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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강좌 : 고급편   

수치지도(DXF File)을 GPS 에 넣어봅시다 
 

작성자 : 이경봉 webmaster@mygps.co.kr 

 

강좌를 하기전에  

이번 강좌는 Auto Cad 로 작성된 전자지형도를 GPS에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예정

입니다. 본 방법은 GPS 메이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법이 아니고 전세계 마젤란 유저

들 사이에서 토론을 거쳐 조금씩 해킹하듯 찾아낸 방법이므로 지도를 제작하여 GPS에 올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GPS의 작동불능 : 먹통이 되는 현상. 단, 저희에게 구입하신분들은 저희회사

(MygPS)에서 지도 업로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잘못제작된 지도로 인한 오류 : 이 부분은 제도를 업로드하기전에 반드시 알맵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검증을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지도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 DXF 파일을 Auto Cad 나 Arc View 에서 도로나 등고선등 원하는 레이어만 남기

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2. Wblock 등의 명령어로 등고선 따로 도로 따로 레이어별로 저장합니다. (DXF) 

3. .Mobile Map Office 1.10 에서 Create Detail Map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해놓은 

DXF 파일을 읽어드립니다.  

4. Create Map 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고 저장을 한 후 빠져 나갑니다. 

5. 화면상에 만들어진 지도의 형태가 보입니다. Create Map region 을 이용해서 영역

을 설정해서 Upload GPS -> background Map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합니다. 

6.  저장된 img 파일을 1.0 버전으로 변환합니다. (Convertmm0110.exe) 

7.  Upload 소프트웨어로 GPS로 업로드 합니다. 

8.  GPS 에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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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uto Cad에서 특정 레이어만 선택하기  

 

필자는 CAD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배운 적이 없으며, 사용법도 잘 알지 못해 간단하게 

전체 레이어를 끄거나 얼린 후 원하는 레이어 번호를 찾아 켜서 Wblock 이란 명령어를 이

용해서 다른 이름으로 특정 레이어만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CAD를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서 좀더 쉬운 방법이 있으시면 그 방법을 이용하셔도 좋습니

다 

MobileMap Office 에서 지형도를 입력하려면 다음 3가지중 하나의 형태로 저장되어야 합

니다. 

 DXF : AutoCad File ,  SHP : Shape file   , Mif : Map Info File 

 

2. MobileMap Office 시작하기 

Mobile Map Office 는 마젤란 GPS 제작사인 THALES Navigation 사에서 제작한 MOBILE 

MAP 이란 장비를 위한 소프트웨어로 외형은 Meridian Color 와 동일합니다. 

 

이 장비는 측량을 하시는분들을 위해 직접 CAD 

파일이나 SHP 파일을 GPS로 올려 현장에서 확인

하고 입력을 하기위한 장비로 개발되었습니다. 

 

가격이 다소 고가 (메르디안 칼라의 3-4배 정도) 

입니다. 

이 장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thalesnavigation.com/en/   

 

THALES 는 전문 GPS회사이며 세계적인 군용장

비 개발회사 입니다. 한국에도 삼성탈레스 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 Mobile Map Office 는 Mobile Map을 위한 소

프트웨어이며 버전은 1.0 과 1.1 그리고 최근에 

2.0 까지 나와 있습니다. 1.0 버전은 직접 마젤란 

GPS로 지도를 업로드 할 수 있어 편리하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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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 강좌에서는 버전 1.1 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전 1.1 은 저희 외부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Mobile Map Office 에서 BackGroungMap 만들기 

 

Magellan GPS 에는 BASE  MAP 과 Detail Map 두가지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SE MAP 은 한국전도 또는 세계전도를 대략적인 지도나 윤곽만 있는 지도를 의미하며   

Detail Map은 특정 지역을 상세하게 표시한 지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는 Detail Map 입니다. 

Mobile Map Office V1.1 를 실행시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나며 Tools -> BackGround 

Maps 를 눌러 지도 제작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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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를 불러오기 위해 Add Layer를 눌러 이미 만들어진 DXF 파일을 불러와야 하는데, 

문제는 DXF 파일의 수치가 TM 좌표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 입니다. 위도 경도가 37.1234 

127.1234 형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국립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는 199746.12  455012.11 

처럼 6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끌어 들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oordinates in World Geodetic Sys 1984 (WGS-84) 를 바꾸어서 TM 좌표를 입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오른쪽의 .. 부분을 눌러 Coordinate System 을 화면에 띄운 후 System을 GRID 로 바꿉

니다. 

다음 Grid 부분에서 New 로 하여 새로운 Grid System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미 Korea 

Grid 라는 Grid System 이 있으나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지 10.405초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읽어 들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Grid System Definition 에서 System 부분은 사용자 마음대로 지정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

우는 KOREA TM+ 라고 지정했습니다 

TM 좌표의 경우 3곳의 원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3개의 Zone으로 나뉘고 동부원점 중부원

점 서부원점을 각각 입력해야 하며, 제주도의 경우 또다른 값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른 강좌 (TM 좌표에 관한) 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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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System을 Korea TM+ 라고 입력하고 Zone 을 New에 놓고 우측의 [..] 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zone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Datum은 South Korea(Tokyo)로 하고 Projectin 은 Transcerse Mercator 로 하고 

Lenear Units 는 Meters 로 놓습니다 

그다음 전페이지 그림처럼  

Longitude of Central Meridian : 127 00’ 10.41” E 로  

Scale Factor at Central Meridian : 1.0 

Latitude of grid origin : 38 00’ 00”N 

False easting (m) : 200000 

False Northing(m) : 500000 

으로 하시면 중부원점에 대한 설정이 끝납니다. 

주의하실점은 127 00’ 10.41” E 에서 W 를 반드시 E 로 바꾸셔야 합니다. 원래 10.405 

로 설정해야 하는데 소수점 2자리 밖에 입력이 되지 않아 10.41로 설정 했습니다 

1초의 거리가 보통 25-30m 이므로 0.04초의 오차는 GPS 자체의 오차에 비해 아주 작으

므로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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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원점의 입력이 끝났으면 다시 New를 눌러 동부원점과 서부원점을 마져 입력해 놓으

시면 좋습니다.  

 

 

None 의 이름을 EAST , WEST 로 하고  

서부원점(WEST) 의 경우는  

Longitude of Central Meridian : 125 00’ 10.41” E 로  

동부원점의 경우는  

Longitude of Central Meridian : 129 00’ 10.41” E 로  

설정하시면 되며 

나머지는 세 원점 모두 동일 합니다 

 

이제 입력 받을 KOREA TM+ 에 관한 설정이 끝났으므로 DXF 파일을 읽어 들이시면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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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F 파일을 읽으면 국립지리정보원 지형도 (1:25,000)의 경우 레이어 번호로 올라오기 때

문에 미리 지형도에서 미리 어떤 번호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놓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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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layer로 읽으면 위와 같이 라인과 배경 Area 가 함께 나타나는데, 불필요한 Area는 

모두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에 따라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Create Map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에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Map Name Cannot contain Layer Name …  이런 경우는 3321 과 3321-Line 또는 3321-

Area 처럼 3321이 동일한 이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에러가 나오면 불필요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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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를 지우고 이름을 다른이름으로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필요한 레이어만 남기로 GPS가 흑백이라면 색상도 미리 흑색과 회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라인 색상의 변경 

만약 칼라  GPS를 가지고 계시다면 보다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Layer 번호를 더블크릭하면 아래와 같이 Layer Property 가 나타나며 종류에 따라 색상과 

두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색상은 이곳에서도 지정이 되나, 두께는 Mobile Map 

에서만 작용하고 마젤란GPS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인의 두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

해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색상뿐 아니라 배경 색도 변경이 가능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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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 변경 

 

Area 로 되어 있는 배경색은 필요에 따라 바꾸어 사용하면 화면의 가독성이 더욱 좋아지므

로 잘 판단해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기 전에 이 상태를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꺼내서 수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잘못 지정이 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배경색은 위와 같이 선 아래부분에 놓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이 배경 뒤로 숨

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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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데이텀, 다른 형식의 화일읽기 

 

만약 아까 끌어들인 지형도 위에 기존에 산행했던 궤적을 올려 보다 완벽한 지도를 제작하

거나 GPS Track Maker나 Oziexplorer등에서 만든 Way Point(지점) 지료를 지형도 상에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래그림 처럼 Coordnate 를 WGS-84로 바꿔놓고 저장된 SHP 화일을 읽어

들일 수 있습니다. 

 

 

SHP 화일을 생성하시려면 반드시 정품 GPS Track Maker나 정품 Ozi Explore r가 있어야 

합니다. 

 

WayPoint 외에 산행을 했던 궤적을 모아 지도를 만들수도 있으며, 특별하게 제작된 지적도

나 시설물 관리도면의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읽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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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Point 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속성(Attribute)를 변경해 주어야 지도상에 이름이 나타

나게 되므로 아래 그림처럼 Attribute를 Name 이나 Comment 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GPS에서 Data base로 주소에 의해 검색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번호를 나타나게 하려면 Display Attribute를 선택해 주면 되고, 등고선 같

은 자료는 오히려 지저분하게 글자가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 때는 Not Selected 로 놓고 

변환하면 GPS 상에서는 이름없이 선만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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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톱니바퀴처럼 생긴 Create Map 을 눌러 변환을 시작합니다. 

 

 

 

converting Map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File -> Save 를 눌러 저장한 후 X 를 눌러 빠져 나

가시면 됩니다. 

만약 에러가 나면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이므로 차근 차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그림은 등고선의 배경

색과 등고선을 색상을 넣어 

제작한 것 입니다. 

칼라 GPS를 사용하면 보다 

쉽게 등고선과 등산로, 그리

고 도로를 구별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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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map Region  

 

 
 

 

GPS로 업로드 하기 위해서는 제작된 지도중에 필요한 부분을 Create Map 기능을 이용하

여 영역을 정하여야 합니다.  

위 그림은 영역을 정한 다음의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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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로 생성하기 

 

Mobile Map Office 1.0 에서는 마젤란 GPS로 바로 업로드 가능했으나,  대신 TM 좌표를 

입력하거나 하려면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제 Mobile Map Office가 1.1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런 에러는 없어졌으나, 고가의 

Mobile Map (약 300불)을 사지않고 지도를 업로드 하려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 업로드 

되지 않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일단 파일로 저장한 후 이것을 다시 변환하여 업로드 하는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File -> Upload to GPS -> Background Map..-> Save To HDD 로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로 GPS로 올리지 마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GPS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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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O 1.0 버젼으로 변환하기  

 

Mobile Map Office 1.1 이나 2.0 에서 생성된 img 화일은 바로 GPS로 업로드 할 수 없으

므로 반드시 MMO1.0 버젼용으로 변환해야 마젤란 GPS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가 MMO1.10convertor 입니다. 

C:\ProgramMobileMapper Office\Export\Images 에 아까 작성된 IMG 화일이 저장되

어 있습니다.  

 

 

좌측은 변환하기전 원본 화일이며 우측이 변환될 화일입니다. 화일명을 다르게 하는것이 좋

습니다. 예를들어 원본이 TM+.img 라면 사본을 _TM+.img 처럼 _를 앞에 넣거나 하는것 

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원본을 지워버리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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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변환을 하면 수초이내에 변환이 됩니다. 

이제 이 파일을 GPS 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만약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메르디안 시리즈가 있다면 직접 변한된 파일을 SD카드에 

복사헤서 사용할 수 있으나 스포트랙의 경우는 시리얼(RS-232C) 통신포트를 이용해서 업

로드 해야 합니다 

 

UpLoad 를 하기위해서는 GPSSerialUpload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가능합니다 

통신속도는 기본이 4800bPS이므로 이 속도로 하고 detail 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bsmap 쪽에다 체크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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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에서 지도 열기 

 

지도를 올리고 나서 GPS를 다시 켜서 축척을 넓게 하여보면  조그만 사각 박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박스쪽으로 커서를 옮겨 놓고 Zoom In 키를 이용해서 축척이 700 m 가 될 때

까지 + 를 눌러 보면 비로소 만들어진 지도를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약 메르디안에서 직접 파일을 복사해 놓으셨다면 Card Utilities 에서 Change map을 이

용해서 아까 저장해 놓은 파일을 찾아 선택한 후 SAVE를 해야 나타납니다 

 

올려진 지도를 보고 선의 굵기나 색상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JoinMap.exe 를 이용해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ygps.co.kr/text/data/makemap.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