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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NMEA기반의 Google MAP용 API설계  
웹페이지 매핑

☆

API Design and Webpage Mapping for GPS NMEA based Google Map

강 민 구*

Kang, Mingoo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폰에서 치인식기반의 LBS서비스를 해 GPS 수신모듈에서 NMEA(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의 문장을 분석하고, GPS 수신기에서 NMEA의 치정보를 웹 서버로 송하기 한 서를 설계한다. 한, 구 지
도(Google Map)의 API규격에 따라 GPS 수신기의 치좌표 값을 XML 일로 변환하는 구  지도용 API를 설계한다. 

본 논문의 결과로 스마트폰의 GPS 수신기는 NMEA 문장과 구  지도용 API의 연동방안과  웹 서버가 구  지도용 좌표 
값의 매핑(Mapping)을 통해 이동체의 치와 GPS 수신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센
서 웹 서비스를 구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NMEA based Parser programming for Smart-phone was designed at a GPS receiver. The design scheme for Map API and 

sensor web services was designed according to the Google Map API standards that the position values of NMEA sentences were changed due 

to XML files. 

As a result of interfaces between  GPS NMEA sentences of Smart-phone and  Google Map API, it is possible that real time 

visual positioning sensor web services about the Google Map mapping from a GPS receiver could be worked on web sever. 

☞ keyword : GPS, NMEA, Google Map(구 지도), API, Parser( 서), Sensor web services(센서 웹 서비스)

1. LBS와 구  MapAPI의 연동설계

스마트폰의 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 

LBS)는 GPS 수신모듈의 성신호를 통해 이동체 

단말에 좌표 값을 송한다. 이때, 치인식기술

로 디지털GPS(DGPS)와 자이로(gyro)등 항법센서

와 연동한 치인식기술  임펄스 방식의 

UWB(Ultra Wideband) 신호를 이용한 거리측정 센

서가 활용된다. 

한, 치인식 센서로 RFID, USN, 카메라, 사

람, 사물의 치까지 동일한 임 워크로 다양

한 분야에 활용되며 GPS, WiFi, UWB 등 유비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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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스 인 라가 활용 가능하다[1].

본 논문에서는 GPS수신기의 좌표 값과 구

MapAPI의 연동을 해 설계한 구  지도API는 

JavaScript로 제어된다. 한, 센서 웹 서비스의 웹 

서버를 구축하기 해 Map Key를 생성하는 HTML 

부호를 설계한다[2]. 

1.1 DGPS와 치인식기술을 한 연동분석

최근 스마트폰용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DGPS 

측 기술과 활용기술 발달로 치인식 서비스 

임워크가 제안되고 있다. 

이를 한 스마트폰의 치인식 방법  센서

의 규격은 이를 활용하는 디바이스 운용에 따라 

필요한 고유 특성인 정확도와 치정보에 한 

확률  표   다양한 치 인식센서 수용과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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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센서웹 기반의 서비스 모델 분석

(그림 2) GPS모듈과 NMEA문장분석 모델설계

표계 표  등을 고려해야 된다.

치인식기술을 활용하는 디바이스의 내비게

이션을 해서는 치인식, 지도작성, 경로탐색 

 경로추종, 장애물회피 등으로 디바이스가 넓은 

공간을 이동함에 따라 센싱 데이터와 주  환경 

센서로 부터 획득한 센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치인식기술 기반의 자동로  

기술과 이동성을 지원하는 센서네트워킹 기술의 

개발을 해 DGPS와 치인식기술을 한 연동

기술의 설계가 필요하다.

1.2 구 MapAPI와 치인식기술의 센서웹분석

스마트폰의 LBS와 치인식을 한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통합처리하는 랫폼 기술로 센서 

웹(sensor web)을 활용한다[3]. 

센서 웹은 GIS기반의 다양한 센서를 설치하고, 

웹으로 연결함으로서 시설물  환경, 교통 상태, 

재난재해 등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재, OGC web service, phase-4(OWS-4)에서는 

센서 웹을 기반으로 모든 센서를 발견하고, 센서

를 통해 데이터 획득  교환, 정보처리, 임무부여 

등을 수행하기 해서는 구 MapAPI와 연동할 

수 있다[3].

이러한 센서웹 서버의 설계를 통해 센서 네트

워크 환경에서 수집되는 GeoSensor와 GIS 데이터

를 기반으로 GeoContext를 생성할 수 있으며, 사

용자의 상황에 한 실시간 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이러한 치정보를 통한 상황인

식 모델링 기법으로 킷값(key-value)방법, 마크업

(markup)모델, 그래픽 기반 모델, 객체지향 기반 

모델, 로직 기반 모델, 온톨로지 기반 모델이 제안

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우리 학 주변의 구  Map기반

의 센서 웹을 해서는 GPS모듈과 NMEA 문장을 

분석하는 부호를 설계한다. 이를 해 setCenter을 

이용한 실시간 치정보를 설계한다. 우선 첫째 

인자의 좌표를 지정하고, 둘째 인자는 지도의 해

상도를 결정하기 해 다음과 같은 GPS 수신기의 

값을 사용한다[2].

var map=new GMap2(document.getElementById("map"));

map.setCenter(newGLatLng(36.615527631349245, 127.353515625), 4); 

GIS기반의 LBS서비스를 설계하기 해서는 

MapAPI를 이용한 지리정보 확인 차로 도로정보

과 성사진을 통한 주변 환경인지  이동경로

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2]. 

이러한 Open API는 웹기반 서비스로 이동체 정

보를 리하는 치 제서버에 인터넷 속으로 

MapAPI를 통한 GIS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센

서 웹 구 을 해 NMEA의 문장을 분석하고, 

GPS 수신기에서 NMEA의 치정보를 송하기 

한 서(Parser)를 설계한다.

한, API의 연동방안과 인터넷에서 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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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마트폰GPS모듈과 USB직렬통신설계

(그림 4) NMEA의 상태해석 한 순서도 설계

(그림 5) NMEA 문장(Sentence)분석

용 좌표 값의 매핑(mapping)을 통해 이동체의 

치와 GPS 수신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치정보 서비스를 설계한다.

2. GPS모듈연동과 NMEA의 정보설계

스마트폰의 치인식을 한 GPS모듈과 GIS를 

연동하기 한 랫폼인 GeoSensing기술은 GPS 

 치인식기능을 가진 센서를 통해 범 한 

역의 시공간 정보수집과 분석을 해 필요한 

기술이다. GeoSensor는 모바일 센서 네트워크는 

센서 노드가 고정되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센서 노

드 자체가 이동할 수도록 GPS와 연동하는 모듈 

설계가 필요하다[4].

2.1 GPS모듈 연동과 NMEA의 상태분석 

GPS수신모듈의 통신을 한 RS-232(UART)방

식을 USB포트의 직렬포트 통신환경을 설정하면 

InitComm함수의 호출이 가능하다[5]. 

이때, 스마트폰의 GPS 수신모듈에서 치정보 

좌표 값인 NMEA 문장을 통해 시간, 치, 방  

등의 좌표정보 값을 수신 받는다. 

NMEA 데이터 각 문장은 ‘$’로 시작하여 두

사 ‘GP’와 문장의 내용을 정의하는 세 자(GSV, 

GGA, RMC 등)로 시작한다[6].

그리고 각 데이터들 사이는 comma(,)로 구분하

여 나타내고, 이 데이터 역과 마지막 asterisk(*)

의 뒤에 오는 두 개의 16진수 수를 포함하는 Check 

Sum 역으로 구성되어 XOR 연산을 이용한 문장 

오류를 검하며 총 80자 이상을 넘기지 않는 문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5)는 NMEA 데이터의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기 한 상태 해석용 순서도로서 통신 간

에 발생하는 타임아웃이나 체크 합( Check Sum)

오류로 부터 복원하도록 지원한다[7].

본 논문의 스마트폰의 GPS 수신모듈은 당 6

의 문장을 송출하게 되며 여러 NMEA 문장정

의 요소  GSV(3 ), GGA(1 ), RMC(1 ), 

GSA(1 )의 4개의 정보신호를 단말 측에 송신한

다. 한, GSA 데이터를 제외한 치정보를 싱

하기 에 GSV문장과 3D 입체 정보를 제공하는 

GGA문장과 치추 정보 RMC문장을 추출하

고 정보를 변환하게 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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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오류가 없는 NMEA문장 사례 분석

$GPGSA,A,3,24,09,02,27,10,15,29,,,,,,2.9,1.9,2.2*37

2진 XOR값 0 0 1 1 0 1 1 1

NIBBLE 값 0011 0111

16진수 03 07

10진수 3 7

문자 3 7

(표 2) 오류가 있는 NMEA문장 사례 분석

$GPGSA,A,3,24,09,02,27,10,15,29,,,,,,3.0,1.9,2.2*4C

2진 XOR값 0 0 1 1 1 1 1 1

NIBBLE 값 0011 1111

16진수 03 0F

10진수 3 15

문자 3 F

(그림 6) GPS모듈 NMEA문장분석과 싱

2.2 GPS모듈의 NMEA 문장해석과 싱설계

(그림 5)는 GPS 수신 모듈이 매 당 단말로 보

내는 NMEA 문장이다. 이때, 3 의 GSV문장은 

모듈에 실시간으로 탐색된 성들이 보내는 정보

들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GSV의 한 문장은 최  

4개의 성 정보를 표 할 수 있으며, 정확한 좌

표정보를 얻기 해서는 3개 이상의 GSV문장이 

필요하다. 

맨 윗 의 GGA문장은 가장 요한 NMEA 복

호 문장으로서 3D 치와 정확도를 포함한다. 시

간, 도, 경도, 계산종류, 사용된 성수, 고도 등

의 순으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NMEA 복호 

문장에서 추출해내는 수신 좌표 값은 시간, 도, 

경도의 3가지 정보이다.

마지막 의 RMC문장은 NMEA에서 추천하는 

최소한의 GPS PVT(Position, Velocity, Time)정보

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 GGA문장에서 나타

나는 GPS 수신모듈의 치와 이동속도,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  세계시간 기 에 의거한 

재시각을 나타낸다.

NMEA 2.3번젼에서는 오류제어용 체크 합의 자

기변환(Magnetic Variation) 에 ‘ , ’를 추가해야 

하고 개발 모듈에서는 2.3버젼 형식에 맞춘 문장

이 출력된다. NMEA에서 서가 NMEA 문장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방식은 XOR 연산이며, 연산 

값이 일치하는 서는 이 문장의 데이터가 오류

가 없다고 단하게 된다.

NMEA에서 서의 데이터 값으로 NMEA 문장 

 GGA 역에서 경도와 도 값으로 2D 

MapAPI에서 치와 경로를 제공한다.

2.3 KML의 일생성과 데이터 송방식 설계

스마트폰에서 싱되어 치 제용 서버로 송

되는 일형식은 KML(Keyhole markup Language)이다.

KML 일은 시간함수 GetCurrentTime을 사용하

여 “kml YY년 MM월 DD일 HH시.kml” 형식의 

일명을 갖게 된다. 이때, 일 내부의 부호화는 

KML 일 버 의 정의와 치에 한 정보와 

치좌표 정보를 알려주는 <point> 태그부분의 앞

(Front)과 NMEA 문장에서 추출한 좌표정보( 도

와 경도)를 <coordinates> 태그내에 나열하여 부호

화한 치정보 값이다. 

한, 스마트폰의 GPS수신기에서 좌표정보의 

간(Middle)과 문장을 정리하는 태그들로 이루어

진 끝(End)으로 로그램을 설계한다.

KML 일을 송하기 한 스마트폰과 서버 간

의 치정보에 한 데이터 값을 송하기 해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성과 일 송을 한 인터

넷 소켓 로그래 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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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KML형식의 소켓 로그래  설계

(그림 8) 서버의 MapAPI 설계  매핑 설계

 

(그림 9) Google MAP용 클라이언트 설계

스마트폰과 서버를 설정한 후 인터넷에서 서버

정보와 IP  소켓의 속 포트를 설정한다. 

connect클릭하면 m_ConnectSocket.Create(), m_ 

ConnectSocket.Connect(‘IP', ‘Port No.') 함수를 호출

하여 서버와의 치정보 데이터 값을 송한다. 

KML 일생성에서 치정보 일을 서버로 송

하기 해 OnFsend( )를 호출하고 데이터 송용 

입력버퍼로 80바이트가 필요하다.

3. MapAPI 설계  맵핑 결과분석

본 논문에서 스마트폰용 구  Map을 활용은  

Ajax기술로 구 지도용 API를 이용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구 지도의 신규 응용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고, 새로운 응용기술과 서비스의 시연이 가

능하게 된다. 한, 치기반서비스의 신규 응용

을 해서는 구 지도용 API기법을 활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한다.

3.1 구  MAP의 클라이언트 설계

ASP를 이용한 인터넷 페이지 구성에서 C#언어

를 이용한 로그램을 구 할 때에는 자바스크립

트 언어를 사용하는 MapAPI 부호의 C#형식으로

의 변환이 필요하다. 구  지도용 API를 이용한 

신규 사이트의 인터넷 페이지를 구 할 때에는 

새로운 지도값MapAPI를 생성하며, 치정보는 

getLatLng함수의 변수 2개를 KML 일의 좌표를 

인자로 가져오게 되고 GGeoXml함수를 통해 이동

경로를 표시한다. 

스마트폰의 GPS 수신모듈에서 NMEA 문장은 

서부호에 의해 오류를 검출하고 분석되어 도, 

경도 등의 좌표 값으로 변환된다. 이러한 좌표값

들은 KML로그 일에 장되어 소켓 로그램에 

의한 일이 송된다. 

스마트폰의 GPS모듈이 성으로 부터 수신하

는 NMEA문장을 확인하는 다이얼로그와 문장을 

해석한 후의 정보들을 표 하는 다이얼로그로 구

성된 모듈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이동체인 클라이언트로서 수집된 GPS 수

신모듈의 좌표 정보값을 인터넷으로 웹 서버에 

송하기 한 송 로그램이 존재하게 되며, 

KML 일 생성은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주기 으

로 동작하게 된다.

GoogleBar를 이용한 구 맵 검색결과와 지도가 

연동하는 GGoogleBarOptions 객체를 설정하고 GMap2

생성자의 옵션으로 넘어간다. 이때, GMap2.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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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구 지도에서 GPS값 경로구  사례

(사진 2) 구 지도에서 GPS 치표  구 화면

GoogleBar ( )를 이용하고, GoogleBar를 활성화 함

으로서 GoogleBar의 화면은 구 지도의 기화면

으로 설계한다. 

한, 사용자가 허가(Permission)를 획득 한 

치와 련된 추가 기능을 설정해야 한다.

<uses-permission android:name= "android.permission. 

ACCESS_LOCATION_EXTRA_COMMANDS">

AndroidManifest.xml을 사용하기 해서는 Library

가 포함된 <uses-library>태그를 응용(application)과 설

정(acitivy) 사이의 선언해야 한다.

<uses-libraryandroid:name="com.google.android.maps">

3.2 MapAPI 페이지 설계

구 Map API가 연동하는 지도(Key)를 수신하

는 http://www.google.com/apis/maps사이트에 

속한 후, 지도정보를 사용할 URL을 달하면 

인증 값(Key)를 수신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수신 사용자 인증 값은 이후

에 생성될 부호로 사용하게 되고, 사용자의 사이

트에서 바로 구  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도 

키값(Key)은 구 지도의 자바스크립트를 불러올 

때 사용자 인증 값에 명시하면 된다. 

<script src="http://maps.google.co.kr/maps?file=

api&v=2&key=abcdefg" type="text/javascript"></script> 

한, MapView를 사용한 구  API의 사용한 

지도를 해 다음과 같이 설정이 필요하다.

new Intent(String action, Uri uri)

•action: ACTION_VIEW로 정의

•uri : 구성표

◦geo:latitude, longitude

◦geo:latitude, longitude?z=zoom

◦geo:0,0?gmy_street_address

◦geo:0,0?qbusiness_near_city

MapView는 지도를 용하는 MapView가 있고, 

API가 제공하는 MapAcitivy의 MapView 종류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트 뷰

• 성사진 뷰

•교통정보 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에서 구  MapAPI를 

구 하기 해 서버IP를 OpenAPI에 등록하는 인

증 값(Key)을 받는다. 이때, 구 용 지도 API를 

해 인증 값을 webconfig 일에 명시하고 서비스 

응용 페이지가 설정 될 때마다 해당 인증 값을 이

용한 API를 호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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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구 지도의 Map API페이지 구  화면 

특별히, 지도제어기(Map Controller)의 연동은 

매우 편리하다. 마우스 휠과 클릭만으로 지도의 

, 아웃, 이동이 자유로우며 KML로그 일 선택

하여 표 되는 이동경로를 확 하여 자세한 경로

를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과로 (사진 1)과 (사진 2)처럼 구

지도상에서 GPS값의 경로표 과 재 GPS 치를 

표 이 가능하다.

한, 구 의 Map API는 성사진과 도로정보

를 표 하기 해 XML과 비동기 HTTP를 이용한 

지도를 생성할 수 있다. 한, 경도/ 도와 지역정

보를 포함한 data.xml을 지도에 마커로 표시하기 

해서는 GDownloadUrl메서드를 다운로드 받은 

XML 일은 GXml메서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며, 마

커를 클릭하면 치와 지역정보가 표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GeoContext는 특정 지역의 특성을 구

분하기 하여 규정과 지정학 인 특성,  측 

정보를 활용한 역에서 공간의 특성을 정의가 가

능하다.  한, GeoContext는 사용자가 정의한 각각

의 규정을 통해 결합하여 각 도메인, 혹은 필요에 

따라 생성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규칙  지식을 활

용한 범 한 지역  특성을 정의할 수 있다.

4. 결론  기 효과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

기의 GPS 수신모듈에서 NMEA문장해석을 통한 

치정보를 활용한 구  Map API와의 연동방안

을 구 하 다. 

이때, 웹서버의 장된 KML 일을 Map API

에 연동하기 해 OpenAPI 서버를 구 하 다. 

한, Map API참고문장을 사용하기 한 헤더들

은 구  OpenAPI에서 구 에 KML 일의 URL

을 알리고 웹서버는 API가 일로 근하도록 구

하 다.

본 논문의 결과로 OpenAPI 특성상 다른 기종이

나 랫폼에 연계되었을 경우 LBS와 련된 치

정보와 이동경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와 솔루션

의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스마트폰나 안드

로이드기기에도 호환이 가능하다.

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동 물류나 치정보 

 재해재난 구조 등의 분야에서 GPS의 NMEA 

문장해석을 통한 치정보기술을 활용한 구  

Map API와의 연동기술이 활용도길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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