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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을 테이블로 (Excel to Table) 

요약 

Microsoft 엑셀 파일을 ArcGIS Pro에서 사용 가능한 테이블로 변환합니다. 

 

모식도

 
 

설명 

엑셀 통합 문서(.xlsx)와 Microsoft Excel 5.0/95 통합문서(.xls) 형식을 입력 테이블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되는 필드의 데이터 유형은 입력되는 열의 값 및 셀 서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출력

되는 필드의 데이터 유형에는 실수 (Double), 정수 (Long integer), 문자열 (Text) 그리고 

날짜 (Date)가 포함됩니다. 입력되는 열에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 또는 서식이 포함될 경

우, 출력되는 필드의 유형은 Text로 출력 됩니다. 

 

Excel 셀에 “#N/A” 값을 입력하면 null로 변환됩니다. 출력되는 테이블의 형식이 null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숫자 (정수) 필드는 0으로, 텍스트 필드는 빈 문자열이 사용됩니다. 

 

매개변수 

매개변수 설명 데이터 종류 

입력 엑셀 파일 

(Input Excel File) 

변환할 Microsoft Excel 파일 파일 

결과 테이블 

(Output Table) 

변환된 결과가 출력되는 테이블 테이블 

시트 (선택) Excel 파일에서 가져온 특정 시트의 이름입니다.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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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 지정되지 않은 경우, 통합 문서의 첫 번째 시트의 

이름이 사용됩니다. 

사용할 행의 필드 

이름 (선택) 

(Row To Use As Field 

Names) 

필드명으로 사용할 값을 포함하는 Excel 시트의 

행입니다. 기본값은 1 입니다. 

 

지정한 행은 레코드를 출력 테이블로 변환할 때 

건너뛰게 됩니다. 

 

행의 값이 필드명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매개변수를 0으로 설정합니다. 매개변수에서는 컬

럼 문자를 사용하여 출력 필드에 이름을 지정합

니다. 

 

특정 열의 내용이 빈 경우 출력 될 필드명은 열

의 문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에 3

개의 컬럼이 있고, 행이 각각 A, B, C이고 열에 

“city”, “”, “country”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력되

는 테이블의 필드명은 city, COL_B, country가 됩니

다. 

실수 

셀 범위 (선택) 

(Cell Range) 

포함하는 셀 범위. 

 

셀은 행과 열의 교점입니다. 열은 문자(A, B, C, D)

로 식별되며 행은 숫자(1, 2, 3, 4)로 식별됩니다. 

각 셀에는 열과 행을 기준으로 주소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셀 B9는 열 B와 행 9의 교점입니다. 

 

셀 범위는 콜론(:)으로 구분된 좌측 상단 셀과 우

측 하단 셀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정의합니다. 셀 

범위는 포괄적이므로 A2:C10 범위에는 A ~ C 열

의 모든 값과 2 ~ 10 행의 모든 값이 포함됩니다. 

 

출력 필드명은 셀 범위에서 지정된 행에 관계없

이 행 1의 셀 값에서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지

정된 셀 범위가 B2:D10인 경우, 필드 이름은 셀 

문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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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C1, 및 D1의 값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음은 유요한 셀 범위의 예입니다. 

ㆍA2:C10 - 열 A에서 C까지, 행 2에서 10까지의 

값입니다. 

ㆍB3:B40 - 열 B, 행 3에서 40까지의 값입니다. 

ㆍD5:X5 - 열 D에서 X까지, 행 5의 값입니다. 

ㆍE200:ALM20000 - 열 E에서 ALM(1000번째 열)

까지, 행 200에서 20000까지의 값입니다. 

 

다음은 잘못된 셀 범위의 예입니다. 

 

ㆍA20:C10 - 첫 번째 셀의 숫자(20)는 두 번째 셀

의 숫자(10)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10 < 20) 

ㆍZ3:B5 - 두 번째 셀의 문자(B)는 오른쪽(컬럼 문

자가 큼)에 있을 수 없습니다. (B > Z) 

ㆍA5:G - 두 셀 모두 유효한 셀 ID(숫자와 문자)

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정보 

ArcGIS Pro Basic: 가능 

ArcGIS Pro Standard: 가능 

ArcGIS Pro Advanced: 가능 

 

원문 링크 

Excel To Table (Conversion)—ArcGIS Pro | Documentation 

https://pro.arcgis.com/en/pro-app/latest/tool-reference/conversion/excel-to-table.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