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yQGIS Developer Cookbook 2.8 
 
 
 
 
 
 
 
 
 
 
 
 
 
 
 

지은이: QGIS Project team 

옮긴이: 권용찬 

펴낸이: 한국오픈소스 GIS포럼 

펴낸곳: 가이아쓰리디㈜ 

 
  



 

 

 
 
 
 
 
 
 
 
 
 
PyQGIS Developer Cookbook 2.8 
 

이 책은 한국오픈소스 GIS포럼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licence (CC BY-SA)를 따릅니다.  

 

초판 1쇄 인쇄: 2015년 12월 10일 

초판 1쇄 발행: 2015년 12월 10일 

 

지은이: QGIS Project team 

옮긴이: 권용찬 

감수: 장병진 

표지 디자인: 신명순 

편집: 김서인 

 

펴낸이: 한국오픈소스 GIS포럼 

펴낸곳: 가이아쓰리디㈜ 

주소: 대전 유성구 관평동 1359 한신에스메카 230호 

전화: 042-330-0400  

팩스: 042-330-0410 

출판등록: 제 2012-000016호 

ISBN: 978-89-969532-4-1(93000)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33218)」 

  



 

 

목차 
 소개 .................................................................................................................................. 7 

 QGIS 실행 시 파이썬 코드 실행............................................................................. 7 

 PYQGIS_STARTUP 환경 변수 ....................................................................... 8 

 startup.py 파일 ........................................................................................... 8 

 파이썬 콘솔 ........................................................................................................... 8 

 파이썬 플러그인 ................................................................................................... 9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 ........................................................................................... 9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PyQGIS 사용 ......................................... 10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 10 

 프로젝트 불러오기 ........................................................................................................ 12 

 레이어 불러오기 ............................................................................................................ 13 

 벡터 레이어 ......................................................................................................... 13 

 래스터 레이어 ..................................................................................................... 16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 ......................................................................................... 17 

 래스터 레이어 사용 ....................................................................................................... 18 

 레이어 상세 정보................................................................................................. 18 

 그리기 스타일 ..................................................................................................... 18 

 단일 밴드 래스터 ...................................................................................... 20 

 다중 밴드 래스터 ...................................................................................... 21 

 레이어 새로고침 ................................................................................................. 21 

 값 조회 ................................................................................................................ 22 

 벡터 레이어 사용 ........................................................................................................... 23 

 속성 관련 정보 검색 ............................................................................................ 23 

 피처 선택 ............................................................................................................. 23 

 벡터 레이어 상의 반복 작업 ................................................................................ 24 

 속성에 접근하기 ....................................................................................... 25 

 선택된 피처에 대한 반복 작업 ................................................................. 25 

 피처 부분 집합에 대한 반복 작업 ............................................................. 26 

 벡터 레이어 수정................................................................................................. 27 

 피처 추가 .................................................................................................. 27 

 피처 삭제 .................................................................................................. 28 



 

 

 피처 수정 .................................................................................................. 28 

 항목 추가 및 제거 ..................................................................................... 28 

 편집 버퍼로 벡터 레이어 수정 ............................................................................ 29 

 공간 인덱스 사용................................................................................................. 30 

 벡터 레이어 작성................................................................................................. 31 

 메모리기반 제공자 .............................................................................................. 33 

 벡터 레이어의 표현(심볼) ................................................................................... 35 

 단일 심볼 렌더러 ...................................................................................... 36 

 카테고리 심볼 렌더러 .............................................................................. 37 

 등급 심볼 렌더러 ...................................................................................... 37 

 심볼 다루기 .............................................................................................. 39 

 사용자 정의 렌더러 생성 .......................................................................... 44 

 도형 다루기 ................................................................................................................... 48 

 도형 작성 ............................................................................................................. 48 

 도형에 접근 ......................................................................................................... 49 

 도형 관계계산 및 연산 ........................................................................................ 50 

 투영 지원 ....................................................................................................................... 51 

 좌표계 ................................................................................................................. 51 

 투영 ..................................................................................................................... 52 

 맵 캔버스 다루기 ........................................................................................................... 54 

 맵 캔버스 내장시키기 ......................................................................................... 55 

 캔버스에서 맵 도구 사용하기 ............................................................................. 56 

 고무줄과 버텍스 마커 ......................................................................................... 58 

 사용자 지정 맵 도구 작성 ................................................................................... 59 

 사용자 지정 맵 캔버스 아이템 작성 ................................................................... 62 

 맵 렌더링 및 출력 .......................................................................................................... 64 

 단순 렌더링 ......................................................................................................... 64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진 레이어들을 렌더링하기 ............................................. 65 

 맵 구성기를 이용한 출력 .................................................................................... 66 

 래스터 이미지로 출력 .............................................................................. 69 

 PDF로 출력 ............................................................................................... 70 

 표현식을 이용한 속성값의 필터링 및 계산 ................................................................. 71 



 

 

 표현식 파싱하기 ............................................................................................... 72 

 표현식 평가하기 ............................................................................................... 72 

 기본 표현식 ............................................................................................ 72 

 피처와 표현식 ......................................................................................... 72 

 오류 처리 ................................................................................................ 73 

 예제 ................................................................................................................... 73 

 설정을 읽고 저장하기 ................................................................................................. 75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하기 .......................................................................................... 78 

 메시지 표시: QgsMessageBar 클래스 ............................................................... 78 

 진행률 표시 ....................................................................................................... 81 

 로그 기록 ........................................................................................................... 81 

 파이썬 플러그인 개발 ................................................................................................. 83 

 플러그인 작성 ................................................................................................... 84 

 플러그인 파일 ......................................................................................... 84 

 플러그인 구성요소 ............................................................................................ 85 

 플러그인 메타데이터 ............................................................................. 85 

 __init__.py .............................................................................................. 89 

 mainPlugin.py ......................................................................................... 89 

 리소스 파일 ............................................................................................ 93 

 문서화 ............................................................................................................... 94 

 플러그인 작성 및 디버그 작업을 위한 IDE 설정 ......................................................... 95 

 윈도우 환경의 IDE 설정에 대한 지침 ................................................................ 95 

 Eclipse 및 PyDev를 이용한 디버깅 ................................................................... 96 

 설치하기 ................................................................................................. 96 

 QGIS 준비하기 ........................................................................................ 96 

 Eclipse 설정하기 ..................................................................................... 97 

 디버거 설정하기 ..................................................................................... 98 

 Eclipse에게 API를 이해시키기 .............................................................. 99 

 PDB를 이용한 디버깅 ..................................................................................... 101 

 플러그인 레이어 사용 ............................................................................................... 102 

 QgsPluginLayer 상속 클래스 만들기 ............................................................... 102 

 이전 QGIS 버전과의 호환성 ....................................................................................... 104 



 

 

 플러그인 메뉴 ................................................................................................. 104 

 플러그인 배포 ............................................................................................................ 106 

 메타데이터와 명칭 .......................................................................................... 106 

 코드와 도움말 ................................................................................................. 106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 107 

 권한(permission) .................................................................................. 107 

 신뢰(trust) 관리 .................................................................................... 108 

 검증 ....................................................................................................... 108 

 플러그인 구조 ....................................................................................... 108 

 알아두면 유용한 코드들 ............................................................................................ 110 

 단축키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 110 

 레이어를 켜고 끄는 방법 ................................................................................ 111 

 선택한 피처들의 속성 테이블에 접근하는 방법............................................. 111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 ........................................................................................ 113 

 일반 정보 ......................................................................................................... 113 

 그래프 만들기 ................................................................................................. 113 

 그래프 분석 ..................................................................................................... 117 

 최단 경로 탐색 ...................................................................................... 120 

 도달 가능 범위 ...................................................................................... 124 

 이 책에 적용된 라이선스 ........................................................................................... 127 

 
 
 

  



PyQGIS Developer Cookbook  1.소개 | 7 

 

 소개 

이 문서는 예제와 참조용 안내서를 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용방법을 목록에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이 문서는 주요 기능들에 대한 훌륭한 개요를 제공할 것입니다. 

QGIS 는 0.9 릴리즈 버전부터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는 스크립트 작업을 지원합니다. 

파이썬이 스크립트 작업에 가장 인기 있는 언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썬으로 

결정했습니다. PyQGIS 바인딩은 SIP 와 PyQt4 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WIG 대신 SIP 을 선택한 이유는 QGIS 코드가 Qt 라이브러리에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Qt(PyQt)를 위한 파이썬 바인딩도 SIP 를 사용하고 있어, PyQGIS 를 PyQt 와 

완벽하게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QGIS 파이썬 바인딩의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어지는 장에서 이들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x QGIS 실행 시 자동으로 파이썬 코드 실행 

x QGIS에 포함된 파이썬 콘솔의 명령어 소개 

x 파이썬 기반의 플러그인 제작 및 사용 

x QGIS API 기반의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생성 

QGIS 라이브러리의 클래스는 complete QGIS API 참조 자료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QGIS API는 C++의 API와 거의 동일합니다. 

QGIS 블로그 에서 PyQGIS 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써드파티(3th party)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예시를 보고 싶다면 QGIS tutorial ported 

to Python 을 참조하십시오. 플러그인 저장소 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셔서 코드를 

살펴보시면 플러그인 작업에 대한 좋은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QGIS 설치 

경로에 있는 python/plugins/ 폴더는 플러그인 개발 방법 및 가장 일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몇몇 플러그인을 담고 있습니다. 

 

 QGIS 실행 시 파이썬 코드 실행 

QGIS를 실행할 때마다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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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QGIS_STARTUP 환경 변수 

기존 파이썬 파일의 경로에 PYQGIS_STARTUP 환경 변수를 설정해서 QGIS 초기화가 

완료되기 직전에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QGIS 안에서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고, QGIS 초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이 코드가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경로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sys.path 를 소거하거나, 

Mac에 설치되는 homebrew나 MacPorts 프로그램처럼 가상 환경을 불러올 필요 없이 초기 

환경을 분리/불러오기하는 데 이 방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startup.py 파일 

QGIS 를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의 파이썬 홈 디렉터리 

(일반적으로 .qgis2/python)에서 startup.py 라는 파일을 검색해서 해당 파일이 

있으면 내장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 콘솔 

스크립트 작업 시 통합된 파이썬 콘솔을 이용하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Plugins 

‣ Python Console 메뉴에서 파이썬 콘솔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콘솔은 다음과 같은 

모달리스(non-modal) 유틸리티 창으로 열립니다. 

 
QGIS 파이썬 콘솔 



PyQGIS Developer Cookbook  1.소개 | 9 

 

이 스크린샷은 레이어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어떻게 가져오고 레이어의 ID를 

어떻게 표출하는지 보여줍니다. 또 레이어가 벡터 레이어일 경우 피처의 개수를 보여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QGIS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QgsInterface 인스턴스인 iface 

변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맵 캔버스, 메뉴, 툴바 그리고 QGIS 응용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콘솔이 시작되면 아래의 명령어가 실행됩니다. (향후 초기화 

명령어를 상세히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from qgis.core import * 
import qgis.utils 

 

이 콘솔을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콘솔을 호출하는 단축키를 설정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Settings ‣ Configure shortcuts...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플러그인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QGIS 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C++ 언어로만 

가능했지만, QGIS 가 파이썬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파이썬으로 작성된 플러그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 플러그인과 비교해서 파이썬 플러그인의 중요한 장점은 

(플랫폼 별 컴파일 없이)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썬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기능을 커버하는 많은 플러그인이 

작성되었습니다. 플러그인 인스톨러는 사용자가 수월하게 파이썬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삭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양한 플러그인 소스를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플러그인을 생성하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썬 플러그인 

개발 강의를 참조하십시오.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 

어떤 GIS 데이터를 공간 처리할 때,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대신 작업 과정을 

자동화하는 약간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편리할 경우가 많습니다. PyQGIS를 이용하여 이 

작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gis.core 모듈을 임포트해서 초기화하면 공간 처리 

준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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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일부 GIS 기능 – 데이터의 측정, PDF로 지도 내보내기 또는 다른 기능 등 – 을 사용하는 

대화형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qgis.gui 모듈을 통해 다양한 GUI 

컴포넌트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확대/축소, 이동 또는 좀더 사용자화 된 맵 도구 등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일부로 매우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맵 캔버스 위젯이 특히 주목 

할만 합니다.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PyQGIS 사용 

주의: qgis.py 를 테스트용 스크립트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스크립트의 

명칭이 파이썬 바인딩의 명칭과 겹치기 때문에 파이썬이 바인딩을 임포트할 수 없게 됩니다. 

제일 먼저 QGIS 모듈을 임포트해서 투영 데이터베이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리소스를 검색할 QGIS 경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True 

로 설정함과 동시에 접두 경로(PrefixPath)를 설정하면 QGIS가 표준 디렉터리를 갖춘 모든 

경로를 접두 디렉터리 아래로 초기화할 것입니다. QGIS가 사용 가능한 제공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면 initQgis()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rom qgis.core import * 
# supply path to where is your qgis installed 
QgsApplication.setPrefixPath("/path/to/qgis/installation

", True) 
# load providers 
QgsApplication.initQgis() 

 

이제 QGIS API를 이용해 작업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불러와서 공간 처리를 하거나 맵 

캔버스에서 GUI를 작동시키는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 

QGIS 라이브러리 사용이 끝나면, 모든 것(예를 들면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를 지우고 

레이어를 삭제하는 등)을 확실히 지우도록 exitQgis() 함수를 호출하십시오. 

 
QgsApplication.exitQgis()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 실행 

QGIS 라이브러리 및 적절한 파이썬 모듈을 기본 위치에서 찾을 수 없을 경우 사용자 

시스템의 어디에서 탐색해야 하는지 설정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이썬이 오류 

메시지를 표출할 것입니다. 

>>> import qgi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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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rror: No module named qgis.core 
 

환경 변수 PYTHONPATH 를 설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에서 

사용자의 실제 QGIS 설치 경로를 qgispath 자리에 입력해야 합니다. 

x 리눅스에서는: export PYTHONPATH=/qgispath/share/qgis/python 

x 윈도우에서는: set PYTHONPATH=c:\qgispath\python 

PyQGIS 모듈의 경로를 설정했지만, 이 모듈들은 qgis_core 및 qgis_gui 라이브러리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모듈은 래퍼 wrapper로만 동작합니다.) 일반적으로 OS가 이 

라이브러리들의 경로를 모르고 있으므로, 다시 임포트 오류 메시지가 표출될 겁니다. (이 

메시지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mport qgis.core 
ImportError: libqgis_core.so.1.5.0: cannot open shared 

object file: No such file or directory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QGIS 라이브러리가 있는 디렉터리를 동적 링커의 탐색 경로에 

추가하십시오. 

x 리눅스에서는: export LD_LIBRARY_PATH=/qgispath/lib 

x 윈도우에서는: set PATH=C:\qgispath;%PATH% 

이러한 명령어를 시동과정을 처리하는 부트스트랩 스크립트에 넣어 둘 수 있습니다. 

PyQGIS를 이용하는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보통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x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플랫폼에 맞는 QGIS 설치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인스톨러가 QGIS 라이브러리의 기본 위치를 찾을 

테지만, 만약 기본 위치에 없다면 사용자가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더 많은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x QGIS를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패키지하는 방법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용량이 더 커지게 되지만, 사용자가 추가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배포 방식을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와 Mac OS X에서는 독립 설치형 응용 

프로그램으로 배포하고, 리눅스에서는 QGIS 설치를 사용자와 패키지 관리자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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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불러오기 

때때로 플러그인에서, 그리고 (더 자주) 독립 설치형 QGIS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존 프로젝트를 불러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 파이썬 응용 프로그램 참조) 

실행중인 QGIS 응용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를 불러오려면 QgsProject 클래스의 

instance() 오브젝트가 필요하고, 이 오브젝트의 read() 메소드를 호출해서 프로젝트를 

불러올 경로를 담고 있는 QFileInfo 오브젝트를 넘겨받아야 합니다. 

 
# If you are not inside a QGIS console you first need to 

import 
# qgis and PyQt4 classes you will use in this script as 

shown below: 
from qgis.core import QgsProject 
from PyQt4.QtCore import QFileInfo 
# Get the project instance 
project = QgsProject.instance() 
# Print the current project file name (might be empty in 

case no projects have been loaded) 
print project.fileName 
u'/home/user/projects/my_qgis_project.qgs' 
# Load another project 
project.read(QFileInfo('/home/user/projects/my_other_qgi

s_project.qgs')) 
print project.fileName 
u'/home/user/projects/my_other_qgis_project.qgs' 

 

프로젝트에 몇 가지 수정을 (예를 들어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삭제) 하고 변경한 내용을 

저장해야 할 경우, 프로젝트 인스턴트의 write()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write() 

메소드는 사용자가 프로젝트를 저장할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적인 QFileInfo 

클래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Save the project to the same 
project.write() 
# ... or to a new file 
project.write(QFileInfo('/home/user/projects/my_new_qgis

_project.qgs')) 
 

read() 및 write() 두 함수 모두 작업 수행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불(boolean) 

값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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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불러오기 

데이터를 담고 있는 레이어를 열어봅시다. QGIS는 벡터 및 래스터 레이어를 인식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용자 정의 레이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문서에서는 사용자 정의 레이어를 

다루지 않습니다. 

 벡터 레이어 

벡터 레이어를 불러오려면 레이어의 데이터 소스 식별자, 레이어 명칭, 제공자 명칭을 

지정하면 됩니다. 

 
layer = QgsVectorLayer(data_source, layer_name, 

provider_name) 
if not layer.isValid(): 
 print "Layer failed to load!" 

 

data_source 식별자는 문자열로 각 벡터 데이터 제공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layer_name 은 레이어 목록 위젯에서 사용합니다. 레이어를 성공적으로 불러왔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이 아니라면, 유효하지 않은 레이어 인스턴스가 

반환됩니다. 

QGIS 에서 벡터 레이어를 가장 빨리 불러와서 표출하는 방법은 QgisInterface 클래스의 

addVectorLayer() 함수입니다. 

 
layer=iface.addVectorLayer("/path/to/shapefile/file.shp", 
"layer_name_you_like", "ogr") 
if not layer: 
 print "Layer failed to load!" 

 

이 함수는 단 한 번에 새 레이어를 생성해서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에 추가(레이어 목록에 

새 레이어를 표출)합니다. 이 함수는 레이어 인스턴스를 반환하거나, 레이어를 불러올 수 

없을 경우 None 을 반환합니다. 

다음 목록은 벡터 데이터 제공자를 통해 여러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OGR 라이브러리 (shapefile 및 다른 많은 파일 포맷들) — data_source는 파일 경로입니다. 

 
vlayer = QgsVectorLayer("/path/to/shapefile/file.shp", 

"layer_name_you_like", "o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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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PostGIS 데이터베이스 — data_source 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은 문자열입니다. QgsDataSourceURI 클래스가 

이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QGIS를 Postgres 지원 기능과 함께 컴파일하지 

않으면 이 제공자를 사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십시오. 

 
uri = QgsDataSourceURI() 
# set host name, port, database name, username and password 
uri.setConnection("localhost", "5432", "dbname", "johny", "xxx") 
# set database schema, table name, geometry column and optionally 
# subset (WHERE clause) 
uri.setDataSource("public", "roads", "the_geom", "cityid = 2643") 
vlayer = QgsVectorLayer(uri.uri(), "layer_name_you_like", 

"postgres") 

 

x CSV 또는 다른 구분자로 분리된 텍스트 파일 — “x” 항목에 x 좌표를, “y” 항목에 y 

좌표를 쌍반점(;)으로 구분하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세요. 

 

uri = "/some/path/file.csv?delimiter=%s&xField=%s&yField=%s" % (";", 
"x", "y") 

vlayer = QgsVectorLayer(uri, "layer_name_you_like", "delimitedtext") 
 

주석: QGIS 1.7 버전부터 제공자 스트링은 URL 구조를 가지게 되어 경로 앞에 반드시 

file:// 을 붙여야 합니다. 또 “x” 및 “y” 항목을 WKT(well known text) 형식의 도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좌표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입니다. 

 
uri = 
"file:///some/path/file.csv?delimiter=%s&crs=epsg:4723&wktField=%s" % 
(";", "shape") 

 

x GPX 파일 — “gpx” 데이터 제공자는 gpx 파일로부터 트랙(track), 루트(route), 

웨이포인트(waypoint)를 읽어옵니다. 파일을 열려면 이 

type(track/route/waypoint)을 URL에 지정해야 합니다. 

 
uri = "path/to/gpx/file.gpx?type=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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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yer = QgsVectorLayer(uri, "layer_name_you_like", 
"gpx") 

 

x SpatiaLite 데이터베이스 — QGIS 1.1 버전부터 지원됐습니다. PostGIS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하게, QgsDataSourceURI 클래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소스 

식별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uri = QgsDataSourceURI() 
uri.setDatabase('/home/martin/test-2.3.sqlite') 
schema = '' 
table = 'Towns' 
geom_column = 'Geometry' 
uri.setDataSource(schema, table, geom_column) 
display_name = 'Towns' 
vlayer = QgsVectorLayer(uri.uri(), display_name, 

'spatialite') 
 

y OGR 을 통한 MySQL WKB 기반 도형 — data_source 는 테이블과의 연결 
스트링입니다. 

 

x WFS 연결 — 이 연결은 URI로 식별되며 WFS 제공자를 이용합니다. 

uri = 
"http://localhost:8080/geoserver/wfs?srsname=EPSG:23030&t
ypename=union&version=1.0.0&request=GetFeature&service=WF
S", 
vlayer = QgsVectorLayer("my_wfs_layer", "WFS") 

 

표준 url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UR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params = { 
    'service': 'WFS', 
    'version': '1.0.0', 
    'request': 'GetFeature', 
    'typename': 'union', 
    'srsname': "EPSG:23030" 
} 

uri = 
"MySQL:dbname,host=localhost,port=3306,user=root,password=xxx|layern
ame=my_table" 

vlayer = QgsVectorLayer( uri, "my_table", "ogr" ) 



PyQGIS Developer Cookbook  3.레이어 불러오기 | 16 

 

uri = 'http://localhost:8080/geoserver/wfs?' + 
urllib.unquote(urllib.urlencode(params)) 

 
 

 래스터 레이어 

GDA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래스터 파일에 접근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광범위한 파일 

포맷을 지원합니다. 어떤 파일을 여는 데 문제가 있다면, GDAL 이 해당 특정 포맷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기본 설정으로 모든 파일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에서 래스터를 불러오려면, 전체 파일경로와 base name(디렉터리와 확장자를 제거한 

파일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fileName = "/path/to/raster/file.tif" 
fileInfo = QFileInfo(fileName) 
baseName = fileInfo.baseName() 
rlayer = QgsRasterLayer(fileName, baseName) 
if not rlayer.isValid(): 
  print "Layer failed to load!" 

 

벡터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래스터 레이어도 QgisInterface 클래스의 addRasterLayer() 

함수를 통해 불러올 수 있습니다. 

 
iface.addRasterLayer("/path/to/raster/file.tif", 
"layer_name_you_like") 

 

이 함수는 단 한 번에 새 레이어를 생성해서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에 추가(레이어 목록에 

새 레이어를 표출)합니다. 

WCS 서비스를 통해서도 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layer_name = 'modis' 
uri = QgsDataSourceURI() 
uri.setParam('url', 'http://demo.mapserver.org/cgi-
bin/wcs') 
uri.setParam("identifier", layer_name) 
rlayer = QgsRasterLayer(str(uri.encodedUri()), 
'my_wcs_layer', '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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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문서 에서 URI 설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WMS 서버에서 래스터 레이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API 가 반환하는 GetCapabilities 응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레이어가 

제공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urlWithParams = 
'url=http://wms.jpl.nasa.gov/wms.cgi&layers=global_mosaic
&styles=pseudo&format=image/jpeg&crs=EPSG:4326' 
rlayer = QgsRasterLayer(urlWithParams, 'some layer name', 
'wms') 
if not rlayer.isValid(): 
  print "Layer failed to load!"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 

렌더링 작업에 불러온 레이어를 사용하고 싶을 경우,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에 레이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는 레이어의 소유권을 가지며, 향후 레이어의 개별 

ID 를 통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레이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에서 레이어를 제거하면 레이어가 삭제됩니다. 

 

레지스트리에 레이어 추가 

QgsMapLayerRegistry.instance().addMapLayer(layer) 

 

종료 시 자동으로 레이어를 소거하지만, 어떤 레이어를 분명하게 삭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QgsMapLayerRegistry.instance().removeMapLayer(layer_id) 

 

불러온 레이어의 목록 및 레이어 ID들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QgsMapLayerRegistry.instance().ma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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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스터 레이어 사용 

이 장에서는 래스터 레이어에 대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소개합니다. 

 레이어 상세 정보 

래스터 레이어는 하나 이상의 래스터 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단일 밴드 또는 

다중 밴드로 부릅니다. 하나의 밴드는 값들의 행렬을 나타냅니다. 일반 컬러 

이미지(항공사진 등)는 빨간색, 파란색, 녹색 밴드로 이루어진 래스터입니다. 단일 밴드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변수(표고 등) 또는 불연속 변수(토지이용 등)를 나타냅니다. 

어떤 경우, 래스터 레이어에 색상표가 포함돼 있어 색상표에 지정된 색상으로 래스터 값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rlayer.width(), rlayer.height() 
(812, 301) 
rlayer.extent() 
<qgis._core.QgsRectangle object at 0x000000000F8A2048> 
rlayer.extent().toString() 
u'12.095833,48.552777 : 18.863888,51.056944' 
rlayer.rasterType() 
2  # 0 = GrayOrUndefined (single band), 1 = Palette (single 
band), 2 = Multiband 
rlayer.bandCount() 
3 
rlayer.metadata() 
u'<p class="glossy">Driver:</p>...' 
rlayer.hasPyramids() 
False 

 
 

 그리기 스타일 

래스터 레이어를 불러올 때, 그 유형에 따라 기본 그리기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래스터 

레이어 속성창이나 프로그래밍를 통해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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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상수: QgsRasterLater.X 비고 

1 SingleBandGray 회색조로 단일 밴드 이미지 그리기 

2 SingleBandPseudoColor 
의사색채(pseudocolor)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일 밴드 이미지 그리기 

3 PalettedColor 
색상표를 이용해서 “지정색상(palette)” 

이미지 그리기 

4 PalettedSingleBandGray 회색조로 “지정색상” 레이어 그리기 

5 
PalettedSingleBandPseudoColo

r 

의사색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지정색상” 레이어 그리기 

6 MultiBandSingleBandGray 

2 개 이상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지만 회색조로 단일 밴드 이미지 

그리기 

7 
MultiBandSingleBandPseudoCo

lor 

2 개 이상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지만 의사색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단일 밴드 이미지 그리기 

8 MultiBandColor 
2개 이상의 밴드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를 

RGB 색상표(color space)에 매핑하기 

 

적용된 그리기 스타일을 조회하려면 다음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rlayer.renderer().type() 

u'singlebandpseudocolor' 
 

단일 밴드 래스터 레이어를 회색조(낮은 값=검은색, 높은 값=하얀색)로 그릴 수도 있고, 

단일 밴드의 값에 색상을 배정하는 의사색채 알고리즘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계단식 

값(palette)을 가진 단일 밴드 래스터는 그 값에 지정된 색상표를 적용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중 밴드 레이어는 일반적으로 밴드들을 RGB 색상에 매핑해서 그리지만 단 하나의 밴드만 

사용해서 회색조나 의사색채 알고리즘으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레이어의 그리기 스타일을 조회 및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변경을 

완료한 다음 맵 캔버스를 강제로 업데이트하고자 할 경우 레이어 새로고침 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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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밴드 래스터 

단일 밴드 래스터는 기본적으로 회색조로 렌더링됩니다. 그리기 스타일을 의사색채로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Check the renderer 
rlayer.renderer().type() 
u'singlebandgray' 
rlayer.setDrawingStyle("SingleBandPseudoColor") 
# The renderer is now changed 
rlayer.renderer().type() 
u'singlebandpseudocolor' 
# Set a color ramp hader function 
shader_func = QgsColorRampShader() 
rlayer.renderer().shader().setRasterShaderFunction(shader
_func) 

 
 

PseudoColorShader 클래스는 낮은 값은 파란색, 높은 값은 빨간색으로 표출하는 기본 

셰이더입니다. 또 색상 맵이 지정한 색상으로 매핑시키는 ColorRampShader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값을 보간하는 데 다음 세 가지 모드를 사용합니다. 

y 선형(linear) (INTERPOLATED) : 실제 픽셀값 위아래의 색상 맵 항목들로부터 

선형적으로 보간된 색상이 산출됩니다. 

y 이산(discrete) (DISCRETE) : 색상 맵 항목에서 동일하거나 높은 값으로 색상이 

산출됩니다. 

y 동일(exact) (EXACT) : 색상을 보간하지 않고, 색상 맵 항목과 동일한 값을 가진 

픽셀만 그립니다. 

녹색에서 노란색 범위의 보간된 색상표(color ramp)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픽셀값은 0에서 255까지입니다.) 

rlayer.renderer().shader().setRasterShaderFunction(QgsCol
orRampShader()) 
lst = [QgsColorRampShader.ColorRampItem(0, QColor(0, 255, 
0)), \ 
    QgsColorRampShader.ColorRampItem(255, QColor(255, 
255 ,0))] 
fcn = rlayer.renderer().shader().rasterShaderFunction() 
fcn.setColorRampType(QgsColorRampShader.INTERPOLATED) 
fcn.setColorRampItemList(l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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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색 레벨로 돌아가려면 다음처럼 하십시오. 

rlayer.setDrawingStyle('SingleBandGray') 

 

 다중 밴드 래스터 

QGIS는 기본적으로 처음 세 밴드를 각각 빨간색, 녹색, 파란색에 매핑해서 컬러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바로 MultiBandColor 그리기 스타일입니다.) 때로는 사용자가 이 설정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빨간색 밴드 (1)과 녹색 밴드 (2)를 맞바꾸는 코드입니다. 

 
rlayer.setDrawingStyle('MultiBandColor') 
rlayer.renderer().setGreenBand(1) 
rlayer.setRedBand(2) 

 

 레이어 새로고침 

레이어의 심볼을 변경하고 변경 사항을 즉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 

메소드를 호출하십시오. 

if hasattr(layer, "setCacheImage"): 
  layer.setCacheImage(None) 
layer.triggerRepaint() 

 

소스의 첫번째 부분은 렌더링 캐시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렌더링된 레이어의 캐시 

이미지를 소거합니다. QGIS 1.4 버전부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 버전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QGIS의 모든 버전에서 이 코드를 작동시키려면 먼저 이 메소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레이어를 담고 있는 모든 맵 캔버스를 새로고침 하게 만드는 신호를 

보냅니다. 

WMS 래스터 레이어의 경우, 이 명령어들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다음과 

같이 하셔야 합니다. 

layer.dataProvider().reloadData() 
layer.triggerRe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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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의 심볼을 변경한 경우 (그 방법은 래스터 및 벡터 레이어 관련 항목을 참조하세요) 

QGIS에서 레이어 목록(범례) 위젯에 있는 레이어 심볼을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iface 는 QgisInterface 클래스의 인스턴스입니다.) 

iface.legendInterface().refreshLayerSymbology(layer) 

 

 값 조회 

래스터 레이어의 어떤 특정 포인트의 밴드 값을 조회하려면 다음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ident = rlayer.dataProvider().identify(QgsPoint(15.30, 
40.98), \ 
  QgsRaster.IdentifyFormatValue) 
if ident.isValid(): 
  print ident.results() 

 

이 경우 results 메소드가 키(key)로 밴드 인덱스를, 값(value)으로 밴드 값을 담은 

사전식으로 정리된 목록(dictionary)을 반환합니다. 

{1: 17, 2: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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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레이어 사용 

이 장에서는 벡터 레이어에 대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소개합니다. 

 속성 관련 정보 검색 

QgsVectorLayer 클래스의 pendingFields() 메소드를 호출해서 벡터 레이어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layer" is a QgsVectorLayer instance 
for field in layer.pendingFields(): 
    print field.name(), field.typeName() 

 

 피처 선택 

QGIS 데스크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처를 

클릭하거나, 맵 캔버스 위에 사각형을 그리거나, 정규식 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피처에 주목할 수 있도록 선택된 피처는 보통 다른 색상(기본값은 

노랑색)으로 강조됩니다. 때때로 프로그램적으로 피처를 선택하거나 기본 색상을 변경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색상을 변경하려면 다음 예시에서처럼 QgsMapCanvas 클래스의 

setSelectionColor()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ace.mapCanvas().setSelectionColor( QColor("red") ) 

 

어떤 레이어의 선택된 피처 리스트에 다른 피처를 추가하려면, setSelectedFeatures() 

함수를 호출해서 피처 ID 리스트에 새 피처를 건네줄 수 있습니다. 

# Get the active layer (must be a vector layer) 
layer = iface.activeLayer() 
# Get the first feature from the layer 
feature = layer.getFeatures().next() 
# Add this features to the selected list 
layer.setSelectedFeatures([feature.id()]) 

 

선택을 해제하려면, 빈 리스트를 건네기만 하면 됩니다. 

layer.setSelected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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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레이어 상의 반복 작업 

벡터 레이어에 있는 피처에 대해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일은 가장 흔한 작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각 피처에 관련된 정보를 표출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간단한 기본 

코드의 예시입니다. layer 변수가 QgsVectorLayer 클래스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iter = layer.getFeatures() 
for feature in iter: 
    # retrieve every feature with its geometry and 
attributes 
    # fetch geometry 
    geom = feature.geometry() 
    print "Feature ID %d: " % feature.id() 
 
    # show some information about the feature 
    if geom.type() == QGis.Point: 
        x = geom.asPoint() 
        print "Point: " + str(x) 
    elif geom.type() == QGis.Line: 
        x = geom.asPolyline() 
        print "Line: %d points" % len(x) 
    elif geom.type() == QGis.Polygon: 
        x = geom.asPolygon() 
        numPts = 0 
        for ring in x: 
        numPts += len(ring) 
        print "Polygon: %d rings with %d points" % (len(x), 
numPts) 
    else: 
        print "Unknown" 
 
    # fetch attributes 
    attrs = feature.attributes() 
 
    # attrs is a list. It contains all the attribute values 
of this feature 
    print att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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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성에 접근하기 

속성을 속성명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rint feature['name'] 
 

 

다른 방법으로, 속성을 인덱스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명보다 이 방법이 조금 더 

빠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속성을 얻어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nt feature[0] 
 

 선택된 피처에 대한 반복 작업 

선택된 피처만 필요할 경우, 벡터 레이어에서 selectedFeatures()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lection = layer.selectedFeatures() 
print len(selection) 
for feature in selection: 
    # do whatever you need with the feature 
import processing 
features = processing.features(layer) 
for feature in features: 
    # do whatever you need with the feature 

 

다른 방법은 processing 라이브러리의 features()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import processing 
features = processing.features(layer) 
for feature in features: 
    # do whatever you need with the feature 

 

기본적으로, 선택된 피처가 없을 경우 레이어에 있는 모든 피처에 대해 반복 작업을 하고, 

선택된 피처가 있을 경우 선택된 피처에 대해 반복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 동작들은 

processing 라이브러리의 ignore selections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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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 부분 집합에 대한 반복 작업 

레이어 안의 어떤 피처 부분 집합에 대해, 예를 들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피처들에 대해 

반복 작업을 하길 원할 경우, getFeatures() 함수를 호출할 때 QgsFeatureRequest 

오브젝트를 인자로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request = QgsFeatureRequest() 
request.setFilterRect(areaOfInterest) 
for feature in layer.getFeatures(request): 
    # do whatever you need with the feature 

 

앞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공간 필터 대신 (또는 함께) 속성 기반 필터가 필요할 경우, 

QgsExpression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QgsFeatureRequest 오브젝트 생성자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The expression will filter the features where the field 
"location_name" contains 
# the word "Lake" (case insensitive) 
exp = QgsExpression('location_name ILIKE \'%Lake%\'') 
request = QgsFeatureRequest(exp) 

 

request를 각 피처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에, 반복 작업자가 

모든 피처를 순회하긴 하지만, 각 피처에 대한 부분적인 데이터를 반환합니다. 

# Only return selected fields 
request.setSubsetOfAttributes([0,2]) 
# More user friendly version 
request.setSubsetOfAttributes(['name','id'],layer.pending
Fields()) 
# Don't return geometry objects 
request.setFlags(QgsFeatureRequest.NoGeometry) 

 

참고: 속성 중 일부분만 필요하거나 도형 정보는 필요하지 않을 경우, 

QgsFeatureRequest.NoGeometry 플래그를 사용하거나 앞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성의 부분 집합(빈 집합도 가능합니다)을 지정해서 피처 요청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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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터 레이어 수정 

벡터 데이터 제공자 대부분은 레이어 데이터의 편집을 지원하지만, 때때로 사용 가능한 

편집 작업의 일부만 지원하기도 합니다. capabilities() 함수를 통해 어떤 기능들이 

지원되는지 알아보십시오. 

caps = layer.dataProvider().capabilities() 

 

벡터 레이어 편집을 위한 다음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사용하든, 변경 사항은 기저 데이터 

저장소(파일, 데이터베이스 등등)에 직접 반영됩니다. 일시적으로만 변경하고자 할 경우, 

편집 버퍼로 수정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주석: QGIS 안에서 (콘솔이든 플러그인이든) 작업할 경우, 사용자가 도형, 스타일 또는 

속성을 수정했을 때 변경 사항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맵 캔버스를 강제로 다시 그리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If caching is enabled, a simple canvas refresh might not 
be sufficient 
# to trigger a redraw and you must clear the cached image 
for the layer 
if iface.mapCanvas().isCachingEnabled(): 
    layer.setCacheImage(None) 
else: 
    iface.mapCanvas().refresh() 

 

 피처 추가 

QgsFeature 클래스 인스턴스를 몇 개 생성해서 그 리스트를 제공자의 addFeatures() 

메소드에 넘겨주십시오. 결과값(참/거짓)과 추가된 피처 리스트(데이터 저장소가 피처 ID를 

설정합니다) 두 값이 반환될 것입니다.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AddFeatures: 
    feat = QgsFeature() 
    feat.addAttribute(0, 'hello') 
    feat.setGeometry(QgsGeometry.fromPoint(QgsPoint(123, 
456))) 
    (res, outFeats) = 
layer.dataProvider().addFeatures([f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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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처 삭제 

피처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해당 피처 ID의 리스트을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DeleteFeatures: 
    res = layer.dataProvider().deleteFeatures([5, 10]) 

 

 피처 수정 

피처의 도형을 변경하거나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인덱스 0과 1의 

속성값을 변경한 다음, 피처의 도형을 변경하는 예시입니다. 

fid = 100   # ID of the feature we will modify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ChangeAttributeValues: 
    attrs = { 0 : "hello", 1 : 123 } 
    layer.dataProvider().changeAttributeValues({ fid : 
attrs })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ChangeGeometries: 
    geom = QgsGeometry.fromPoint(QgsPoint(111,222)) 
    layer.dataProvider().changeGeometryValues({ fid : 
geom }) 

 

참고: 도형만 변경하려 할 경우, 도형을 편집(변형, 삽입, 버텍스 이동 등)하는 데 유용한 

몇몇 메소드를 제공하는 QgsVectorLayerEditUtils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항목 추가 및 제거 

필드(속성)를 추가하려면, 필드를 정의한 리스트를 지정해야 합니다. 필드를 삭제하려면 

필드 인덱스 목록만 넘겨주면 됩니다.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AddAttributes: 
    res = 
layer.dataProvider().addAttributes([QgsField("mytext", 
QVariant.String), QgsField("myint", QVariant.Int)]) 
 
if caps & QgsVectorDataProvider.DeleteAttributes: 
    res = layer.dataProvider().deleteAttribut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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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자에서 필드를 추가 또는 제거한 다음 레이어의 필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 사항이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layer.updateFields() 

 

 편집 버퍼로 벡터 레이어 수정 

QGIS 응용 프로그램에서 벡터를 편집할 때, 먼저 특정 레이어의 편집 모드를 활성화한 

다음 수정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변경 사항을 반영(또는 되돌리기)해야 합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반영하기 전까지는 데이터로 저장되지 않고 레이어의 내부 메모리 편집 버퍼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 기능을 프로그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데이터 

제공자를 직접 사용하는 작업을 보완하는 벡터 레이어 편집의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벡터 

레이어 편집을 위한 GUI를 제공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사용자가 반영/되돌리기를 

결정하고 언두/리두(undo/redo)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변경 사항을 

반영하면, 편집 버퍼에 있는 모든 변경 사항이 데이터 제공자에 저장됩니다. 

레이어가 편집 모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isEditing() 메소드를 사용하십시오.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었을 때만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d two features (QgsFeature instances) 
layer.addFeatures([feat1,feat2]) 
# delete a feature with specified ID 
layer.deleteFeature(fid) 
 
# set new geometry (QgsGeometry instance) for a feature 
layer.changeGeometry(fid, geometry) 
# update an attribute with given field index (int) to given 
value (QVariant) 
layer.changeAttributeValue(fid, fieldIndex, value) 
 
# add new field 
layer.addAttribute(QgsField("mytext", QVariant.String)) 
# remove a field 
layer.deleteAttribute(field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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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두/리두 작업이 잘 동작하려면, 앞에서 언급했던 호출들을 언두 관련 명령어들로 

싸줘야 합니다. (언두/리두에 관심이 없고 변경 사항을 즉시 저장하고 싶다면, 데이터 

제공자로 편집 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언두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layer.beginEditCommand("Feature triangulation") 
 
# ... call layer's editing methods ... 
 
if problem_occurred: 
    layer.destroyEditCommand() 
   return 
 
# ... more editing ... 
 
layer.endEditCommand() 

 

beginEditCommand() 메소드는 내부적인 “활성” 명령을 생성하고 그 이후 벡터 레이어의 

변경 사항을 기록할 것입니다. endEditCommand() 메소드를 호출하면 명령이 언두 스택으로 

넘어가 사용자가 GUI로 언두/리두할 수 있게 됩니다. 수정 작업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destroyEditCommand() 함수가 명령을 제거하고 해당 명령이 활성화되어 있을 동안의 

모든 변경 사항을 되돌릴 것입니다.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startEditing() 함수를, 편집을 종료하려면 commitChanges() 

및 rollback()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없이, 

편집 종료시 사용자가 이런 기능을 선택해 실행하게 됩니다. 

 

 공간 인덱스 사용 

벡터 레이어에 대해 자주 쿼리를 해야 할 경우 공간 인덱스를 사용하면 코드 실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간 알고리듬을 작성하는데, 보간값을 

계산하기 위해 주어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포인트 레이어의 포인트 10 개를 알아내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공간 인덱스가 없다면, QGIS가 그 포인트 10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위치에서 모든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각각 계산한 다음 그 거리들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작업을 몇 군데의 위치에 대해 반복해야 할 경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레이어가 공간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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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인덱스가 없는 레이어를 전화번호가 정렬되지도 색인되지도 않은 전화번호부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처음부터 그 번호를 찾을 때까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QGIS 는 벡터 레이어의 공간 인덱스를 기본으로 생성하지는 않지만,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면 됩니다. 

1. 공간 인덱스 생성 — 다음은 비어 있는 인덱스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index = QgsSpatialIndex() 

 

2. 인덱스에 피처 추가 — 인덱스는 QgsFeature 클래스 오브젝트를 받아 내부 데이터 

구조에 추가합니다. 직접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앞에서 언급한 제공자의 

nextFeature()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ndex.insertFeature(feat) 

 

3. 공간 인덱스가 채워지면 쿼리를 해보십시오. 

# returns array of feature IDs of five nearest features 
nearest = index.nearestNeighbor(QgsPoint(25.4, 12.7), 5) 
 
# returns array of IDs of features which intersect the 
rectangle 
intersect = index.intersects(QgsRectangle(22.5, 15.3, 
23.1, 17.2)) 

 

 벡터 레이어 작성 

QgsVectorFileWriter 클래스를 이용해서 벡터 레이어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OGR이 지원하는 모든 유형의 벡터 파일(shapefile, GeoJSON, KML 등)을 지원합니다. 

벡터 레이어를 내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x QgsVectorLayer 클래스의 인스턴스로부터 
error = QgsVectorFileWriter.writeAsVectorFormat(layer, 
"my_shapes.shp", "CP1250", None, "ESRI Shapefile") 
 
if error == QgsVectorFileWriter.NoError: 
    print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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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 QgsVectorFileWriter.writeAsVectorFormat(layer, 
"my_json.json", "utf-8", None, "GeoJSON") 
if error == QgsVectorFileWriter.NoError: 
    print "success again!" 

 

세 번째 파라미터가 산출물의 텍스트 인코딩을 설정합니다.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 

인코딩 설정이 필요한 드라이버는 몇 개 안 되지만 – shapefile도 그 중 하나입니다 – 다국어 

문자가 아닌 문자를 사용할 경우 인코딩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None 으로 

남겨둔 네 번째 파라미터로 저장 좌표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QgsCoordinateReferenceSystem 클래스의 유효한 인스턴스가 넘겨지면 레이어가 해당 

좌표계로 변환될 것입니다. 

유효한 드라이버 명은 OGR 이 지원하는 벡터 유형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ode” 

컬럼의 값으로 드라이버 명을 넘겨줘야 합니다. 선택한 피처만 내보낼지, 생성을 위해 더 

심화된 드라이버 특화 옵션을 넘겨줄지, 또는 작성자가 속성을 생성할지 선택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법은 이 문서를 살펴보십시오. 

x 피처로부터 직접 

# define fields for feature attributes. A list of QgsField 
objects is needed 
fields = [QgsField("first", QVariant.Int), 
          QgsField("second", QVariant.String)] 
 
# create an instance of vector file writer, which will 
create the vector file. 
# Arguments: 
# 1. path to new file (will fail if exists already) 
# 2. encoding of the attributes 
# 3. field map 
# 4. geometry type - from WKBTYPE enum 
# 5. layer's spatial reference (instance of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 - optional 
# 6. driver name for the output file 
writer = QgsVectorFileWriter("my_shapes.shp", "CP1250", 
fields, QGis.WKBPoint, None, "ESRI Shapefile") 
 
if writer.hasError() != QgsVectorFileWriter.NoError: 
    print "Error when creating shapefile: ", 
writer.has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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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a feature 
fet = QgsFeature() 
fet.setGeometry(QgsGeometry.fromPoint(QgsPoint(10,10))) 
fet.setAttributes([1, "text"]) 
writer.addFeature(fet) 
 
# delete the writer to flush features to disk (optional) 
del writer 

 

 

 메모리기반 제공자 

메모리기반 제공자는 주로 플러그인이나 써드파티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가 일시적인 레이어를 위한 빠른 속도의 백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 제공자는 문자열(string), 정수(int), 더블형 실수(double) 유형의 필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기반 제공자는 공간 인덱스 작업도 지원하는데, 제공자의 createSpatialIndex()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인덱스를 생성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 

안에 있는 피처에 대해 더 빨리 반복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피처들을 전부 처리할 

필요없이 지정된 사각형 안의 피처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QgsVectorLayer 생성자에 제공자 문자열에 "memory"를 넘겨주면 메모리기반 

제공자를 생성합니다. 
이 생성자 역시 URI 형식으로 지정되며, 지오메트리 유형으로 "Point", "LineString", 
"Polygon", "MultiPoint", "MultiLineString", 또는 "MultiPolygon" 이 

가능합니다. 

이 URI로 좌표계, 항목, 메모리기반 제공자의 인덱스 작업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rs=definition 
좌표계를 설정합니다. QgsCoordinateReferenceSystem.createFromString() 함수가 

지원하는 형식은 모두 definition 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ndex=yes 
제공자가 공간 인덱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field=name:type(length,pr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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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속성의 명칭은 필수적이며, 선택적으로 유형(정수, 더블형 

실수, 문자 스트링), 길이 및 정밀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속성 항목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 모든 옵션들을 포함하는 URI의 예시입니다. 

"Point?crs=epsg:4326&field=id:integer&field=name:string(2
0)&index=yes" 

 

다음은 메모리기반 제공자를 생성하고 값을 채우는 코드의 예시입니다. 

# create layer 
vl = QgsVectorLayer("Point", "temporary_points", "memory") 
pr = vl.dataProvider() 
 
# add fields 
pr.addAttributes([QgsField("name", QVariant.String), 
                    QgsField("age",  QVariant.Int), 
                    QgsField("size", QVariant.Double)]) 
vl.updateFields() # tell the vector layer to fetch changes 
from the provider 
 
# add a feature 
fet = QgsFeature() 
fet.setGeometry(QgsGeometry.fromPoint(QgsPoint(10,10))) 
fet.setAttributes(["Johny", 2, 0.3]) 
pr.addFeatures([fet]) 
 
# update layer's extent when new features have been added 
# because change of extent in provider is not propagated 
to the layer 
vl.updateExtents() 

 

마지막으로, 모든 작업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해봅시다. 

# show some stats 

print "fields:", len(pr.fields()) 

print "features:", pr.featureCount() 

e = layer.extent() 

print "extent:", e.xMiniminum(), e.yMinimum(), 

e.xMaximum(), e.y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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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rate over features 

f = QgsFeature() 

features = vl.getFeatures() 

for f in features: 

    print "F:", f.id(), f.attributes(), 
f.geometry().asPoint() 

 

 벡터 레이어의 표현(심볼) 

벡터 레이어를 렌더링할 때, 레이어와 관련된 렌더러 와 심볼 이 데이터의 표현을 결정합니다. 

심볼은 피처의 시각적 표현을 그리는 일을 담당하는 클래스이며, 렌더러는 특정 피처에 

대해 어떤 심볼을 적용할지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레이어에 대한 렌더러를 얻을 수 있습니다. 

renderer = layer.rendererV2() 

 

그리고 이를 참고해 조금 더 나가봅시다. 

print "Type:", rendererV2.type() 
 

QGIS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렌더러가 몇 개 있습니다. 

유형 클래스 설명 

singleSymbol QgsSingleSymbolRendererV2 
모든 피처를 동일한 

심볼로 렌더링합니다. 

categorizedSymbol QgsCategorizedSymbolRendererV2 

피처를 각 카테고리에 

대해 서로 다른 심볼로 

렌더링합니다. 

graduatedSymbol QgsGraduatedSymbolRendererV2 

피처를 값의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심볼로 

렌더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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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렌더러 유형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이 유형밖에 없을 거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렌더러를 알아보려면 QgsRendererV2Registry 클래스 

개체를 조회하면 됩니다. 

QgsRendererV2Registry.instance().renderersList() 
# Prints: 
[u'singleSymbol', 
u'categorizedSymbol', 
u'graduatedSymbol', 
u'RuleRenderer', 
u'pointDisplacement', 
u'invertedPolygonRenderer', 
u'heatmapRenderer'] 

 

텍스트 형식으로 렌더러의 내용을 덤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버깅 작업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print rendererV2.dump() 
 

 단일 심볼 렌더러 

symbol() 함수를 호출해서 렌더링에 사용된 심볼을 얻을 수 있고, setSymbol() 함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C++ 개발자에게 : 렌더러가 심볼의 소유권을 가집니다.) 

적절한 심볼 인스턴스를 넘기며 setSymbol() 메소드를 호출해서, 특정 벡터 레이어가 

사용하는 심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gsMarkerSymbolV2, QgsLineSymbolV2, 

QgsFillSymbolV2 클래스의 createSimple() 함수를 호출하면 각각 포인트, 라인, 폴리곤 

레이어를 위한 심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reateSimple() 함수에 넘기는 딕셔너리가 심볼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예시 코드처럼 QgsMarkerSymbolV2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받는 

setSymbol() 함수를 호출해서 특정 포인트 레이어가 사용하는 심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ymbol = QgsMarkerSymbolV2.createSimple({'name': 
'square', 'color': 'red'}) 
layer.rendererV2().setSymbol(symbol) 

 

name 은 마커의 형태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것이라도 가능합니다. 

x circle 

x square 

x rect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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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diamond 

x pentagon 

x triangle 

x equilateral_triangle 

x star 

x regular_star 

x arrow 

x filled_arrowhead 
 

 카테고리 심볼 렌더러 

classAttribute() 함수와 setClassAttribute() 함수를 사용하면 범주화에 사용된 

속성명을 조회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목록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or cat in rendererV2.categories(): 

    print "%s: %s :: %s" % (cat.value().toString(), 
cat.label(), str(cat.symbol())) 

 

value() 는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데 쓰이는 값이며, label() 은 카테고리 설명에 쓰이는 

텍스트이고, symbol() 함수는 할당된 심볼을 반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렌더러는 범주화 작업에 사용된 원래 심볼과 색상표를 저장합니다. 이 값들은 

sourceSymbol() 와 sourceColorRamp() 메소드에서 사용 되었습니다. 

 

 등급 심볼 렌더러 

이 렌더러는 앞에서 설명한 카테고리 심볼 렌더러와 매우 비슷하지만, 범주 당 하나의 

속성을 할당하는 대신 값의 범위에 따라 할당하기 때문에 숫자 속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렌더러가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 상세히 조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for ran in rendererV2.ranges(): 
    print "%f - %f: %s %s" % ( 
        ran.lowerValue(), 
        ran.upperValue(), 
        ran.label(), 
        str(ran.symb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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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화 속성명을 알아내는 데 classAttribute()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mode() 

함수를 사용하면 어떻게 범위를 생성할지 – 일정한 간격, 수량 또는 다른 방법으로 –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등급 심볼 렌더러를 생성하고자 할 경우 다음 예시에서처럼 하면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범주 2개인 간단한 배열을 생성합니다.) 

from qgis.core import * 

 

myVectorLayer = QgsVectorLayer(myVectorPath, myName, 'ogr') 

myTargetField = 'target_field' 

myRangeList = [] 

myOpacity = 1 

# Make our first symbol and range... 

myMin = 0.0 

myMax = 50.0 

myLabel = 'Group 1' 

myColour = QtGui.QColor('#ffee00') 

mySymbol1 = 

QgsSymbolV2.defaultSymbol(myVectorLayer.geometryType()) 

mySymbol1.setColor(myColour) 

mySymbol1.setAlpha(myOpacity) 

myRange1 = QgsRendererRangeV2(myMin, myMax, mySymbol1, 

myLabel) 

myRangeList.append(myRange1) 

#now make another symbol and range... 

myMin = 50.1 

myMax = 100 

myLabel = 'Grou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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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Colour = QtGui.QColor('#00eeff') 

mySymbol2 = QgsSymbolV2.defaultSymbol( 

     myVectorLayer.geometryType()) 

mySymbol2.setColor(myColour) 

mySymbol2.setAlpha(myOpacity) 

myRange2 = QgsRendererRangeV2(myMin, myMax, mySymbol2 

myLabel) 

myRangeList.append(myRange2) 

myRenderer = QgsGraduatedSymbolRendererV2('', myRangeList) 

myRenderer.setMode(QgsGraduatedSymbolRendererV2.EqualInterva

l) 

myRenderer.setClassAttribute(myTargetField) 

 

myVectorLayer.setRendererV2(myRenderer) 

QgsMapLayerRegistry.instance().addMapLayer(myVectorLayer) 
 

 심볼 다루기 

심볼을 표현하려면, 다음 3 개의 파생 클래스를 가진 QgsSymbolV2 기반 클래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x QgsMarkerSymbolV2 — 포인트 피처 용 

x QgsLineSymbolV2 — 라인 피처 용 

x QgsFillSymbolV2 — 폴리곤 피처 용 

모든 심볼은 하나 이상의 심볼 레이어로 이루어집니다. (QgsSymbolLayerV2 클래스에서 파생된 

클래스들입니다.) 실제로 렌더링을 하는 것은 심볼 레이어이며, 심볼 클래스 자체는 심볼 

레이어의 컨테이너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심볼의 인스턴스(예를 들면 렌더러로부터 받은)를 가지고 있다면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type() 메소드는 인스턴스가 마커인지, 라인인지 또는 폴리곤 심볼인지 알려줍니다. 

심볼의 간단한 설명을 반환하는 dump() 메소드도 있습니다. 심볼 레이어의 목록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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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 in xrange(symbol.symbolLayerCount()): 

    lyr = symbol.symbolLayer(i) 

    print "%d: %s" % (i, lyr.layerType()) 
 

심볼의 색상을 알아보려면 color() 함수 메소드를 사용하고 색상을 변경하려면 

setColor()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마커 심볼의 경우 size() 와 angle() 함수 메소드를 통해 

심볼의 크기와 회전각을 추가로 조회할 수 있고, 라인 심볼의 경우 width() 함수가 라인 

두께를 반환합니다. 

기본적으로 크기 및 두께는 밀리미터 단위이며, 각도는 도 단위입니다. 

 

 심볼 레이어 다루기 

이전에 설명했듯이, 심볼 레이어(QgsSymbolLayerV2 의 하위 클래스)가 피처의 외양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기초 심볼 레이어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새로운 심볼 레이어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처를 어떻게 렌더링할지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볼 레이어 클래스를 식별할 수 있는 메소드는 layerType() 

함수가 유일합니다. "SimpleMarker", "SimpleLine" 및 "SimpleFill" 심볼 

레이어가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심볼 레이어 유형입니다. 

주어진 심볼 레이어 클래스에 대해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심볼 레이어 유형의 전체 

목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from qgis.core import QgsSymbolLayerV2Registry 

myRegistry = QgsSymbolLayerV2Registry.instance() 

myMetadata = myRegistry.symbolLayerMetadata("SimpleFill") 

for item in 
myRegistry.symbolLayersForType(QgsSymbolV2.Marker): 

    print item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llipseMarker 
FontMarker 
SimpleM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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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gMarker 
VectorField 

 

QgsSymbolLayerV2Registry 클래스는 사용 가능한 모든 심볼 레이어 유형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합니다. 

심볼 레이어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외양을 결정하는 속성들의 키-값 사전(key-value 

dictionary)을 반환하는 properties() 메소드를 이용하십시오. 각 심볼 레이어 유형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속성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각의 설정자(setter)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메소드인 color(), size(), angle(), width() 함수들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와 각도는 마커 심볼 레이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두께는 라인 심볼 레이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심볼 레이어 유형 생성 

데이터를 어떻게 렌더링할지 사용자 지정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십시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피처를 그리는, 자신만의 심볼 레이어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된 반지름으로 빨간색 원을 그리는 마커의 예시 코드입니다. 

class FooSymbolLayer(QgsMarkerSymbolLayerV2): 
 
  def __init__(self, radius=4.0): 
      QgsMarkerSymbolLayerV2.__init__(self) 
      self.radius = radius 
      self.color = QColor(255,0,0) 
 
  def layerType(self): 
     return "FooMarker" 
 
  def properties(self): 
      return { "radius" : str(self.radius) } 
 
  def startRender(self, context): 
    pass 
 
  def stopRender(self, context): 
      pass 
 
  def renderPoint(self, point,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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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ndering depends on whether the symbol is selected 
(QGIS >= 1.5) 
      color = context.selectionColor() if 
context.selected() else self.color 
      p = context.renderContext().painter() 
      p.setPen(color) 
      p.drawEllipse(point, self.radius, self.radius) 
 
  def clone(self): 
      return FooSymbolLayer(self.radius) 

 

layerType() 메소드가 심볼 레이어의 명칭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모든 심볼 레이어 

명칭과 달라야 합니다. properties() 메소드는 속성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clone() 

메소드는 모든 속성이 정확히 동일한 심볼 레이어의 복사본을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 메소드도 있습니다. 첫 번째 피처를 렌더링하기 전에 startRender() 메소드를 

호출하고, 렌더링을 완료하면 stopRend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포인트(들)의 좌표는 

이미 출력 좌표로 변환돼 있습니다. 

폴리라인과 폴리곤의 유일한 차이점은 렌더링 방법일 것입니다. 사용자가 

renderPolyline() 함수에 라인 목록 넘겨 그릴 수도 있고, renderPolygon() 함수에 첫 

번째 파라미터로 외곽(outer ring)에 있는 포인트 목록을, 두 번째 파라미터로 내부(inner 

ring)에 있는 포인트 목록을 (또는 빈 목록을) 넘겨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표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심볼 레이어 유형의 속성을 설정하기 위한 

GUI를 추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앞의 예시에서 사용자가 원의 반경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런 위젯을 구현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class FooSymbolLayerWidget(QgsSymbolLayerV2Widget): 
    def __init__(self, parent=None): 
        QgsSymbolLayerV2Widget.__init__(self, parent) 
 
        self.layer = None 
 
        # setup a simple UI 
        self.label = QLabel("Radius:") 
        self.spinRadius = QDoubleSpinBox() 
        self.hbox = QHBoxLayout() 
        self.hbox.addWidget(self.label) 
        self.hbox.addWidget(self.spinRadius) 
        self.setLayout(self.h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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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connect(self.spinRadius, 
SIGNAL("valueChanged(double)"), \ 
            self.radiusChanged) 
 
    def setSymbolLayer(self, layer): 
        if layer.layerType() != "FooMarker": 
            return 
        self.layer = layer 
        self.spinRadius.setValue(layer.radius) 
 
    def symbolLayer(self): 
        return self.layer 
 
    def radiusChanged(self, value): 
        self.layer.radius = value 
        self.emit(SIGNAL("changed()")) 

 
 

심볼 속성 대화 창 안에 이 위젯을 내장시킬 수 있습니다. 심볼 속성 대화창에서 심볼 

레이어 유형을 선택하면, 심볼 레이어 및 심볼 레이어 위젯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심볼 레이어를 위젯에 할당하는 setSymbolLayer()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이런 방법을 

쓸 경우 UI가 심볼 레이어의 속성을 반영하도록 위젯을 업데이트해줘야 합니다. 속성 대화 

창은 심볼 레이어를 다시 불러와 심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symbolLayer() 함수를 

호출합니다. 

속성을 변경할 때마다, 위젯은 속성 대화 창이 심볼 미리보기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changed()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QGIS가 이 새 클래스들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심볼 레이어를 레지스트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레지스트리에 추가하지 않고 심볼 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사용자 지정 심볼 레이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온다든가 GUI에서 레이어 속성을 편집할 수 없는 등 몇몇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심볼 레이어에 대한 메타데이터도 생성해야 합니다. 

class 
FooSymbolLayerMetadata(QgsSymbolLayerV2AbstractMetadata): 
 
  def __init__(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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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gsSymbolLayerV2AbstractMetadata.__init__(self, 
"FooMarker", QgsSymbolV2.Marker) 
 
  def createSymbolLayer(self, props): 
    radius = float(props[QString("radius")]) if 
QString("radius") in props else 4.0 
    return FooSymbolLayer(radius) 
 
  def createSymbolLayerWidget(self): 
    return FooSymbolLayerWidget() 
 
QgsSymbolLayerV2Registry.instance().addSymbolLayerType(Fo
oSymbolLayerMetadata()) 

 

(레이어가 반환하는 것과 동일한) 레이어 유형 및 심볼 유형(마커/라인/채움)을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에 넘겨야 합니다. createSymbolLayer() 함수가 props 딕셔너리 안에 

속성을 지정한 심볼 레이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일을 맡습니다. (키 값이 “str” 오브젝트가 

아니라 QString 인스턴스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또 이 심볼 레이어 유형을 위한 설정 

위젯을 반환하는 createSymbolLayerWidget() 메소드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심볼 레이어를 레지스트리에 추가하는 일입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사용자 정의 렌더러 생성 

피처를 렌더링하는 데 어떻게 심볼을 선택할지에 대한 규칙을 마음대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 새로운 렌더러를 만드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항목을 조합해서 심볼을 

결정해야 하거나, 현재 축척에 따라 심볼 크기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 새로운 

렌더러를 만들면 좋습니다. 

다음 예시 코드는 마커 심볼 2개를 생성해서 각 피처마다 임의로 2개 중 1개를 선택하는 

간단한 사용자 지정 렌더러입니다. 
import random 
 
class RandomRenderer(QgsFeatureRendererV2): 
  def __init__(self, syms=None): 
    QgsFeatureRendererV2.__init__(self, "RandomRenderer") 
    self.syms = syms if syms else 
[QgsSymbolV2.defaultSymbol(QGis.Point), 
QgsSymbolV2.defaultSymbol(QGis.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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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symbolForFeature(self, feature): 
    return random.choice(self.syms) 
 
  def startRender(self, context, vlayer): 
    for s in self.syms: 
      s.startRender(context) 
 
  def stopRender(self, context): 
    for s in self.syms: 
      s.stopRender(context) 
 
  def usedAttributes(self): 
    return [] 
 
  def clone(self): 
    return RandomRenderer(self.syms) 
 

 

QgsFeatureRendererV2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는 (다른 렌더러 명칭들과는 다르게 유일한) 

렌더러 명칭을 필요로 합니다. symbolForFeature() 메소드는 특정 피처에 어떤 심볼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startRender() 와 stopRender() 메소드는 심볼 렌더링 작업의 

시작과 완료를 처리합니다. usedAttributes() 메소드는 렌더러가 표출해야 할 항목명의 

목록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lone() 함수는 렌더러의 복사본을 반환할 

것입니다. 

심볼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렌더러를 설정값을 설정하는 GUI 를 붙일 수 있습니다. 

QgsRendererV2Widget 클래스로부터 이 GUI 를 상속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첫 

번째 심볼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을 생성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class RandomRendererWidget(QgsRendererV2Widget): 
  def __init__(self, layer, style, renderer): 
    QgsRendererV2Widget.__init__(self, layer, style) 
    if renderer is None or renderer.type() != 
"RandomRenderer": 
      self.r = RandomRenderer() 
    else: 
      self.r = renderer 
    # setup UI 
    self.btn1 = QgsColorButtonV2("Color 1") 
    self.btn1.setColor(self.r.syms[0].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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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vbox = QVBoxLayout() 
    self.vbox.addWidget(self.btn1) 
    self.setLayout(self.vbox) 
    self.connect(self.btn1, SIGNAL("clicked()"), 
self.setColor1) 
 
  def setColor1(self): 
    color = QColorDialog.getColor(self.r.syms[0].color(), 
self) 
    if not color.isValid(): return 
    self.r.syms[0].setColor(color); 
    self.btn1.setColor(self.r.syms[0].color()) 
 
  def renderer(self): 
    return self.r 

 

생성자는 활성화된 레이어(QgsVectorLayer), 전역 스타일(QgsStyleV2)과 현재 렌더러의 

인스턴스를 받습니다. 렌더러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자가 

만든 새로운 렌더러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유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렌더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위젯 컨텐츠는 렌더러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도록 업데이트 

되어야 합니다. 렌더러 대화창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하면, 현재 렌더러를 얻기 위한 

위젯의 renderer() 메소드가 호출되어, 렌더러가 레이어에 할당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러의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레지스트리에 렌더러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렌더러와 함께 레이어를 불러올 수 없고, 사용자가 렌더러 목록에서 

렌더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RandomRenderer 예시 코드를 완성해봅시다. 

 
class RandomRendererMetadata(QgsRendererV2AbstractMetadata): 
  def __init__(self): 
    QgsRendererV2AbstractMetadata.__init__(self, 
"RandomRenderer", "Random renderer") 
 
  def createRenderer(self, element): 
    return RandomRenderer() 
  def createRendererWidget(self, layer, style, renderer): 
    return RandomRendererWidget(layer, style, renderer) 
 
QgsRendererV2Registry.instance().addRenderer(RandomRendererM
e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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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 레이어와 비슷하게, 추상 메타데이터 생성자도 렌더러 명칭, 사용자에게 보이는 명칭, 

그리고 선택적인 렌더러 아이콘 명칭을 받습니다. createRenderer() 메소드가 

DOM(Document Object Model) 트리로부터 렌더러의 상태를 복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QDomElement 클래스 인스턴스를 넘겨줍니다. createRendererWidget() 메소드는 설정 

위젯을 생성합니다. 렌더러에 GUI가 없는 경우 이 함수가 없거나, 이 함수가 None 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렌더러에 아이콘을 부여하려면 QgsRendererV2AbstractMetadata 클래스 생성자에서 

3 번째 (선택적인) 인자로 아이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RandomRendererMetadata 예시 

코드의 기존 클래스 생성자 __init__() 함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면 됩니다. 

 
QgsRendererV2AbstractMetadata.__init__(self, 
       "RandomRenderer", 
       "Random renderer", 
       QIcon(QPixmap("RandomRendererIcon.png", "png"))) 

 

메타데이터 클래스의 setIcon() 메소드를 이용하면 다른 언제라도 아이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앞의 코드처럼) 파일에서 아이콘을 불러올 수도 있고, Qt 리소스 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PyQt4는 파이썬을 위한 .qrc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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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다루기 

공간 피처를 표현하는 포인트, 라인스트링, 폴리곤을 흔히 도형라고 합니다. QGIS 는 

이들을 QgsGeometry 클래스로 표현합니다. JTS discussion page 에 사용 가능한 모든 도형 

유형이 잘 정리돼 있습니다. 

도형 한 개가 실제로는 단순(단일 영역, single-part) 도형의 집합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도형을 다중 영역(multi-part) 도형이라고 합니다. 다중 영역 도형이 한 가지 유형의 

단순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경우 다중 포인트, 다중 라인스트링, 다중 폴리곤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면 다중 폴리곤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좌표는 어떤 좌표계(CRS)라도 될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피처를 불러올 때, 해당 

도형은 레이어의 좌표계를 따르는 좌표를 가지게 될 겁니다. 

 도형 작성 

도형을 생성하는 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x 좌표로부터 

gPnt = QgsGeometry.fromPoint(QgsPoint(1,1)) 

gLine = QgsGeometry.fromPolyline([QgsPoint(1, 1), QgsPoint(2, 

2)]) 

gPolygon = QgsGeometry.fromPolygon([[QgsPoint(1, 1), QgsPoint(2, 2), QgsPoint(2, 1)]]) 
 

QgsPoint 클래스를 통해 좌표를 부여합니다. 

폴리라인(라인스트링)은 포인트 목록으로 표현됩니다. 폴리곤은 선형 폐곡선(예를 들면 

닫힌 라인스트링) 목록으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폐곡선은 외곽(경계선)이고,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다음 폐곡선은 폴리곤 내부에 있는 구멍입니다. 

다중 영역 도형은 한 단계 심화됩니다. 다중 포인트는 포인트의 목록, 다중 라인스트링은 

라인스트링의 목록, 다중 폴리곤은 폴리곤의 목록입니다. 

x WKT(well-known text)로부터 

gem = QgsGeometry.fromWkt("POINT(3 4)") 

 

x WKB(well-known binary)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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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QgsGeometry() 

g.setWkbAndOwnership(wkb, len(wkb)) 

 

 도형에 접근 

먼저 wkbType() 메소드 같은 방법을 써서 도형의 유형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함수는 

QGis.WkbType 열거 목록(enumeration) 값을 반환합니다. 

>>> gPnt.wkbType() == QGis.WKBPoint 
True 
>>> gLine.wkbType() == QGis.WKBLineString 
True 
>>> gPolygon.wkbType() == QGis.WKBPolygon 
True 
>>> gPolygon.wkbType() == QGis.WKBMultiPolygon 
False 

 

다른 방법으로는 QGis.GeometryType 열거 목록 값을 반환하는 type() 함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이 다중 영역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는 보조 함수인 

isMultipart() 도 있습니다. 

도형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모든 벡터 유형마다 사용가능한 접근자(accessor) 함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 gPnt.asPoint() 
(1, 1) 
>>> gLine.asPolyline() 
[(1, 1), (2, 2)] 
>>> gPolygon.asPolygon() 
[[(1, 1), (2, 2), (2, 1), (1, 1)]] 

 

주석: 튜플로 보이는 (x,y)는 진짜 튜플이 아니라 QgsPoint 클래스의 오브젝트이며, x() 및 

y() 메소드를 통해 좌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튜플은 파이썬에서 괄호로 묶여진 값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다중 영역 도형의 경우 비슷한 접근자 함수인 asMultiPoint(), asMultiPolyline(), 

asMultiPolygon()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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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관계계산 및 연산 

QGIS는 도형 관계계산(contains(), intersects() 등) 및 연산(union(), difference() 

등)과 같은 고급 도형 작업에 GEOS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면적(폴리곤의 경우) 또는 길이(폴리곤 및 라인의 경우)와 같은 도형의 기하학적 속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레이어 안에 있는 피처에 대해 반복 작업을 수행하고 도형을 기반으로 

기하학적 계산을 하는 작업을 결합한 간단한 예시 코드입니다. 

# we assume that 'layer' is a polygon layer 
features = layer.getFeatures() 
for f in features: 
  geom = f.geometry() 
  print "Area:", geom.area() 
  print "Perimeter:", geom.length() 

 

QgsGeometry 클래스가 이런 메소드로 면적 및 둘레를 계산할 때 좌표계를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더 강력한 면적 및 거리 계산을 원한다면 QgsDistanceArea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영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평면 상에서 계산이 이루어지고, 반대의 경우 

타원체 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원체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다면 계산에 WGS84 

파라미터를 쓰게 됩니다. 

d = QgsDistanceArea() 
d.setProjectionsEnabled(True) 
 
print "distance in meters: ", 
d.measureLine(QgsPoint(10,10),QgsPoint(11,11)) 

 

QGIS 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의 수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들은 그 가운데 몇몇 코드를 보여줍니다. 

다음 소스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x 도형 투영 변환: 재투영 알고리즘  
https://raw.githubusercontent.com/qgis/QGIS/release-2_0/python/plugins/processing/algs/ftools/ReprojectLayer.py 

x QgsDistanceArea 클래스를 통한 거리 및 면적 계산: 거리 매트릭스 알고리즘  
https://raw.githubusercontent.com/qgis/QGIS/release-2_0/python/plugins/processing/algs/ftools/PointDistance.py 

x 다중 영역을 단일 영역으로 변환 알고리즘  
https://raw.githubusercontent.com/qgis/QGIS/release-2_0/python/plugins/processing/algs/ftools/MultipartToSingleparts.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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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영 지원 

 좌표계 

QgsCoordinateReferenceSystem 클래스가 좌표계(Coordinate Reference Systems; 

CRS)를 캡슐화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x 좌표계의 ID로 CRS 설정 

# PostGIS SRID 4326 is allocated for WGS84 
crs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4326, 
QgsCoordinateReferenceSystem.PostgisCrsId) 

 

QGIS는 모든 좌표계를 3가지 형태의 ID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o PostgisCrsId — PostGIS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ID 

o InternalCrsId — QGIS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ID 

o EpsgCrsId — EPSG 기구에서 부여한 ID 

앞의 예시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PostGIS SRID 가 

사용됩니다. 

x WKT(well-known text)로 CRS 설정 

wkt = 'GEOGCS["WGS84", DATUM["WGS84", SPHEROID["WGS84", 

6378137.0, 298.257223563]],' 

       PRIMEM["Greenwich", 0.0], 

UNIT["degree",0.017453292519943295],' 

       AXIS["Longitude",EAST], AXIS["Latitude",NORTH]]' 

crs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wkt) 

 

x 유효하지 않은 CRS를 생성한 다음 create*() 함수 가운데 하나를 써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투영을 초기화하기 위해 Proj4 문자열을 이용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crs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 

crs.createFromProj4("+proj=longlat +ellps=WGS84 
+datum=WGS84 +no_d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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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계를 성공적으로 생성했는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다거나 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sValid() 함수가 True 를 반환해야만 합니다. 

좌표계를 초기화하기 위해 QGIS 가 내부 데이터베이스인 srs.db 에서 적절한 값을 

검색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십시오. 때문에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QgsApplication.setPrefixPath() 함수로 정확한 경로를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찾지 못 할 것입니다. 플러그인을 개발하거나 QGIS 파이썬 콘솔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경우라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설정돼 있으니까요. 

좌표계 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print "QGIS CRS ID:", crs.srsid() 

print "PostGIS SRID:", crs.srid() 

print "EPSG ID:", crs.epsg() 

print "Description:", crs.description() 

print "Projection Acronym:", crs.projectionAcronym() 

print "Ellipsoid Acronym:", crs.ellipsoidAcronym() 

print "Proj4 String:", crs.proj4String() 

# check whether it's geographic or projected coordinate system 

print "Is geographic:", crs.geographicFlag() 

# check type of map units in this CRS (values defined in 

QGis::units enum) 

print "Map units:", crs.mapUnits() 
 

 투영 

QgsCoordinateTransform 클래스를 사용하면 서로 다른 공간좌표계간의 상호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입력 및 출력 CRS를 생성해서 이 

좌표계들로 QgsCoordinateTransform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transform() 함수를 반복 호출해서 변환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정방향으로 

변환하지만, 역방향 변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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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Src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4326)    # WGS 84 

crsDest = QgsCoordinateReferenceSystem(32633)  # WGS 84 / 

UTM zone 33N 

xform = QgsCoordinateTransform(crsSrc, crsDest) 

 

# forward transformation: src -> dest 

pt1 = xform.transform(QgsPoint(18,5)) 

print "Transformed point:", pt1 

 

# inverse transformation: dest -> src 

pt2 = xform.transform(pt1, 

QgsCoordinateTransform.ReverseTransform) 

print "Transformed back:", p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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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캔버스 다루기 

맵 캔버스 위젯은 QGIS 에서 가장 중요한 위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맵 레이어들을 

층층이 쌓아올려 만들어진 맵을 보여주며 맵과 레이어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캔버스는 항상 현재 캔버스 범위에 따라 정의된 맵의 일부분을 보여줍니다. 

상호작용은 맵 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동, 확대/축소, 레이어 정보조회, 측정, 벡터 

편집 외에도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도구들 

중 하나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할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맵 캔버스는 qgis.gui 모듈의 QgsMapCanvas 클래스로 구현됩니다. 이 구현체는 Qt 

Graphic View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일반적으로 외관(surface)과 

사용자 지정 그래픽 아이템이 들어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그래픽 신(scene), 뷰, 그리고 아이템의 개념을 이해할 정도로 Qt를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프레임워크의 개요(http://doc.qt.io/qt-

5/graphicsview.html) 를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맵을 이동 또는 확대/축소(또는 새로고침이 필요한 다른 작업)시킬 때마다, QGIS는 현재 

범위 내에서 맵을 다시 렌더링합니다. 레이어는 (QgsMapRenderer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미지로 렌더링된 다음 캔버스에 표출됩니다. 맵을 표출하는 역할을 하는 (Qt 그래픽 뷰 

프레임워크 측면의) 그래픽 아이템이 QgsMapCanvasMap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렌더링된 맵의 새로고침도 제어합니다. 백그라운드로 작동하는 이 아이템 외에도 많은 맵 

캔버스 아이템 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맵 캔버스 아이템으로는 버텍스 마커나 (측정, 

벡터 편집 등에 사용되는) 고무줄(rubber band)이 있습니다. 보통 맵 도구에 대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데 캔버스 아이템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새 폴리곤 생성 시 맵 도구는 

폴리곤의 현재 형상을 보여주는 캔버스 아이템인 고무줄을 생성합니다. 모든 맵 캔버스 

아이템은 QgsMapCanvasItem 클래스의 하위클래스인데, 이 QgsMapCanvasItem 클래스는 

기본 QGraphicsItem 오브젝트에 좀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맵 캔버스 아키텍처는 다음 3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x 맵 캔버스 — 맵을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x 맵 캔버스 아이템 — 맵 캔버스에 표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아이템들입니다. 

x 맵 도구 — 맵 캔버스와의 상호작용에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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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캔버스 내장시키기 

맵 캔버스는 다른 Qt 위젯들과 마찬가지로 위젯이므로, 생성, 표출은 물론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canvas = QgsMapCanvas() 
canvas.show() 

 

이렇게 하면 맵 캔버스를 가진 독립적인 창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기존 위젯이나 창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ui 파일과 Qt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폼 윈도우에 QWidget 을 

만든 다음 클래스 명으로 QgsMapCanvas 를 그리고 헤더 파일로 qgis.gui 를 설정해 

새로운 클래스로 바꿔주십시오. pyuic4유틸리티가 이 파일을 변환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우 편리하게 캔버스를 내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메인 창 또는 대화상자의 자식으로) 맵 캔버스 및 다른 위젯들을 구성해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맵 캔버스의 초기값은 배경은 검은색, 안티알리아싱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경을 

하얀색으로 설정하고 부드러운 렌더링을 위해 안티알리아싱을 활성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canvas.setCanvasColor(Qt.white) 

canvas.enableAntiAliasing(True) 

 

(추가로 설명하자면 Qt 는 PyQt4.QtCore 모듈에서 나왔고 Qt.white 는 미리 정의된 

QColor 인스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맵 레이어 몇 개를 추가할 순서입니다. 먼저 레이어를 불러와 맵 레이어 

레지스트리에 추가할 것입니다. 그 다음 캔버스 범위를 설정하고, 캔버스에 표출할 레이어 

목록을 설정할 것입니다. 

layer = QgsVectorLayer(path, name, provider) 
if not layer.isValid(): 
  raise IOError, "Failed to open the layer" 
 
# add layer to the registry 
QgsMapLayerRegistry.instance().addMapLayer(layer) 
 
# set extent to the extent of our layer 
canvas.setExtent(layer.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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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the map canvas layer set 
canvas.setLayerSet([QgsMapCanvasLayer(layer)]) 

 

이 명령어들을 실행하면, 사용자가 불러온 레이어가 캔버스에 보일 것입니다. 

 캔버스에서 맵 도구 사용하기 

다음은 맵 캔버스와 이동 및 확대/축소를 위한 기본 맵 도구가 들어있는 윈도우를 만드는 

예시 코드입니다. 액션들이 각 툴들의 동작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이동은 QgsMapToolPan 

클래스, 축소와 확대는 QgsMapToolZoom 클래스 인스턴스로 동작합니다. 이 액션들은 체크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이후 액션의 체크/해제 상태가 자동적으로 도구에 반영되게 됩니다. 

하나의 맵 도구가 활성화되면, 해당 액션이 선택된 것으로 표시되고, 이전 활성 맵 도구는 

비활성화 됩니다. 이 맵 도구는 setMapTool() 메소드로 활성화 됩니다. 

from qgis.gui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QAction, QMainWindow 
from PyQt4.QtCore import SIGNAL, Qt, QString 
 
class MyWnd(QMainWindow): 
  def __init__(self, layer): 
    QMainWindow.__init__(self) 
 
    self.canvas = QgsMapCanvas() 
    self.canvas.setCanvasColor(Qt.white) 
 
    self.canvas.setExtent(layer.extent()) 
    self.canvas.setLayerSet([QgsMapCanvasLayer(layer)]) 
 
    self.setCentralWidget(self.canvas) 
 
    actionZoomIn = QAction(QString("Zoom in"), self) 
    actionZoomOut = QAction(QString("Zoom out"), self) 
    actionPan = QAction(QString("Pan"), self) 
 
    actionZoomIn.setCheckable(True) 
    actionZoomOut.setCheckable(True) 
    actionPan.setCheckabl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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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connect(actionZoomIn, SIGNAL("triggered()"), 
self.zoomIn) 
    self.connect(actionZoomOut, SIGNAL("triggered()"), 

self.zoomOut) 
    self.connect(actionPan, SIGNAL("triggered()"), 

self.pan) 
 
    self.toolbar = self.addToolBar("Canvas actions") 
    self.toolbar.addAction(actionZoomIn) 
    self.toolbar.addAction(actionZoomOut) 
    self.toolbar.addAction(actionPan) 
 
    # create the map tools 
    self.toolPan = QgsMapToolPan(self.canvas) 
    self.toolPan.setAction(actionPan) 
    self.toolZoomIn = QgsMapToolZoom(self.canvas, False) 

# false = in 
    self.toolZoomIn.setAction(actionZoomIn) 
    self.toolZoomOut = QgsMapToolZoom(self.canvas, True) 

# true = out 
    self.toolZoomOut.setAction(actionZoomOut) 
 
    self.pan() 
 
  def zoomIn(self): 
    self.canvas.setMapTool(self.toolZoomIn) 
 
  def zoomOut(self): 
    self.canvas.setMapTool(self.toolZoomOut) 
 
  def pan(self): 
    self.canvas.setMapTool(self.toolPan) 

 

이 예시 코드를 mywnd.py 같은 파일명으로 저장해서 QGIS의 파이썬 콘솔에서 실행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진 캔버스에 넣을 

것입니다. 

import mywnd 

w = mywnd.MyWnd(qgis.utils.iface.activeLayer()) 

w.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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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mywnd.py 파일이 파이썬 검색 경로(sys.path) 안에 위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없다면 sys.path.insert(0, '/my/path') 명령어로 추가하면 

됩니다. 파일이 검색 경로 안에 없다면 모듈을 찾지 못 해 임포트 선언이 실패할 것입니다. 

 고무줄과 버텍스 마커 

캔버스의 맵 상에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표시하려면, 맵 캔버스 아이템을 이용하십시오. 

사용자 지정 캔버스 아이템 클래스를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는 대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캔버스 아이템 클래스가 2가지 있습니다. 폴리라인 또는 폴리곤을 

그릴 때 쓰이는 QgsRubberBand 클래스와 포인트를 그릴 때 쓰이는 QgsVertexMarker 

클래스입니다. 두 클래스 모두 맵 좌표와 함께 동작하므로, 캔버스를 이동하거나 

확대/축소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형상이 이동되고, 축척에 따라 변합니다. 

폴리라인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 = QgsRubberBand(canvas, False)  # False = not a polygon 
points = [QgsPoint(-1, -1), QgsPoint(0, 1), QgsPoint(1, -
1)] 
r.setToGeometry(QgsGeometry.fromPolyline(points), None) 

 

폴리곤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 = QgsRubberBand(canvas, True)  # True = a polygon 
points = [[QgsPoint(-1, -1), QgsPoint(0, 1), QgsPoint(1, 
-1)]] 
r.setToGeometry(QgsGeometry.fromPolygon(points), None) 

 

폴리곤의 포인트들이 1 차원 리스트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실제로, 폴리곤의 

포인트들은 폴리곤의 선형 폐곡선을 담고 있는 폐곡선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폐곡선은 

외곽 경계선이고, 그 다음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폐곡선은 폴리곤 내부의 

구멍에 해당합니다. 

고무줄을 사용자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즉 색상 및 선 두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r.setColor(QColor(0, 0, 255)) 

r.setWidt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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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 아이템은 캔버스 신(scene)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아이템을 숨기려면 

(그리고 다시 표출시키려면) hide() 및 show() 함수쌍을 사용하십시오. 아이템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캔버스 신으로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canvas.scene().removeItem(r) 

 

 (C++의 경우 아이템을 그냥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파이썬에서 del r 명령어는 

참조만 삭제할 뿐 실제 오브젝트는 캔버스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포인트를 그리는 데에도 고무줄을 쓸 수 있지만, 이 작업에는 QgsVertexMarker 클래스가 

더 적합합니다. (QgsRubberBand 클래스는 지정된 위치 주변에 사각형을 그릴 뿐입니다.) 

버텍스 마커는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m = QgsVertexMarker(canvas) 

m.setCenter(QgsPoint(0, 0)) 

 

이 코드는 [0,0] 위치에 빨강색 십자가를 그릴 것입니다. 아이콘 유형, 크기, 색상, 그리고 

펜 두께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m.setColor(QColor(0, 255, 0)) 

m.setIconSize(5) 

m.setIconType(QgsVertexMarker.ICON_BOX) # or ICON_CROSS, 

ICON_X 

m.setPenWidth(3) 

 

버텍스 마커를 임시적으로 숨기거나 캔버스에서 제거하려면, 고무줄의 경우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 맵 도구 작성 

액션에 사용자 지정 동작방식을 구현해서, 캔버스 상에서 사용자 의도대로 동작하는 

여러분만의 사용자 지정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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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도구들은 QgsMapTool 클래스 또는 그 파생 클래스를 상속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대로 setMapTool() 메소드를 통해 캔버스에서 활성 도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 코드는 캔버스 상에서 클릭과 드래그로 사각형 범위를 정의하도록 해주는 맵 

도구입니다. 사각형이 정의되면, 콘솔에 그 범위 좌표를 출력합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고무줄 기능을 사용해서 확정되기 전의 사각형을 표시할 것입니다. 

 

class RectangleMapTool(QgsMapToolEmitPoint): 

  def __init__(self, canvas): 

      self.canvas = canvas 

      QgsMapToolEmitPoint.__init__(self, self.canvas) 

      self.rubberBand = QgsRubberBand(self.canvas, 

QGis.Polygon) 

      self.rubberBand.setColor(Qt.red) 

      self.rubberBand.setWidth(1) 

      self.reset() 

 

  def reset(self): 

      self.startPoint = self.endPoint = None 

      self.isEmittingPoint = False 

      self.rubberBand.reset(QGis.Polygon) 

 

  def canvasPressEvent(self, e): 

      self.startPoint = self.toMapCoordinates(e.pos()) 

      self.endPoint = self.startPoint 

      self.isEmittingPoint = True 

      self.showRect(self.startPoint, self.end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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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 canvasReleaseEvent(self, e): 

      self.isEmittingPoint = False 

      r = self.rectangle() 

      if r is not None: 

        print "Rectangle:", r.xMinimum(), r.yMinimum(), 
r.xMaximum(), r.yMaximum() 

 

  def canvasMoveEvent(self, e): 

      if not self.isEmittingPoint: 

        return 

 

      self.endPoint = self.toMapCoordinates(e.pos()) 

      self.showRect(self.startPoint, self.endPoint) 

 

  def showRect(self, startPoint, endPoint): 

      self.rubberBand.reset(QGis.Polygon) 

      if startPoint.x() == endPoint.x() or startPoint.y() 
== endPoint.y(): 

        return 

 

      point1 = QgsPoint(startPoint.x(), startPoint.y()) 

      point2 = QgsPoint(startPoint.x(), endPoint.y()) 

      point3 = QgsPoint(endPoint.x(), endPoint.y()) 

      point4 = QgsPoint(endPoint.x(), startPoint.y()) 

 

      self.rubberBand.addPoint(point1, False) 

      self.rubberBand.addPoint(point2,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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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f.rubberBand.addPoint(point3, False) 

      self.rubberBand.addPoint(point4, True)    # true to 

update canvas 

      self.rubberBand.show() 

 

  def rectangle(self): 

      if self.startPoint is None or self.endPoint is 
None: 

        return None 

      elif self.startPoint.x() == self.endPoint.x() or 
self.startPoint.y() == self.endPoint.y(): 

        return None 

 

      return QgsRectangle(self.startPoint, 

self.endPoint) 

 

  def deactivate(self): 

      QgsMapTool.deactivate(self) 

      self.emit(SIGNAL("deactivated()")) 

 

 사용자 지정 맵 캔버스 아이템 작성 

import sys 
from qgis.core import QgsApplication 
from qgis.gui import QgsMapCanvas 
 
def init(): 
  a = QgsApplication(sys.argv, True) 
  QgsApplication.setPrefixPath('/home/martin/qgis/inst', 

True) 
  QgsApplication.initQgis() 
  retur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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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show_canvas(app): 
  canvas = QgsMapCanvas() 
  canvas.show() 
  app.exec_() 
app = init() 
show_canva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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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렌더링 및 출력 

입력 데이터를 렌더링해야 할 때 일반적으로 2 가지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QgsMapRenderer 클래스를 이용하는 빠른 방법이 있고, 또는 QgsComposition 클래스와 그 

프렌드(friend) 클래스로 맵을 작성해서 좀 더 미세조정(fine-tuned)된 산출물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 렌더링 

QgsMapRenderer 클래스를 써서 레이어 몇 개를 렌더링해봅시다. 최종 출력 

디바이스(QImage, QPainter 등등)를 만들고, 레이어 셋, 범위, 출력물 크기를 지정한 

다음 렌더링합니다. 

 

# create image 

img = QImage(QSize(800, 600), 

QImage.Format_ARGB32_Premultiplied) 

 

# set image's background color 

color = QColor(255, 255, 255) 

img.fill(color.rgb()) 

 

# create painter 

p = QPainter() 

p.begin(img) 

p.setRenderHint(QPainter.Antialiasing) 

 

render = QgsMapRenderer() 

 

# set layer set 



PyQGIS Developer Cookbook  9.맵 렌더링 및 출력 | 65 

 

lst = [layer.getLayerID()]  # add ID of every layer 

render.setLayerSet(lst) 

 

# set extent 

rect = QgsRect(render.fullExtent()) 

rect.scale(1.1) 

render.setExtent(rect) 

 

# set output size 

render.setOutputSize(img.size(), img.logicalDpiX()) 

 

# do the rendering 

render.render(p) 

 

p.end() 

 

# save image 

img.save("render.png","png")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진 레이어들을 렌더링하기 

레이어가 여러 개인데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앞에서 본 단순 렌더링 

예시는 작동 않을 것입니다. 범위 계산에서 올바른 값을 얻으려면 다음 예시 코드에서처럼 

최종 CRS 를 명확하게 지정하고 실시간(OTF, on the fly) 재투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렌더러 설정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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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layer set 

layers = QgsMapLayerRegistry.instance().mapLayers() 

lst = layers.keys() 

render.setLayerSet(lst) 

 

# Set destination CRS to match the CRS of the first layer 

render.setDestinationCrs(layers.values()[0].crs()) 

# Enable OTF reprojection 

render.setProjectionsEnabled(True) 

... 

 
 

 맵 구성기를 이용한 출력 

앞에서 본 단순 렌더링보다 더 복잡한 출력물을 생성하고자 할 경우 맵 구성기 도구가 

유용합니다. 맵 구성기를 사용하면 맵 뷰, 라벨, 범례, 표 및 종이 지도 상에 흔히 나타나는 

다른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맵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레이아웃을 PDF, 래스터 이미지로 내보내거나 바로 프린터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맵 구성기는 많은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클래스들은 모두 코어 라이브러리에 

종속됩니다. QGIS 응용 프로그램은 요소들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편리한 GUI를 갖추고 

있지만, 이 GUI 를 GUI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Qt 그래픽 뷰 

프레임워크(http://doc.qt.io/qt-5/graphicsview.html) 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지금 이 

문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맵 구성기가 이 프레임워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맵 구성기의 중심 클래스는 QGraphicsScene 클래스에서 파생된 QgsComposition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생성해봅시다. 

 

mapRenderer = iface.mapCanvas().mapRenderer() 

c = QgsComposition(mapRenderer) 

c.setPlotStyle(QgsComposition.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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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구성에 QgsMapRenderer 클래스 인스턴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이 예시 

코드는 QGIS 응용 프로그램 내부에서 실행한다고 가정하고 있기에 맵 캔버스의 맵 렌더러를 

사용합니다. 맵 구성 작업에서 맵 렌더러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맵 레이어와 현재 범위의 기본 세트입니다. 독립형 응용 프로그램에서 맵 구성기를 

사용할 때, 앞 장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지정 맵 렌더러를 구현해서 구성 작업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구성 작업에서 다양한 요소들(맵, 라벨 등)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QgsComposerItem 클래스에서 파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버전에서 지원하는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x 맵 — 이 아이템은 라이브러리에게 맵 자체를 어디에 놓을지 말해줍니다. 다음은 

맵을 생성해서 종이 크기 전체로 늘리는 예시 코드입니다. 

x, y = 0, 0 

w, h = c.paperWidth(), c.paperHeight() 

composerMap = QgsComposerMap(c, x ,y, w, h) 

c.addItem(composerMap) 

 

x 라벨 — 라벨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폰트, 색상, 정렬 및 여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composerLabel = QgsComposerLabel(c) 

composerLabel.setText("Hello world") 

composerLabel.adjustSizeToText() 

c.addItem(composerLabel) 

 

x 범례  

legend = QgsComposerLegend(c) 

legend.model().setLayerSet(mapRenderer.layerSet()) 

c.addItem(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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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척막대(scale bar)  

item = QgsComposerScaleBar(c) 

item.setStyle('Numeric') # optionally modify the style 

item.setComposerMap(composerMap) 

item.applyDefaultSize() 

c.addItem(item) 

 

x 화살표 

x 그림 

x 도형 

x 표 

새로 생성된 맵 작성자 아이템의 위치 기본값은 (0,0), 즉 페이지의 좌상단이며 크기 

기본값은 0입니다. 위치와 크기의 단위는 언제나 밀리미터입니다. 

# set label 1cm from the top and 2cm from the left of the 
page 

composerLabel.setItemPosition(20, 10) 

# set both label's position and size (width 10cm, height 
3cm) 

composerLabel.setItemPosition(20, 10, 100, 30)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템 주위에 테두리(frame)가 그려집니다. 다음은 그 테두리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composerLabel.setFrame(False) 

 

맵 구성기 아이템을 수동으로 생성하는 방법 외에도, QGIS는 근본적으로는 모든 구성기 

아이템들로 구성될 수 있는 (XML 문법을 따르는) .qpt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는 맵 구성기 

템플릿을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API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맵 구성기 아이템을 생성하고 구성에 추가하는) 구성 작업이 완료되면, 래스터 및 벡터 

출력물을 생성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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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작업의 출력 설정 기본값은 종이 크기 A4, 해상도 300dpi입니다. 필요하다면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크기는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됩니다.  

c.setPaperSize(width, height) 

c.setPrintResolution(dpi) 

 

 래스터 이미지로 출력 

다음은 구성된 맵을 래스터 이미지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 코드입니다.  

dpi = c.printResolution() 

dpmm = dpi / 25.4 

width = int(dpmm * c.paperWidth()) 

height = int(dpmm * c.paperHeight()) 

 

# create output image and initialize it 

image = QImage(QSize(width, height), QImage.Format_ARGB32) 

image.setDotsPerMeterX(dpmm * 1000) 

image.setDotsPerMeterY(dpmm * 1000) 

image.fill(0) 

 

# render the composition 

imagePainter = QPainter(image) 

sourceArea = QRectF(0, 0, c.paperWidth(), c.paperHeight()) 

targetArea = QRectF(0, 0, width, height) 

c.render(imagePainter, targetArea, sourceArea) 

imagePainter.end() 

 

image.save("out.png", "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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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출력 

다음은 구성된 맵을 PDF 파일로 렌더링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시 코드입니다.  

printer = QPrinter() 

printer.setOutputFormat(QPrinter.PdfFormat) 

printer.setOutputFileName("out.pdf") 

printer.setPaperSize(QSizeF(c.paperWidth(), 

c.paperHeight()), QPrinter.Millimeter) 

printer.setFullPage(True) 

printer.setColorMode(QPrinter.Color) 

printer.setResolution(c.printResolution()) 

 

pdfPainter = QPainter(printer) 

paperRectMM = printer.pageRect(QPrinter.Millimeter) 

paperRectPixel = printer.pageRect(QPrinter.DevicePixel) 

c.render(pdfPainter, paperRectPixel, paperRectMM) 

pdfPainte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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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식을 이용한 속성값의 필터링 및 계산 

QGIS는 SQL과 유사한 표현식을 일부 (SQL 문법 가운데 아주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현식은 (참이나 거짓을 반환하는) 부울 조건(boolean predicate)이나 (스칼라 값을 

반환하는) 함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3가지 기본 유형이 지원됩니다. 

x 숫자 — 정수와 십진수, 예를 들면 123, 3.14 

x 문자열 — 'hello world' 처럼 작은 따옴표로 둘러싸야 함 

x 컬럼 참조 — 표현식을 평가할 때, 참조가 필드의 실제 값으로 대체됩니다. 이름이 

그대로 남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x 산술 연산자: +, -, *, /, ^ 

x 괄호: (1 + 1) * 3 처럼 연산의 우선 순위를 강제합니다. 

x 단항 플러스 및 마이너스: -12, +5 

x 수학 함수: sqrt, sin, cos, tan, asin, acos, atan 

x 도형 함수: $area, $length 

x 변환 함수: to int, to real, to string 

다음과 같은 서술어들를 지원합니다. 

x 비교: =, !=, >, >=, <, <= 

x 패턴 매칭: LIKE (% 와 _ 사용), ~ (정규 표현식) 

x 논리 술어: AND, OR, NOT 

x NULL 값 확인: IS NULL, IS NOT NULL 

서술어의 예: 

x 1 + 2 = 3 

x sin(angle) > 0 

x 'Hello' LIKE 'He%' 

x (x > 10 AND y > 10) OR z = 0 

스칼라 표현식의 예: 

x 2 ^ 10 

x sqrt(val) 

x $length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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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식 파싱하기 

>>> exp = QgsExpression('1 + 1 = 2') 

>>> exp.hasParserError() 

False 

>>> exp = QgsExpression('1 + 1 = ') 

>>> exp.hasParserError() 

True 

>>> exp.parserErrorString() 

PyQt4.QtCore.QString(u'syntax error, unexpected $end') 

 

 표현식 평가하기 

 기본 표현식 

>>> exp = QgsExpression('1 + 1 = 2') 

>>> value = exp.evaluate() 

>>> value 

1 

 

 피처와 표현식 

다음은 어떤 피처에 대해 주어진 표현식으로 평가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Column”은 

레이어의 필드명입니다. 

>>> exp = QgsExpression('Column = 99') 

>>> value = exp.evaluate(feature, layer.pendingFields()) 

>>> bool(valu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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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를 하나 이상 확인해야 할 경우 QgsExpression.prepare()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QgsExpression.prepare() 함수를 사용하면 평가를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 exp = QgsExpression('Column = 99') 

>>> exp.prepare(layer.pendingFields()) 

>>> value = exp.evaluate(feature) 

>>> bool(value) 

True 
 

 오류 처리 

exp = QgsExpression("1 + 1 = 2 ") 

if exp.hasParserError(): 

  raise Exception(exp.parserErrorString()) 

 

value = exp.evaluate() 

if exp.hasEvalError(): 

  raise ValueError(exp.evalErrorString()) 

 

print value 

 

 예제 

다음 예시 코드는 레이어를 필터링해서 서술어와 일치하는 모든 피처를 반환하는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 where(layer, exp): 

  print "Where" 

  exp = QgsExpression(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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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xp.hasParserError(): 

    raise Exception(exp.parserErrorString()) 

  exp.prepare(layer.pendingFields()) 

  for feature in layer.getFeatures(): 

    value = exp.evaluate(feature) 

    if exp.hasEvalError(): 

      raise ValueError(exp.evalErrorString()) 

    if bool(value): 

      yield feature 

 

layer = qgis.utils.iface.activeLayer() 

for f in where(layer, 'Test > 1.0'): 

  print f + " Matches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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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을 읽고 저장하기 

많은 경우 플러그인에 몇몇 변수들을 저장해서 다음에 플러그인을 실행할 때 사용자가 

변수를 입력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Qt 및 QGIS의 API를 통해 이 변수들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각 변수에 대해 해당 

변수에 접근하는 데 사용될 키(key)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색상의 경우 

“favourite_color” 또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문자열이라도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를 

명명할 때 일종의 구조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설정 유형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x 전역 설정 — 전역 설정은 특정 시스템의 사용자에게 종속됩니다. QGIS는 스스로 

주요 창 크기나 스냅 허용치 기본값 같은 많은 전역 설정들을 저장합니다. Qt 

프레임워크는 QSettings 클래스를 통해 직접 이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는 시스템의 “고유한” 설정 저장 방법으로 설정을 저장합니다. 즉 

윈도우의 경우 레지스트리, Mac OS X의 경우 .plist 파일, 유닉스의 경우 .ini 

파일로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QSettings 문서(http://doc.qt.io/qt-

5/qsettings.html) 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단순한 예시만 제공할 것입니다. 

 

def store(): 

  s = QSettings() 

  s.setValue("myplugin/mytext", "hello world") 

  s.setValue("myplugin/myint",  10) 

  s.setValue("myplugin/myreal", 3.14) 

 

def read(): 

  s = QSettings() 

  mytext = s.value("myplugin/mytext", "default text") 

  myint  = s.value("myplugin/myint", 123) 

  myreal = s.value("myplugin/myreal",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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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메소드의 두 번째 파라미터는 필수가 아니며, 넘겨준 설정 명칭에 대한 이전 값이 

설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x 프로젝트 설정 — 각각의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설정은 프로젝트 파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맵 캔버스 배경색이나 대상 좌표계(CRS) 같은 설정 

말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의 경우 하얀색 배경과 WGS84가 적당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 노란색 배경과 UTM 투영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예시는 

그 사용법입니다.  

 
proj = QgsProject.instance() 
 
# store values 
proj.writeEntry("myplugin", "mytext", "hello world") 
proj.writeEntry("myplugin", "myint", 10) 
proj.writeEntry("myplugin", "mydouble", 0.01) 
proj.writeEntry("myplugin", "mybool", True) 
 
# read values 
mytext = proj.readEntry("myplugin", "mytext", "default 
text")[0] 
myint = proj.readNumEntry("myplugin", "myint", 123)[0]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데이터 유형에 대해 writeEntry() 메소드가 사용되지만 

설정 값을 다시 읽어 올 때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고, 각 데이터 유형에 따라 적절한 

메소드를 선택해줘야 합니다. 

y 맵 레이어 설정 — 이 설정은 어떤 프로젝트의 특정 맵 레이어 인스턴스와 

연결됩니다. 이 설정이 레이어의 기저 데이터 소스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shapefile 하나에 대해 두 개의 맵 레이어 인스턴스를 생성할 경우 이 

인스턴스들은 설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설정을 

저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프로젝트를 열 경우 레이어와 관련된 설정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능은 QGIS 1.4 버전부터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API는 QSettings 클래스와 유사하게 QVariant 인스턴스를 받고 반환합니다. 

 

# save a value 

layer.setCustomProperty("mytext", "hello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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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he value again 

mytext = layer.customProperty("mytext", "defaul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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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에게 정보 전달하기 

이 장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몇몇 메소드 

및 요소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메시지 표시: QgsMessageBar 클래스 

메시지 상자를 이용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짧은 정보 또는 경고/오류 메시지를 표출하는 데에는 QGIS 메시지 바를 이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QGIS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의 참조(reference)를 사용하면, 다음 코드를 통해 메시지 바에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iface.messageBar().pushMessage("Error",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level=QgsMessageBar.CRITICAL) 

 

 
QGIS 메시지 바 

지속 시간(duration)을 설정해서 제한된 시간 동안 메시지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iface.messageBar().pushMessage("Error", ""Ooops, the 

plugin is not working as it should", 

level=QgsMessageBar.CRITICAL, duration=3) 

 

 
타이머를 적용한 QGIS 메시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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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시들은 오류 메시지를 표출하지만, level 파라미터에 

QgsMessageBar.WARNING 이나 QgsMessageBar.INFO 상수를 각각 사용하면 경고 

또는 정보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QGIS 메시지 바 (정보) 

 

추가적인 정보 표시를 위한 버튼 등의 위젯을 메시지 바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def showError(): 

    pass 

 

widget = iface.messageBar().createMessage("Missing 

Layers", "Show Me") 

button = QPushButton(widget) 

button.setText("Show Me") 

button.pressed.connect(showError) 

widget.layout().addWidget(button) 

iface.messageBar().pushWidget(widget, 

QgsMessageBar.WARNING) 

 

 
버튼이 들어간 QGIS 메시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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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메시지 상자가 필요 없거나 QGIS 메인 창에 메시지를 표시할 이유가 없을 경우, 

사용자의 대화창에 메시지 바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class MyDialog(QDialog): 

    def __init__(self): 

        QDialog.__init__(self) 

        self.bar = QgsMessageBar() 

        self.bar.setSizePolicy( QSizePolicy.Minimum, 

QSizePolicy.Fixed ) 

        self.setLayout(QGridLayout()) 

        self.layout().setContentsMargins(0, 0, 0, 0) 

        self.buttonbox = 

QDialogButtonBox(QDialogButtonBox.Ok) 

        self.buttonbox.accepted.connect(self.run) 

        self.layout().addWidget(self.buttonbox, 0, 0, 2, 

1) 

        self.layout().addWidget(self.bar, 0, 0, 1, 1) 

 

    def run(self): 

        self.bar.pushMessage("Hello", "World", 

level=QgsMessageBar.INFO) 

 

 
사용자 지정 대화창 내부의 QGIS 메시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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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률 표시 

앞에서 배웠듯이 QGIS 메시지 바에 위젯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진행률(progress) 막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콘솔에서 실행해볼 수 있는 예시 코드입니다. 

 
import time 
from PyQt4.QtGui import QProgressBar 
from PyQt4.QtCore import * 
progressMessageBar = 
iface.messageBar().createMessage("Doing something 
boring...") 
progress = QProgressBar() 
progress.setMaximum(10) 
progress.setAlignment(Qt.AlignLeft|Qt.AlignVCenter) 
progressMessageBar.layout().addWidget(progress) 
iface.messageBar().pushWidget(progressMessageBar, 
iface.messageBar().INFO) 
for i in range(10): 
    time.sleep(1) 
    progress.setValue(i + 1) 
iface.messageBar().clearWidgets() 

 

또한, 다음 예시 코드처럼 내장된 상태 바(status bar)가 진행률을 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count = layers.featureCount() 
for i, feature in enumerate(features): 
    #do something time-consuming here 
    ... 
    percent = i / float(count) * 100 
    iface.mainWindow().statusBar().showMessage("Processed 
{} %".format(int(percent))) 
iface.mainWindow().statusBar().clearMessage() 

 

 로그 기록 

QGIS의 로그 기록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러분의 코드 실행에 대해 저장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를 로그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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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optionally pass a 'tag' and a 'level' parameters 

QgsMessageLog.logMessage("Your plugin code has been 

executed correctly", 'MyPlugin', QgsMessageLog.INFO) 

QgsMessageLog.logMessage("Your plugin code might have some 

problems", level=QgsMessageLog.WARNING) 

QgsMessageLog.logMessage("Your plugin code has crashed!", 

level=QgsMessageLog.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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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썬 플러그인 개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플러그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로 작성된 전통적인 

플러그인에 비해 더 쉽게 플러그인을 작성하고, 이해하고, 유지하고 배포할 수 있는데, 이는 

파이썬 언어의 동적 특성 덕분입니다. 

QGIS 플러그인 관리자가 C++ 플러그인과 파이썬 플러그인의 목록을 모두 보여줍니다. 

다음 경로에서 플러그인들을 찾습니다. 

x 유닉스/맥: ~/.qgis/python/plugins 및 
(qgis_prefix)/share/qgis/python/plugins 

x 윈도우: ~/.qgis/python/plugins 및 qgis_prefix)/python/plugins 

윈도우의 홈 디렉터리(앞에서 ~ 로 표시된)는 보통 C:\Documents and 

Settings\(user) (윈도우 XP 또는 이전 버전의 경우) 또는 C:\Users\(user) 

입니다. QGIS가 파이썬 2.7 버전을 이용하게 된 후부터, 플러그인으로 임포트되려면 파이썬 

패키지로 인식되어야 하고, 때문에 이 경로의 하위 디렉터리들은 __init__.py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석: 기존 디렉터리 경로를 QGIS_PLUGINPATH 에 설정해서, 플러그인 탐색 경로 

목록에 이 경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 : 

1. 발상 : 새 QGIS 플러그인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어째서 그 작업을 하는 건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가요? 그 

문제를 위한 다른 플러그인이 이미 있는 건 아닌가요? 

2. 파일 생성 : 다음 기술된 파일들을 생성하십시오. 시작점(__init__.py) 생성. 

플러그인 메타데이터 (metadata.txt) 작성. 파이썬 플러그인의 주요 본체 

파일(mainplugin.py) 생성. Qt 디자이너 폼(form.ui)과 여기에서 사용될 

resources.qrc 파일 생성. 

3. 코드 작성 : mainplugin.py 파일에 코드를 작성하십시오. 

4. 테스트 : QGIS 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한 다음 여러분이 만든 플러그인을 

임포트하십시오.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5. 공개 : QGIS 공식 저장소(repository)에 여러분의 플러그인을 올리거나, 자신만의 

“GIS 무기”의 “무기고”로서 여러분 자신의 저장소를 만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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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작성 

QGIS가 파이썬 플러그인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플러그인 저장소 위키 페이지에서 그중 일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올려진 플러그인의 소스를 통해 PyQGIS의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 배우거나, 다른 사람이 

했던 고생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QGIS 팀에서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개발할 준비는 됐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파이썬 플러그인 아이디어 위키 페이지에서 PyQGIS 커뮤니티가 

원하는 플러그인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답니다! 

 

 플러그인 파일 

다음은 우리가 만들 예시 플러그인의 디렉터리 구조입니다. 

PYTHON_PLUGINS_PATH/ 

  MyPlugin/ 

    __init__.py    --> *required* 

    mainPlugin.py  --> *required* 

    metadata.txt   --> *required* 

    resources.qrc  --> *likely useful* 

    resources.py   --> *compiled version, likely useful* 

    form.ui        --> *likely useful* 

    form.py        --> *compiled version, likely useful* 

 

이 파일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x __init__.py = 플러그인의 시작점입니다. 이 파일 내부에 classFactory() 

메소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다른 초기화 코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x mainPlugin.py = 플러그인의 주요 작업 코드입니다. 이 파일은 플러그인이 

수행할 작업에 대한 모든 정보와 주요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x resources.qrc = Qt 디자이너가 생성한 .xml 문서입니다. 폼이 사용하는 

리소스의 상대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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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esources.py = 방금 설명한 .qrc 파일을 파이썬으로 번역한 파일입니다. 

x form.ui = Qt 디자이너가 생성한 GUI입니다. 

x form.py = 방금 설명한 form.ui 파일을 파이썬으로 번역한 파일입니다. 

x metadata.txt = QGIS 1.8.0 버전부터 필요합니다. 플러그인 웹사이트와 

플러그인 지원 서비스의 일반적인 정보, 버전, 플러그인 명칭 그리고 기타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QGIS 2.0 버전부터는 __init__.py 파일이 

메타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고 metadata.txt 파일이 꼭 필요합니다. 

웹페이지(http://www.dimitrisk.gr/qgis/creator/)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자동화된 

방법으로, 전형적인 QGIS 파이썬 플러그인의 (골격이 되는) 기본 파일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연결 없이도 QGIS 에서 플러그인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는 Plugin 

Builder(http://geoapt.net/pluginbuilder/)라는 QGIS 플러그인도 있습니다. QGIS 2.0 버전과 

호환되는 소스를 생성하므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고: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에 플러그인을 업로드할 계획이라면, 여러분의 

플러그인이 플러그인 검증 에 필요한 몇 가지 추가 규칙을 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러그인 구성요소 

이제 앞에서 설명한 파일 구조 내부의 각 파일들에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하는 지를 

설명하고 예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플러그인 메타데이터 

플러그인 관리자가 플러그인 명칭, 설명 등등 플러그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들이 metadata.txt 파일이 이 정보들이 들어가야 할 곳입니다. 

중요: 모든 메타데이터는 UTF-8로 인코딩이어야 합니다. 

메타데이터 명 
필수 

여부 
설명 

name Ｏ 플러그인의 명칭을 담은 짧은 문자열 

qgisMinimumVersion Ｏ 
점으로 구분 표기된, 플러그인 구동을 위한 QGIS 최하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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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명 
필수 

여부 
설명 

qgisMaximumVersion Ｘ 
점으로 구분 표기된, 플러그인 구동을 위한 QGIS 최상 

버전 

description Ｏ 플러그인을 설명하는 짧은 텍스트, HTML 사용 불가 

about Ｘ 
플러그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긴 텍스트, HTML 사용 

불가 

version Ｏ 플러그인의 버전을 점으로 구분해 표기한 짧은 문자열 

author Ｏ 작성자 명 

email Ｏ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 웹사이트에서는 보이지 않음 

changelog Ｘ 문자열이며 줄바꿈 가능, HTML 사용 불가 

experimental Ｘ 실험적인 플러그인인지 여부, True 또는 False 

deprecated Ｘ 

중요도가 떨어져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플러그인임을 표시, True 또는 False, 

업로드된 버전뿐만이 아니라 플러그인의 모든 버전에 

적용 

tags Ｘ 
검색을 위한 태그. 쉼표로 분리된 목록임, 개별 태그 

내부 공백 허용 

homepage Ｘ 플러그인의 홈페이지를 가리키는 유효한 URL 

repository Ｘ 소스 코드 저장소를 가리키는 유효한 URL 

tracker Ｘ 버그 티켓 및 버그 보고 사이트를 가리키는 유효한 URL 

icon Ｘ 

플러그인 리스트에 보이게 될 아이콘. 파일명 또는 

(플러그인의 압축 패키지의 기반 폴더에 상대적인) 

상대 경로 

category Ｘ 

플러그인의 범주. 지정된 범주 하위 메뉴로 

플러그인이 들어감. Raster, Vector, Database, 

Web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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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플러그인은 Plugins 메뉴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의 플러그인을 메뉴 

항목에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 단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Raster , Vector , Database, Web  

메뉴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의 “category” 항목이 플러그인을 어떤 메뉴에 추가할지 설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플러그인 분류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 메타데이터 항목이 사용자가 

어디에서(어떤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category”에 

쓸 수 있는 값은 Vector, Raster, Database 또는 Web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Raster  

메뉴에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metadata.txt 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십시오. 

category=Raster 

 

주석: qgisMaximumVersion 항목이 비어 있으면,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에 

업로드 시 자동적으로 현재 QGIS 메인 버전에 .99 를 더한 값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은 metadata.txt 파일의 예시입니다.  

; the next section is mandatory 

 

[general] 

name=HelloWorld 

email=me@example.com 

author=Just Me 

qgisMinimumVersion=2.0 

description=This is an example plugin for greeting the 

world. 

    Multiline is allowed: 

    lines starting with spaces belong to the same 

    field, in this case to the "description" field. 

    HTML formatting is not allowed. 

about=This paragraph can contain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plugin. Multiline is allowed, HTML i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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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version 1.2 

; end of mandatory metadata 

 

; start of optional metadata 

category=Raster 

changelog=The changelog lists the plugin versions 

    and their changes as in the example below: 

    1.0 - First stable release 

    0.9 - All features implemented 

    0.8 - First testing release 

 

; Tags are in comma separated value format, spaces are 

allowed within the 

; tag name. 

; Tags should be in English language. Please also check 

for existing tags and 

; synonyms before creating a new one. 

tags=wkt,raster,hello world 

 

; these metadata can be empty, they will eventually become 

mandatory. 

homepage=http://www.itopen.it 

tracker=http://bugs.itopen.it 

repository=http://www.itopen.it/repo 

icon=icon.png 

 

; experimental flag (applies to the singl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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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True 

 

; deprecated flag (applies to the whole plugin and not 

only to the uploaded version) 

deprecated=False 

 

; if empty, it will be automatically set to major version 

+ .99 

qgisMaximumVersion=2.0 

 

 __init__.py 

이 파일은 파이썬의 임포트 체계에서 필요로 합니다. 또한, QGIS는 이 파일 내부에 QGIS가 

플러그인을 불러올 때 호출되는 classFactory() 함수가 들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함수는 QgisInterface 클래스 인스턴스의 참조값을 받아서 mainplugin.py 파일에 

있는 플러그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해야만 합니다. 본 예시에서는 TestPlugin 

이라는 이름이군요(다음 코드를 보세요). __init__.py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def classFactory(iface): 

  from mainPlugin import TestPlugin 

  return TestPlugin(iface) 

 

## any other initialisation needed 
 

 mainPlugin.py 

이 파일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파일이며, 다음과 같은 (예시: mainPlugin.py)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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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qgis.core import * 

 

# initialize Qt resources from file resources.py 

import resources 

 

class TestPlugin: 

 

  def __init__(self, iface): 

    # save reference to the QGIS interface 

    self.iface = iface 

 

  def initGui(self): 

    # create action that will start plugin configuration 

    self.action = 

QAction(QIcon(":/plugins/testplug/icon.png"), "Test 

plugin", self.iface.mainWindow()) 

    self.action.setObjectName("testAction") 

    self.action.setWhatsThis("Configuration for test 

plugin") 

    self.action.setStatusTip("This is status tip") 

    QObject.connect(self.action, SIGNAL("triggered()"), 

self.run) 

 

    # add toolbar button and menu item 

    self.iface.addToolBarIcon(self.action) 

    self.iface.addPluginToMenu("&Test plugins", 

sel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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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nect to signal renderComplete which is emitted 
when canvas 

    # rendering is done 

    QObject.connect(self.iface.mapCanvas(), 

SIGNAL("renderComplete(QPainter *)"), self.renderTest) 

 

  def unload(self): 

    # remove the plugin menu item and icon 

    self.iface.removePluginMenu("&Test plugins", 

self.action) 

    self.iface.removeToolBarIcon(self.action) 

 

    # disconnect form signal of the canvas 

    QObject.disconnect(self.iface.mapCanvas(), 

SIGNAL("renderComplete(QPainter *)"), self.renderTest) 

 

  def run(self): 

    # create and show a configuration dialog or something 
similar 

    print "TestPlugin: run called!" 

 

  def renderTest(self, painter): 

    # use painter for drawing to map canvas 

    print "TestPlugin: renderTest called!" 
 

플러그인의 메인 소스 파일(예를 들어 mainPlugin.py) 안에 다음과 같은 플러그인 

함수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x __init__ –> QGIS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x initGui() –> 플러그인이 로드될 때 호출됩니다. 

x unload() –> 플러그인이 언로드될 때 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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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예시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addPluginToMenu() 함수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함수가 

Plugins 메뉴에 플러그인과 연결되는 메뉴 액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다른 메뉴에 액션을 

추가하는 유사 메소드도 있습니다. 다음은 그 메소드들의 목록입니다. 

x addPluginToRasterMenu() 

x addPluginToVectorMenu() 

x addPluginToDatabaseMenu() 

x addPluginToWebMenu() 

이들은 모두 addPluginToMenu() 메소드와 동일한 문법을 따릅니다. 

플러그인 항목을 구성하는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플러그인 메뉴를 이런 

미리 정의된 메소드를 이용해 추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임으로 만든 메뉴 

그룹을 다음 예시에서와 같이 직접 메뉴 바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def initGui(self): 

    self.menu = QMenu(self.iface.mainWindow()) 

    self.menu.setObjectName("testMenu") 

    self.menu.setTitle("MyMenu") 

 

    self.action = 

QAction(QIcon(":/plugins/testplug/icon.png"), "Test plugin", 

self.iface.mainWindow()) 

    self.action.setObjectName("testAction") 

    self.action.setWhatsThis("Configuration for test 

plugin") 

    self.action.setStatusTip("This is status tip") 

    QObject.connect(self.action, SIGNAL("triggered()"), 

self.run) 

    self.menu.addAction(self.action) 

 

    menuBar = self.iface.mainWindow().menuBar() 

 

menuBar.insertMenu(self.iface.firstRightStandardMenu().menu

Action(), self.menu) 

 

def unload(self): 



PyQGIS Developer Cookbook  13.파이썬 플러그인 개발 | 93 

 

    self.menu.deleteLater() 

 

메뉴와 툴바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QAction 및 QMenu 클래스의 

objectName 을 플러그인의 고유한 명칭으로 설정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리소스 파일 

앞의 예시 코드에서 initGui() 함수를 보면 리소스 파일(이 경우 파일명 

resources.qrc)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RCC> 

  <qresource prefix="/plugins/testplug" > 

     <file>icon.png</file> 

  </qresource> 

</RCC> 

 

prefix는 다른 플러그인이나 QGIS의 어떤 부분과도 충돌하지 않는 경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리소스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들을 담게 될 파이썬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pyrcc4 명령어로 생성 작업을 

수행합니다.  

pyrcc4 -o resources.py resources.qrc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할 게 없죠. ^_____^ 

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작업했다면 플러그인 관리자가 아무 문제 없이 여러분의 

플러그인을 찾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툴바 아이콘 또는 적당한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콘솔에 메시지가 보일 것입니다.  

실제 플러그인 작업 시에는 다른 (작업용) 디렉터리에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UI 및 

리소스 파일을 생성할 makefile 을 작성한 다음, 그 결과물을 QGIS 의 플러그인 폴더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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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화 

플러그인을 위한 문서는 HTML 도움말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일로 다른 QGIS 

도움말과 마찬가지로 도움말을 제공하는 방법을 qgis.utils 모듈의 showPluginHelp() 

함수가 제공합니다. 

showPluginHelp() 함수는 자신을 호출하는 모듈과 동일한 디렉터리에서 도움말 파일을 

찾습니다. 이 함수는 index-ll_cc.html, index-ll.html, index-en.html, 

index-en_us.html, index.html 파일을 차례대로 탐색해서 가장 먼저 찾은 파일을 

보여줍니다. 이때 ll_cc 은 QGIS의 언어설정 문자(locale, 예: ko, zh_CN 등)입니다. 이를 

이용해 플러그인 문서를 여러 언어로 번역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showPluginHelp() 함수는 도움말이 보여질 특정 플러그인을 지정하는 

packageName 파라미터, 탐색의 대상이 될 파일명의 “index”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filename 파라미터,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문서의 어느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지정하는 

HTML 앵커 태그(anchor tag)의 명칭인 section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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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작성 및 디버그 작업을 위한 IDE 설정 

각각의 프로그래머가 선호하는 통합개발환경(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IDE) 

또는 텍스트 편집기는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QGIS 파이썬 플러그인 작성 및 디버그 작업을 

위해 인기 있는 IDE를 설정하는 방법을 몇 가지 추천해보겠습니다. 

 윈도우 환경의 IDE 설정에 대한 지침 

리눅스의 경우 플러그인 개발을 위해 추가로 설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윈도우의 경우엔, QGIS 와 동일한 환경 설정을 갖춰야 하고 동일한 라이브러리와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빨리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QGIS의 시작(startup) 

배치 파일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QGIS 설치 시 OSGeo4W 인스톨러를 사용했다면 OSGeo4W 설치 경로의 bin 폴더에서 이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C:\OSGeo4W\bin\qgis-unstable.bat 과 같은 경로의 

파일을 찾아보십시오. 

Pyscripter IDE(https://github.com/pyscripter/pyscripter)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x qgis-unstable.bat 파일을 복사한 다음 파일명을 pyscripter.bat 으로 

변경하십시오. 

x 편집기에서 해당 파일을 연 다음, QGIS를 시작 시키는 마지막 줄을 삭제하십시오. 

x Pyscripter 실행 파일을 가리키는 경로를 추가한 다음 사용할 파이썬의 버전(QGIS 

2.0의 경우 2.7)을 설정하는 명령행 인자를 추가하십시오. 

x 또 Pyscripter 가 QGIS 에서 사용하는 Python dll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폴더를 

가리키는 인자를 추가하십시오. 이 파일은 OSGeo4W 설치 경로의 bin 폴더에 

있습니다. 

@echo off 
SET OSGEO4W_ROOT=C:\OSGeo4W 
call "%OSGEO4W_ROOT%"\bin\o4w_env.bat 
call "%OSGEO4W_ROOT%"\bin\gdal16.bat 
@echo off 
path %PATH%;%GISBASE%\bin 
Start C:\pyscripter\pyscripter.exe --python25 --
pythondllpath=C:\OSGeo4W\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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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배치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정확한 경로와 함께 Pyscripter를 실행할 것입니다. 

Pyscripter 보다 더 유명한 Eclipse 도 개발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IDE 입니다. 다음으로 

플러그인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Eclipse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윈도우 

환경에서 Eclipse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하려면, 마찬가지로 배치 파일을 생성해서 

이를 통해 Eclipse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 배치 파일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x qgis_core.dll 파일이 위치한 폴더를 찾으십시오. 일반적으로 

C:/OSGeo4W/apps/qgis/bin 경로에 있지만, QGIS 응용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경우 이 파일은 output/bin/RelWithDebInfo 경로에 있는 작성 

폴더 안에 위치합니다. 

x eclipse.exe 실행 파일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x 다음과 같은 스크립트를 생성한 다음 QGIS 플러그인 개발 시 이 배치 파일을 써서 

Eclipse를 실행하십시오. 

call "C:\OSGeo4W\bin\o4w_env.bat" 
set 
PATH=%PATH%;C:\path\to\your\qgis_core.dll\parent\folder 
C:\path\to\your\eclipse.exe 

 

 Eclipse 및 PyDev를 이용한 디버깅 

 설치하기 

Eclipse를 사용하려면 다음 항목들을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x Eclipse 

x Aptana Eclipse 플러그인 또는 PyDev 

x QGIS 2.0 

 QGIS 준비하기 

QGIS 자체도 조금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플러그인은 Remote Debug 와 Plugin reloader 

2개입니다. 

x 메뉴의 Plugins ‣ Fetch python plugins  항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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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Remote Debug 를 검색한 다음 (현재 이 플러그인은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플러그인이 보이지 않을 경우 Options  탭에서 실험적인(experimental) 플러그인을 

활성화하십시오) 설치하십시오. 

x Plugin reloader 도 검색해서 설치하십시오. 이 플러그인은 QGIS를 종료하고 다시 

실행할 필요 없이 플러그인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Eclipse 설정하기 

Eclipse 에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십시오. General Project 를 선택한 다음 나중에 

여러분의 실제 리소스를 링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Eclipse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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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프로젝트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 New ‣ Folder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Advanced] 를 클릭한 다음 Link to alternate location (Linked Folder)  을 선택하십시오. 

이미 디버그하고자 하는 소스가 있을 경우 해당 소스를 선택하고, 없을 경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폴더를 생성하십시오. 

이제 Project Explorer  뷰에 소스 트리가 표출되어 코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문 강조가 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강력한 IDE 도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버거 설정하기 

디버거를 실행시키려면 Eclipse를 디버그 퍼스펙티브로 전환하십시오. (Window ‣ Open 

Perspective ‣ Other ‣ Debug 메뉴) 

이제 메뉴에서 PyDev ‣ Start Debug Server 를 선택해서 PyDev 디버그 서버를 실행합니다. 

이제 Eclipse는 QGIS가 디버그 서버에 접속하기를 기다립니다. QGIS가 디버그 서버에 

접속하면 Eclipse는 QGIS가 파이썬 스크립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Remote Debug 플러그인을 설치한 이유입니다. 아직 QGIS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QGIS를 

실행한 다음 벌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이제 중단점을 설정해서 코드가 중단점에 이르는 순간 실행을 멈추고 플러그인의 현재 

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에서 녹색 점이 중단점입니다. 각 줄 옆에 있는 

하얀 공간을 더블클릭하면 원하는 줄에 중단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단점(breakpoint)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디버그 콘솔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기 전에 

플러그인 실행이 중단점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하세요. 

콘솔 뷰(Window ‣ Show view 메뉴)를 여십시오. 그러면 Debug Server  콘솔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흥미로운 녀석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Open Console] 버튼을 통해 훨씬 

흥미로운 PyDev 디버그 콘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en Console] 옆에 있는 화살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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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한 다음 PyDev Console 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콘솔을 실행할지 묻는 창이 뜰 겁니다. 

PyDev Debug Console 을 선택하세요. 해당 항목이 회색으로 꺼져 있고 “Start the debugger 

and select the valid frame” 이라는 메시지를 표출할 경우, Remote Debugger 를 제대로 

설치/실행했는지 그리고 플러그인이 현재 중단점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yDev 디버그 콘솔 

 

이제 현재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명령어라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상호작용 콘솔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변수를 조정하거나 API 호출을 만들어보거나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짜증나는 점이라면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콘솔이 디버그 서버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동작을 멈추려면 디버그 서버 페이지에서 Pin Console  버튼을 클릭해서 

적어도 현재 디버그 세션 동안은 이 결정을 기억하도록 하면 됩니다. 

 Eclipse에게 API를 이해시키기 

Eclipse가 실제로 QGIS API에 대해 알도록 하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여러분의 코드에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clipse의 

도움을 받아 임포트에서 API 호출에 걸쳐 자동완성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Eclipse는 QGIS 라이브러리 파일을 파싱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할 작업은 Eclipse 에게 어디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메뉴에서 Window ‣ Preferences ‣ PyDev ‣ Interpreter ‣ Python 을 클릭하십시오. 

창의 상단에서 여러분이 설정한 파이썬 인터프리터(현재 QGIS 용 파이썬 2.7 버전)를, 

하단에서 탭 몇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탭은 Libraries  와 Forced Builtin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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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Dev 디버그 콘솔 

 

먼저 라이브러리 탭을 여십시오. New Folder  버튼을 클릭한 다음 QGIS 설치 경로의 

파이썬 폴더를 선택해서 추가하십시오. 이 폴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플러그인 

폴더는 아닙니다) QGIS로 돌아가 파이썬 콘솔을 실행 후, qgis 라고만 입력한 후 엔터를 

치십시오. 어떤 QGIS 모듈이 사용되는 지가 그 경로와 함께 표시될 것입니다. 경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qgis/__init__.pyc 스트링을 제거하면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경로가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플러그인 폴더도 추가해야 합니다. (리눅스의 경우 

~/.qgis/python/plugins 경로입니다.) 

다음으로 Forced Builtins  탭으로 이동해서 New...  버튼을 클릭하고 qgis 를 

입력하십시오. Eclipse가 QGIS API를 파싱할 것입니다. 또 Eclipse가 PyQt4 API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New...  버튼으로 PyQt4 도 추가하십시오. 이미 

Libraries  탭에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OK 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주의: QGIS API가 변할 때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QGIS 마스터를 컴파일해서 SIP 파일이 

변하는 경우)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 Apply  를 클릭해주어야 합니다. Eclipse 가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시 파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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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 를 QGIS 플러그인과 같이 동작하게 하는 다른 설정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링크(http://linfiniti.com/2011/12/remote-debugging-qgis-python-plugins-with-pydev/) 를 

확인해보세요. 

 PDB를 이용한 디버깅 

Eclipse 같은 IDE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PDB를 이용해 디버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버그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 Use pdb for debugging 

import pdb 

# These lines allow you to set a breakpoint in the app 

pyqtRemoveInputHook() 

pdb.set_trace() 

 

그 다음 명령어를 통해 QGIS를 실행하십시오. 

리눅스의 경우: 

$ ./Qgis 

Mac OS X의 경우: 

$ /Applications/Qgis.app/Contents/MacOS/Qgis 

그러면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지정한 중단점에서 멈췄을 때 콘솔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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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레이어 사용 

여러분의 플러그인이 맵 레이어를 렌더링하는 데 자신만의 메소드를 이용할 경우, 그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QgsPluginLayer 클래스에 기반한 사용자 지정 레이어 유형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gsPluginLayer 상속 클래스 만들기 

다음은 최소한의 QgsPluginLayer 클래스를 구현하는 예시입니다. 워터마크 예제 

플러그인 에서 발췌한 코드입니다. 
class WatermarkPluginLayer(QgsPluginLayer): 
 
  LAYER_TYPE="watermark" 
 
  def __init__(self): 
    QgsPluginLayer.__init__(self, 
WatermarkPluginLayer.LAYER_TYPE, "Watermark plugin 
layer") 
    self.setValid(True) 
 
  def draw(self, rendererContext): 
    image = QImage("myimage.png") 
    painter = rendererContext.painter() 
    painter.save() 
    painter.drawImage(10, 10, image) 
    painter.restore() 
    return True 

 
프로젝트 파일에 특정 정보를 읽고 쓰는 메소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ef readXml(self, node): 
  pass 
 
def writeXml(self, node, doc): 
  pass 

 

플러그인 레이어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를 불러올 경우, 팩토리 클래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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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WatermarkPluginLayerType(QgsPluginLayerType): 
 
  def __init__(self): 
    QgsPluginLayerType.__init__(self, 
WatermarkPluginLayer.LAYER_TYPE) 
 
  def createLayer(self): 
    return WatermarkPluginLayer() 
 

 

레이어 속성에 사용자 지정 정보를 표출하기 위한 코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def showLayerProperties(self, layer):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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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QGIS 버전과의 호환성 

 플러그인 메뉴 

플러그인 메뉴 항목을 새 메뉴(Raster , Vector , Database 또는 Web)에 추가하는 경우, 

initGui() 및 unload() 함수의 코드를 수정해야 합니다. QGIS 2.0 이후의 버전에서만 이 새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실행중인 QGIS 버전이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플러그인을 이 메뉴 아래에 

추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전의 Plugins  메뉴에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Raster  

메뉴에 대한 예시 코드입니다.  

def initGui(self): 

  # create action that will start plugin configuration 

  self.action = 

QAction(QIcon(":/plugins/testplug/icon.png"), "Test 

plugin", self.iface.mainWindow()) 

  self.action.setWhatsThis("Configuration for test 

plugin") 

  self.action.setStatusTip("This is status tip") 

  QObject.connect(self.action, SIGNAL("triggered()"), 

self.run) 

 

  # check if Raster menu available 

  if hasattr(self.iface, "addPluginToRasterMenu"): 

    # Raster menu and toolbar available 

    self.iface.addRasterToolBarIcon(self.action) 

    self.iface.addPluginToRasterMenu("&Test plugins", 

self.actio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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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re is no Raster menu, place plugin under Plugins 

menu as usual 

    self.iface.addToolBarIcon(self.action) 

    self.iface.addPluginToMenu("&Test plugins", 

self.action) 

 

  # connect to signal renderComplete which is emitted when 

canvas rendering is done 

  QObject.connect(self.iface.mapCanvas(), 

SIGNAL("renderComplete(QPainter *)"), self.renderTest) 

 

def unload(self): 

  # check if Raster menu available and remove our buttons 

from appropriate 

  # menu and toolbar 

  if hasattr(self.iface, "addPluginToRasterMenu"): 

    self.iface.removePluginRasterMenu("&Test plugins", 

self.action) 

    self.iface.removeRasterToolBarIcon(self.action) 

  else: 

    self.iface.removePluginMenu("&Test plugins", 

self.action) 

    self.iface.removeToolBarIcon(self.action) 

 

  # disconnect from signal of the canvas 

  QObject.disconnect(self.iface.mapCanvas(), 

SIGNAL("renderComplete(QPainter *)"), self.render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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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그인 배포 

플러그인이 완성됐고 그 플러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에 업로드하십시오. 해당 페이지에서 플러그인 

인스톨러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패키지 작업 지침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자신만의 플러그인 저장소를 만들고자 할 경우, 플러그인 및 

플러그인의 메타데이터의 목록을 담을 단순한 XML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다른 플러그인 

저장소 페이지에서 그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안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데이터와 명칭 

x 기존 플러그인과 너무 비슷한 명칭은 피하십시오. 

x 여러분의 플러그인의 기능이 기존 플러그인의 기능과 유사할 경우, About 항목에 

차이점을 설명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실제로 설치하고 테스트해볼 필요 없이 어떤 

플러그인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x 플러그인의 명칭에 “plugin”을 붙이지 마십시오. 

x 메타데이터의 Description 항목에는 1 줄짜리 설명을, About 항목에는 더 

자세한 지침을 입력하십시오. 

x 코드 저장소, 버그 트래커와 홈페이지도 추가하십시오. 이런 항목들은 다른 

사용자들과의 협동작업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사용 가능한 웹 

인프라스트럭처(GitHub, GitLab, Bitbucket 등) 가운데 하나를 통해 매우 쉽게 

협동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x 태그는 주의해서 선택하세요. 정보의 가치가 없는 태그(예: vector)는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태그를 사용하십시오. (플러그인 웹사이트 참조) 

x 기본 아이콘을 그대로 두지 말고 적절한 아이콘을 추가하세요. QGIS 인터페이스를 

참조해서 사용할 만한 스타일을 찾아보십시오. 

 코드와 도움말 

x 저장소 안의 자동 생성된 파일(ui_*.py, resources_rc.py, 생성된 도움말 

파일, ...) 및 쓸모없는 파일(예: .gitignore)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x 플러그인을 적절한 메뉴(Vector , Raster, Web, Database)에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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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만약 적합한 경우라면 (플러그인이 분석을 수행할 경우 등) 플러그인을 공간 처리 

프레임워크의 하부 플러그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플러그인을 반복해서(batch) 실행하거나 더 복잡한 워크플로(workflow) 

안에 통합시킬 수 있고, 인터페이스를 따로 설계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x 적어도 최소한의 문서를 포함시키고 (플러그인 테스트 및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샘플 데이터도 포함시키십시오.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 

공식 파이썬 플러그인 저장소는 여기(http://plugins.qgis.org/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식 저장소를 이용하려면 OSGEO 웹 포탈(http://www.osgeo.org/osgeo_userid/ )에서 

OSGEO ID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러그인을 업로드하고 나면 스태프들이 플러그인을 승인한 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권한(permission) 

공식 플러그인 저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x 모든 등록 사용자가 새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x 스태프 사용자는 모든 플러그인의 버전을 승인하거나 불허할 수 있습니다. 

x 특수 권한인 plugins.can_approve 를 가진 사용자가 업로드한 버전은 

자동적으로 승인됩니다. 

x 특수 권한인 plugins.can_approve 를 가진 사용자는 플러그인 

소유자(owner)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버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x 오직 스태프 사용자와 플러그인 소유자 만 특정 플러그인을 삭제 및 편집할 수 

있습니다. 

x plugins.can_approve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새 버전을 업로드할 경우, 해당 

플러그인 버전은 자동적으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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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trust) 관리 

스태프들은 프론트엔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된 플러그인 개발자에게 

plugins.can_approve 권한을 설정해 신뢰(trust) 를 부여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상세 뷰에 플러그인 개발자 또는 플러그인 소유자 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다이렉트 링크가 있습니다. 

 검증 

플러그인 업로드 시 자동적으로 압축 패키지로부터 플러그인의 메타데이터를 

임포트해서 검증합니다. 

여러분이 공식 저장소에 플러그인을 업로드하고자 할 때 알고 있어야 하는 검증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러그인을 담고 있는 주 폴더의 명칭은 오직 ASCII 문자(A-Z 및 a-z), 숫자 그리고 

언더바(_) 및 하이픈(-)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숫자로 시작되면 안 됩니다. 

2. metadata.txt 파일은 필수적입니다. 

3. 메타데이터 표 에 있는 필수 메타데이터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4. version 메타데이터 항목은 고유한 버전이어야 합니다. 

 플러그인 구조 

검증 규칙에 따르면 제대로 동작하는 플러그인으로서 검증되기 위해 플러그인의 

압축(.zip) 패키지가 특정한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사용자의 플러그인 폴더 안에 

플러그인을 압축 해제하기 때문에 다른 플러그인과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면 .zip 파일 

안에 자신만의 디렉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필수적인 파일은 metadata.txt 와 

__init__.py 입니다. 하지만 README 파일과 플러그인을 나타낼 

아이콘(resources.qrc)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다음은 plugin.zip 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plugin.zip 
  pluginfolder/ 
  |-- i18n 
  |   |-- translation_file_de.ts 
  |-- img 
  |   |-- icon.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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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consource.svg 
  |-- __init__.py 
  |-- Makefile 
  |-- metadata.txt 
  |-- more_code.py 
  |-- main_code.py 
  |-- README 
  |-- resources.qrc 
  |-- resources_rc.py 
  `-- ui_Qt_user_interface_file.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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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유용한 코드들 

이 장에서는 플러그인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드 조각들을 설명합니다. 

 단축키로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 

플러그인 내부의 initGui() 함수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self.keyAction = QAction("Test Plugin", 
self.iface.mainWindow()) 
self.iface.registerMainWindowAction(self.keyAction, "F7") 
# action1 triggered by F7 key 
self.iface.addPluginToMenu("&Test plugins", 
self.keyAction) 
QObject.connect(self.keyAction, 
SIGNAL("triggered()"),self.keyActionF7) 
 
self.iface.unregisterMainWindowAction(self.keyAction) 

F7 키를 누르면 해당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def keyActionF7(self): 
  QMessageBox.information(self.iface.mainWindow(),"Ok", 
"You pressed F7") 

 

unload()함수에 다음 코드를 추가하십시오. 
 
self.iface.unregisterMainWindowAction(self.keyAction) 

F7 키를 누르면 해당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def keyActionF7(self): 
  QMessageBox.information(self.iface.mainWindow(),"Ok", 
"You pressed F7") 

 

F7 키를 누르면 해당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def keyActionF7(self): 
  QMessageBox.information(self.iface.mainWindow(),"Ok", 
"You pressed 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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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를 켜고 끄는 방법 

QGIS 2.4 버전부터 범례에 있는 레이어 트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레이어 트리 API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활성화된 레이어의 가시성을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입니다.  

root = QgsProject.instance().layerTreeRoot() 

node = root.findLayer(iface.activeLayer().id()) 

new_state = Qt.Checked if node.isVisible() == 

Qt.Unchecked else Qt.Unchecked 

node.setVisible(new_state) 

 
 

 선택한 피처들의 속성 테이블에 접근하는 방법 

 

def changeValue(self, value): 

  layer = self.iface.activeLayer() 

  if(layer): 

    nF = layer.selectedFeatureCount() 

    if (nF > 0): 

      layer.startEditing() 

    ob = layer.selectedFeaturesIds() 

    b = QVariant(value) 

    if (nF > 1): 

      for i in ob: 

      layer.changeAttributeValue(int(i), 1, b) # 1 being 

the second colum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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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changeAttributeValue(int(ob[0]), 1, b) # 1 

being the second column 

    layer.commitChanges() 

    else: 

      QMessageBox.critical(self.iface.mainWindow(), 

"Error", "Please select at least one feature from current 

layer") 

  else: 

    QMessageBox.critical(self.iface.mainWindow(), 

"Error", "Please select a layer") 

 

이 메소드에는 반드시 1개의 파라미터(선택한 피처(들)의 속성 항목을 나타내는 새로운 

값)가 필요하며, 다음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self.changeValue(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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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 

리비전 ee19294562 

(https://github.com/qgis/QGIS/commit/ee19294562b00c6ce957945f14c1727210cffdf7) 

(QGIS 1.8 버전 이상)부터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가 QGIS 코어의 분석 라이브러리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x 공간 데이터(폴리라인 벡터 레이어)로부터 수학적 그래프(단순화된 연결관계)를 

생성합니다. 

x 그래프 이론(현재로서는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s algorithm) 

뿐입니다)의 기본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는 코어 플러그인 RoadGraph 에서 기본 함수들을 가져와 

생성됐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에서나 파이썬 콘솔에서 직접 이 라이브러리의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정보 

이 라이브러리의 전형적인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데이터(일반적으로 폴리라인 벡터 레이어)로부터 그래프 생성 

2. 그래프 분석 실행 

3. 분석 결과 이용(예를 들어 분석 결과의 시각화 등) 

 그래프 만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력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인데, 벡터 레이어를 

그래프(수학적으로 간략화된 연결관계)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후의 모든 작업은 

레이어가 아니라 이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어떤 폴리라인 벡터 레이어라도 소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의 노드(node)는 

그래프의 버텍스(vertex)가 되고, 폴리라인의 선분(segment)은 그래프의 엣지(edge)가 

됩니다. 노드 몇 개가 동일한 좌표에 있을 경우 그 노드들은 동일한 그래프 버텍스가 됩니다. 

따라서 공통 노드를 가진 2개의 선분은 서로 연결됩니다. 

또, 그래프 생성 중에 입력 벡터 레이어에 추가적인 포인트를 몇 개라도 “고정”(다른 

용어로는 “결속”) 시킬 수 있습니다. 각 추가 포인트에 대응하는, 가장 가까운 그래프 버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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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장 가까운 그래프 엣지를 찾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엣지가 나뉘어 새 버텍스가 

추가됩니다. 

벡터 레이어의 속성과 엣지 길이를 그래프 엣지의 속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빌더(builder) 프로그래밍 패턴을 사용해서 벡터 레이어를 그래프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director라고 불리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현재 director는 

QgsLineVectorLayerDirector 하나밖에 없습니다. director 는 builder 가 라인 벡터 

레이어에서 그래프를 생성할 때 쓰일 기본 설정들을 지정합니다. 현재 director와 함께 

작업할 수 있는 builder 는 QgsGraph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QgsGraphBuilder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BGL 또는 NetworkX 같은 라이브러리와 호환되는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builder를 구현하고 싶을 수도 있겠군요. 

엣지 속성을 계산하려면 스트래티지(strategy) 프로그래밍 패턴을 사용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QgsDistanceArcProperter 스트래티지뿐이며, 이 클래스는 경로의 

길이를 받습니다. 모든 필요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스트래티지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RoadGraph 플러그인은 경계선 길이와 속성에 있는 

속력 값을 이용해서 여행 시간을 계산하는 스트래티지를 사용합니다. 

이제 실제로 해 봅시다. 

제일 먼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기 위해 networkanalysis 모듈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다음은 director를 생성하는 몇 가지 방법의 예시입니다.  

# don't use information about road direction from layer 
attributes, 

# all roads are treated as two-way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ayer, -1, '', '', 

'', 3) 

 

# use field with index 5 as source of information about 
road direction. 

# one-way roads with direct direction have attribute value 
"yes", 

# one-way roads with reverse direction have the value "1", 
an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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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directional roads have "no". By default roads are 
treated as two-way. 

# This scheme can be used with OpenStreetMap data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ayer, 5, 'yes', 
'1', 'no', 3)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director를 생성하려면 벡터 레이어를 넘겨줘야 하는데, 이 레이어는 그래프 구조 및 각 

도로 엣지에서 허용되는 움직임(단방향 또는 양방향, 순방향 또는 역방향)에 대한 정보를 

위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directionFieldId, 

                                      directDirectionValue, 

                                      reverseDirectionValue, 

                                      bothDirectionValue, 

                                      defaultDirection) 

 

각각의 파라미터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x vl — 그래프 생성에 사용되는 벡터 레이어 

x directionFieldId — 도로 방향에 관한 정보가 저장된 속성 테이블 필드의 

인덱스. 값이 -1 일 경우 방향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수형입니다. 

x directDirectionValue — 순방향(첫 번째 라인 포인트에서 마지막 라인 

포인트로 이동)인 도로의 필드값. 문자열입니다. 

x reverseDirectionValue — 역방향(마지막 라인 포인트에서 첫 번째 

포인트로 이동)인 도로의 필드값. 문자열입니다. 

x bothDirectionValue — 양방향(첫 번째 포인트에서 마지막으로도 

마지막에서 첫 번째로도 이동 가능)인 도로의 필드값. 문자열입니다. 

x defaultDirection — 기본 도로 방향. directionFieldId 항목이 

설정되지 않거나, 앞의 항목들에서 설정한 3가지 값이 아닐 경우에 이 값을 쓰게 

됩니다. 정수형입니다. 1 은 순방향, 2 는 역방향, 3 은 양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edge 속성을 계산하기 위해 strategy를 생성해야 합니다.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그리고 drirector에게 이 strategy에 대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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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이제 그래프를 생성할 build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gsGraphBuilder 클래스 생성자는 

다음 몇 가지 인자를 받습니다. 

x crs — 사용할 좌표계. 필수적인 인자입니다. 

x otfEnabled — 실시간(on the fly) 재투영 사용 여부 결정. 기본값은 True. 

x topologyTolerance — 위상오차 허용치. 기본값은 0. 

x ellipsoidID — 사용할 타원체. 기본값은 WGS84. 

 

# only CRS is set, all other values are defaults 

builder = QgsGraphBuilder(myCRS) 

 

또 분석 작업에 사용할 포인트를 몇 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startPoint = QgsPoint(82.7112, 55.1672) 

endPoint = QgsPoint(83.1879, 54.7079)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므로 그래프를 만들고 이 포인트들을 그래프에 “결속(tie)”시킬 

수 있습니다.  

tiedPoints = director.makeGraph(builder, [startPoint, 

endPoint]) 

 

그래프를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에 있는 피처의 개수 및 레이어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tiedPoints 는 “결속”된 포인트들의 좌표 목록입니다. builder의 

작업이 완료되면 분석에 이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graph = builder.graph() 

 

다음 코드를 이용하면 포인트들의 vertex 인덱스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startId = graph.findVertex(tiedPoints[0]) 

endId = graph.findVertex(tiedPoint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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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vertex들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을 것인가? 네트워크 분석 라이브러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Dijkstra’s algorithm)을 제공합니다. 

데이크스트라 알고리즘은 그래프의 한 vertex에서 다른 모든 vertex로 가는 최단 경로와 

최적화 파라미터의 값을 찾습니다. 그 결과는 최단 경로 트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단 경로 트리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진 방향성과 가중치가 적용된 그래프(더 정확히는 

트리)입니다. 

x 들어오는 edge가 없는 vertex는 단 하나, 트리의 루트뿐입니다. 

x 다른 모든 vertex는 들어오는 edge를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x vertex A에서 vertex B에 도달할 수 있다면, A에서 B로의 경로는 사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경로이며 이 그래프에서 최적(최단) 경로입니다. 

최단 경로 트리를 얻으려면 QgsGraphAnalyzer 

(http://qgis.org/api/classQgsGraphAnalyzer.html)클래스의 shortestTree() 또는 

dijkstra() 메소드를 사용하십시오. 작업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에 dijkstra() 메소드를 이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사용자가 최단 경로 트리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싶다면 shortestTree() 메소드가 

유용합니다. 이 메소드는 항상 (QgsGraph 클래스의) 새 그래프 오브젝트를 생성하며, 다음 

3개의 변수를 받습니다. 

x source — 입력 그래프 

x startVertexIdx — 트리에 있는 포인트의 인덱스 (트리의 루트) 

x criterionNum — 사용할 경계선 속성의 개수 (0부터 시작) 

tree = QgsGraphAnalyzer.shortestTree(graph, startId, 0) 

 

dijkstra() 메소드의 경우 인자는 같지만 2 개의 배열(array)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 

배열의 i 요소는 들어오는 엣지의 인덱스를 담고 있고, 만일 들어오는 엣지가 없을 경우 -1 

값을 담게 됩니다. 두 번째 배열의 i 요소는 트리의 루트에서 버텍스 i까지의 거리를 담고 

있고, 만일 루트에서 버텍스 i까지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DOUBLE_MAX 값을 담게 됩니다. 

(tree, cost) = QgsGraphAnalyzer.dijkstra(graph, startI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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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shortestTree() 메소드로 생성된 그래프를 사용해 최단 경로 트리를 표출하는 

매우 간단한 코드입니다. (QGIS 의 범례창에서 라인스트링 레이어를 선택하고 좌표를 

사용자 데이터에 맞게 바꿔 주세요.) 경고: 이 코드는 예제로만 사용하십시오. QgsRubberBand 

클래스 오브젝트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셋 상에서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from qgis.core import * 

from qgis.gui import *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vl = qgis.utils.iface.mapCanvas().currentLayer()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1, '', '', '', 3)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crs = 

qgis.utils.iface.mapCanvas().mapRenderer().destinationCrs() 

builder = QgsGraphBuilder(crs) 

 

pStart = QgsPoint(-0.743804, 0.22954) 

tiedPoint = director.makeGraph(builder, [pStart]) 

pStart = tiedPoint[0] 

 

graph = builder.graph() 

 

idStart = graph.findVertex(p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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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 QgsGraphAnalyzer.shortestTree(graph, idStart, 0) 

 

i = 0; 

while (i < tree.arcCount()):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rb.setColor (Qt.red) 

  rb.addPoint (tree.vertex(tree.arc(i).inVertex()).point()) 

  rb.addPoint 

(tree.vertex(tree.arc(i).outVertex()).point()) 

  i = i + 1 

 

다음은 dijkstra() 메소드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코드입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from qgis.core import * 

from qgis.gui import *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vl = qgis.utils.iface.mapCanvas().currentLayer()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1, '', '', '', 3)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crs = 

qgis.utils.iface.mapCanvas().mapRenderer().destinationCrs() 

builder = QgsGraphBuilder(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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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art = QgsPoint(-1.37144, 0.543836) 

tiedPoint = director.makeGraph(builder, [pStart]) 

pStart = tiedPoint[0] 

 

graph = builder.graph() 

 

idStart = graph.findVertex(pStart) 

 

(tree, costs) = QgsGraphAnalyzer.dijkstra(graph, idStart, 0) 

 

for edgeId in tree: 

  if edgeId == -1: 

    continue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rb.setColor (Qt.red) 

  rb.addPoint 

(graph.vertex(graph.arc(edgeId).inVertex()).point()) 

  rb.addPoint 
(graph.vertex(graph.arc(edgeId).outVertex()).point()) 

 

 최단 경로 탐색 

2개의 포인트 사이에서 최적 경로를 탐색하는 데 다음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그래프 생성 

시 두 포인트(시작점 A와 종료점 B)는 그래프에 “결속”됩니다. 그리고 shortestTree() 또는 

dijkstra() 메소드를 사용해서 시작점 A를 루트로 하는 최단 경로 트리를 만듭니다. 이 

트리에서 종단점 B 를 찾아 포인트 B 에서 포인트 A 까지 트리를 따라갑니다. 이 전체 

알고리즘을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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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gn Т = B 
while Т != A 
    add point Т to path 
    get incoming edge for point Т 
    look for point ТТ, that is start point of this edge 
    assign Т = ТТ 
add point А to path 

 

이 시점에서 이 경로를 지나가는 동안 거치게 될 vertex의 역순 목록의 형태로 경로를 얻게 

됩니다. (vertex들이 종료점에서 시작점의 순서로 역순으로 나열됩니다.) 

다음은 QGIS 파이썬 콘솔에서 shortestTree() 메소드를 사용여 알고리즘을 구현한 예시 

코드입니다. (범례창에서 라인스트링 레이어를 선택하고 코드 내부의 좌표를 사용자 

데이터에 맞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from qgis.core import * 

from qgis.gui import *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vl = qgis.utils.iface.mapCanvas().currentLayer()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1, '', '', '', 

3)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crs = 

qgis.utils.iface.mapCanvas().mapRenderer().destinationCrs() 

builder = QgsGraphBuilder(crs) 

 

pStart = QgsPoint(-0.835953, 0.1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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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op = QgsPoint(-1.1027, 0.699986) 

 

tiedPoints = director.makeGraph(builder, [pStart, pStop]) 

graph = builder.graph() 

 

tStart = tiedPoints[0] 

tStop = tiedPoints[1] 

 

idStart = graph.findVertex(tStart) 

tree = QgsGraphAnalyzer.shortestTree(graph, idStart, 0) 

 

idStart = tree.findVertex(tStart) 

idStop = tree.findVertex(tStop) 

 

if idStop == -1: 

  print "Path not found" 

else: 

  p = [] 

  while (idStart != idStop): 

    l = tree.vertex(idStop).inArc() 

    if len(l) == 0: 

      break 

    e = tree.arc(l[0]) 

    p.insert(0, tree.vertex(e.inVertex()).point()) 

    idStop = e.outVe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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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sert(0, tStart)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rb.setColor(Qt.red) 

 

  for pnt in p: 

    rb.addPoint(pnt) 

 

그리고 다음은 dijkstra() 메소드로 동일한 작업을 하는 예시 코드입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from qgis.core import * 
from qgis.gui import *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vl = qgis.utils.iface.mapCanvas().currentLayer()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1, '', '', '', 
3)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crs = 
qgis.utils.iface.mapCanvas().mapRenderer().destinationCrs
() 
builder = QgsGraphBuilder(crs) 
 
pStart = QgsPoint(-0.835953, 0.15679) 
pStop = QgsPoint(-1.1027, 0.699986) 
 
tiedPoints = director.makeGraph(builder, [pStart, pStop]) 
graph = builder.graph() 
 
tStart = tiedPoints[0] 
tStop = tiedPoints[1] 
 
idStart = graph.findVertex(tStart) 
idStop = graph.findVertex(t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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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 cost) = QgsGraphAnalyzer.dijkstra(graph, idStart, 
0) 
 
if tree[idStop] == -1: 
  print "Path not found" 
else: 
  p = [] 
  curPos = idStop 
  while curPos != idStart: 
    
p.append(graph.vertex(graph.arc(tree[curPos]).inVertex())
.point()) 
    curPos = graph.arc(tree[curPos]).outVertex(); 
 
  p.append(tStart)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rb.setColor(Qt.red) 
 
  for pnt in p: 
    rb.addPoint(pnt) 

 

 

 도달 가능 범위 

vertex A의 도달 가능 범위(area of availability)란 vertex A에서 접근할 수 있고, vertex 

A 에서 이 vertex 들까지의 경로 비용이 지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는, 그래프 vertex 들의 

부분집합을 말합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 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방서가 있다. 소방차가 

5분/10분/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도시의 구역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소방서의 도달 가능 범위입니다. 

도달 가능 범위를 찾는 데 QgsGraphAnalyzer 클래스의 dijkstra()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배열의 요소들을 지정된 값과 비교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용[i]가 지정된 

값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vertex i 는 도달 가능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초과할 경우는 

바깥입니다. 

도달 가능 범위의 경계를 구하는 일은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단 경계는 도달 가능한 

vertex들의 집합이고, 상단 경계는 도달 불가능한 vertex들의 집합입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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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가능 범위의 경계는 edge 의 윈본 vertex 가 접근 가능한 vertex 이고, edge 의 대상 

vertex가 접근 불가능한 vertex인 최단경로 트리의 edge들에 기반한 경계선입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from PyQt4.QtCore import * 
from PyQt4.QtGui import * 
 
from qgis.core import * 
from qgis.gui import * 
from qgis.networkanalysis import * 
 
vl = qgis.utils.iface.mapCanvas().currentLayer() 
director = QgsLineVectorLayerDirector(vl, -1, '', '', '', 
3) 
properter = QgsDistanceArcProperter() 
director.addProperter(properter) 
crs = 
qgis.utils.iface.mapCanvas().mapRenderer().destinationCrs
() 
builder = QgsGraphBuilder(crs) 
 
pStart = QgsPoint(65.5462, 57.1509) 
delta = 
qgis.utils.iface.mapCanvas().getCoordinateTransform().map
UnitsPerPixel() * 1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True) 
rb.setColor(Qt.green) 
rb.addPoint(QgsPoint(pStart.x() - delta, pStart.y() - 
delta)) 
rb.addPoint(QgsPoint(pStart.x() + delta, pStart.y() - 
delta)) 
rb.addPoint(QgsPoint(pStart.x() + delta, pStart.y() + 
delta)) 
rb.addPoint(QgsPoint(pStart.x() - delta, pStart.y() + 
delta)) 
 
tiedPoints = director.makeGraph(builder, [pStart]) 
graph = builder.graph() 
tStart = tiedPoint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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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tart = graph.findVertex(tStart) 
 
(tree, cost) = QgsGraphAnalyzer.dijkstra(graph, idStart, 
0) 
 
upperBound = [] 
r = 2000.0 
i = 0 
while i < len(cost): 
  if cost[i] > r and tree[i] != -1: 
    outVertexId = graph.arc(tree [i]).outVertex() 
    if cost[outVertexId] < r: 
      upperBound.append(i) 
  i = i + 1 
 
for i in upperBound: 
  centerPoint = graph.vertex(i).point() 
  rb = QgsRubberBand(qgis.utils.iface.mapCanvas(), True) 
  rb.setColor(Qt.red) 
  rb.addPoint(QgsPoint(centerPoint.x() - delta, 
centerPoint.y() - delta)) 
  rb.addPoint(QgsPoint(centerPoint.x() + delta, 
centerPoint.y() - delta)) 
  rb.addPoint(QgsPoint(centerPoint.x() + delta, 
centerPoint.y() + delta)) 
  rb.addPoint(QgsPoint(centerPoint.x() - delta, 
centerPoint.y() + del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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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에 적용된 라이선스 

이 책의 내용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licence (CC BY-SA)를 따릅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y 공유 —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포맷 변경도 포함) 

y 변경 — 리믹스, 변형, 2차적 저작물의 작성 

y 영리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y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이 라이선스는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y 저작자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용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y 동일조건변경허락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 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 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y 추가제한금지 — 이용자는 이 라이선스로 허용된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나 기술적 조치를 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y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 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용의 경우에는 이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y 이 라이선스는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모든 

허락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등 다른 권리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