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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파워 BI(Power BI)를 통해 무료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시장에 뛰어들었다. 마

이크로소프트의 이 시장 진입은 그간 무료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각광받던 많은 툴들에게 위협

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200만 건이 넘는 미국 항공편 지연이 기록된 파일을 분석하

는 과정을 통해 파워 BI를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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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BI는 엑셀의 파워 쿼리(Power Query)와 유사한 기본적인 데이터 랭

글링(Data Wrangling)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랭글링이란 비전문가

가 데이터 소스를 탐색해 데이터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IT적인 감각으로 무장한 비즈니스 사용자가 데이터 랭글러(Data 

Wrangler)가 된다(편집자 주). 

또한 몇번의 클릭 또는 드래그 & 드롭으로 상호작용 시각화, 보고서, 대시보

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대시보드에 자신의 데이터에 관한 자연어 질문을 입력

할 수 있고 엑셀에서 작업하기에는 너무 큰 파일을 처리할 수 있다.

엑셀, 액세스(Access), CSV 파일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Salesforce), 구글 

애널리틱스(Google Analytics), 메일침프(Mailchimp), 깃허브(GitHub), 퀵북

스 온라인(QuickBooks Online) 등과도 호환된다. 그리고 R 스크립트를 실행

할 수 있기 때문에 R을 통해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와 메시지를 파워 BI로 가

져올 수 있다.

파워 BI란 정확히 무엇일까?

파워 BI에는 다운로드 가능한 데스크톱 프로그램과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

되며, 각각은 서로 다르면서도 중복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데이터 랭글링은 데

스크톱 전용이며, 시각화와 보고서는 모두 생성할 수 있고 대시보드와 보고서 

공유는 클라우드 전용이다. 

또한 iOS, 안드로이드(Android), 윈도우용 모바일 앱이 있어 파워 BI 또는 

SSRS(SQL Server Reporting Services)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파워 BI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마이크

로소프트는 월 9.99달러를 지불하는 유료 계정으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클라우

드 서비스에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료 계정의 주된 이점은 데이터 저장 용량 증가(10GB vs. 1GB), 좀더 시의 

적절한 자동화된 데이터 갱신, 기업 “콘텐츠 팩”을 생성하는 기능, 더 높은 스

트리밍 용량이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워 BI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할 때 기업용 이

메일 주소를 요구한다. 모든 비 상업적 주소를 가려낼 수는 없겠지만, 지메일

파워 BI를 이용한 

무료 데이터 시각화 초보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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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il.com) 등의 알려진 무료 소비자 주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파워BI 사이트

(powerbi.com)에서는 .gov 및 .mil 주소로 직접 가입이 지원되지 않지만 .edu

와 .org는 지원된다. 그리고 파워 BI의 무료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싶다면 파

워 BI 클라우드 계정이 필요하거나 조직의 SQL 서버(SQL Server)에 접속해

야 한다.

한편, 파워 BI 데스크톱(Power BI Desktop)은 최소한 지금은 무료일 뿐 아

니라 계정, 이메일 주소, 신용 카드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윈도우 PC만 있으

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 BI 툴을 이용해 보고서와 대시보드를 작성하는 방

법을 배워보자. 

파워 BI로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가 시각화를 위해 필요한 형식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파워 BI 데스크톱

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이미 확실한 경우 R이나 파이썬(Python) 등의 스크

립트 작성 언어를 이용해 데이터 랭글링(wrangling)을 실행하는 편이 나을 것

이다).

엑셀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파일(File) > 옵션(Open)으로 이동해 파워 BI에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파일 > 

옵션은 이미 존재하는 파워 BI 프로젝트에만 해당된다. 대신, 새 데이터를 가져

오려면 홈(Home) 탭의 데이터 가져오기(Get Data)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소

스 유형을 선택한 후 연결(Connect)을 클릭한다.

그러면 익숙한 윈도우 파일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파일을 선택하면 데

이터 미리 보기가 표시된다. 데이터가 정상이고 그래프 및 차트 작성 전에 더 이

상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불러오기(Load)를 누른다. 그렇지 않으면 편

집(Edit)을 클릭해 파워 BI 쿼리 편집기(Power BI Query Editor)를 불러온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필자가 미국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

tration, FA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

드한 2015년 여름의 월간 항공사 항공

편 지연 정보를 사용한다. 

항공사가 관련된 경우 과거의 성과

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음해 여름에 항공편을 예약

할 계획이라면 예측은 아니더라도 다

음과 같은 질문의 답을 얻는 것도 흥미

로울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 최악의 지

연이 발생한 항공사는 어디인가? 특별화면 1│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져와 데이터 형식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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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좋거나 나쁜 항공편이 있는가? 파워 BI 차트는 손쉽게 이런 질문에 대한 답

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가이드를 따라하길 원한다면, 미국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

tion, DoT) 웹사이트에서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아니면 필자와 같

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http://www.computer-

world.com/article/3090986/data-analytics/data-files-for-our-step-

by-step-guide-to-microsoft-power-bi.html?nsdr=true)

파일 다운로드는 모든 컴퓨터월드 인사이더(Computerworld Insider) 프로

그램 회원에게 제공되며, 등록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입하자. 이 파일에는 미국 내 월별 국내선 항공편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따

라서 미국발 파리행 항공편을 확인하고 싶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각 파일은 6월, 7월, 8월, 9월에 관한 것이다.

6월 파일(2015_06_ONTIME.csv)부터 시작해 보자. 파워 BI에서 데이터 가

져오기 > CSV로 이동한다. 파일을 선택해 열면 데이터 미리 보기가 표시된다(

화면 2 참조). 그리고 (로드가 아닌) 편집을 클릭하면 쿼리 편집기를 불러 온다. 

이제 얼마간의 데이터 랭글링이 가능하다(화면 3).

이 시점에서 숫자 열을 숫자(오른쪽 정렬) 또는 텍스트(왼쪽 정렬)로 불러오는

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데이터 미리 보기에서 숫자가 왼쪽 정렬되어 있다면 올바르게 가

져오지 않은 것이다. 데이터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편

집을 선택해 쿼리 편집기(Query Editor) 창을 불러오면 (화면 2)와 같이 된다.

쿼리 편집기에서 열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형식 변경(Change 

Type)”을 선택해 정수, 소수, 날짜, 날

짜/시간 등의 데이터 유형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열 유형을 확

인하는 것 외에 이 데이터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참고 : 데이터 랭글링에 관심이 없고 차

트와 그래프부터 시작하고 싶다면 sum-

mer15delays.csv 파일을 불러오고 간편 시

각화 세션으로 이동한다. 단, 파일을 가져올 

때 항공편 명이 숫자에서 텍스트로 변경되

도록 해야 한다.

화면 3│쿼리 편집기에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수정을 시작할 수 있다. 

화면 2│숫자 열(number columns)은 숫자로서 불러올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오른쪽 정

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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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랭글링

쿼리 편집기(Query Editor)는 여러 데이터 소스를 병합하고 데이터를 피벗

(Pivot) 또는 언피벗(Unpivot) 처리해 데이터를 재형성 및 변환할 수 있다. 또

한 열 추가, 삭제, 이름 변경, 이동 등의 공통적인 데이터 처리 작업도 가능하다.

항공편 지연 데이터의 경우, 수개월을 하나의 테이블로 합쳐야 하기 때문에 7

월, 8월, 9월을 추가하기 전에 6월의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합치기 전에 각 파일에 같은 변형을 반복해야 한다.

활성화된 쿼리 편집기 창으로 더 많은 CSV 파일을 가져오려면 새로운 소스

(New Source) > CSV를 클릭하고 파일을 선택하며(한 번에 하나만 선택 가능) 

데이터 미리 보기를 훑어 보고 OK를 클릭한다.

각 데이터 소스는 이제 왼쪽 패널의 쿼리(Queries) 아래에 나열되어야 한

다. 그리고 쿼리 패널에서 데이터를 추구할 테이블을 클릭한다(이 예에서는 

2015_06_ONTIME을 선택하고 다른 달을 추가할 수 있다).

쿼리 추가를 클릭하고 3개 이상의 테이블을 클릭하며(기본은 2개), 대화 상자

의 지시사항에 따른다(브라우저 창이 좁은 경우 쿼리 추가가 쿼리 병합(Com-

bine) 버튼 아래에 있을 수 있다).

2015_06_ONTIME 파일은 이제 6월뿐 아니라 4개월 치의 데이터가 있기 때

문에 2015_SUMMER_ONTIME 같은 이름으로 변경한다. 왼쪽 쿼리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아니면 해당 쿼리가 활성화된 상

태(쿼리 패널에서 클릭 상태)로 오른쪽 패널의 쿼리 설정(Query Settings)을 보

고 속성(PROPERTIES) 아래의 이름(Name) 상자에 있는 텍스트를 변경한다.

그 다음, 공통 열을 이용해 2개의 테

이블을 병합해 보자. SQL에서는 합치

기(Join)라고 부르며 엑셀에서는 룩업 

테이블(Lookup Table)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2015_06_ONTIME의 CARRIER 

열은 항공사 이름 대신에 항공사 코

드(AA 등)를 사용한다. AA는 확실하

지만 VX와 B6는 모호해 모든 코드가 

직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항공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

을 것이다. 

필자는 항공사 코드와 이름으로 구성된 파일(airlinecodes.csv)을 작성했으며 

이 파일 역시 컴퓨터월드 인사이더 데이터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새 원본 버튼을 이용해 이 파일을 현재의 쿼리 편집기 창으로 가져올 수 있다.

필자의 시스템에서는 올바른 열 이름 없이 airlinecodes.csv를 파워 BI로 가

화면 4│쿼리 추가를 통해 데이터 소스를 결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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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왔다. 대신에 열 이름은 “Column1”과 “Column2”(시스템 기본값)로 지정되

었으며, 실제 열 이름인 “Code”와 “Airline”은 데이터의 첫 번째 줄에 표시되

었다. 이런 경우 홈(Home) 리본 메뉴의 오른쪽을 보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

용(Use First Row As Headers) 옵션이 있다. 해당 옵션을 클릭해 수정한다.

항공편 지연 데이터에 항공사 이름 정보를 추가해 보자. 메인 데이터 소스

인 2015_SUMMER_ONTIME이 활성화된 상태로 쿼리 병합(Merge Queries)

을 선택한다.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룩업 정보가 있는 쿼리 테이블(여기에

서는 airlinecodes)을 선택한 후, 각 테이블의 공통 열의 열 제목을 클릭한다. 

2015_SUMMER_ONTIME에서는 CARRIER이고 airlinecodes 테이블에서는 

Code이다.

마지막으로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병합/합치기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왼

쪽 범주 이상값(Left Outer)”를 선택하면 첫 번째 테이블의 모든 줄이 두 번째 

테이블에 일치하는 줄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보존된다. 

이제 파워 BI는 일치하는 줄이 몇 개인지 예측을 시도하며, 이는 실수 때문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합치기에 어떤 열을 사용하는지 다시 검토하고 양쪽에

서 데이터가 같은 형식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것이 정상인가? OK를 누르면 병합이 실행된다.

병합하게 되면 레이블의 데이터 테이블의 오른쪽 끝에 NewColumn이라는 

열이 표시된다. 열 이름 왼쪽에 테이블 아이콘이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화살표

가 나타난다. 데이터를 보려면 화살표를 클릭해 해당 테이블을 확장한다. 원본 

테이블에 추가하고 싶은 열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Airline 열을 Carrier 열에 더 

가깝게 이동하고 싶다면 변환(Trans-

form) 탭으로 이동한다. 거기에서 새 

(또는 다른) 열을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워 BI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새 

열을 선택한 후 이동(Move) > 처음으

로(To Beginning) 그리고 이동 > 오

른쪽(Right)을 5번 사용하면 Airline 

열을 Carrier 열 옆으로 이동할 수 있

다. 하지만 덜 복잡한 방법이 있다.

우선 테이블 위의 수식 표시줄이 없

으면 보기(View) 리본 메뉴로 이동

해 수식 입력줄(Formula Bar)을 체

크해 표시되도록 한다. 그리고 변환

(Transform) 리본 메뉴로 이동해 화면 6│변환 리본은 칼럼 이동을 포함한 여러 기능을 갖고 있다.

화면 5│병합한 데이터 테이블 칼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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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열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

고 이동 > 처음으로를 선택한다. 

이제 열을 재정렬하는 M 언어로 된 

스크립트를 볼 수 있다. 이동 > 오른쪽

을 클릭하면 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 있다. 이동하고 싶은 곳에 Air-

line 열을 잘라서 붙여 넣으면 될 것 같

지만 여기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대신에 보기(View) > 고급 편집기

(Advanced Editor)로 이동하면 모든 

단계를 스크립트로 볼 수 있다. 원한다

면 Table.ReorderColumns 줄에 있

는 Airline을 잘라내어 Carrier 열 옆

에 붙여놓고 완료(Done)를 클릭한다. 

자, 이제 Airline 열이 Carrier 열 

옆으로 이동되어 있을 것이다. 

변환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작업으로는 하나 이상의 열로 값 ‘그룹화’하

기, 구분자나 특정 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열 분할하기, (엑셀 피벗 테이블 생성

과 유사한) 피벗 열 또는 열 피벗 해제, 여러 데이터 열을 “Month” 등의 변수 

데이터와 “June” 등의 값 데이터 등 2개의 열로 이동하기 등이 있다. 또한 변환 

리본 메뉴에서 행 수 계산, 또는 통계, 표준, 지수 등의 요약 상태 생성 등의 기

능을 이용해 기본적인 통계 탐구가 가능하다. 

데이터 요약을 실시할 때 새롭게 요약된 값이 있는 테이블이 원본 데이터 테

화면 7│보기 리본 아래 수식 입력 줄을 체크하면 M 언어 스크립트를 볼 수 있다. 

화면 8│고급편집기를 이용한 열 이동 

업데이트 : 2016년 7월 현재 파워 BI 데스크톱 업데이트로 파워 BI 쿼리 편집기에

서 R 스크립트를 직접 실행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컴퓨터에 R이 로컬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처

음으로 R 스크립트 실행을 시도할 때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부 정보 제출을 

요청한다. 

계속(Continue)을 누른 후, R과 데이터 소스를 공개(Public)로 설정한다. 

또한 두 가지 중요한 변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파워 BI에서 현재 활성화되어 있

는 데이터 세트가 R 변수 데이터세트에 저장되며, R 스크립트에서 반환되기를 원하

는 데이터 프레임을 output이라는 R 변수에 저장해야 한다. 

스크립트를 실행한 후, 앞의 병합 쿼리 명령을 실행할 때 본 것과 유사한 테이블

을 얻어야 하며, 테이블을 확장해야 한다. 

필자는 쿼리를 병합하거나 첨부한 후 복잡한 데이터 세트에 R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곧 문제에 직면했지만 이 기능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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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 위치에 나타난다.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보려면 데이터 테이블 오른쪽의 적

용된 단계(Applied Steps) 열로 이동해 요약 함수를 삭제한다. 

사실 적용된 단계를 이용해 여기서 선택한 최근의 단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

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꽤 편리하다. 안타깝게도 쿼리 편집기에서 단계를 삭

제한 후 실행 취소(Undo)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한 후에는 되살릴 수 없다.

변환 리본 메뉴에서 행 수 계산(Count Rows) 메뉴 옵션을 선택해 줄 수를 확

인한다. 항공편 지연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200만 97개의 줄이 보일 것이며, 최

대 1,048,576줄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엑셀에서는 불가능한 수치다. 줄 세기 단계

를 삭제해 전체 데이터로 복귀한다. 

2015_SUMMER_ONTIME 테이블에 열은 50여 개다. 관리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데이터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몇 개를 선택한다. 

MONTH, FL_DATE, Airline, FL_NUM, ORIGIN, ORIGIN_CITY_

NAME, DEST, DEST_CITY_NAME, CRS_DEP_TIME, DEP_DELAY, 

ARR_DELAY, CANCELLED, CARRIER_DELAY, WEATHER_DELAY, 

NAS_DELAY, SECURITY_DELAY, LATE_AIRCRAFT_DELAY.

홈 리본 메뉴에서 열 선택(Choose Columns) 버튼을 클릭하고 모든 열 선택

(Select All Columns)을 선택 취소한 후 보존하려는 열 옆의 상자를 체크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나중에 열을 다시 추가하고 싶은 경우 쿼리 편집기에서 쿼리 편집(Edit Que-

ries)을 클릭한 후 적용된 단계 열의 제거된 다른 열(Removed Other Col-

umns) 옆에 있는 설정 기어를 클릭한다. 그러면 이전의 선택이 백업된 대화 상

자가 나타나며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열을 추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숫자로 인식되지 않는 열을 텍스트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파워 

BI가 항공편 수의 합을 계산하도록 하고 싶지 않으면 텍스트로 변경한다. 그렇

지 않으면 이런 필드를 범주로 해 그래프를 작성할 때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묻지 말기로 하자). 

FL_NUM와 MONTH 열 제목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형식 변경(Change 

Type) > 텍스트(Text)를 선택해 변환할 수 있다. 또한 CANCELLED 열은 거짓

을 0으로 표시하고 참을 1로 표시한다. 원한다면 형식 변경에서 유형을 True/

False로 변경할 수 있다.

이제부터 재미있는 부분이다.

간편 시각화(Easy visualizations)

닫기 & 적용(Close & Apply)으로 쿼리 편집기를 닫아 파워 BI 애플리케

이션 메인으로 복귀한다(이 파일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

다). 여기에서 파일(File) > 저장(Save)으로 작업을 파워 BI 프로젝트로 저장

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처음부터 다시 하는 번거로움은 피하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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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이름이든 상관없으나 2015_SUM-

MER_ONTIME-backup으로 저장해

놓았다). 파워 BI 빈 캔버스는 (화면 

9)와 같다. 

2015_SUMMER_ONTIME을 제외

한 다른 모든 쿼리 파일은 다시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없애자. 오른쪽의 필

드(Fields) 패널로 이동해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삭제(Delete)를 

선택하면 ‘쿼리가 다른 쿼리에서 참조

되는 중이므로 쿼리를 삭제할 수 없습

니다’라는 경고를 받는다. 하지만 마

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숨기기(Hide)를 

통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

2015_SUMMER_ONTIME을 제외하

고 모든 쿼리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메

뉴에 여러 개의 쿼리가 있을 때 열 이

름이 기본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하지

만 이제 2015_SUMMER_ONTIME 

쿼리 테이블만 남았기 때문에 자동으

로 확장되어 열 이름이 표시된다. 

확장할 것의 왼쪽 삼각형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모두 확장(Expand all)

을 선택하면 모든 쿼리의 필드가 표시된다.

출발 지연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싶은가? DEP_DELAY 옆의 체크 상자를 클

릭한다. 막대 그래프가 표시되고 막대 1개가 데이터의 모든 지연 시간을 합친다

(지정하지 않으면 파워 BI는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시각화를 추측한다). Airline

을 클릭하면, 그래프가 각 항공사의 총 항공편 지연에 관한 막대 그래프로 변

경된다.

하지만 항공사별 총 지연 시간의 합

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항공사에 항

공편이 많으면 지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각

화(Visualizations) 패널 아래에서 값

(Value) 아래의 DEP_DELAY를 찾으

면 삼각형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고 

DEP_DELAY 시간의 합(Sum)을 평

균(Average)으로 바꿀 수 있다(또는 

화면 9│파워 BI 빈 캔버스 

화면 10│시각화 패널 아래 값에서 DEP_DELAY 삼각형을 클릭한 후 평균을 선택한 그래프.

화면 11│우측 상단에 있는 생략 부호를 클릭하면 정렬 옵션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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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다면 중앙값(Median)을 구할 수 있다). 그래프가 너무 작다면 상자의 모서

리를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크기를 변경한다. 

현재 그래프는 (화면 11)처럼 알파벳 순서대로 항공사 별로 정렬되어 있다. 평

균 항공 지연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싶다면 그래프 우측 상단의 생략 부호(기타 

옵션)를 클릭하고 DEP_DELAY의 평균을 기준으로 정렬을 선택한다. 

도착 지연에 대한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ARR_DELAY를 패널의 값 영역으

로 드래그하고 합에서 평균으로 변경한다. 다시 우측 상단의 생략 부호를 클릭

하여 ARR_DELAY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기본이 오름차순인 경우 다시 클릭

만 하면 된다). 

이제 (화면 12)와 같은 그래프가 보

일 것이다. (화면 12)의 경계 우측 상

단에 위치한 생략 부호 옆에 “포커스 

모드(Focus mode)” 아이콘을 클릭해 

캔버스 전체를 차지하는 그래프 버전

을 볼 수 있다. 이후 왼쪽 상단에 보고

서로 돌아가기를 클릭하면 원래 크기

로 돌아온다. 

기본 제목은 좀 어설프다. 시각화 기

능 바로 아래의 브러시 아이콘(서식)을 클릭하면 제목을 변경하고 많은 디자인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다. 특정 그래프를 편집하려면 클릭해 활성화 상태로 만

든다(경계 상자 표시). 제목(Title)을 클릭하면 제목 텍스트, 글꼴색, 배경색, 정

렬, 텍스트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표시된다. 또한 막대에 데이터 레

이블을 추가하거나 X 및 Y 축을 변경하는 등의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제목을 Average Departure & Arrival Delays in Minutes, Jun 

- Sep 2015로 바꾸고 텍스트 크기를 키운 후 가운데 정렬할 수 있다. 필드의 이

름을 바꾸고 싶다면 필드 패널에서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이름 바꾸기

를 선택하면 된다. DEP_DELAY를 Dep Delay로 바꾸고 ARR_DELAY를 Arr 

Delay로 바꾸어 보자.

확실히 지난해 여름에는 스피릿 에어라인(Spirit Airlines)가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공항에서만 지연 사태가 심각 다른 곳에

서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화를 수정해 몇 

개의 공항만 포함시킬 수 있다.

데이터의 부분 집합으로 좁힐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필터를 하나의 그

래프, 페이지 전체, 다중 페이지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보

고서를 편집하는 동안 필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후에 작업을 파워 BI 대시보

드로 공유하는 경우 읽기 전용 사용자는 필터링된 결과만 볼 수 있고 데이터를 

다시 추가할 수 없다.

화면 12│출발 지연과 도착 지연 시간 평균을 보여주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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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인터렉티브 슬라이서(Slicer)를 추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슬라이서를 

이용하면 나중에 자신의 작업을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필터를 양방향 필터링하

고 다시 추가할 수 있다. 

둘 다 해 보자.

데이터 필터링

필자가 지난 3월 파워 BI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주된 단점은 보고서, 테이

블, 슬라이서 등에 텍스트 검색 상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미국 항공기 

데이터 등 범주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는 경우라면 세인트 루이스(St. Louis)

를 찾기 위해 목록에서 순서대로 수백 개의 도시를 스크롤 하는 일은 꽤나 짜증

날 것이다.

6월 30일 현재, 파워 BI 데스크톱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보고서에 텍스트 검

색이 가능한 슬라이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 개(또는 수천 개) 가운데 

한 항목을 찾기가 더 쉬워졌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점차 발전하고 있다. 하지

만 목록의 수백 개 항목 가운데 몇 개에만 관심이 있으며 데이터의 부분 집합으

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보고서를 필터링해 몇 개의 핵심 범주로 추려내는 것

이다. 이 경우, 자사의 사무실이 있는 곳 등 관심이 있는 일부 도시만을 보여주

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캔버스의 빈 영역을 클릭한 후 DEST_CITY_NAME을 

보고서 수준 필터 아래 “데이터 필드를 여기에 끌어오기” 영역으로 드래그한다. 

몇 개의 도시만 선택한다. 필자의 경우 애틀란타(Atlanta),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클리블랜드(Cleveland), 라스베가스(Las Vegas), 로스엔젤

레스(Los Angeles), 뉴올리온즈(New Orleans), 뉴욕(New York), 필라델피

아(Philadelphia),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산호세(San Jose), 시애틀

(Seattle), 워싱턴(Washington, D.C)을 선택했다.

필터에서 DEST_CITY_NAME 제목을 클릭해 닫는다. 그리고 ORIGIN_

CITY_NAME에도 같은 작업을 실시한다. DEST_CITY_NAME 필터 위로 드래

그하고 원하는 도시를 선택한다. 그러면 주요 도시들 사이의 항공편에 관한 정

보만 얻게 된다.

이 시점에서 데이터는 몇 개의 도시에만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서에 작성

하는 것이 좋다. 홈 리본 메뉴에서 텍스트 상자(Text Box) 버튼을 클릭해 페이

지에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캔버스에서 원하는 대로 이동 및 구성한 후, 보

고서에서 다루는 도시를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한다. 

몇 개의 슬라이서를 추가해 사용자가 출발 및 도착 도시를 손쉽게 선택할 수

도 있다. 캔버스의 빈 영역을 클릭한 후 슬라이서 시각화 아이콘(시각화 아래

의 테이블 아이콘 위에 있는 작은 필터/깔때기 모양이며, 2016년 5월 버전의 

파워 BI에서는 시각화 아래의 마지막 아이콘에서 3번째에 위치)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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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_CITY_NAME을 확인한다. 

이제 캔버스에서 빈 영역을 다시 클릭

하고 두 번째로 슬라이서 아이콘을 클

릭한 후 DEST_CITY_NAME을 클릭

한다. 캔버스에서 원하는 대로 슬라이

서의 크기를 조정하고 이동한다.

슬라이서에 검색 상자를 추가할 만

한 도시가 아직 있다면 슬라이서 우

측 상단의 생략 부호를 클릭하고 검

색(Search)을 선택한다. 그러면 슬라

이서에 텍스트 검색 상자가 추가된다.

텍스트가 작아서 읽기 힘들다면 각 

슬라이서를 클릭한 후, 브러시 아이콘

(서식)을 클릭하고 항목(Items) 아래

에서 새로운 텍스트 크기를 선택한다.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제목을 변경할 수 

있는 필드를 선택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예를 들어, ORIGIN_CITY_NAME

에서 Origin City로 변경하고 DEST_CITY_NAME에서 Desintation City로 

변경 가능), 제목 글자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제 처음으로 데이터 필터링의 장점을 알게 될 것이다. 페이지 수준의 필터가 

없다면 각 슬라이서마다 300개 이상의 도시를 스크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공사뿐만 아니라 실제 항공편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

다. Airline을 캔버스 위의 빈 지점으로 드래그한 후 FL_NUM을 추가하면 또

다른 테이블이 생긴다. Dep Delay와 Arr Delay를 추가한 후 다시 둘 다(값 아

래에서) 합계에서 평균으로 변경한다. FL_NUM을 Flight로 이름 변경한다. 

CRS_DEP_TIME을 클릭하고 테이블에 추가하여 예정된 출발 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이제 슬라이서에서 출발 및 도착 도시를 클릭할 때 선택 가능한 모든 항공편

과 평균 도착 및 출발 지연이 표시된다. 그래프에서 특정 항공사의 막대를 클릭

하면 테이블에 해당 항공사의 항공편만 표시된다.

참고: 찾기가 아주 쉽지는 않지만 페이지에서 그래픽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

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픽을 클릭해 활성화한 후, 형식(Format) 리본 메뉴에

서 상호작용 편집(Edit Interactions)을 선택한다. 페이지의 다른 그래픽에 추

가적인 아이콘이 일부 있으며 그 중에는 필터와 원 위로 슬래시가 표시된 것이 

있다. 필터를 클릭하면 활성화된 그래픽에서 일어난 일에 기초해 그래픽이 변경

되며, 슬래시가 있는 원을 클릭하면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그래픽을 가져다가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크게 지연된 몇 번의 항공편이 전체적인 평균에 과도한 영향을 끼칠 수 

화면 13│슬라이서에 검색 상자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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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엑셀에서와 마찬가지

로 페이지 이름이 있는 탭 옆의 플러스 

기호를 클릭해 파워 BI 보고서에 페이

지를 추가할 수 있다(기본값은 Page 1

일 것이다).

슬라이서와 그래프가 모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다. 페이지를 마우

스 오른쪽 클릭하고 복제한다. 이제 그

래프를 손쉽게 클릭할 수 있다. 값 세

션 아래에서 Dep Delay의 평균과 Arr 

Delay의 평균을 클릭하고 각각을 중

앙값(Median)으로 변경한다. 또한 그래프와 항공편 데이터가 있는 테이블의 제

목도 평균에서 중앙값으로 변경할 수 있다.

스피릿을 제외 모든 항공사는 전체 도시에서 0 이하의 중앙값 도착 지연을 갖

는다. 

양방향 드릴다운(Interactive Drilldown)

월별 평균 지연이 궁금한가? 파워 BI는 날짜 필드에 따른 자동 드릴다운이 있

기 때문에 새 페이지에서 새 시각화를 생성, 확인할 수 있다.

1페이지를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복제하고 그래프를 클릭해 활성화한 

후 Airlines를 클릭 취소하고 FL_DATE를 클릭한다. 그러면 차트에는 도착과 

출발을 나타내는 2개의 막대만 표시된다.

왜냐하면 파워 BI의 기본값은 년 단위의 그래프로 표시했으며 데이터가 1년

치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축(Axis) 아래에서 년도(Year) 옆에 있는 x를 클릭해 

삭제하면 그래프가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무용지물에 가까운)연간 종합을 정지

한다. 이제 분기(Quarter)가 기본 값이 된다. 이것도 이 4개월치 데이터 세트에

는 크게 유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치자.

파워 BI의 날짜 드릴다운을 활성화하려면 그래프 우측 상단의 아래쪽 화살표

를 클릭한다. 이제 3분기 그래프 가운데 하나를 클릭하면 월 별로 표시된다. 특

정 월의 막대를 클릭하면 해당 월의 일로 확대된다.

더 큰 시간 그룹으로 되돌아가려면 그래프 좌측 상단의 위쪽 화살표를 클릭한

다. 시간 그룹을 오가는 동안 페이지의 다른 시각효과에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

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의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다.

데이터 드릴다운은 날짜 필드에 자동화되어 있지만 다른 계층에도 드릴다운을 

구성할 수 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활성화한 후 FL_NUM를 Axis 필

드 드래그해 Airline 아래에 위치하도록 한다. 드릴다운 아이콘이 나타난 것 빼

고는 그래프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화면 14│보스턴 도착 항공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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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단의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해 드릴다운을 활성화하고 항공사의 막대

를 클릭하면 해당 항공사 개별 항공편의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

지로 드릴다운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테이블에 변경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다. 진행하면서 특정 항공사의 테이블을 수동으로 필터링 하고 싶은 경우 임시

로 Airline을 페이지 수준 필터로 추가하거나 Airline에 제 3의 슬라이서를 추

가할 수 있다.

좌측 상단의 위쪽 화살표를 클릭해 원본 그래프로 복귀하고 아래쪽 화살표를 

다시 클릭해 아직 선택되어 있는 드릴다운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그래픽이 이전

과 마찬가지로 동작한다.

이 페이지에서 그래프의 표제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래프를 다시 활성화하고 

시각화 패널의 브러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제목(Title)을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탭의 이름을 ‘1페이지’와 ‘1페이지의 복제’보다 좀 더 유의

미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엑셀과 같이 탭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도 선택지

가 나오지만, 탭 이름을 두 번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 

파워 BI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시각화가 훨씬 많다. 3개의 지도와 실제 지리 

지도를 포함해 시각화 패널의 모든 아이콘 외에도 사용자 지정 시각화 갤러리

(Custom Visuals Gallery https://app.powerbi.com/visuals/)로부터 가져

올 수 있는 다른 그래픽이 있다. 원하는 것을 찾은 후 갤러리에서 다운로드하고 

시각화 패널에 있는 마지막 아이콘 옆의 생략 부호를 이용해 가져온다. 사용할 

보고서에 개별적으로 가져와야 한다. 

지연 이유가 있는 열을 확인하는 등 이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

지만 이는 각자의 몫으로 남기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작업 공유

시각화 작업을 완성한 후, 자신이 분석한 일부를 동료와 공유하고 싶을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와 보고서를 파워 BI 클라우드 서비스에 게시해

야 한다. 작업을 저장한 후 홈 > 게시(Publish)로 이동한다. 현재 파워 BI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해야 한다(아직 계정이 없다면 생성해야 한다).

데이터를 파워 BI 클라우드 서비스에 게시하면 파워BI 서비스에서 게시된 데

이터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정보 보기(Quick 

Insights)” 기능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여러 데이터 포

인트(Data Point)를 살펴보고 범주 이상값(outliers)와 클러스터(correlations) 

등을 강조 표시한다. 

안타깝게도 빠른 정보 활용(Quick Insights) 기능은 모든 지연 시간을 합쳐

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른다. 의미를 가지려면 평균을 내야 한다(시간에 따른 지

역 또는 매장별 합이 유효할 수 있는 판매와 수익 등의 데이터 파일에 기본 값

이 훨씬 유용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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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프로젝트를 복제(다른 이름으로 저장

(Save As))해 빠른 정보 활용 기능을 사용해 보

았으며 도착 도시, 항공사, 항공편 별로 데이터

를 그룹화 해 보았다(원한다면 쿼리 편집 > 변

환 > 그룹화(Group By)로 이동하고 대화 상자

에 따라 새로운 평균 도착 지연 열을 만든 후 닫

기 & 적용을 선택하여 시각화를 다시 실시하고 

게시하면 된다).

파워 BI 클라우드 서비스 내에서 데이터 세트

에 대한 빠른 정보활용 기능을 사용하려면 왼쪽 

메뉴의 해당 데이터 이름 옆에 있는 생략 부호를 

클릭하고 ‘정보 보기’를 클릭한다. 만약 생략 부

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좌측 상단의 3줄 메뉴 아

이콘을 클릭해 메뉴를 표시할 수 있다. 정보 보

기 기능을 찾을 수 없다면 보고서(Report)가 아

닌 데이터집합(Datasets) 아래 데이터에서 마우

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자. 

빠른 정보 활용을 살펴본 뒤, 메인 파워 BI 클

라우드 페이지로 이동해 필요하다면 로그인하고 좌측 상단의 3개 가로줄 아이

콘을 클릭해 메뉴를 표시하면 모든 데이터세트, 보고서, 대시보드를 볼 수 있다. 

서비스에 게시하기 전에 데스크톱 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시각화 보고서 페이

지를 생성했다면 보고서 아래에 표시된다(데이터는 당연히 데이터세트 아래에 

표시된다).

공개 확인을 위해 웹에 보고서를 직접 공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웹 사이트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일 > 웹으로 게시(Publish to Web)로 이동한다. 베

타 상태에서는 무료였지만, 7월 초 이 프리뷰를 중단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

트가 무료로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일부 사람들과 자신의 개인적인 데

이터를 공유하고 싶다면 자신의 작업을 대시보드로 공유해야 한다. 

보고서 페이지 전체를 대시보드로 공유하고 싶다면 페이지 바로 위의 핀(압

정) 아이콘(라이브 고정 페이지)을 클릭하고 새 대시보드에 고정하도록 선택한

다. 각 시각화를 클릭한 후 해당 시각화 우측 상단의 핀 아이콘을 클릭하고 기존 

또는 새 대시보드에 고정함으로써 여러 페이지의 시각화(또는 심지어 다른 데이

터세트)를 결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의 공유 아이콘을 클릭하고 다

른 사람들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공유할 수 있다.

대시보드 공유 대화 상자를 보면 별 다른 설명이 필요없기 때문에 수신인이 

다시 공유하거나 확인만 할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다(일부 데이터 세트에 행 

수준의 보안이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세트 내에서 특정 사용자만 좀 더 민감

화면 15│빠른 정보 활용(Quick Insights) 기능은 상당히 흥미롭다. 다만 이를 

위해선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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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일부 기능은 프리뷰 단계이며 변경될 가능

성이 있다).

대시보드 자체에서 웹 콘텐츠, 이미지, 텍스트 상자, 영상을 대시보드에 삽입

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몇 개의 핵심 지표를 호출하는 “카드(Card)”를 추

가하는 것을 포함해 추가적인 시각화를 생성하고 대시보드에 고정할 수 있다. 페

이지 위의 보고서 편집(Edit Report) 링크를 클릭한 후, 아무 대시보드에나 새 

시각화를 고정해 파워 BI 서비스에서 보고서를 편집할 수 있다.

상단(검은색) 탐색 표시줄에 있는 기어(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정 > 대시

보드를 클릭한 후, 편집할 특정 대시보드를 클릭해 사용자가 자연어 질문을 물

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 대시보드에 질문 및 답변 검색 상자 표시’ 옆에 있

는 확인란을 클릭한다.

이 기능으로 사용자(대시보드 확인자 포함)는 질문을 입력해 데이터 세트에서 

새로운 시각화를 생성할 수 있다. 필자는 쿼리에 대한 적절한 형식을 찾은 후 이

것이 꽤 흥미로운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필자는 IDG의 미국 웹사이트에 대한 월별 검색 방문 데이터를 가

져다가 “컴퓨터월드의 월별 검색 방문을 보여줘(Show me search visits by 

month for Computerworld)” 또는 “CIO가 가장 많이 검색 방문한 달은?(What 

month has the largest search visits for CIO)” 등을 입력해 다양한 데이터 

슬라이스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대시보드에 고정한 보고서 페이지에서 슬라이

서를 통한 동일한 상호작용을 생성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서의 부가가치는 필자

가 모델화를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사용자가 물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항공편 데이터의 경우 필자는 대시보드에 “평균 보안 지연이 가장 긴 출발 

도시는?” “보스턴에서 평균 날씨 지연이 가

장 긴 도착지 도시는?” 같은 질문을 물었다.

파워 BI가 데이터 세트에서 얻을 수 있다

고 인식하는 것을 입력하면 해당 단어에 밑

줄이 쳐지고 선택권이 표시된다. 보스턴을 

출발 도시 또는 도착 도시로 설정하고 싶은

가? 클릭하고 선택한다. (열이나 막대 등) 시

각화 유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쿼리에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한 가지 불만이 있다.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나 뉴욕(New York) 같은 도시

의 데이터를 뽑아내려고 하면 4번째 글자를 

입력할 때까지 시스템이 도시 이름을 인식하

지 못했기 때문에 불편했다(3글자와 공백이 

있으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다). 
화면 16│파워 BI 대시보드는 자신의 데이터세트 내 밑줄 친 열 이름을 기반으로 자

연어 질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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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출발 공항 코드에서 SFO(San Francisco) 또는 JFK와 LGA(New 

York)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고 데이터에 도시들이 있

다면 염두에 둬야 한다.

데이터에 직관적인 열 이름이 없다면 열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모델

에 (데스크톱에서만) “유의어”를 추가할 수 있다. 왼쪽 패널에서 관계(Rela-

tionships) 아이콘(3개의 상자를 나타내는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델링

(Modeling) 리본 메뉴를 선택하면 동의어(Synonyms) 아이콘과 오른쪽에 필

드 목록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Origin City 아래의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Leaving 등의 추가적인 대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다.

결론

수 주 동안 파워 BI를 사용하면서 플랫폼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기본적인 데

이터 탐색 및 시각화를 신속하게 수행하기에 꽤 직관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파워 BI는 불과 6개월만에 누락되어 있던 기본적인 기능(슬라이서의 텍

스트 검색, 테이블의 조건부 형식 구성, 슬라이서로 캘린더 데이터 선택 등)을 

개선했다. 테이블의 조건부 형식 구성은 5월 31일 데스크톱 업데이트에 추가되

었으며 검색 가능한 슬라이서는 6월 30일 업데이트에 추가됐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는 향상된 날짜 범위 선택 기능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워 BI 플랫폼은 꽤 자주(데스크톱은 한 달에 한 번이며 클라우드는 더 자주) 

업데이트되면서 신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R 사용자로서 필자는 

소프트웨어 내의 R 스크립트 통합과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파워 BI 내

의 R 그래픽(프로(Pro) 계정 필요)에 큰 관심이 간다. 하지만 파워 BI를 위해 특

별히 R에 관해 알고 있거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미 (특히 윈도우에서) 엑셀을 사용하고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프라에 

기업 데이터를 저장해 둔 상태라면 파워 BI를 다운로드해 무료 계정에 가입하고 

파워 BI를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간단한 데이터 탐색과 분

석해야 하며 현재 선호하는 플랫폼이 없다면 해당 플랫폼을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파워 BI는 스프레드시트,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애

저(Azure)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가지 온라인 콘텐츠 팩(Content Pack) 데이터 연결은 그리 흥미롭지 않았

지만, 어도비 애널리틱스(Adobe Analytics)와 구글 애널리틱스가 장기적인 사

이트 콘텐츠 트렌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도는 해 보았다. 그렇다고 해

서 세일즈포스나 메일침프(MailChimp) 등이 효과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세일

즈포스와 다이내믹스 CRM(Dynamics CRM) 등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 수준의 

“솔루션 템플릿”을 개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콘텐츠 팩 게시자들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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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초점을 맞출 시나리오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결론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사용자들이 셀프 서비스 분석을 실시하며 경

우에 따라서 IT의 도움을 받아 내부 데이터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또는 내부적

인 “콘텐츠 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파워 BI를 설계했다. 

타블로(Tableau)처럼 탄탄한 플랫폼은 아니지만 개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타

블로의 탄탄한 가격표는 붙어있지 않다. 타블로 퍼블릭(Tableau Public)은 무

료이지만, 유료 소프트웨어 대비 기능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기업 사용자들에

게 필수적인 개인 데이터 공유 기능이 개발되지 않았다.

전업 데이터 분석가이거나 공공 게시물 수준의 그래픽을 작성하는 디자이너

라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작업을 공유하면서 

고급 사용자 지정과 기능까지는 필요없는 경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차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

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

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

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

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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