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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탐구 - 경제지리

1. 정답 : ⑤

   해설 : A국가는 후진국, B국가는 선진국의 산업구조임

         도시화율과 문자해독률 모두 선진국이 높다

2. 정답 : ①

   해설 : A는 전자산업, B는 자동차산업으로 해외직접 투자와 노동비여건은 자동차가 높고 

          제품의 다각화는 전자산업이 높다

3. 정답 : ③

   해설 : 첨단산업은 과거 전통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업체당 종사자수는 감소, 대형공장은 

          축소, 토지의 비중은 감소됨

4. 정답 : ④

   해설 : 가)는 옥수수, 나)는 쌀, 다)는 밀의 특성임

          쌀과 밀은 아시아에서, 옥수수는 북아메리카에서 비중이 높다

5. 정답 : ①

   해설 : 오일샌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경제성을 가지게 되었고 텅스텐은 재활용가능

          하지만 경제성을 상실한 자원이다

        

6. 정답 : ①

   해설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정도의 크기수준은 단일시장-공동시장-관세동맹-

          자유무역협정 순서이다

7. 정답 : ①

   해설 : 가)는 열대지방의 이동식 화전으로 토지생산성과 상업성이 낮고 나)는

          플랜테이션 작물로 자본집약도와 특화정도가 높다

8. 정답 : ①

   해설 : 기종점비용  10K     20K     30K     40K     50K  

          가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1000

          나     8000      11000  14000   17000   20000    23000

          다     4000      9000   14000   19000   24000    29000

          그러므로 다)교통수단은 0~20K 구간이 가장 저렴하다

9. 정답 : ④

   해설 : 가)는 제품수명 후반기, 나)는 초반기, 다)는 중반기의 특징이다

10. 정답 : ⑤

    해설 : ㄱ)은  운송비가 상승한 경우이고 ㄴ)은 운송비 하락 생산비증가,

           ㄷ)은 운송비 하락과 시장가격 상승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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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답 : ③

    

12. 정답 : ⑤

    해설 : 세계적인 섬유 패션 전문화 지역으로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체제는 아님

13. 정답 : ④

    해설 : 중국과의 무역증가율이 가장높다

           중국과는 무역 흑자이며 2010년 교역량은 중국,일본 ,미국순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늘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교역감소폭이 더크므로 

           3국이치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14. 정답 : ④

    해설 : ㄷ) 경우 경계는 C와 D의 중간이다

  

15. 정답 : ⑤

    해설 : 가)는 균형개발로 형평성과 주민의 기본수요를 중시하고 나)는 거점개발의 특징으로

           역류효과와 효율성을 중시한다

16. 정답 : ②

    해설 : A는 천연가스, B는 원자력, C는 석탄, D는 석유이다

17. 정답 : ④

    해설 : 노동생산성은 종사자 1인당 생산액으로 국가가 농공보다 크고 기업체당 수출액은 

           일반 산업단지가 크다

          

18. 정답 : ②

    해설 : A는 백화점, B는 슈퍼마켓, C는 편의점이다

19. 정답 : ②

    해설 : A는 서울등 대도시 집중률이 높은 생산자 서비스, B느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소비자 서비스이다

20. 정답 :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