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bleau Prep 기능



목차

Ⅰ. 데이터 연결 및편집 옵션

• 데이터연결

• Multiple Files

• Data Sample

• Text Settings

Ⅱ. 데이터 관계 추가옵션

• Add Step

• Add Pivot

• Add Join

• Add Union

• Add Aggregate

• Add Output

Ⅲ. 이기종 간에 데이터 연결

• 이기종간에새 Union

• 이기종간에 Join

Ⅳ. Tableau Prep 단점

• LOD 함수사용여부

• 정렬적용여부

• 서식적용여부

• Aggregate 적용이슈



Ⅰ. 데이터 연결

- Excel 연결
(종합_건강위험요인지표_권장신체활동수행률.xls)

TO a File 과 TO a Server 목록에 있는 방법들로 데이터 연결 가능



Ⅰ. Multiple Files 옵션

Single table : 해당 테이블만 사용
Wildcard union : 하나 이상에 테이블 사용 (테이블 검색)

Search : 검색할 파일 위치 (default : 불러운 파일 위치)
(include subfolders 유무 : subfile 까지 포함 검색

FILE 
- Include : Matting Pattern 에 입력한 검색에 포함되는 파일 리스트 출력
- Exclude : Matting Pattern 에 입력한 검색에 포함되지 않는 파일

Sheets
- 해당 엑셀 파일 안에서 시트 리스트 검색 (옵션은 FILE과 동일)

Matching Pattern 
- 사용할 파일, 시트 검색 (* 사용 가능)

Apply
-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하는 엑셀에 시트들만 가져와서 Apply를 누르
면 선택된 파일이 Union됨 (오른쪽에서 통합 후 칼럼 및 데이터 확인 가능)

현재 버전까지 Multiple Files 옵션은 Excel 및 .csv(텍스트) 파일에만 적용가능



Ⅰ. Multiple Files 예시

EX) Desktop 폴더 위치해 있는 종합으로 시작하는 엑셀파일을 기준으로 시트명이 종합으로 되어 있는
시트만을 선택한 후 Applies 를 누르면 선택된 시트들이 Union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서로 각각 다른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하여 Table Names와 File Paths 가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 가능)

종합_건강위험요인지표_권장신체활동수행률
종합_건강위험요인지표_대사증후군발견율



Ⅰ. Data Sample 옵션

Default Sample amount (기본값) : Tableau Prep는 반환 할 전체 행 수를 기준

Fixed number of rows :리턴 할 행수를 지정
(권장 행 수는 1 백만 이하, 행 수를 1 백만 개 이상으로 설정하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Use all data : 크기에 관계없이 데이터 세트의 모든 행을 검색

Quick select (기본값) : 가능한 빨리 요청 된 행 수를 반환

Random sample: 데이터 세트의 모든 행을 보고 모든 행에서 대표 샘플을 리턴
(이 옵션은 데이터를 처음 검색 할 때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Data Sample 을 이용하여 Data Sample 리스트 값을 확인할 수 있음 (Sample Values)



Ⅰ. Text Settings 옵션

First line contains header : 첫번쨰 행을 필드 레이블로 사용
Generate field names automatically : 필드 헤더를 자동으로 생성 (F1, F2, F3……)

Field Separator : 열을 구분하는 필드 구분 기호 지정

Text Qualifier : 파일에 값을 묶는 문자 선택

Character Set : 파일을 인코딩할 세트 선택

Locale : 파일을 구분, 분석할 Locale 선택
(선택한 나라에 따라 날짜, 숫자 형식이 바뀜)

.csv(텍스트) 파일에만 적용가능



Ⅱ. Add Step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 오른쪽에 를 클릭하여 Add Step 클릭

-> 계산식, 필터, 그룹 등에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이용



Ⅱ. Add Step 예시

만든 데이터 원본을 Tableau Desktop 에서 확인 가능

계산식 및 필터 등 추가 기능 사용 가능



Ⅱ. Add Pivot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 오른쪽에 를 클릭하여 Add Pivot 클릭

-> 데이터 원본을 Pivot 할때 사용

(인구 데이터는 Oracle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데이터 원본 옵션이 Data Sample 밖에 없다.)



Ⅱ. Add Pivot 예시

Fields 에서 사용할 칼럼들을 Pivot Values 에 올려 놓으면
Pivot이 되며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Ⅱ. Add Join

방법2. Add join을 거치지 않고 Join 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드래그 해서 New Join에 올려 Join 

방법1.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원본에 오른쪽에 를 클릭하여 Add Join 클릭 후
Join 하고자 하는 테이블와 Add로 드래그 하여 Join

*  Join을 하기 위해 특정 칼럼을 만들어야 된다면 방법2 와 같이 Add Step에서 계산식을
만들어 Join하면 된다.



Ⅱ. Add Join 예시

Applied Join Clauses
- Join 하고자 하는 칼럼을 지정 (복수 지정 가능)

Join Type
- Join 타입 지정

Summary of Join Result
- 각 테이블에 총 Count와 조인 후 Count를 보여줌

Join Clause Recommendations
- Tableau Prep에서 추천하는 조인 칼럼



Ⅱ. Add Union

Union 하고자 하는 데이터 원본을 올린 후 를 클릭하여 Add Union을 선택한다.

Union 다이어그램을 만들었다면 Union 하고자 하는 데이터원본을 ADD에 드래그하여 추가한다.



Ⅱ. Add Union 예시

색상을 통해 각 Table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Names 칼럼을 통해 구분 되는걸 알 수 있다.

(Table Names 에 Default로 적용된 데이터 값을 바꾸고
싶다면 Add Step으로 넘어간 후 계산식을 이용하여 변
경할 수 있다.)



Ⅱ. Add Aggregate

Aggregate 하고자 하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 후 를 클릭하여 Add Aggregate를 선택한다.

Add Aggregate를 이용하여 group by, sum 등 특정 칼럼에 대한 집계 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



Ⅱ. Add Aggregate 예시

Additional Fields 에 있는 원하는 칼럼들을 가져와서
group by 와 집계함수 사용 가능

원하는 값이 나왔는지 확인 후 Add Step으로 넘어가면
사용한 칼럼만을 기준으로 Table이 만들어 지는걸 확인
할 수 있다.



Ⅱ. Add Output

Output 하고자 하는 데이터 원본을 선택 후 를 클릭하여 Add Output을 선택한다.

Add Output을 이용하여 가공한 데이터 원본을 Output 할 수 있다.



Ⅱ. Add Output 예시

Save output to file
- Save to file : Output type에 지정된 확장자로 저장
- Public as a data source : Output type에 지정된 확장자로

Tableau server에 게시한다.

Name
- Output할 데이터 원본 이름 지정

Location
- 저장할 경로 지정

Output type
- Output할 데이터 원본 확장자 지정 (.tde, .hyper, .csv)

최종적으로 만들 데이터 원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Output type 옵션을 통해
원하는 확장자로 저장할 수 있다.



Ⅲ.이기종 간에 새 Union

Tableau Desktop에서는 이기종 DB간에 테이블을 Union으로 통합할 수 없었지만 Prep을 이용하면
Union이 가능하다.

Excel , Oracle Table Union

종합 이라는 엑셀 시트와 Oracle에서 가져온
DANGER_SMOKE Table 간에 Union 이 가능하다.

(단.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함)



Ⅲ.이기종 간에 Join - 문제

Oracle 에서 가져온 V_Health_CHRONIC 와 Mysql 에서 가져온 danger_body 를 연도를 가지고 Join
-> 하지만 연도에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Join을 할 수 없는 상태

Oracle

Mysql



Ⅲ.이기종 간에 Join - 해결방안

1) Add Step에서 연도에 타입을 문자열
로 바꿔준다.

연도를 문자열 타입으로 바꿔서 Join

2) 연도에 대한 타입을 일치 시킨 후 두 테이블을 연도 칼럼으로 Join 
한다.



Ⅳ. LOD 함수 사용불가능

Tableau Prep 에서는 Add Step에서 계산식으로 필드를 추가할때 LOD 계산식은 이용할 수 없다.



Ⅳ. LOD 함수 사용불가능 - 예제

EX) 연도, 범주 별 수익의 평균이 가능 큰 값만 가져오고 싶을 때 (Superstore 이용) 



Ⅳ. 정렬 적용여부

Add Step에서 특정 칼럼에 대한 정렬을 할때 만 정렬되지 은 정렬되지 않는다.
(정렬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Ⅳ. 서식 적용불가능

Tableau Desktop은 서식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소수점을 자릿수를 바꿀 수 있지만 Prep에서는 불가능
(추가적인 계산식을 이용 해야 됨)



Ⅳ. Aggregate 적용이슈

Tableau Prep 에서 Aggregate 기능은 같은 칼럼을 한번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함)

Tableau Desktop을 이용해 만든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