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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세계지리

71. 지도에서 빗금 친 지역의 특색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주민의 대다수가 흑인이다.

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ㄷ. 건조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한다.

ㄹ. 석유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ㅁ. 고무, 카카오를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활발하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72. 다음은 영희가 유럽 배낭 여행 중에 찍은 사진과 느낀 점을 전

자 우편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 중에서 지중해 연안의 경관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점]

(가) (나)

수많은 빙하호와 타이가가
어우러진 풍경이 참 아름다
웠어 ......

가톨릭의 중심인 이곳의 미
사에 참석하여, 너의 대학 합
격을 기도했어 ......

(다) (라)

올리브 밭을 구경한 뒤, 해변
에서 일광욕을 즐겼어......

히딩크 감독의 고향을 방문
해서 환영을 받고,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떠올렸어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73.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의 기후 그래프로 알맞은 것

은? [2점]

◦수분의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어, 구조토와 같은 지형이 발

달한다.

◦지반이 불안정하므로, 바닥면을 지표면과 분리시킨 건축물

이 많다.

◦지의류나 선태류가 자라는 지역에서, 일부 주민들은 순록을

유목한다.

① ② ③

④ ⑤

74. 다음은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식생을 구분한 것이다. (가)～(마)

지역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가)는 무분별한 개발로 지구 온난화가 촉진되고 있다.

② (나)는 세계적인 밀 재배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③ (다)는 한류(寒流)의 영향으로 사막이 형성되었다.

④ (라)는 커피, 목화, 사탕수수 등이 대량으로 재배된다.

⑤ (마)는 주로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였다.

75. 다음은 앵글로 아메리카의 지형 구분도이다. 각 지역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가)는 높고 험준하며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다.

② (나)는 넓고 평탄한 구조 평야 지대이다.

③ (다)는 빙하의 영향으로 많은 호수와 습지가 분포한다.

④ (라)는 해안 평야 지대로 도시가 많이 분포한다.

⑤ (마)는 신기 조산대이며, 미국 제 1의 유전 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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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은 로마 클럽이 인구, 자원 등을 지표로 인류의 미래를 예

측한 그림이다. 예상되는 자원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타당한 것

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자원 민족주의를 강화한다.

ㄴ. 신기술을 통해 대체 에너지 개발에 힘쓴다.

ㄷ. 자원의 새로운 매장지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ㄹ. 자원 생산 비용을 절감하여 시장 가격을 낮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7. 지도의 A－B 선은 중국의 인구 분포를 구분하는 선이다. (가)

지역에서, (나)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른 것은? [2점]

<보 기>

ㄱ. 소득 수준이 높다. ㄴ. 기후가 건조하다.

ㄷ. 인구 밀도가 높다. ㄹ. 해발 고도가 높다.

ㅁ. 소수 민족의 비율이 높다. ㅂ. 외국 자본의 투자가 많다.

① ㄱ, ㄴ, ㅂ ② ㄱ, ㄷ, ㅂ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ㅁ, ㅂ

78. 다음 내용과 같은 특징을 가진 나라를 지도의 (가)～(마)에서

고른 것은?

◦주민의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화교와의 갈등이 적다.

◦하천 하류 지역에 대규모의 충적 평야가 발달해 있다.

◦영국 식민지와 프랑스 식민지 사이에서 완충국 역할을 하

였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79. 지도의 (가)～(마)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경관

으로 알맞은 것은? [2점]

① ②

③ ④

⑤

80. 지도에 으로 표시된 지역의 공통적인 환경 문제 및 자연

재해에 대비한 활동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이동식 경작을 제한한다.

②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줄인다.

③ 사막 주변 지역에 나무를 심는다.

④ 주민들의 과도한 방목을 규제한다.

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의 관측을 강화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

인한 후 답안지를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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