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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coding refers to the process of associating data with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system deals with geographic
identifiers expressed as latitude and longitude or street addresses. Although many services have been launched, there still
remains a problem for users to create geo-coded photo with manually labeling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coordinate
or synchronizing with separate devices.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geo-coding system which utilizes the
time and location information embedded in digital photographs in order to automatically categorize a personal photo
collection. An included GPS receiver labels a photograph with its corresponding GPS coordinates, and the position of
the camera is automatically recorded into the photo image header at the moment of capture. The place and time where
the photo was taken allows us to provide context metadata on the management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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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휴대폰 등 멀티미디어

장비의 발전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기기가 보급되면

서 다량의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기기

를 통해 수집되는 영상,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미지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

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통해서 낯선 장소에

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가를 알고 싶을 경우에 사용

자의 기억을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것

이다.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 날짜와 카메라 모델을 내

부적으로 저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로는 사용자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어려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1,2].

그림 1에 나오는 예제 사진을 고려해 보자.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를 알고자 할 경우, 좌측에 있는 영상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남대문이라는 것을 사진에 나오는

객체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영상의

경우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어느 동물원인지를

영상에서는 알 수가 없다. 우측에 있는 영상도 바닷가

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어느 바닷가인지를 영상만으로

는 알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의 기억을

떠올리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지역에 대한

정보는 사용자의 기억을 떠올리기 아주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지리적 위치(Geo-Location) 정보를 다

루는 시스템을 지오코딩(Geo-coding) 시스템이라고 하
†E-mail : hwany1458@empal.com 

Fig. 1. Some Examples of Natural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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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3,4], 최근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지리적 위치

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진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에서 촬영

장소의 GPS 좌표(Coordinate) 정보를 위성으로부터 받아

이미지 헤더에 저장하는 임베디드 지오코딩(Embedded

Geo-coding) 시스템을 구현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치 기반

의(Location-based) 영상 처리 서비스와 인터넷 맵(Map)

을 통한 이미지 표시 도구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

사진 영상의 촬영 장소를 관리하는 임베디드 지오코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과정을 설명한다. 4장의 결론

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2. 관련 연구

GPS를 통한 위치 기반 연구는 텔레메틱스(Telematics)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영상 처리 분

야에서 이미지의 생성 위치에 따른 GPS 정보를 처리

하는 관리 툴이 개발되고 있다. GPS 수신이 어려운 영

역이나 컴퓨터에서 제작되는 그래픽 이미지의 경우는

IP 주소를 기반으로 처리하기도 한다[5]. 

검색 엔진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Google), 야후(Yahoo)

와 네이버(Naver)1에서 디지털 맵상에서 위치 검색과 경

로 탐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파노라미오(Panoramio)

웹 사이트2에서는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진 영상

(Geo-coding Photo)를 대상으로 디지털 맵 상에서 위치

표시(Map Viewing)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ony GPS CS-1기기와 GPS Image Tracker을 통하

여 GPS 좌표를 로그(Log)로 기록하고 영상의 날짜/시

간과 비교 연산을 통하여 사진 영상의 위치 정보를 얻

을 수 있다[6]. WWMX(World Wide Media eXchange)

에서는 사진 영상 데이터베이스에서 위치 선정(Geo-

referenced)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네비게이션(Navigation)

기능과 구글 맵을 통하여 위치보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7]. 이들은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맵과의 연

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GPS기기와 이미지 캡쳐링 기

기(Capturing Device)를 독립적으로 동작시키며, GPS

좌표와 시간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동기화

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위치 정보 저장을 위한 시스템

3.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GPS 정보의 수신

기능과 영상 캡쳐(Capture) 및 압축 저장 기능이 통합

된 임베디드 지오코딩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시

스템의 구성은 그림 2와 같다.

GPS 모듈은 위성과의 통신을 담당하며, GPS 좌표를

얻기 위해 모바일 기기는 수신기(Receiver)와 시리얼

포트(COM Port)로 연결된다. GPS로부터 얻어지는 원

데이터(Raw Data)는 NMEA-0183 표준 프로토콜

(Protocol)에 따라 수신된다. 얻어진 데이터중에서 GPS

좌표값을 포함하는 문장(NMEA Sentence)을 버퍼에

저장하고, 해당 문장을 구문 해석(Parsing)하여 위도

(Latitude), 경도(Longitude), 고도(Altitude)와 GPS날짜/시

간을 로그 데이터로 기록한다.

카메라 모듈은 모바일 장비에서 카메라 기기를 통하

여 영상을 캡쳐하고 이를 이미지 표준인 JPEG 포맷으

로 압축(Compression),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인

코딩 단계에서 GPS로부터 받은 위치 정보는 이미지

헤더에 포함(Embedded)하여 저장된다. 

저장한 이후에 어떠한 영상 처리 작업이 수행되더라

도 위치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기존의 영

상 처리 상용 툴과의 호환성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영상 처리 툴들은 제품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마

커(Application Marker)를 미리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으

며, 별도의 마커를 사용할 경우 툴에서 조회가 되지 문

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표준 규격으로 사용되고 있는 EXIF 규격(Specification)

에 맞춰 구조화된 정보로 저장한다[8]. JPEG 이미지 헤

더와 EXIF 데이터 구조는 그림 3과 같다.

APP1 세그멘트내 IFD(Image File Directory)는 여러

개의 엔트리(Entry)를 포함한다. 각 엔트리는 태그 번호

(Tag Number, 2 Byte), 데이터 포맷(2 Byte), 컴포넌트의

개수(4 Byte)와 데이터 값(또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오프

셋 값, 4Byte)으로 구성된다. 위치 정보 저장을 위한 엔

트리의 속성 정보, 태그ID와 데이터 유형은 표 1과 같다.

Fig. 2. System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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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구현

설계 시스템의 구현 환경으로 마이크로비젼의 ARM9

Core 기반 MV270 II 보드 상에서 구현 툴로는 마이크

로소프트사의 Embedded Visual C++ 4.0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위치를 수신하는 함수 CGPS::GPSReceiving()는알

고리즘1과 같다.

위치 수신 함수에서 desired_sentence는 NMEA 문장

중에서 위도, 경도와 고도, 날짜와 시간을 포함하는

GPRMC와 GPGGS를 의미하며, 화면 표시상 로그로

기록되는 parsed_data는 GPS에서 받은 현재 날짜와 시

간, 위치상의 위도, 경도와 고도를 의미한다.

NMEA 데이터의 MSB(Most Signification Bit)는 0

으로 설정되어 8비트(Bit) 아스키(ASCII)로 전송된다.

NMEA-0183 규격 버전 3.01에서 한 문장의 최대 길이

는 82문자이며, 문장의 시작 문자($)와 종결 구분자

(<CR><LF>)사이에 최대 79문자로 구성된다. 각 필드

는 콤마(,)로 구분되며, 시작 문자($) 뒤에 5자리는 해

당 문장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 유형(Data Type)이고 마지막에 체크섬(Check-

sum)으로 2자리 16진수가 붙는다[9,10].

NMEA문장을 처리하는 함수는 알고리즘2와같다. 

TIMERID_POLLCOM으로 정의된 매 시간마다 시리얼

포트 버퍼로부터 255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서 배열 buf에

임시로 기록한다. CSerial::Read() 함수는 시리얼 포트로부

Table 1. GPS Attribute Information

Tag Name Field Name TagID(hex) Data Type

GPS Tag
Version

GPSVersionID 0 Byte

Latitude 
Reference

LatitudeRef 1 ASCII

Latitude Latitude 2 Rational

Longitude 
Reference

LongitudeRef 3 ASCII

Longitude Longitude 4 Rational

Altitude 
Reference

AltitudeRef 5 Byte

Altitude Altitude 6 Rational

GPS Time GPSTimeStamp 7 Rational

GPS Receiver 
Status

GPSStatus 9 ASCII

Geodetic Survey 
Data Used

GPSMapDatum 12 ASCII

GPS Date GPSDateStamp 1D ASCII

Fig. 3. Structure of EXIF Image Format.

[알고리즘1]

void CGPS::GPSReceiving(CString comport, INT bard)
CNMEAParser NMEA;
..
WHILE()

IF(openPort(comport, bard)) THEN
Read raw_data;
CASE(sentence)

WHEN desired_sentence;
NMEA.NMEAParsing(sentence);
Save it to log_file;
Display parsed_data;

DEFAULT
Halt (default_second);

END CASE
ELSE

Alert “ERROR on Connection”;
END IF

END WHILE

[알고리즘2]

void CNMEAParser::OnTimer(UNIT nIDEvent)
..
CASE

WHEN TIMERID_POLLCOM;
BYTE buf[256];
DWORD dwBytesRead;
INT readSentenceCount;
CSerial SIO;
..
// read data from serial port and send it to the parser
dwBytesRead ? SIO.Read(buf, 255);
readSentenceCount++;
ParseBuffer(buf, dwBytesRead);
Break;

WHEN TIMERID_UPDATETEXT;
Refresh display;
Write parsed_data to log_file;
Break;

EN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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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읽어온 데이터 량을 반환하고 readSentenceCount 변수

를 하나 증가시킨다. CNMEAParser::ParseBuff() 함수는 배

열 buf에 저장된 각 NMEA 문장에 대한 구문 해석을 수행

한다. TIMERID_UPDATETEXT로 정의된 매 시간마다 화

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새로 갱신하고 구문 해석을 통해

얻어진 위치와 날짜/시간 정보를 로그 파일에 기록한다.

EXIF 규격에 따라 저장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위성에서 받는 GPS 좌표 정보는 ddmm.mmmm 형식의

ASCII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

기 위해서는 십진법 좌표(Decimal Coordinate)로 변환한

후 라디안 각도로 변환하여 사용해야 한다[11]. ASCII에

서 십진법 좌표의 위도를 얻기 위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1)

그림 4는 GPS 수신기를 통해 받은 GPS 데이터를

구문 해석하여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결과 화면이고,

그림 5는 MV270 II 개발 보드에서 카메라 모듈을 통

하여 영상을 캡쳐하고 이를 JPEG 표준 압축 기법에

따라 저장하였을 때의 결과 화면이다.

그림 6은 생성한 이미지를 상용 툴인 ACDsee에서

이미지 보기를 실행한 화면이다. 우측 하단에 해당 이

미지의 속성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으며, 구현 시

스템에서 생성한 GPS 위치 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영상 관리 툴(예, 포

토샵 7.0)에서 이미지를 수정 편집한 이후 저장하였을

때, 생성 당시에 기록된 위치 정보의 손실이 없음을 테

스트하였다.

그림 7은 생성된 이미지를 구글 맵 보기 기능을 통

해 디스플레이한 화면이다. 맵에서 단국대학교 죽전캠

Latitude atof dd( ) atof mm.mmmm( )
60

------------------------------------------+
⎝ ⎠
⎛ ⎞=

π
180
---------×

[알고리즘3]

void CJPEG::JPEGEncoding(CString fileName, char* iBuff)
..
IF (!iBuff) THEN

HANDLE jFile=CreateFile(filename, “wr’);
IF (saveJPEG(jFile, iBuff)) THEN

HANDLE lFile=CreateFile(logFile, “r”);
GPSdata = readFile(lFile);
betTime = systemDateTime – GPS.date.createDateTime;
IF (betTime < threshold) THEN

appendGPSinfo(GPSdata);
END IF
CloseHandle(lFile);

END IF
CloseHandle(jFile);

END IF

Fig. 4. Screen Shot of the GPS Coordinate Parsing.

Fig. 5. Screen Shot of Image Creating on MV270.

Fig. 6. Example of Created Image View with Commercial
Tool(i.e., ACDSee 9 Photo Manager).

Fig. 7. Example of View on Google Map.



영상의 위치 정보를 위한 임베디드 지오코딩 시스템 구현 63

Journal of KSDET Vol. 7, No. 3, 2008

퍼스의 위성 지도에 표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사진 영상의 촬영 장소에 대한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임베디드 지오코딩 시스템을 설계, 구

현하였다. 사진 영상이 촬영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GPS위치와 시간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JPEG EXIF 헤

더에 저장한다.  

GPS 위치 정보는 각 국가별 주소 체계에 대응하여

텍스트 기반의(Text-based) 주소 정보를 활용하면 지리

정보에 따른 위치 참조(Geo-referenced)의 계층적 분류

(Hierarchical Clustering)가 가능하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에 따라 최근 다양한 응용 분야

에서 GPS 기능을 탑재한 장비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디지털 카메라에 GPS기기를 장착하여 개발될 경우 영상

검색(Image Retrieval), 영상 아카이브(Image Archive), 위

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등의 분야

에서 보다 나은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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