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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 설치

Prep 다운로드

링크 : https://www.tableau.com/ko-kr/support/releases/prep

Prep 데이터 준비 및 전처리 과정 설명

Prep 아이콘

https://www.tableau.com/ko-kr/support/releases/prep


Prep 시나리오

샘플 데이터 설명



Prep 시나리오

4년치 데이터 결합

결합
(UNION)



Prep 시나리오

반품 데이터 결합



Prep 시나리오

지역별 관리자 데이터 결합



Prep 시나리오

주문 + 반품 결합 결과



Prep 실습

[Tableau Prep Builder] 실행

[Connect to Data] 클릭



Prep 실습

[To a File] – [Microsoft Excel] 클릭



Prep 실습

[To a File] – [Microsoft Excel] 클릭

영업 실적 2015 ~ 2018년.xlsx 다중 선택 - 열기



Prep 실습

Connections에 4개의 파일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

호출 시 자동으로 Flow창에? 들어감



Prep 실습

[영업실적 2016년]을 [영업실적 2015년] 위에 드래그하면 Union 또는 Join 메뉴가 나타남.

우리는 2015~2018년을 Row로 결합할 것이므로 Union을 선택

[Union1]이 생성됨



Prep 실습

[영업실적 2017년]을 방금 만든 [Union1] 위에 드래그하면 Add, Union 또는 Join 메뉴가 나타남.

이때, Add를 선택하고 2018년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함



Prep 실습

[Union1]을 우클릭 한 후 [Rename Step]을 클릭 후 “영업실적 데이터”로 변경

[영업실적 데이터]를 선택 후 “^” 버튼 클릭



Prep 실습

[영업실적 데이터]를 보면 2018년의 필드명이 2015~2017년과 다른걸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5~’17은 할인율, 수익

‘18은 할인,   이익

Show only mismatched fields를 체크하면 필드명이 다른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할인율 -> 할인 , 수익 -> 이익 으로 변경합니다.

할인 누른상태에서 할인율의 + 클릭
이익 누른상태에서 수익의 +클릭



Prep 실습

반품.xlsx파일 추가하고 [반품]을 [영업실적 데이터]에 드래그하여 Join을 선택합니다.



Prep 실습

Join을 선택하면 설정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실적 데이터]와 [반품]을 ‘주문 번호’을 기준으로 Join하였습니다.

Join Type는 기본으로 Inner join으로 되어있습니다. 벤다이어그램을 클릭하여 Left join으로 변경합니다.

Left Join 결과 총 11,000건 입니다.



Prep 실습

지역별 관리자.xlsx파일 추가하고 [지역별 관리자]를 [Join 1]에 드래그하여 Join을 선택합니다.



Prep 실습

이번에는 지역을 기준으로 Join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래 Result 값을 보시면 11,000건에서 9,168건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Join 1]에는 ‘서울경기’라는 값이 [지역별 관리자]에는 없네요.



Prep 실습

[Join 1]에서 지역필드의 ‘서울경기’를 ‘수도권‘으로 변경하겠습니다.

[Join 1]에서 +를 클릭하여 Insert Step을 선택합니다.

[Clean 1]이 생성되면 지역 필드의 ‘서울경기’와 ‘수도권‘을 선택하여 Group을 해줍니다. 명칭은 ‘수도권＇입니다.



Prep 실습

[Join 2]를 다시 선택하여 보시면 11,000건으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파일로 보내겠습니다.

마지막 Step에서 +를 눌러 Add Output을 선택합니다.



Prep 실습

Save output to file 메뉴에서

Save to file은 총 3개의 확장명을 지원합니다.

.tde : Tableau Desktop v10.4 이전의 데이터 원본

.hyper : Tableau Desktop v10.5 이후의 데이터 원본

.csv : 구분자 기호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Prep 실습

Save output to file 메뉴에서

Publish as a data source는 Tableau Server에 데이터원본을 게시합니다.

서버 정보와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여 게시할 수 있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