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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 세계지리

1. 정답 : ③

   해설 : 가)는 열대기후의 고상식 가옥, 나)는 건조기후의 가옥

          건조기후는 열대기후에 비해 강수량은 적고 일교차는 크고 식생 밀도는 낮다

2. 정답 : ③

   해설 : A는 로스엔젤레스이다 지중해성 기후이므로 여름 강수량은 적다

         B는 알래스카 지역으로 서울과 시차는 18시간, 로스엔젤레스는 17시간임

         두지역 모두 신기 조산대이고 알래스카지역은 여름에 백야현상이 나타남

3. 정답 : ⑤

   해설 : A는 작물운반을 위한 도로임, 아프리카 지역은 유럽열강들의 분할로 민족과 국경이

         일치 하지 않아서 분쟁의  소지가 많음

4. 정답 : ⑤

   해설 : 중화학 공업은 해안에 입지한다. 일본의 자동차공업은 수출은 계속증가해 왔으며 엔화가치의 상승

          으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했음

5. 정답 : ②

   해설 : 고운 건조안 여름의 수목 농업은 지중해 연안에서 발달한다 

        

6. 정답 : ④

   해설 : 구리의 최대생산국은 칠레(A), 석유1위 맥시코(B), 철광석 최대 생산국은 브라질이다

          팜파스는 아르헨티나 지역이다

7. 정답 : ⑤

   해설 : 가)는 쌀, 나)는 밀이다

          쌀은 밀에 비하여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으므로 중국의 생산비중이 밀에 비해 높다

8. 정답 : ④

   해설 : 가)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인 어보리진, 나)는 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오분포이다

9. 정답 : ①

   해설 : 건조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의 모식도이다

          건조지역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고 플라야는 염도가높아 용수사용 불가능하고 

          회백색의 포드졸은 냉대지역에 분포함

10. 정답 : ①

    해설 : A지역 하천은 북극해로 유입되면서 북극해가 얼어있음으로 넘처  홍수발생함

           유량이 가장많은 하천은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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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 ⑤

    해설 : A는 원자력,B는 수력, C는 화력

           화력이 세계 전력생산 1위이다

12. 정답 : ②

    해설 : 가)는 일본, 나)는 필리핀, 다)는 뉴질랜드이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필리핀으 중국과 난사군도에 대한 영토분쟁을 하고있음

           가)와 다)는 비슷한 경도이므로 계절만 반대이고 시간대는 비슷함

            일본은 동남아 연합국이 아님

13. 정답 : ②

    해설 : 중앙아시아 지역은 동부유럽에 비해 무슬림 비율이 높고 천연가스 생산이많고 석탄은 

           동부유럽이 많다

14. 정답 : ②

    해설 : 가)는 튀니지, 나)는 아랍에밀레이트, 다)는 이란

15. 정답 : ②

    해설 : 북아일랜드, 스페인 남부, 동유럽의 구 유고연방등은 종교 또는 민족분쟁으로

           지역분리 운동이 있는 곳이다

16. 정답 : ⑤

    해설 : 가)는 지중해성 기후, 나)는 서안 해양성 기후, 다)는 온대계절풍 기후이다

17. 정답 : ④

    해설 : A는 동위도의 대륙 동안보다 연교차가 작고 B는 한류대에 위치하여 사막이형성되어 

          버섯바위등의 지형이 형성됨

          

18. 정답 : ④

    해설 :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고 여름에는 영상으로 올라가서 지표층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는 한대기후 지역의 특징으로 솔리플럭션은 

           여름철에 발생한다. 

19. 정답 : ④

    해설 : 고위도 지방이 저위도 지방에 비해 일사량이 적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 설선의 고도는 낮다

20. 정답 : ③

    해설 : 가)는 목화, 나)는 옥수수 재배지역임, ㄱ은 커피, 연강수량 500미만은 밀농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