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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추가(Add Join) 

요약 

공통 필드를 기반으로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 또는 테이블에 조인합니다. 피처 레이어, 테

이블 뷰, 속성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래스터 레이어가 지원됩니다. 

조인 테이블 매개변수의 레코드는 입력 테이블 매개변수의 레코드와 매치됩니다. 입력 

조인 필드와 조인 테이블 필드의 값이 일치할 때 매치됩니다. 이 조인은 일시적입니다. 

 

모식도 

 

 

설명 

입력 테이블 매개변수 값은 피처 레이어, 테이블 뷰, 속성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래스터 

레이어가 지원됩니다. 데이터 경로가 사용될 경우, 레이어는 조인과 함께 생성됩니다. 조

인은 데이터가 아닌 레이어에 기록됩니다. 

영구적인 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인 필드(Join Field)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인된 레이어를 입력 데이터로 지정합니다. Copy Features, Copy Rows, 

Feature Class To Feature Class, Table To Table. 결과물을 새로운 피처 클래스나 테이블로 

저장할 때, 정규화된 필드 이름 환경을 사용하여 조인된 출력 필드 이름이 필드가 가져

온 테이블의 이름으로 정규화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join-fiel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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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피처 클래스 또는 데이터 셋의 경로일 때, 이 도구는 결과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새 레이어로 만듭니다. 

 

 

매개변수 

 

 

AddJoin(in_layer_or_view, in_field, join_table, join_field, {join_type}) 

매개변수 설명 데이터 종류 

입력 테이블 

(in_layer_or_view) 

조인 테이블이 조인될 레이어 혹은 테이블 

뷰 

모자이크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테이블 뷰 

입력 조인 필드 

(in_field) 

조인의 기준이 될 입력 레이어 혹은 테이블 

뷰의 필드 
필드 

조인 테이블 

( join_table) 

입력 레이어 혹은 테이블 뷰에 조인될  

테이블 혹은 테이블 뷰  

모자이크 레이어 

래스터 레이어 

테이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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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테이블 필드 

( join_field) 

값들을 가지고 있어 조인의 기준이 되는  

조인 테이블의 필드 
필드 

대상 피처 모두 유지 

( join_type) 

조인 테이블의 레코드와 일치하는 입력  

레코드만 결과물에 포함할지 여부를 지정 

KEEP_ALL : 입력 레이어 혹은 테이블 뷰의  

모든 레코드가 결과물에 포함.  

외부 조인(outer join)이라 불림. 기본값

KEEP_COMMON : 입력 레코드 중에서 조인 

테이블의 레코드와 매치되는 것만 결과물에 

포함. 내부 조인(inner join)이라 불림. 

불린 

 

라이선스 정보 

ArcGIS Pro Basic: 가능 

ArcGIS Pro Standard: 가능 

ArcGIS Pro Advanced: 가능 

 

원문 링크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add-

join.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add-join.htm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data-management/add-join.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