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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지도 API란? 

 

• Daum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지도 API 

 

 

• 버전 :  v3사용 

•  Mobile 환경에서도 지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 

•  사용자가 자유롭게 기능을 확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다음 지도 API란? 

• Map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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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도> <위성 뷰> <로드 뷰> 



다음 모바일 지도 API란? 

 

• Native앱 개발시 Daum 지도를 추가 

 

• 웹 용 지도API와 달리 Native 수준에서 동작 

 

• 앱과 더욱 긴밀하게 동작 

 

• 지원 사양 

• IOS 4.0 이상 

• 안드로이드 2.1(API level7) 이상 



다른 지도 API와의 차이점 

다음 네이버 구글 

한국형 지역정보 제공 실시간 교통정보 풍부 정보량이 매우 많음 

Street view가 제공 
작은 길에 대한 정보 
제공 

대부분의 지도 앱 

자세한 지도가 제공 
Pinch 동작(줌인/아웃) 
안됨 

지도확대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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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사이트 접속 

http://dna.daum.net/apis/dashboard 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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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na.daum.net/apis/dashboard
http://dna.daum.net/apis/dashboard
http://dna.daum.net/apis/dashboard


사용법 – 라이브러리 다운 

• 안드로이드 용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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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안드로이드 용 선택 

• 모바일 앱용 지도 API (Android) 시작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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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오픈 API 키 발급 

• 오픈API 키 발급 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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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오픈 API발급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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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Name 입력 



사용법 – API키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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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이클립스 실행 

•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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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프로젝트 만들기 

• 프로젝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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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라이브러리 복사 

• 두 개의 폴더 및 jar파일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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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라이브러리 추가 

• 프로젝트 폴더의 libs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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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라이브러리 추가 

• 프로젝트 폴더의 Propertie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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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라이브러리 추가 

• Java Build Path에 라이브러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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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 라이브러리 추가 

• libs폴더의 libDaumMapAndroid.jar 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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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하
면 다음 모바
일 맵 api 사용
을 위한 준비
가 끝난다. 



지도를 띄우는 방법 

•어플리케이션에 지도를 넣는 두 가지 방법 

 

1. 웹 이용 

 

 

2. jar파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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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1. 레이아웃에 WebView 추가 

 

 

2. WebView 설정 수정, Activity를 만들 자바 클
래스 구현 

 

 

3. AndroidManifest.xml 에 인터넷 권한 설정 21 



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 fragment_main.xml 에 WebView 추가 

22 



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 MainActivity.java 에 코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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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로 하게 되면 액정 우측에 스크롤바가 들어갈 부분을 남기게된다. 
False로 하게되면 공백 없이 지도로 가득채워진다. 



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 AndroidManifest.xml에 인터넷 권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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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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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WebView) 

•장점 : 빠른 리스트 로딩이 가능 

 

•단점 : 리스트 로딩 후에 스크롤 시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느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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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net.daum.mf.map.api.MapView 객체를 생성하
여 다음 지도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 

 

 

•지도화면이 보여지기 전에 API Key 발급 페이
지를 통해 발급받은 Open API Key를 MapView 
객체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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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지도 종류는 
net.daum.mf.map.api.MapView.setMapType(MapType) 메소
드를 이용하여 선택 

 

• 기본지도 :  MapView.MapType.Standard 

 

• 위성지도 : MapView.MapType.Satellite 

 

• 하이브리드 : MapView.MapType.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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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fragment_main.xml에 버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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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MainActivity.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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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MapView라는 새
로운 액티비티를 사용 



예제 – 지도 띄우기(jar) 

• DaumMapView.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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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API key  



예제 – 지도 띄우기(jar) 

• import “MapView”(net.daum.mf.map.api.MapView)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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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Add unimplemented methods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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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지도 띄우기(jar) 

• AndroidManifest.xml에 액티비티 및 권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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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추가 

권한 추가 



예제 – 지도 띄우기(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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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 자기 위치 찾기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따라 지도 화면이 이동
하도록 현 위치 관련 기능을 사용 
 

 
• 현 위치 트래킹 모드 : 지도 화면 중심을 단말의 현재 위치로 이동 

 

• 나침반 모드 : 단말의 방향에 따라 지도화면이 회전됨 

 

• 트래킹 모드만 On 또는 트래킹 모드 나침반 모드 둘다 On 가능 

 

• 기능 활성화시 MapView.MapViewEventListener 객체로  좌표, 단말 각
도 등이 전달됨 36 



예제 – 자기 위치 찾기 

• CurrentLocationEventListener추가 

 

 

 

• 추가하고 나서 앞서 했던 것과 같이 Add unimplemented 
methods 클릭 

 

 

 

37 



예제 – 자기 위치 찾기 

• DaumMapView.java에 버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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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View.setCurrentLocationTrackingMode(MapView.CurrentLocationTrackingMode.TrackingModeOnWithHeading);  
//또는 TrackingModeOnWithoutHeading  



예제 – 자기 위치 찾기 

39 



관련 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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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POIItem(MapPOIItem)  지도화면에 POI(point of interest) Item 마커
를 추가 

addPOIItems(MapPOIItem[])  지도화면에 POI(Point Of Interest) Item 아이
콘(마커) 리스트를 추가 

addPoint(MapPoint)  Polyline에 점 하나를 추가 

addPoints(MapPoint[]) Polyline에 점 리스트를 추가 

addPolyline(MapPolyline) 지도화면에 Polyline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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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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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FindingAddress()  Reverse Geo-coding(Asynchronous) 서비스 
요청을 취소한다 

clearMapTilePersistentCache()  Application의 cache 디렉토리
(android.content.Context.getCacheDir())에 저
장된 지도 타일 캐쉬 데이터를 모두 삭제 

deselectPOIItem(MapPOIItem) 특정 POI(Point Of Interest) Item 을 선택 해제 

findAddressForMapPoint(String, 
MapPoint) 

동기(Synchronous, Blocking) 방식으로 
Reverse Geo-coding 을 수행 

findPOIItemByName(String) 지도화면에 추가된 POI(Point Of Interest) 
Item 들 중에서 이름이 일치하는 POI Item 객
체를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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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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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MapViewAreaToShowAllPOIIt
ems() 

지도 화면에 추가된 모든 POI(Point Of 
Interest) Item들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지도 
화면 중심과 확대/축소 레벨을 자동으로 조
정한다 

fitMapViewAreaToShowAllPolyli
nes()  

지도 화면에 추가된 모든 Polyline 들이 화면
에 나타나도록 지도 화면 중심과 확대/축소 
레벨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fitMapViewAreaToShowMapPoi
nts(MapPoint[])  

지정한 지도 좌표들이 모두 화면에 나타나
도록 지도화면 중심과 확대/축소 레벨을 자
동조절한다 

fitMapViewAreaToShowPolyline
(MapPolyline) 

특정 Polyline의 모든 점들이 화면에 전부 나
타나도록 지도 화면 중심과 확대/축소 레벨
을 자동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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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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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urrentLocationTrackingMod
e() 

현재 설정된 현위치 트랙킹 모드를 확인한
다 

getCustomImageAnchorPointOf
fset() 

Custom Image Anchor Point Offset 좌표를 조
회한다.  

getCustomImageResourceId()  markerType이 
net.daum.mf.map.api.MapPOIItem.MarkerTy
pe.CustomImage인 경우 설정된 POI Item 아
이콘 custom image의 resource id를 조회한다. 

getItemName()  POI Item 이름을 조회한다.  

getMapCenterPoint()  현재 지도 화면의 중심점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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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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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DMapTileEnabled()  고해상도 지도 타일 사용 여부를 조회 한다.  

isMapTilePersistentCacheEnable
d()  

지도 타일 이미지 Persistent Cache 기능 활성
화 여부를 조회한다 

isShowCalloutBalloonOnTouch()  사용자가 POI Item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말
풍선(Callout Balloon)을 보여줄지 여부를 조
회한다.  

isShowDisclosureButtonOnCallo
utBalloon() 

Disclosure Button 이미지 표시 여부 조회한
다.  

isShowingCurrentLocationMark
er() 

현위치를 표시하는 아이콘(마커)를 화면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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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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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OIItem() MapPOIItem 객체 생성  

MapPOIItem.ImageOffset(int, 
int)  

ImageOffset 객체 생성  

MapPoint.GeoCoordinate(doubl
e, double)  

Geoid 타원체 상의 한 점을 표현하는 지도 
좌표 타입 (WGS84) 위도(latitude)와 경도
(longitude)값으로 구성된다. 

MapPoint.PlainCoordinate(dou
ble, double) 

Geoid 상의 구면 좌표를 평면으로 프로젝션
한 지도 좌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mapPointWithGeoCoord(double, 
double)  

위경도 좌표 시스템(WGS84)의 좌표값으로 
MapPoint 객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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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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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Polyline()  MapPolyline 객체 생성  

MapPolyline(int)  Polyline을 구성하는 점들을 저장하는 Array
의 크기를 미리 지정하여 MapPolyline 객체
를 생성한다.  

MapReverseGeoCoder.ReverseG
eoCodingResultListener, Activity)  

지도 좌표를 주소 정보로 변환(Reverse Geo-
Coding)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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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메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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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urrentLocationDeviceHeadi
ngUpdate(MapView, float)  

단말의 방향(Heading) 각도값을 통보받을 수 
있다.  

onCurrentLocationUpdateCance
lled(MapView)  

현위치 트랙킹 기능이 사용자에 의해 취소
된 경우 호출된다.  

onDaumMapOpenAPIKeyAuthe
nticationResult(MapView, int, 
String) 

MapView.setDaumMapApiKey(String) 메소드
로 설정한 Open API Key값을 Daum Open API 
Key 인증 서버에 인증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onDraggablePOIItemMoved(Ma
pView, MapPOIItem, MapPoint)  

단말 사용자가 길게 누른 후(long press) 끌어
서(dragging) 위치 이동이 가능한 POI Item의 
위치를 이동시킨 경우 호출된다.  

onMapViewCenterPointMoved(
MapView, MapPoint)  

지도 중심 좌표가 이동한 경우 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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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MapViewInitialized(MapView)  MapView가 사용가능 한 상태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onMapViewLongPressed(MapVi
ew, MapPoint) 

사용자가 지도 위 한 지점을 길게 누른 경우
(long press) 호출된다.  

onMapViewZoomLevelChanged
(MapView, int)  

지도 확대/축소 레벨이 변경된 경우 호출된
다.  

onPOIItemSelected(MapView, 
MapPOIItem) 

단말 사용자가 POI Item을 선택한 경우 호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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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MapTiles()) 지도 화면에 나타나는 지도 타일들을 지도 
타일 서버에서 다시 받아와서 갱신한다 

releaseUnusedMapTileImageRe
sources()  

지도 타일 이미지 캐쉬 데이터 들을 삭제하
여 메모리를 확보할 수 있다.  

removePOIItem(MapPOIItem)  특정 POI(Point Of Interest) Item을 지도화면
에서 제거한다.  

removePolyline(MapPolyline)  특정 Polyline을 지도화면에서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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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CurrentLocationTrackingMod
e(MapView.CurrentLocationTrac
kingMode)  

현위치 트래킹 모드 및 나침반 모드를 설정
한다 

setCustomImageResourceId(int)  markerType이 
net.daum.mf.map.api.MapPOIItem.MarkerTy
pe.CustomImage인 경우에만 지정한다.  

setDaumMapApiKey(String) Daum Map Open API Key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 받은 API Key를 설정한다.  

setDraggable(boolean)  사용자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POI Item을 
생성하려면 draggable property를 true로 설
정한다.  

setMapViewEventListener(Map
View.MapViewEventListener) 

MapViewEventListener interface를 구현하는 
객체를 MapView 객체에 등록하여 지도 이
동/확대/축소, 지도 화면 터치(Single Tap / 
Double Tap / Long Press) 이벤트를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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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In(boolean) 지도 화면을 한단계 확대한다.  

zoomOut(boolean) 지도 화면을 한단계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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