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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훌륭한 재무 대시보드는 모든 비즈니스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비즈니스의 주요 의사 

결정에 기반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고서의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분석 및 보고서를 

비즈니스 사용자의 데이터 해독 능력 수준에 상관없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설계된 재무 대시보드는 재무팀은 물론 회사의 실무자 및 

비즈니스 경영진에게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분석을, 필요할 때에, 공감이 가는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Tableau의 재무팀은 제품 출시 초기부터 고객이 필요로 하는 대시보드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동안 Tableau는 재무팀과 그 의 다른 부서의 채택도 증가하도록 돕는 몇 가지 대시보드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원본'을 만들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귀사의 주요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소개.............................................................................................................................................................2

1. 꼭 필요한 경우에 크로스탭을 공유한 후, 단계적으로 제거 ..........................................................3

2. 상위 계정 및 비용 센터에서 계층 드릴다운 사용 ...........................................................................4

3. 재무 계획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하나의 뷰로 통합 ...................................................................5

4. 예산, 실제 및 예측 간의 차이를 시각화 ...........................................................................................6

5. 데이터의 세부 정보 분석 .................................................................................................................... 7

6. 안전한 공유와 구독 및 데이터 기반 알림 설정 ...............................................................................9

7. 콘텐츠를 브랜드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스타일 가이드 개발 ..................................... 10 

추가 리소스 ............................................................................................................................................. 12



37가지 핵심 재무 대시보드 전략

1. 꼭 필요한 경우에 크로스탭을 공유한 후, 단계적으로 제거

많은 재무 전문가는 스프레드시트 서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를 소수 넷째 자릿수 이상까지 나타내고 원하는 특정 색상으로 표시하고 싶어합니다. 재무 전문가에게 

Tableau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서식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 주는 크로스탭이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Tableau 및 고급 분석에 익숙하지 않은 이해관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를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서식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를 소개하십시오.

대시보드의 차트 및 그래프는 크로스탭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탐색할 때 

수행하는 작업의 영향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당분간은 대시보드의 화면 공간을 좀 

차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채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술에 대한 신뢰가 늘어감에 따라 이 기술의 사용을 

더 쉽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가 기초 데이터를 보는 옵션에 익숙해지고, 결국 

드릴다운 뷰에서 숫자를 감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출 채권(AR) 대시보드는 차트 및 그래프를 AR 데이터의 필터로 사용하는 재무 대시보드의 훌륭한 예입니다.

이 리소스 페이지를 통해 대시보드에서 필터 작업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inspectdata_viewdata.htm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AccountsReceivableAnalysis/AccountsReceivableAnalysis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actions_filt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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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위 계정 및 비용 센터에서 계층 드릴다운 사용

재무 대시보드를 개발할 때, 원본 시스템 데이터를 준비하고 집계하는 것은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귀중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 집계를 완료할 시점에 

수치는 오래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향후 변경이나 업데이트를 분석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Tableau Desktop 또는 Prep으로 데이터를 조인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계정 ID를 상위 계정 ID 및 비용 센터에 맞추면, 실제와 예측을 비교 분석하는 데 필요한 수준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재무팀은 집계된 숫자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일지 항목까지 

드릴다운해서 분산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손익 계산서 대시보드는 이러한 유형의 드릴다운이 갖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가장 대략적인 또는 가장 상세한 형식의 손익 계산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서에서 지속적인 재무 데이터 준비 및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여 집계를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해 읽어 

보십시오.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desktop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prep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IncomeStatement_10/IncomeStatementYTD
https://www.tableau.com/ko-kr/asset/data-prep-reporting-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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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 계획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하나의 뷰로 통합

많은 재무팀에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복잡하고 시간 소모적인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고로운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여러 수준의 세부 사항과 함께 반복적으로 가져와 

결과와 예측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작업과 다양한 재무 시나리오를 반복함으로써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예측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새로운 

재무 계획 데이터 집합을 추가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무팀은 같은 

수작업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예측에 대한 조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측 비교 대시보드에서처럼 새로운 버전을 이전 버전에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Tableau Prep에서 와일드카드 유니온을 수행하여 다중 테이블의 데이터를 결합 및 정리하고 예측 속도 및 

정확도를 향상하는 데 관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올바른 가격: 재무 시각화의 예술 웹 세미나에서는 Tableau 

Desktop에서 총계정 원장의 실제와 예측을 결합하는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재무 데이터 준비 및 

유효성 검증에 대한 도움말 웹 세미나에서는 비슷한 프로세스를 Tableau Prep Builder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CompareForecastsResults/ComparingForecasts___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ep/ko-kr/prep_connect.htm#union-files-and-database-tables-in-the-input-step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price-right-art-visualizing-finance-data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tips-prep-and-validate-your-finance-data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tips-prep-and-validate-your-financ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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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 실제 및 예측 간의 차이를 시각화

대시보드를 더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전략은 예산, 실제 및 예측 간의 분산을 신중하게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간단하지만, 두 숫자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세 번째 숫자'가 된다는, 

시각화 측면에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인사이트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도록 세 개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Tableau 재무팀은 불릿 차트 및 누적되지 않은 막대 차트가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 방법임을 발견했습니다. 

누적되지 않은 막대 차트의 막대 또는 불릿 차트의 막대와 참조선 간 차이와 관계없이, 분산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은 분산 상태를 빠르게 표시합니다.

• 아래 불릿 차트를 통해 사용자는 예측(검은색 선) 기준 실제(막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의 

색상은 현재 계정 잔액이 예측보다 높은지 또는 낮은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현재 

급여와 복리 후생이 총 경비의 68.45%이며, 출장 및 접대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고 있음을 색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릿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 문서에서 알아보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VarianceAnalysisDashboard-YTD/VarianceAnalysisDashboard-YTD?publish=yes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qs_bullet_graph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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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시된 누적되지 않은 막대 차트 스타일은 실제 및 예측에 비례하여 분산을 표시합니다. 이 

시각적 기술에는 X축에 시간을 통합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누적되지 않은 막대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고, 마크 카드의 크기 기능을 사용하여 

차트 작성을 마치십시오.

• 어떤 방법으로 분산을 표시하든지, Tableau는 재무팀과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을 통해 재무적 인사이트를 발견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 웹세미나에서 재무 조직 내의 다양한 역할을 위한 Tableau의 대시보드를 확인하십시오.

5. 데이터의 세부 정보 분석

스프레드시트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대규모 데이터 집합을 다룰 때, Tableau의 강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재무팀이 스프레드시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데이터를 집계하고 (2)테스트 수행 수단으로 데이터 샘플을 작성합니다.

안타깝게도 데이터를 집계하면 결과를 이끌어내는 패턴과 추세의 탐색을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집계는 포괄적인 이해를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인데, 기초 세부 정보를 통해 컨텍스트를 제공한다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집계된 데이터로는 "작년 평균 거래 규모 및 할인은 얼마나 되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는 

거의 항상 답을 찾을 수 있지만, "할인 전략과 거래 규모는 어떻게 연관됩니까?"와 같은 질문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ManagementBusinessReviewDemo/ManagementBusinessReview
https://www.youtube.com/watch?v=CT4a66Dv6Vg
https://www.youtube.com/watch?v=CT4a66Dv6Vg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tableau-tableau-finance-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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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로 인한 한계와 마찬가지로, 샘플링은 패턴과 추세를 발견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데이터에 오류 또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점도 있습니다.

Tableau에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집계 및 

샘플링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Tableau의 강점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 중 하나는 

분산형 차트입니다. 아래의 평균 판매 가격 대시보드는 집계 또는 샘플이 아닌, Tableau의 모든 거래를 

선택한 시간 범위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 문서를 읽고 Tableau에서 분산형 차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 웹 세미나를 통해 

Tableau의 FP&A(재무 계획 및 분석) 팀이 분산형 차트를 사용하여 할인 규정 준수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부패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는 네 가지 방법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감사팀이 분산형 차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_ga=2.123401547.1773148394.1561405961-1000182205.1536967695#!/vizhome/AverageSellingPriceAnalysisbyProduct/AverageSellingPriceAnalysisbyProduct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buildexamples_scatter.htm
https://www.tableau.com/learn/webinars/driving-proactive-pricing-analytics-fpa
https://www.tableau.com/ko-kr/about/blog/2019/6/identify-corruption-red-flags-using-data-analy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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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한 공유와 구독 및 데이터 기반 알림 설정

재무 분석으로 지원하는 많은 이해관계자 중에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고위 

경영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진은 대시보드를 매일 살펴볼 수 없으므로, 상세 정보로 드릴다운할 수 있는 

대략적인 수준의 뷰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에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하여, 어떤 수치가 특정 임계값 또는 신뢰 범위 미만인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큰 거래 마감과 관련된 데이터 이상값이 있는 경우에 고위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또한, 경영진이 일정 

간격으로 뷰의 스냅샷을 받도록 구독을 설정하여 영업 활동 요약, 부서별 출장 및 경비 지출 등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합니다.

Tableau의 재무 분석 팀은 아래의 영업 추적과 같이, 대시보드에 데이터 기반 알림 및 구독을 설정하여, 

영업팀의 파이프라인 담당 비율이 특정 범위 아래로 떨어지는지를 경영진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프라인 담당 비율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판매 지원 방법을 찾거나 예측을 낮게 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읽고 뷰를 구독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이 문서를 통해 데이터 기반 알림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SalesTrackerDashboard/SalesTracker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online/ko-kr/subscribe_user.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server/ko-kr/data_alerts_admi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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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콘텐츠를 브랜드로 차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스타일 가이드 개발

사람들이 환영하며 기꺼이 사용할 만한 대시보드를 설계하면서 중요한 점은 사용자에게 익숙한 보고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에게 일관성을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유효성이 검증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원본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스타일 가이드 또는 표준화된 서식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일관된 대시보드 디자인은 또한 보는 사람이 핵심 기능의 위치 및 기능에 익숙하기 때문에 

대시보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스타일 가이드 작성자는 규칙이 융통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규칙의 예외는 의도적으로 

허용될 때뿐이어야 합니다. 대시보드 작성자가 올바른 길로 가기 시작하도록 안내하는 유용한 지름길은 

통합 문서를 기본 스타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의 워크시트 서식을 복사해서 다른 워크시트에 

붙여넣으면 기존 프로젝트를 브랜드 표준 서식으로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공유된 아래 스타일 가이드를 참조하여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스타일 가이드를 개발하십시오.

조직 모범 사례

로체스터 대학교

• 대시보드의 데이터가 새로 고침된 타임스탬프를 표준 장소에 기록

• 대시보드의 목적, 설명 및 추가 세부 정보를 전달하는 'About'(정보) 단추 포함

• 서버에 게시하기 전에 검토할 항목의 체크리스트 작성

BBC

• 많이 사용되는 단추에 대해 승인된 아이콘 제공

• 스타일의 다양성 허용 정도와 규칙에 예외되는 경우 정의

• Tableau에서 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하여 샘플의 용도 변경 가능

Southern Health
• 로고를 사용하여 일관성 및 신뢰 구축

• 각각 다른 색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유형의 보고서를 구분

https://community.tableau.com/servlet/JiveServlet/download/883150-304007/University%20of%20Rochester%20Standard%20Tableau%20Style%20Guide%20v1.5%20copy.pdf
https://public.tableau.com/profile/bbc.audiences#!/vizhome/BBCAudiencesTableauStyleGuide/Hello
https://community.tableau.com/servlet/JiveServlet/download/38-212163/Tableau%20SHFT%20styling%20guidance%20for%20visualisations%2010032016.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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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ableau의 Rafi Zelikowsky가 기업 디자인 표준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행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해 보십시오. 또한 워크시트 수준에서 서식 지정을 읽고 비주얼리제이션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과 그 서식을 복사하여 다른 워크시트에 붙여넣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러한 핵심 대시보드 전략을 적용하면, 조직 전체에 걸쳐 중요한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운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설계된 재무 대시보드를 제공하면 이해관계자가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Tableau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성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무 및 분석 분야의 동료 전문가로부터 대시보드 모범 사례에 대해 듣고 싶으시다면, Tableau Office of 

Finance 커뮤니티 사용자 그룹에 가입하여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전문가 게스트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cFKeaAIddI8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formatting_worksheet.htm
https://community.tableau.com/groups/office-of-finance
https://community.tableau.com/groups/office-of-finance


Tableau 정보

Tableau는 정보에서 의미를 추출하도록 지원합니다. Tableau는 분석 주기를 지원하고,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며, 진화하는 복잡성 속에서 질문의 답을 찾도록 돕는 분석 플랫폼입니다. 데이터에서 

혁신을 이루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관점을 바꾸도록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로 영향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Tableau Desktop 무료 평가판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음은 일상적인 기능과 디지털 전환을 모두 지원하여, 재무팀의 분석 성숙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추가 리소스입니다.

추가 리소스

Tableau 재무 분석 솔루션 페이지

빠르고 유연한 분석 웹 세미나 시리즈

기초 재무 분석 웹 세미나 시리즈

Tableau Public 샘플 대시보드

Tableau Desktop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Tableau Prep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desktop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prep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IncomeStatement_10/IncomeStatementYTD
https://www.tableau.com/ko-kr/asset/data-prep-reporting-finance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tableau.for.finance#!/vizhome/CompareForecastsResults/ComparingForecasts___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trial
https://www.tableau.com/ko-kr/products/prep/downl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