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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으로 생각하기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아마도 최초의 지리학자는 선사시대에 강을 

건너거나 산을 오르면서 다른 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거주하는 곳으로 돌아와 관찰한 것에 대해 말하고, 

가는 길을 땅에 표시해둔 사람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지리학자는 그 땅 위의 지도를 따라 다른 쪽에 가본 친구나 

친척이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지리학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 여전히 다른 곳에 가보려고 노력

하고 있다. 지리학은 지표면에 나타난 여러 사상(事象)과 그 공간적 분포의 원인을 다루는 학문이다. 제1장에서는 

지리학자들이 전 세계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연구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지리적으로 생각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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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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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서로 다른 지점들이 연관되어 
있는가?

인간과 환경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지리학의 세계’를
확인하려면 스캔하라.

지리적으로 생각하기



4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위치를 설명하는가?

지리학의 소개 

▶▶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리학자는 사물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사물이 ‘왜’ 그곳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사물의 위치가 왜 ‘중요’한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지리학(geography)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학자였던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기원전 276~194년경)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지구’라는 뜻의 geo와 ‘기술하다’라는 뜻의 graphy가 결합된 것이다. 오늘

날의 지리학은 지구에 대해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기반을 둔다 

지리학은 크게 인문지리학(human geography)과 자연지리학(physical geography)으로 구분된다. 브라질의 이파네

마(Ipanema) 해안에서는 자연지리학자와 인문지리학자 모두가 흥미로운 연구 주제를 발견한다. 

• 인문지리학자들은 경제활동과 도시와 같은 문화적 특성을 연구한다(그림 1.1.1).
• 자연지리학자들은 지형·식생과 같은 자연환경적 특성의 분포에 관심을 갖는다(그림 1.1.2).

지리학의 독특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과학의 개념을 이용하고, 역으로 물리적 프

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개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지리학자들은 사물의 위치와 그 이유를 설명한다 

지도는 사물의 위치를 보여주며 지리학의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고대와 중세 지리학자들은 지표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도를 제작하였다. 오늘날에는 전자 데이터를 통해 정교한 지도가 제작되

고 있다. 

지리학자는 왜 지표상의 모든 장소가 고유하면서도 다른 장소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연구한다. 

지리학자는 왜 모든 장소가 고유한지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개념을 이용한다. 

• 장소(place)는 지표상의 특정 지점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각각의 장소는 지표상에 고유한 절대적 위

치를 갖는다(그림 1.1.3).
• 지역(region)은 지표면의 일부로서 문화적·자연적 특성이 독특하게 결합하여 다른 지역과 구별된다(그림 

1.1.4).
지리학자는 서로 다른 장소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이용한다. 

•		스케일(scale)은 연구의 대상이 된 지표의 일부분과 지표 전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지리학자는 모든 스케일에 대해 연구하지만 점차 전 지구적인 스

케일에서 나타나는 분포 패턴과 그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5).
•		공간(space)은 두 사물의 물리적 간격을 말한다. 지리학자는 수많은 객체들

이 어떤 이유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는지 연구한다(그림 

1.1.6).
•		연결(connection)은 공간의 장애물(barrier)을 넘어 인간과 사물 사이에 이루

어진 관련성이다. 지리학자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에 주목한다

(그림 1.1.7).

지리학자는 공간 패턴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환경과 인간 행태 사이

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인간은 자연의 영향을 받지만 반대로 인간은 자연을 변

형시킨다.

1.1

그림 1.1.1 브라질 이파네마의 인문지리적 특성

이파네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인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하며, 관광을 경

제 기반으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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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연결

사람들은 고립되어 살아가지 않는다. 이파네마 해변은 리우데자

네이루 시의 나머지 지역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위 사진과 

같이 이파네마 해변과 전 세계가 항공기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1.1.5 스케일

지리학자는 세계화의 경향과 지역의 다양성을 연구한다. 그 예로

서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간편한 복장으로 놀이

를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사진에

서는 다채로운 문화 특성이 드러난다. 반면 신체를 많이 노출한 

모습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이 많다.

그림 1.1.6 공간

이파네마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

고 가능한 고속도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해변과 평행하게 일렬로 

분포해있다.

바다 사람 모래사장 식생 고속도로

그림 1.1.3 장소

이파네마 해변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대서양 해안을 따라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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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이파네마 해변의 자연지리

이파네마의 자연경관에서 ‘두 형제(Two Brothers)’라고 불리는 2개

의 산봉우리를 포함한 독특한 지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1.4 지역

이파네마를 포함하여 ‘Aw’라고 표시된 기후 지역은 연중 온난하

지만 강우는 5~10월 사이에 집중된다. 최상의 해변 날씨를 만끽

하기 위해서 12월에 이파네마에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이파네마 

인근 지역들은 상이한 기온과 강우 패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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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포함하여 고대 그리스와 지중해 동부 도서 지역

의 지리학자들은 점차 정확하게 지표를 묘사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중세시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리학과 지

도 제작이 부활하였다. 

고대의 지리학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들은 기원전 7세기, 6세기에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제작되었다(그림 1.2.1). 고대 지

중해 동부 지역에서 지리적 사상(思想)의 발달에 기여한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 밀레투스(학파)의 탈레스(Thales of Miletus, 기원전 

624~546년경)는 육지를 측정하기 위해 기하학의 원

리를 도입하였다. 

•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er, 기원전 610~546년
경)는 탈레스의 제자로 세계가 원통형 모양이라고 주

장하였으며, 항해사들로부터 정보를 얻어 세계지도

를 작성하였다. 

• 헤카타이오스(Hecataeus, 기원전 550~476년경)는 세

계여행(Ges Periodos)이라는 최초의 지리 서적을 저술

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기원전 384~322년)는 지

구가 둥글다는 것을 최초로 밝혔다.

• 에라토스테네스(Eratosthenes, 기원전 276~195년경)

는 지리학(geography)이라는 단어를 처음 고안하였으

며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함), 0.5%의 오차 범위 내에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였다. 이와 함께 지구를 정확히 5개의 

기후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최초의 지리학 서적으

로 알려진 그의 책에 당시 알려진 세계를 기술하였다. 

• 스트라보(Strabo, 기원전 63~기원후 24년경)는 지리

학(Geography)이라는 제목이 붙은 17권의 저서를 통

해 지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 톨레미(Ptolemy, 기원후 100~170년경)는 8권으로 된 

지리학 안내서(Guide to Geography)를 저술하였으며 지

도 제작의 원리를 제시하였고, 이후 1,000년 이상 사

용된 다수의 지도를 제작하였다(그림 1.2.2).  

고대 중국에서 지리학의 발달에 기여한 책과 인물은 다

음과 같다.

• 중국의 역사서 서경(書經)은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국의 지리서이기도 한데, 이 

책 속의 ‘유에 바치는 헌사’라는 제목이 붙은 장에는 중

국의 지역별 경제 자원이 기술되어 있다.

• 중국 지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이 슈(裴秀, 기원

후 224~271)는 기원후 267년에 아주 정교한 중국 전

도를 제작하였다.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위치를 설명하는가?

고대와 중세의 지리학

▶▶고대 이후로 지리학자는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지도를 이용해왔다. 

▶▶중세시대에 정교한 지도 제작이 부활하였고, 탐험의 시대에 지도 제작법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림 1.2.2 톨레미가 제작한 세계지도(기원전 150년경)

지중해와 인도양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제국을 중심으로 제작된 세계지도

1.2

화산

그림 1.2.1 현존하는 가

장 오래된 지도

기원전 6200년경에 제작된,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

역에 위치했던 차탈후유크

(Çatalhöyük)의 도시계획도이

다. 1960년대 고고학자들이 발

굴했던 한 가옥의 벽에서 발견

되었다. 이 지도는 현재 코냐

(Konya) 고고학박물관에 소

장되어 있다. 오른쪽 아래

의 지도는 차탈후유크 도

시계획도를 채색한 것이

다. 화산이 도시의 건

축물들 위로 솟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왼

쪽 아래의 그림은 차탈후

유크의 모습을 3D로 복

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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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지리학

기원후 1세기 동안 지도는 수학적 기반을 잃고 환상적

인 모습만을 강조하여 지구를 사나운 동물과 괴물에 둘

러싸인 평평한 원반으로 묘사하였다. 중세시대에 과학

적인 지도 제작이 아시아에서 먼저 부활하였고 이후 유

럽에서도 다시 시작되었다. 중세에 지리학의 발달에 기

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무슬림 지리학자인 무하마드 알 이드리시(Muhammad 

al–Idrisi, 1100~1165년경)는 1154년에 오랫동안 방

치되었던 톨레미의 저서에 기반하여 세계지도를 제

작하고 지리학 서적을 저술하였다(그림 1.2.3).
• 모로코의 학자였던 아부 압둘라 무하마드 이븐–바투

타(Abu Abdullah Muhammad Ibn–Battuta, 1304~

1368년경)는 이슬람권인 북부 아프리카, 남부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30여 년에 걸쳐 여행하였다. 

이동거리가 12만 km(7만 5천 마일)에 달했으며, 릴라

(Rihla, ‘여행’)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하였다. 

탐험의 시대의 지리학

지리상의 발견과 함께 유럽에서 인쇄술의 발달로 과학

적 지도 제작법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뮐러(Martin 

Waldseemuller, 1470~1521년경)는 최초로 ‘America’
라고 표시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 지도에는 라틴어

로 ‘탐험가 아메리고(Amerigo)
로부터’라고 쓰여있다(그림 

1.2.4). 
• 플랑드르 지방의 지도 제작자

였던 아브라함 오르텔리우스

(Abraham Ortelius, 1527~1598
년)는 최초의 현대적인 세계지

도를 제작하였으며, 지구 상의 

대륙들이 분리되기 전에는 모

두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였다(그림 1.2.5).

그림 1.2.3 1154년 알 이드리시가 작성한 세계전도

알 이드리시는 제작된 이후 거의 1,000년 동안 방치되었던 톨레미의 지도를 바탕으로 세계지도를 제작하였다.

그림 1.2.5 1571년 오르텔리우스가 

제작한 세계지도

이 지도는 남극대륙뿐만 아니라 서반구의 상당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최초의 지도이다. 

그림 1.2.4 1507년 발트제뮐러가 제작한 세계지도

이 지도는 대서양을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로부터 분리된 서반구를 그리고, ‘America’라고 표시한 최초의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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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읽기

▶▶지도는 지표 전체 혹은 일부분을 축소시킨 것이다. 

▶▶지도는 구형의 지구를 평평하게 표현한 것이다. 

수 세기 동안 지리학자들은 지도학(cartography)이라고 

불리는 지도 제작을 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도

(map)는 실제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책상이나 컴퓨터에

서 작업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다. 지도는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 참고 자료로서의 기능. 지도는 두 장소 간의 최단 경

로를 찾거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 정보 전달 기능.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환경적 특성의 

분포를 보여주고 그와 같은 분포의 원인을 생각해보

는 데 필요한 최적의 수단이다. 

지도 제작자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 지도상에 지표를 얼마나 자세히 표현할 것인가?(지

도의 축척) 

• 구체인 지구를 어떻게 평평한 종이에 옮겨 그릴 것인

가?(투영법)

지도의 축척

지도상에 포함될 지리적 영역이 지구 전체인지, 대륙인

지, 국가인지, 혹은 도시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지

구 전체라면 지도상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

분이 생략되어야 한다. 반대로 한 도시의 도로지도와 같

이 지표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표시하려 한다면 특정 

장소를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밀도와 지도에 포함될 지역의 면적을 결

정하는 것이 축척(map scale)이며, 지도상에 나타난 크

기와 지표상의 실제 크기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축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된다(그림 1.3.1). 

• 비율 혹은 분수

• 문자 축척

• 그래픽 축척

투영법

지구는 구체이며, 지구본의 형태로 표현될 때 가장 정확

하다. 그러나 지구본은 지표면의 지리 정보를 전달하기

에는 제한적인 도구이다. 크기가 작은 지구본은 상세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크기가 큰 지구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위치를 설명하는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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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의 1cm는 지표상의 10km와 같다. 이는 

1:1,000,000 축척을 나타낸다. 

지도상의 1cm는 지표상의 1km와 같다. 이는 

1:100,000 축척을 나타낸다. 

지도상의 1cm는 지표상의 100m와 같다. 이는 

1:10,000 축척을 나타낸다.

지도상의 1cm는 지표상의 100km와 같다. 이

는 1:10,000,000 축척을 나타낸다. 

그림 1.3.1 축척

다음의 네 가지 이미지는 각각 워싱턴 주, 시애틀 대도시권, 시애틀 도심, 워싱턴 주 서부의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을 나타낸다. 이 이

미지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축척을 표시할 수 있다. 

• 비율 혹은 분수는 지도상의 거리와 지표상의 실제 거리 간의 비율을 나타낸다. 워싱턴 주 지도의 축척은 1:10,000,000으로 지도상의 1단위 거리는 

지표상에서 실제로는 1천만 단위 거리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단위는 인치, 센티미터, 피트, 손가락 길이 등 어떤 것이어도 된다.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가 지도와 지표상의 측정 단위와 같다면 어떤 것이어도 상관없다. 비율 표기법에서 왼쪽에 쓰는 1은 항상 지도상의 거리 단위를 말하며, 오른쪽에 쓰

는 숫자는 항상 같은 단위의 지표상의 거리이다. 

• 문자 축척은 지도와 지표상의 거리의 관계를 글로 표시한다. 일례로 “1cm는 10km와 같다.”라는 문장은 지도상의 1cm가 지표상의 10km를 나타낸

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첫 번째 숫자는 항상 지도상의 거리를, 두 번째 숫자는 지표상의 거리를 나타낸다. 

• 그래픽 축척은 막대선을 그려 지표상의 거리를 나타낸다. 막대선을 그리기 위해서 먼저 지도상의 거리를 인치나 센티미터 가운데 무엇으로 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도상의 거리를 막대선으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막대선 위 눈금에 숫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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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a 방위도법(azimuthal projection)

방위도법은 넓은 지역을 표시하는 데 적합하며, 대부분의 세계

지도가 이 도법으로 제작된다. 

그림 1.3.3 왜곡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 모양의 지구는 여러 구획들로 나뉜다. 납작해진 이러한 구획들은 평평해진 

종이 위에서 왜곡된다.

North Pole

그림 1.3.2b 원통도법(cylindrical projection) 

원통도법은 특수 목적의 지도에 사용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통도법으로 제작된 세계

지도는 1569년 헤라르뒤스 메르카토르(Gerardus Mercator)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항해

지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세계지도

윈클 II(Winkle II)의 

가상원통도법 

대륙지도

람베르트 방위정적도법

국가지도

람베르트 정형원추도법
그림 1.3.2d 이 책에 이용된 도법 

그림 1.3.2c 원추도법

(conic projection)

원추도법은 작은 면적의 지역을 표시하는 데 

적절하며, 이 책에 포함된 국가지도가 이 도법

에 의해 제작되었다.

본은 부피가 크고 취급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지구본은 지도 위에 직접 표시를 

하거나 복사를 하기 쉽지 않고 컴퓨터 스크린으로 보여주거나 차 안에서 확인하

기 어렵다. 

평평한 종이 위에 지구를 그리는 것이 필연적으로 왜곡을 발생시키므로 지도

학자들에게 구체인 지구는 난관이 된다. 지표상의 위치를 평평한 지도 위로 옮

기는 과학적인 방법을 투영법(projection)이라고 부른다. 투영법의 종류가 그림 

1.3.2에 제시되어 있다. 

투영법은 네 가지 종류의 왜곡을 발생시킨다(그림 1.3.3).

1. 면적의 형태가 왜곡되어 실제보다 훨씬 길어 보이거나 납작하게 보일 수 있다. 

2. 두 지점 간의 거리가 실제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3.  상대적 크기가 왜곡되어 실제 한 지역의 크기가 다른 지역보다 작은데도 지도 

상에서 크게 표현될 수 있다. 

4.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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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와 경도

지도학자들은 위도와 경도를 숫자로 구분한다. 

• 경선(meridian)은 북극과 남극 사이에 그려진 호이다. 

각 경선에는 숫자를 부여하여 경도(longitude)를 구분

한다. 영국 그리니치천문대를 관통하는 경선이 경도 

0°이고, 본초자오선(prime meridian)이라고 부른다. 본초자오선

의 정반대 지역에 위치한 경선이 경도 180°이다. 모든 경선은 0°~

180° 사이의 값을 갖는다(그림 1.4.1). 
• 위선(parallel)이란 경선과 직각으로 적도와 평행하게 

그려진 원(circle)을 의미한다. 경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위도(latitude)라고 한다. 적도는 위도 0°이며, 북

극은 북위 90°, 남극은 남위 90°이다(그림 1.4.2).

위도와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일례로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는 북위 40°, 서경 75°에 위치한다(그림 1.4.3).
특정 장소의 수리적 위치는 1°를 60분(′)으로, 1분을 60초(″)로 

나누어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 필라델피아 시청의 수리적 위치는 북위 39°57′8″, 서경 75°9′

49″로 나타낸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도를 분과 초가 아닌 소수(decimal fraction)로 표기

한다. GPS로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Bally Ribbon Mills ’ 제분소의 위치를 측정하면 북위 

40.400780°, 서경 75.587439°로 나타난다.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는 것은 지리학이 부분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위도는 지구의 형상과 태양을 따라 공전하는 과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 적도(위도 0°)는 

지구의 가장 큰 둘레이고 매일 12시간의 일광 시간이 나타나는 곳이다. 심지어 고대에도 낮의 

길이와 함께 태양과 별의 위치를 통해 위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 경도는 인위적인 것이다. 모든 경선의 길이가 같고, 북극과 남극을 지나기 때문에 어떤 경선

도 경도 0°로 선택될 수 있다. 그러나 경도가 가장 먼저 정확하게 측정되고 국제협약이 맺어졌

을 당시에 영국이 전 세계에서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경도 0°는 그리니치천문대를 지나는 것으

로 결정되었다.

시간대

경도는 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지구는 구체로서 매 24시간마다 자전을 하며 360° 경도로 

나뉜다. 그러므로 동쪽과 서쪽으로 15° 이동하는 것은 출발점보다 1시간 일찍 혹은 늦은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360°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5°이다.).

지리학자들은 어떻게 위치를 설명하는가?

지리 좌표

▶▶지리 좌표는 지표를 경도와 위도로 구분한다. 

▶▶지리 좌표는 시간대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지리 좌표(geographic grid)는 지표 위에 격자 패턴으로 그려진 호(arc)로 이루어진다. 지표상의 특정 지점의 위치는 

경선과 위선이라고 불리는 호로 나타낸다. 지리 좌표는 시간대를 구분하는 데 중요하다. 

그림 1.4.2 위도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 

가운데 어느 쪽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북위와 남위 0~90°로 구분된다. 

0°는 적도이다.

위도 1°는 

약 111km
(69마일)이다.

그림 1.4.3 경도와 위도에 의한 위치 표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는 북위 40°, 서경 75° 부근

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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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경도

경선은 본초자오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가운데 어

느 쪽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동경과 서경 0~180°로 구

분된다.

지구의 중심에서 도(°)로 측

정된 경도선은 

적도 근처에서 경도선 

간격이 가장 크며, 

극지점으로 수렴한다.

90°
100°

80°70°60°50°40°30°20°
10°0°

영국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경도 0°)은 

영국의 그리니치를 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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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4 시간대

서경 75°를 기준으로 하는 미국 동부는 GMT보다 5시간 빠르다(본초자오선과 서경 75° 사이의 경도 차이를 15°로 나누면 

5시간이다.). 그러므로 동계에 뉴욕 시의 시간이 오후 1시 32분(13시 32분)일 때 GMT는 오후 6시 32분(18시 32분)이다. 

하계에 북아메리카 대부분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1시간씩 시간을 앞당기므로 하계에 GMT로 오후 6시 32
분이면 뉴욕 시의 시간은 오후 2시 32분이다. 

뉴욕에서 일요일 오후 1시 32분(13시 32분)이라면 런던에서는 일요일 오후 6시 32분, 파리에서 일요일 오후 7시 32분

(19시 32분), 헬싱키에서 일요일 오후 8시 32분(20시 32분), 모스크바에서 일요일 오후 9시 32분(21시 32분), 싱가포르

에서 월요일 오전 2시 32분, 시드니에서 월요일 오전 4시 32분이다. 더욱 동쪽으로 나아가면 오클랜드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 32분이지만 호놀룰루로 간다면 오클랜드와 호놀룰루 사이에 위치한 날짜변경선 때문에 일요일 오전 8시 32분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도 180°를 날짜변경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

나 1997년 태평양의 군도(群島) 국가인 키리바시(Kiribati)는 날짜변경선

을 3,000km(2,000마일) 동쪽으로 옮겨 자국의 동쪽 경계에 해당하는 서

경 150° 부근으로 옮겼다. 그 결과 키리바시는 지구 상에서 일출을 가장 

처음 맞이하는 국가가 되었다. 키리바시는 이로 인해 2000년 1월 1일(엄

밀하게 말하면 새천년의 시작은 2001년 1월 1일이다.) 새천년의 시작을 

먼저 맞이하기 위해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국제협약에 의해 정해진 그리니치표준시(Greenwich 

Mean Time, GMT) 혹은 세계시(만국표준시, Universal 

Time, UT)는 본초자오선(경도 0°)에서의 시간을 말하

며, 지표상의 모든 지점의 기준시가 된다.

지구가 동쪽으로 자전을 하므로 현 위치에서 동쪽에 

있는 장소는 항상 태양을 ‘먼저’ 지난다. 그러므로 본초

자오선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 시간을 ‘맞추기’ 위해 

GMT 기준으로 시간을 매 15°마다 1시간씩 앞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 만일 본초자오선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면 시간을 ‘늦추기’ 위해 반대로 시간을 GMT 기준으로 

매 15°마다 1시간씩 뒤로 돌려놓아야 한다. 

경도 15°마다 표준시간대가 할당되어 있다(그림 1.4.4). 
미국과 캐나다는 4개의 표준시간대를 가지고 있다.

• 동부 표준시간대(Eastern Standard Time Zone)는 서

경 75°를 기준으로 하며 GMT(그리니치표준시)보다 5
시간 빠르다. 

• 중부 표준시간대(Central Standard Time Zone)는 서

경 90°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6시간 빠르다. 

• 산악 표준시간대(Mountain Standard Time Zone)는 

서경 105°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7시간 빠르다. 

• 태평양 표준시간대(Pacific Standard Time Zone)는 

서경 120°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8시간 빠르다. 

미국에는 2개의 표준시간대가 추가된다.

• 알래스카 표준시간대(Alaska Standard Time Zone)는 

서경 135°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9시간 빠르다. 

• 하와이–알류산 표준시간대(Hawai i–Aleut ian 

Standard Time Zone)는 서경 150°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10시간 빠르다. 

캐나다에는 2개의 표준시가 추가된다. 

• 대서양 표준시간대(Atlantic Standard Time Zone)는 

서경 60°를 기준으로 하며 GMT보다 4시간 빠르다. 

• 뉴펀들랜드 표준시간대(Newfoundland Standard 

Time Zone)는 GMT보다 3시간 30분 빠르다. 그 이

유는 뉴펀들랜드 섬이 서경 53~59° 사이에 위치하여 

대서양 표준시간을 따르면 동절기에 오후가 너무 어둡

고, GMT보다 3시간 이른 표준시를 따르면 동절기에 

오전이 너무 어둡다고 주민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도 180°는 날짜변경선(International Date Line)으로 정

해져 있다. 만일 북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동쪽으로 가면

서 날짜변경선을 지나면 시간을 24시간, 즉 하루를 뒤로 

돌려놓아야 한다. 반대로 아시아를 향해 서쪽으로 가고 

있다면 24시간을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