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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개요
MicroStrategy Desktop은 비즈니스 전문가가 IT부서의 직접 지원을 받지 않고 간단
하게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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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MicroStrategy Desktop에서는 Excel스프레드시트 , CSV(쉼표로 구분된 값)파일 , TSV
(탭으로 구분된 값)파일 및 프린터(PRN)텍스트 파일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에서
개인화된 데이터를 가져오고 리포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소스 목록을 보려
면 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소스 , page 7를 참조하세요 .

1. MicroStrategy Desktop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

2. 새 데이터세트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툴바에서 데이터 추가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새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가 열립니다 .

3. 이 예제의 경우 디스크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

4.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으려면 파일 선택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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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이동하여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준비를 클
릭합니다 .

5. 데이터를 미리보고 데이터 유형을 할당합니다 .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미리보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선택한 데이터가 표시됩
니다 .

데이터의 각 열은 비즈니스 개념인 애트리뷰트(예: Product또는 Employee)와
비즈니스 측정치인 메트릭(예: Revenue또는 Profit)으로 자동 식별됩니다 .

데이터에 대한 이러한 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열의 헤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애트리뷰트로 변환 또는 메트릭으로 변환
을 선택합니다 .

맵에 표시될 데이터 준비 등의 추가 작업 단계를 보려면 ?(도움말)버튼을 클
릭합니다 .

6. 공백을 제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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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탐색하여 품질과 유용성을 평가한 다음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에 해
당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데이터 랭글링이라고도 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공백 제거 ,데이터 필터링 ,중복 행/셀 삭제 ,데이터 찾기/바꾸기 ,열 연결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평가하고 변형하려면 오른쪽의 랭글을 클릭합니다 .단계를 보려면
?(도움말)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7. 마침을 클릭합니다 .데이터세트로 사용할 데이터와 함께 새로운 빈 대시보드
가 만들어집니다 .

다음:새 대시보드의 시각화에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 page 8를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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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져올 데이터 소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MicroStrategy Desktop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l Excel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l 사용자정의 데이터베이스 쿼리의 결과를 사용하여

l 대시보드 열기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해 MicroStrategy Server에서

단일 데이터세트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 소스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Excel스프레드시트를 가져온 다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가져
오고 단일 데이터세트로 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를 가져오는 자세한 단계를 보려면 데이터에 연결 페이지에서 ?(도움말)버
튼을 클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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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시각화

데이터를 가져온 후 프리젠테이션 품질의 대화형 표시 또는 대시보드를 신속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탐색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시각적 표현(시각화라고 함)을 추가합니다 .새 대시보드를 만들 때 빈 시
각화가 자동으로 대시보드에 추가됩니다 .

1. 새 대시보드의 오른쪽에 있는 시각화 갤러리에서 추가할 시각화 유형을 클릭
합니다 .시각화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보려면 시각화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
서를 놓습니다 .

각 시각화의 예제 이미지는 시각화 유형 , page 10를 참조하세요 .

2. 시각화에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애트리뷰트 및 메트릭을 대시보드 데이터세
트 패널에서 편집기 패널의 다른 영역으로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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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유형에 따라 데이터의 색상 ,모양 ,크기 등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과 단계를 보려면 속성 아이콘 을 클릭하고 시각화 이

름 옆에 있는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

3. 필요한 경우 두 번째 시각화를 추가하여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탐색합니다 .

l 툴바에서 시각화 삽입 을 클릭합니다 .

l 시각화 갤러리에서 시각화 유형을 클릭합니다 .

l 데이터를 표시할 애트리뷰트와 메트릭을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

4. 툴바에서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를 저장할 위치로 이동한 다
음 이름을 지정합니다 .

5. 저장을 클릭하세요 .

다음:시각화를 필터링합니다 .데이터 필터링 , page 12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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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유형

MicroStrategy Desktop은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보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화 유형의 몇 가지 예입니다 .자세한 예제는
시각화 갤러리를 참조하세요 .

막대 차트

데이터를 가로 또는 세로 막대로 표시하여 데이터 그룹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 줍니
다 .

그리드

대화형 테이블에 데이터를 표시한 다음 해당 데이터에 대해 피봇 ,정렬 ,이동 ,드릴 ,
필터링 및 추가 조작을 수행합니다 .

맵

대화형 맵에 색상이 지정된 지역 ,마커 또는 색상 그레디언트로 지리적 데이터를 표
시합니다 .

네트워크

항목 간의 관계를 식별합니다 .데이터 값은 노드로 표시되고 노드 사이의 선은 값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

https://community.microstrategy.com/t5/Visualization-Gallery/Word-Cloud/ba-p/3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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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 차트

데이터의 추세를 3차원(X-축 , Y-축 ,거품의 크기)으로 시각화합니다 .

열 지도

많은 변수의 상태와 영향을 한 번에 파악합니다 .인접한 사각형의 크기 및 색상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

선 차트

데이터를 가로 또는 세로 선으로 표시하여 데이터 그룹을 서로 비교해서 보여 줍니
다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이러한 각각의 시각화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 요구 사항 및 단계를 보려면 편집기 패
널에서 시각화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도움말을 선택합니다 .



MicroStrategy Desktop빠른시작개요

12 © 2017, MicroStrategy Inc.

데이터 필터링

데이터 필터링을 통해 대시보드에 표시할 내용을 제한하고 사용자정의할 수 있습
니다 .대시보드의 모든 시각화를 필터링하거나 특정 시각화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
다 .단일 시각화를 필터링하는 단계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모든 시각
화 및 다른 항목을 필터링하는 단계를 보려면 왼쪽 상단의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1. 상단의 삽입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필터를 클릭합니다 .빈 필터가 대시보드에
추가됩니다 .

2. 왼쪽의 데이터세트 패널에서 애트리뷰트 또는 메트릭을 빈 필터로 드래그합
니다 .

3. 대시보드에 둘 이상의 시각화가 있는 경우 필터에서 대상 선택을 클릭합니
다 .필터링할 시각화를 클릭한 다음 필터에서 적용을 클릭합니다 .

4. 필터에서 표시할 값을 선택합니다 .

다음 예제에서는 필터에 South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필터는 하단의 그래프
시각화를 대상으로 하여 South 영역만 표시하는 반면 상단의 파이 차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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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모든 영역을 표시합니다 .

다음:대시보드를 동료와 공유합니다 .통찰력 공유 , page 14를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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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력 공유

통찰력을 저장하고 동료와 공유합니다 . MicroStrategy Desktop을 사용하면 쉽게 작
업할 수 있습니다 .

다른 MicroStrategy사용자와 대시보드 공유
동료가 MicroStrategy Desktop또는 MicroStrategy Web을 사용하는 경우 저장된 대시
보드를 동료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사용자는 각자의 환경에서 공유 대시보드
및 데이터세트를 신속하게 열어 자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툴바에서 저장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대시보드를 저장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이
름을 지정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파일은 다른 MicroStrategy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mstr파일로 저장됩니다 .다른 MicroStrategy
제품에서 .mstr파일을 사용하는 단계를 보려면 해당 제품의 도움말을 참조하세요 .

전체 대시보드를 PDF또는 이미지 파일로 공유
MicroStrategy미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동료와 공유하기 위해 PDF를 만들 수 있으
며 이 파일은 PDF Reader가 있는 모든 장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PNG파일 확
장자를 가진 이미지 파일로 대시보드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

파일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가리킨 다음 PDF또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내보낸 파일을 저장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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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각화 공유

개별 시각화를 데이터 파일 , PDF또는 Microsoft Excel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파일은 CSV(쉼표로 구분된 값)파일로 저장됩니다 .

시각화의 제목 표시줄에서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표시를 클릭한 다
음 데이터 내보내기를 클릭하고 Excel,데이터 또는 PDF를 선택합니다 .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내보낸 파일을 저장할 위치로 이동한 다음 이름을 지정합니다 .저장을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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