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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출제의도]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이해하기
가능론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연 환경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관점이다. ①，③ 환경결정론,
② 문화결정론, ⑤ 생태학적 관점이다.

2. [출제의도] 건조지역의 주거 문화 이해하기
자료는 알제리의 수도 알제의 옛 시가지인 ‘카
스바’의 모습이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 문화가 나
타나는 이유는 일사광선이 강하고, 사막에서 불어
오는 모래 바람 때문이다.

3. [출제의도] 기후특색 파악하기
(가)는 열대우림기후(Af), (나)는 지중해성 기후
(Cs)지역의 특색이다. ㄱ. 사바나 기후(Aw), ㄹ.
서안해양성기후(Cfb)이다.

4. [출제의도] 식량자원의 특징 이해하기
쌀은 고온 다습한 기후 환경에서 잘 자라며, 단
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아 인구부양력이 높다.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여 국제 이동량이 밀보
다 적은 편이다. ② 밀, ③ 커피와 포도, ④ 옥수
수, ⑤ 카카오이다.

5. [출제의도] 빙하 지형의 특징 파악하기
① 건조지형, ② 카르스트지형, ③ U자곡, ④ 화
산지형, ⑤ 선상지이다.

6. [출제의도] 에너지 자원의 특징 이해하기
(가) 원자력, (나) 천연가스, (다) 석탄에 대한
설명이다. A 석탄, B 천연가스, C 원자력이다.

7. [출제의도] 케스타 지형 이해하기
케스타 지형은 단단한 지층과 연한 지층이 차
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며, 파리분지가 대표적이
다. ① 구조토, ② 카르스트지형, ③ 화산지형, ④
해안단구이다.

8. [출제의도] 차마고도 주변지역의 특색 이해하기
차마고도는 중국의 윈난성, 쓰촨성에서 티베트를
넘어 네팔, 인도까지 이어지는 교통로로 윈난성,
쓰촨성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했다고 하여 붙
여진 이름이다. ① 화북지방과 둥베이 지방에서 주
로 볼 수 있는 경관이다.
오체투지 : 불교신자가 삼보(三寶 불․법․승)에게
올리는 큰절로 최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이 땅
에 닿기 때문에 ‘오체투지’라고 한다.
룽다 :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천 조각을 긴 줄에
이은 깃발로 주로 성지와 언덕에 설치된다.

9. [출제의도] 유럽의 지역 특색 파악하기
A 스칸디나비아 반도, B 북아일랜드, C 덴마
크, D 라인강 주변, E 이탈리아와 그리스 남부이
다. B 북아일랜드는 종교와 민족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10. [출제의도] 중국의 지역 특색 파악하기
A 신장위구르, B 둥베이, C 산둥반도와 베이징,
D 쓰촨, E 동남해안지역이다.

11. [출제의도] 뉴질랜드의 특징 이해하기
캔터베리평야는 남알프스산맥을 넘어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밀 재배와 목양이 주로 이
루어진다.

12. [출제의도] 아프리카의 자연및인문환경이해하기
(가)는 말리의 밤비(BS)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키상가니(Af)로의 이동이다. 키상가니는 연중 고온
다습한 열대우림(Af) 기후가 나타나 식생의 밀도가
높고, 토양의 용탈작용이 활발하여 척박한 라테라이
트토(적색토)가 나타난다.

13. [출제의도] 아시아의지역문제이해하기
A 카슈미르(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분쟁), B 벵골

만 연안, C 난사군도, D 필리핀, E 칼리만탄(보르
네오)이다.

14. [출제의도]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특징 파악하기
A 열대우림(셀바스), B 사막(아타카마사막), C
온대초원(팜파스)이다.

15. [출제의도] 인도 IT산업의 발달 요인 이해하기

정보기술(IT) 산업은 입지 선정에 있어 원료와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12시간의 시차로 업무의 연계성이 높다.

16. [출제의도] 지역별 기후 특색 이해하기
북반구는 여름철, 남반구는 겨울철에 해당된
다. A 알래스카 북쪽지역(배로), B 알프스산
지, C 탄자니아(다르에스살람), D 오스트레일
리아(시드니), E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
스)이다.

17. [출제의도] 미국 공업지역의 특색 이해하기
A 오대호 연안과 북동부 지역(스노우 벨트)
이다. B 선벨트 지역으로 우주, 항공, 영화, 정
보기술(IT), 석유화학 등의 발달로 인구 유입
이 활발하다.

18. [출제의도] 지역의 공통점 파악하기
지도에 표시된 국가들은 건조기후, 이슬람교
신봉, 산유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
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수준이 높은 유럽
의 국가들이 대체로 많다.

19. [출제의도] 다국적화 하는 기업의특징파악하기
일본의 대륙별 해외진출 기업수와 현지 법인
종업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무역마찰 해소와 새
로운 시장 확보 등을 위해서이다. 특히 아시아로
진출하는 주된 이유는 인건비를 줄여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ㄱ. 기업의 공간적 분
업은 확대될 것이고, ㄴ. 국외지역에서 창출되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20. [출제의도]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특성 이해하기
지도에 표시된 도시들은 도시화의 속도가 빠르
게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개발 도상국에 주로 분
포한다. 이 도시들은 급속한 인구집중으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실업률 증가, 불량주택지구가 확대
되어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