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지정 

서식 지정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설치된 Tableau에서 직접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크 카드 옵션 

마크 카드에는 색상, 크기, 마크 유형 등을 포함한 서식 지정에 대한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선반에 필드가 

없더라도 선반을 클릭하여 해당 속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뷰의 경우 크기로 인코딩된 항목은 

없지만, 마크의 크기는 늘릴 수 있습니다. 색상 선반에서 색상을 조절하고 테두리 등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레이블에는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이 선반을 클릭하여 옵션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상자를 선택하면 뷰에서 

레이블을 켤 수 있습니다. 이는 툴바의 레이블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표시된 레이블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 선반에 필드를 드래그하면 레이블에 필드가 추가되며 이 텍스트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생략 

부호를 클릭하면 전체 텍스트 에디터가 표시됩니다. 이는 강력한 창이지만 레이블 선반에 추가된 필드만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블은 특정 동작(하이라이트 등) 또는 특정 요소(최소/최대 등)에서 켤 수 있으며, 전체 테이블, 패널별, 

라인별 등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뷰에서 요소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마크 레이블로 

이동하여 항상 표시 등 원하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특정 마크 레이블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뷰의 경우 뷰에서 레이블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석 또는 도구 설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석 

주석은 특정 마크나 요소 또는 뷰의 전체 영역에 대한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상자입니다.  

• 마크 주석은 뷰에 적용된 변경사항에 관계없이 마크 자체에 유지됩니다.  

• 요소 주석은 메모와 마찬가지로 마크와 독립적으로 뷰에서 동일한 상대적 위치에 유지됩니다. 

• 주석을 추가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주석을 선택한 다음 마크를 선택합니다. 

• 주석은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필드를 동적 입력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크기, 위치 및 서식은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o 주석을 한 번 클릭하면 차원과 위치를 제어할 수 있는 핸들이 표시됩니다.  

o 주석의 텍스트 서식을 지정하려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여 에디터를 표시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o 주석에 서식을 지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서식을 선택합니다. 

 상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인의 경우와 동일입니다.  

편집 및 서식은 모두 기능의 시각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요소를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은 콘텐츠를, 서식은 레이아웃을 제어합니다. 특정 요소를 찾는 데 문제가 있고 편집 및 서식 모두 사용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 설명 

도구 설명은 사용자가 마크에 마우스오버하거나 클릭할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도구 설명은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식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도구 설명의 예입니다.  

• 뷰의 모든 필드는 도구 설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뷰의 일부가 아닌 필드는 도구 설명 선반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o 여기에서 "이 마크는 

o '레코드 수', 

o '레코드'로 구성됩니다."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명령 버튼이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확인란을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은 분석의 일부로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 간결하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뷰의 특정 부분에 서식 지정 

뷰의 여러 부분은 개별적으로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번호, 범례 또는 뷰의 기타 부분에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가져와 서식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필터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머리글에 메뉴 옵션이 나타납니다.  

o 대화형 필터에 대한 레이아웃의 여러 측면은 이 메뉴에서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o 하지만 '필터 서식 지정'을 클릭하면 

 

 



o 서식 패널이 열려 글꼴, 맞춤 등에 대한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옵션은 서식을 지정하려는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 편집 및 서식 지정 

축 레이아웃을 조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축 편집'을 선택합니다.  

• 이 대화 상자는 범위, 눈금 및 제목 등을 제어합니다.  

• 편집을 통해 범위를 115로 높이고,  

•  50 단위마다 눈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축으로 돌아오면 변경 사항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축이 더 이상 자동이 아님을 나타내는 핀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o 더블 클릭하면 해당 대화 상자가 다시 표시됩니다.  

배송 비용 앞에 주문 우선 순위 같은 차원을 추가하면 차원별 축이 생성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축 편집을 선택하면 이제 다음 옵션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o  '모든 행 또는 열에서 균일한 축 범위'  

o 또는 '독립적인 축 범위'  

o 독립을 선택하는 경우 Tableau에서 자동으로 축을 패널별로 다시 조정합니다.  

축 전체를 숨기려면 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머리글 표시를 선택 취소합니다.  

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서식을 선택하면 서식 패널이 열리며  

• 이를 사용하면 글꼴, 맞춤 등 눈금 모양에 대한 시각적 서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축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 축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서식 패널에 클릭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금은 

초록색이고 여기에서는 눈금이 기본입니다. 

서식 패널은 각 탭에 표시되며, 상단의 x를 클릭하여 수동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맵 계층 

맵 작업에서는 맵 전용 서식 지정 옵션이 제공됩니다.  

• 맵에 있는 원은 마크 카드에서 서식이 지정되었습니다.  

• 하지만 기초 맵 자체의 서식을 지정하려면 맵 메뉴를 클릭한 다음 '맵 계층'을 선택합니다.  

o 여기서 맵 스타일을 어둡게, 밝게 또는 일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o 밝기는 조정할 수 있으며 



o  테두리, 이름 등의 맵 계층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거리 및 고속도로와 같은 일부 옵션은 맵이 충분히 확대되었을 때만 켤 수 있습니다. 

o 계속해서 사용할 맵 계층의 하위 집합이 있는 경우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향후 통합 문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새 맵에 적용됩니다. 

 

결론 

서식 지정에 대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섹션의 후반에 나오는 '서식 지정 패널' 

동영상에서 서식 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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