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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PS Route Editor의 사용용도 및 특징. 

GPS Route Editor는 GPS 전용기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로그 따라가기(Re-tracking; Track-back)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GPS 트랙로그파일(.gpx)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PS Route Editor를 통해 작성한 GPS 로그파일을 GPS 전용기기 또는 스마트폰 등에 넣어 따라가

기 기능을 실행하면 네비게이션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길찾기가 어려운 

산행, 자전거 여행, 도보여행 등에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 입니다. 

GPS Route Editor는 전문적인 GPX 편집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GPX 파일 편집용도로 사용하

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GPS Route Editor는 외부에서 생성된 트랙로그파일을 읽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을 원본대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단지, 해당 파일을 참고하여 로그 따라가기 기능

에 필요한 내용만 추출해냅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생성된 파일을 읽어와(Import) 다시 저장하게 

되면 원본파일과는 그 내용이 상이한 새로운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GPS Route Editor를 전

문적인 GPX 파일 편집기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2. 프로그램의 주요기능 

1. NMEA 0183 (.log, .txt) GPS 로그 파일과 GPX (.gpx) 로그파일을 바로 불러와(Import)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GPS Route Editor에서 만든 트랙로그는 GPX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유형의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 

 Google 위성지도 

 Google 하이브리드 지도 

 Google 지형도 

 OpenStreetMap(이하 OSM으로 표기) 지도 

4. OSM을 통한 자동경로탐색(길찾기)을 지원합니다. 

5. Google 지도를 통한 자동경로탐색을 지원합니다. (단, 한국은 아직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3. 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요구사항 

 Windows XP SP3 또는 상위 버전, Windows Vista SP1 또는 상위 버전, Windows 7 

 Microsoft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 또는 상위 버전. 

프로그램 실행에 Microsoft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 (이하 .NETFX로 표기) 또는 Full 

Version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NETFX 4.0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GpsNote.NET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NET Framework Setup Verification Utility를 받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NET Framework Setup Verification Utility를 실행했을 때, Product to Verify 목록에 .NET Framework 

4.0 Client 또는 .NET Framework 4 Full이 보이면 GPS Route Editor 실행에 필요한 .NETFX 4가 이

미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 목록에 .NET Framework 4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페이지 또는 윈도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NET Framework 4.0 Client Profile 다운로드:  

http://www.microsoft.com/downloads/ko-kr/details.aspx?FamilyID=e5ad0459-cbcc-4b4f-97b6-

fb17111cf544 

.NETFX 4가 설치되어 있다면 GpsNote.NET에서 다운로드한 배포판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GPS Route Editor는 현재까지는 별도의 설치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고, 실행에 필요한 파일만 하

나의 압축파일로 묶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

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면, 바탕화면에 ‘GPS Route Editor’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든 후에 압축된 배포판 안의 모든 파일을 복사해 넣으면 됩니다. 

http://www.microsoft.com/downloads/ko-kr/details.aspx?FamilyID=e5ad0459-cbcc-4b4f-97b6-fb17111cf544
http://www.microsoft.com/downloads/ko-kr/details.aspx?FamilyID=e5ad0459-cbcc-4b4f-97b6-fb17111cf544


 

해당 폴더 안에 위와 같은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 실행은 RouteEditor.exe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단, 버전에 따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실행 

처음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나 하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경우, 최초 실행에 약 10~2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 컴퓨터에 약 260MB 정도의 캐쉬 파일을 생성하거나 업그레이드하

는 작업으로 한동안 멈춰있는 듯이 보일 수 있으나 창을 닫거나 강제종료 시키지 말고 잠깐 기다

립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나면 라이센스 동의 화면을 거쳐 위와 같은 화면은 볼 수 있습

니다. 

프로그램 화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상단은 툴바, 좌측의 Elements 영역에는 

Waypoint 목록이 표시되고, 그리고 화면 가운데에 경로 편집용 지도가 표시됩니다. 

현재 지도는 Google 위성지도, 지도, 하이브리드 지도, 지형도 및 Open Street Map (이하 OSM) 

등이 제공되며 각각의 지도는 지도화면 우측 상단의 리스트를 클릭하여 바꾸거나 키보드 단축키 

F1 ~ F4 그리고 F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5. 경로 그리기 

먼저 경로를 그리기 전에 지도화면 우측 상단에 편집잠금 아이콘  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이 아이콘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경로 편집이 불가능합니다. 마우스 휠을 스크롤하여 

이 아이콘이 없어질 때까지 화면을 확대(Zoom In)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너무 넓은 영역에 걸쳐 경로가 표시될 경우, 이를 편집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편집포

인트가 화면에 노출됩니다. 수 없이 많이 노출된 편집포인트는 아주 조밀하게 위치하여 사실상 

편집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은 처리속도를 급격히 떨어트리므로 GPS Route 

Editor는 일정 크기 이상으로 화면이 축소(Zoom Out)되면 편집용 포인트를 모두 숨겨서 편집잠금 

상태로 만듭니다. 

 

1. 빈 지도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파란색 포인트가 생성되고 다시 다른 부분을 클릭하

면 두 번째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두 포인트 사이는 빨간색의 경로로 표시되는데, 이 경

로가 GPS 기기 등에서 표시되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이동경로인 셈입니다. 

2. 생성된 포인트는 끌어서(Drag) 위치를 바꿀 수 있으며, 생성되어 있는 포인트를 다시 클

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각 포인트 사이에 자동으로 생성된 회색의 가상 포인트는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 존재하

는 것으로 예를 들어, A – C 지점을 연결한 경로에 B 지점을 추가하고 싶을 때 이 가상

포인트를 끌어서 B 지점에 놓습니다. 그러면 경로는 A – B – C를 경유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고, 각각의 지점 사이에 새로운 가상 포인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회색의 가상 포인트는 실제 GPX 파일로 저장되지 않으며, 파란색의 포인트만 실제 파일로 저장됩

니다.  

경로 중 특정 부분을 한꺼번에 삭제하고 싶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삭제할 부분을 드래그하

면 파란색으로 그 부분의 경로가 오버랩(overlap) 되는데 이때 Delete 키를 눌러서 삭제하거나 

Esc 키를 눌러서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로를 만들 때, 너무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해보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인 진

행 방향만 알 수 있으면 무리 없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지도 자체가 그렇게 정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또한 휴대용 GPS 기기 자체도 정밀도가 높은 편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10m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 가지 오차가 합쳐지면 ±20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밀하게 경로를 그린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6. 단축키 정리 

작업편의를 위해 GPS Route Editor 사용되는 키보드 단축키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조합 기능 

CTRL + N 새 경로 

CTRL + O 파일 열기 

CTRL + S 파일 저장 

CTRL + Z 실행 취소 (Undo) 

CTRL + Y 다시 실행 (Redo) 

F5 지도화면 새로 고침 

F1 ~ F4, F6 지도화면 변경 

CTRL + F 위치 찾기 

방향키 지도화면 이동 

Shift + 드래그 포인트 다중선택 (선택 후, Delete 키로 삭제 또는 ESC키로 취소) 

+, - 지도화면 확대/축소 

마우스 휠 UP/DOWN 지도화면 확대/축소 

마우스 드래그 지도화면 이동 

  

 

  



7. 경로 자동탐색 

지도 상에 표시되는 대부분의 주요도로(국도, 지방도, 시내도로)는 자동으로 이동경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지도에서 서비스하는 길찾기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이동경로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 자동탐색의 출발지는 화면에 그려진 경로 중 마지막 포인트로 자동으로 지정되는데, 그려진 

포인트가 하나도 없을 경우 출발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경로탐색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먼저 그려진 포인트가 하나도 없다면 출발지에 포인트를 하나 찍은 후 도착지점을 찾은 후 도착

지 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띄웁니다. 여러 메뉴가 보이는데 이 가운

데 OSM 경로 탐색 또는 Alt. 경로 탐색을 실행합니다. 

아마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됐다면 화면 상에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하는 경로가 그려졌을 겁

니다. 이 경로는 수작업으로 그린 경로와 동일하게 편집, 삭제할 수 있으며 만약 원치 않는 경로

가 탐색됐다면 ‘실행취소’ 툴바 버튼을 눌러 취소하고 새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그려진 경로에 덧붙여 반복적으로 경로탐색을 시도하여 전체 이동경로를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GPS Route Editor에는 총 3가지 경로탐색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한국: OSM 경로탐색 + Alt. 경로탐색 

2. 외국: Google 경로탐색 + OSM 경로탐색 

한국은 아직 Google 길찾기 서비스 지역이 아닌 관계로 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의 이동경로를 그리고자 할 경우 프로그램 설정 (상단 툴바 -> 프로그램 설정)에서 사용지역을 

‘그 외 지역’으로 선택/저장한 후 프로그램을 재시작합니다. 

이 설정은 경로탐색 뿐만 아니라 구글 지도서버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법으로 인터넷 지도에 여러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도 서버로 분리되어 있는 상

태이며 국내용 서버와 글로벌 서버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의 경로탐색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gmaps-samples.googlecode.com/svn/trunk/mapcoverage_filtered.html 

  

http://gmaps-samples.googlecode.com/svn/trunk/mapcoverage_filtered.html


8. 외부파일 불러오기 

GPS Route Editor는 외부에서 작성된 GPS 로그 파일 중, NMEA 0183(.txt, .log) 포맷 및 GPX 1.0 

및 1.1(.gpx) 포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프로그램이나 기기에서 작성된 파일을 GPS Route Editor로 불러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Import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 내용을 모두 읽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로작성에 필

요한 위치 데이터만 추출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작성된 파일을 GPS Route Editor로 

편집하여 저장하면 원본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새로운 파일로 저장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 필요

에 따라 원본파일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고도 데이터 채워 넣기 

지도화면 좌측 상단의 고도차트 표시/숨김  버튼을 클릭하면 지도화면 하단에 고도 차트가 표

시됩니다. 만약, 경로가 순수하게 GPS Route Editor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고도가 모두 0으로 표

시될 것입니다. 이 때, 고도 차트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Google 지도 서버에서 해당

경로의 고도자료를 받아와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고도 차트 위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면 지도 상에 해당 지점의 위치와 고도가 표시되며, 더블 

클릭할 경우 해당 지점으로 지도가 이동하게 됩니다. 

고도 차트가 그려진 이후, 경로를 수정하게 되면 해당 수정내용이 자동으로 차트에 반영되지 않

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거리, 고도를 보고 싶다면 ‘새로 고침’ 버튼이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현재 구글에서 제공하는 고도 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1. 하루 최대 2,500번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한번에 최고 512 포인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최대 25,000 포인트 이상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사항을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3,000개의 포인트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고도 데이터를 받



아올 경우 약 400포인트씩 나누어 6번 구글 서버에 접속하게 됩니다. (1회 접속 시, 512포인트까

지 데이터 요청을 허용하나 포인트의 정밀도, 질의어 길이제한 등으로 400포인트씩 처리합니다.) 

위 상황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약 8번 정도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3,000개의 포인트는 서울-부산 정도의 거리를 그릴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가

정한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 제한량 초과로 접속이 차단될 수

도 있으므로 수시로 고도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 보다는 전체 경로를 모두 작성한 후 최종 단

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웨이포인트(Waypoint) 작성 

지도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를 띄우면 ‘Waypoint 만들기’ 항목이 있

습니다. 선택하여 실행하면 ‘Waypoint 속성’ 창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마우스를 클릭했던 위치에 새로운 웨이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포인트는 지도 상에 노란색 깃발로 표시되는데, 더블클릭하여 내용을 수정

하거나 드래그 하여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웨이포인트의 팝업 메뉴를 통해 삭제할 수 있

으며, 다른 형식으로 포맷으로 Export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큐비랩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MYP(마이포인트) 파일로의 저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웨이포인트 관리는 프로그램 화면 좌측의 Elements 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목록에서 체

크박스를 언체크(Uncheck)하면 화면에서 웨이포인트를 감출 수 있고, 더블 클릭하면 해당 위치로 

지도화면이 이동하며, 팝업 메뉴를 통해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트리(tree) 구조로 표시되는 Waypoints의 최상위 항목의 팝업 메뉴를 통해 전체 웨이포인트를 삭

제하거나 MYP 파일로 Export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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