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를 골라 ×표 하세요.

디지털 
영상 지도

08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할 수 있어.

새처럼 높은 곳에서 

우리 고장을 살펴볼 수 있어.

성구 선하

우리 고장이 변화해 온 

과정을 볼 수 있어.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예린 형윤



디지털 영상 지도는 
무엇일까요?1

위치 찾기 기능

이동 기능

지도 변환 기능

확대와 축소 기능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

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지도의 종류를 일반 지

도, 영상 지도, 백지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 -  단추를 누르

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누른 채

로 움직이면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증강 현실 기능도 있습니다. 

증강 현실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소를 촬영하여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항공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는 방법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 지리 정보원 누리집의 ‘온맵

(On Map)’에서 디지털 영상 지도

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지도 기능이 있

는 누리집에 접속하면 디지털 영

상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여 주는 프

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2

깨비 가족은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나는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

리집에서 서점 가는 길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택시를 탔을 때 길도우미
를 사용하여 우리 집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

케이션으로 약속 장소에 빠르게 가

는 길을 찾으셨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우리 고장을 확대해 보면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붉은색으로 고장의 경계가 드러나 우리 고장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음 중 디지털 영상 지도를 표현한 그림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 )

⑵ 인터넷을 이용해 지도 기능이 있는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

⑶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합니다. ( )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 지도에서  고장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과 이에 관한 설명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이동 기능 ㉠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⑵ 확대와 축소 기능 ㉡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항공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위치 찾기, 이동, 지도 변환, 확대와 축소 기능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보면	좋은	점

  우리 고장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확대해 보면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를 골라 ×표 하세요.

디지털 
영상 지도

08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이용할 수 있어.

새처럼 높은 곳에서 

우리 고장을 살펴볼 수 있어.

 바른 답 확인하기 7 쪽 

성구 선하

우리 고장이 변화해 온 

과정을 볼 수 있어.

우리 고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예린 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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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 지도는 
무엇일까요?1

위치 찾기 기능

이동 기능

지도 변환 기능

확대와 축소 기능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장

소를 입력하면 지도에 그 

위치가 나타납니다.

지도의 종류를 일반 지

도, 영상 지도, 백지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 , -  단추를 누르

면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누른 채

로 움직이면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

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증강 현실 기능도 있습니다. 

증강 현실은 360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장소를 촬영하여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항공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는 방법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국토 지리 정보원 누리집의 ‘온맵

(On Map)’에서 디지털 영상 지도

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지도 기능이 있

는 누리집에 접속하면 디지털 영

상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보여 주는 프

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면 볼 

수 있습니다.

38 사회 3–1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2

깨비 가족은 디지털 영상 지도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나는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

리집에서 서점 가는 길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택시를 탔을 때 길도우미
를 사용하여 우리 집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

케이션으로 약속 장소에 빠르게 가

는 길을 찾으셨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우리 고장을 확대해 보면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고,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에서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붉은색으로 고장의 경계가 드러나 우리 고장의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1 -  하늘에서 내려다본 고장의 모습 39



다음 중 디지털 영상 지도를 표현한 그림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 ◯ )

⑵ 인터넷을 이용해 지도 기능이 있는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 )

⑶ 디지털 영상 지도를 볼 수 있는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합니다. ( × )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우리 고장의 경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쓰세요.

지도 기능이 있는 인터넷 누리집 지도에서 고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붉은색으로  고장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과 이에 관한 설명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이동 기능    ㉠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⑵ 확대와 축소 기능   ㉡ 지도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는 항공 사진이나 인공위성 사진을 지도 형식으로 바꾸어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 위치 찾기, 이동, 지도 변환, 확대와 축소 기능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로	우리	고장을	보면	좋은	점

  우리 고장의 위치와 경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장을 확대해 보면 주변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바른 답 확인하기 7 쪽 정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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