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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GPS Track Maker 사용법  

 
Track Maker 소개 

 

Track Maker는 GPS 를 사용하시는분들이 PC에서 지도를 캐리브레이션 하여 원하

는 지도를 만들 수 있고, Magellan 이나 Garmin 등 유명 GPS로부터 지점, 경로, 

궤적등의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할 수 있으며 PC상에서 지점을 생성하거

나 경로를 작성하여 트래킹에 활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 입니다.(기능이 추

가된 유료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Oziexplorer , 후가위등처럼 유료가 아니라 다소 부족한점이 있으나, 그런 유료 프

로그램에서 가능한 대부분 일을(맵매칭 , GPS와의 통신, 지점, 경로 작성, 업로드 

다운로드) 처리할 수 있는 훌륭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자세한 설명서는 시간이 오

래 소요되여 기본설명만 하고 나머지는 사용자분들이 좀더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gpstm.com/) 에서 다운로드 하여 설치하시

면 됩니다.  

 

2. 기본 설정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 설정은 Tools -> Option -> coordinate 에서 설정합니다 

 

- General : Com Port 는 PC와 GPS 연결하는 포트 보통 COM1  

- Units :  

Length(길이) : m  , Altitude(고도) : m , Time(시간): 9h (GMT +9) 

로 하시면 됩니다. 

- Coordinate(좌표계) : DDD/MM/SS 도/분/초 방식으로 설정 

- Datum : WGS-84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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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맵매칭 방법(Calibration) 

 

맵 매칭이란 종이지도나 인터넷을 통해 구한 지도를 JPG 나 GIF 또는 BMP 파

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상에서 두 지점을 정해 좌표를 입력하면 나머지 지점도 

모두 좌표값이 맞아 들어가는 점을 이용하는것으로 Calibration 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맵매칭을 하게 되므로 지도를 스캔하

고나서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야 합니다. 즉, 기울게 된 지도를 캐리브래이션 

하면 오차가 발생하므로 수직,수평을 잘 맞춰서 2지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다음페이지그림처럼 격자그리드가 나타나며, 백지지도 

상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좋으나 지도를 스캔해서 지도상에서 작업하시면 

편리하므로 맵매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ols -> Insert Map Image 를 실행하여 스캔한 지도를 꺼내 옵니다. 

맵 매칭하는 방법은 좌상단,우하단점의 좌표를 입력해서 매칭하는방법이 있으

며 , 임의의 두 지점의 좌표값을 알아 매칭하는 방법이 있으나 좌상단, 우하단

의 좌표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임의의 두지점의 좌표를 입력해서 매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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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겠습니다. 

 

** 임의의 알고있는 두지점 입력하기 

 

일단 지형도에서 어느점의 좌표를 입력하는 것이 오차가 없고 유리한가를 보고 

입력할 지접을 선택합니다. 

??가능하면 좌상단, 우하단에 가까운 지점을 선택 

??두 지점은 멀수록 유리합니다. 

??오차가 적은 교차로 같은곳을 선택하거나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좌

표 교차점을 이용합니다. 

 

 

위 그림은 1:25,000  청계산 지도이며 좌상단에 가까운점으로 선바위 근처 3거

리부근의 갈림길을 WAY1 로 입력할 예정입니다. 

이 부근의 지도를 알맵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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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선암사거리의 우측 십자표시의 좌표를 알맵에서 보면 북위 37도 27분 9.81

초 동경 127도 0분 7.52초(WGS-84 Datum) 이므로 이 지점을 WAY1 으로 기

록을 하고 좌하단도(정신문화연구원 앞 삼거리) 동일한 방법으로 한점을 정해 

WAY2 로 입력을 해 놓습니다. 이 좌표는 나중에 맵매칭을 할 때 찾아서 사용

하기 위한 좌표 입니다 

 

일단 연필툴(Pencel Tool)을 이용해서 위 십자표시 지점을 찍어 좌표값을 입력

합니다.  이 때 Longitude 는 경도값을 Latitude는 북위 값을 입력합니다. 한국

은 동경과 북위 이므로 그대로 입력하면 되며 서경이나 남위는 – 를 앞에 넣습

니다 

 

입력하는 방식은 Tools -> Option -> coordinate 에서 정한대로 

DEG/MIN/SEC 로 하였으면 126 15’ 13.68” 의 형식으로 입력하여 좌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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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1 , WAY2로 아는 두점값을 기록합니다.  

 

 

 

 
 

위 그림은 WAY2를 정신문화연구원 앞 삼거리를 입력한 화면입니다 

 

**  주의 : 아래 화면처럼 미리 입력한 지점을 입력해야 캐리브래이션이 됩니다. 

직접 좌표를 입력하면 엉뚱한 값이 기록되더군요.. 기록하기 전에 반드시 위도,

경도값이 타당한값인지 (입력한 값과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그림참조) 

 

국립지리원의 등산지도의 경우 기준선에 표시되어 있는 좌표값은 TOKYO 

Datum이므로 알맵의 WGS-84 데이텀과는 다르므로 인터넷에서 TOKYO 

Datum을 WGS-84로 변환하여 입력하여야 오차가 없습니다. 그대로 입력 할 

경우 300-400m 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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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bration 하기 

이렇게 두 지점을 입력하신다음 Map Adjust Tool  을 눌러 아까 좌상단부

근의 선바위사거리 부근점을 찾아 좌측마우스를 누릅니다 

 
이 때 화면에서 아까 입력한 WAYPOINT1을 찾아 선택하여 OK를 누르고 동일

한 방법으로 우하단부근의 정신문화연구소 입구를 찾아 WAYPOINT2를 선택하

면 캐리브레이션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캐리브레이션이 되었으면 반드시 확인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화면상단 메뉴에서 >> 표시(Show coordinate)를 눌러 좌표가 

나오도록 하여 어떤 점의 좌표를 확인한 후 알맵에서 그 좌표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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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맵매칭을 하였으니 GPS에서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agellan GPS 뿐 아니라 Garmin 이나 Lowrence등 여러회사의 

PGS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GPS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GPS에서 Setup -> NMEA -> OFF 로 

설정하셔야 하고 Setup -> BAUD RATE 를 4800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

다   화면과 같이 GPS를 선택하여 메뉴가 떳을 때 먼저 Get id를 눌러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Get ID로 통신이 확인 되면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 됩니다  

** 참고 : NMEA 를 V2.1 로 하시면 GPS에서는 계속 현재 좌표값을 내보내는 

Stream Mode로 되어 명령어에 의한 통신이 되지 않고 네비게이션용으로 사용

하게 됩니다.   (즉, PDA와 연결하여 계속 현재위치를 보고싶거나 노트북과 연

결하여 이지가이더나 알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는 NMEA를 ON 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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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Send To GPS(GPS로 전송)  나 Request From GPS(GPS로부터 받기) 를 

눌러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시고  ALL 을 누르면 전송이 되는데, WAY 

POINT(지점) 정보만 받거나 보내려면 WAY POINT 를 누르면 전송이 됩니다 

 

박스 상단의 Available Ports 에는 연결된 통신포트가 나오는데, 저는  COM 2

를 사용하고 있어 2 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은 GPS로부터 Log Track 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트랙데이터를 다 받으

면 아래 그림처럼 지도상에 트랙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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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트랙은 실제 산행을 한 궤적을 이 프로그램상에 띄워 본 것 입니다. 이 산행 자

료는 http://café.daum.net/GPSGIS 자료실에서 가져온 자료이며,G7toWin 에서 사

요할 수 있는 형식인데 GPS TrackMaker와는 호환이 되지 않아 GPS로 Upload한 

다음 다시 다운로드한 것 입니다 

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거쳐 캐리브레이션한 지도는 상당히 정확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7toWin 이란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GPS를 지원할 뿐 아니라 여러가지 포맷의 데

이터를 지원하는 무상 프로그램이므로 이 TrackMaker와 함께 알아두시면 GPS를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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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로 작성 해보기 

 

지점을 넣는 방법, 맵매칭하는 방법, GPS와 통신하는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을 했으며, 이제 지도상에서 경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란 여러 개의 지점을 연결하여 순서대로 트래킹을 할 때 사용되는 지점의  

집합체로 실제 트래킹을 하면서 자동저장된 궤적(Track) 괴 구별됩니다. 

 

 

Route를 작성하는 방법은 우선 지점(WAY POINT)를 순서대로 만들어 놓고 위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연필아이콘을 누르고 그 옆에 있는 Sanp 아이콘을 누

른다음 아까 만들어 놓은 지점에서 Shit 키를 누른채 좌측마우스를 누르면서 

드래그(drag)하면서 다음지점(WAY POINT)까지 이동하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

하면 간단하게 경로가 작성됩니다.   궤벅을 만들 때는 WAY POINT 를 만들지

않고 그냥 지도상에서 시프트를 누른채로 마우스 좌측버튼을 누르면서 드래그

를하면 궤적을 작성할 수 있으나 루트(경로)는 반드시 먼저 지점(WAY POINT 

/LAND MARK)를 만든 후 지점과 지점을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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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한 경로, 지점은 Interface 메뉴에서 GP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아까 작성한 경로와 지점등을 GPS로 전송하기 위한 화면으로 

Product ID 를 누른 직후에 나타나는화면입니다 

이제 Send To GPS를 누르고 ALL 을 누르면 화면상에 있는 지점과 경로, 궤적

이 GPS로 전달 되게 됩니다. 

마젤란 스포트랙의 경우 루트명은 첫번째 지점과 마지막지점면이 이름으로 등

록됩니다.  예) WAY4… WAY8  

이제 GPS에서 RUTE 를 선택해서 ACTIVE로 해 놓으면 순서대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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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유용한 기능들 

 

 

GPS로 부터 실제 트래킹에 사용된 궤적을 다운로드 하면 위 사진처럼 거리대 고도

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보시려면 Menu의 View -> 

altitude profile 을 누르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반드시 Snap 을 ON 하여 

마우스로 궤적전체를 선택하여야 보실 수 있습니다 

 

** Real Time navigation 기능  

 

이 기능은 NoteBook 에 지도를 몇장 스캔해 놓고 GPS를 RS-232C Port 에 연결

한 후 Interface -> NMEA0183 을 설정 해놓으면 아래 사진처럼 멋진 네비게이션

화면이 나타나며 차량을 이동할 때 계기판에 속도, 고도, 방향이 나타나며 지도상에 

진행위치가 나타납니다 

차량에서 사용하기 간편하게 Zoom in / Zoom Out 등을 F2 F3 키로 사용하며 편리

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가의 네비게이션 장비를 구입하지 않더라도 노트북만 있으면 충분히 원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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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찾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바다에서도 유용할 것 같으며, 사막 같은곳을 달릴 

때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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