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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소개 

네이버 지도는 각 이용자들의 제작 수준 및 목적에 맞게 만들 수 
있는 오픈 API 기술 및 관련 가이드를 제공 



네이버 지도 소개 

사방 360도 실제 거리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 뷰와 하늘에서 

바라본 항공 뷰 지원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지원 



네이버 지도 소개 

CCTV를 통한 실시간 교통 정보 
상황 확인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저장된 
지도로 확인 



프로젝트생성 라이브러리  
다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개발하고자 하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와 
패키지명을 설정 

샘플 프로젝트 
다운로드 

 
샘플 프로젝트 내의 

라이브러리 이용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API키 발급 
 

라이브러리 
추가 참조 

 
 

이클립스에서  
외부라이브러리 추가 

API키 발급을 
위한  패키지 

명 등록 
 

 네이버 로그인 후 
패키지명 입력 

인증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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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생성 

NEW -> Android Project 
선택 



환경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이름 결정 

샘플 프로젝트 사용시 
두 번째 체크박스 



환경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생성 

안드로이드 2.3.3버전 사용 



환경 설정 (프로젝트 생성) 

프로젝트 생성 

패키지 네임 지정 
프로젝트 생성 완료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다운) 

라이브러리 다운 

http://dev.naver.com/openapi/download/NMapViewerLib_android_v1.2.9_OpenLib.zip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네이버 맵 라이브러리 참조를 위해 
Package Explorer창에서 프로젝트에 마우스 
우 클릭 하여 Import를 선택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다운 받은 샘플프로젝트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므로 File System을  
선택 하고 Next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 Browse.. 클릭 

다운받아 압축을 푼 샘플 프로젝트가 
있는 곳의 경로를 찾아가서 lib파일을 
선택 후 확인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라이브러리 파일인 nmaps.jar선택 후 
Finish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Java Build Path항목선택 -> Libraries탭을 선택 -> 참조한 nmaps.jar 파일을 라이브
러리로 사용하기 위해 Add JARs.. 선택 

이클립스 상단 메뉴의 Project -> Properties 선택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Order and Export 탭 클릭 -> Select All 클릭 Nmaps.jar 선택 후 ok 



환경 설정 (라이브러리 참조) 

Compile level 1.6 선택 

Java Compiler항목 선택 ->  
Apply 선택 



환경 설정 (API 키 발급) 

API 키 발급 

• http://dev.naver.com/openapi/register 

• 네이버 개발자 센터 오픈 API 



환경 설정 (API 키 발급) 

API 키 발급 

동일한 이름의 패키지 
사용 必 



환경 설정 (API 키 발급) 

API 키 발급 



환경 설정 (API 키 발급) 

API 키 발급 

• 발급받은 API 키를  
NMapViewer 액티비티 
안에 추가 



지도 표시 

네트워크 권한 설정 

• 지도 라이브러리에서 지도 타일 다운로드 및 서버 
API 연동을 위해서 네트워크 연결권한 부여 



지도 표시 

• 지도 표시를 위한 mMapView 객체 선언 

• 지도상태변화 관리를 위한 mMapController 객체 선언 

• 자신의API 키 값 입력 

• 지도 초기화 오류발생시 로그 출력의 tag설정 

지도 데이터 관리 클래스인  

NMapActivity클래스를 상속 



지도 표시 

• 지도 표시를 위한 mMapView 객체 

생성 

• 자신의API 키 등록 

• 화면에 지도가 표시되도록 등록 

• 클릭 가능한 상태로 초기화 

• 지도 상태변화 이벤트 처리를 위한 

리스너 등록 

• 지도상태변화 관리를 위한 

mMapController 객체 생성 

• 확대/축소 기본 컨드롤러 설정 



지도 표시 

• 지도 초기화 후 콜백 인터페이스가 호출 되어 에러가 없을 경우 

MapController를 통해 NGeoPoint 위치와 줌레벨에 따른 초기 화면 출력 

• 에러 발생시 에러 메시지 출력과 예외처리 

 



지도 표시 

예제 실행화면 



오버레이 아이템  

• Overlay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한 NMapOverlayManager클래스의 
객체선언 

• 리소스 제공을 위한 리소스 관리 클래스 객체 선언 
• (리소스 관리 클래스의 내용은 샘플프로젝트 

NMapViewerResourceProvider.java 사용) 



오버레이 아이템  

• Overlay 아이템을 관리하기 위한 NMapOverlayManager클래스의 객체생성 
• 리소스 제공을 위한 리소스 관리 클래스 객체 생성 
• 마커 id 생성 
• 지도 위에 표시되는 POI데이터 관리 클래스의 객체 poiData생성 
• 데이터 등록 
• 여러 개의 POI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NMapPOIdataOverlay클래스 객체 생성 
• 등록했던 POI데이터를 선택하여 지도에 표시 



오버레이 아이템  

• res 폴더에 사용할 
리소스 이미지 추가 

실행 결과 

• 리소스 클래스
(NMapViewerResourceProvider.java)
에서 표시 해줄 리소스 파일 명 설정 



현재 위치 표시 

현재 위치 표시 기능을 위한 권한 부여 

• androidManifest.xml에 위치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ACCESS_FINE_LOCATION과 ACCESS_COARSE_LOCATION 등록 



현재 위치 표시 

NMyLocationOverlay 객체 생성 

• NMapLocationManager 객체 생성 
• 현재 위치가 바뀌었을 때 콜백 인터페이스 호출 
•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NMyLocationOverlay 객체 생성 



현재 위치 표시 

onMyLocationChangeListener 콜백 인터 페이스 

• 위치 변경 되었을 때 새로운 내 위치를 지정 
• 위치 변경 정보가 넘어가지 않을 때 일시적 사용 불가 메시지 출력 
• 위치를 표시 할 수 없는 지역의 위치 정보가 넘어가면 사용 불가 지역 출력 



현재 위치 표시 

현재 위치 실행 화면 

• StartMyLocatoin메서드가 실행
되었을 때 현재 위치 표시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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