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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i Photo Tool 간략사용설명서 

본 설명서는 OziPhot help File 을 보고 MyGPS 에서 재구성한 것 입니다.  번역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문 Help 파일과 함께 봐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기본설명 
OziPhotoTool은 GPS 수신기와 디지털 카메라의 기술을 조합해서 간단하게 디지털카메라에 
GPS 의 위치정보를 삽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는  EXIF 라는 메타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데이터안에는 사진을  촬영한 정확한 시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GPS 의  궤적데이터 
(Track )에도 정확한 시각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 이 두 자료를 비교하여 사진을 찍은 시각에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를 찾아 워터마크(Water Mark)로 좌표값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는 Oziexplorer는 여러종류의 GPS 로부터 궤적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으며 Oziexplorer에서 다운받은 궤적(track) 데이터를 바로 OziPhoto 에서 
바로 끌어들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KODAK DX-4900 과 Magellan Sportrak GPS 로 테스트 하였습니다 

 
시작하기- OziPhotoTool 로 자료 끌어들이기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전에  먼서 Oziexplorer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셔야 하며, 
전체를 활용하기 어려우시면 우선 GPS 로부터 궤적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라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OziExplorer부터 데이터를 받으시려면 OziPhotoTool의 버전이 3.90.41 이후 
버전이어야 합니다. 

2. 그리고 Java 1.4 호환 JVM 이 먼저 셜치 되어야 합니다. 이 파일은 OizPhoto 와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용할 GPS 의 궤적데이터를 먼저 모두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PS 를 켠채 
궤적을 저장하면서 사진을 몇장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을 찍으실 때 카메라의 시간과 GPS 시간을 서로 동일하게 맞춰야 합니다. 
GPS 시간은 정확한 시간이므로 카메라 시간을 조정하셔야 겠죠.. 

5. OziExplorer를 실행시키시고 GPS 를 PC 에 접속하시고 궤적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나중에 활용하시기 위해 이름을 부여해서 궤적데이터를 저장 합니다. 

6. 디지털카메라로부터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JPG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이때 
사진이 너무 크거나 밝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Photoshop 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기와 밝기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원래의 EXIF 정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7. Ozi Photo Tool을 실행시키시기 바랍니다. 

8. 좌측창의 를 열어 image files 을 선택하여 화면상에 끌어들이세요 (JPG 
파일이어야 합니다) 

9. 우측창의 을 열어 저장된 트랙을 찾아 선택하시거나   아이콘을 눌러 현재 
Oziexplorer에 남아 있는 트랙을 그대로 불러 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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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기본 버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하겠습니다 

 

File Open 아이콘 ? 이미지나 트랙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파일을 하나씩 누르면 리스트에 올라 옵니다. 

 
선택된 파일중 1 개를 삭제합니다. 

 
선택된 파일목록 전체를 삭제 합니다. 

 
 PreView ? 사진을 선택하기 전에 미리 보실 
수 있으며 EXIF 데이터도 함께 표시 됩니다. 

 

Oziexplorer 에서 직접 경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물론오지익스플로러는 먼저 
실행되어 있어야 하며 경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시간동기하기  

전술 했듯이 오지포토는 GPS 궤적상의 시간과 사진을 찍은 시간을 동기화 하여 GPS 의 
궤적상에 가장 근접한 시간을 찾아 그때의 지점정보(좌표값)을 사진상에 표시해 주는 것 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상의 시간과 GPS 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중에 촬영한 사진의경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Tools  -> Time Delta Manager 를 실행 

2. 만약 GPS 와 카메라 시각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단순하게 "Clear" 와  "Apply"를 누르면 
됩니다만, 가능하면 검토를 하셔서 몇초 차이라도 보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시간 보정을 해서 기록을 하면 화면 하단에 시간차이가 초로 나타나게 됩니다 

4. 모든 설정이 맞으면 Apply 를 눌러 적용 시킵니다. 

5. 사진을 찍은 지점의 시각을 잘 모르시면 Oziexplorer에서 Track Profile 을 화면상에 
띄워놓고 저장한 각 각 지점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저장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사진의 Meta Data 를 확인 하시려면 File List 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원하는 사진을 
더블크릭하여 선택하면 사진 상단에 사진을 찍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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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은 시간이 확인 되었으면 이제 이 사진을 찍은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아 정확한 위치를 
정해 GPS 상에 기록된 시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시간이 매우 정확하다면 이 
과정은 아주 쉽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시간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의하실점은 
GPS 의 궤적의 경우 저장간격이 뜸한 경우 실제 사진을 찍은 위치에서 저장한 기록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의 좌표를 인용하므로 아주 정확한 좌표값이 필요한 경우라면 궤적데이터 
외에 지점을 저장하여 참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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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와 같이 Track Profile 을 띄워놓고 사진을 찍었던 장소를 찾아 더블크릭하면 
지도상에 그 지점이 표시되고 지점을 확인하여 맞는 시간을 찾아 이 시간을 보고 동기를 
맞추시면 됩니다. 

보다 정확하게 동기를 맞추시려면 어떤 한 지점에서 사진을 찍어 waypoint 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비교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즉, 사진을 찍은 시간과 그지점의 GPS 시간을 일치시키면 시간차이(Time Delta)가 화면에 
나타나며, 나머지 사진도 모두 이 시간차이로 동기화 되어 궤적상에서 가장 근접한 지점을 찾아 
그때 시각과 좌표값을 사진에 Water Mark 로 넣게 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시간동기를 설정한 화면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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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이가 1028 초 난다는 의미 입니다. 제 디지털 카메라는 시간을 분명히 맞췄는데도 내부 
시계가 엉망인지 시간차이가 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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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생성 하기 

시간조정이 모두 끝나면 Control 부분의 Generate 를 눌러 사진을 생성하게 됩니다 

------------------------------------------------ 

OziPhotoTool processing Beginning 

Version 1.6 - dated July 2003 

Reading track points from 1 track files 

Processing file G:\Program Files\oziphototool\temp\ozitemptrack.plt 

Datum Read = WGS 84 OK 

OK! 

Total track points read from all files: 20 

Earliest point: Lat:37.423967 Long:126.99355 Height: 331.0 Time: 15/Aug/2003 
00:09:36 GMT+00:00 

Latest point  : Lat:37.358933 Long:126.961833 Height: 184.0 Time: 15/Aug/2003 
00:35:49 GMT+00:00 

 

Processing 8 JPG files 

Generating photo way point file: G:\Program Files\oziphototool\output\out.wpt 

Appending new waypoints...  

….. 

Reading EXIF date 

Raw image date read for DCP_0399_.jpg = "2003:08:15 09:12:42" 

Using camera time zone offset of GMT+09:00 to determine image time 

와 같이 OutPut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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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에러가 나타났다면 시간정보가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것이므로 Generate settings 에서 
설정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WARNING ? 사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 전에 다른곳에 백업을 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Waypoint 생성  

만약 Generate settings 에서  waypoint 를 생성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면  OziPhoto 에서는 
out.wpt파일로 waypoint 파일을 생성해 놓습니다.  Oziexplorer에서 out.wpt파일을 읽어 
들이면 궤적상에 Tag 로 위치가 표시되므로 사진찍은 위치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Map Feature 생성 

Generate settings 에서 Map Features 를 설정해 놓으시면 지정한 장소에 Map 파일이 생기며 
Oziexplorer에서 이 map 파일을 Open 하면(즉, 원래 지도를 Open 하는것이 아니라 
OziPhoto 에서 mapFeature 로 지정하여 저장된 파일을 Open)  지도상의 경로에서 사진이 
찍힌 지점은 사진 이름과 함께 사진표시가 나오고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사진정보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WARNING ? 입력화일과 출력화일이름은 다르게 해 놓으셔야 하며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Overwrite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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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mark Image 

OziPhotoTool은 여러가지 정보를 watermark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Watermark 는 사각형의 박스안에 문자가 표시되게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설정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 사진정보는 opt+파일이름.JPG 형태로 지정한 디렉토리에 저장되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atermarked image properties 는 아래와 같이 설정합니다.  

Property Description Default Value  

locy 
사진의 좌상으로부터 글자가 표시될 위치까지의 x 
거리(Pixel) 

20 

locx 
사진의 좌상으로부터 글자가 표시될 위치까지의 y 
거리(Pixel) 

20 

verticalAlign 박스수직의 위치  0 - top, 1 -bottom, 2 - center 0 
horizontalAlign 박스수평의 위치  0 - top, 1 -bottom, 2 - center 0 

drawBackground True 로 해놓으시면 배경 박스가 나타납니다. true 

backsizex  
사각형의 x 사이즈 로 폰트를 키우려면 이 사이즈도 
키우셔야 합니다.  

 200 

backsizey  
사각형의 Y 사이즈 로 폰트를 키우려면 이 사이즈도 
키우셔야 합니다. 

 20 

backColor 사각형의 배경 색  -414960 
backAlpha 사각형의 투명도 0.0 ? 투명  / 1.0 ? 불투명 0.7 
arc 사각형의 라운딩 지름 (pixels) 5 

text 
표시문자 ? 한글표시 가능, 위도,경도,고도,시간등..(아래 
참조) 

Lat:&dlat 
Long:&dlong 

drawText True 로 할 경우 사각형 안에 문자 위치  true 

textx 사각형내의 문자위치 X  0 - left, 1- right, 2 -center 2 
texty 사각형내의 문자위치 X  0 - top 1-bottom, 2 -center 2 

textFontName 
폰트이름 (Serif, SansSerif, Dialog, Monospaced, 
DialogInput) 

serif 

textFontStyle 폰트스타일 0-plain, 1-bold, 2-italic, 3-bold/italic  0 
textFontSize 폰트사이즈(pixels) 18 

textColor 글자색  -65281 
textAlpha 글자의투명도 . 0.0 ? 투명 1.0 ? 불투명 1.0 

altConvFactor 
고도 표시 인수 m 로 표시하려면 &calt 라고 써야 
합니다. 

0.3048 

dateString 날자 표시방법  
dd MM yyy 
HH:mm:ss ZZZZ 

기타 설정  

문자표시 방법 변경 코드 

&lat   위도 (decimal degrees) 

&dlat  경도 (in deg min' sec"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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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lat  위도를 dd.mmm format으로 표기 

&long    위도를 decimal degrees 로 표기 

&dlong  경도를 deg min' sec" format로 표기 

&dmlong  위도를 dd.mmm format으로 표기 

&east  The easting of the photo (See Grid Setup) <- ? 

&north  The northing of the photo (See Grid Setup) <-  ?. 

&zone  The grid zone of the photo (See Grid Setup) <- ? 

&alt   고도 m 로 표시하려면 &calt 로 기록 

&file   사진의 파일명  

&null   빈칸 (null string)  

&date   델파이 날자표기방식으로 표시.  

&dte  dateString field 를 이용하여 날자표시  

&tkdat  데이텀 표시 (WGS-84 가 기본) 

&cr  줄바꿈  

&num  생성된 사진번호  

&wmfile  워터마크화일의 전체 경로  

&fnme  파일명 (경로 없이) 

&fnmx  경로를 포함한 파일명  

&fnm6 파일명 (6자리로만 표시) 

&calt  변환된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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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Watermart 설정대로 하여만들어낸 사진입니다 

text 는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text :  북위-&dlat 동경&dlong 고도:&caltm  &cr 시간:&dte &tkdat 

 

주식회사 발해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