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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킹, 하이킹과 GPS 

어떤면에서 좋은가 ?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자 할 

때 좋은 가이드가 되어 줄 것 입니다.그리고 다시 처음 

출발한곳으로 되돌아 올때도 역시 편리하게 안내해 줍니다 

만약 정말 길을 잃지 않으려면 GPS 외에 나침반, 그지역의 

종이지도,또는 정밀 고도계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Bearing, Heading 그리고 Distance  

당신이 특정 지점을 목적지로 설정하고 이동을 하면 GPS 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Bearing 이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는데 Bearing(목적지방향)이란 

현재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동시에 

Heading(진행방향) 이란 값도 표시 되는데 이는 현재 사용자가 

가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값은 360 도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stance(거리)는 Km 또는 m 단위(또는 

Feet)로 남은 거리를 나타내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GPS 에 나침반형태로 표시되지만 

나침반은 아니라는점 입니다. GPS 는 시속 3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할 때만 방향을 나타내고 정지 해 있을 때는 ‘점’ 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방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Bearing 은 이동을 

하면서 나타내주는 값이기 때문에 이런연유로 반드시 나침반을 

함께 사용해서 자북(나침반의 북쪽)과 GPS 의 북쪽을 일치한 

후에 Bearing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Magellan 의 Sportrak 같은 특별한 GPS 는 태양과 달의 

위치를 계산해서 나침반상에 표시하여 태양이나 달이 보이거나 

바로 머리위에 있지 않는다면 달이나 태양의 아이콘방향을 

맞추면 정확한 나침반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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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북과 진북차이 

대부분의 GPS 는 진북(True)과 자북(Magnetic North)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침반과 함께 사용하신다면 자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출발점과 중간지점의 기록 

GPS 와 함께 하이킹이나 산행을 할 때 GPS 는 키조작 

한번이나 두번으로 현지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상 출발점을 기록하고 출발하는 습관을 드려야 하며 

미심쩍은 길이 있으면 중간 중간 지점을 기록해서 길을 잃을 

경우 마지막 지점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속에서의 하이킹 

아주 우거진 숲속이나 계곡으로 하이킹을 할 때는 GPS 는 

위성신호를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한번 위성을 잡으면(Rocked; 위치환산에 

참여시키면) 숲속으로 들어가도 쉽게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도중에 위성을 잃어버린다면 

다시 시도를 하여 잡아낼 것 입니다. 이 때 가능하면 숲속에서 

벗어나서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지점을 목적지로 갈 때  

당신이 여러 개의 지점으로 그성된 경로를 목적지로 하거나 

트정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트래킹을 할 경우에 두 경우 모두 

GPS 는 다음지점까지의 남은거리와 방향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침반을 이용해서 북쪽방향을 일치 시키면 정확한 목적지 

방향을 알 수 있으나. 만약 시속 3Km 정도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이동하는중이라면 GPS 가 지시하는 방향이 어느정도 믿을 

수 있는 방향이 됩니다 

계속 이동을 하면서 GPS 의 잔여거리를 보면 점점 줄어듬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GPS 를 좀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GPS 기초강좌                                                      MyGPS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124-4 주식회사 발해                   031-456-6984  

때때로 도심지를 자동차등으로 이동할 때는 도로에 따라 

이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좌,우로 90 도방향으로 턴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디에서 우회전(죄회전)을 해야 

할지 모르므로 Bearing 과 Heading 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도보로 여행시는 나침반과 비교하면서 , 차량이동시는 그냥 

GPS 만 봐도 가능) . 회전해야할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Bearing 값은 90 도에 가까워 집니다. 목적지 화살표를 잘 

보시면서 이동을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밀도  

(SA)Selective Availability- 미 국방성의 고의잡음이 제거된 

후에는 오차가 많이 줄어들어 5-15m 의 수평오차와 +/- 30m 

정도의 수직오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 

빌딩숲속이나 깊은 계곡에서는 반사파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PS 와의 통신  

GPS 에 수동으로 좌표를 입력할 경우에는 각도표시 방법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ddd.mm.sss (Deg/Min/Sec), 

ddd.mm.mmm  (Deg/Min)   ddd.ddddd (Deg)등 3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표시 방법이 다른 자료를 입력할 

때는 환산을 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경,서경(E,W), 

북위,남위(N,S)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북위와 

동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적도의 윗부분, 영국을 

기중으로 동쪽에 있다는 의미 입니다) 

매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GPS 데이터를 받아 

자료화 하거나 네비게이션등에 활용하려면 GPS 정보를 RS-

232C 시리얼 통신방식에 의해 전송을 하게 되는데 , GPS 와 

노트북이나 PDA 와 통신을 하는 제어방식은 NMEA 0183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protocol 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GPS 에서는 통신속도와 통신포트등을 설정해 줘야 하고 

반대편 PDA 나 노트북에서도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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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bps 를 사용하고 있으며 , 스포트랙이나 이트랙스등의 

제품에서는 NMEA 방식으로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설정해야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GPS-310 은 설정 불요) 

또, 대부분 GPS 에서는 지점이나 경로를 업로드, 다운로드 할 

때의 통신방식와 NMEA 통신방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NMEA 통신방식을 설정할때 설정하는 방식이며 

V2.1GSA 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Off  

V1.5 APA  

V1.5 XTE  

V2.1 GSA 

 

Off 로 해 놓으면 경로나 지도를 업로드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Command 제어방식으로 작동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