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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단원 정리하기

우리 국토의 위치

우리 국토는 

북위 33°~43°, 

동경 124°~132° 

사이에 위치한다.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

한 반도이다.

우리나라의 영역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영공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한다.

영해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으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우리 국토의 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 고개 등의 

자연환경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특별시 1곳과 특별자치시 1곳, 광역

시 6곳, 그리고 도 8곳과 특별자치도 1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 구역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의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해양으로 

열려 있어.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어.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림에서 찾아 쓰세요. ( )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03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우리 국토의 남쪽 끝은 경상남도 거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 영역이다.

㉢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동쪽 끝인 독도이다.

㉣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영역이다.

04

㉠~㉢에 들어갈 말을 위의 그림에서 찾아 쓰세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땅의 영역인 ( ㉠ ), 

바다의 영역인 ( ㉡ ), 하늘의 영역인 ( ㉢ )으로 이루어진다.

02

[02~ 03]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국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01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혜인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나라가 있어.

창민 지민 영서



우리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글입니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06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요.

㉠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에 관한 대화를 보고,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7

행정 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을 나눈 거야.

맞아. 그리고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  이 

있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  이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각각 1곳이 있고, 6곳의 ㉠ 와 

8곳의 ㉡ , 1곳의 특별자치도로 이루어져 있어.

그림을 보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 글입니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우리 국토는 ( ㉠ )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

다로 열려 있어 ㉡ 

유리한 위치에 있다.

05



지도를 보고 우리 국토의 위치 특징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08

다음과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우리 국토의 전통적 지역 구분 방식의 특징을 쓰세요.09

지금은 북한 지방을 북부 지방으로 구분하지만, 원

래는 멸악산맥 북쪽을 북부 지방이라고 하였다. 또

한 금강 하류와 소백산맥이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구분한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고개인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

을 관북 지방, 서쪽을 관서 지방, 동쪽을 관동 지방

이라고 한다. 관동 지방은 다시 태백산맥을 기준으

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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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  우리 국토의 위치와 영역 

단원 정리하기

 우리 국토의 위치

우리 국토는 

북위 33°~43°, 

동경 124°~132° 

사이에 위치한다.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

한 반도이다.

 우리나라의 영역

영토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이다.

영공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 위에 있는 하늘을 말한다.

영해
우리나라의 영해는 우리나라 영토 주변 바다의 영역으로, 

기준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이다.

 우리 국토의 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 고개 등의 

자연환경으로 지역을 구분하였다.

전통적인 지역 구분

우리나라는 북한을 제외하면 특별시 1곳과 특별자치시 1곳, 광역

시 6곳, 그리고 도 8곳과 특별자치도 1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 구역

우리나라 주변에는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의 나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과 바다를

모두 접하고 있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하다.

해양으로 

열려 있어.

대륙으로 뻗어 

나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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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리나라의 영역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림에서 찾아 쓰세요. ( 영토 )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와 한반도에 속한 여러 섬

03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 ㉡, ㉢ ) 

㉠ 우리 국토의 남쪽 끝은 경상남도 거제도이다.

㉡ 우리나라의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하늘 영역이다.

㉢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은 동쪽 끝인 독도이다.

㉣ 우리나라의 영해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영역이다.

04

㉠~㉢에 들어갈 말을 위의 그림에서 찾아 쓰세요. 

한 나라의 영역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땅의 영역인 ( ㉠ 영토 ), 

바다의 영역인 ( ㉡ 영해 ), 하늘의 영역인 ( ㉢ 영공 )으로 이루어진다.

02

[02~ 03]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국토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쓰세요. ( 창민, 지민 )01

우리 국토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

혜인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나라가 있어.

창민 지민 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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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우리 국토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글입니다. ㉠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06

 깨끗한 우리 국토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우리 국토를 지키려고 애쓰시는 국군과 독도 해양 경찰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요.

 ㉠   우리 국토의 환경 문제나 영토 문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나라의 행정 구역에 관한 대화를 보고,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07

행정 구역이란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을 나눈 거야.

맞아. 그리고 특별시와 특별자치시, 광역시에는 ㉢ 시청  이 

있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 도청  이 있어.

우리나라는 특별시와 특별자치시는 각각 1곳이 있고, 6곳의 ㉠ 광역시 와 

8곳의 ㉡ 도 , 1곳의 특별자치도로 이루어져 있어.

그림을 보고 우리 국토의 위치와 특징을 설명한 글입니다. ㉠, ㉡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우리 국토는 ( ㉠ 아시아 )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삼면이 바

다로 열려 있어 ㉡  대륙과 해양으로 모두 진출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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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답 확인하기 6 쪽 

정답 확인

지도를 보고 우리 국토의 위치 특징을 제시된 단어를 활용하여 쓰세요.08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으며 바다 쪽으

로 길게 내민 땅인 반도이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이나 강, 바다 등의 자연환경으로 지역을 구분했다. 

다음과 같은 사실로 알 수 있는 우리 국토의 전통적 지역 구분 방식의 특징을 쓰세요.09

지금은 북한 지방을 북부 지방으로 구분하지만, 원

래는 멸악산맥 북쪽을 북부 지방이라고 하였다. 또

한 금강 하류와 소백산맥이 만나는 곳을 기준으로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구분한다. 

군사적으로 중요한 고개인 철령관을 기준으로 북쪽

을 관북 지방, 서쪽을 관서 지방, 동쪽을 관동 지방

이라고 한다. 관동 지방은 다시 태백산맥을 기준으

로 영동 지방과 영서 지방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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