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y Microsoft Power BI?



아젠다

Microsoft Power BI 기본 소개Ⅰ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Ⅱ

Power BI SampleⅢ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Ⅳ



Microsoft Power BI 소개

Microsoft Power BI 기본 소개



Microsoft Power BI는 가트너(Gartner) 및 해외 유명 외부 전문 기관 평가에서 비즈니스 통찰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으로써 그 실행 능력과 비전 로드맵의 완벽성을 인정받아 매년 BI 제품군의 시장 리더로 선정되며 높은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Microsoft Power BI 외부 전문기관 평가



Microsoft Power BI 소개

Microsoft Power BI는 기업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연결 및 수집하여 사용자가 직접 분석 및 시각화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시각화 툴로 Office 365의 Excel Pivot 기반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과 Teams 및 SharePoint
와 연계한 효율적 보고서 공유 환경을 지원합니다.

Hadoop 및 Spark와같은빅데이터원본을포함하여클라우드

또는온-프레미스에서데이터를탐색하고연결할수있습니다. 

Power BI Desktop 데이터모델링을사용하면몇번의클릭만으로

여러원본의데이터를정리, 변환및조합할수있습니다. 

사용자는빠른측정, 그룹화, 예측및클러스터링과같은기능으로

데이터를파악하고, DAX 수식언어로데이터를제어할수있습니다.

Microsoft에서제공하는최신시각적데이터개체를사용하거나

오픈소스프레임워크를사용하여보고서를디자인할수있습니다.



Why Microsoft Power BI

Microsoft Power BI는 사용자가 Excel 또는 Power BI Desktop을 통해 다양한 그래프 및 차트로 리포트 작성

및 배포할 수 있고, Office 365 기반의 보안 및 계정관리 및 플랫폼 및 디바이스에 구애 없는 배포로 사용과 운영에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Power BI 구성도

Microsoft Power BI는 DB, ERP, CRM 등의 기업 내부 관리 시스템 정보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등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해 엑셀의 분석 기능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Office 365 또는 Power BI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엑셀(Excel), 웹(Web) 및 모바일(Mobile) 환경에서 보고서를 구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Power BI 주요 기능

Power Query
발견과 결합(Discover and Connect)

Power Pivot
분석과 모델(Model and Analyze)

Power View
표현과 탐색-1 (Visualize and Explore )

Power Map
표현과 탐색-2 (Visualize and Explore )

• 다양한데이터베이스에대한검색과접근

• 데이터정제, 변환, 변형

• 다중소스의데이터의병합과결합

• 인메모리기술로빠른분석결과확인

• 데이터관계모델링형성및확인용이

• 사용자정의측정값, 계층, KPI 모델링

• 데이터를대화형시각화

• 새로운데이터탐색방법으로숨겨진

통찰력확인

• 데이터를대화형시각화

• 새로운데이터탐색방법으로숨겨진

통찰력확인

Power Query는 웹에 공유된 외부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및 접근을 제
공하고 Office 365 조직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공유된 데이터에 검
색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해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View 는 여러 개의 차트 및 그래프가 하나의 필터에 의해 동
작되도록 단일 뷰로 엮여있으며, 움직이는 차트 및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엑셀에서 바로 시각화 된 보고서 활용이 가
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Pivot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러그인으로써,
데이터 압축 기능으로 엑셀 파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인메모리 기
술로 1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을 제공합니다.

Power Map은 Excel용 3차원 시각화 도구인 Bing Map 서비스와 연
계해 다양한 표현 방법(막대, 열, 원형 그래프 등)으로 손쉽게 지역
데이터를 표현해 통찰력을 제시하며, 지역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생
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BI 주요 기능 _ Power Query

Power Query는 웹에 공유된 외부 데이터에 대한 검색 및 접근을 제공하고 Office 365 조직 계정으로 로그인

하여 공유된 데이터에 검색 및 접근을 가능하게 해 데이터들을 연결하고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BI 주요 기능 _ Power Pivot

Power Pivot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플러그인으로써, 데이터 압축 기능으로 엑셀 파일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인메모리 기술로 1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Azure 
Database에서

Excel
파일에서

온프레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웹에서



Power BI 주요 기능 _ Power View

Power View는 여러 개의 차트 및 그래프가 하나의 필터에 의해 동작되도록 단일 뷰로 엮여있으며, 움직이는

차트 및 그래프를 통해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엑셀에서 바로 시각화 된 보고서 활용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BI 주요 기능 _ Power Map

Power Map은 Excel용 3차원 시각화 도구인 Bing Map 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표현 방법(막대, 열, 원형 그래

프 등)으로 손쉽게 지역 데이터를 표현해 통찰력을 제시하며, 지역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벤츠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코카콜라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오비맥주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코미코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CTC바이오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영보화학



Power BI 구축 성공 사례-백산



산업별 마이크로소프트 BI 솔루션 구축 대표 레퍼런스



Power BI Sample

Power BI Sample



Power BI Sample _ 제조



Power BI Sample _ 재무



Power BI Sample _ 제약



Power BI Sample _ 리테일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메이븐 클라우드 서비스 소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파트너(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지원을 위한 전문 서비스 파트너입니다.

Microsoft DW & BI l Azure l Microsoft 365(O365) l Dynamics 365



교육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랩 실습 지원 서비스



적용 및 유지보수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