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 사용 

집합 사용에 대한 동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제 통합 문서를 다운로드하여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된 

Tableau 에서 직접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집합 만들기 동영상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집합 편집 

집합은 편집할 수 있지만 편집 가능 정도는 만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LATAM 기업처럼 마크에서 집합을 만든 경우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멤버가 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의 목록이 표시되며 개별 요구 사항을 삭제할 수 있는 옵션만 제공됩니다. 이 

기존 집합에 새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는 없지만, 원하는 새 요구 사항으로 두 번째 집합을 만든 후 새 집합과 기존 

집합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A'로 시작하는 고객'처럼 계산으로 집합을 만든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초기에 집합을 만들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합과 결합하여 집합을 만든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집합 편집'을 선택하면 결합 창이 

표시됩니다. 이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IN/OUT 및 멤버 비교 

집합은 필드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In/Out 및 멤버 비교 기능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합을 

색상과 같은 뷰에 가져오면 집합에 포함된 마크와 포함되지 않은 마크에 색상이 표시됩니다. 반대로 집합 앞에 

있는 색상 아이콘을 클릭하고 세부 정보를 선택하여 집합을 세부 정보로 변경하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알약 모양을 클릭하여 '멤버 표시'로 모드를 변경하면, 이제 이 집합의 멤버만 보이며 필터 선반은 이 

집합에 의해 실제로 필터링된 것을 표시합니다.  

집합 및 필터 

집합은 필터 결과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집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의 하위 집합이 있거나 자주 

사용하는 필터 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필터 결과를 형식적인 집합으로 만든 다음 해당 집합의 멤버를 사용하는 

것이 필터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을 처음 만들 때 해당 집합의 멤버만 바로 

사용하도록 하는 '필터 선반에 추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동작은 '멤버 표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는 

단일 필터에서 집합을 만들려면 필터 선반의 알약 모양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집합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다른 필터를 모두 제거하면 이 집합은 같은 필터링 결과를 표시할 것입니다.  



계층 및 계산에 집합 사용 

집합은 그룹처럼 계층 구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LATAM 기업'을 제품 계층 구조에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대 차트에서 드릴다운하면 LATAM 에만 'in' 막대 차트가 있는 것이 보이며, 작은 막대는 기업 매출을 

나타냅니다. 집합은 계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 A로 시작하는 고객 이름을 기준으로 만든 집합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의 수익만을 알고 싶다면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집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이름 A 

수익'이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간단한 IF 문으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이름이 'A'로 시작하는 고객] THEN 

[수익] END 이렇게 하면 고객이 집합 내에 있는지 확인한 후, 있는 경우 이들의 주문에 대한 수익을 반환하게 됩니다.  

이 예제는 매우 간단하지만, 집합을 필드처럼 계산에 사용함으로써 분석 기능이 매우 강력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집합 사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무료 교육 동영상을 통해 Tableau 사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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