는손실됩니다.하지만원
래정보중일부를유지하고싶습니다.세부수준을변경해야하거나필드를집계해야하지
만이러한필드를그룹화또는집계에추가하거나이미니데이터집합을원래데이터집합

에다시조인하여원래데이터에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에대한새열을
추가합니다.이제조인을수행하겠습니다.

10. 흐름패널에서 Infractions(위반)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합니다.

위반단계와집계단계사이의선이아니라위반단계위로직접마우스오버해야합니

다.분기가아닌둘사이에새정리단계가삽입된경우도구모음의실행취소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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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사용하고다시시도하십시오.메뉴에삽입이아닌추가가표시되어야합니다.

그러면모든원래데이터가있는흐름으로분기됩니다.이제집계결과를이전체데이터복
사본에조인하겠습니다.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조인하여집계의최소날짜를원
래데이터에추가합니다.

11. 정리 2단계를선택하고정리 1단계위로끈다음조인 위에놓습니다.

12. 기본조인구성이정확해야합니다.즉,Driver ID(운전자 ID) = Driver ID(운전자 ID)
에대한 Inner조인이어야합니다.

조인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조인페이지308을참조하십시오.

조인절에있는필드와같은일부필드가조인중에중복될수있으므로일반적으로조인을

수행한후불필요한필드를정리하는것이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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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흐름패널에서조인 1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

택합니다.

14. 프로필패널에서 Driver ID-1(운전자 ID-1)카드를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
(MacOS의경우 Ctrl-클릭)하고제거를선택합니다.

15. 필드순서를변경하려면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카드를 Driver ID
(운전자 ID)와 Infraction Date(위반 날짜)사이의검은색선이나타나는위치로끌
어옵니다.

이단계에서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아래데이터그리드를살펴보면결합된새데이터집합을확인할수있습니다.데이터집합
의각행에각운전자의최소(첫번째)위반날짜가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반 날짜에 대한 두 번째 집계

두번째위반날짜도결정해야합니다.이작업을수행하기위해위반날짜가최소값과같은
모든행을필터링하여첫번째날짜를제거하려고합니다.그런다음또다른집계단계를사
용하여나머지데이터에서최소값을구할수있습니다.이렇게하면두번째위반날짜가구
해지며쉽게구분할수있도록이름을변경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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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나중에흐름에서현재정리 3에있는데이터를그대로사용하고싶기때문에두
번째위반날짜를구하기위해또다른정리 단계를추가합니다.이렇게하면나중에
사용가능한정리 3의현재데이터상태가유지됩니다.

16. 흐름패널에서정리 3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

합니다.

17. 프로필패널의툴바에서필터 값을선택합니다. [Infraction Date] != [1st

Infraction Date]필터를만듭니다.

18.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필드를제거합니다.

19. 흐름패널에서정리 4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집계를선택합니

다.

20. Driver ID(운전자 ID)를끌어그룹화된 필드 영역에놓습니다.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끌어집계된 필드 영역에놓은다음집계를 Minimum(최소값)으로변경합니
다.

21. 흐름패널에서집계 2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

합니다.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 2nd Infraction Date(두 번째 위반 날짜)로이
름을바꿉니다.

이단계에서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이제각운전자의두번째위반날짜를식별했습니다.각위반과연관된다른모든정보(유형,
벌금,교통안전교육)를가져오기위해이단계를다시전체데이터집합과조인해야합니다.

22. 정리 5를선택하고정리 3위로끈다음조인 위에놓습니다.

23. 이번에도기본조인구성이정확해야합니다.즉,Driver ID(운전자 ID) = Driver ID
(운전자 ID)에대한 Inner조인이어야합니다.

24. 흐름 패널에서조인 2를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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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더이상필요하지않은 Driver ID-1(운전자 ID-1)및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필드를삭제합니다.

이단계에서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첫 번째 및 두 번째 위반에 대한 전체 데이터 집합 만들기

더진행하기전에,잠시시간을내어우리가가지고있는모든정보와그것들을어떻게결합
할것인지에대해생각해보겠습니다.우리가원하는최종상태는 Driver ID(운전자 ID)에
대한열과첫번째및두번째위반에대한날짜,유형,교통안전교육및벌금액수에대한
열이있는다음과같은모양의데이터집합입니다.

이목표를달성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

정리 3단계에는각운전자에대한첫번째위반날짜를반복하는열이있는완전한데이터
집합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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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대해첫번째위반이아닌모든행을제거하여첫번째위반만있는데이터집합을

구성하고싶습니다.다시말해지정된운전자에대해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
짜) = Infraction Date(위반 날짜)인정보만유지하고싶습니다.첫번째위반행만유지하도
록필터링한후 Infraction Date(위반 날짜)필드를제거하고필드명을정리할수있습니다.

마찬가지로,두번째집계및조인후에두번째위반날짜에대한열이있는완전한데이터집
합을가지고있습니다.

유사한필터 2nd Infraction Date(두 번째 위반 날짜) =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실
행하여각운전자의두번째위반에대한정보행만유지할수있습니다.이번에도중복되는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제거하고필드명을정리할수있습니다.

첫번째위반데이터집합부터시작합니다.

25. 흐름패널에서정리 3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

합니다.

위의 10단계에서와같이새정리단계에대한분기를추가하고정리 3과정리 4사이에
삽입하지않습니다.

26. 이새로운정리 단계가선택된상태로프로필 패널에서툴바의필터 값을클릭합니
다. [1st Infraction Date] = [Infraction Date]필터를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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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nfraction Date(위반 날짜)필드를제거합니다.

28. Infraction Type(위반 유형),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및 Fine Amount(벌
금 액수)필드명을 "1st"로시작하도록변경합니다.

29. 흐름 패널의단계아래에서정리 7을두번클릭하고이름을 Robust 1st(분명한 첫
번째)로변경합니다.

이제두번째위반데이터집합의차례입니다.

30. 흐름패널에서마지막조인뒤에있는정리 6을선택합니다.

31. 툴바에서필터 값을클릭합니다. [2nd Infraction Date] = [Infraction

Date]필터를만듭니다.

32. Infraction Date(위반 날짜)필드를제거합니다.

33. Infraction Type(위반 유형),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및 Fine Amount(벌
금 액수)필드명을 "2nd"로시작하도록변경합니다.

34. 흐름패널의단계아래에서정리 6을두번클릭하고이름을 Robust 2nd(분명한 두
번째)로변경합니다.

이단계에서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완전한 데이터 집합 만들기

이제운전자별로첫번째및두번째위반에대한완전한정보가있는두개의정리된데이터

집합이있으며,이두데이터집합을 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다시조인하여원하
는데이터구조를구성합니다.

35. Robust 2nd(분명한 두 번째)를선택하고 Robust 1st(분명한 첫 번째)위로끌어
온다음조인 위에놓습니다.

36. 기본조인구성이 Driver ID(운전자 ID) = Driver ID(운전자 ID)로정확해야합니다.

37. 두번째위반이없는운전자를삭제하고싶지않기때문에이조인을 Left조인으로만
들어야합니다.조인 유형 영역에서다이어그램의 Robust 1st(분명한 첫 번째)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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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있는음영이없는영역을클릭하여 Left조인으로바꿉니다.

38. 흐름패널에서조인 3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정리 단계를선택

합니다.중복되는 Driver ID-1(운전자 ID-1)필드를제거합니다.

데이터가원하는상태가되었으므로출력을만들고분석을진행할수있습니다.

39. 흐름패널에서새로추가한정리 6을선택하고더하기 아이콘을클릭한다음출력

추가를선택합니다.

40. 출력 패널에서출력 유형을 .csv로변경한다음찾아보기를클릭합니다.이름으로
Driver Infractions(운전자 위반 수)를입력하고원하는위치를선택한다음적용을
클릭하여저장합니다.

41. 패널맨아래에서흐름 실행 단추를클릭하여출력을생성합니다.상태대화상자

에서완료를클릭하여대화상자를닫습니다.

팁 :출력및흐름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작업 저장 및 공유페이지331를참조하
십시오.

최종흐름은다음과같이표시됩니다 .

참고 :완성된흐름파일(Driver Infractions.tflx)을다운로드하여작업을확인할수있습
니다.

복습

이자습서의첫번째단계에서목표는원래데이터집합을가져와첫번째및두번째위반날

짜와관련된분석을할수있도록준비하는것이었습니다.이프로세스세단계로구성됩니
다. 

첫번째및두번째위반날짜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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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river ID(운전자 ID)와최소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유지하는집계를만듭니
다.이집계를원래데이터집합과조인하여매행마다첫번째(최소)위반날짜가반
복되는 "중간데이터집합"을만듭니다.

2. 새단계에서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가 Infraction Date(위반 날짜)
와같은모든행을필터링합니다.필터링된데이터집합에서 Driver ID(운전자 ID)와
최소 Infraction Date(위반 날짜)를유지하는집계를만듭니다.이집계를첫번째단
계의중간데이터집합과조인합니다.이렇게하면두번째위반날짜가식별됩니다.

첫번째및두번째위반에대한정리된데이터집합을작성합니다.

3. 뒤로돌아가중간데이터집합에서분기를만들고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가 Infraction Date(위반 날짜)와같은행만유지되도록필터링합니다.이렇게
하면첫번째위반에대한데이터집합이작성됩니다.불필요한필드를제거하여데
이터집합을정리하고 Driver ID(운전자 ID)를제외한모든필요한필드의이름을바
꿔첫번째위반에대한것임을나타냅니다.이것이 Robust 1st(분명한 첫 번째)데
이터집합입니다.

4. 두번째위반날짜에대한데이터집합을정리합니다. 2nd Infraction Date(두 번째
위반 날짜)가 Infraction Date(위반 날짜)와같은행만유지하도록필터링하여 2단
계의조인결과를정리합니다.불필요한필드를제거하고 Driver ID(운전자 ID)를제
외한모든필요한필드의이름을바꿔두번째위반에대한것임을나타냅니다.이것
이 Robust 2nd(분명한 두 번째)데이터집합입니다.

첫번째와두번째위반데이터를단일데이터집합으로결합합니다.

5. Robust 1st(분명한 첫 번째)및 Robust 2nd(분명한 두 번째)데이터집합을조인
합니다.두번째위반이없는운전자가손실되지않도록 Robust 1st(분명한 첫 번
째)의모든레코드가유지되는지확인합니다.

다음으로,이데이터를 Tableau Desktop에서어떻게분석할수있는지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Tableau Desktop에서 두 번째 날짜를 사용하여 분석 옆
페이지을 진행합니다 .

참고 :이자습서의초기영감을제공한 Workout Wednesday주제 DoCustomers
SpendMore on Their First or Second Purchase?(고객이첫번째또는두번째구매
에서더많은소비를합니까?)의 Ann Jackson과 Tableau Prep팁 Returning the First
and Second Purchase Dates(첫번째및두번째구매날짜반환)의 Andy Kriebe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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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특별한감사를전합니다.이러한링크를클릭하면 Tableau웹사이트외부로이동
합니다. Tableau는외부공급자에의해유지관리되는페이지가정확하며최신상태인
지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콘텐츠와관련된질문이있는경우해당소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Tableau Desktop에서 두 번째 날짜를 사용하
여 분석

이것은자습서의두번째단계이며첫번째단계인 Tableau Prep으로 두 번째 날짜 구하기
페이지438를완료했다고가정합니다.

첫번째단계에서원래데이터집합을가져와다음과같은질문에답할수있도록변형했습

니다.

1. 각운전자에대한첫번째위반과두번째위반사이의간격(일)은얼마입니까?

2. 첫번째위반과두번째위반에대한벌금을비교합니다.상관관계가있습니까?

3. 가장많은벌금을낸운전자는누구입니까?가장적은벌금을낸운전자는누구입니
까?

4. 위반유형이여러개인운전자는몇명입니까?

5. 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운전자의평균벌금액수는얼마입니까?

이제이러한질문을살펴보면앞서만든첫번째데이터구조에몇가지장점과단점이있다

는것이명확해집니다.다시 Tableau Prep Builder로돌아가추가적인몇가지변형을다시수
행한다음 Tableau Desktop에서동일한분석에미치는영향을확인할것입니다.마지막으로,
원래데이터와세부수준(LOD)식을사용하여분석에 Tableau Desktop만사용하는접근방
식을살펴볼것입니다.

이자습서의목표는생활속시나리오의관점에서다양한개념을제안하고옵션을살펴보는

것입니다.따라서,어떤옵션이최선인지에대해서는다루지않습니다.이자습서를끝내면
Tableau Prep의다양한특성과 Tableau Desktop의계산에대해더잘알게되며데이터구조
가계산및분석에미치는영향을더잘이해하게됩니다.

참고 :이자습서의작업을완료하려면 Tableau Prep Builder가필요하며선택적으로
Tableau Desktop을설치하고데이터를다운로드해야합니다.

이자습서를계속하기전에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을설치하려면 Tableau

Tableau Software 451

Tableau Prep도움말

https://help.tableau.com/current/desktopdeploy/ko-kr/desktop_deploy_welcome.htm#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드를참조하십시오.또는 Tableau Prep및
Tableau Desktop무료평가판을다운로드할수있습니다.

데이터집합은첫번째단계에서구축한 Driver Infractions.tflx의출력입니다.

Tableau Desktop의 분석
이제데이터를구성했으므로 Tableau Desktop으로데이터를가져와야합니다.몇가지질
문에는쉽게답할수있지만,다른질문들에는몇개의(또는많은)계산이필요합니다.아래
질문에답해보십시오.막혔을때진행하는방법에대한기본정보를얻으려면각질문을확
장하면됩니다.

참고 :Driver Infractions.twbx통합문서를다운로드하면솔루션을상황에맞게살펴
볼수있습니다.분석을해석하거나답을찾는다른방법이있을수있음을기억하십
시오.

1.각 운전자에 대한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 사이의 간
격(일)은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 DATEDIFF함수를사용합니
다.이함수에는날짜부분,시작날짜및종료날짜의세가지인수가있습니다.우리
가알고싶은것은이벤트사이의기간(일)이므로날짜부분으로 'day'를사용합니다.
시작날짜와종료날짜는데이터집합에서 1st Infraction Date(첫 번째 위반 날짜)
와 2nd Infraction Date(두 번째 위반 날짜)입니다.

B. 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Date], [2nd Infraction Date])

C. 이기간을 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막대차트로그릴수있습니다. 7명의운
전자에게는두번째위반이없기때문에 Null이 7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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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을 비교합니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
금 액수)와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의분산형차트를만듭니다.
Driver ID(운전자 ID)를마크 카드의세부 정보 선반으로가져와각운전자에대한
마크를만들수있습니다.

B. 추세선을추가하기위해왼쪽패널에있는분석 탭을사용하고선형추세선을가져옵
니다.추세선을마우스오버하면 R-제곱값이실제적으로 0이고 p-값이유의값의한계
보다훨씬크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따라서첫번째와두번째벌금액수사이에상
관관계가없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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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에서이분산형차트를사용하려면추세선을제거해야합니다.

3.가장 많은 벌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가장 적은 벌
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더욱심층적인분석을하고싶다면몇가지계산을만들어야합니다.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려면두위반에대한벌금을단일필드
에추가해야합니다.일부운전자에게두번째위반이없을수있으므로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의 Null을 0으로변환하는 0 Null ZN함수를사용해야합
니다.이렇게하지않으면두번째벌금이없는경우 null이발생합니다.

B. 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 = [1st Fine Amount] + ZN([2nd Fin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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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막대차트에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를그
리고정렬할수있습니다.

4.위반 유형이 여러 개인 운전자는 몇 명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첫번째와두번째위반유형이
같은지여부를비교하는 IF 계산을수행해야합니다.같으면값으로 "1"을할당합니
다.같지않으면 "2"를할당합니다.여러위반유형에만관심이있으므로 null인두번째
위반유형과같은다른결과에는 "1"이할당됩니다.

B. 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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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1st Infraction Type]=[2nd Infraction Type] THEN 1

ELSEIF [1st Infraction Type]!= [2nd Infraction Type] THEN 2

ELSE 1 END

C. 그런다음 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막대차트에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를그리고정렬할수있습니다.

5.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의 평균 벌금 액
수는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총벌금액수를단순히 2로나
눠서는안되며,그이유는일부운전자에게위반이하나만있기때문입니다.또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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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평균은불일치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운전자당평균벌금액수를계산하고이

값의평균을구할수도없습니다.이렇게하는대신,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
운전자가납부한총벌금액수를계산한다음해당벌금과관련된총위반수로나눠야

합니다.

1. 먼저각운전자에게두번째위반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두번째위반이없
으면모든 "2nd(두번째)"필드의정보가 Null이라는사실을활용하여계산을작
성할수있습니다.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이계산은위반유형이존재하는경우해당유형을반환하고,그렇지않고두번
째위반이없으면 "no"를반환합니다.

2. 다음으로,이정보를위반수(1또는 2)로변환해야합니다. IFNULL 계산의결
과가 "no"이면운전자가벌금을한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다른모든
결과는벌금을두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IF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 'no' THEN 1

ELSE 2

END

3. 이제총벌금액수를고려해야합니다.위의질문 3과유사하게두번째벌금에
ZN함수를사용하여첫번째와두번째벌금액수를더합니다.하지만이계산은
전체데이터집합수준에서수행되어야하므로계산자체에집계,즉 SUM을지
정하는것이가장좋습니다.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SUM([1st Fine Amount]) + SUM( ZN([2nd Fine Amount]) )

4. 이모든것을하나로모으기위해총벌금액수를구하고새로운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계산된필드로나누어평균벌금액수를결정합니다.

Average Fine(평균 벌금) = ( SUM([1st Fine Amount]) + SUM( ZN

([2nd Fine Amount]) ) ) / SUM([Number of Infractions])

B. 또한교통안전교육을받은운전자를필터링해야하지만해당정보도두필드에저장
되어있습니다.

1. Tableau는수치계산에매우효율적입니다.따라서가능한성능을높이기위해
이정보를수치로풀어내야합니다.두필드를결합하기위해각필드에대해
"Yes = 1"및 "No = 0"(두번째위반이없는운전자에대한 Null도 0이어야함)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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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계산을만듭니다.이러한계산의결과를합하면총값이 0인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것이고 1또는 2값은운전자가교통안전교
육을받은횟수를나타냅니다.이제이값이 0인운전자만남도록필터링할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IF대신 CASE 문을사용합니다.두문은매우유사한기능을하지만
구문이다릅니다.계산시작은다음과같습니다.

CASE [1st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ELSE 0

END

3. 2nd Traffic School(두번째교통안전교육)에대해서도같은작업을수행합니
다.각 Case문을괄호로묶고사이에더하기를추가하여두문을한계산에추
가할수있습니다.줄바꿈몇개를제거하면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 =

(CASE [1st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

(CASE [2nd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4.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를데이
터 패널(선위)의차원영역에끌어놓으면 0~2값이불연속형이됩니다.

5. 이제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를
기준으로필터링하는경우 0을선택하는것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
는운전자를얻을수있습니다.

C. 원래질문에답하기위해 Average Fine(평균 벌금)을마크 카드의텍스트 선반에
끌어놓습니다.

계산에집계를작성했기때문에알약모양집계는 AGG이며변경할수없습니다.이
는예상된동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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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피벗된 데이터
지금까지작업한데이터는첫번째와두번째위반과관련된질문에답할수있도록잘구조

화되어있지만 Tableau Desktop에서사용할수있도록권장되는표준구조는아닙니다.분석
이위반날짜와관련된기본적인질문에서멀어질수록관련정보를사용가능한형태로결합

하기위해계산이더욱복잡해집니다.

일반적으로데이터가동일한데이터유형(예:날짜에대한두열,벌금액수에대한두열등)
에대한여러열에저장되어있고필드명(예:첫번째위반인지또는두번째위반인지여부)
에고유한정보가저장되어있는경우데이터를피벗해야한다는의미입니다.

Tableau Prep Builder에서다중피벗을수행하면이문제를훌륭하게해결할수있습니다.이
전자습서 Tableau Prep으로 두 번째 날짜 구하기페이지438에서만든 Driver Infraction
(운전자 위반) Tableau Prep흐름의끝부터작업할수있습니다.

팁 : 다음단계를위해 Tableau Prep으로돌아왔는지확인하십시오.

1. 마지막정리단계에서모든중복필드를기준으로피벗하는피벗 단계를추가합니다.

피벗된 필드 영역의오른쪽위에있는더하기 아이콘을사용하여더많은피벗 값

을추가합니다. 1st/2nd Fine Amounts(첫번째/두번째벌금액수)같은각필드집합은
함께피벗되어야합니다.

피벗에대한자세한내용은데이터 정리 및 변형페이지211을참조하십시오.

2. 피벗필드영역의 Pivot1이름 열아래에서각값을두번클릭하고이름을 1st(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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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및 2nd(두번째)로바꿉니다.

Null날짜를제거하고필드이름을변경한다음순서를재정리하여결과를간소화할수있습
니다.

3. 피벗다음에정리단계를추가합니다. Infraction Date(위반 날짜)열에서 Null표시
줄을마우스오른쪽단추로클릭하고제외를선택합니다.

4. Pivot1 Names(피벗1이름)필드명을두번클릭하고이름을 Infraction Number(위
반 수)로바꿉니다.

5. 필드를적절히끌어놓아아래와같이순서를다시정렬합니다.

6. 새피벗된데이터에서 Pivoted Driver Infractions(피벗된 운전자 위반 수)라는출
력을만들고 Tableau Desktop으로가져옵니다. (출력 단계를추가한후흐름을실행
하는것을잊지마십시오.)

이제이피벗된데이터구조를사용하여다섯개질문을다시살펴볼수있습니다.막혔을때
진행하는방법에대한기본정보를얻으려면각질문을확장하면됩니다.

참고 : 완성된흐름파일 Pivoted Driver Infractions.tflx를다운로드하여작업을확인하
거나,통합문서 Pivoted Driver Infractions.twbx를다운로드하여솔루션을상황에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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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살펴볼수있습니다.분석을해석하거나답을찾는다른방법이있을수있음을기
억하십시오.

1.각 운전자에 대한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 사이의 간
격(일)은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첫번째데이터집합에서했던
것처럼 DATEDIFF 함수를사용합니다.이함수에는시작날짜와종료날짜가필요합
니다.이정보는데이터에존재하지만모두한필드에있습니다.데이터를가져와두
필드로만들어야합니다.

1. 임시계산된필드두개를만듭니다.

첫 번째 위반 날짜 =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Infraction Date] END

두 번째 위반 날짜 = 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Infraction Date] END

2. 각운전자에대해이두값을모두비교할수있게만들고싶기때문에두값을
Driver ID(운전자 ID)수준이되도록수정해야합니다.

참고 : 믿지못하시겠습니까?이두필드를그대로사용하여 DATEDIFF

계산을수행해보십시오.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Date], [2nd

Infraction Date])

Tableau가다음과같은데이터구조에서비교하기때문에모든위치에서
Null결과를얻게됩니다.

여기에서첫번째날짜가무엇인지알수있는행에서는두번째날짜가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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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알수없고,그반대도마찬가지입니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FIXED세부수준식을사용하여첫번째와두번째날짜를 Driver ID(운
전자 ID)와연관시킵니다.

각계산을다음과같이편집합니다.

첫 번째 위반 날짜 =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Infraction Date] END )

}

두 번째 위반 날짜 =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Infraction Date] END )

}

참고 : LOD식에내장된경우원래 IF계산을집계해야합니다.날짜값을
보존하는기본집계를사용할수있습니다.예를들어 SUM, AVG또는
MIN같은집계는작동하지만 CNT또는 CNTD는작동하지않습니다.

참고 : 이러한계산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도만들수있습니다. Prep
의 LOD식에대한자세한내용은세부 수준(LOD),순위 및 분위 계산
만들기페이지259를참조하십시오.

3. 이제다음과같이 DATEDIFF 계산을만들수있습니다.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Date], [2nd Infraction Date])

l 주또는월수준에서살펴보고싶다면날짜부분(현재 'day')을수정하
면됩니다.

l FIXED계산을 DATEDIFF안에직접배치하여전체항목에대한단일계
산을만들수도있습니다. 

DATEDIFF ( 'day',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Infraction Date] E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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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Infraction Date] END ) }

)

4. 열의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과행의 Driver ID(운전자
ID)를도표로그립니다.

결과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2.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을 비교합니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이전질문과매우유사한논리
를사용합니다. Infraction Number(위반 수)를사용하여지정된행이첫번째위반인
지,아니면두번째위반인지를식별한다음그에따라벌금액수를가져옵니다.

1. 수행하려는작업이분산형차트를만드는것이라면 LOD부분을건너뛰고바로
IF 계산을사용할수있습니다.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Fine Amount] END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 = 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Fine Amount] END

2. 하지만한운전자에대해첫번째벌금과두번째벌금간의액수차이를비교하
고확인하고싶다면날짜에서발생한것과동일한 Null문제를만나게됩니다.
FIXED LOD안에이러한계산을넣을수있으므로처음부터그렇게하는것이
좋습니다.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Fine Amount] END )

}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 =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Fine Amount] EN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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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계산은 Tableau Prep Builder에서도만들수있습니다. Prep의 LOD식에
대한자세한내용은세부 수준(LOD),순위 및 분위 계산 만들기페이지259
를참조하십시오.

3. 열의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와행의 2nd Fine Amount(두 번
째 벌금 액수)로분산형차트를만들고이전과같이선형추세선을가져옵니
다.

결과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3.가장 많은 벌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가장 적은 벌
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려면피벗된데이터구조가이상적입
니다.수행해야할일은 Driver ID(운전자 ID)및 Fine Amount(벌금 액수)를막대차
트로가져오는것입니다.기본집계는이미 SUM이므로운전자별로납부한총액이
자동으로그려집니다.

결과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4.위반 유형이 여러 개인 운전자는 몇 명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려면피벗된데이터구조가이상적입
니다.수행해야할일은 Driver ID(운전자 ID)와 Infraction Type(위반 유형)고유 카
운트를막대차트로가져오는것이며,답을바로얻게됩니다.

결과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5.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의 평균 벌금 액
수는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총벌금액수를단순히 2로나
눠서는안되며,그이유는일부운전자에게위반이하나만있기때문입니다.또한평
균의평균은불일치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운전자당평균벌금액수를계산하고이

값의평균을구할수도없습니다.이렇게하는대신,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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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납부한총벌금액수를계산한다음해당벌금과관련된총위반수로나눠야

합니다.

1. 먼저각운전자에게두번째위반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두번째위반이없
으면 2nd Infraction Date(두 번째 위반 날짜)가 Null이라는사실을활용하여
계산을작성할수있습니다.

IFNULL(STR([2nd Infraction Date]), 'no')

이계산은두번째위반이존재하는경우해당날짜를반환하고,그렇지않고두
번째위반이없으면 "no"를반환합니다.

참고 : 이계산의 STR부분은 IFNULL 인수에데이터유형일관성이있어

야하기때문에필요합니다. Null값에대해 "no"문자열을반환하고싶기
때문에날짜도문자열로변환해야합니다.

2. 다음으로,이정보를위반수(1또는 2)로변환해야합니다. IFNULL 계산의결
과가 "no"이면운전자가벌금을한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다른모든
결과는벌금을두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IF IFNULL(STR([2nd Infraction Date]), 'no')= 'no' THEN 1

ELSE 2

END

3. 이제평균벌금액수를고려해야합니다.이미 Fine Amount(벌금 액수)에대한
단일필드가있습니다.수행해야할작업은이필드와새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필드를 SUM안에넣고다음과같이나누는것입니다. 

Average Fine(평균 벌금) = (SUM([Fine Amount]) / SUM([Number of

Infractions])

B. 교통안전교육을받은운전자를필터링해야합니다.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필드를사용하고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 no(아니요)로필터링할수있을
것같지만교통안전교육에참석하지않은운전자가아니라교통안전교육과관련되

지않은위반으로필터링됩니다.운전자가하나의위반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았지
만다른위반으로는받지않은경우두위반모두고려하지않으려합니다.해당운전
자는교통안전교육을받았기때문에질문의매개변수에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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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려는작업은교통안전교육을받은모든운전자를필터링하는것입니다.관련
된위반과상관없이데이터관점에서행의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이 “Yes”
인모든운전자를필터링하려고합니다.상황을추적하는데도움이되도록간단한
뷰를사용하여단계별로계산을작성해보겠습니다.

1. 먼저운전자의 Traffic School(교통안전교육)이 "Yes"인지여부를알고자합니
다.Driver ID(운전자 ID)를행으로끌어오고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을열로끌어옵니다.각운전자에대한관련값을나타내는자리표시자 "Abc"
텍스트가있는텍스트테이블이나타납니다.

2. 다음으로,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값이 "Yes"인지여부를식별하는
계산을작성합니다.계산의첫번째단계는다음과같습니다.

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 = CONTAINS([Traffic
School), 'Yes')

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을마크 카드의색상 선반으
로가져오면 "No"열의모든마크에정확하게 "False"레이블이표시되고 "Yes"
열의모든마크에 "True"레이블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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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실제로필요한것은위반이아닌운전자 수준의이정보입니다.데이터
의기본구조와다른세부수준에서결과를계산하려고할때 LOD식이적합합
니다.다음과같은 FIXED LOD 식을만듭니다.하지만 LOD의집계식부분은
집계상태여야한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이전에는 MIN을사용했지만여기서
도작동할까요? 계산을다음과같이수정합니다. 

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 = { FIXED [Driver ID]

: MIN( CONTAINS([Traffic School], 'Yes'))}

이변경내용을뷰에적용하면원하는것과반대되는결과가나타납니다. "No"가
있는모든운전자가보드에서 "False"로표시됩니다.원하는것은해당운전자의
모든레코드에서 "Yes"를 "True"로변환하는것입니다.여기에서 MIN의역할은
무엇일까요?이함수는사전순으로첫번째응답을선택합니다.즉, "No"를선택
합니다.

4. 이것을 MAX로바꾸면어떻게됩니까?마지막응답을사전순으로가져옵니까? 
계산을다음과같이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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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 = { FIXED [Driver ID]

: MAX ( CONTAINS( [Traffic School], 'Yes') ) }

결과는,운전자의데이터중에 "Yes"가있으면위반에교통안전교육이포함되
지않은경우에도운전자의교통안전교육참석여부가 "True"로표시됩니다.

5. 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을필터 선반에놓고 "False"
만선택하면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운전자만남게됩니다.

C. 필터를적용한상태에서원래질문에답하기위해 Average Fine(평균 벌금)을마크
카드의텍스트 선반에끌어놓습니다.계산에집계를작성했기때문에필드의집계
는 AGG이며변경할수없습니다.이는예상된동작입니다.

결과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피벗된 데이터의 이점

자습서의원래데이터구조를사용하여쉽게답할수있는질문에만답하면되는경우해당

데이터구조를유지할수있습니다.하지만피벗된데이터형식은훨씬유연합니다.몇가지
계산이필요하더라도일단데이터집합을얻게되면더광범위한질문에적합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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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보기 -계산만 사용
Tableau Prep Builder에액세스할수없다면어떻게될까요?원래데이터에서막힌경우전혀
방법이없을까요?전혀그렇지않습니다!

Tableau Desktop및 LOD식은모든분석질문에답할수있습니다.원래 Traffic
Violations.xlsx에연결하면피벗된데이터집합과매우유사합니다.중요한 Infraction
Number(위반 수)필드가없을뿐입니다. LOD식을통해집계단계의결과를흉내낼수있
습니다.

참고 : LOD Driver Infractions.twbx통합문서를다운로드하면솔루션을상황에맞게살
펴볼수있습니다.분석을해석하거나답을찾는다른방법이있을수있음을기억하십
시오.

1.각 운전자에 대한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 사이의 간
격(일)은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 DATEDIFF 함수를다시사용

합니다.이함수에는시작날짜와종료날짜가필요합니다.이정보는데이터에존재하
지만모두한필드에있습니다.데이터를가져와두필드로만들어야합니다.각운전
자에대해이두값을모두비교할수있게만들고싶기때문에두값을 Driver ID(운전
자 ID)수준이되도록수정해야합니다.

1. 첫번째위반날짜를구하기위해다음계산을사용합니다.

1st Infraction(첫 번째 위반) = { FIXED [Driver ID] : MIN ( 

[Infraction Date] ) } 

2. 단계에따라두번째위반날짜를구합니다.

a. 시작하려면첫번째날짜보다큰날짜를찾아야합니다.

IF [Infraction Date] > [1st Infraction] THEN

[Infraction Date] END

b. 하지만이렇게하면첫번째이후의모든 위반을얻게되며필요한것은
두번째위반뿐입니다.따라서이날짜중에가장작은것이필요합니다.
전체를 MIN안에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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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IF [Infraction] : [1st Infraction] THEN

[Infraction Date] END )

c. 또한각운전자에대해두번째위반날짜를다시계산하고싶습니다.여
기서 LOD식이등장합니다.이식을 Driver ID(운전자 ID)수준으로수정
하겠습니다.

2nd Infraction(두 번째 위반) = { FIXED [Driver ID] : MIN ( 

IF [Infraction Date] > [1st Infraction] THEN

[Infraction Date] END ) }

3. 이제 DATEDIFF 계산을만들수있습니다.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2nd Infraction])

결과는다른두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2.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금을 비교합니다.
상관 관계가 있습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이질문의피벗된데이터버전
과유사한논리를사용합니다.질문 1에대해만든 1st Infraction(첫 번째 위반)및
2nd Infraction(두 번째 위반)필드를사용하여지정된행이첫번째위반인지,아니
면두번째위반인지를식별한다음그에따라벌금액수를가져옵니다.

1. 수행하려는작업이분산형차트를만드는것이라면 LOD부분을건너뛰고바
로 IF 계산을사용할수있습니다.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 =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2. 하지만한운전자에대해첫번째벌금과두번째벌금간의액수차이를비교하
고확인하고싶다면첫번째데이터구조에서처럼 Null문제가발생합니다.
FIXED LOD안에이러한계산을넣을수있으므로처음부터그렇게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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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 FIXED [Driver ID] : MIN (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 }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 = {FIXED [Driver ID] : MIN( 

IF [2nd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 }

결과는다른두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3.가장 많은 벌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가장 적은 벌
금을 낸 운전자는 누구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려면먼저 LOD만사용하는방법과관
련된사항을파악해야합니다. Tableau Prep을사용하는두방법모두운전자에대해
첫번째또는두번째위반이아닌레코드를필터링합니다. Tableau Desktop의 LOD방
법은모든레코드를유지합니다.즉,Driver ID(운전자 ID)별로 SUM(Amount Paid)
의비주얼리제이션을만들면 Tableau Desktop만사용하는버전에서는셋이상의위반
이있는운전자에대해더높은금액이표시됩니다.다른방법과일치하는완전한데이
터에서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값을구하려면원래 Fine Amount(벌금 액
수)필드를사용하는대신첫번째데이터구조에서했던것처럼첫번째와두번째벌
금을합해야합니다.

B. 질문 2에서만든필드를사용하여 2가지벌금액수를추가할것입니다.위반이 1건인
운전자에대해 null결과가나오는것을방지하려면 ZN 이필요합니다.계산은다음과
같습니다.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 = [1st Fine Amount] + ZN([2nd Fine

Amount])

결과는다른두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4.위반 유형이 여러 개인 운전자는 몇 명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단순히 Driver ID(운전자 ID)
와 Infraction Type(위반 유형)의고유 카운트를가져와서는안됩니다.이데이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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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는두번째이후의위반도있기때문에일부운전자는세개이상의위반유형을

가질수있습니다.다른모델과결과를일치시키려면범위를첫번째와두번째위반
으로제한해야합니다.

B. 첫번째와두번째위반유형을가져오고 LOD식으로감싸운전자수준으로 FIXED

(고정)한다음 IF 계산을사용하여유형의개수를구합니다.

1. 1st Infraction Type(첫 번째 위반 유형) = { FIXED [Driver ID] : MIN

(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

2. 2nd Infraction Type(두 번째 위반 유형) = { FIXED [Driver ID] :

MIN (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

3.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 =

IF [1st Infraction Type] = [2nd Infraction Type] THEN 1

ELSEIF [1st Infraction Type] != [2nd Infraction Type]

THEN 2

ELSE 1 END

참고 :또한더큰계산에직접초기계산을중첩시켜이러한계산중많은
수를단일필드로만들수있습니다.결합된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IF

{FIXED [Driver ID] : MIN(IF [1st Infraction]=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FIXED [Driver ID] : MIN(IF [2nd Infraction]=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THEN 1

ELSEIF

{FIXED [Driver ID] : MIN(IF [1st Infraction]=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FIXED [Driver ID] : MIN(IF [2nd Infraction]=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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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2

ELSE 1

END

다소이해하기어려울수있지만원하는경우사용할수있습니다. (줄바
꿈및일부공백은 Tableau에서계산이해석되는방식에영향을미치지않
습니다.)

C. 그런다음 Driver ID(운전자 ID)를기준으로막대차트에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를그리고정렬할수있습니다.

결과는다른두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5.교통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운전자의 평균 벌금 액
수는 얼마입니까?

A. Tableau Desktop에서이질문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총벌금액수를단순히 2로나
눠서는안되며,그이유는일부운전자에게위반이하나만있기때문입니다.또한평
균의평균은불일치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운전자당평균벌금액수를계산하고이

값의평균을구할수도없습니다.이렇게하는대신,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는
운전자가납부한총벌금액수를계산한다음해당벌금과관련된총위반수로나눠야

합니다.

1. 먼저각운전자에게두번째위반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두번째위반이없
으면모든 "2nd(두번째)"필드의정보가 Null이라는사실을활용하여계산을작
성할수있습니다.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이계산은위반유형이존재하는경우해당유형을반환하고,그렇지않고두번
째위반이없으면 "no"를반환합니다.

2. 다음으로,이정보를위반수(1또는 2)로변환해야합니다. IFNULL 계산의결
과가 "no"이면운전자가벌금을한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다른모든
결과는벌금을두번낸것으로표시되어야합니다.계산은다음과같습니다.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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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 'no' THEN 1

ELSE 2

END

3. Total Amount Paid(납부총액)에대해서는질문 3의계산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모든것을하나로모으기위해총벌금액수를구하고새로운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계산된필드로나누어평균벌금액수를결정합니다.

Average Fine(평균 벌금) = SUM([Total Amount Paid]) / SUM

([Number of Infractions])

B. 교통안전교육을받은운전자를필터링해야합니다.이데이터집합은세번째또는
네번째위반이있는일부운전자를포함하기때문에피벗된데이터구조와동일한방

법을사용할수없습니다.대신여기에서요약하여설명하는피벗되지않은데이터와
동일한방법을따릅니다.

1. 먼저첫번째와두번째위반에교통안전교육이포함되는지여부를식별하는
두계산을작성해야합니다. 

1st Traffic School(첫 번째 교통 안전 교육) = { FIXED [Driver ID] :

MIN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Traffic School] END ) }

2nd Traffic School(두 번째 교통 안전 교육) = { FIXED [Driver ID] :

MIN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Traffic School] END ) }

2. 그런다음값을더해총교통안전교육참석횟수를구합니다.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 =

(CASE [1st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

(CASE [2nd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3.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를데이
터 패널의차원 영역에끌어놓으면 0–2값이불연속형이됩니다.

4. 이제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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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필터링하는경우 0을선택하는것으로교통안전교육을받은적이없
는운전자를얻을수있습니다.

C. 원래질문에답하기위해 Average Fine(평균 벌금)을마크 카드의텍스트 선반에끌
어놓습니다.계산에집계를작성했기때문에필드의집계는 AGG이며변경할수없습
니다.이는예상된동작입니다.

결과는다른두데이터구조의결과와동일합니다.

이솔루션에많은중첩계산과 LOD식이있다는것을기억해야합니다.데이터집합의크기
와데이터의복잡성에따라성능이문제가될수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반성

그렇다면어떤경로를따라야할까요?이는전적으로귀하와귀하가사용할수있는도구에
따라결정됩니다.

l LOD없이관리하고싶다면데이터변형솔루션이있지만일부분석(Tableau
Desktop의 분석페이지452)에계산이필요할수있습니다.

l 데이터를변형할수있으며 LOD를포함한계산에거부감이없다면가운데옵션(자세
히 알아보기 -피벗된 데이터페이지459)이최상의유연성을제공합니다.

l LOD에익숙하다면성능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거나 Tableau Prep에액세스할필
요가없도록 LOD만사용하여푸는것이실행가능한옵션(더 자세히 알아보기 -계
산만 사용페이지469)입니다.

적어도 Tableau Prep의집계와 Tableau Desktop의세부수준식이어떻게상호관련되어있
으며데이터분석에영향을주는지이해하는것이중요합니다. Tableau에서수행하는대부
분의작업과마찬가지로이경우에도방법이둘이상있을수있습니다.모든다양한옵션을
탐색하면개념을모아최상의솔루션을선택할수있습니다.

사용된 계산:

Driver Infractions(운전자 위반 수 )

l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Date], [2nd Infraction Date])

l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 =[1st Fine Amount] + ZN([2nd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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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l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 = IF [1st Infraction Type]=

[2nd Infraction Type] THEN 1 ELSEIF [1st Infraction Type]!=

[2nd Infraction Type] THEN 2 ELSE 1 END

l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IF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 'no' THEN 1 ELSE 2 END

l Average Fine(평균 벌금) = ( SUM([1st Fine Amount]) + SUM( ZN([2nd

Fine Amount]) ) ) / SUM([Number of Infractions])

l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 = (CASE
[1st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 (CASE [2nd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Pivoted Driver Infractions(운전자 위반 수 )

l 1st Infraction(첫 번째 위반) = {FIXED [Driver ID] : MIN(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Infraction Date] END)}

l 2nd Infraction(두 번째 위반) = {FIXED [Driver ID] : MIN(IF

[Infraction Number] = "2nd" THEN [Infraction Date] END)}

l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2nd Infraction])

l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FIXED [Driver ID] : MIN( IF

[Infraction Number] = "1st" THEN [Fine Amount] END ) }

l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IF IFNULL(STR([2nd Infraction]),

'no')= 'no' THEN 1 ELSE 2 END

l Average Fine(평균 벌금) = SUM([Fine Amount])/SUM([Number of

Infractions])

l Attended Traffic School(교통 안전 교육 참석) = { FIXED [Driver ID] :

MAX( CONTAINS([Traffic School],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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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D Driver Infractions(운전자 위반 수 )

l 1st Infraction(첫 번째 위반) = {FIXED [Driver ID] : MIN([Infraction

Date])}

l 2nd Infraction(두 번째 위반) = { FIXED [Driver ID] : MIN( IF

[Infraction Date] > [1st Infraction] THEN [Infraction Date]

END ) }

l Time Between Infractions(위반 사이의 기간) = DATEDIFF('day', [1st

Infraction], [2nd Infraction])

l 1st Fine Amount(첫 번째 벌금 액수) = {FIXED [Driver ID] : MIN(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

}

l 2nd Fine Amount(두 번째 벌금 액수) = {FIXED [Driver ID] : MIN(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Fine Amount] END )

}

l Total Amount Paid(납부 총액) = [1st Fine Amount] + ZN([2nd Fine

Amount])

l 1st Infraction Type(첫 번째 위반 유형) = {FIXED [Driver ID] : MIN(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

l 2nd Infraction Type(두 번째 위반 유형) = {FIXED [Driver ID] : MIN(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Infraction Type]

END ) }

l Number of Infraction Types(위반 유형의 수) = IF [1st Infraction Type]=

[2nd Infraction Type] THEN 1 ELSEIF [1st Infraction Type]!=

[2nd Infraction Type] THEN 2 ELSE 1 END

l Number of Infractions(위반 수) = IF IFNULL([2nd Infraction Type],

'no') = 'no' THEN 1 ELSE 2 END

l Average Fine(평균 벌금) = SUM ([Total Amount Paid]) / SUM([Number

of Infractions])

l 1st Traffic School(첫 번째 교통 안전 교육) = {FIXED [Driver ID] : MIN

(IF [1st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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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END ) }

l 2nd Traffic School(두 번째 교통 안전 교육) = {FIXED [Driver ID] : MIN

(IF [2nd Infraction] = [Infraction Date] THEN [Traffic

School] END ) }

l Number of Traffic School Attendances(교통 안전 교육 참석 횟수) = (CASE
[1st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 (CASE [2nd Traffic School] WHEN 'Yes' THEN 1 WHEN

'No' THEN 0 ELSE 0 END)

참고 :이자습서의초기영감을제공한 Workout Wednesday주제 DoCustomers
SpendMore on Their First or Second Purchase?(고객이첫번째또는두번째구매
에서더많은소비를합니까?)의 Ann Jackson과 Tableau Prep팁 Returning the First
and Second Purchase Dates(첫번째및두번째구매날짜반환)의 Andy Kriebel에
게특별한감사를전합니다.이러한링크를클릭하면 Tableau웹사이트외부로이동
합니다. Tableau는외부공급자에의해유지관리되는페이지가정확하며최신상태
인지에대해책임을지지않습니다.콘텐츠와관련된질문이있는경우해당소유자
에게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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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u Prep Builder문제 해결
이문서에는 Tableau Prep Builder사용시발생할수있는문제와해당문제를해결하는방법
에대한제안사항이나와있습니다.

LogShark실행
LogShark는 Prep로그파일의정보를추출하여문제를해결하고오류및사용량에대한인사
이트를얻는데사용할수있는무료오픈소스명령줄유틸리티입니다. LogShark
Prep.twbx플러그인을사용하여 Prep문제를분석하고시각화하는데도움이되는오류
및흐름대시보드가포함된통합문서를생성할수있습니다.

LogShark를사용하려면처리하는 Prep로그파일을압축해야합니다. Prep로그파일을찾
으려면내 Tableau Prep리포지토리 폴더로이동합니다.위치는
/Users/<username>/Documents/My Tableau Prep Repository입니다.

LogShark설치및실행에대한자세한내용은 LogShark용으로컴퓨터설정을참조하십시
오.

명령줄을 사용하여 흐름을 실행할 때 일반적

인 오류
Tableau Prep Builder를열고각흐름을수동으로실행하는대신명령줄에서흐름을실행하
여프로그래밍방식으로출력파일을새로고칠수있습니다.이프로세스는흐름프로세스
의효율성을높이는데도움이되지만구문이올바르지않거나연결또는출력위치에대한

자격증명이누락된경우이프로세스를실행할때오류가발생합니다.

다음표에는일반적인오류와그에대한해결방법이설명되어있습니다.명령줄에서흐름을
실행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은명령줄에서 흐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오류 원인 해결하는 방법

"Missing arguments(인수누락)" 필수명령줄인

수중하나가누

락되었습니다.

“tableau-prep-cli -
help”를사용하여
명령줄의인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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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확인합니다.

"Unable to read the connections file.(연결파일을
읽을수없습니다.)"

입력연결에대

한

credentials.json
파일에구문또

는형식오류가

있습니다.

.json파일에서입력
연결의구문을확인

하십시오.자세한
내용과예제는명

령줄에서 흐름 출

력 파일 새로 고침

페이지361을참조
하십시오.

"There are errors in the flow. Unable to run the
flow.

Check that the credentials .json file includes all
required credentials. Open the flow in Tableau
Prep Builder to view error details.(흐름에오류가
있으므로흐름을실행할수없습니다.자격증명
.json파일에필요한모든자격증명이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하십시오.오류세부정보를보려면
Tableau Prep에서흐름을여십시오.)"

입력연결에대

한

credentials.json
파일에자격증

명이누락되었

거나흐름에오

류가있습니다.

.json파일에모든
연결에대한자격

증명이있는지확인

하고 Tableau Prep
Builder에서흐름파
일을열어흐름에

오류가있는지확인

합니다.

흐름에오류가있으

면이를수정하고

흐름을 Tableau
Server에다시게시
한다음프로세스를

다시실행해보십시

오.

"Could not find match for <hostname of
inputConnections >(<inputConnections의호스트
이름>에대한일치항목을찾을수없음)"

credentials.json
파일에호스트

이름(서버이
름)에대한항
목이누락되었

습니다.

credentials.json파
일에호스트이름

(서버이름)에대한
올바른자격증명이

포함되어있는지확

인하십시오.

자세한내용과예제

는명령줄에서 흐

름 출력 파일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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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We don't have credentials of all connections in
tfl/tflx file. The following connection(s) were not
found: <hostname of inputConnections>(tfl/tflx파
일에모든연결의자격증명이없습니다.다음연
결을찾을수없습니다.<inputConnections의호스
트이름>)"

credentials.json
파일이누락되

었거나오류메

시지에표시된

호스트이름(서
버이름)에대
한잘못된자격

증명이있습니

다.

credentials.json파
일에오류메시지에

나와있는호스트

이름(서버이름)에
대한올바른자격

증명이포함되어있

는지확인하십시오.

자세한내용과예제

는명령줄에서 흐

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Error signing in server <serverUrl> as a user
<userName>. Please check the credentials.
(<serverUrl>서버에 <userName>사용자로로그
인하는동안오류가발생했습니다.자격증명을
확인하십시오.)"

credentials.json
파일에

Tableau Server
에대한잘못된

자격증명이있

습니다.

credentials.json파
일에출력연결에

대한모든올바른

자격증명및요소

가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내용과예제

는명령줄에서 흐

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Could not sign in successfully as <userName> to
server <serverUrl>(<contentUrl>)(<serverUrl>서
버(<contentUrl>)에 <userName>(으)로로그인할
수없음)"

credentials.json
파일에

Tableau Server
에대한잘못된

자격증명이있

습니다.

credentials.json파
일에출력연결에

대한모든올바른

자격증명및요소

가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내용과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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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명령줄에서 흐

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We don't have credentials for Tableau Server to
publish extract for one or more output nodes in
tfl/tflx file.(Tableau Server가 tfl/tflx파일에있는하
나이상의출력노드에대한추출을게시할수있

는자격증명이없습니다.)"

credentials.json
파일이명령줄

인수로전달되

지않았거나출

력연결에대한

자격증명이누

락되었습니다.

credentials.json파
일에대한경로가

명령줄에포함되어

있는지확인하고

credentials.json파
일에출력연결에

대한모든올바른

자격증명및요소

가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내용과예제

는명령줄에서 흐

름 출력 파일 새로

고침페이지361을
참조하십시오.

"Loom rest api server not started(Loom rest api서
버가시작되지않음)"

설치또는환경

설정이잘못되

었습니다.

Tableau Prep
Builder가올바르게
설치되어있으며명

령을관리자로실행

하는지확인하십시

오.

Tableau Prep
Builder를설치하는
방법에대한자세한

내용은사용자인

터페이스에서

Tableau Desktop또
는 Tableau Prep
Builder설치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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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십시오.

"Error. Flow file does not exist.(오류.흐름파일이
없습니다.)"

흐름파일경로

가잘못되었습

니다.

흐름파일에대한

올바른경로가명령

줄에포함되어있는

지확인하십시오.

"Error. Connections file does not exist.(오류.연결
파일이없습니다.)"

credentials.json
파일경로가잘

못되었습니다.

credentials.json파
일에대한올바른

경로가명령줄에포

함되어있는지확인

하십시오.

"Could not find match for
<mapr01:5181>,<mapr02:5181>,<mapr03:5181>
(<mapr01:5181>,<mapr02:5181>,<mapr03:5181>
에대한일치항목을찾을수없습니다.)"

ZooKeeper를
사용하여

Apache Drill에
연결할때특정

포트 ID를지정
해야합니다.

입력자격증명에

대해 "port": 31010
을지정하는

credentials.json파
일을명령줄에포함

합니다.

"These features were found that prevent this
version of the application from using this file"오
류
버전 2018.2.1이상에서만들어진흐름을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열면다음
오류가표시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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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릴리스에서지원되지않는기능을포함하는흐름으로인해이비호환성오류가발생

합니다.오류를해결하려면최신버전에서흐름을열고지정된기능이없는상태로흐름복
사본을저장합니다.위예제에서는 Null필터가적용되는필드에서해당필터를제거합니
다.

그런다음이전버전의 Tableau Prep Builder에서기능이제거된복사본을엽니다.

Tableau Prep을 사용하여 SSL지원 Tableau
Server에 로그인할 때 "You are using Server
version: null..."오류
Tableau Prep Builder에서 SSL지원 Tableau Server에로그인하는경우 Tableau Prep Builder
가설치된컴퓨터에루트인증서가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인증서가설치되어있지않으
면다음오류가나타날수있습니다.

사용 중인 서버 버전은 null이지만 호환되는 최소 버전은 10.0입니다 .호환되
는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이오류가나타나면 IT 부서또는시스템관리자의도움을받아 Tableau Prep Builder가설치
된컴퓨터에필요한루트인증서를설치하십시오.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배포가이드에서시스템요구사항을참조하십시오.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라이선스
유지 관리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라이선스는한시적라이선스모델을통해취득할
수있습니다.그러나새 Tableau Server또는새 Tableau Cloud구독을구입하면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대한제품키가더이상발급되지않습니다.대신로그
인기반라이선스관리를사용하여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를활성화하고로그
인합니다.자세한내용은로그인기반라이선스관리를사용하여 Tableau활성화를참조
하십시오.

중단없이계속서비스를제공하려면한시적라이선스를갱신하고제품키를새로고쳐야

합니다.지정된기간이만료될때마다한시적라이선스를지속적으로갱신할수있습니다.
한시적라이선스를갱신하지않고기간이만료되면 Tableau작동이중지되고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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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더이상액세스할수없게됩니다.라이선스갱신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라이선
스갱신방법을참조하십시오.

참고 :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의평가판라이선스는설정된기간(일반적
으로 14일)후에만료됩니다.평가기간이만료된후에는라이선스를구매해야제품
을계속해서사용할수있습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데이터 보기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을설치한후응용프로그램을열고상단메뉴에서도움
말 >제품 키 관리로이동하여보유한라이선스유형및만료시기에대한정보를볼수있습
니다.

또한가상데스크톱(ATR)옵션을사용하지않는경우이대화상자에서제품키를활성화또
는비활성화하거나유지관리제품키를갱신할수있습니다.

참고 : Tableau는다양한기능을제공하는한시적라이선스를제공합니다.보유한라
이선스의유형은제품 필드에표시됩니다.제공되는사용자기반라이선스의다양한
유형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Server도움말에서사용자기반라이선스를참
조하십시오.

기존 Tableau Desktop사용자는영구라이선스를보유하고있을수있습니다.영구라
이선스는만료되지않고제품 키 관리 대화상자의라이선스 만료 필드에 "영구적"이
표시됩니다.그러나제품업데이트및기술지원에액세스하려면지원및유지관리서
비스를구매해야합니다.이러한서비스를계속해서받으려면서비스를갱신해야합
니다. Tableau Desktop에대한영구라이선스는더이상제공되지않습니다.

제품키에대한작업을수행하려면다음단추를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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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새로 고침(로그인기반라이선스관리및가상데스크톱은제외):새로 고침 단추를
클릭하여만료되는유지관리라이선스를갱신한후 Tableau Desktop을닫았다가다
시시작합니다.유지 관리 만료 날짜가업데이트되지않으면라이선스관리자에게
키또는유지관리계약이변경되었는지확인하십시오.

위의제품키관리대화상자에표시된것처럼라이선스만료값이 "영구적"으로나열
된제품키는레거시제품키입니다. Tableau고객포털에나열된유지관리종료날짜
가 Desktop제품키관리대화상자에표시된날짜보다이후인경우언제든지영구제
품키를새로고칠수있습니다.

제품키(영구제품키제외)가만료날짜에도달한경우제품키를갱신할수없습니
다. Tableau고객포털을방문하여업데이트된구독제품키를얻고새활성화를수행
하십시오.제품키가만료날짜에도달하지않은경우제품키를새로고칠수있습니
다.아직만료되지않은제품키를새로고치면 "라이선스만료"값만변경되고제품
키는변경되지않습니다.만료날짜가되면제품키가변경됩니다.

명령줄에서유지관리키를새로고치려면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
이드에서제품키새로고침을참조하십시오.

참고: Tableau Desktop제품이오프라인인경우제품키를새로고칠수없습니
다.오프라인모드에서 Tableau Desktop제품을활성화하는경우 Tableau고객
포털에서새키를구해활성화해야합니다.

l 비활성화(로그인기반라이선스관리및가상데스크톱은제외):목록에서제품키를
선택하고비활성화를클릭하여제품키를비활성화합니다.제품키를다른컴퓨터로
이동해야하거나이컴퓨터에서제품키가더이상필요하지않은경우제품키를비

활성화합니다.

제품키비활성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
드에서제품키이동또는비활성화를참조하십시오.

l 활성화 :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을설치한후활성화를클릭하여활성화
대화상자를열고제품키를입력합니다.오류가발생하고제품키를사용하여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을활성화할수없는경우 Tableau지원에문의하
십시오.

제품키활성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드
에서제품활성화및등록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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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중단 라이선싱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제품 키 갱신

Tableau버전 2021.1부터인터넷에연결된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사용자
는더이상수동으로제품키를갱신하지않아도될수있습니다.사용자가 Tableau Desktop
또는 Tableau Prep Builder에로그인한경우구독만료 14일전부터조치를취하지않아도한
시적라이선스가자동으로갱신됩니다.영구제품키는자동으로갱신되지않으므로제품
키 관리 메뉴옵션을사용하여수동으로갱신해야합니다.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 Builder에서는활성제품키의자동갱신을시도합니다.자
동갱신이실패할경우라이선스만료 14일전에사용자에게경고를표시합니다. Tableau는
제품키의갱신을 3회(라이선스만료 14일전, 2일전, 1일전)시도하여구독갱신의결과로
연장된라이선스종료날짜를반영합니다. Tableau Desktop사용자가해당시간동안
Tableau Desktop에로그인하지않으면제품키가갱신되지않습니다.매일 Tableau Desktop
에로그인하지않는사용자의경우제품 키 관리 메뉴옵션을사용하여제품키를갱신해야

합니다.

Tableau Desktop라이선스 사용량 및 만료 데이터 추적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Desktop에대한라이선스사용량및만료데이터를추적하고보
려면라이선스데이터를설정된간격으로 Tableau Server로보내도록 Tableau Desktop을구
성한다음 Tableau Server에서보고를사용하도록설정해야합니다.

이렇게하면서버관리자가 2개의보고서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l Desktop라이선스 사용량 :서버관리자는이보고서에서조직의 Tableau Desktop라
이선스에대한사용량데이터를볼수있습니다.

l Desktop라이선스 만료 :서버관리자는이보고서에서만료되었거나유지관리갱신
이필요한 Tableau Desktop라이선스에대한정보를볼수있습니다.

라이선스보고를사용하도록 Tableau Desktop및 Tableau Server를구성한경우 Tableau
Server에관리자로로그인하면분석 섹션의서버 상태 페이지에이 2개의보고서가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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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보고서가목록에표시되지않으면 Tableau Desktop및 Tableau Server에서 Tableau
Desktop사용량보고가구성되지않은것일수있습니다.

Tableau Desktop및 Tableau Server에서사용량보고를구성하는방법에대한자세한내용
은 Tableau Desktop및 Tableau Prep배포가이드에서 Tableau Desktop라이선스사용량
관리를참조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라이선스관리에대한자세한내용은다음항목을참조하십시오.

l 제품키를찾고 Tableau Desktop또는 Tableau Prep Builder를활성화하려면제품키
의위치를참조하십시오.

l 제품키를비활성화하거나다른컴퓨터로이동하려면 Tableau Desktop이동또는비
활성화를참조하십시오.

l 비영구가상데스크톱또는정기적으로이미지로다시설치되는컴퓨터의제품키에

대한자세한내용은가상데스크톱지원구성을참조하십시오.

l Tableau Server또는 Tableau Cloud의제품키관리에대한자세한내용은라이선스
개요(Linux |Windows)를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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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라이선스갱신프로세스에대해자세히알아보거나라이선스를갱신하려면 Tableau
라이선스갱신방법을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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