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폴더에 있는 Material Data 가져오기

자신만의 Materials Folder를 만들어 설계업무에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향후 백업을 받아놓아 프로그램 버그 삭제 등매우 편리하고 향후 백업을 받아놓아 프로그램 버그, 삭제 등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1.“ Tools > Materials” 하여 프로그램에서 현재 사용중인 Material Folder를 연다.

2.“ Tools > Browse Materials Library..” 하여 보유한 Material Folder를 불러온다.

Material Data 관리 기능



3.“ Search”  찾을 Material 이름을 입력한 후 “Find Next” 버튼을 클릭

4. 해당 Material이 나타난다.  

5. 마우스 해당 Material 선정.  

본 기능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있을 수 도 없을 수 도 있습니다본 기능은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있을 수 도 없을 수 도 있습니다.

찾고자 하는 Material이 보이지 않으면 당사에 연락 주시면 별도로 확인 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선정된 해당 Material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

7. 우측 그림과 같이 해당
Material Data가 이동한 내용을
보여주는 창이 나타난다.

8. 상단 “File > Save” , “OK” 하여 저장한다.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식별하여
(N) 붙어 분리해
Substrate에 저장 됩니다.

초기에 열려진 Materials 창을
마우스로 클릭, 활성화한 후
“File>Save” 하면 저장됩니다.



9.  선정된 Material을 저장 합니다.

검색된 Material 창을 닫으면 위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 버튼을 클릭 저장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Data는 “Edit > Delete “,

물질 이름 변경은 “Edit > Rename” 으로 하면 됩니다.

※ 본 기능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는 다음 장과 같이

“ Tools> Materials” ▶ “Edit > Import“ 하여 Data가 있는 폴더를

“Browse”로 찾아, “Import“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1) 외부로 부터 받은 Material file( 예 : carbon.mtx )을 PC 바탕화면에 저장

2) Macleod Program 실행

3) “File > Open “ 

4) 해당 파일이 저장된 폴더 선택,

파일 조건은 “ All files “  하여 찾아서 “ 열기 “

외부로 부터 받은 Material Data 저장 하기

5) “File > Save as “ 

사용중인 Material Folder에
Carbon Material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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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 DB에서 개별적 물질 Data 갖고 오기

“Tools > Materials “  

Materials 파일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Edit > Import “

물질data가 저장된 곳을
선택,  해당 물질을 클릭,
ImportImport

Import Matching Substrate 기능은 물질과 같은 이름인
substrate도 현 물질 database로 가져오는데 glass 제작사
database로부터 data를 Import 할 때 특별히 사용되는 기능
입니다.



- 하나의 물질 Data 보내기

1) “File > Open Material.. “

2) 내 보낼 물질data 클릭,

3) 물질 Data가 열린다

4) “File > Export> Material.. “
저장 창이 보이면 폴더를 선택,
물질 data 이름을 주어 저장하면
해당 폴더에 xx.mtx로 표시된다.

1) 이메일 또는 다른 곳에서 받은 물질 data를 불러와 내 DB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File > Open “ 
하여 해당 폴더를 열고 파일 속성을 “All files”로 하여 해당 파일(xx.mtx)을 연다

- 개별적으로 저장된 물질 Data 갖고 오기

하여 해 더 파 속 하여 해 파 다

2) 해당 파일이 열리면 “File > Save as”

3) 이름을 정하여 현 물질DB에3) 이름을 정하여 현 물질DB에
저장, 사용한다.

본 기능으로 상호 보관된 물질 Data 
교환이 가능 합니다.



Materials  Folder 관리

자신만의 Materials Folder를 만들어 설계업무에 사용하면자신만의 Materials Folder를 만들어 설계업무에 사용하면

매우 편리하고 향후 백업을 받아놓아 프로그램 버그, 삭제 등

문제 발생시 대처가 가능하므로 Macleod Program 사용자님께

적극 추천하며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자신만의 Materials Folder 하나를 만듭니다1. 자신만의 Materials Folder 하나를 만듭니다.

C:\ProgramData\Thin Film Center\Materials\mymaterials

2.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Materials Folder중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폴더에 있는 내용을” 모두 선택” >> “복사” 한 후

mymaterials 폴더에서 “붙여 넣기”를 합니다.

3.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 Options > General  에서
“Maintain Folder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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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 Options >> General  에서
“Maintain Folders” 클릭 “Add”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폴
더를 찾아(Browse) “OK”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5 . “Browse에서 해당폴더를 찾아 선택한 후 “OK”버튼을 누르면에서 해 더 아 택 후 버 누
앞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으로 Materials Data Folder는
해당폴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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