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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 나만의 격자지도를 만들어보자  

1.  Oziexplorer 를 이용한 맵매칭 
 

작성자 : 이경봉 webmaster@mygps.co.kr 

 

 Oziexplorer는 Win CE 계열의 PDA 사용자들이 PDA에 지도를 넣을 때 필요한 소프트웨

어이며, Win CE 용 PDA가 없더라도 PC상에서 지도를 스캔해서 맵매칭하여 루트나 츠랙을 

작성하여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산행 후 기록된 트랙을 분석하거나 할 때 유용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기능이 너무 많고 방대해서  전체적인 사용설명서를 작성하기엔 제 시간이 넉넉치 않아 틈

틈이 필요한 기능만 따로 모아 강좌 형태로 글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 : 맵 매칭(Map Matching)이란.  

우리가 스캐너로 지도를 스캔하여 PC로 읽어 볼때는 사진이나 그림과 다름없는 그냥 점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이 지도가 지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남들이 봐서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어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내 위치를 알아낼 수 있거나,  좌표를 나타내는 기준

선이 있어 GPS와 비교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PC모니터상에 지도를 띄워 놓으면 미세한 점들이 모여 지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좌측상단 부분의 어느 점의 좌표값을 알고 있고 다른점의 좌표값을 알고 있

다면 이 두점 간의 수직,수평 거리를 알 수 있으며 (실제 거리) , 그 안에 점이 몇 개나 있

는지를 안다면 점(Pixel) 한 점이 표시하는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두 점의 좌표를 입력해서 나머지 지점의 좌표를 맞게 설정하는 과정을 맵

매칭이라고 하며, 이렇게 맵매칭 된 화면에서 지점을 입력하거나 궤적을 작성하여 산행을 

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아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맵 매칭을 하여 주는 소프트웨어는 Oziexplorer , GPS Track Maker , Fugawi 등의 소

프트웨어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약간씩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Oziexplorer를 이용하여 등산용 지도를 스캔하여 맵매칭을 하고 이 매칭된 지

도상에 10초 단위의 격자선을 그어 등산을 할 때 좌표척이 필요없이 GPS와 이 지도만 있

으면 바로 바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좌 입니다 

Tokyo Datum 을 이용하고 있는 TM 좌표를 이용하여 국립지리정보원 지도를 활용하면 이

런 과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편리하나, 수입 GPS의 대부분은 TM 좌표를 지원하지 않기 때

문에 그런  GPS를 사용하시는 분과  Oziexplorer 를 배우고 싶으신분들을 위해 강좌를 진

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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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캔한 지도 불러오기 

 

File -> Load and Calibrate Map Image 를 선택하여 미리 스캔한 지도를 불러 옵니다. 

 

위 사진은 북한산 지도를 불러온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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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스캔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등산지도를 스캔하더라도 도로나 마을이 포함된 지도를 스캔해야 기준점을 삼을 수 

있습니다. 

2. 36도 05분 30초 등 대분분의 종이지도에 표시된 좌표는 TOKYO  데이텀이므로 

이 기준선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데이텀을 WGS-84로 바꿔서 입력해야 합니다 

3. 스캔할 때 해상도를 200DPI이상으로 하시면 지도용량이 너무 커지므로 150DPI 정

도가 적합 합니다. 

4. 측량협회에서 심사를 필한 지도를 사용해야 하며, 약도형태의 지도는 축척이 정확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지리산등 큰 산의 경우 한꺼번에 스캔을 할 수 없으므로 나눠서 스캔을 하여 합성

을 해야 하며, 용량이 너무 클 경우는 색상수를 줄이거나 흑백으로 만들어서 사용

하시면 좋습니다 

6. 맵매칭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선은 + 지점이나 T 자형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

으며, 오래 있어도 위치가 변하지 않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7. 지도는 똑바로 도북을 맞춰야 합니다. 기울어진 지도는 오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스

캔을 한 후 다시 도북수정을 해 주셔야 전체적으로 고루 좌표가 맞습니다. 

8. 두 점의 좌표는 가능하면 멀수록 좋으며 좌측부분이 좌상단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9. 맵매칭을 한 후 반드시 알맵과 같은 좌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 후 사용하거나 배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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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도에서 좌상단 부분에 비교적 기준이 되기 쉬운 부분을 찾아보니 북한산초등학교 

입구쪽 T 자형 도로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점을 알맵에서 찾아 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알맵에서 북한산 초등학교를 검색해서 나온 화면이며, 다행스럽게  아까 찾



 
 
 
GPS 강좌                                                        MyGPS 

주식회사 발해                       5                                031-456-6984 

은 지형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좌표를 얻기 위해 알맵을 확대하여 좌표를 읽어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알맵을 최고로 확대한 화면이며, 북위 37도 39분 29.97초 ,  동경 126도 56분 

45.63초로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맵을 개발한 이스트소프트웨어에 감사를 드

릴 수 밖에 없는이유가 10만원도 안되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전국 어디든 0.1초 단위의 

좌표값을 얻을 수 있게 배려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차로를 기준으로 캐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오차가 나도 도로 폭 정도 (10-20m)

이므로 정확한 편이고, 잘 변하지 않는 지형이고, 비교가 쉽기 때문입니다. 

산 정상의 좌표를 기준으로 하거나,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건물의 크기에 따라 오차가 커

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도에 그어져 있는 위, 경도선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하

기는 하나, 그때 마다 Tokyo Datum을  WGS-84로 변환해서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위와 같이 도로를 기준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 Cm 이내의 오차가 필요한 

측량을 하는것도 아니도 등산등에 필요한 지도를 만들기 위한 것 이고, GPS 자체 오차가 

10m 정도는 있는 것 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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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불러온 후  좌상단의 POINT1 을 선택하여 확대된 화면을 보면서 정확하게 교차점

을 찍어 알맵에서 읽은 좌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설정에서 정해놓은 표시

방식대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File -> Configuration -> Maps -> Lat/Long Display -> Deg,Min,Sec 로 해 놓으셔야 알

맵에서 읽은 도,분,초 값을 입력할 수 있으며 만약 Deg,Min 으로만 설정되어 있다면 도,분,

초 를 입력할 수 없고 초단위를 계산해서 분까지만 입력해야 하므로 불편하기 때문에 설정

을 바꿔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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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or Region 항목도 Nort & East (N/E)로 해 놓으셔야 합니다. 한국은 적도를 기준

으로 북쪽에 있고 (N)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E)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오선이란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지구에 그은 둘레선 (경선)입니다. 즉 자오선이란 북극과 남극을 중심으로 

지구에 그은 둘레선 (경선)이며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경(E) 서경(W)을 사용

합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대부분은 서경을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Point1이 좌상단 부근이면 Point2는 우하단 부근의 값입니다. 스캔한 지도를 보니 지준으로 

삼을만한 점이 거의 없는데 지도상에 찍힌 점이 알맵에서 확인이 되어 Point2로 하였습니

다. 

이렇게 Point1 과 Point2 점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지도의 매칭은 된 것 입니다. 지도가 

다소 기울어졌거나 할 경우라면 POINT3 까지 찍어서 매칭을 하면 더욱 정확할 것 입니다

만, 제가 스캔한 지도를 도북수정을 한 것 이므로 Save를 눌러 지정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

겠습니다 

 

지도를 매칭한 다음에는 반드시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GPS를 들고 해당지점을 가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 어려우므로 ‘알맵’ 을 이용하

여 다른지점을 찍어 그 값을 비교해 보는것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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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인수중학교와 인수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T 자지점을 찍은 좌표이며 우리가 조금

전에 맵매칭한 지도의 좌표입니다.  

 

이 사진은 알맵에서 확대하여 두 앞에서 찍은 좌표를 확인하여 본 것 입니다 

위도는 37 38 35.65  과 37 38 35.9 로 약 0.3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경도는 약 0.1

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는 매칭이 잘 된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초 정도(우리나라 주변에서는 1초가 약 27m 정도)   오차가 발생해도 등산용으로 사용하기

엔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맵 매칭이 끝났으므로 지도상에 좌표를 입력하거나 산행한 궤적을 다운받아 표시를 해

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PDA용 지도로 바꾸시려면 Image To Ozf 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셔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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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자 (Grid) 설정 

격자를 설정하는 이유는 등산을 할 때 1:25,000 국립지리정보원 지도는 좌표척이 있어야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좌표척 없이 GPS만 있으면 바로 현재 내 위치를 알 수 있

게 나만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 격자를 설정하는 것 입니다 

 

 Menu 에서 MAP -> Grid Line Setup 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좌측 그림에서보는 바와 같

이 설정을 해 보시기 바랍

니다. 

Line Interval (격자선 간

격) – 10 초  

도 – 적색, 분- 군청색, 

초- 흑색 으로 설정하고  

Grid On 을 설정하면 격자

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우측 메뉴는 라벨(도분초 

표시)을 어떤색으로 할 것이며 얼마간격으로 할것인지를 표시하는것 입니다. 

10초단위로 표시를 하면 곂쳐져서 뒷부분이 보이지 않으므로 좌표 표시는 30초마다 한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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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위와 같이 격자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좌표를 읽는 훈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백운산장의 좌표를 읽는다고 한다면 북위 37도 39분 30초 선에 걸쳐 있으므로 

37도 39분 30초 이고 동경은 126 58 40 과  126 58 50 사이 80% 정도에 있으므로 126도 

58분 48 초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 보시고 실제로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좌표를 찍어 보시면 어느정도 오차가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초 단위로 격자가 그어져 있는 지도를 가지고 산행을 한다면 GPS에 표시된 좌표

를 보고 바로 현재 내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설정을 하여 인쇄를 하면 나만의 지도가 만들어 집니다. 

인쇄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ile -> Print -> Print Map Image 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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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해 본 결과 1:30,000 - 1: 50,000 정도로 출력하시면 보기에도 좋고 휴대하기에

도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 크게 출력할 수도 있고 도봉산 전체를 A4 한장에 출력해서 가지

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위에 사용한 지도는 1:30,000으로 출력하면 A4용지 한장에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를 가지고 다니시면 좌표척이 필요없이 조그만 지도로 만들어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