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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로 활용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시진, 이해봄 지음

이 책의 구성 Notion에서 인정한 Notion Pro가 추천하는 최고의 생산성 도구
저자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최적의 도구로 Notion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Notion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를 위한 기본기부터 익히고, Notion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존 도구의 데이터를 Notion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Notion만 있으면 다른 생산성 도구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Notion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본 후
Notion 기본기부터 사용 중인 다른 도구에서
Notion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Chapter 01, Chapter 02

Notion의 꽃, 데이터베이스를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Notion은 단순 메모 도구가 아닙니다. 최고의 협업 도구이자 업무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중
에서 단연 최고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형태 변형은 물
론이고, 엑셀 못지않게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괏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Chapter 03, Chapter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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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을 Notion답게, 생산성 향상 팁과 협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Notion이 생산성 향상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고 활용도 높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Notion의 킬러 기능을 빠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무엇보다

Notion을 Notion답게 활용하기 위한 다른 사용자와 협업 방법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Chapter 05, Chapter 06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
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TM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Notion은 2019년 5월 기준 최신 버전입니다.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지은이나 출판사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 haebom.li@gmail.com, sijin90@gmail.com
출판사 : jei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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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생산성 도구의 새로운 강자 Notion
“아... 그 자료 어디서 봤더라?”라며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생산성
을 높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인다면 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분명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취미로 살펴보며 나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아무리 많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깔끔한 인터페이스, 언
제나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의 유동성, 거기에 팀 프로젝트를 위한 협업 기능까지 잘 갖춰야 한다는
제 기준에 가장 부합한 도구가 바로 Notion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한글로 번역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함수도 예를 들어
설명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을 즈음에는 이미 Notion 초
보 딱지를 떼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떻게 작업환경을 최적화할지 고민하고 있길 바랍니다.
Notion 활용에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Notion을 사용해보니 2013년 에버노트를 처음 사용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곧바
로 에버노트에서 Notion으로 옮긴 뒤 꾸준히 활용하며 주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되
었고, 마땅한 한국어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지인들을 위해 Notion 가
이드를 번역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팬심으로 시작했던 Notion 관련 활동 덕분에 다양한 분
들을 만나고, 책 집필을 제안받는 계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 책이 Notion 도입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부터 각종 노트 애플리케이션의 대체제를 찾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으리
라 믿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자 이메일이나 독자지원 페이지로 연락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책이 출간될 수 있게 도와주신 제이펍 송찬수 과장님과 공저 제안을 선뜻 승낙하고 집필
에 참여해주신 전시진 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시진 님의 열정이 없었다면, 이 책이
적절한 시점에 출간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분 이외에도 이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강전희, 조은옥, 박선미, 오남경, 이유진, 조혜현, 이건우, 사보미, 배준영 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9년 5월, 두 저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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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Notion 사용자 및 독자를 위한 지원 페이지!
저자가 제공하는 템플릿부터 오탈자 정보 및 독자 문의 서비스까지 Notion 페이지를 통해
지원합니다. 여러분의 Notion 페이지에 Link To Page 블록으로 추가해서 사용하면 편리합
니다.

http://bit.ly/2FFSvKE

저자가 운영하고, Notion 사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이 책의 저자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룹으로 국내 최대 Notion 사용자 모임입니다. Notion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며 Notion 활용 팁을 배우거나 서로 공유하는 템플릿 정보도 얻
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교류하며 Notion Pro에 도전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groups/notion.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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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Pro 제공 템플릿 10선

Notion Pro인 두 저자가 Notion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 배포하는 템플릿입니다. 용도에 따
라 자유롭게 변형해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템플릿을 복사하는 방법은 137쪽 다른 사용자가
만든 페이지 복사해서 사용하기를 참고하세요.
템플릿 페이지 바로가기: http://bit.ly/2WxKeOB

2019년 상반기 캘린더(Board)

2019년 하반기 캘린더(Table)

올해의 목표 추적

2019년 다이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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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노트

To -do List

Trip

집 구하기

함수 활용 템플릿

강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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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현업의 Notion 활용 사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회사들에서 실제로 Notion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디북
스, 지그재그, 스타일쉐어, 당근마켓, eBrain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세요.

1등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

여성 쇼핑몰 모음 앱, 지그재그

상세 인터뷰 346쪽

상세 인터뷰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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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와 커머스의 결합, 스타일쉐어

상세 인터뷰 352쪽

동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정보, 당근마켓

개발자를 위한 매니지먼트 회사, e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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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인터뷰 356쪽

상세 인터뷰 360쪽

Chapter

01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Notion 시작하기
Notion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주요 특징부터 설치 및 가입 방법까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봅니다.
이어서 다른 도구를 사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Notion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Notion 0 1 분산된 도구를 하나로 모아주는 Notion
Notion 02 편리한 사용을 위한 Notion 설치하기
Notion 03 Notion 계정 생성하기
Notion 04 Notion 플랜 및 유료 결제하기
Notion 05 다른 도구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Notion

01

분산된 도구를 하나로 모아주는
Notion

Notion은 단순한 기능들을 조합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도구입니다. 기본은
협업 도구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용자가 활용하기에 따라 개인적으로 일상을 기록하
는 메모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생산성 향상 도구로 사용되기
도 합니다. Notion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노트부터 기업의 협업 툴까지
Notion에 이르기까지 업무 환경의 변화는 한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대
규모 공장에서 일하던 산업 혁명 시대에 사무실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
기 힘든 글자들은 타자기로 입력하여 깔끔한 서식으로 대체되고, 사람의 기억에만 의존
하던 업무 관련 내용들은 문서와 파일 캐비넷으로 대체되었죠. 이런 아날로그 업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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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50년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컴퓨터는 겨우 숫자
를 계산해주는 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 개인용 컴퓨터(PC)가 등
장하면서 문서 작성, 데이터 관리, 멀티미디어 등 무한한 활용성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
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에 의해 컴퓨터가 진화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업
무에 활용하는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 Google 문서는 타자기를 멀티플레이
어로 만들었고, 드롭박스(Dropbox)는 파일 캐비넷을 실물이 아닌 클라우드로 옮겼습니
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Notion은 바로 그다음 진화에 해당합니다. Notion을 이용하
면 기존의 Google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미지, 영상 등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작
업 공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All-in-one workspace! Notion은 모든 작업공간을 하나로 통합하죠. 제품 로드맵,
디자인 저장소,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 모든 것을 하나의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수십 개의 업무 요소를 조합
해 나만의 작업공간을 만들어보세요.

Notion 웹사이트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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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ater 01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Notion 시작하기

Notion의 주요 특징
레고와 같은 블록(Block)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_ Text 블록, Numbered List 블록,

Bulleted List 블록, Page 블록, Image 블록, Table 블록 등 개체 하나하나가 모두 블
록입니다. 이런 블록들을 왼쪽에도 갖다 놓고, 오른쪽에도 갖다 놓고, 블록 속에 다른 블
록을 넣기도 하는 등 자유자재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종류는 문서 편집을 위한

BASIC 블록,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는 DATABASE 블록, 사진.동영상.음성 파일 등을
넣을 수 있는 MEDIA 블록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iOS, Android, Windows 등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_
거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 작성하고 있는 내용은 실시간으로 동
기화되어 데스크톱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서 편집을 지원합니다_ 기본적인 문서 편집 도구로 Heading 1,2,3(제목 글자
크기), Numbered List(번호 매기기), Quote(인용문)뿐만 아니라 Table, Calendar,

Board, List, Gallery 뷰 등 5개의 DATABASE 블록을 제공합니다. Table 뷰로 된 하나
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해두면 Calendar, Borad 뷰로 모양을 바꿔가며 볼 수 있
습니다. 또한 Image, Web Bookmark, Video, Audio, Code, File 블록을 지원합니다.

Embed 기능을 제공합니다_ Embed란 외부에 있는 파일이나 웹사이트를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Notion에 삽입(Embed)하여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령 PDF 파일을 Notion에 넣으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Notion 자체에
서 문서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Embed 기능을 통해 Google 드라이브, Tweet,

GitHub Gist, Google Maps, Framer, InVision, Figma, Loom, Typeform,
CodePen 등의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on 01 분산된 도구를 하나로 모아주는 N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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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편리한 사용을 위한
Notion 설치하기

Notion은 웹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Notion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ion에 처음 로그인할 때 설치 프로
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과정이 있지만 아직 로그인 전이기 때문에 먼저 다운로드하고 설치
해보겠습니다.

Notion 웹사이트(https://www.notion.so)에 방문하면 데스크톱용과 모바일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별도의 과정 없이 바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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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용 설치 파일 다운로드_ Notion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오른쪽 상단에 [Desktop]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Mac용과 Windows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따라 [Download for Windows]나 [Download for Mac] 버튼을 클
릭합니다.

다운로드 페이지

	설치가 완료되면 Notion이 실행되며 로그인 화면이 열립니다. 로그인 방법은 30쪽의 ‘03. Notion
계정 생성하기’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설치 후 로그인 화면

Notion 02 편리한 사용을 위한 Notion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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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거의 모든 서비스를 삽입하는
EMBEDS 블록

Notion에는 Embed 기능으로 외부에서 작업한 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PDF 파일,
Twitter, Google Maps 등 다양한 서비스를 Notion에서 보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를 공
유하여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Embed 기능으로 삽입할 수 있는 서비스
EMBEDS 블록으로 삽입할 수 있는 서비스는 PDF 파일부터 Google 드라이브, Tweet,
Github Gist, Google Maps, Framer, InVision, Figma, Loom, Typeform,
CodePen 등 다양합니다. Embed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삽입할 도구의
URL을 붙여넣고 표시되는 팝업 메뉴에서 Embed 관련 메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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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비스들도 모두 URL를 복사하여 붙여넣으면 EMBEDS 블록으로 삽입할 수 있습
니다.
	Google 드라이브: Google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 Google 드라이브로 만들어진 파
일을 삽입하여 Notion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Twitter: Twitter의 트윗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GitHub Gist: Gist의 코드를 삽입할 수 있으며, Notion 페이지에서 코드를 바로 보고 수정할 수 있
습니다.
	Framer: Framer로 작업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Noti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연도 가
능합니다.
InVision: InVision으로 작업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Noti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gma: Figma로 작업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Notio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oom: Loom에 업데이트된 영상을 Notion 페이지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Typeform: Typeform으로 만든 설문지를 Notion 페이지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dePen: CodePen으로 작업하는 html/css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on 06 거의 모든 서비스를 삽입하는 EMBEDS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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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Notion을 책임질 Embed 블록 활용하기
EMBEDS 블록의 하위에는 각 서비스별로 세부 블록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Embed 블록
으로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외에
도 Embed 블록을 이용하여 유튜브, 블로그, Google 데이터 스튜디오 등 공유 링크가
있는 서비스라면 삽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임의의 블록을 생성한 후 오른쪽에 표시된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블록 목록이
나타나면 [Embed]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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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팝업 창이 나타나면 삽입하고 싶은 서비스의 링크를 붙여넣고 [Embed Link] 버튼을 클릭합
니다.

03 	PDF 파일과 같은 파일을 삽입하고 싶다면 팝업 창에서 [Upload] 탭을 클릭한 후 [Choose a
Fil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파일을 Notion으로 단순 드래그하면 이는 삽입이 아닌 첨부 형태로 추가됩니다.

Notion 06 거의 모든 서비스를 삽입하는 EMBEDS 블록

123

Notion

02

데이터베이스 각 열의
속성 지정하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PROPERTY TYPE(속성)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
다. 속성은 데이터베이스의 뼈대이며,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결
정됩니다. 또한 고급 속성인 함수나 관계형 데이터, 롤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ion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의 차이점
Notion의 데이터베이스는 엑셀이나 Google 스프레드시트의 표와 비슷한 듯하지만 확
연하게 다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각 셀(한 칸)은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다음 예시에서

A1 셀과 B1 셀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
지로 A2 셀, A3 셀도 모두 별도의 공간입니다.

162

Chpater 03 데이터베이스를 알아야 진정한 Notion 사용자

독립된 여러 셀의 모음, 스프레드시트

하지만 Notion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행이 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행에 있는 각 칸
은 하나의 페이지에 포함된 옵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예시는 Name, Tags, Files
라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는 세 개의 페이지가 나열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페이지의 나열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각 열마다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속성
Notion의 꽃이 데이터베이스라면 데이터베이스의 꽃은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속성을 잘 다뤄야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각 데이터의 대표 속성, Title
우선 DATABASE 블록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Aa라는 기호와 함께 Name이라고 표시
된 열이 있습니다. 이 열은 이름만 변경할 수 있을 뿐 다른 속성으로 변경하거나, 숨기기,
복제, 삭제가 불가능한 Title 속성입니다.

Notion 02 데이터베이스 각 열의 속성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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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을 클릭해보면 PROPERTY TYPE이 Title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itle이라는
속성은 각 행마다 한 개 밖에 없으며, 당연하게도 다른 속성을 Title 속성으로 변경할 수
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행을 대표하는 속성이며, 페이지의 이름입니다.

속성 변경 및 속성 관련 메뉴

Name 오른쪽에 있는 다른 열은 속성 종류 변경부터, 숨기기, 복제, 삭제가 가능합니다.
각 열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열 이름 입력란과 속성 종류, 관련 메뉴가 펼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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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이름: 현재 열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OPERTY TYPE: 현재 열에 지정된 속성을 확인하거나 다른 속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figure Options: 속성에 따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ulti-Select 또는 Select 속성일

때 나타나는 메뉴로 태그(tag)를 생성, 변경, 삭제할 수 있습니다.
Add Filter: 현재 열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태그가 달린 데이터를 보거나 날짜, 기

간, 담당자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원하는 결괏값만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Sort Ascending: 해당 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Sort Descending: 해당 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Insert Left: 해당 열 왼쪽에 새로운 열을 만듭니다.
Insert Right: 해당 열 오른쪽에 새로운 열을 만듭니다.
Hide: 해당 열을 숨깁니다.
Duplicate Property: 해당 열을 복제해서 오른쪽 열로 추가합니다.
Delete Property: 해당 열을 삭제합니다.
열 위치를 변경하려면 열 이름 부분을 클릭한 채 원하는 곳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숨겨진 열 다시 표시하기
[Hide] 메뉴로 숨긴 열을 다시 보려면 전체 속성 목록을 열면 됩니다.
01 DATABASE 블록 오른쪽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표시되는 더 보기( ... )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Notion 02 데이터베이스 각 열의 속성 지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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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01

수식 작성의 기본,
열 선택 또는 상수 입력

Notion에서 함수를 사용하려면 Formula 속성을 지정하고, 해당 열에서 임의의 칸을 클
릭해서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Formula 창 왼쪽 분류에서 상단에 나타
나는 것이 바로 열을 선택할 수 있는 Properties와 상수를 선택할 수 있는 Constants입
니다.

Properties: 데이터베이스의 열
Notion 에서 함수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열을 선택합니다.
Properties 항목에 표시된 목록을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각 열 이름인 것을 알 수 있
고, 클릭해서 선택하면 수식 입력줄에 prop("열 이름") 형태로 표시됩니다. 그대로 [Done]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열 값이 선택한 열과 동일한 값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
은 특정 열의 값을 인수로 사용할 때도 prop("열 이름") 형태로 입력한다는 점입니다.

Notion 01 수식 작성의 기본, 열 선택 또는 상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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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급 같은 기본 기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롤업

Chapter 03에서 데이터베이스끼리 서로 연결하는 기능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간단
하게 살펴봤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정 행들을 페
이지 형태로 가져와서 유동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
스의 단짝 친구가 바로 롤업(Rollup)입니다. 롤업은 관계형으로 연결한 데이터베이스에
서 특정 열을 선택해 실제 데이터 값이 보이도록 해주기 때문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와 롤업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연결해보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동일한 페이지에 없더라도 각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줍니다. 예를 들어 A 페이지에 A-1 데이터베이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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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B 페이지에 B-1 데이터베이스가 있더라도, A 페이지에서 B-1 데이터베이스의 내
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보겠습니다.

0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시작은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Add a property]를 클
릭해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에서 속성을 추가한 후, 열 이름을 클릭해서 속성을 [Relation]으로
지정합니다.

02 	곧바로 연결할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는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Select a Database]를 클
릭한 후 연결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찾아서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가 많을 때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찾기 어려우므로 미리 이름을
변경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Notion 04 고급 같은 기본 기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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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0 1 작업 속도를 2배로 올려줄 단축키와 명령어
Notion 02 Notion의 제어판, 왼쪽 사이드바 활용하기
Notion 03 자료를 빠르게 찾는다, 퀵파인드 및 검색 기능
Notion 04 반복되는 서식을 위한 템플릿 버튼 활용하기
Notion 05 중요한 할 일은 알림 설정으로 기억하기
Notion 06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협업 도구, 슬랙과 연동하기
Notion 07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새 작업공간 활용하기
Notion 08 인터넷에 있는 각종 정보를 스크랩하는 웹 클리핑
Notion 09 웹 클리핑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Notion 1 0 실수를 되돌리는 히스토리 & 페이지 복구하기
Notion 1 1 Notion의 모든 변경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는 알림 설정하기
Notion 1 2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하는 데이터베이스 필터
Notion 1 3 자료를 보관하거나 다른 도구에서 활용하기
Notion 1 4 Notion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안 설정
Notion 1 5 Notion 사용을 윤택하게 해줄 꿀팁 모음

작업 속도를 2배로 올려줄

Notion

01

단축키와 명령어

거의 모든 도구가 그렇듯이 Notion도 단축키를 사용하면 좀 더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축키 이외에도 슬래시(/) 명령어는 Notion의 가장 기본 단위인 블록
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므로 필수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macOS 사용자는 다음 표에서 Ctrl 대신 cmd 를, Alt 대신 option 을 누르면 됩니다.

빠른 실행을 도와주는 단축키
기본 단축키
단축키

기능

Ctrl + N

새 페이지 생성하기

Ctrl + Shift + P

새 페이지 생성하기 창에서 경로 지정

Ctrl + Shift + N

새 창에서 열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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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기능

Ctrl + P

Quick Find 실행

Ctrl + [

뒤로 가기

Ctrl + ]

앞으로 가기

Ctrl + U

상위 페이지로 이동

Ctrl + Shift + L

다크모드 실행

Ctrl + \

사이드바 숨기기/보이기

Ctrl + Shift + P

페이지 위치 옮기기

Ctrl + Alt + T

Toggle List 블록 열고 닫기

Ctrl + L

해당 페이지 링크 복사

문서 작성하기 & 수정하기
단축키

기능

Enter

텍스트 입력

Ctrl + Shift + M

코멘트 달기

Ctrl + B

텍스트 볼드 처리

Ctrl + I

텍스트 기울임 처리

Ctrl + Shift + S

텍스트 취소선 처리

Ctrl + K

링크 걸기

Ctrl + E

인라인 코드 처리

Alt + 드래그

복사

Esc

작성 중인 블록 선택

Tab

들여쓰기

Shift + Tab

내어쓰기

아래 단축키는 텍스트 서식을 지정하는 단축키로 Windows와 macOS 단축키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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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acOS

기능

Ctrl + Shift + 0

cmd + option + 0

Text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1

cmd + option + 1

Heading 1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2

cmd + option + 2

Heading 2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3

cmd + option + 3

Heading 3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4

cmd + option + 4

To- do List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5

cmd + option + 5

Bulleted List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6

cmd + option + 6

Numbered List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7

cmd + option + 7

Toggle List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8

cmd + option + 8

Code 블록으로 변경

Ctrl + Shift + 9

cmd + option + 9

Page 블록으로 변경

블록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축키
단축키

기능

Ctrl + Enter

전체 화면, 체크박스에 체크/체크 해제, Toggle List 열고 닫기

Ctrl + Shift + ↑ , ↓

선택 영역 이동

Ctrl + Shift + ← , →

선택 영역 확장

Ctrl + Shift + Enter

페이지 제목 선택 후 사용, 새 탭에서 페이지 열기

Ctrl + Shift + R

페이지 제목 선택 후 사용, 페이지 이름 변경

↑, ↓, ←, →

블록 선택 변경

Ctrl + Shift + ↑ , ↓ , ← , →

블록 이동

Shift + ↑ , ↓

블록 선택 영역 확장

Ctrl + A

페이지 내 모든 블록 선택

Shift + 클릭

다른 블록 함께 선택

Esc

선택한 블록을 선택 해제

Delete

선택한 블록 삭제

Ctrl + D

선택한 블록 복제

Enter

블록 편집. Page 블록일 때는 해당 페이지로 이동

Space bar

Image 블록 선택 시 전체 화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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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04

협업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Notion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기능은 Chapter 05에서 충분히 체감했을 것입니다. 또
한 데이터베이스 기능 중에 사용자를 지정하는 Person 속성이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속성으로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프로젝트 담당자를 지정하
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지정 및 협업에서 Notion의 데이터베이스
의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담당자 설정하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Person 속성을 적
용한 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Chapter 05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
은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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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속성 지정

Person 속성을 지정한 후 각 행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알림이 전달
됩니다. 또한 해당 담당자가 관련된 페이지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에도 사이드바의 [All
Updates]를 통해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를 협업에 활용하기
데이터베이스에서 Person 속성을 지정하면 이제 협업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배운 다양한 함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실제 현업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
용할 수 있을지 한 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이 Board 뷰로 업무를 관리
한다고 해봅시다.

Notion 04 협업에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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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on

06

생생한 현업의
Notion 활용 사례들

최근 Notion을 협업 툴로서 선택하는 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현재

Notion을 도입해서 사용 중인 대표적인 회사와 실제 활용하는 팀원들의 생생한 활용 사
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등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 _ 오남경,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1등 전자책 플랫폼 리디의 UX디자인팀입니다. UX디자인팀은 리디 디지털
제품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도출하여 UX 기획.설계부터 사용자가 보는 UI 작업까
지 모든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리디 UX디자인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용으로 슬랙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자인 프로토타
입을 공유하고 Notion에 Embed하는 용도로 InVision과 ProtoP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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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Notion을 도입하게 되었나요?
리디의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더 나
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문서화는 특히 중
요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Confluence보다 자유롭게 문서를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툴을 찾다가 Notion을 만났습니다.

Notion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협업을 위한 문서화용으로 Notion을 선택한 만큼 기록과 저장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
니다.
	프로젝트 기록하기: 팀에서 맡은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 회의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디자인 시
안의 히스토리를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주고받는 피드백도 Notion의 코멘
트 기능을 이용하여 남깁니다.
	디자인 리소스 모으기: 업무에 필요한 디자인 리소스(스케치 플러그인, 폰트 등)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공유하기: 이전에는 좋은 레퍼런스나 아티클을 슬랙 채널에 바로 공유했는데 나중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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