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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세계 지도를 보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우리나라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지구에는 대표적으로 커다란 6개의 대륙과 5개의 바다가 존재합니다. 6개의 대륙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를 말하고, 5개의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를 말합니다. 이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태평양을 기준으로 북서쪽에 있다고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바다와 육지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설명할 경우 명확한 위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위도와 경도 정보를 사용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경도는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여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림 위도(좌)와 경도(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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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선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0도)로 정의합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180도, 서쪽으로 180도로 표기합니다. 그리니치 동쪽 방향의 경도는 E로
표현하고, 서쪽 방향의 경도는 W로 표현합니다.
위도선은 적도를 중심0도로 정의하고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각각 90등분, 총 180도로 분할한
것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방향의 위도는(북반구) N, 남쪽방향의 위도는(남반구) S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동쪽에 있으므로 경도는 E 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므로 S 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지도를 볼까요?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도가 약
125도에서 131도에 걸쳐있고, 위도는 약 33도에서 38도에
걸쳐있습니다. 경도의 경우 앞에 E가 붙어있습니다. 이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쪽 이라는 의미이며
동경 이라고 합니다. 위도에는 앞에 N 이 붙어있습니다. 이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다는 의미이며, 북위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동경 125도에서 131도 사이에 있고, 북위 33도에서 38도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의 경도와 위도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N 34˚ 31´58.63˝
E 127˚ 28´ 5.62˝
그렇다면 위도와 경도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위도와 경도의 정의를 알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경도의 값은 동쪽으로 가면 커지고(서쪽으로 가면 작아집니다), 위도의 값은 북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남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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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이란
무엇일까요?

오리엔티어링이란 자신 혼자 지도와 나침반을 가지고 산 속의 여러 지점을 통과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가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 말은 독일어 Orientierungs Lauf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나침반 대신 GPS를 사용하여 팀별로 모여서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GPS란 무엇일까요?
GPS는 전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워 이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24개의 위성이 전 지구 위에 떠 있으며 항상
4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받아 위치를 측정합니다.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선(1차원) 위에서 위치를 표기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선의 전체 길이가 5미터라고 한다면
5미터 안에서 1미터, 2미터 식으로 하나의 정보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면(2차원) 위에서 위치를 표기하려면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요? x축과 y축 두 개를
사용하여 위치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원 위에서 위치를 표기하려면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할까요? x축, y축, z축의 정보까지 해서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GPS 역시 이와 같은 원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 3개의 위성을
사용하면 위치를 알 수 있으나,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야 하므로 최소한 4개의 위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측정합니다.

GPS 위성의 측정원리
그림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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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NYSC 보물 숨기기

문제가 들어있는 통을 곳곳에 숨기고, 그 위치의 좌표를 정확히 적어오세요.
- 정해진 구역 안에서 안전한 곳에 통을 숨기세요. 풀 숲 깊숙한 곳이나, 나무 위 등 위험한 곳에
숨긴 것이 발견될 경우, 지도자가 상대편에게 통의 위치를 안내합니다.
- 통 위에 GPS수신기를 올려서 정확한 좌표를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지도에 숨긴 위치를
표시해주세요.

번호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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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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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좌표

팀이름:

번호

좌표

www.nysc.or.kr

활동
미션지

GPS 오리엔티어링(미션)

코끼리코를 하고 제자리에서 10바퀴 돌고, 가만히 서있기(30점)
돌고 나면 왜 어지러울까요(10점)?
답: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도가 변하지 않고, 위도만 1″가 변할 때까지 걸어가 보자.
몇 걸음이나 걸어가야 할까(30점)?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20점)?
답: (

) 걸음, (

)m

현재 위치에서 N 34° 31’ 58.63”, E 127° 28’ 5.62” 인 곳을 바라보면,
어느 방향(30점)일까요?
답: (

) 방향 ※ 예시. 동쪽, 북쪽, 북서쪽, 남동쪽 등

통에 있는 두 개의 주머니를 3m만큼 떨어뜨려 놓기(50점)
다같이 모여서 주머니를 놓겠습니다. 놓을 방법을 생각해서 모이세요.
5cm만큼 차이가 날 때마다 5점씩 감점
어떻게 3m를 재어서 놓았나요(10점)?
방법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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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음력 5 월 15 일이라면, 어떤 모양의 달(30점)이 뜰까요?
그렇다면 달은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질까요(10점)?
답: (

) 모양, 뜨는 시각: (

) 시, 지는 시각: (

)시

위도와 경도만으로 북쪽을 찾으려 한다. 어떻게 찾아야 할까(30점)?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PS 수신기, 나침반도 없다면 어떻게 북쪽을 찾을 수 있을까(30점)?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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