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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델빌더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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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ModelBuilder) 란? 

 ArcGIS에서 지오프로세싱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 ModelBuilder, ArcToolbox, Command Line, Python  
 

 데이터셋과 변수를 지오프로세싱 도구에 적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생성 
 

 자주 사용하고 복잡한 공간 분석을 위한 모델을 한번에 작업 
 

 맋은 기관에서 수행하고 반복되는 데이터 작업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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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사용 장점 

 지오프로세싱 모델은 지리정보시스템의 고급 필수 구성요소 
 

 사젂에 논의된 시나리오를 ArcGIS에서 대화형으로 수행 가능 
 

 맋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을 미리 단계별 수행 
 

 지오프로세싱 시나리오 모델 구축 

• 한번 사용 했던 모델을 다른 분석 모델에서 다시 사용 가능 

− 매개변수 값 수정 또는 다른 입력 데이터 적용 

• 다른 사람들과 작업과정 공유 

• 공간 분석 과정 공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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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생성과 디자인  

 ArcMap의 표준 도구막대에서 모델빌더 실행 

• 모델 생성 

• 사용자 도구상자에 저장하거나 작업 완료 후 삭제  
 

 사용자 도구상자에 저장 

• 사용자 정의 폴더 또는 지오데이터베이스에 상대 경로 설정 가능 
 

 모델에 요소 추가 

• 입력 데이터와 지오프로세싱 도구, 결과 데이터 추가  

도구와 데이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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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인터페이스 구성   

 모델빌더 메뉴 구성 

• 모델 

• 편집 

• 삽입 

• 보기 

• 창 

• 도움말 

저장 

출력 

잘라내기 –복사-붙여넣기-삭제 

실행 

유효성 검사 

연결 

선택 

이동 

확대 

젂체보기 

데이터 추가 

자동 레이아웃 
Undo - 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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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구성 요소   

 도구(Tools) 

• 지오프로세싱도구로 모델의 기본 구성요소 
 

 변수(Variables) 

• 입력 또는 결과 데이터로 사용 

− 데이터 – 로컬, GDB 데이터 및 맵 레이어 사용 

− 값 – 텍스트, 숫자, 범위, 공간 기준체계 등 
 

 연결자(Connectors) 

• 연결 요소에 따라 연결자 변경  

− 데이터  

− 홖경 설정 

− 조건젃 

−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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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빌더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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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를 이용한 모델 구성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 및 도구 추가 

•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 값, 도구 배치 
 

 데이터와 도구 연결 

• 도구 실행에 필요한 파라미터 입력 

− 연결 도구나, 도구 창에서 설정 

• 배치된 모델이 제대로 실행되는 지 유효성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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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 모델 실행 

 구성한 모델 상태 확인 

• 준비 안됨 – 도구와 결과 데이터 모두 흰색 

• 실행 준비 – 모듞 요소에 색상이 있고, 그림자 없음 

• 실행 완료 – 도구와 결과 데이터 모두 그림자 있음 

 모델빌더 안에서 모델 실행 

• 단일도구 실행 

• 즉시 실행 도구 실행 

• 젂체도구 실행 

 모델 도구 창에서 모델 실행 

• ArcToolbox나 Catalog창에서 실행 

 
준비 안됨 

실행 준비 

실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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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홖경 설정 

 두 가지 단계로 젂체 모델에 적용 가능 

• 젂체 모델 

• 모델 프로세스 (모델에 포함된 개별 도구에 대한 홖경설정) 
 

 홖경 설정의 우선 설정 

• 모델 단계의 홖경 설정이 애플리케이션 단계보다 우선 

• 모델 프로세스단계의 홖경 설정이 모델 단계보다 우선  

모델 단계 모델 프로세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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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홖경 설정(계속) 

 모델 중간결과물 설정 

• 모델이 모델빌더에서 실행하는 경우 중간 결과물이 삭제되지 않음 

• 중간 결과물로 체크된 데이터 삭제 가능 

− 모델 실행 시 생기는 중간결과물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중간 결과물이 삭제되는 경우 

− 모델 대화상자에 모델 실행 

− 명령 라인이나 스크립트로 실행 

 모델 오류 수정 

• 젂체 모델 또는 단독 프로세스 실패 가능성 알림 

• 짂행 창에서 오류정보 보기 

 



III–13 

3.  모델빌더 고급 기능 홗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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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1) 

 인라인 변수 치홖 

• 퍼센트(%) 기호를 이용한 변수를 통해 다른 변수에 대싞하여 적용  

− 사용자 입력이나 모델의 일부 텍스트나 값 대체 

− 모델 변수 – %변수 이름% 

− 홖경 설정 변수 - %scratchworkspace% 

− 시스템 변수 - %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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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2) 

 List 기능  

• 하나 이상의 값을 가짂 변수를 목록화하여 모델에서 사용 

− 변수 등록정보에서 설정 

• 입력 변수에 정의한 데이터에 대해 순차별 처리 

− 모델 프로세스 일괄 처리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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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3) 

 반복자를 이용한 모델 반복 수행 

• 모델을 반복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 감소 

• 설정을 변경하거나 동일한 설정에 대해 반복 

• 젂체 모델을 반복하거나 특정 도구, 프로세스맊 반복 실행 가능  

• 반복자마다 설정값이 다르지맊 기본적인 반복 구조는 매우 간단 

 

 반복 수행 중 피드백  

• 프로세스에 실행된 결과 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피드백 

− 변수 등록정보에서 설정 

− 연결도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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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4) 

 반복자에서 사용되는 입력값, 출력값  

반복자 입력값 출력값 1 출력값 2 

For 값 값 - 

While 값 T, F - 

피처 선택 반복 피처들 피처 값 

행 선택 반복 테이블 레코드 값 

필드 값 반복 테이블 필드 값 - 

다중 값 반복 값 값 - 

데이터셋 반복 
Workspace 또는,  
피처 데이터셋 

데이터셋 이름 

피처클래스 반복 
Workspace 또는,  
피처 데이터셋 

피처클래스 이름 

파일 반복 폴더 파일 이름 

래스터 반복 
Workspace 또는,  
래스터 카탈로그 

래스터 데이터셋 이름 

테이블 반복 Workspace 테이블 이름 

Workspace 반복 폴더 Workspace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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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5) 

 Model Only tools 

• 모델 안에서맊 사용 가능한 고급 지오프로세싱 도구 제공 

Model  
Only Tool 

설명 입력값 출력값 

값 계산 Python 식을 기반으로 값 계산 표현, 코드 값 

값 수집 반복자의 출력값 수집, 다중값 목록 수집 값 단일 

필드 값 취득 특정필드 첫번째 행 값 취득 테이블 값 

분기 병합 두개 이상의 분기점을 하나로 합침 값 값 

경로 정의 파일, 이름, 확장자에 대해 미리 정의 값 문자열 

데이터 선택 
폴더, GDB, 피처 데이터셋, 커버리지에서 

데이터 선택 
데이터, 복합 레이어 문자열 

정지 반복자 사용시 특정 조건에서 정지 값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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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6) 

 조건젃  

• 설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관련 모델들을 실행 

• 어떤 변수듞 도구 실행에 대한 조건젃 설정 가능 

• 도구는 하나 이상의 조건젃을 가질 수 있음 

− 데이터 변수 

− Boolean 변수 

− 정수값 변수 

 메모리 작업공간 사용 

• 결과 피처클래스나 테이블을 메모리 상에 저장 

• 파일로 저장보다는 속도가 빠름 

• 임시저장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 시 삭제됨 

• 경로에 in_memory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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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7) 

 피처셋, 레코드셋을 이용한 모델 실행 

• 모델 입력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실행 

− 피처셋 - 지도 위에서 직접 선택 

− 레코드셋 – 속성정보을 직접 입력  

• 어떠한 도구듞 피처클래스, 테이블 대싞에 사용 가능 

• 피처셋은 ArcMap에서 열린 모델 도구 대화상자에서맊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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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8) 

 If-Then-Else 로직을 이용한 분기 설정 

• If 조건문이 맞을 경우 실행하고, ELSE 조건이 틀릴 경우 다른 기능 수행 

• 조건을 확인하는 스크립트 도구 생성하고 Boolean 값으로 결과 도출 

• 결과에 따라 분기별 다른 기능 수행  

 

 모델 통합 

• 모델 내부 하위 모델, 중첩 모델간의 계층구조 구성 

− 크고 복잡한 모델 단순화 

− 모델 반복자에 대한 고급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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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 고급 기능 (9) 

 모델 안에 Python 스크립트 통합 

• Python 스크립트를 모델 안에 스크립트 도구로서 통합 가능 

− 모델의 내부 기능 향상 

− ArcGIS 내부에서 외부 패키지 또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경우 필요 

− 사용할 스크립트는 반드시 지오프로세싱 프레임워크에 통합이 가능해야 함 

• 스크립트 도구 생성 

− 도구 상자에 Python 스크립트를 도구로 추가  

− 스크립트 도구 실행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필요 

• 모델 안에 스크립트 도구 추가  

− 등록한 스크립트 도구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모델 안에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