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기 전에
•GPS 기기의 사용법을 익히시고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목적에 맞는 적당한 난이도와 지형등급을 가진 지오캐시를 
선택하십시요 (1/1)이 가장 쉽고, (5/5)가 가장 어렵습니다. 

• 지오캐시에 대한 설명을 잘 읽으시고 힌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 주변의 장애물 때문에 지오캐시를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
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물이나 음식, 여분의 옷같은 필요한 물품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즐기면 좋습니다; 지오캐싱의 경험은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애완동물들을 데려가면 더  좋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어디로 떠나시는지 알리시기 바랍니다.

지오캐싱을 하는 중에
•안전하게 되돌아 오기 위해 여러분의 차량이나 등산로 입구등을    

웨이포인트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지오캐시가 있는 곳에 15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GPS기기를         
믿지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지오캐시는 평범한 장소에 숨겨져 있으며, 절대 땅 속에 묻혀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보통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캐시는 숨기고 쓰레기는  
가져옵니다. "Cache In Trash Out" 

찾으신 후에
•캐시의 로그북에 기록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찾았던 상태 그대로 캐시를 놓아 둡니다. (물론, 잘 숨겨져
야 합니다.)

•Geocaching.com에 여러분의 지오캐싱 경험담과 사진을 올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www.geocaching.com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합니다.

"Hide & Seek a Cache" 를 클릭합니다.

우편번호나 주소를 입력한 후 "Search"를 
클릭합니다.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지오캐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지오캐시의 좌표를 여러분의 GPS 기기로 
옮겨넣습니다. 

GPS 기기를 사용하여 숨겨진 지오캐시를 
찾습니다.

로그북에 기록한 후 원래 있던 장소에 잘 
숨겨놓습니다.

여러분의 지오캐싱 경험담과 사진들을 올려 
공유합니다.

지오캐싱의 룰

· 캐시에서 물품을 가져갈때는 비슷하거나 더 좋은 물품과 
바꾸셔야 합니다.

· 캐시에 있는 로그북에 여러분의 경험을 적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경험담을 www.geocaching.com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수칙

· 지오캐시는 땅 속에 묻히거나 불필요하게 주의를 끌만한 
장소에 숨기시면 안됩니다.

· 음식물, 폭발물, 칼, 마약, 술과 같은 물품을 지오캐시에 
넣어두어서는 안됩니다.

· 지오캐시에는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을 숨겨야     
합니다.

· 해당 지역의 법을 준수하고 부착된 표지판의 내용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지오캐시가 
숨겨진 장소
지오캐시가 숨겨진 장소는 
남극대륙에서 북미까지 
전 대륙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찾는 공원, 
도보여행의 목적지, 물속이나 
길거리에도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보물
가장 간단한 지오캐시는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작은 
노트나 용지만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교환을 위한 
물품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지오캐시를 찾기 
위한 여행 그 자체가 가장 
멋진 선물입니다.

전세계적인 모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 즉, 
개인, 아이를 포함한 가족, 
학생, 어른과  노인들까지 
지오캐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오캐싱은 
친구들, 가족모두를 신나는 
야외활동으로 데려다주는 
멋진 방법입니다.

야외로 가야하는 까닭
지오캐싱은 첨단기술과 
야외활동이 결합되어 
있어서, 가까이 혹은 멀리 
있는 지역을 탐험하는 멋진 
방법입니다. 캠핑, 도보여행, 
자전거타기, 급류타기 
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야외활동들과 연계하여 
훨씬 흥미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오캐싱은 야외활동을 즐기며, GPS 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전 세계적인 최첨단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야외에 숨겨진, 지오캐시라고 하는 상자를 찾고 그 경험을 온라인에서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오캐시를 찾을 수 있는 좌표는 Geocaching.com에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오캐싱의 기본



GROUNDSPEAK이 제공하는  

일반 캐시
기본적인 캐시 유형으로 최소 구성은 상자와 
로그북입니다. 대부분 캐시 페이지에 올려진 
좌표에 실제 캐시가 있습니다.

멀티캐시
멀티캐시는 두군데 이상 방문해야 찾을 수 
있는 캐시입니다. 첫 번째 장소(들)에서 
발견한 힌트(들)를 이용하여야 실제 상자가 
있는 마지막 지오캐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스테리 또는 퍼즐캐시
미스테리 혹은 퍼즐캐시는 먼저 복잡한 
퍼즐을 풀어야만 실제 캐시가 있는 좌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벤트캐시
지오캐싱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오캐싱 조직에 가입한 지오캐셔들이 
지오캐싱 이벤트를 개최하곤 합니다. 캐시 
페이지에 있는 좌표는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세요?

www.geocaching.com를 방문하시면

• 여러분 근처에 있는 지오캐시들을 검색할 수 있고

• GPS 기기를 사거나 사용법을 배울 수 있고

• 지오캐싱 역사에 관한 글을 읽을 수 있으며

• 지오캐셔나 이벤트을 찾을 수 있고

•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며

• 각종 자료나 추천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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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aching.com은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Groundspeak.Inc. 에서 소유하고 운영합니다.Groundspeak의 
운영목표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아웃도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추가 사항

지오캐싱은 야외활동을 즐기며, GPS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전 
세계적인 최첨단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Cache In Trash Out 은 지오캐싱 동호회에서 
지원하는 전세계적인 환경정화 운동입니다. 
2002년 부터 지오캐셔들은 전세계의 공원이나, 
캐시가 숨겨져 있는 곳을 깨끗이 하기 위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예정된 대청소에 참여하시려면 
온라인 모임 달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geocaching.com/cito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오캐시의 종류

캐시는 숨기고 쓰레기는 가져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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