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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점선을 따라 선을 이어 우리나라의 영해를 완성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다른 나라의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하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는 모두 몇 척인지 쓰세요. 

( )척

제주특별자치도

울릉도
독도

대한민국 영해선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국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국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무엇일까요?1탐구력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요. 

그중에서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을 말해요.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해리 : 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2해리는 약 22km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이에요.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

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예요.

우리나라의 영공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

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에게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씁니다.

국토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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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의 끝은 어디일까요?2탐구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나무를 심는 등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국토의 환경 문제나 영토 문제, 독도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야.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기 국토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영해

섬이 적은 동해안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요.

영해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요.

영토의 범위에 따라 영해와 영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영토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은 중요해요.



영토,	영해,	영공의	뜻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땅의 영역이며, 영해는 바다의 영역, 영공은 하늘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며,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기준선으

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다.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므로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야 한다.

다음은 영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한 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 )

⑵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

⑶ 우리나라의 영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있다.  ( )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해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

지훈 서원 유민 선빈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아.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야.

다른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

가려면 우리나라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허락 없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영역을 구성하는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영토      ㉠ 하늘의 범위

⑵ 영해      ㉡ 땅의 범위

⑶ 영공      ㉢  바다의 범위

우리 국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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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서 점선을 따라 선을 이어 우리나라의 영해를 완성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영역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우리나라 주변의 바다에서 다른 나라의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해를 침범하여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는 모두 몇 척인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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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국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국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영토, 영해, 영공은 무엇일까요?1탐구력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요. 

그중에서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에서의 영역을 말해요.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집니다. 

영토는 땅, 영해는 바다, 영공은 하늘의 영역을 말합니다.

*해리 : 바다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12해리는 약 22km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이에요.

우리나라의 영해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기

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예요.

우리나라의 영공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

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해요.

우리나라의 영역에는 

우리의 주권이 미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에게 

감사와 응원의 편지를 씁니다.

국토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기

14 사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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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토의 끝은 어디일까요?2탐구력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나무를 심는 등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국토의 환경 문제나 영토 문제, 독도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야.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기 국토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영해

섬이 적은 동해안은 

해안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요.

영해

섬이 많은 서해안과 남해안은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해요.

영토의 범위에 따라 영해와 영공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 영토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은 중요해요.

1 -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15



	 영토,	영해,	영공의	뜻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영토는 땅의 영역이며, 영해는 바다의 영역, 영공은 하늘의 영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영역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며,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로 기준선으

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의 영역이다.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므로 국토의 소중함을 알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어야 한다.

 바른 답 확인하기 3 쪽 정답 확인

다음은 영역에 관한 설명입니다.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세요.

⑴  한 나라의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진다.   ( ◯ )

⑵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 ◯ )

⑶ 우리나라의 영역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허락 없이 드나들 수 있다.    ( × )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해 바르게 말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지훈, 선빈 )

지훈 서원 유민 선빈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아.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야.

다른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

가려면 우리나라의

허락을 꼭 받아야 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허락 없이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영역을 구성하는 영토, 영해, 영공의 범위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

⑴ 영토      ㉠ 하늘의 범위

⑵ 영해      ㉡ 땅의 범위

⑶ 영공      ㉢  바다의 범위

우리 국토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까닭을 쓰세요. 

 국토는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며, 그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16 사회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