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위치기반 서비스 처리의 전체구조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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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기가 GPS에 대한 정보를 받음 
 
  2) 받은 위치 정보를 안드로이드 내부 API를 통해서       
     Android.location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로 가공함 
 
  3) 가공된 정보를 구글맵 API를 통해서 재 가공 함 
 
  4) 재 가공된 정보를 구글맵 API를 통해서 재 가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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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드로이드 내부 API  - android.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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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드로이드 API 문서 위치 : 안드로이드 설치폴더 
    \docs\reference\classes.html 
 
 
 
(2) 내부 API는 총 8개의 클래스(location, geocoder, adress,  
    location provider, criteria, location manager, gpsstatus,  
    gpssatellite) 와 3개의 인터페이스(GPS.Listener, GpsStatus. 

    NmeaListener, LocationListener)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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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ass 설명 
  
 1) Location manager :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공자 
    (Location provider) 관리역할을 함 
  
 2) Criteria : 정보처리 결정 기준 
  
 3) Location Provider : Location형(ex - Gps)의 위치정보 
      를 제공하고 location에는 위도,경도,정확도,속도,고도, 
   방향 등이 제공되는데 주로 다루는 것은 위도와 경도임 
 
 4) Address : Location Provider에서 받은 위도,경도 
   를 통해서 Geocoder를 거쳐 주소지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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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맵 API : Com.google.android.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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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맵 API 문서의 위치 : 안드로이드 설치폴더 
    \add-ons\addon_google_apis_google_inc_10 
 \docs\reference\index.html 
 
(2) 구글맵 API는 10개 클래스(GeoPoint ItemizedOverlay 
 <Item extends OverlayItem>, MapActivity, MapController  
 MapView, MapView.LayoutParams, MyLocationOverlay,  
 Overlay, OverlayItem, TrackballGestureDetector)와 3개의 
 인터페이스(ItemizedOverlay.OnFocusChangeListener, 
 Overlay.Snappable Projection)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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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글맵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좌표를  
 location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위도,경도 좌표만 가지고  
 있는 GeoPoint를 이용  
 
 
(4) MapView를 통해 맵이 담긴 뷰를 다루고, Mapcontroller를 
    통해 맵의 줌이나 맵으로 보여 줄 위치를 지정하고 Map 
    Activity를 사용하여 이 뷰를 표시 
 
 
(5) 맵에 뭔가를 표시할 때는 Overlay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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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의 시스템 변수 목록 중 Path 항목을 선택한 후, 편집
을 눌러 아래와 같이 맨 마지막 항목 각 항목을 구분지어주는 문
자인 세미콜론(;)을 입력한 후, JDK의 bin 폴더의 경로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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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droidhuman.tistory.com/entry/ 

http://godffs.tistory.com/1393 

http://gxgsung.blog.me/1401208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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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맵의 확대/축소 기능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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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맵의 확대/축소 기능 추가하기 

프로젝트의 .java 파일의 메인액티비티 클래스안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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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맵의 확대/축소 기능 추가하기 

앞서 main.xml에 추가한 내용에서 map을 .java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id를 추가로 작성해 줍니다. 
예제에서의 아이디는 mapvie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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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항목을 import 한다. 

2) MapView객체를 얻은후 MapView의 setBuiltInZoomControls 메소드를 호출 

Xml에서 작성한 구글맵의 id를 이용하여 MapView객체를 얻습니다. 
그 후 mapview의 객체의 setBuiltInZoomControls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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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Activity안에 Menu옵션을 만든다. 

매개변수는 순서대로 그룹ID, 메뉴ID, 메뉴 정렬방식, 메뉴항목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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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nu옵션 키를 눌렀을 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만든다. 

mapview의 컨트롤러를 얻음 

Menu를 눌렀을때 호출되는 메소드 

컨트롤러의 zoomIn,zoomOut 메소드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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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기위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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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ODE(Geospatial Entity Object Code)은 특허 받은 지역 정보 변

환 알고리즘과 특허지리 좌표 표현 형식을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구의 표면 위의 정확한 위치 또는 지리 지점의 세부 사항을 제공합

니다.  

40 



2. 자기위치 확인하기 

프로젝트의 .java 파일의 메인액티비티 클래스안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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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ocationListener 인터페이스를 implements 한다. 

1) 다음 항목을 import 한다. 

LocationManager객체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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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cationService를 시작하고 위치정보를 받아온다. 

매개변수는 순서대로 위치정보 제공자, 최소 업데이트 타임(millisecond),  
최소 업데이트 거리(meter), 위치정보를 받을 리스너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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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ationListener 인터페이스의 추상화 메소드들을 정의한다. 

Location 객체의 getLatitude와 
getLongitude 함수를 이용하여 
위도와 경도를 얻는다.  
반환값이 long형인데 int형으로 
캐스팅하고 데이터손실을 막기위해 
1E6을 곱한다. 

주어진 위치로 맵을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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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ocationListener 인터페이스의 추상화 메소드들을 정의한다. 

위치정보 제공자가 유저에 의해 이용 불가할 때 호출된다. 

위치정보 제공자가 유저에 의해 이용 가능할 때 호출된다. 

위치정보 제공자의 상태가 변화될 때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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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뮬레이터 상에서 좌표를 넘겨주기 위해 DDMS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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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버레이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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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버레이 사용하기 

프로젝트의 .java 파일의 메인액티비티 클래스안에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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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LocationOverlay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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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된 MyLocationOverlay을 지도 위에 오버레이한다. 

MyLocationOverlay 생성 

MyLocationOverlay에 자기위치를 표시해주는 
함수를 호출한다. 

현재 Map에 Overlay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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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emizedOverlay<OverlayItem> Class를 상속한 Class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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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verlayItem을 저장할 ArrayList와 Map위에 그릴 Drawable변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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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성자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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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verlay Item을 List에 추가하는 메소드를 만든다. 

populate 메소드가 호출되면 ItemizedOverlay 클래스의  
추상화 메소드인 size(), createItem(int)을 순서대로 호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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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상화 메소드들을 재정의한다. 

List의 현재 크기를 반환한다. 

List에 item을 삽입한다. 

그림자를 사용하기 위한 메소드(사용을 원하지않으면 재정의하지 않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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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inActivity Class에 ItemizedOverlay를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다. 

메인 액티비티 Class안에 앞서 작성한 Class의 객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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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verlay에 사용할 marker를 지정하고 Overlay를 Mapview에 추가시킨다. 

사용할 marker의 이미지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res/drawable-mdip폴더 아래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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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verlay에 사용할 marker를 지정하고 Overlay를 Mapview에 추가시킨다. 

onCreate메소드안에서 실행될수 있게함 

마커등록 

등록한 마커를 사용하는 오버레이 생성 

생성한 오버레이를 mapview에 추가 
Map위에 오버레이가 추가되었지만 아직 Item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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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메인 액티비티에서 오버레이 item을 추가하는 메소드를 생성한다. 

앞서 작성한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하여 addItem함수를 
호출하여서 매개변수로 들어온 데이터를 OverlayItem으로 
만들어 List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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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sting을 위해 메인 액티비티에서 Overlay 아이템을 추가한다. 

앞서 만든 item을 추가하는 메소드를 호출한다. 
넘겨지는 매개변수는 순서대로 위도,경도,타이틀,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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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nTap(int)메소드 사용하기 

- Map위에 나타난 marker를 터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이벤트메소드 
  (필수적으로 추가해야 되는 메소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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