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rmin Custom Maps 
 
가민 홈페이지의 커스텀 맵 영문 설명을 번역한 것을 먼저 적고 난 뒤 가민 커스텀 맵의 여러가

지 팁을 적겠습니다. (가민 커스텀 맵 영문 매뉴얼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역과 수정을 하였습

니다) 

 

 
1.개요 
 
종이 또는 전자 지도를 GPS 장치에 전송 
 

(가민 커스텀 맵 영문 매뉴얼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의역과 수정을 하였습니다) 

 

가민 커스텀 맵을 이용해 GPS 장치에 종이지도를 넣을 수 있다. 구할 수 있는 종이지도와 전자지

도 장치에 넣는 것은 자유롭고 간편한 과정을 거쳐 변환 할 수 있다. 가민 커스텀 맵은 가민 맵 

드로잉 기술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거만 코스텀 맵은 일상에서 실용성과 편의를 제공한다. 

 

대학생: 대학의 웹사이트로부터 캠퍼스 맵을 다운로드 한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쉬운 길찾기를 

위해 휴대용 가민 GPS에 커스텀 맵을 전송한다. 

 

도보여행: 안전한 여행을 위해 가까운 국립공원의 종이지도를 장치에 전송한다. 

 

재미있는 교육: 세인트 루이스 세계 박람회 같은 일회성 또는 가끔 펼쳐지는 행사의 행사장 지도

를 다운로드 하여 둘러 보고 다른 행사와 비교해 보라. 

 

      
도보 여행 



     
캠퍼스 

 

    
세계 박람회 

 

해설: 관광안내 책자 같은 종이지도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비교적 정확한 축적을 통해 제작한 종

이지도도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지도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축적이 비교적 정확한 종이지도

가 있다면 가민 GPS에 커스텀 맵으로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지도라면 스캔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배포되는 지도는 스캔 없이 바로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캡쳐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여행 

계획을 정할 때 관련 자료들을 살펴 볼 겁니다. 그때 캡쳐나 다운로드를 하여 미리 가민 GPS의 

커스텀 맵을 이용해 GPS에 넣어 둔다면 여행에 있어서 편할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장소를 경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여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제작 

 

당신의 가민 아웃도어 휴대용 GPS에 커스텀 맵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몇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당신의 GPS가 커스텀 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당신은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커스텀 맵을 제작할 지도의 저작권 보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Step 1: JPEG 포맷으로 지도를 저장하라. 

스캔을 하는 경우 적절한 해상도를 사용하고 JPEG로 저장한다. 다른 포맷의 이미지일 경우 적당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JPEG로 변환을 하여야 한다. 

 

Step 2: 이미지 오버레이 만들기 

구글어스를 사용하여 커스텀 맵을 넣을 대략적인 장소로 이동한다. 구글어스의 상단 메뉴에서 추

가-이미지 오버레이를 클릭한다. 

 

 

 



Step 3: JPEG를 링크 시킨다. 

준비한 이미지를 구글 창에 오버레이 시킨다. 

 

-이름을 정한다. 

-링크 필드에 JPEG 파일 경로를 맞춘다. 

-필요할 시, 로케이션(위치) 탭을 눌러 드로우 오더를 맞추어야 한다. 드로우 오더는 당신의 장치

에 지도를 표시하는 순서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커스텀 맵의 드로우 오더를 50 또는 그 이상으

로 맞추었을 때 가민 맵의 위에 커스텀 맵이 나타날 것이다. 

 

 

 

Step 4: 지리좌표 JPEG 

 

JPEG를 오버레이 시켜 아래에 있는 위성 사진과 일치하도록 지리좌표를 조정한다. 

 

JPEG의 각 모서리, 테두리, 중앙 또는 회전 부분의 녹색표시를 움직여 조정한다. JPEG의 투명도를 

조절하면 아래에 있는 위성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창 상단의 투명도 막대를 사용해 조정한다. 

 

확인을 클릭하여 커스텀 맵을 저장한다. 

 



 

 

Step 5: 장치로 커스템 맵 전송하기 

 

가민 아웃도어 휴대용 장치와 컴퓨터를 USB로 연결한다. 구글어스 화면의 좌측에 있는 커스텀 맵

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클릭한다.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연결 되어 있는 장치에 /Garmin/CustomMaps/ 폴더를 찾아 KMZ 포맷으로 

저장한다. 만약 폴더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CustomMaps 폴더를 만들어야 한다. 

 



 

커스텀 맵은 장치의 맵의 일부분으로 나타날 것이다. 

 

 



커스텀 맵 사용하지 않기 

 

커스텀 맵을 장치에 넣었을 경우 사용 가능이 기본설정이다. 커스텀 맵을 사용불가능으로 설정할

려면 장치에서 설정>지도>지도정보(Setup>Map>Map Information)으로 이동해 커스텀 맵을 사용 

불가능(체크 해제)으로 선택 하면 된다. 

 

-오레곤과 콜로라도는 155dpi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다코타는110dpi의 해상도를 가진다. 이 해

상도를 참고하여 이미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지표로 삼아라. 

-JPEG의 위치와 범위를 확대해 본다면 그것은 쉬운 지리좌표가 될 것이다. 

-파일은 마이크로SD 카드에 저장할 수 있고 가민 휴대용 야외 장치에 설치할 수 있다. 

 

호환기종 

Dakota, Oregon, Colorado, GPSMAP 62 and 78 series, Edge 800, Montana series, Rino 6xx Series, 

Astro 320 series, eTrex 20 and 30 

 

 

 

 

 

 

 

 

 

 

 

 

 

 

 

 

 

 

 

 

 

 

 

 

 



3. 팁 & 노하우 

 

팁1: 구글어스에서 Custom Map  만들기 

 

구글어스에서 커스텀 맵을 만들기 위한 JPEG 이미지가 여러 장일 때 구글어스에서 폴더를 만들

어 폴더 안에 JPEG를 전부 넣고 폴더채로 ‘장소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 KMZ 파일을 

만들면 하나의 KMZ 파일에 여러장의 JPEG 이미지를 커스텀 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KMZ 파일을 만들 땐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오버레이를 하지 말고 폴더를 마우스 좌클릭 하

여 이미지 오버레이를 선택해 JPEG로 불러 와야 개별 KMZ 파일을 장치에서 인식한다. 그리고 

JPEG 파일명은 영어로 만들어야 한다. 

 

   
 

구글어스에 이미지 오버레이를 조정할 때 쉬프트키를 누르면 가로세로의 비율을 변하지 않고 조

정할 수 있습니다. 

 

팁2: Custom Map 이미지 사이즈 

 

해상도가 1M 픽셀(1024X1024, 2048x512 등)를 넘어가게 될 경우 GPS 장치에서 읽어 들일 수 

없습니다. 1M 픽셀이 넘어가는 JPEG의 경우 그 이하로 이미지를 여러장으로 잘라서 구글어스에  

오버레이 시켜야 합니다. 

 

 



팁3: 이미지의 해상도 

 

종이지도를 스캔 할 때는 오레곤 기준으로 155dpi(화면 해상도) 이상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는 

전자 지도, 이미지 등을 포토샵 등에서 작업을 할 때 Resolution 부분이 155 이상이면 155로 맞

추어 주어야겠죠. 그만큼 파일의 용량도 줄어 듭니다. 또한 파일용량을 줄이기 위해 저장 시 화질

을 낮게 조정하게 되면 dpi가 떨어집니다. 150 정도의 dpi를 화질 95%로 낮추면 96 dpi 정도로 

변경 됩니다. JPEG 작업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팁2와 3을 참고로 하면 이미지 크기는 1M 픽셀(1024x1024 픽셀) 등의 크기와 155 dpi가 가장 좋

은 결과물이 됩니다. 하지만 GPS의 특성상 화면 확대와 축소를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팁4: 장치의 Custom Map 용량 한계 

 

장치에 한꺼번에 넣을 모든 KMZ 파일에 포함된 JPEG 수는 100개를 넘지 못하고 GPS에서 읽어 

들일 수 없습니다. 

 

팁5: 구글어스에서 객체의 순서 

 

드로우 오더(객체순서)는 0일 경우 화면과 커스텀 맵 활성/비활성화 단추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49는 등고선이나 도로 같은 벡터 데이터는 이미지 위에 표시됩니다. 50~100일 때는 가민의 모

든 벡터 맵 데이터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장치내의 커스텀 맵은 드로우 오더 순서에 따라 배치

된다. 

 

구글어스에서 작업 할 때 영문판 구글은 드로우 오더 설정 창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글 구글어

스는 없는 것 같더군요. 한글 구글어스에서 작업한 결과 도로나 지상의 표시마크는 커스텀 맵 위

에 위치하였으나 등고선은 아래에 위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대를 해도 그렇더군요. KMZ 파일

을 뜯어 보니 드로우 오더 설정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1일때는 가민맵의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 차차 수치가 높아질수록 가민 맵의 벡터 데이터 상

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50일 때 모든 벡터 데이터를 덮는 것 같습니다. 

 

팁6: 커스텀 맵이 GPS 장치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체크 항목 

 

-KMZ 파일이 아니라 KML 파일로 저장된 것이 아닌가? – KMZ 파일로 다시 저장할 것 

-JPEG 이외의 포맷으로 만든 이미지 또는 이미지 타일이 있는가? – 이미지 포맷 JPG로 만들 것 

-KMZ, 이미지, 이미지 타일의 파일 이름이 특수문자가 포함되지 않았는가? – 특수문자 삭제 

-해상도(이미지 크기)가 1M 픽셀 이상이지는 않은가? – 여러장의 이미지로 잘라서 작업 할 것 

-개별 이미지 파일 용량이 3Mb가 넘는가? – 개별 이미지 파일 용량이 작을수록 성능 향상 



-KMZ 파일을 압축해서 장치에 넣지는 않았는가? – 압축 풀기 

-장치내의 모든 KMZ파일의 JPEG 타일은 100개 이상인가? – 100개 이하로 줄임 

-KMZ 파일의 위치가 \Garmin\CustomMaps에 있는가? – 해당 폴더로 파일 이동 

 

팁7: Mobile Atlas Creator 

 

모바일 아트라스 크리에이터(Mobile Atlas Creator)를 이용하면 위성사진으로 커스텀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GPS에서 너무 어둡게 나온다던지 대비 효과(콘트라스트, 선명도)가 충분하지 않다던

지 하는 경우라면 그래픽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높은 콘트라스트를 통해 선명도를 높이고 밝은 

색의 이미지로 편집하기를 바랍니다. 

 

팁8: 저장 폴더 위치 

 

내장메모리와 외장 SD 카드에 KMZ파일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단, \Garmin\CustomMaps 라는 

폴더에 넣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폴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내장과 외장 메모리에 동시에 넣는다고 해서 커스텀 맵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

니다. 두곳 중 한군데의 KMZ 파일은 장치의 지도정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팁9: 커스텀 맵 버그 

 

-줌 레벨이 20, 30, 50일 때 커스텀 맵의 로드를 가끔 차단하는 경우 발생. 

 

팁10: 구글어스 이외에 커스텀 맵을 만들 수 있는 툴 

 

G-Raster, GPS Visualizer, TopoFusion Pro, Global Mapper, OziMaptoKMZ, MapTiler, MAPC2MAPC, 

Mobile Atlas Creator, OkMap, Terrain Navigator and Pro 

 

가장 간단하게 넓은 지역의 위성사진이나 지도를 Custom Map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Mobile Atlas Creator 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구글지도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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