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DNR Garmin
데이 내 받

1. 원하는 자료의 메뉴를 클릭

2.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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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 좌표 방법

1. File 클릭 2.   ArcMap 9.x Properti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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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1. Projection tab 클릭하여
활성화

2. ESRI 클릭 or  ArcMap    
클릭

3. Datums/Projections 드
래그 다 하여 원하는 좌표

변환 하거나 Load PRJ 
클릭하여 원하는 좌표 불러

※ 원하는 방법 편리하게
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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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p파일로 장하

◆ shp파일 생 방법

1. File 클릭 2.  Save To 클릭 3.   File… 클릭

42



* .shp파일로 장하

◆ 드래그 다운하여 좌표값을 가지는 *.shp 태파일로 장

◆ 원하는 태의 Output Shape를 택하고 OK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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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p 파일 확인

◆ 파일 확인

1    : ArcGIS 실행 2  : 생 파일 Add Data 하여 실행
3    : 의 화면과 같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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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좌표변환
Map Source에 내보내

◆ 내보내

1.  메뉴에 파일을 클릭 2.  다른 이름 로 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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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름으로 장

◆ 다른 이름 로 장하

1.  파일이름 2.  파일 식 (*.gpx) 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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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 Garmin으로 불러오기

◆ 불러

1.File> Load From>file 클릭 2.  파일이름 지
3.  파일 식 (*.gpx) 4.  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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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 Garmin으로 내보내기

◆ 내보내

1.File> save To>fil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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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R Garmin으로 내보내기

◆ 내보내

1. 장 치 2.  파일이름 지

3.  파일 식 ArcView Shapefile (Projected) (*.shp) 후 장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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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

1.Add Data(     )  클릭 2.  운동장.shp 택후 Add클릭

Arc GIS에서 불러오기

운동장.s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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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변환

◆ 좌표변환하

1.Arc Toolbox의 Data Management> Projection and Transformation> Feature> 
Project클릭
2.Input Dataset or Feature Class에 운동장 가
3.  Output Dataset or Feature Class에 장경로 과 파일명 운동장_East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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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변환

◆ 좌표변환

1.Project 창에 Output Cooldinate System 클릭(       )
2.Select 클릭
3.Prj폴더에 Tokyo_TM_10405.prj 택 후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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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변환

◆ 좌표변환

1. 택한 좌표값 확인 후 확인 클릭
2.Project창에 Geographic Transformation(optional) 드래그 다운하여
Tokyo_To_WGS_1984_1 택 후 OK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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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GIS에서 좌표변경 확인

◆ 좌표변환

1.강릉원주 수치지 도 (37804095,37804096) 운동장_East 파일을 불러 니다

2.운동장_East 파일과 수치지 도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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