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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인 대시보드는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많은 분석 프로젝트에 공간 데이터가 

연관되므로, 맵 작업은 비주얼리제이션 툴박스에 갖춰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대시보드를 위해 맵의 분석 가치와 미적 가치를 향상하는 열 가지 도움말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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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컨텍스트가 핵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선택한 맵이 비주얼리제이션에 적합한 양의 컨텍스트만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도 시각적으로 

너무 어수선하여 보는 사람이 데이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Tableau에서 기본 제공하는 

스타일과 사용자 지정 Mapbox 맵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Tableau에서는 밝게, 어둡게, 일반의 세 가지 기본 맵 스타일을 제품에 기본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매핑 사용 사례에 

시작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Ann Jackson의 이 대시보드는 뉴욕시의 도시림을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으로, 꼭 필요한 만큼의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au의 밝은 기본 맵을 사용하여 지표와 거리만을 표시하도록 조정되어 데이터가 돋보이게 

만듭니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maps_options.htm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maps_options.htm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mapbox-integration
https://public.tableau.com/ko-kr/s/profile/ann.jackson#!/vizhome/UrbanForestofNYC/UrbanForestofNYC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ann.jack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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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대시보드의 가장 중요한 비주얼리제이션이 맵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눈에 띄게 할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연관성 있는 색상, 레이어 및 텍스트를 맵에 추가하거나 Mapbox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기본 맵을 

디자인해 보십시오.

Andre Oliveira의 '전 세계의 그래피티'라는 이 대시보드는 단순한 기본 맵에 사용자 지정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레이어는 확대/축소 수준에 따라 작동하며, 두 번째 워크시트에서 대시보드가 시단위 데이터로 확대되면 지역 세부 

정보가 약간 추가된 깨끗하고 간단한 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를 클릭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건물과 관련된 점들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 맵과 데이터 간 색상의 조화

(그리고 대양의 '빈 공간'을 활용한 뛰어난 미술 감각을 

살린 디테일)가 이 대시보드를 돋보이게 합니다.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mapbox-integration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andr.oliveira8781?_fsi=63jp0un9#!/vizhome/Banksy/Home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andr.oliveira8781#!/


5맵으로 대시보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10가지 방법 

2. 맵이 아니라 데이터 강조하기

좋은 비주얼리제이션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배경이 아니라 데이터로 집중하게 해서, 때로는 기본 맵 없이도 공간 

데이터 자체로 의미를 전달하게 해줍니다. 한 나라의 모든 주, 또는 한 대륙의 모든 나라와 같이 익숙한 위치나 

모양으로 작업할 때는, 기본 맵을 제거해도 충분히 공간 지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Pablo Saenz de Tejada의 이 대시보드는 기본 맵 없이 스페인 마드리드의 인구 통계를 보여줍니다. 맵의 

세부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맵을 대시보드에 통합할 때 더 깔끔하고 덜 산만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대시보드에 기본 맵 콘텐츠를 약간 적용하여 

비교해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원래의 대시보드만큼 

매끄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pablosdt?_fsi=63jp0un9#!/vizhome/MadridInDetail/MadridinDetail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pablo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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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맵에서 범례 없애기*

지도학자인 제가, 대뜸 "범례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이번 도움말에는 별표를 

붙였습니다. *선택한 색상, 크기 및 기호에 대해 밝히는 데 대시보드의 다른 비주얼리제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범례는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상호 작용하는 개체를 통해 기호의 의미가 설명되도록 비주얼리제이션을 범례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공간을 절약하고 대시보드에서 비주얼리제이션 간의 연결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ata Duo의 글로벌 샤크네이도 위협에 대한 이 비주얼리제이션은 두 마리의 상어가 프로필 

이미지에 있는 '상어 범례' 워크시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어 두 마리는 각각 색상 인코딩되어 있어서 

지도에서 범례 및 필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범례 비주얼리제이션으로 사용할 별도의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그 '범례'를 대시보드상의 다른 워크시트로 연결하는 동작을 설정해야 합니다.

https://public.tableau.com/views/SharknadoRecreationIronVIz/Sharknado?:embed=y&:display_count=yes&:showVizHome=no
https://thedataduo.com/2017/03/15/geospatial-recreation-ironv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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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네이도 비주얼리제이션의 범례는 실제로는 X와 Y 값에 대한 계산된 필드에 기반하여 두 종류의 상어의 분포를 

보여주는 분산형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상어 모양의 마커를 맵상의 데이터가 비주얼리제이션에 추가될 때와 같은 

배색으로 사용자 지정합니다.

이 범례는 상어 유형의 그래픽 지표가 되는 동시에, 지도상의 노란색과 빨간색을 설명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범례를 

대화형으로 만들려면, 대시보드 하이라이트 작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범례 상어 중 한 마리 위에 마우스오버하면 해당 

상어의 서식 데이터를 지도 위에 하이라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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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맵을 필터로 사용하기

두 번째 비주얼리제이션을 범례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대시보드에서의 탐색을 쉽게 해 주는 필터로 맵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리적 모양은 텍스트로 된 드롭다운 목록보다 더 나은 필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역에 대한 더 나은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며, 또한 더 깊은 탐색을 하려는 사람들이 쉽게 인근 

관심 지역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Decisive Data의 '번영을 향한 여정' 대시보드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일곱 개의 다른 마을에서 기부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이 대시보드에서는 작은 맵이 두 나라 간에 필터로 훌륭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잘 맞는 그래픽 요소이면서, 하이라이트된 나라의 상대 위치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path-prosperity?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decisiv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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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이라이트 작업 사용하기

워크시트에 걸친 하이라이트 작업 설정에 관한 한 Tableau의 기술은 마법과 같습니다. 이 기능을 맵과 대시보드에 

활용하십시오.

Ken Flerlage는 그의 대시보드에서 미국의 게리맨더링 기술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는 맵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이 

경계선이 다른 여섯 개의 각기 다른 맵에 집중하여 선거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해하게 돕습니다.

구역 번호에 따라 하이라이트 작업을 설정함으로써 보는 사람은 한 번에 한 구역씩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각의 맵에서 복잡한 경계선의 변화 패턴을 보느라 지칠 것입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art-gerrymandering?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ken.fler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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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자인과 데이터에서 색상이 중요합니다

여러 워크시트가 있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맵을 디자인에 더 잘 통합할 수 있도록 Tableau의 디자인 도구를 꼭 

활용하십시오. 또한 개별 대시보드에서 데이터에 대한 색상이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맵을 대시보드에 완벽하게 맞게 하려면 색상 선택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맵이 대시보드의 전체 디자인을 

보완하도록 배색을 잘 하십시오. 맵의 마크에 대한 색상 조정뿐만 아니라 기본 맵의 배경(그리고 텍스트 상자 또는 

대시보드상의 다른 워크시트) 배색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oshua Milligan의 대시보드, '미국의 

역사'에서 색상 선택 도구가 도움이 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의 응집력 

있는 비주얼리제이션 안으로 스토리의 

모든 요소를 가져오는 데 양피지 같이 

보이는 배경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색상이 대시보드의 모든 

비주얼리제이션에 걸쳐 같은 값을 갖도록 

하십시오. 색상이 일관되지 않게 반복되면 

대부분의 독자는 데이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https://onlinehelp.tableau.com/current/pro/desktop/ko-kr/viewparts_marks_markproperties_color.htm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history-us?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joshua.milli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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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사람이 두 범례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제로는 가장 색상이 진한 지역에 주거 허가가 1000개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 안의 두 지역에 발행된 허가가 같은 수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이 도시의 다양한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허가가 발행되었는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지역에서 발행된 

상업 및 주거 건축 허가의 수를 비교하는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맵에 모두 기본값 색상 

인코딩을 사용한다면 상업 건축 허가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녹색 색조가 각각 뜻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색상 인코딩에 같은 범위의 값을 

사용하는 두 맵이 있는 대시보드와 비교해 

보면, 패턴이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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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리 사용하기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지도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Josh Tapley와 Jake Riley의 이 대시보드는 미국에서의 사망 

원인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새로운 위치로 옮겨 미국 전체 뷰가 더 작은 이미지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Tableau에는 '삽입' 맵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가 미국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각각에 대해 따로 워크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일 워크시트에서 모든 데이터와 바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얻기 위해, 저자는 일반 기본 맵이 아니라 다른 모양을 제공하도록 맵 투영을 조정했습니다. 직접 맵에 시도해 

보려면 Tableau의 대체 투영(그리고 지리 이동)에 관한 이 커뮤니티 토론을 살펴보십시오.

영감을 더 받고 싶으시면, 육각형 그리드를 사용한 미국의 에너지원, 또는 정사각형 그리드를 사용한 미국의 범죄에 대한 

대시보드를 살펴보십시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josh.tapley#!/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jake.riley#!/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changing-diseases?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community.tableau.com/people/sarah.battersby.0/blog/2017/05/29/working-with-projected-data-in-tableau-part-iii-even-more-data-manipulation-inset-maps-in-one-worksheet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energy-america?gallery=featured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50-years-crime-us?gallery=featured


13맵으로 대시보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10가지 방법 

8. 모양에 창의력 발휘하기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의 워크시트는 직각형 모양이지만 맵이 꼭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리적 특성은 

대개 보기 좋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므로, 레이아웃을 흥미롭게 만들어 줄 다양한 모양을 실험해 보십시오.

Anthony Gould의 '알래스카로의 경주'는 빈 공간이 있는 원형 그래픽으로 맵을 간소화하여 사용자 지정 모양으로 만든 

훌륭한 예를 보여줍니다. 효과적으로 맵을 잘라내어 위에 띄운 멋진 조각 이미지입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race-alaska?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a.gould#!/


14맵으로 대시보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10가지 방법 

또 하나의 예로, Brian Halloran의 대시보드, 'Boston 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대시보드의 제어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유용한 그림자 효과를 사용하여 같은 비결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brianhalloran#!/


15맵으로 대시보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10가지 방법 

9. 때로는 통계 그래프도 좋습니다

전체 데이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데 통계 그래프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맵은 그저 참고용이고 상호 작용이 필요 

없는 간단한 사안에는, 워크시트 대신 그래프를 사용해 보십시오.

Becca Cabral의 검은발족제비(BFF) 대시보드는 이 동물의 역사적 자취를 보여주는 간단한 맵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이 

통계 맵 이미지는 그녀의 BFF에 대한 스토리를 말해 주는 대화형 비주얼리제이션을 완성하는 디자인에 꼭 들어맞습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you-are-my-bff-black-footed-ferret?gallery=vot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cabral.becca#!/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you-are-my-bff-black-footed-ferret?gallery=votd


16맵으로 대시보드에 가치를 추가하는 10가지 방법 

10. 이동 및 확대/축소 잠금 사용하기

보는 사람이 세부 장소로 확대하여 보는 것이 중요한 맵을 사용할 때는 이동 및 확대/축소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표시되는 방식을 뜻하지 않게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특히 휴대기기나 작은 

화면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는 사용자에게 유용합니다. 

 

여기 이 도움말이 데이터 스토리를 공유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Yvan Fornes가 만든 좋은 예가 

있는데, 이 경우엔 위치에 따른 일조 시간 수입니다. 

맵을 최대로 확장해도 항상 비주얼리제이션에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인사이트로부터 이동하거나 

벗어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Tableau에서 맵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무료 자습서를 참조하십시오. 
지리적 데이터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 마크 카드 및 다른 맵 옵션을 사용하여 분석 기능을 향상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맵 확장을 잠그는 것은 쉽습니다. 맵 > 맵 

옵션을 선택하고 '이동 및 확대/축소 허용' 

옵션을 선택 해제하면 됩니다.

https://public.tableau.com/ko-kr/s/gallery/daylight-duration?gallery=featured&_fsi=63jp0un9
https://public.tableau.com/ko-kr/profile/yvan.fornes#!/
https://www.tableau.com/ko-kr/learn/tutorials/on-demand/maps-tabl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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