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S 강좌                                                       최고급편  
                GPS에 벡터지도를 만들어 넣어봅시다  
 

주식회사 발해                                            http://www.MyGPS.co.kr 

 

GPS 강좌 : 최고급편 

GPS에 지도를 넣어 봅니다. 

작성자 이 경봉 webmaster@mygps.co.kr 

 

서론  

 

GPS를 사기만 하면 화면에 카 네비게이션처럼 지도가 나타나고 등산로를 안내 해 주시는것

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카네비게이션은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앞다투어 도로지도를 개발하고, 네비게

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만 산악용지도의 경우는 등고선을 포함할 경우 도로지도 보다 

훨씬더 복잡하고 용량이 커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하기도 어렵고 개발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 현실적으로 제작, 판매하기 여러운 실정입니다. 

 

지도를 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 국립공원,도립공원 위주로 지도를 만

들어야 하는데 이런 산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 지도의  쓰임

세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동네 뒷산 같은곳이나 대간,정맥구간등의 산에 

관한 정보는 결국 개인이 제작하여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으므로 이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좌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방법은 GPS Maker(Magellan) 에서 공개한 정상적인 방법이 아

니므로 제조사에 문의하시거나 판매사에 문의하셔도 답을 해 주지 않을 것 이며, 본 방법에 

의해 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하다 잘못된 경우도 무상 AS 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

니다.  본 방법은 인터넷상의 그룹에서 일종의 해킹과정을 통해 밝혀진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지면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

여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함을 너그럽게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회사 (Garmin) GPS 

사용자분들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시면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분들이 가민 매핑용 GPS에도 지도를 넣어 사용하시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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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할 사항들. 

 

본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지식(先知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먼저 초급, 중급코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보시고 강좌를 보셔야 합니다. 본 강좌

에서는 이런 방법을 모두 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지도 매칭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Map Matching) 

- GPS Track Maker Pro , Ozi Explorer 정품 에 대한 사용법중 트랙 제작법과 Shp 

파일로 내보내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C를 이용해서 GPS와 데이터 통신하는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 제작에 앞서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들. 

 

- 종류별 Layer (레이어) : 레이어는 예를 들면 투명한 종이 위에 도로를 1장에 그리

고, 강과 호수를 다른 종이에 그리고, 또, 등고선을 또 한장의 종이에 그려놓고 세

장을 겹쳐놓고 보면 1장의 완성된 지도가 될 때 각각의 종이를 레이어 라고 합니다. 

지도를 제작할 때 종류별로 따로 따로 그려 관리를 해야 편리 합니다. 

 

- 축척별 레이어 : 화면에 2Km 라고 축척이 표시될 때와 100m 라고 축척이 표시될 

때 같은 화면이 그냥 확대, 축소만 된다면, 한국 전체를 한 화면에 나타낼 때는 화

면을 그리는데 수시간(數時間)이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레이어를 달리하여 축척이 1Km 이상일 때는 주요 국도ㅡ고속도로만 보

여주고, 500m –1 1Km 일때는 지방도로 까지 보여주고, 500m  이하 일 때는 골목

길까지 보여주는 측척별 레이어를 적용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2. 본 강좌의 전체적인 지도 제작 순서  

 

가 ) SHP 파일제작. (Arc View , GPS Track Maker , Oziexplorer 등 이용) 

나 ) Mobile Map Office 에서 Creat Map을 이용해서 SHP,DWG 등 파일을 불러 오기 

다 ) Mobile Map Office 에서 Map region 을 설정해서 GPS 로 업로드. (MMO1.0) 

주의** 본 강좌는 Mobile Map Office 1.0 을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Mobile 

Map Office 는 현재 버전 2.0 까지 나와 있으므로 버전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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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PS Track Maker 를 이용해서 트랙작성 

 

 

GPS TrackMaker PRO(정품)은 트랙을 작성할 수도 있으며, 작성된 트랙을 SHP 파일이나 

DWG 파일등 벡터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지형도를 스캔하여 맵매칭을 하여 배경그림으로 띄워놓고 주요 등산로나 도

로등을 따로 따로 그려 저장을 합니다. 

 

 

위 그림은 주변 도로를 펜슬 툴을 이용하여 트랙으로 그려넣은 모습니다. 

이렇게 그린 트랙을 File -> Save file as -> road.shp 로 저장합니다. 

지형도는 여러 개의 Layer로 구성이 되며, 제작할 때 도로따로, 등고선따로 ,  건축물 따로 

그리는 것이 원칙이며, 각 각 Layer 가 어느시점부터 (어느 축척부터) 보여지고 어느 축적

에서는 안보이게 할 것 인지를 모두 결정해야 합니다  GPS Track Makrer에서는 이 기능을 

할 수 없으며, 단지 각각 다른 파일로 저장 하여 다른 프로그램이나 특정화일을 수정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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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등산로 주변 도로를 트랙으로 그렸으며, 이번에는 산행을 하고자 하는 트랙만 따로 그

려 track.shp 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나중에 지도상에 띠울 때 선의 굵기, 색상등으

로 도로인지 등산로인지 구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레이어로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

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저수지 등은 강,호수로 지정하기 위해 Water.shp 등의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여야 하며, GPS Track Maker의 트랙속성도 River/Laker Surface 등으로 저

장하여 다른것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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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보다 정밀하고 좋은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고선 정보도 트랙으로 그려 저장할 수

도 있으나, 이 넓은 지역을 모두 등고선을 그린다는 것은 보통 인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하고, GPS 화면에 등고선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다른 등산로 나 도

로가 잘 안보일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50m 단위정도로 표현하면 될 것 입니다 

나중에 Cad File 인 Autocad 화일을 그대로 불러 사용하는 방법등도 설명할 예정이며, 학

술적인 목적이나 기타 필요에 따라 특정지역의 등고선지형도가 꼭 필요한 경우는 국립지리

정보원에서 1:25,000 전자지형도를 구입해서 (1매 25,000원 정도) Auto Cad 에서 필요한 

레이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우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바꾼 후 저장하는 방법도 가능합니

다. 

 

4. Mobile Mapper Office에서 BackGround Map 만들기 

 

Mobile Mapper  Office 는 원래 Mobile Mapper 라는 고가의 GPS 제품으로 전문 측량회

사에서 지형도를 올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GPS인데, 그 형태가 마젤란 메르디안골드

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르디안 사용자들이 억지로 방법을 찾아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Mobile Mapper office 버전 1.0 은 바로 GPS와 통신이 가능한 제품으로 현재 우리회사 외

부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남아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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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GPS에 올리는 지도는 Back Ground Map을 이용하는 것이며, GPS에서는 Detail 

Map(상세지도)를 선택해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띠워  Tools -> BackGround Maps -> Create New를 눌러 새로운 지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Map Names 에 지도의 이름을 적습니다 (Default : NewMap) 

그다음 Add Layer를 눌러 아까 저장했던 Road.shp , Track.shp등을 불러 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파일들은 ArcView 의 SHP , Auto Cad의 DXF , 

그리고 Map Info 의 MIF 등이 대표적이며, 벡터화일들 입니다. 

간혹 종이지도를 스캔해서 그대로 GPS로 업로드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GPS에 들어가는 지도데이터는 모두 벡터 데이터 입니다. 종이지도를 스캔한 (Raster) 

데이터는 용량이 너무 커서 GPS에 넣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이 지도를 스캔하여 GPS와 함께 사용하시고 싶으시면 PD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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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생성 (Create) 

 

 

모두 불러 들였다면 Create Map을 눌러 지도를 생성합니다. 이 때 각각 레이어를 눌러 레

이어의 속성을 정해야 하는데, Way Point 의 경우 어떤 이름으로 표시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며, 도로의 경우도 트랙이름을 도로번호로 했다면 NAME 속성을 선택하면 화면에 트랙의 

이름인 도로번호가 표시됩니다.  

 

Display Attribute  

 

각각 레이어를 눌러 Display Attribute 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부분을 잘못 

설정해 놓으면 도로마다 TRACK001 ,TRACK002 등의 이름이 지저분하게 표시되기도 하고 

WayPoint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트랙을 등고선으로 활용하였다면 등고선의 고도값을 Name 또는 Comment 에 기록하

여 GPS에 표시할 수도 있으며, 너무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면  Display Attribute 를 Not 

Selected 로 놓으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색상과 선 두께등은 실제와 다르게 표시 되므로 사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본 MMO 프로그램은 스포트랙이나 메르디안용이 아니라고 처음에 밝혀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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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할 때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File -> Save로 프로잭트화일을 저장하고 X 를 눌러 

빠져 나갑니다. 

 

 

ESC 로 빠져 나가면 위와 같이 아까 제작한 지도가 생성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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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트랙이 다른색으로 되어 있고, 주변 저수지도 다른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프로그램은 마젤란용이 아니므로 이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속성이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색상이나 굵기 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를 그대로 전송하면 선의 종류나 굵기가 일정한 지도가 보이게 됩니다. 

일단, 선의 굵기를 수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전송하여서 화면상에 나타난 

대로 GPS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PS로의 전송  

 

전송하기전에 . 

 

** 본 프로그램은 매핑용 GPS에만 적용되며 마젤란 GPS에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

니다. 노란색 스포트랙,GPS-210,GPS-315등을 가지고 계시는분들은 절대로 GPS로 데이터

를 전송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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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포트를 연결하고 전송을 하면 위와 같이 전송되는 화면이 보이고 GPS에도 

UPLODING..이라는 표시가 나온 후 잠시 꺼졌다가 다시 켜질 것 입니다 

 

GPS에서 지도 선택 

지도를 업로드 하고 나서 업로드한 지도를 화면에 띠우려면 지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스포트랙시리즈 :  MENU -> Map Utilities -> Change Map 을 선택하여 

Detail MAP 의 SECNDMAP.DAT 를 선택하여 SAVE 하면 제작한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메르디안시리즈 : MENU -> Card Utilities -> Change Map 을 선택하여 

Detail MAP 의 DETAIL00.DAT 를 선택하여 SAVE 하면 제작한 지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메르디안의 경우는 SD 카드에 여러장의 지도를 넣을 수 있는데, 만약 지도를 여러 개 넣고 

싶으시다면 지도가 생성된 디렉토리를 찾아 지정된 이름을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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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지도를 올리면 좌측 그림과 같이 사각형만 나

타납니다.   그 이유는 상세지도(detail Map)이기 때

문에 20Km 의 축척에서 까지 보이면 알아 볼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작동 속도에도 문제 가 있기 때문입

니다. 

상하좌우 키를 눌러 원하는 사각 박스 안에 커서를 

위치하시고 + 키를 눌러 확대 하다 보면 비로소 입

력한 지도가 보이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실제로 입력된 지도를 보여준 것 입니

다.  여기서 호수나 지방도의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

는데, 이는 joinmap.exe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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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 Map .exe 사용법  

 

Join Map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서 구한 개인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명서도 있지 

않고 사용중 에러에 대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저도 전체 사용법을 알지 못하므로 지도 속성(Porperty)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만 간략하

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분은 Yhaoo.com 에 접속하셔서 

groups 를 보시면 mobilemap office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JoinMap을 실행시켜 아래와 같이 저장된 디렉토리에서 조금전에 만든 지도이름과 같은 지

도 디렉토리에서  export.cfg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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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text editor를 이용해서 내용을 바꿔도 되지만, color 나 

Style 을 직접 키보드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색상과 스타일은 여러가지로 바꿔가면서 사용해 보시고 가장 적당한 것을 정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정을 마치시고 그냥 X 를 누르면 저장할것인지 물어보는데, YES를 눌러 저장하시고

나서 ,   지도 영역을 다시 선택하여 GPS에 올리시면 아까와 다른 형태의 지도가 나타날 것 

입니다. 

 

본 강좌에서 부족한 내용과 Mobile Map Office 1.10 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강좌인 수치지형

도를 GPS에 넣어봅시다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