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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활용강좌  고급편  

GPS로 측정한 값을 캐드 도면상에 표시해 봅시다. 

작성자 : 주식회사 발해   이 경봉  webmaster@mygps.co.kr 

 

우선 저는 Auto Cad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초보자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캐드 사

용법은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방법으로만 적용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잘 활용 하시면 관공서의 시설물(지하수 관정위치, 각종 측정점, 묘지등)을 효율

적으로 관리 할 수 있고, 산행한 트랙을 도면상에 정확하게 표시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방법은 DXF 로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 GTM PRO 만 적용 되며, 공개버젼인 

GPS TrackMaker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GTM PRO 에서 트랙과 지점자료를 불러 옵니다 

아래 그림은 GTM PRO에서 산행한 자료를 불러 온 것 입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여 필요한 자료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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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d 도면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위한 작업중 첫 단계로 User 

Grid / TM 으로 아래 그림처럼 좌표 표시방식을 바꾸어 줍니다. 

Rectangular Grids 로 선택합니다. (설정메뉴) 

 

 
 

3. 다음  아래 그림처럼 User Grid의 상세 내역을 기록합니다. 

 

Longitude Origin 은 사용하는 원점 (사용설명서 TM 설명부 참조) 에 따라 

125.00289 ,127.00289 , 129.00289로 설정 (좀더 정확하게 하시려면 앞 그림의 좌표

표시방법을 도/분/초 로 놓고 125 0’ 10.040 “ 처럼 표시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식은 Tokyo Datum에서의 10.040 값을 보정하기 위한 설정이고, 만약 수치지형도

가 최신 것으로 GRS-80 을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그냥 125.00000 127.0000 

129.0000 으로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False Easting 00200000 으로 설정합니다. 

False Northing은 아래 그림처럼 –3707077.7로설정 합니다. 

이 값은 북위 38도에서 적도(0도) 까지의 거리에서 원점값인 500,000 을 뺀 값입니다. 

그리고 Scale 은 1.0으로 입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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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지도의 Map Datum을 Tokyo 또는 WGS-84로 설정합니다. 지도의 데이텀은 

구입하신 수치지도에 따라 다르므로 만약 오차가 약 400m 정도 난다면 데이텀이 

잘못된 것 이므로 이 과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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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자료를 DXF 화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 -> 새이름으로 저장 에서 파일 형식을 Autocad DXF Files로 선택하여 화일이름

을 주고 저장합니다. 

 

 

6. 저장할 때 아래와 같이 Rectangulae -> User Grid 로 선택하기고 Cad화면에 표시

할 글자의 크기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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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장을 한 후 저장한 화일을 읽어오면 현재 표시된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View->Zoom -> All 로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아래 그림은 AutoCad2000 에서 불러온 궤적과 지점자료 입니다. 

 

8. 그 다음 정보를 삽입할 수치지도를 불러와서 아까 작성한 자료가 정확한 위치에 삽

입되게 하기 위해 지도 테두리의 좌측 하단의 좌표값을 읽습니다.  (캐드사용방법이 

미숙해서 이렇게 하

였습니다)  

마우스를 지도 좌하

단에 위치하면 화면 

하단에 

199743.5134,43341

2.7386 ,0.000 처럼 

X,,Y,Z 값이 보이는

데 소수점은 의미가 

없으므로 

199744,433343 값

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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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까 읽은 좌하단값을 Line 명령어를 입력하여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10. 그 다음 선을 하나 그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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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마우스로 전체 선택을 하여 Control-C 를 눌러 크립보드에 복사해 둡니다. 

 

 

 

 

 

 

 

 

 

 

 

 

11.  지도 원도 화면에서 Control –V 를 눌러 붙여넣기를 한 후 붙이는 지점을 마우스로 

움직여 가며,지도 테두리 좌하단과 아까 그린 직선의 좌측끝점을 일치하여 놓고 

Enter를 칩니다. 만약, 원하는 위치까지 가지 않으면 Zoom->Extened 를 하여 좀

더 넓게 해 놓고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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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제 아까 만들어진 자료가 한장의 도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 두께나 색상은 사용자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위에 큰 글씨로 MaeBong 이라고 쓰인 것은 글자 크기를 75로 해 놓고 저장해서 

그런 것 입니다.  

 

 

GIS의 전문가 분들은 ArcView등 좋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주식회사 발해  031-455-5185 / 031-456-6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