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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출제의도] 인간과 환경의 관계 이해하기
제시된 글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연 환
경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환경 가능론적 관점이다.
①, ⑤환경 결정론, ②문화 결정론, ③생태학적 관
점의 사례이다.
※ 패루란 : 중국인들이 큰 거리에 길을 가로질러
세운 문으로 무덤, 공원 등의 어귀에 나타난다.

2. [출제의도] 지방풍과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특징 이해하기
A는 푄(고온 건조풍), B는 보라(한랭풍), C는
스호베이(건조 열풍), D는 시로코(건조 열풍), E는
사이클론(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다. ③스호베이는
온도가 40℃를 넘는 고온과 습도 20% 이하의 고
온건조 열풍으로 농작물에 가뭄 피해를 준다.

3. [출제의도] 지역의 기후 특색 파악하기
(가)는 툰드라 기후(ET), (나)는 서안 해양성 기
후(Cfb)이다. ㄱ.지중해성 기후(Cs), ㄷ.열대 고산
기후(AH)이다.

4. [출제의도] 식량 작물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밀, (나)는 쌀, (다)는 옥수수이다. ①쌀,
②밀이며, ④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기 위한 작물
은 콩, ⑤밀은 서남아시아, 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
가 원산지이다.

5. [출제의도] 지형 형성 작용 파악하기
(가)는 영국 자이언츠 코즈웨이(주상절리), (나)
는 중국의 구이린(탑카르스트), (다)는 나이지리아
의 나이저강 유역의 하천 퇴적 지형(삼각주), (라)
는 미국의 그랜드캐니언(대협곡)이다.

6. [출제의도] 빙하 지형의 특징 이해하기
그림은 빙하 지형의 모식도이다. A는 호른, B는
빙식곡(U자 계곡), C는 피오르, D는 모레인이다.
②빙하에 긁힌 자국(찰흔), ⑤대륙 빙하는 최후 빙
기에 현재보다 분포 범위가 넓었다.

7. [출제의도] 지역별 기후 특색 이해하기
A는 지중해성 기후(Cs), B는 사바나 기후(Aw),
C는 냉대 동계 건조 기후(Dw), D는 사막 기후
(BW), E는 열대 우림 기후(Af)이다. ①사바나 기
후(Aw), ②서안 해양성 기후(Cfb), ③지중해성 기
후(Cs), 서안 해양성 기후(Cfb), ④온대 동계 건조
기후(Cw), 온대 습윤 기후(Cfa)의 특징이다.

8. [출제의도] 에너지 자원의 특징 이해하기
(가)는 석탄, (나)는 석유이다. 석유는 신기습곡
산지 주변에 매장되어 있고 석탄보다 열효율이 높
고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다.

9. [출제의도] 중국의 지역 특징 파악하기
A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B는 내몽골 자치구, C
는 시짱 자치구, D는 장쑤성, E는 광둥성이다.
②A지역의 특징이다. 내몽골 자치구와 시짱 자치
구 주민의 대다수는 라마교 도이다.
10. [출제의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역별 특징
이해하기
A는 보크사이트 생산지(웨이파), B는 원주민 보
호 구역(앨리스 스프링스), C는 지중해성 기후
(Cs)지역, D는 대찬정 지역(양사육)이다.

11. [출제의도] 북반구 해역과 항로 파악하기
(가)는 대서양․태평양 항로 (다)는 인도양 항
로, (나)는 북극 항로이다. A는 수에즈 운하, B는
말라카 해협의 싱가포르이다. 최근 북극 항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개척되어 시간 거리를 단
축시킬 수 있다.

12. [출제의도] 미국의 농업 지역 파악하기
A는 목축 지대, B는 봄밀 지대, C는 옥수수 지
대, D는 면화 지대, E는 낙농업 지대이다. 100°W
의 서쪽은 기업적인 방목, 동쪽은 농업 발달에 유
리하다.

13. [출제의도] 미국의 인구 특색 파악하기
A는 아시아인, B는 흑인, C는 히스패닉이다. ①
흑인, ②히스패닉, ③인디언, ⑤흑인이 가장 먼저
정착했다.
※ 히스패닉이란 : 미국에 주로 거주하는 라틴 아
메리카 출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14. [출제의도] 건조 지역에 대한 특징 이해하기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외래하천인 나일강과 티그
리스․유프라테스강이다. 하천 주변에는 밀, 보리,
과일등을재배하여경지이용률과인구밀도가높다.

15. [출제의도] 기호 작물의 특징 이해하기

지도는 커피의 전파 경로이다. ③코코넛의 특징
이다.

16. [출제의도] 남부 아시아의 국가 특색 파악
하기
A는 인더스 강 유역, B는 카슈미르 분쟁 지역
(힌두교와 이슬람교), C는 데칸고원 지역(면화), D
는 아삼지방, E는 방갈로르이다. ①힌두교의 목욕
순례지는 갠지스 강 유역이다. ④아삼 지방은 세
계 최대 다우지이지만 수리 시설 부족과 과도한
산지 개간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어 ‘지상에서 가
장 비가 많이 오는 사막’ 이라고 불리운다.

17. [출제의도] 유럽 연합의 변화 추론하기
2004년 이후 가입국(나)는 2004년 이전 가입국
(가)에 비해 경제 규모가 작고 소득 수준이 낮지
만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 구성이 다양하고, 언어, 종교,
관습 등의 전통이 달라 문화적 통합이 어렵다.

18. [출제의도] 동남 아시아의 국가 특색 이해하기
A는 미얀마, B는 베트남, C는 필리핀, D는 말
레이시아, E는 인도네시아이다. ①필리핀, ③말레
이시아, ④인도네시아, ⑤미얀마의 특징이다. 메콩
강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하면 하류지역에 토사
유입량이 줄어들어 삼각주의 형성이 어려워 베트
남은 농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19. [출제의도] 칠레를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특
색 이해하기
칠레는 세계에서 국토가 남북으로 가장 긴 국가
로 다양한 기후(건조 기후, 지중해성 기후, 서안
해양성 기후, 툰드라 기후, 고산 기후)와 지형(사
막, 화산, 피오르 등)이 나타난다. ②칠레의 북단은
사막 기후로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20. [출제의도] 아프리카의 국가 특색 이해하기
(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는 나이지리아이
다. A는 알제리, B는 코트디부아르, D는 콩고민주
공화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