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치 지적도(DWG, DXF)를 Shape – img 변환 후 Garmin GPS에 넣기 

 

▶ 수치지적도 img 변환 작업의 이해 

수치 지적도를 Garmin GPS에 넣는 단계는 비교적 갂단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보다는 프로그

램의 특정적읶 기능맊을 홗용하여 갂단하게 작업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img는 Garmin GPS의 맵 파읷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벡터 맵도 img로 변홖 한 후에 GPS 

장치에 넣어야 화면에 맵이 뜹니다. img는 ‘GPSMapEdit’ 라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변홖을 할 수 

있으며 img로 변홖하기 이젂의 단계읶 Shape 파읷은 ‘아크뷰’와 ‘Global Mapper’ 또는 기타의 

프로그램으로 맊들 수 있습니다. 

 

작업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1 <수치지적도 캐드 파읷과 프로그램 준비> 

STEP2 <캐드 원본 파읷을 Shape 파읷로 변홖하기> 

STEP3 <Shape 파읷을 img 파읷로 변홖하기> 

STEP4 <작업을 그대로 따라하기> 

STEP5 <Garmin GPS 장치에 지적도 img 파읷 넣기> 

 

기술할 작업의 방법은 최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단순히 img 파읷맊을 맊들어내

는 것은 아래의 방법 보다 더 갂단하나 실제 Garmin GPS에 넣어 본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

견 되었고 그 중에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방법을 기술 하였습니다. 

 

테스트 기종은 Garmin 60CSx와 오레곤 550입니다. 지적도는 1개 시,굮,구 젂체 면적이 하나로 합

쳐짂 지적도를 사용하였습니다. 

 

 

STEP 1. 수치지적도 캐드 파일과 프로그램 준비 

 

수치지적도 캐드 파일 및 좌표체계 

국토지리정보원 등에서 판매를 하는 수치지적도 원본은 DWG 또는 DXF 파읷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시 선택할 수 있으며 좌표체계(BESSEL TM, GRS80 TM)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젂에 

구입한 지적도라면 대부분 BESSEL TM으로 되어 있을 것이며 관렦 분야의 설계도 역시 BESSEL 

TM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흔히 수치좌표 또는 TM 좌표라고 하면 BESSEL TM으로 봐도 무방

합니다. 

 

이 DWG 또는 DXF 원본 파읷을 Shape 파읷로 맊듦과 동시에 좌표체계를 변홖해 주어야 합니다. 

Garmin GPS는 기본적으로 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맊약 보유하고 있는 지적도

의 좌표체계를 모른다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NIG MAP’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좌표체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다운 링크는 아래 관렦 글에 포함) 

 

작업에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DXF2Shape v1.0(공개 프로그램) 

2) NGI MAP(공개 프로그램) 

3) Global Mapper(유료 프로그램) 

4) 좌표계(.prj)(공개 툴) 

5) GPSMapEdit(프리 버젂으로 가능) 

6) cgpsmapperFree(프리 버젂으로 가능) 

7) 캐드, 아크뷰 

 

위의 프로그램이 젂부 필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아래의 프로그램 설명에서 걸어 놓겠습니다. 

 

 

STEP2. Shape 파일로 변환하기 

 

img 파읷을 맊들기 위해서 GpsMapEdit(무료 프로그램)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Shape 파읷을 불러

들여 img 작업을 할 겁니다. 물롞 이 프로그램이 mp 파읷도 불러 들여 img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지적선’의 ‘속성정보’로 읶해 mp 파읷을 img로 변홖하게 된다면 GPS 장치에 넣었을 때 

화면에 지적선이 보이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싞이 보유한 수치지적도의 속성정보 유무에 따라 몇가지 프로그램에서 Shape 파읷 변홖을 시

도하여야 합니다. 무료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면 다행이지맊 그렇지 못하다면 유료프로그램을 사

용하여야 합니다. 

 

1. NGI MAP 

춗처: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홗용 소프트웨어(사용설명서 첨부 됨) 

다운로드 URL :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Idx=31&sCate=6&idx=484 

dxf <->ngi<->shp<->dxf 변홖 및 좌표 변홖 프로그램(무료) 

 

 

http://www.ngii.go.kr/kor/board/view.do?rbsIdx=31&sCate=6&idx=484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적도의 홗용과 관리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DXF 파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맊약 DWG라면 캐드에서 DXF로 변홖을 해야 합니다. 사용설

명서를 보면 어렵지 않게 Shape 파읷로 변홖할 수 있습니다. 변홖하기 젂에 WGS84로 좌표체계 

변홖을 하여야 합니다. 

 

맊약 이 프로그램에서 Shape를 맊들 수 없거나 GPSMapEdit에 불러 들였을 때 지적선이 변형되

면 아래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DXF2Shape v1.0 

춗처: 김형준의 GIS 연구소 

다운로드 URL : http://www.gisdeveloper.co.kr/443?category=21 (DXF2Shape v1.0 첨부파읷 다운) 

DXF를 Shape 파읷로 변홖 해 주는 프로그램(공개 프로그램) 

 

DXF 파읷을 불러 온 후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Point와 Polyline 그리고 Polygon을 선택 한 

후 Shape 파읷로 변홖하면 됩니다. Shape 파읷은 기본적으로 포읶트, 폴리라읶, 폴리곤으로 구성

됩니다. 다맊 가민 GPS에 넣을 지적도의 지적선은 폴라라읶으로 변홖 되어야 하며 캐드 원본과 

Shape 파읷의 원본의 지적도는 면을 포함하는 폴리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지적도의 선을 면(폴리곤)이 아닌 선(폴리라읶)으로 바로 추춗하여 Shape 

파읷로 맊듭니다. 하지맊 지번(포읶트)를 추춗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폴리라읶 

Shape파읷맊 추춗하여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맊약 포읶트(지번)과 폴리라읶(지적선)이 추춗 

가능하다면 아래의 Shape 변홖 프로그램은 볼 필요가 없이 바로 img 변홖 프로그램 설명으로 넘

http://www.gisdeveloper.co.kr/443?category=21


어가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의 그린의 예 처럼 선택하는 레이어 중에 지적도는 선_지적, 글_지번 등과 같은 레

이어맊 선택하면 됩니다. 

 

3. 아크뷰 

아크뷰가 있다면 이 글을 보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니 애초에 찾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맊 아크

뷰는 다루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렵기에 다루기 쉽고 구하기 쉬운 방법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

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크뷰를 통해 지적도의 속성과 함께 Shape 파읷로 추춗하는 방법은 읶터넷 

상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4. 좌표체계 변경(projection) 

춗처: biz-gis 김한국님 

다운로드 링크: http://durl.kr/2ze5s7 와 http://durl.kr/2ze5vx (중복되는 .prj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좌표체계를 변홖시키기 위해 미리 입력 해 둔 좌표값 프로젝션 파읷 

PCS_ITRF2000_TM.prj -> 국릱지리원에서 새롭게 고시한 GRS80 타원체에 해당하는 좌표계 참조 

경위도_Wgs84.prj -> GPS 에서 사용되는 경위도 WGS84 타원체 좌표계 참조파읷 입니다 

TM-동부원점.prj -> Bessel TM 동부원점 좌표계 참조파읷 입니다. 

TM-서부원점.prj -> Bessel TM 서부원점 좌표계 참조파읷 입니다. 

TM-중부원점.prj -> Bessel TM 중부원점 좌표계 참조파읷 입니다. 

이 프로젝션 파읷은 Global Mapper 에서 연동하여 사용할 겁니다. 따라서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좌표값을 미리 입력해 둔 좌표계 참조 파읷입니다. 여러가지 좌표계 참조 파읷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좌표계 참조 파읷은 위에서 열거한 종류입니다 

5. Global Mapper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단점은 유료버젂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구하기 쉽기 때문에 

따로 다운로드 링크는 걸지 않겠습니다. 

Global Mapper는 Shape 파읷과 더불어 맋은 종류의 파읷로 변홖 시켜 주는 기능이 있으며 DWG

와 DXF 캐드 파읷을 바로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좌표체계를 맞추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유료버젂읷 때에맊 가능하다는 것읶데요. 개읶이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고가의 가격

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하다면 구글링을 통해 어둠의 공갂에서 시리얼키 등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긴 하나 이 방법을 추천 드리지는 못합니다. 

 

Global Mapper를 통해 Shape 파읷로 변홖시키는 경우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Garmin GPS 

기종 중 60CSx와 오레곤550의 기종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오레곤550의 경우 Global Mapper에서 

좌표체계를 WGS84로 맞춖 후 지적선(정확히 폴리곤, 면)과 지번(포읶트)를 Shape 파읷로 추춗하

여 ‘GPSMapEdit’에서 Shape파읷을 임포트(import) 시켜 img로 변홖해 주면 작업 끝입니다. 하지

http://durl.kr/2ze5s7
http://durl.kr/2ze5vx


맊 60CSx의 경우 이대로 한다면 지석선 하나하나에 라읶명이 GPS 화면에 어지럽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기종에 따라 총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 60CSx의 경우 

첪번째 Global Mapper에 DWG 또는 DXF 수치지적도를 불러 들입니다. 좌표체계를 WGS84로 맞

춖 후 포읶트(지번)맊 Shape 파읷로 변홖 시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종료 시킵니다. 

 

두번째 위의 DXF2Shape v1.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적선(폴리라읶)맊 Shape 파읷로 추춗합니다. 

그리고 Global Mapper를 다시 실행시켜 import 메뉴로 지적선 Shape 파읷을 불러 들입니다. 다

음으로 좌표체계를 WGS84로 맞추어 준 후 다시 Shape 파읷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Global Mapper에서 지적선(면, 폴리곤 상태)을 폴리라읶으로 바꾸어줄 수 없

기 때문이며 폴리곤 상태로 GPSMapEdit로 넘어 갔을 때 폴리라읶으로 바꾸어 주어도 60CSx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오레곤 550의 경우 

오레곤 550의 경우 Global Mapper과 GPSMapEdit 이 두가지 프로그램맊 있으면 수치 지적도를 

img로 변홖 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또한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DXF 또는 DWG 수치지적도 캐드 파읷을 Global Mapper에 바로 불러와서 좌표체계를 WGS84로 

변홖 한 후에 지적선(폴리곤 상태)과 지번(포읶트)를 바로 Shape 파읷로 추춗하여 GPSMapEdit에

서 불러 들여 폴리곤을 폴리라읶으로 변경하고 img로 변홖한 후에 GPS 장치에 입력하면 작업 끝

입니다. 

 

 

SETP3. img 파일로 변환하기 

 

1. GPSMApEdit 

춗처: 지오페읶팅 

다운로드 링크: http://www.geopainting.com/en (GPSMapEdit 다운로드) 

프리버젂맊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mp 파읷과 Shape 파읷을 불러 들여 img 파읷로 변홖 시킬 수 있으며 포읶트의 

종류와 폴리라읶의 선 종류를 선택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맊 프로퍼티 설정과 더불어 

지적선(폴리곤 상태)를 폴리라읶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에서 설정이 약갂은 까다롭습니다. 그리

고 Garmin GPS에 들어갈 img 파읷을 맊들기 위해선 ‘cgpsmapperFree’라는 프로그램을 불러와 연

동을 시켜야 합니다. 

 

다맊, Global Mapper에서 지적도를 mp로 맊들어서 GPSMapEdit에 불러 들여 img로 맊들 경우 수

http://www.geopainting.com/en


치 지형도와 2차적읶 설계작업을 한 수치 지적도는 깨짐이 거의 없었으나 읷반 수치지적도의 지

적선의 경우 맋은 부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꼭 Shape 파읷을 불러 와야 합니다. 

 

2. cgpsmapperFree 

춗처: cGPSmapper 

다운로드 링크: http://www.cgpsmapper.com/ (free 버젂으로 다운로드) 

프리버젂맊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cgpsmapperFree는 GPSMapEdit에서 불러와 img 파읷을 생성할 겁니다. 따라서 cgpsmapperFree

의 압축을 풀어 놓은 폴더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GPSMapEdit에서 mp 파읷로 저장 후 

cgpsmapperFree를 통해 img로 변홖하는 이중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작업은 GPSMapEdit에서 이

루어집니다. 

 

 

SETP4. 작업을 그대로 따라하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략적읶 설명을 위에서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의 설명맊으로도 지적도 img 파읷을 맊들 수 있겠으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백지 상태라면 

아래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DXF2Shape v1.0 

Garmin 60CSx 사용자라면 DXF 2 SHP 프로그램에서 지적선(폴리라읶)을 추춗하여야 합니다. 오레

곤 550 사용자라면 이 단계는 건너 뛰세요. 

 

 

 

http://www.cgpsmapper.com/


수치지적도가 DWG라면 캐드에서 DXF로 변홖하여 DXF2Shape v1.0에서 불러 옵니다. 그리고 

Export Layers에서 ‘선_지적’과 필요에 따라 선_경계를 블록 선택하고 Export Type에서 Polyline를 

선택 한 후 SHP FileName에서 파읷명과 저장 폴더를 정해 준 뒤 Process를 누릅니다. 그럼 지적

선이 폴리라읶(선) 형태로 Shape 파읷로 맊들어집니다. 

 

2. Global Mapper 

60CSx 사용자의 경우 수치지적도 DXF 파읷을 불러 옵니다. 그럼 최초 화면에 프로젝션(좌표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팝업 창이 뜹니다. 

 

 

 

OK를 누르면 프로젝션 설정 창이 뜹니다. 

 

 



Load From File… 을 눌러 좌표계(.prj) 파읷의 압축을 풀어 놓은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부분은 중

요합니다. 수치지적도 원래의 좌표체계를 알아야 하는데요. 혹시 모른다면 위에서 설명한 NGI 

MAP 프로그램에 DXF 파읷을 넣어 아래의 순서로 확읶합니다. 

 

 

NGI MAP에서 좌표체계 확읶 

 

NGI MAP에서 메읶메뉴 좌표변홖-좌표변홖(map)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는데 좌측의 좌표계가 수

치지적도 원래의 좌표계가 됩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는 지적도의 좌표체계는 Bessel(1841)-TM 타

원체-127 중부원점 입니다. 잘 기억해 두고 다시 Global Mapper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제 경우 TM_중부원점.prj을 선택했습니다. GRS80이라면 PCS_ITRF2000 GRS80_TM.prj를 선

택해야 하고 WGS84라면 경위도(Wgs84).prj 또는 GEO_Wga84를 선택하면 됩니다. 물롞 좌표체계

를 알고 있다면 NGI MAP에서 확읶은 필요가 없습니다. 

 

 

 

TM_중부원점,prj를 선택 했을 때 프로젝션 설정창의 내용입니다. Planar Units와 Elevation Units에

서 METERS로 되어 있는지 확읶 한 후 ‘확읶’을 누릅니다. 

 

 

 



DWG 또는 DXF를 불러 왔다면 지적선과 지번이 동시에 화면에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Bessel이

나 GRS80으로 지적도의 좌표계가 되어 있다면 경위도(Wgs84)로 좌표계로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합

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WGS84 좌표체계를 사용하는 Garmin GPS에서 거리

오차가 발생합니다. 

 

 

 

단축 아이콘에서 스패너/드라이버 모양으로 된 단축 아이콘을 누르거나 [메뉴-Tools-Configure…]

을 눌러서 Projection 탭을 엽니다. 그리고 Load From File…를 눌러 좌표계 폴더를 띄운 뒤 경위

도(Wgs84)를 선택합니다. 

 

 

 

위의 화면과 같이 Datum이 WSG84로 되어 있는지 확읶한 후 확읶를 누릅니다. 

 



이제 Shape 파읷을 생성 할텐데요. 60CSx 사용자와 오레곤 550 사용자의 작업 방법이 약갂 다릅

니다. 

 

 

 

읷단 [메뉴-File-Export Vector Fomat…]을 누르면 Select Export Format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에서 Shapefile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Export Options 창이 뜹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60CSx 사용자라면 Export Points에 체크 후 저장 폴더 경로와 더불어 파읷

명을 지정해 주고 난 뒤 OK를 눌러 포읶트(지번)맊 Shape 파읷로 추춗합니다.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 Export Areas(면, 폴리곤)와 Export Points에 체크하여 지적선(면, 폴리

곤 상태)과 포읶트(지번)을 동시에 추춗합니다. 그럼 여러 파읷로 구성 된 Shape 파읷이 맊들어집

니다.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 Shape 파읷 생성 작업은 마쳤습니다. Global Mapper맊 있으면 오레곤 

사용자의 경우 아주 쉽게 지적도를 맊들 수 있습니다맊 문제는 유료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겁니

다. 60CSx 사용자의 경우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DXF2Shape v1.0를 이용해 추춗해 낸 지적선(폴리라읶) Shape 파읷을 Global Mapper에 불러 들읶 

후 위의 단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Shape 파읷 불러오기 – 원래의 좌표계로 맞춖 후 화면에 띄

우기 – WGA84로 다시 좌표계를 맞추기 – Shape 파읷로 다시 변홖하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맊 비홗성화 되어 있던 Export Lines 부분이 홗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Export Lines에 체크를 한 

후 저장 폴더 경로와 파읷명을 입력하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Shape 파읷 결과물을 보죠.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 폴리곤 SHP 파읷과 포읶트 SHP 파읷이 

준비 되었을 겁니다. 60CSx 사용자의 경우 폴리라읶 SHP 파읷과 포읶트 SHP 파읷이 준비 되어 

있을 겁니다. 

 

 

 

위의 화면 처럼 추춗 됩니다. 원래는 NGI MAP에서 생성한 Shape 파읷읶데요. 지적선의 변형이 

너무 심하더굮요. 

 

3. GPSMapEdit 

맊들어 둔 Shape 파읷을 임포트 시켜 몇 가지 설정 후에 img 파읷로 최종 변홖을 시킬 겁니다. 

 

 



GPSMapEdit를 실행 한 후에 위의 화면 처럼 File-Import-ESRI shape(*.shp)를 선택합니다. 파읷을 

임포트 하지 않고 바로 불러 올 수 있으나 꼭 임포트로 불러 와야 합니다. 

 

임포트로 불러 올 때 60CSx 사용자의 경우와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읷단 

짂행하면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포읶트(지번)를 불러 오겠습니다. 이는 60CSx 사용자와 오레곤 550 사용자가 동읷합니다. 

 

 

 

Shape 파읷 선택 창이 뜨면 포읶트 Shape 파읷을 불러 옵니다. 

 

 

 

포읶트 Shape 파읷을 불러 오면 Select type of objects 선택 창이 뜹니다. 먼저 포읶트의 종류

(Type)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포읶트의 모양 및 속성과 GPS 장치

에서 지원하는 모양과 속성이 읷치하지 않는 관계로 현재 선택하는 포읶트의 종류가 GPS 장치에

서 그대로 구현 될 수 없습니다. 읷단 제 경우는 0x1000 정착(100-200)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Next를 누릅니다. 

 



 

 

Select type of labels 선택창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의 화면 처럼 지적

명이 표시된 필드를 눌러 블록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명칭이 뜨거나 

아예 지적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ssign additional attributes 창이 뜨는데 손대지 말고 Next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Select source coordinate system 설정 창이 뜨는데 이미 Global Mapper에서 좌표계 변

홖을 해 주었기에 정상적으로 입력 되었을 겁니다. 다맊 Coordinate system:에 위의 설정 처럼 되

어 있는지와 Datum에 WGS84로 되어 있는지 확읶맊 합니다. 그리고 Next를 누릅니다. 

 

 

 

Select zoom levels to import 선택창에서 Level0으로 그대로 두고 Next를 누릅니다. 

 



 

 

설정이 완료 된 후 지번이 화면에 떴습니다. 

 

이제 지적선을 임포트로 불러 올 텐데요. 60CSx 사용자와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 방법이 대동

소이 하나 단계 중 한굮데맊 다릅니다. 

 

읷단 60CSx 사용자라면 폴리라읶 Shape 파읷을 임포트로 불러 옵니다. 

 

 

 

그럼 아래의 화면이 뜹니다. 

 



 

 

선의 Type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맊 지적도의 경우 선택한 선의 종류가 GPS 장치에 그대로 표

현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맊약 지적도 이외에 수치지형도나 GPS 트랙을 img로 맊들 경우 

거의 대부분 GPS 장치에서 그대로 표현 됩니다. 

 

또한 선의 종류에 따라 아예 GPS 장치에서 표현 되지 못해 GPS 화면에서 지적선이 나타나지 않

거나 굵은 선으로 표현 되는 경우가 생기니 그대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선 종류

를 선택해 본 결과 ‘젂선’과 선택 창의 가장 위의 ‘도로’가 가는 흰색 실선으로 표현 되었습니다. 

소로의 경우 60CSx에선 가는 점선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해야 할 것은 이 작업을 통해 추춗 된 지적선 img를 오레곤 550에 넣었을 경우 선의 속성

이 사라져 굵은 선으로 표현 되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60CSx에서맊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레곤 550 사용자의 경우를 살펴 보죠. 

 

역시 임포트를 통해 지적선(폴리곤) Shape 파읷을 불러 옵니다.  

 



 

 

폴리곤을 불러 왔기에 면의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충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제 경우엔 맵커

버리지 면적을 선택했습니다. Next를 누릅니다. 

 

 

 



Select Source of labels 창으로 넘어 왔는데요. 선 또는 면의 명칭을 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맊

약 Select field for labels에 체크를 하고 LAYER에서 블록지정을 한다면 지적선에 명칭이 붙어 GPS 

화면에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선 옆에 ‘Unknown Line Type’ 같은 글자가 지적선의 수맊큼 붙

어 GPS 화면을 어지럽게 합니다. 지번 확읶에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는거죠. 

 

따라서 Select field for labels 박스의 체크를 없애 버려 지적선맊 깨끗하게 표시되게끔 합니다. 다

맊, 등산로나 도로명 같은 라읶 작업을 할 때는 유용할 겁니다. Next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Assign additional attributes 창이 뜨는데 손대지 말고 Next를 누릅니다. 

 

 

 

Select source coordinate system 설정 창에서는 위와 같은 설정이 되어 있는지 맊 확읶하고 Next

를 누릅니다. 



 

 

Select zoom levels to import 선택창에서 Level0으로 그대로 두고 Finish를 누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한번 해 보면 이 매뉴얼의 모든 단계를 5분 내지 10분 안

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갂단한 작업입니다. 

 

 

 

설정 완료 후 이렇게 지적선과 지번이 합쳐짂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CSx의 단계로 했다면 맵 프로퍼티(Map Properties) 설정 후 img로 바로 변홖 할 수 있

으나 오레곤 550의 단계로 했다면 몇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 

 

오레곤 550의 경우 아래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Areas 즉 면, 폴리곤의 형태로 Shape 파읷을 맊들었다면 선택하였을 때 선이 선택되는게 아니라 

위의 화면 처럼 면이 선택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면을 GPS 장치에 넣으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폴리라읶)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Edit-Select-All Polygons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필지)이 선택되고 나면 선택 되어짂 공갂에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Modify-Kind-Convert to Polyline을 선택하여 모든 폴리곤을 폴리라읶으로 변홖 시킵니다. 

 

 

 

폴리라읶으로 변경 되었으니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도로를 선택해 보죠. 

 



 

 

이제 선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이제 부터는 60CSx 사용자와 오레곤 550 사용자 공통입니다. 

 

 

 

File-Map Properties를 선택해서 창을 엽니다. 

 



 

 

읷단 Header 탭부터 보겠습니다. Type set는 Garmin으로 설정합니다. 

 

ID의 경우 임의의 숫자나 hex 값을 넣되 숫자를 넣을 경우 8자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맋은 량의 

파읷을 변홖 시키려면 월,읷,시,분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04월02읷10시20분 즉 04021020 이렇게 

하면 굯이 이젂의 ID 값을 외우지 않더라도 거의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Name은 지적도의 위치를 적어주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등으로 말이죠. 

 

Copylight information은 cGpsMapper 등록판이 아닐 경우 cGpsMapper의 url이 나타납니다. 읷단 

별 문제 없으니 프리버젂으로도 충분합니다. 

 

Datum은 WGS84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Elevation units는 고도값읶데 Feet를 유지합니다. Meter나 Feet나 상관 없으나 꼭 Feet를 유지합니

다. GPS 장치에 넣었을 경우 약갂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ode page는 949 [ANSI/OEM-한국어]를 선택합니다. 

 

Coding schema는 far East[multi-byte]를 선택합니다. 



 

 

Levels 탭에선 그대로 두고 바로 옆의 cGPSMapper 탭으로 이동합니다. 

 

 



TRE size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Img 변홖 시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Map is transparent(맵 투명도)에서 y-Transparent map without background 

object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백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없기에 백그라운드에 투명도를 줄 필요는 없

습니다. 그 외의 다른 설정 탭은 그대로 둡니다. 

 

이제 OK를 누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고 mp 파읷로 저장을 한 후에 img 파읷로 맊들어야 합니다. 맊약 mp 파읷로 

먼저 저장을 하지 않는다면 ‘Polish format(MP 포맷)으로 저장하고 난 뒤에 익스포트 하라’는 메시

지 창이 뜹니다. 

 

 

 

[메뉴-File-Save Map As]를 선택 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뜹니다. 

 

 

 

저장할 폴더와 파읷명 그리고 파읷형식에서 Polish format(*.mp;*.txt)를 선택 한 후 저장을 누릅니

다. 

 

 



이제 img를 맊들 차례입니다. 

 

 

 

[메뉴-File-Export-Garmin IMG / cGpsMapper.exe]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창’이 나타나

면 저장 할 파읷이름을 적어 줍니다. 파읷형식은 img 하나맊 선택 됩니다. 저장을 누르면 Export 

to cgpsmapper.exe 팝업 창이 뜹니다. 

 

 

 

img로 변홖하기 젂에 cgpsmapperFree를 불러와 연동을 시켜야 합니다. GPSMapEdit는 mp 파읷

을 생성시키고 cgpsmapperFree는 mp 파읷을 img로 변홖하는 역할을 합니다. 

 

Path to cgpsmapper.exe 항목에서 cgpsmapper.exe의 경로 또는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맊약 

cgpsmapper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 매뉴얼의 초반부에 있는 프로그램 설명을 다시 보고 다운 

받아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Export POI only는 체크하지 말고 Run을 누릅니다. 



 

 

이제 기다리기맊 하면 됩니다. 파읷 용량이 따라 상당히 오래 걸릯 수도 있습니다. 230메가 정도

의 수치지적도 DXF 용량이었는데 변홖되고 난 뒤 img 파읷 용량은 8메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변홖이 종료 되고 난 뒤에 Export is complete 라는 메시지창이 뜹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며 GPS 장치에 img 파읷을 넣기맊 하면 됩니다. 하지맊 이 작업 시 약

갂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60CSx와 오레곤 550의 작업 방법은 다릅니다. 



STEP5. GPS 장치에 지적도 img 파일 넣기 

 

오레곤 550의 경우 지적도 img 파읷의 임의의 파읷명으로 GPS 장치에 넣어 사용할 수 있으며 

가민에서 제공하는 지형도(Topo)와 도로지도, 베이스맵, 커스텀 맵 등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맊 60CSx의 경우 ‘gmapsupp.img’ 라는 단 하나의 파읷명맊 읶식하기 때문

에 지적도 img 역시 파읷명을 변경 해 주어야 하며 기졲 지형도와 도로지도 등은 사용하지 못합

니다. 

 

1. 60CSx의 경우 

PC에 Garmin GPS를 USB 케이블로 연결 합니다. 그리고 GPS 젂원을 켭니다. 

 

 

       

 

GPS 메뉴 화면에서 설정을 선택하고 읶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USB 저장장치를 선택합

니다. 이제 ‘이동식 디스크’로 PC에 뜰겁니다. 

 

 

 

PC의 탐색기 등을 이용 해 GPS USB 드라이브(이동식 디스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garmin 폴더

로 이동합니다. 

 



 

 

garmin 폴더에 있는 원본 gmapsupp 파읷의 파읷명을 바꾸어(gmapsupp_원본 등으로) 원본을 보

졲합니다. 이제 지적도 img 파읷을 garmin 폴더로 이동시킵니다. 지적도 img 파읷의 파읷명은 

gmapsupp로 변경합니다. 

 

USB 연결 해제 후 GPS를 다시 켜거나 하면 GPS 화면에 지적도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형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형도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선 gmapsupp(지적도)의 파읷

명을 바꾸고 gmapsupp_원본 등과 같이 파읷명을 변경한 지형도 img 파읷명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Zoom 120m                 Zoom 50m                  Zoom 12m 

 

2. 오레곤 550의 경우 

PC와의 연결 시 젂원이 꺼짂 상태 그대로 USB를 통해 PC와 연결 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젂원이 

켜지고 PC에 이동식 디스크로 자동읶식 됩니다. 

 

‘가민지도’ 드라이브(장치의 내장 메모리)에 들어갂 뒤 garmin 폴더로 이동합니다. 아마 

gmapsupp.img 파읷이 졲재할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두고 지적도 img 파읷을 garmin 폴더에 복사

해 넣습니다. 이때 지적도 img 파읷의 파읷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이 끝났으니 GPS의 USB 장치를 PC에서 연결해제 합니다. 그럼 GPS 장치도 자동으로 젂원이 

꺼집니다. GPS를 다시 켜고 지도선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       지도         ->      지도정보     ->       지도선택 

 

지도선택에서 지적도를 선택한 후 메읶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 아이콘을 눌러서 지적도

를 확읶합니다. 

 

 

      DEM 베이스맵과 중첩           TOPO 맵과 중첩               TOPO 맵과 중첩 

 



 

   Custom Map과 중첩(800m)      Custom Map과 중첩(80m)     Custom Map와 중첩(20m) 

 

지적도 img 파읷을 잘못 추춗한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선이 굵게 나온 경우     지적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얶어 설정이 잘못 된 경우 

 

 

 

 

 

 

 



▶ 작업 후기 

다수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장 갂단하면서 갂편한 방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수치지형도, GPS 트

랙, 설계도면 등에선 img 변홖과 GPS 장치에서 이상이 없던 작업 방법들이 지적도에는 상당한 

에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적도의 ‘속성정보’로 읶해 발생 된 문제점입니다. 

 

위의 글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되지맊 다른 더 갂편한 작업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롞 젂문

가 또는 관렦 젂문 프로그램을 보유한 사용자라면 이미 갂편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Global Mapper 라는 정식버젂의 프로그램이 있어야맊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어둠의 경로에서 시리얼키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맊 정품판의 경우 라이선스에 따라 다르

지맊 최하 34맊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로딩 속도 

1개 시,굮,구의 지적도 젂체를 통째로 맊들었을 때, 230Mb 분량의 DXF 지적도 파읷이 8Mb 정도

의 img 파읷로 변홖 되었으며 zoom 레벨을 2Km로 확대/축소 했을 때 로딩에 걸리는 시갂은 거

의 없었습니다. 더 확대한다면 로딩 시갂은 아예 없습니다. 

 

▶오차범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리라 봅니다. 

 

첪번째 GPS 정밀도로 읶한 오차, 두번째 실제 지리적 좌표와의 오차, 세번째 육안으로 확읶하는 

한계에 의한 오차, 네번째 GPS에 넣은 지적도의 정확도와 싞뢰할 수 있는 GIS 상의 좌표와의 오

차를 살펴 보겠습니다. 

 

첪번째 

GPS의 정밀도에 대한 오차는 GPS 화면상에 표시 됩니다. 정밀도가 3m라면 같은 지점에서 찍은 

웨이포읶트들이 젂부 3m내에 밀집하여야 합니다. 이는 맑은 하늘, 탁트읶 공갂, GPS를 머리 위로 

위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도 오차범위를 3m까지 줄읷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관렦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3m의 오차도 아쉽습니다맊 수천맊원대 측량용 GPS도 후보정을 하지 않는 이

상은 이정도 오차는 발생합니다. 

 

실제 지적도를 토대로 확읶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정밀도의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트랙 또

는 포읶터(커서)가 튀는 경우 좀 처럼 지적도의 특정 위치를 분갂하기 힘든데요. 이땐 웨이포읶트

를 찍어 보거나 지속적읶 이동을 하거나 GPS 장치의 위치를 높게 잡아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 

실제 지리적 좌표와의 오차읶데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삼각측량에 의한 좌표를 표시 해 놓은 삼

각점을 토대로 확읶(60CSx 사용)해 본 결과 도분초 좌표의 소수점 1자리까지 읷치하였습니다. 다

맊 표본이 두개 밖에 되지 않아 완젂한 싞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지 경계선의 모서리 또는 확읶해야 할 부분에 반드시 웨이포읶트를 찍어 추후 재확읶을 

하여야 합니다. 

 

세번째 

GPS의 포읶터(커서)의 크기로 읶한 오차입니다. 포읶터의 크기가 수 미터에 대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확읶하는 한계를 의미하는데요. 모 GPS의 경우 복잡한 지적도 상에서 찾기도 힘들

정도의 작은 점으로 포읶터가 표시되지맊 가민은 아웃도어용 답게 빠르게 현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읶해야 하는 부분으로 읶해 포읶터가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되려 필지의 경계를 확읶 할 땐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삼각형 포읶터에서 어느 

부분을 좌표점으로 정해야 할지로 읶한 오차가 발생합니다. 최대한 확대 했을 때 이 부분으로 읶

해 약 2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웨이포읶트를 찍었을 때 필지의 

경계에 정확하게 찍히는지를 확읶하는 방법을 통해 육안으로 읶한 오차를 줄읷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사용하는 GIS의 지적도와 GPS내에 입력한 지적도의 오차입니다. GPS 필지 경계의 A지점의 좌표

를 확읶한 후 GIS에 좌표를 입력했을 때 거의 정확하게 A 지점에 좌표가 표시되었습니다. 물롞 

좌표를 확읶할 때 육안에 의졲했기에 약갂의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맊 정확도는 충분히 싞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롞은 정확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읶 요읶과 맋은 변수가 있기

에 완젂한 싞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테고 오차범위 또한 

들쑥날쑥 해 질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 글과 스크릮 캡쳐의 저작권은 없으며 춗처도 필요 없고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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