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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문서는 ArcMap 에서 제작한 모델빌더를 Python Script 로 변환하고, 이를 ArcMap 

이외의 실행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된 기술문서 입니다. 

 

 

 

 

 

 

 

 

 

 

이 문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문의/건의 등을 원하신다면, 다음의 연락망을 통하여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유지관리 고객 대상)  

o 고객지원 홈페이지 : http://www.esrikr.com/self-service/  

o 이메일 : help@esrikr.com  

o 전화 : 080-850-091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시 ~ 오후 6 시  

 24 시간 기술지원 리소스 :  

o 한국에스리 기술자료 : http://esrikr.com/article-categories/technical/  

o Esri 기술지원 페이지(영문) : http://support.esri.com  

 ArcGIS Pro 도움말 : http://pro.arcgis.com/en/pro-app/help/ 

 ArcMap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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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Map 에서 모델을 Script 로 내보내기 

1. 모델 매개변수(Parameter) 설정 

ArcMap 을 통해 생성한 모델빌더는 Python Script 로 내보내기 가능하다. Script 로 

모델을 내보내기 전, 모델 매개변수를 설정한다면 사용자의 Input 을 동적으로 

처리하는 Script Tool 을 제작할 수 있다.  

 

1) 매개변수로 활용할 데이터 이름 변경 

모델빌더에서 데이터의 이름의 기본값은 사용자가 설정한 초기값의 데이터 

이름이다. 모델의 데이터 이름은 모델을 Python Script 로 변환하였을 경우, 변수 

이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타당한 이름으로 변경해야한다. 

 데이터 요소 우클릭 > Rename > 변수 이름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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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매개변수(parameter) 지정 

모델에서 사용자의 Input 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요소를 매개변수로 

설정한다. Python Script 를 이용하여 Script Tool 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단계는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 요소 우클릭 > Model Parameter 클릭 

 Model Parameter 설정 후 

 

 

 

3) 모델을 Script 로 내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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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 에서 생성한 모델은 Python Script 로 내보내기 가능하다. Python Script 로 

내보내진 모델은 .py 확장자로 저장되며, 3rd party IDE 툴을 통해 수정 및 실행이 

가능하다. 

 

 Model 탭 > Export > To Python Script 클릭 > 원하는 경로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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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Charm 에서 Script 실행하기 

1. PyCharm 환경 설정하기 

PyCharm 은 JetBrain 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IDE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다. Python 2.X 버전과 3.X 버전 모두 호환되며, Conda 가  내장 

되어있으므로 편리하게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 및 연계 분석이 가능하다. 

 

1) Python Interpreter 설정하기 

ArcPy 모듈이 설치된 Python 환경으로 인터프리터를 설정해야, 모델을 통해 

생성한 Script 를 실행할 수 있다. ArcGIS Desktop 을 설치하면 python 이 같이 

설치되며, 해당 python 에는 arcpy 모듈이 내장되어 있다. 

① File 탭 > Settings > Project: scripts > Project Interpreter > 화면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모양 아이콘 클릭 > Add 

 
 

② Add Python Interpreter 창 > Interpreter 우측의 “…”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경로의 

python.exe 로 인터프리터 설정 

 C:\Python27\ArcGIS10.X\python.exe 

 

 

 

2) Script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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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Charm 에서는 Script 가 저장된 폴더를 Project 라는 형태로 관리한다. Script 

자체를 바로 불러올 수 도 있지만,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Script 가 저장된 

폴더를 열어 작업할 것을 권장한다.  

 

① File 탭 > Open > 스크립트가 저장된 폴더 선택 후 OK. 

 
 

② 실행할 Python Script 를 왼쪽 탭에서 더블 클릭하여 오픈 

 

이제 Script 를 실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 Script 내의 변수를 필요한 데이터로 

수정한 뒤 PyCharm 에서 직접 실행하거나 Windows Scheduler 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Script 수정하기 

모델빌더를 통해 생성한 Script 에는 Script 에서 참조할 수 없는 변수가 사용되거나, 

모델에서만 실행 가능한 구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ArcGIS Software 외부에서 Python Script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문들을 

수정해야한다.  

 

1)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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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에서 파라미터로 설정한 변수에는 arcpy.GetParameterAsText(index) 

function 이 할당되어 있다.  

arcpy.GetParameterAsText()는 Input 값을 사용자로부터 받아올 때 사용하는 

Arcpy function 으로써, Custom Script Tool 을 생성할 때 사용한다.  

 

① Script 상에서 데이터 경로를 직접 지정 

Script 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Local 경로에 저장 되어있거나, IDE 에서 직접 

Script 를 실행하려는 경우 arcpy.GetParameterAsText() 를 사용할 필요 없이 

데이터의 경로를 Text 유형으로 기입할 수 있다.  

 

 수정 전 

outputWorkspace = arcpy.GetParameterAsText(1) 

if outputWorkspace == '#' or not outputWorkspace: 

    outputWorkspac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 

 

 수정 후 

outputWorkspac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 

 

 

② Script Tool 형태로 제작 예정 

arcpy.GetParameterAsText() function 을 수정할 필요 없으나, 생성한 Script 

Tool 을 외부로 공유할 예정이라면 변수 하단의 if 문을 포함한 default value 

설정 Script 를 제거한다. (공유 받은 PC 에서 참조할 수 없는 경로로 인한 오류 

발생 예방 차원) 

 

2) 변수 이름 변경 

모델에서 내보내기한 데이터 요소의 이름은 Script 에서 변수 이름으로 

활용된다. 데이터 요소의 이름이 Python 의 예약어(ex. class, global, return…) 

이거나, 변수 이름으로 지원되지 않는 문자일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① 변수 이름 일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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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려는변수클릭하여활성화Shift + F6 > 변경할 이름 기입 후 

“Refactor” 

 
 

3) 데이터 덮어쓰기 

Script 의 결과물로 생성되는 Output 이 이미 존재 할 경우, 덮어쓰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arcpy.env.overwriteOutput 설정을 True 로 설정한다. 

 

arcpy.env.overwriteOutput = True 

 

4) Script 에서 Layer 또는 Table View 사용 

모델 빌더에서 Layer 또는 Table View 를 사용할 경우, 이는 Script 에서 바로 

참조할 수 없다. Make Feature Layer 또는 Make Table View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참조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 해야한다 

 

① arcpy.MakeFeatureLayer_managemen 

Feature Class 를 메모리 상에서 읽을 수 있는 Feature Layer 형태로 변환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

toolbox/make-feature-layer.htm 

 

② arcpy.MakeTableView_managament 

Table 을 메모리 상에서 읽을 수 있는 Table View 형태로 변환. 

 도움말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

toolbox/make-table-view.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toolbox/make-feature-layer.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toolbox/make-feature-layer.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toolbox/make-table-view.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tools/data-management-toolbox/make-table-vie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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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 변수 치환 

모델에서 % 키워드를 통한 변수가 사용되었을 경우, 올바른 값으로로 치환 

해주어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다. 

%workspace%, %scratchworkspace%,%n%, %i%, %변수 이름% 

 

6) iterator 를 반복문으로 수정 

모델 빌더에서는 반복되는 구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Iterator 기능을 이용한다. 

iterator 는 Python Script 에서 arcpy.IteratorFeatureClass_mb 등으로 변환되나 

이러한 구문은 Python 에서는 실행 불가능한 모델빌더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Script 상에서 반복 구문 처리를 위해서는 for loop 구문 등으로 변환이 

필요한다.  

 

7) List for Value 수정 

모델 빌더의 Input Properties 에 사용된 value list 는 Script 로 내보내기하면 가장 

첫번째 파일만 내보내기 된다.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한 반복 작업을 위해서는 

arcpy의 list function 을 활용하거나, 직접 데이터 경로로 이루어진 list 객체를 

생성해야한다. 

 

8) feature set, record set 수정 

모델에서 Feature Set 또는 Record Set 이 사용되었다면, Null value 로 인한 

모델의 오류를 막기위하여 Feature_Set 변수가 메모리상의 Feature Class 를 

참조하게 된다. Python IDE 등을 통해 Script 를 실행하게 되면 memory 상의 

Feature Class 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실존하는 데이터 경로로 

수정해야한다. 

 

9) 모델 전용 도구 수정 



모델 빌더를 Python Script 로 실행하기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11 2019/12/09 

Merge Branch, Collect Value, Calculate Value 등의 모델빌더 전용 도구는 

Python 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Python 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의 코드로 

수정이 필요하다. 

 

10)  모델 안의 하위 모델 

모델 안에 모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하위 모델은 Script 상에 함께 내보내지지 

않는다. 대신 하위 모델이 저장된 도구 상자가 참조되어 Script 안에서 하위 

모델이 호출된다.  

 

 

 

참조 문서 : 

Exporting a model to a Python script :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analyze/modelbuilder/exporting-a-model-to-a-

python-script.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analyze/modelbuilder/exporting-a-model-to-a-python-script.htm
http://desktop.arcgis.com/en/arcmap/latest/analyze/modelbuilder/exporting-a-model-to-a-python-scrip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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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수정 예시 

1. 원본 모델 빌더 

원본 모델은 특정 Workspace 의 Feature Class 에 대하여 Feature Class to Feature Class 

작업을 통해 다른 Workspace 의 Feature Class 로 저장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 수정 전 Script 

 

# Import arcpy module 
import arcpy 
 
# Load required toolboxes 
arcpy.ImportToolbox("Model Functions") 
 
# Script arguments 
in_workspace = arcpy.GetParameterAsText(0) 
if in_workspace == '#' or not in_workspace: 
    in_workspace = "C:\\EsriTraining\\PYTS\\Data\\Outages.gdb" # 
provide a default value if unspecified 
 
outputWorkspace = arcpy.GetParameterAsText(1) 
if outputWorkspace == '#' or not outputWorkspace: 
    outputWorkspac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 # 
provide a default value if unspecified 
 
outputName = arcpy.GetParameterAsText(2) 
if outputName == '#' or not output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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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Nam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Name%_copy" # provide a 
default value if unspecified 
 
# Local variables: 
Name = "FeatureClass" 
FeatureClass = 
"C:\\EsriTraining\\PYTS\\Data\\Outages.gdb\\FeatureClass" 
 
# Process: Iterate Feature Classes 
arcpy.IterateFeatureClasses_mb(in_workspace, "", "", 
"NOT_RECURSIVE") 
 
# Process: Feature Class to Feature Class 
arcpy.FeatureClassToFeatureClass_conversion(FeatureClass, 
outputWorkspace, "%Name%_copy", "", "", "") 

 

 

 

3. 수정 후 Script 

Script 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arcpy 환경 설정 및 Script 에서 지원되지 않는 

일부 기능을 수정하였다. 아래 목록 번호와 예제 스크립트의 주석 번호를 참조하여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arcpy 환경 설정 

arcpy.env.overwriteOutput = True 설정을 통해 Output 결과물이 중첩되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불필요한 function  및 Local 변수 제거 

모델이 저장된 Toolbox 경로를 Script 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arcpy.ImportToolbox() 및 Script 에서 사용되지 않는 변수는 삭제한다. 

③ 데이터 경로 변경 

Script 에서 사용될 데이터가 저장된 경로가 Local 에 존재한다면 해당 경로를 

text 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iterator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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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빌더의 iterator 는 Script 내에서 직접 참조할 수 없다. 사용된 iterator 의 

종류에 따라서 알맞은 arcpy List funcion 을 사용하여 데이터 List 를 생성하고, 

for loop 구문을 이용해 반복을 수행한다. 

 Arcpy List function : https://desktop.arcgis.com/es/arcmap/latest/analyze/arcpy-

functions/listdatasets.htm 

 Python 흐름 처리 : https://docs.python.org/2/tutorial/controlflow.html 

 

⑤ 모델변수 치환 

%변수 이름%_copy로 사용된 모델 변수는 Script 상의 변수를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경한다. 

 

# Import arcpy module 
import arcpy 
 
# 1. environment setting 
arcpy.env.overwriteOutput = True 
 
# 2. function delete 
# arcpy.ImportToolbox("Model Functions") 
 
# 3. variable data path setting 
in_workspace = "C:\\EsriTraining\\PYTS\\Data\\Outages.gdb" 
outputWorkspac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 
# outputName = "C:\\EsriTraining\\PYTS\\Default.gdb\\%Name%_copy" 
 
# 2. variable delete 
# Local variables: 
# Name = "FeatureClass" 
# FeatureClass = 
"C:\\EsriTraining\\PYTS\\Data\\Outages.gdb\\FeatureClass" 
 
# 4. arcpy.IterateFeatureClasses_mb > arcpy.ListFeatureClasses + 
for loop 
arcpy.env.workspace = in_workspace 
fcList = arcpy.ListFeatureClasses() 
for fc in fcList : 
 
    #5. model variable change : %Name%_copy > "{}_copy".format(fc) 
    outName = "{}_copy".format(fc) 
    arcpy.FeatureClassToFeatureClass_conversion(fc, 

https://desktop.arcgis.com/es/arcmap/latest/analyze/arcpy-functions/listdatasets.htm
https://desktop.arcgis.com/es/arcmap/latest/analyze/arcpy-functions/listdatasets.htm
https://docs.python.org/2/tutorial/controlflow.html


모델 빌더를 Python Script 로 실행하기  한국에스리 기술지원센터 

 

 15 2019/12/09 

outputWorkspace,out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