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과목

세계지리

71.

72.

ㄱ.　(가) 지역은 비옥한 황토 지대가 넓게 나타나고, 컴퓨터․

통신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ㄴ.　(나) 지역은 높은 고원과 산지이며, 티베트 불교를 믿는 민

족이 분리 독립을 꾀하고 있다.

ㄷ.　(다) 지역은 연 강수량 800mm 이상이며, 침엽수림이 넓

게 분포하여 복재 기공, 제지 산업이 발달하였다.

ㄹ.　(라) 지역은 연 평균 기온 20℃ 이상이며, 벼농사 중심의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중국 최대의 곡창 지대이다.

ㅁ.　(마) 지역은 연안 도시들이 경제 특구, 개방 도시로 지정되

어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 기>

73.

ㄱ. 아시아와 유럽 국가가 주로 수입한다.

ㄴ. 최대 생산국과 최대 수출국은 일치하지 않는다.

ㄷ.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ㄹ. 주요 생산 지역은 계절풍이 부는 지역과 일치한다.

<보 기>

74.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

를 가장 숭배한다. 그들은 소가 영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데, 어느 누구도 쇠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를 도살하지 않는다. …(중략)… 그들의 또 한 가지 습관은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하루에 두 번씩, 즉 아침에 한 번, 저

녁에 한 번 물에 들어가 전신을 씻는다는 것이다.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

75.

지도에 표시된 국가 및 지역에서는 인종, 민족, 종교의 차이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각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점]

①　(가) 지역에서는 영국계의 신교도와 아일랜드 계의 구교도 사

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②　(나) 지역에서는 이슬람 교, 카톨릭 교, 그리스 정교를 믿는 민

족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확대되었다.

③　(다) 지역의 주요 분쟁 원인은 유대 인과 아랍 인 사이의 민족

적, 종교적 갈등이다.

④　(라) 지역에서는 흰두교도와 불교도 사이의 종교적 갈등이 영

토 분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이 발생하였다.

⑤　(마) 국가에서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 인종 차별 문제가 발생했

으나, 오늘날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중국의 각 지역에 대한 지리적 특성을 바르

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 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ㄹ,ㅁ

지도와 도표는 어떤 농작물의 주요 생산지와 국제적 이동을 나타

낸 것이다. 이를 통해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ㄹ

자료에 나타난 국가의 지리적 특성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백인과의 혼혈인 메스티소, 물라토 등이 많이 거주한다.

②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니파 계통의 이슬람 교를 믿고 있다.

③　팜파스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기업적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④　민족과 언어가 복잡하고, 카스트 제도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다.

⑤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천연 고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

고 있다.

다음 지도에 표시된 지역과, 이 지역의 기후 그래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 교를 믿고 있다.

②　20 세기 들어 석유 자원의 개발로 커다란 지역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③　오아시스 주변에서 농업이 이루어지며,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

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④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수로 건설 사업으로 농경지의 확

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온과 강수량이 인간 생활에 적합하

여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76.

77.

ㄱ.　풍부한 침엽수림을 이용하여 목재를 많이 생산할 것이다.

ㄴ.　뿌리가 길고 잎이 단단한 수목을 많이 재배할 것이다.

ㄷ.　겨울철에 소와 양을 사육하기 위해 산지 목장으로 올라갈

것이다.

ㄹ.　여름철 청명한 날씨와 일광을 즐기려는 사람을 위한 관광

산업이 발달할 것이다.

<보 기>

78.

79.

ㄱ.　(가) 지역은 사막이 넓게 분포하여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

ㄴ.　(나) 지역은 유럽의 영향으로 밀을 재배하는 상업적 곡물

농업이 발달하였다.

ㄷ.　(다) 지역은 온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대규모 벼농사가

이루어진다.

ㄹ.　(라) 지역은 열대 우림 기후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ㅁ.　(마) 지역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보 기>

80.

ㄱ ㄴ ㄷ ㄹ ㅁ

<보 기>

다음 지도에 표시된 5개 국가는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긴밀

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주요 회원국

이다. 이들 국가와 우리 나라의 교역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가) 국가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한다.

②　(나) 국가로부터 공산품을 주로 수입한다.

③　(다) 국가로부터 곡물을 다량 수입한다.

④　(라) 국가로부터 축산물과 철광석을 수입한다.

⑤　(마) 국가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한다.

유럽 어느 지역의 기후 그래프이다. 이를 보고 주민의 산업 활

동을 바르게 추론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ㄹ

다음 지도는 미국의 농업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우리 나라 제주도의 대표적인 과일 생산 농가에 피해를

주는 지역을 모두 고르면? [2 점]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마 ⑤　라,마

다음 지도는 아프리카 인구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구 분포와

관련된 지역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ㄹ,ㅁ

다음 그림은 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을 나타내고 있다. 지리 정

보 체계(GIS)의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순서>에 따라 노인

휴양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을 찾으려 한다. 각 단계의 분석

결과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2 점]

<분석 순서>

1단계：해발 고도 100m 이상의 산지 지역을 찾

는다.

2단계：도로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지역을 찾

는다.

3단계：공업 단지 및 취락으로부터 4km 이상 떨

어진 지역을 찾는다.

4단계：1, 2, 3단계의 결과를 모두 만족하는 지

역을 찾는다.

5단계：2개 이상 지역이 선정되면 면적이 넓은

지역을 찾는다.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ㄷ－ㅁ－ㄴ－ㄹ

③　ㄱ－ㄷ－ㅁ－ㄹ－ㄴ ④　ㄱ－ㅁ－ㄷ－ㄹ－ㄴ

⑤　ㄱ－ㅁ－ㄴ－ㄷ－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