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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rcGIS Desktop 환경에서 검색 창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팁을 안내하는 

한국에스리 기술문서입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건의 등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유지보수 고객 대상)  

o 고객지원 홈페이지 : http://www.esrikr.com/self-service/  

o 이메일 : help@esrikr.com  

o 전화 : 080-850-091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24 시간 기술지원 리소스 :  

o 한국에스리 기술자료 : http://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o ArcGIS Developer Forum : http://cafe.naver.com/agsdev/  

o Esri 기술지원 페이지(영문) : http://support.esri.com  

o Esri 기술 포럼(영문) : http://forums.arcgis.com  

o 소프트웨어 개선 요청(영문) : http://ideas.arcgis.com  

 Helpful tips on using search in Arc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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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Helpful tips on using search in ArcGIS   

검색에 대한 도움말 및 팁(Help and tips on searching) 

 검색한 결과의 제목을 클릭함으로써 지도에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팝업 창에서 자세히 보려면 해당 제목 위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검색결과의 요약글을 클릭하면 해당 아이템의 설명을 윈도우 창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창을 켜둔 채 다른 검색 결과의 요약을 클릭한다면, 클릭한 아이템의 설명을 

동일한 윈도우 창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로컬 검색을 위해 검색 결과 아래의 녹색 경로를 클릭하여 카탈로그창의 해당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ArcGIS 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타이핑함으로써 검색을 시작합니다.  

 검색은 GIS 데이터를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키워드를 포함하며 느슨하게 결합된 

계층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간추립니다. 

사례) 

검색한 문자 결과 

Parcels 아이템 정보에 Parcels 을 포함하는 모든 아이템을 반환한다. 

Parcels Feature Class 아이템 정보에 Parcels 을 포함하는 것들 중 피처클래스만 반환함으로써 

결과를 좁힌다. 

Parcels shapefile Parcels 의 정보를 포함하는 것들 중 쉐이프파일만 반환한다. 

Parcels shapefile 

polygon 
Parcels 정보를 포함하는 것들 중 폴리곤타입의 쉐이프파일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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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 카드 검색(Wildcard searches)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와일드카드 검색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nduse 혹은 landbase 와 같이 land 로 시작하는 것들을 검색하기위해서 아래와 

같이 검색할 수 있습니다. 

land* 

 노트 : * 기호 자체 만 검색하는 것은 잘못된 조회입니다. *기호 뒤에 다른 용어가 오

는 것은 유효합니다(예:*base는 유효한 쿼리임). 

이 외에도 용어 중간에 * 기호를 넣음으로써 와일드카드 검색을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Te*t 

 

와일드카드 글자를 한 글자에만 적용한다면 ‘?’ 기호를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ext” 또는 “test”를 검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쿼리를 쓸 수 있습니다. 

Te?t 

 

경로 기반 검색(Path-based searches)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데이터가 컴퓨터의 어느 경로에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정 데이터의 이름이나 아이템의 정보가 기억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이때 경로 기반 검색을 사용한다면 데이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C:\arcgis\arctutor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 중 Yellowstone 을 포함하는 아이템을 검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쿼리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큰따옴표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C:\arcgis\arctutor” yellow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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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lean 연산(Boolean operators) 

Boolean 연산은 논리 연산자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 : AND, OR, NOT, +, - 

AND 연산자는 기본 연산자(default)로, 두 검색어 사이에 연산자가 없으면 AND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AND 

AND 연산자는 인덱스의 필드에 두 용어가 모두 있는 항목을 찾습니다. Landuse AND 

planning 을 포함하는 항목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AND 연산자는 

기본 피연산자이기 때문에 다음 쿼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Landuse planning 

 

 

일반적으로, AND 연산자는 검색어를 추가하여 검색 결과를 추려냅니다. 피처 클래스와 

쉐이프파일과 같은 GIS 관련 용어를 사용하면 결과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다음 쿼리는 

항목 정보에 “parcels” 라는 이름의 피처 클래스만 반환합니다 :  

Parcel feature class 

 

위의 쿼리에서, 피처 클래스는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파일(file), 퍼스널 

지오데이터베이스 피처 클래스(personal geodatabase feature classes), 쉐이프파일(shapefile), 

CAD, VPF, SDC 및 기타 모든 피처 클래스를 포함하여 나타내는 일반적인 키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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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피처 클래스를 찾는 경우,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쿼리는 항목 정보에 “parcels”라는 단어가 있는 폴리곤 유형의 쉐이프파일 피처 

클래스만 반환합니다 :  

Parcels shapefile polygon 

 

OR 

OR 연산자는 두 용어 중 하나만 레코드에 있어도 일치하는 레코드를 찾습니다. landuse 와 

landbase 가 포함된 항목을 검색하려면 다음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  

landuse OR landbase 

 

+ 

+ (필수 연산자라고도 함)는 + 뒤의 용어가 항목 정보 안에 있어야 합니다. Esri 단어와 

데이터가 포함된 항목을 검색하려면 다음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 

+Esri data 

 

- 

- (금지 연산자라고도 함)는 – 뒤의 용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외합니다. USA 단어를 

포함하고 raster data 단어를 제외하여 검색하려면 다음 쿼리를 사용하십시오 : 

USA* -r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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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기반 쿼리(Field-based queries) 

검색은 색인(index)에 저장됩니다. 우리는 항목 설명(Item Description) 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필드 집합을 색인화합니다. 다음은 쿼리에서 검색 결과의 범위를 좁힐 

수 잇는 필드의 집합입니다. 

 Name 

 Title 

 Type 

 Tags 

 Snippet 

 Description 

 CatalogPath 

 

용어를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색인의 모든 필드를 AND 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결과를 찾을 수 있지만, 때로는 쿼리를 조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필드 이름을 입력하고 콜론 (:) 및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필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인구 조사 통계 (Census Demographics) 

검색 결과는 항목 설명에서 Census 와 Demographics 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AND 연산자는 단어 사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Census 라는 단어 또는 Demographics 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문서를 항목 설명에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OR 에 명시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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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또는 인구 통계 (Census OR Demographics) 

검색 결과는 항목 설명의 아무 곳에서 단어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특정 필드로 범위를 

좁히려면 제목의 두 단어만 사용하여 검색하십시오 : 

Title : Census OR Demographics 

 

혹은 다음 태그 중 하나만 검색하십시오 : 

Tags : Census OR Demographics 

Title : landuse AND Tags : Demographics 

  

ArcGIS Online 검색 

위의 항목에 더불어 ArcGIS Online 콘텐츠는 특별한 필드를 사용함으로써 검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ArcGIS Online 의 콘텐츠를 검색하기위한 유용한 예시입니다. 

 

Esri 에 의해서 발행된 ArcGIS Online 콘텐츠를 검색하기 :  

Owner:Esri 

 

Esri 에 의해 발행된 베이스맵을 모두 검색하기: 

Owner: Esri AND tags:ArcMap_base 

 

원문링크 

Helpful tips on using search in ArcGIS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working-with-arcmap/cs-helpful-tips-on-using-

search-in-arcgi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working-with-arcmap/cs-helpful-tips-on-using-search-in-arcgis.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map/working-with-arcmap/cs-helpful-tips-on-using-search-in-arcgis.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