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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세계지리

71.

72.

ㄱ. 정글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울창한 열대 삼림을 이루

고 있다.

ㄴ. 먹이 사슬을 이루는 많은 종류의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들

이 살고 있는 동물의 왕국이다.

ㄷ. 코르크, 올리브, 무화과 등 뿌리가 깊고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와 관목이 발달해 있다.

ㄹ. 드문 드문 서 있는 우산 모양의 나무, 키가 큰 풀, 관목 등

이 혼합된 식생 경관이 나타난다.

<보 기>

73.

74.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의사 결정 활동에 유리한 뉴욕과 같은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세계적인 신발 회사인 N사는 기업 활동의 여건이 더 좋고 인

건비가 더 저렴한 개발 도상국을 찾아 공장을 자주 이전한다.

◦세계 무역 기구의 출범과 함께 국가 간에 무역과 자본 이동이

자유화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 무대가 민족 국가 공간에서

세계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75.

다음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세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

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다.

②　세계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과학․기술․정보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③　지역 내에 국가 간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적 협력 기구를 형

성하고 있다.

④　다국적 기업의 본부들이 집중되어 있으며, 제 3차 산업과 제 4

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⑤　세계 도시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 도시는 서로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금융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다음 그래프는 지도에 짙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과 동일한 기후

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지역의 기후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의

기후적 특성을 토대로 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자연 환경을 옳게 추

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 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다음 지도는 돼지 사육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빗금으로 표시한

지역에서 돼지가 거의 안 나타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점]

①　돼지 고기를 안 먹는 종교적 금기 때문이다.

②　도시화로 농촌의 축산 농가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③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축산 농가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④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축산업 종사자들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⑤　정부에서 낙타 사육 농가에만 축산 자금을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변화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

①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②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 무역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③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에 국제적 분업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④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⑤　교통 및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음 지도는 동남 아시아의 고무 재배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분포 특성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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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열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ㄴ. 비옥한 포드졸 토양에서 주로 재배된다.

ㄷ. 해상 교통이 편리한 해안 지역에서 많이 재배된다.

ㄹ. 동아시아 시장과의 접근성 때문에 먼저 재배되었다.

<보 기>

76.

77.

78.

ㄱ. 국토의 대부분이 고원과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ㄴ. 1930년대에 연해주에서 이주해 온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

고 있다.

ㄷ. 구 소련의 침공 이후 계속되는 내전으로 많은 난민이 발생

하고 있다.

ㄹ.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남동풍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다우지

를 이룬다.

79.

ㄱ. 생산 지역의 대부분이 인구 희박 지역이다.

ㄴ. 계절풍 기후 지역의 충적 평야에서 주로 생산된다.

ㄷ. 생산지에서의 소비가 적은 편이어서 국제적 이동이 많다.

ㄹ. 동아시아에서는 집약적 방식으로, 미국에서는 기계화된 조

방적 방식으로 생산된다.

<보 기>

80.

<보 기>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다음 지도에 나타난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산업의 특성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 기능이 중요하다.

②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풍부한 자본이 중요하다.

③　고급 두뇌 유치를 위해 쾌적한 생활 환경이 중요하다.

④　산학 협동을 위해 유명한 대학과 인접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

⑤　생산비를절감하기 위해 저렴한미숙련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다음 지도에 빗금 친 부분은 ‘러시아 및 인접 지역’의 어떤 농업

지역이다. 기후와 관련지어 이 지역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지중해성 기후 지대로 포도, 감귤류 등이 재배된다.

②　툰드라 기후 지대로 이끼류가 자라며, 순록의 유목이 활발하다.

③　스텝 기후 지대로 밀이 주로 재배되는 세계적인 곡창 지대이다.

④　타이가 기후 지대로 침엽수림이 발달하여 삼림 자원이 풍부하다.

⑤　사막기후 지대로 관개에 의해 목화,쌀, 과실,채소 등이 재배된다.

다음 지도의 빗금 친 나라에 대하여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다음 지도에 나타난 어떤 농작물의 주요 생산지와 국제적 이동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다음 지도는 아마존 강 유역의 도시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도시 발달의 원인에 대하여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은? [2 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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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밀림 지대에서 자원 채굴을 위해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다.

ㄴ. 밀림 지대에서 편리한 교통로인 하천을 이용하여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다.

ㄷ. 밀림 지대의 식생을 이용한 관광 휴양지 개발을 위해 도시

들이 발달하고 있다.

ㄹ. 밀림 지대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에 의해 도시

들이 발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