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 기초 강좌                              Magellan GPS-310 사용설명서 겸용   

 
MyGPS.co.kr                                         주식회사 발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4   080-425-0425  031-456-6984 

 

MyGPS.co.kr 

GPS-310으로배워보는 GPS 

 
  주식회사 발해 

031-456-6984 



GPS 기초 강좌                              Magellan GPS-310 사용설명서 겸용   

 
MyGPS.co.kr                                         주식회사 발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4   080-425-0425  031-456-6984 

1. GPS 란  
  

서언  

최근에 GPS 과속카메라경보기와 네비게이션시스템 덕분에 많은 분들이 

GPS란 용어를 생소하게 듣지 않게 된 것은 다행스러우나 많은분들이 GPS

라고 하면 과속카메라 경보기에나 사용되는것으로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 의 약어

로 미 국방성의 위성(24개)으로부터 발사되는 신호를 받아 자신의 위치를 

계산해 내는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지구상에 돌고 있는 24개의 

위성으로부터 일정주기로 신호를 받아 (수신만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전파가 

도달하는 시간차를 계산하여 자신의 위치를 환산해 내는 것 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 내려면 알고 있는 3점에서 전파의 속도와 

시간차이를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최소한 3개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하게 

전파를 수신해야 하는데, 위성이 지구에서 20,200 Km ? 20,300Km 상공에 

있는 위성으로 매약한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나 동굴, 차량 내부

등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곳에서는 수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외에서만 사

용가능한 장비 입니다. 본 입문서에는 GPS의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응용분야

에 국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GPS 의 용도 

 

GPS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을 이용

하여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자동차 네비게이션 

- 비행기나 선박의 항법장치 

- 과속카메라 카메라의 위치를 등록하여 근접시 알려주는 경보기 

- 등산등 Outdoor에서 길을 잃지않게 해주는 장치 

- 여러곳에 산재한 옥외 시설물의 위치를 관리해 주는 장치 

- 택배,콜택시등에 사용되는 차량위치 관제 시스템 

- 기타 보물찾기(Geocaching)등 레져용  

- 고정밀 시간을 이용한 통신의 동기, 시간교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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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GPS 수신기의 종류 

 

GPS수신기는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 됩니다 

 

- 지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휴대용수신기 : GPS-310, 스포트랙등 

- 지도가 내장된 휴대용수신기 : 스포트랙 맵,Garmin GPS-V 등  

- 배에서 항해용으로 사용되는 Plotter  

- 차량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 

- 단순 GPS수신기 : USB-GPS , PDA용 GPS수신기 , 블루투스 GPS수

신기 , CF 타입GPS수신기 , PDA착탈식 GPS수신기(NAVMAN) 

- GPS수신기에 과속카메라 경보기기능을 합한 특수목적의 수신기. 

 

 

이 모든 수신기는 기본적으로 GPS 수신 안테나와 위치를 계산하는 회로

가 내장되어 있으며 수신된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지도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수신기중 기능이 

가장 간단한 GPS인 GPS-310을 이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 GPS의 정확도 

 

그러면 GPS는 얼마나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려 주는것일까요. 

GPS는 통상 12채널수신기로 수신하였을 때 약5-15m 정도의 수평오차

와 약 +-30m 정도의 수직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차를 줄이려면 하늘쪽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고 한자리에서 수초 이

상 기다렸다가 좌표를 측정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위치값을 얻으려면 DGPS등 또다른 기준점으로 부터 값을 

수신해서 오차를 환산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으며 DGPS를 이용하면 3-

5M 정도로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미국방성에서 일부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GPS에는 오차를 주는 

SA(Selective Availability) 잡음을 넣어 오차가 100m 까지도 났으나 요

즘은 이 잡음을 제거하여 오차가 많이 줄어서 GPS산업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5-10 m정도의 오차를 가진다면 네비게이션, 등산, 항해등의 목적으로는 

충분하게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오차때문에 길을 잃거나 하지는 않

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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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심자가 GPS가 위성을 3개 이상 잡은 상태에서 값을 취해야 하

는데 위성수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좌표값을 취해 오차를 만들거

나 데이텀(Datum)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엉뚱하게 오차를 만드는경우

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종이지도의 대부분은 TOKYO Datum을 사용하

고 있으며, 금년(2003년) 부터 제작되는 종이지도(국립지리원발행 육지 

지도나 해도)는 모두 WGS-84 Datum을 사용하므로 지도와 매칭을 할 

때는 데이텀이 어떤것인지를 알고 매칭해야 합니다. 

 

1-4. 간단한 GPS용어 

 

GPS를 배우시기 전에 GPS에서 많이 사용되는 GPS용어에 대해 미리 알

고 활용을 하셔야 오해없이 정확한 활용을 하실 수 잇을 것 입니다 

 

- 경위도 표시방법 (Location) 

표시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도,분,초 (북위 37도 20분

59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LAT/LON 이라고 표현하며 경위도(위

경도) 좌표라고 합니다. 경위도 표시방식은 다시 37.12345 처럼 표시

하는 DEG.nnnn  표시하는 방법과 도 분.**** (37도 20.983분)으로 

표시하는방법, 도,분,초(DEG/MIN/SEC) 로 표시하는 방법등 3가지 방

법이 있습니다 

 

이는 간단하게 서로 변환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환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위 37도 20분 59초를 DEG MIN.nnnn 으로  

변환한다면 59초를 100분률로 환산해야 하므로 59/60 을 하면 

0.98333 이므로 37도 20.983333 분이 됩니다 

이를 다시 도 단위로만 표시 한다면 다시 나누기 20.983333/60을 하

여 나온값인 0.34972216을 더하면 37.34972216 도 가 됩니다. 

초심자분들 중 37 20.98 이라고 표신된 것을 37도 20분 98초라고 

표현을 하여 전혀 엉뚱한 값으로 입력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초단

위를 100분율로 표시하는 DEG/MIN/MM 방법도 있으니 (저희가 판

매하는 전국GPS길안내 지도에서 사용하는 방식) 착오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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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를 표시하는 방법중 UTM 표시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를 

일정 구역으로 나눠 기준점을 삼아 그 기준점으로 부터의 거리를 좌

표로 삼는 방법으로 경위도 표시방법의 단점인 지점에 따른 1분의 

거리오차를 줄이고( 적도지방과 극지방에서의 1분차이가 많이 납니

다) 거리환산도 쉽데 하기위한 방법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군사좌표에서 사용하는 MGRS 방식도 있습니 

다.   군사좌표인 MGRS는 데이텀이 WGS-84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데이텀이 TOKYO로 설정되어 있다면 바꾸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종이 지도에는 TM 좌표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 대표적인 3군데 원점을 정해 각 원점으로 부터의 거리를 

좌표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립지리원 지도에서 바로 좌표값을 찾을

수 있는 직교좌표계로 상당히 편리한 방식입니다. TM 좌표는 

TOKYO 데이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데이텀을 TOKYO

로 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GPS-310이나 기타 수입GPS에서는 이 좌표표시방식을 지

원하지 않으며, 국산 GPS인 네비우스GPS와 제이콤에서 생산하는 휴

대용GPS에서는 이 좌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지도와 

함께 등산을 하시는분이라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데이텀을 바꿔계산하거나 표시방법을 바꿔 표시하는등의 환산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http://www.mygps.co.kr 

 

 

- BEARING  

목적지방향을 나타내며 각도로 표시 합니다. 북쪽을 0도로 하여 현재 

진행방향을 360도로 표시 합니다. 

 

- DISTANCE 

거리를 나타냅니다. GPS를 처음 구해 설정하실 때 Miles 로 할것인지 

해리로 할것인지 KM로 할것인지를 설정하시면 화면에 환산해서 이동

거리또는 남은거리로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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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ING  

현재 이동방향을 360도포 표시한 것 입니다. BEARING은 목적지 방

향이고 HEADIN은 실제 이동방향 입니다.  

GPS를 사용하실 때는 나침반이 필수적입니다. 나침반을 보고 북쪽 

방향을 맞춰놓고 목적지 방향과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시면 목적지를 

찾아가시는데 용이할 것 입니다 

 

- SPEED 

속도입니다. 속도는 현재 이동속도, 평균이동속도가 있습니다  

 

 

- LMK , WP (Land Mark , Way Point , 지점) 

Land Mark 나 WayPoint 는 같은 용어로 지점을 의미 합니다 

 

- ROUTE (경로) 

경로를 의미하는 말로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ROUTE에는 여러 개의 Way 

Point(Land Mark)가 있을 수 있으며 중간 지점과 지점사이의 루트를  

GPS-310 사용설명서에서는 LEG라고 표현 합니다.  

    

- TRACK (궤적) 

경로와 궤적의 차이는 경로는 임의로 만들은 가상의 경로이고 

TRACK(궤적)은 실제로 이동한 흔적입니다. 즉, 궤적을 ON 하여 놓

고 산행을 하면 이동한 길을 따라 점이 찍혀 이동한 방향을 알 수 있

으며 문제가 발행했을 때 역으로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GPS-310은 그래픽화면이 아니라 궤적기능이 없습니다  

   

- XTE (Cross track Error) 

번역을 하기는 어렵지만 경로이탈이라고 표현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향할 때 두 지점사이를 직선으로 그어 그 직선

상에서 좌,우측으로 얼마나 벗어나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바다에서 사용하면 유용하겠지만 길이 정해져 있는 산에서

는 참고로 보면 좋습니다.  

 

- Elevation  

해발 고도를 의미하며 실제 고도와는 30여m 까지 오차가 나므로 등



GPS 기초 강좌                              Magellan GPS-310 사용설명서 겸용   

 
MyGPS.co.kr                                         주식회사 발해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4   080-425-0425  031-456-6984 

고선을 보고 판단할 정도의 정밀도가 아닙니다.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Magnetic North (자북) 

나침반으로 활용해서 북쪽을 판단할 때 세팅하는 방식으로 진북과는 

차이가 납니다.  GPS를 활용할 때는 자북으로 설정하여 나침반과 함

께 사용하시면 방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GPS 안테나의 종류 

 

휴대용 GPS의 안테나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A . FLAT-Patch Microstrip  

 

납작한 형태의 안테나로 지상가까운쪽의 위성신호를 잘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패치형 안테나로 대표적인 제품이 Garmin 의 

이트랙스시리즈 와 네비우스 GPS, 대부분의 차량용 GPS에 사용되는 

패치형안테나 이며 이런 종류의 수신기는 세우는 것 보다는 바닥에 

수평하게 놓아야 수신율이 좋아집니다. 

 

 

 

GPS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신호레벨을 비교하면서 방향을 조절해 보시

면 어떤 방향으로 하였을 때 수신을 잘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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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Quadrifilar Helix Antenna  

 

 

이 안테나는 코일과 같은 형태의 안테나로 안테나를 세웠을 때 수신

을 잘 하며, 그림과 같이 바로 머리위에 있는 위성은 수신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의 안테나를 가진 대표적인 수신기는 마젤란의 

GPS-310 , 스포트랙과 Garmin 사의 GPS-V 등 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안테나를 가진 GPS는 수평으로 눕히는 것 보다는 수직

으로 세우거나 45도 정도로 기울일 때 수신을 잘 하므로 등산을 할 때 베낭

끈 같은곳에 메달아 놓거나 상의 주머니에 넣어도 수신이 비교적 잘되는 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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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S 활용  
 
본 장에서는 실제로 GP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제에서 사용하는 GPS는 GPS-310(Magellan) 이나 Garmin E-trex, 

Navius GPS등 대부분의GPS도 사용방법이 거의 비슷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 

 

 

2-1 . 설정 

 

GPS를 처음 받으면 설정을 꼭 해야 하며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차

가 발생하거나 이상한값으로 표시되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바테리 장착  

 

바테리는 좌측 그림처럼  삽입하는데, 반드시 표시

된 극성을 보고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링있는쪽

이 모두 ?가 아니라 한쪽은 + , 한쪽은 ? 입니다. 

본 GPS는 방수기능이 있어서 장착 후 고정볼트를 

충분히 돌려 고정하여야 물에 빠뜨려도 물이 들어가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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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젤란 GPS -310의 KEY 설명 설명  

 

 

GPS ?310은 위와 같은 키가 있으며 각 키에 대한 설명은 위 그림과 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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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310 에서 설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눌러야 합니다. 

설정을 하시려면 Menu Key를 눌러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 PRESS ENT TO CHANGE    

COORD SYS : 좌표표시방법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LAT LON (경위도 ) -> UTM 등에서  LAT LON 으로 선택 

 
 

LAT LON : 경위도 표시방법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DEGMINSEC(도분초) -> DEGMIN(도, 분) 

DEGMINSEC (보분초)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MAP DATUM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WGS-84 -> Tokyo ….  

WGS-84 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TOKYO 로 선택하실 수 있

습니다 

 
 

UNITS (단위)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KM ? KPH (거리 Km / 속도 Km/h) -> Mi-MPH(Mile, Mile/h)  

KM ? KPH 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 에서 사용하신다면 (NM ?NTS)로 하시는것도 좋습니다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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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시각)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24 HOUR -> 12 HOUR -> UT 

원하는 시간표시방식으로 선택   

 

SET (현재시각)  

위아래 화살표를 이용하여 현재 한국시각 입력. 

이 과정이 되지 않으면 GPS 가 현재 위치를 잡는데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

릴 수 있습니다.(그 이유는 지역과 시각이 맞아야 위성의 위치를 빨리 찾습

니다) 

 
 

NORTH REF(도북,진북 선택)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MAGNETIC ->TRUE  

MAGNETIC으로 하시는 것이 나침반과 함께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REGION(지역)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EAST ASIA   

외국에 나가신다면 이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COUNTRY(국가)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KOREA 

외국에 나가신다면 이부분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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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VATION (고도)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000076M 

이 값은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TIME (시각)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12:50  

이 값은 핸드폰을 보시고 정확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DEMO (데모)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OFF  

평상시에 OFF를 해 놓아야 합니다. 데모가 ON 되어 있으면 GPS가 혼자 작

동되므로 조심해 야 합니다. 이 기능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 입니다 

 
 

CONTRAST  (밝기)  

위아래 화살표로 원하는 내용 선택 

 00000000 

화면을 보면서 좌우 화살표로 밝기를 조절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본적인 설정을 하셨다면 야외에 나가셔서 최초에는 약 10분 정도 있

으면 수신이 되고, 화면 우측 하단에 TRACKING 이란 메시지가 보이면서 

현재의 좌표값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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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PS-310 화면 설명 

 

GPS –301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되어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

지고 있습니다 

 
표준 화면 : 이 화면은 현재 지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표준화면이며 위성숫자, 

좌표값, 정상수신여부, 방위표시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LATITUDE / LONGOITUDE 는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며 사용자의 설정애 

따라 도분초로 보여질수도 있고 하면처럼 도단위로만 나타낼수도 있습니다 

아래 둥근 원 바깥에 위성이 나타나 있는데 검정색 위성이 수신하여 사용중

이 위성이며 직선이 각 위성을 지시하면 가운데 숫자로 내 위치로부터 위성

의 방향을 각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방향을 나타내는 아이콘과 채택된 위성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

습니다. 

화면에 TRACKING 이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그 값을 믿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GPS-310의 화면은 그래픽화면이 아닌 액정시계처럼 세그먼트

(Segment)가 고정된 화면이므로 표현방법이 그리 다양하지는 않지만 GPS로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정보는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위,위치, 고도,이동속

도,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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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면은 목적지가 설정된 NAVIGATION 화면으로 이전 화면에서 NAV 키

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는 아주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 목적지명 : 입력된 LANDMARK(WAY POINT)에서 선택한 목적지명 

- BEARING(목적지방향) : 현재 진행하는 방향에서 목적지까지의 각도 

- HEADING(이동방향)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 각도  

- 목적지표시 아이콘: 방위에서 목적지가 있는 방향의 그림표시 

- 목적지방향표시 : 목적지가 있는 방향의 화살표시 

- 목적지까지 남은거리 : 현재위치에서 목적지 까지 남은 거리  

- 이동속도 : 현재 이동하고 있는 속도  

- 방위(북쪽) 표시 :  자북으로 설정한 경우 나침반의 북쪽으로 나침반 

방향과 등치했을 때 방향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 이동해야할 각도 : 현재 이동방향과 실제 이동방향과의 차이 22도란 

의미는 좌으로 22도 방향으로 가야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56 – 34 = 

22   , Turn 22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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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이전 화면에서 NAV 키를 한번 더 눌러서 나오는 네비게이션 화

면이며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는 경우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 나타나는 정보는 이전 그림에서 보여진 정보외에 다음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ime To Go(TTG) : 현재 이동속도로 계속 갈 경우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 (32 분) 

- XTE(Cross track Error) : 경로 이탈방향과 거리 R0.38Km (우측으로 

380m 오차) 

이동중엔 위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목적지 방향을 보면서 가면 목적지에 도

달할 수 있으며, 정지 했을 때는 GPS는 점(点) 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나침

반을 이용해서 GPS의 북쪽 방향과 나침반 북쪽을 일치시키면 목적지 방향 

화살표와 거리를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첨언 : GPS만 달랑 들고 산행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침반과 지

도가 함께 있어야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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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간단하게 현재 좌표 읽기 

 

지하수를 개발한 후 좌표값만 기록하시는분들이나 현재위치의 좌표만을 확

인하시고 싶으신분들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PWR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손에 들고 잡시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 우측에 TRACKING 이라고  표시되면서 현재 좌

표가 나타납니다. 이때 위성의 상태를 보셔서 검정색으로 표

시된 위성의 숫자가 4개 이상되어야 신뢰할만한 좌표 가 됩

니다.  

표시된 좌표를 적으시거나 MARK 키를 눌러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2-3.  현재 위치 저장하기 

 

현재 위치를 저장하려면 [MARK] 키를 눌러 위치를 저장하게 됩니다. 

현재위치를 저장하는 목적은 차량주차 위치를 저장하거나 나중에 회항하기 

위해 출발한 선착장을 기록하는등의 목적과 임의의 좌표값을 입력하여 목적

지로 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화면에서나 [MARK] 키를 눌러 위치 저장화면을 불러내어 지점명을 

수정하여 저장합니다. 참고로 GPS-310은 99개의 LANDMARK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좌측 화면에서 깜박이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확인하여 LM01 

이라는 글을 예를 들어 차량주차위치라면 CAR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ENTER]를 치고 (주의: GPS-310은 영문숫자 합해서 

4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표값을 그대로 저장할 경우 [ENTER를 2번] 눌러 저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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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저장된 지점(LAND MARK/WAY POINT)을 찾아 목적지로 삼기 

 

앞서 2-3에서 저장한 CAR란 지점을 목적지로 삼아 주차된 차를 찾아간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적지를 찾습니다 

 

[GOTO] 키를 누릅니다 

 

 

 좌측그림처럼 화면 상단에 지점이름이 나오고 위 

아래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목적지명이 나오면 

[ENTER] 를 누르는것으로 목적지 설정이 끝납니다 

이제 화면을 다시 보시면 맨 상단에 목적지 명이 나

오고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목적지까지의 거리, 목

적지 아이콘등이 나타날 것 입니다 

이제 NAV 키를 눌러 원하는 화면을 보면서 목적지

를 찾아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 지점 수정, 삭제 하기 

저장된 지점의 값을 수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MENU] 를 눌러 ‘ 
LMKS  PRESS ENT TO VIEW 가 나오면 ENTER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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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화면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PRESS ENT TO EDIT  이라고 나오면 

이때 ENTER를 눌러 지점명과 값을 수정합니다 

 

지점을 삭제하려면 다시 아래 화살표를 눌러 PRESS ENT TO DELETE 가 

나올 때 ENTER를 눌러 다시 YES 에 놓고 ENTER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

다 

 

2-5. 원하는 좌표를 입력해서 목적지로 삼기 

 

어떤 알고 있는 좌표를 입력해서 그 좌표를 목적지로 삼아 산행을 하는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2-4항목의 현재지점을 저장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Mark 키를 눌러 현재지점을 저장할 때 그냥 저장을 할 것이 아니

라 좌표값과 지점명을  수정해서 저장을 하시고 저장 후 [GOTO]에서 그 

지점을 찾아 목적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MARK]  

지점명 수정 (상하좌우 화살표와 ENTER키로 ) 

위도 좌표값 수정 [ENTER] , 경도좌표값 수정 [ENTER] 

 

[GOTO]  

좌우화살표로 원하는 지점(LMK)을 찾는다 

[ENTER] 를 눌러 목적지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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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적지를 취소하기 

 

목적지를 정해 이동을 하다 목적지가 바뀌거나 더 이상 목적지를 정해놓

고 이동할 필요가 없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GPS-310은 다소 무식한 방법으로 목적지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전

원을 끄는 것 입니다.   즉, 전원을 끄면 목적지도 취소가 되고 경로 목적지

로 삼은 경우도 경로가 취소 됩니다. 

경로나 목적지를 다시 목적지로 삼고 싶은 경우는 다시 설정을 해야 합니다 

 

 

2-7. 경로 작성하기 (CREATING ROUTE) 

 

예를 들어 관악산 산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 지점을 저장한 후 지점1 

– 지점2 – 지점3 … 지점 10 을 정해 경로로 정해 산행을 한다고 한다면 미

리 각 지점들을 순서대로 입력해서 경로로 작성해서 산행을 하면 중간 중간 

목적지를 계속 바꿀 필요없이 경로를 목적지를 하여 산행을 하면 자동으로 

길안내를 해 주게 됩니다 

 

경로에 사용되는 각 지점과 지점사이를  LEG 라고 합니다 

 

 

 

경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키를 계속 눌러  ROUTE PRESS ENT TO 

CREAT 가 나오게 하여 ENTER 를 치면 좌측 그림처럼 처

음 시작하는 지점을 선택하게 됩니다 

좌측그림에서 좌우 촤살표를 눌러 시작점을 선택하고 

[ENTER]를 치면  두번째 지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

다 다음 두번째 지점을 선택한 후 3번째 지점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경로를 작성하여 맨 끝에 END ROUTE 가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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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경로 작성을 마칩니다 

 

모든 경로 작성이 끝나면 이렇게 작성된 경로를 찾아 경

로를 목적지로 삼아 이동하시면 자동으로 길 안내가 되도

록 되어 있습니다 

 

 

 

 

 

 

 

2-8. 경로를 따라 가기 

 

MENU KEY를 눌러 ROUTE  PRESS TO VIEW 라고 표시된 화면에서 

ENTER 키를 눌러 ROUTE 화면이 나오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 ROUTE 

ENT TO ACTIVE 화면에서 ENTER를 눌러 경로를 작동 시키시면 됩니다 

이제 NAV 키를 눌러 NAV 화면에 놓고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LEG1        LEG2       LEG3        LEG4 

LM01 ---->  LM02 ----> LM03 ----> LM04--- -> LM05 로 이동을 

한다면 LM01에서 LM02로 이동하여 LM02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목적지가 

LM03으로 바뀌면서 LM03을 안내하고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LM05로 안내

를 하게 됩니다 

 

GPS-310에는 지점이 99개 경로는 1개밖에 저장이 안되며 1개의 경로에는 

10개의 LEG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항을 잘 아시

고 활용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스포트랙의 경우는 20개의 Route와 500개의 

Waypoint , 2,000개의 track-point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기능

의 제품을 원하시면 스포트랙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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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경로 취소하기 

 

도중에 다른경로로 이동을 하거나 하여 설정된 경로를 취소하고 개별 목적

지를 입력하여 사용할 경우 경로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MENU]  

ROUTE 

PRESS ENT TO VIEW  [ENTER] 

위 아래 화살표를 눌러 ENT TO DEACTIVATE 가 나오면 [ENTER] 를 

누릅니다. 

 

2-10. 경로를 역으로 사용하기 

 

A 에서 B 지점으로 경로를 작성하여 A -> B 로 이동한 후 귀환하기 위해  

B -> A 로 이동할 경우 다시 경로를 작성하지 않고 이미 작성된 경로를 역

으로 사용하면 편리 합니다  GPS –310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ENU]  

ROUTE  

PRESS ENT TO VIEW  [ENTER] 

위 아래 화살표를 눌러  

PRESS ENT TO REVERSE 가 나오면 [ENTER] 를 누릅니다. 

그러면 LM01 -> LM02- > LM03 으로 작성된 경로가 LM03- > LM02 

-> LM01 로 작용을 하여 역으로 코스를 안내 해 주게 됩니다 

 

2-11. 작성된 경로를 삭제하기 

 

작성된 경로 전체를 지우고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 경로를 지울 수 있

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ENU]  

ROUTE  

PRESS ENT TO DELETE  [ENTER] 

YES 에 놓고 [ENTER] 를 누르면 작성된 경로가 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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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기타기능 

 

- 시간,날자 보기 : 사용중 현재 시간을 보고싶은경우 [MENU] 키를 여

러 번 누르다 보면 TIME 이란 표시와 함께 정확한 현재 시각과 날자

가 표시됩니다 

- 고도 보기  : [MENU]키를 누르다 보면 ELEVATION 이란 표시와 

함께 고도가 표시됩니다. 이때 좌표가 FEET 등 원하는 단위가 아니

면 설정에서 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 바테리 잔량 : [MENU]키를 여러 번 누르면 바테리 잔량이 표시됩니

다 

 
 

배터리가 다된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OFF 되며 전원이 꺼진다고 저장한 

지점이나 경로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네비우스 GPS는 PDA TYPE이라 완전히 방전이 되면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부족하면 백업을 하셔야 합

니다.) 

 

- ODO METER 리세트 :  ODO METER는 자동차의 누적거리계처럼 

GPS를 작동시키며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며 산행을 하기전에 산 아

래에서 리셋을 시켜야 나중에 전체 이동거리를 알 수 있으므로 리셋

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리셋을 시키는 방법은 MENU를 눌러 

ODOMETER라고 표시된 화면에서 ENTER를 치면 RESET 

ODOMETER ? NO / YES 라고 표시되며 YES에 놓고 ENTER를 치면 

000000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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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표시방법 변경 

필요에 따라 도,분,초로 표시되던 표시방법을 도,분으로만 표시하여야 하

거나 도단위로만 표시해 야 

 

 

3. 외부와의 Interface  
 

GPS-310은 외부 포트를 통해 PC나 PDA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와 접속해서 노트북 네비게이션으로 활용하거나 PDA와 접속

해서 차량 네비게이션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통해 RS-232C 형태로 통신을 

하며 통신속도는 4800bps 로 고정되어 있으면 NMEA-0183으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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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GPS-310과 Palm VX PDA를 이용하여 만든 등산용 네비게이션 

세트 입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등산지도를 넣은 PDA를 들고 산행을 

할 수 있으며 중간 중간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지도상에서 원

하는지점을 찍으면 그 지점의 좌표를 바로 알 수 있어서 GPS와 함께 가지

고 산행을 하시면 매우편리 합니다.  

 

PDA용 전자지도 소프트웨어의 경우 WIN Ce 용은 Ozi-Explorer 라는 소프

트웨어가 유명하고 Palm O.S 용은 Path Away 란 소프트웨어가 유명합니다. 

이 두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이 두 소프트웨어는 종이지도를 스캔하여 지도상의 아는점 두곳또는 4곳의  

좌표를 입력하면 비율로 환산하여 나머지 지점의 좌표가 맞춰지도록 한 것 

입니다. 휴대용 GPS를 이미 가지고 계신분들이라면 PDA를 하나 구입하셔

서 산행을 할 때 종이지도 대신에 전자지도를 가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좌측이 Compaq PDA에 넣은 OziExplorer 이며 우측이 

Palm Vx 기종에 넣은 Pathaway 입니다 

비싼 GPS를 구하실 필요없이 더 편리한 PDA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보시기

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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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컴퓨터와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네비게이션 소

프트웨어는 이지가이더가 좋으며, 전자지도는 ALMAP이 우수합니다. 

이지가이더는 목적지를 설정하면 음성으로 가는길을 안내 해 주는 네비게이

션이며 알맵은 음성으로 길안내을 해 주지는않지만 정밀급 지도로서 지번까

지 표시가 되어 아주 유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옵션으로 판매하는 연결케이블을 구하셔서 노트북이나 pda에 접속하여 네비

게이션으로 활용하시면 저렴한 GPS도 아주 훌륭한 장비로 탈바꿈 할 수 있

습니다 

 

 

등산을 하실 때는 GPS와 나침반, 지도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경우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지도와 나침반만 있어도 어느정도 길을 찾을 수 있지만 GPS만 가지고 산에 

오르신다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지도상에 어디쯤 위치하는지를 알아야 목표지점까지의 방향과 거리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지도 대신에 PDA에 지도를 넣어가신다면 

더욱 편리할 것 입니다. 

좌표값도 나오고, GPS와 연결하면 현 위치와 방향이 지도상에 표시되기 때

문에 매우 편리할 것 입니다. 주의할 점은 지도를 맵 매칭한 후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케리브레이션이 잘못된 지도를 믿고 가셨다가는 낭패

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을 해 보는 방법은 도로상의 갈림길이나 교

차로등의 좌표를 알맵과 같은 전자지도에서 찾아 비교해 보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