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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 경제지리

* 생태 발자국: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

지로 환산한 지수       (Global Footprint Network, 2010)

<주요 국가의 발전 양식별 발전량 비중>

 (단위: 십억kWh, %, 통계청, 2005)

                                                     (단위: 호, ha)

전체 

가구 수
농가 수 총 면적

경지 

면적

시설 재배 

면적

노지 재배 

면적

(가) 13,484 7,219 79,462 8,490 492 6,034

(나) 277,619 6,264 26,735 5,139 2,403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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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광산물 수급 현황, 2010)

    * 기타는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임.              (통계청, 2010)

   

조 건

○ (가) 시장에서 40km 떨

어진 지점에 새롭게 (나) 

시장이 형성됨.

○ (나) 시장에서의 A~C 작

물의 입지 지대 곡선은 

(가) 시장과 동일함.

○지대=시장 가격-생산비  

-운송비

(단위: 개소, 명)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가) 1,365 12,985 349 2,527 1,683 15,288

(나) 25 5,960 4 919 15 3,304

(다) 81 15,559 24 3,859 110 16,277

 (통계청, 2009)

지역
삼림면적
(백만ha)

삼림면적변화
(천ha/년)

목재벌목(백만㎥) 임목축적량
(㎥/ha)

탄소축적량
(t/ha)산업용 연료용

아프리카

동부 및 남부 268 -1,839 39 292 51 119

북부 79 -41 4 24 17 66

서부 및 중앙 328 -1,535 30 301 189 186

아시아

동부 255 2,781 86 71 84 109

남부 및 동남 294 -677 99 464 99 145

서남 및 중앙 44 131 17 13 76 89

유럽 1,005 676 568 167 111 162

아메리카
북부 및 중앙 705 -10 706 77 123 153

남부 864 -3,997 180 167 205 217

오세아니아 191 -700 55 1 109 113

세계 4,033 -5,211 1,784 1,577 131 162

   * 삼림 면적 변화는 2000~2010년의 자료임.         (세계삼림자원평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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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점 비용(단위: 원)> <주행 비용(단위: 천 원)>

교통수단 비용

A 8,000

B 4,000

C 2,000

 * 국가명 아래( )는 각 국가의 GDP를 나타냄.   

 ** 무역 의존도=(수출액+수입액)/국내 총생산×100  (단위: 억 달러, 한국무역협회)

* 구매 가격 = 제품 가격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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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 원료 지수 = 원료의 무게/제품의 무게

** 입지 중량 = 1 + 원료 지수

* 선을 따라 최단 경로로 이동하며 한 

칸의 거리는 1km임.

(단위: %)

 공업

순위

(가) (나) (다)

시도 비중 시도 비중 시도 비중

1 경기 23.3 경남 50.2 울산 23.9

2 경북 18.5 울산 35.7 경기 21.7

3 대구 14.2 전남 8.6 충남 11.9

4 서울 8.2 부산 3.9 인천 8.7

5 경남 6.5 경기 0.6 경남 6.8

(통계청, 2007)

(단위: %)

구분 업종

수요 비중

최종 

소비자 

중간 

소비자 

(가)
도․소매업 62.1 37.9

음식･숙박업 65.5 34.5

(나)

통신･방송업 45.4 54.6

금융･보험업 41.2 58.8

사업서비스업 29.4 70.6

           (가)   (나)

                                       (단위: 백만 달러, %, 통계청,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