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  리 [ 공B] (7면  2 면)

 ◦문제지 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모든 문항에는 배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은 도 기압 발달에 한 설명이다. 호 안의 ㉠에 해당

하는 용어와 ㉡에 해당하는 구름의 유형을 순서 로 쓰시오. [2 ]

도 기압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동성 기압 모델은 

제1차 세계   노르웨이 학자들에 의해 발 되었다. 노르

웨이학 의 기압 모델(Norwegian cyclone model)이라고도 

불리는 ( ㉠ )이론은 날씨 보 분야의 획기 인 발 에 

거름이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 쪽으로 향하는 

찬 공기와 극 쪽으로 향하는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나는 곳에  

선이 형성되고, 그 선을 따라 만들어진 동이 발달하면서 

기압이 발생하여 차 동쪽으로 이동한다. 선이 이동할 때 

지표면에 치한 부분은 마찰력으로 인해 속도가 상 으로 

느리고, 상층 부분은 편서풍의 향으로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하층과 상층 공기의 이동 속도 차이에 따라 선면의 기울기가 

달라지며, 이는 날씨 차이를 만드는 요한 요인이다. 일반

으로 한랭 선의 기울기는 온난 선보다 하며, 한랭 선 

주변에서 흔히 발달하는 기본 운형은 천둥번개와 소나기성 강수를 

일으키는 ( ㉡ )(이)다. 

2. 다음은 농업  토지이용에 한 튀넨(J. von Thünen)의 모델을 

용한 자료이다. 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와 ㉡에 해당하는  

값을 순서 로 쓰시오. [2 ]

단일 작물의 지 곡선 공식 : R=E(p-a)-Efk

(단, R : 단  면 당 지 , E : 단  면 당 생산량, p : 단  생산

물당 시장가격, a : 단  생산물당 생산비, f : 단  무게당․거리당 

운송비, k : 시장으로부터의 거리)

(가) 작물 A, B 지 곡선의 투입요소

구분 작물 A 작물 B

E : 단  면 당 생산량(톤) 10 5

p : 톤당 시장가격(원) 40,000 30,000

a : 톤당 생산비(원) 20,000 10,000

f : 톤․㎞당 운송비(원) 500 200

(나) 작물 A, B의 지 곡선

(나)의 40km, 100km는 각각 작물 A와 작물 B의 경작 ( ㉠ ) 

지 이다. 그리고 작물 A와 작물 B의 경작 경계 지 은 ( ㉡ )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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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는 ‘나의 장소에 한 쓰기’를 주제로 한 교수․학습 지도

안이고, (나)는 학생의 쓰기 결과물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 ]

(가)

단계 교수・학습 활동

도입 ∘나의 장소에 한 쓰기 주제와 방법에 해 안내한다.

개

나의 

장소 

찾기

∘가장 좋아하는(혹은 소 한) 장소를 은 

종이를 상자에 넣는다. 

∘상자 안에 든 종이를 섞은 후 무작 로 한 장씩 

뽑는다.

장소 

소개하기

∘자신이 뽑은 종이의 주인공을 찾는다.

∘왜 그 장소를 좋아하는지, 어떤 경험 때문이

었는지, 언제 그 장소에 가고 싶은지, 그 장소에 

가면 기분은 어떤지 등 장소에 한 질문과 

답을 한다. 

장소에 

한 

쓰기

∘장소에 한 경험과 느낌을 정리하여 나의 

장소에 한 쓰기를 한다.

정리 ∘나의 삶에서 장소의 의미와 소 함을 이해한다.

(나)

내게 의미 있는 장소는 도구머리길인데, 바로 집 앞에 치

하고 있다. 이곳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주 왔던 곳이고, 

내가 태어나고 계속 이 길로 산책을 했던 곳이다. 유치원 

시  식목일 날 산 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던 것이 기억에 

남고, 강아지를 키웠을 때 여기서 산책을 자주 했었던 이 길이 

이제는 나의 하굣길이 되어 버렸다. 요즘 도구머리길을 걷다 

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혼자 가을을 즐기곤 한다. 

… (하략) …

<작성 방법>

◦ (가)와 같이 인간에 한 공감  이해 발달을 강조하는 핵심 

역량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에 

근거하여 제시할 것.

◦ (나)에 나타난 하버마스(J. Habermas)의 지식의 유형과 루

(J. Bruner)의 사고 양식을 서술할 것.

◦ (나)와 같은 장소감과 공감  이해를 지향하는 지리교육학의 

패러다임을 쓸 것. 

4. 다음은 반스(J. Vance)의 도시권역 모델에 한 자료이다. 

A, B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A와 유사한 

개류(J. Garreau)의 개념을 제시한 후, A를 자족도 측면에서 

침상도시와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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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 ㉠과 ㉡의 내용을 바탕으로, 호 안의 ㉢에 해당하는 

곡류 유형과 ㉣에 해당하는 단구 유형을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친 ㉤의 이유를 A 지역에 발달한 충  지형의 유형과 곡류 

하도의 특성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4 ]

우리나라 산지에서는 체로 좁고 깊으며 굽어있는 하곡의 

내부에 갇  흐르는 감입곡류 하천이 잘 나타난다. ㉠감입곡류 

하천은 형성과정에 따라, 자유곡류 하천이 원래의 곡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각을 진행한 곡류와 하각 작용과 함께 곡류의 

측방 확 를 통해 형성된 곡류로 구분된다. 하각 작용이 활발

하게 발생하는 감입곡류 하곡에서는 하안단구가 잘 발달한다.  

㉡하안단구는 횡단면의 형태에 따라, 하곡의 양안에서 서로 

동일한 고도에 발달한 단구와 하곡의 양안에서 서로 다른 

고도에 발달한 단구로 구분된다. 

아래 지형도와 같이, 태백 산지를 흐르는 골지천의 하류부

에서는 감입곡류 에서도 ( ㉢ ) 곡류, 하안단구 에서도 

( ㉣ ) 단구가 잘 발달한다. 한편, 지형도의 ㉤A 지역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태풍이 동반한 집 호우로 인해 골지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 다. 

6. 다음은 경  개념에 한 자료이다. 호 안의 ㉠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  친 ㉡을 제시하고, ㉡을 ㉢과 연결하여 서술

하시오. 그리고 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4 ] 

일반 으로 지리학사에서는 20세기  독일의 지리학자 

슐뤼터(O. Schlüter)가 ( ㉠ ) 개념을 최 로 정의하 고, 

미국의 지리학자 사우어(C. Sauer)가 그것을 계승하면서 보다 

발 시켰다고 기술한다. 사우어는 ‘경 의 형태학’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자연 조건에 한 인간의 문화  응’을 강조하

다. 그는 인간에 의해 창출된 지표상의 가시  경  형태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 지리학자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

하 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우어는 ( ㉠ )을/를 결과로 보고, 

이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 2가지 필수 요소를 각각 ㉢작인

(agent)과 매개체(medium)로 간주하여 설명하 다. 인간과 

자연의 계에 한 이러한 그의 사고는 문화지리학의 통  

경 론을 변하는 것으로, 이 의 환경결정론에 비해 이론

으로 진화한 으로 평가되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는 경 에 한 지리학자들의 인식이 새롭게 

개된다. 이 경향을 선도한 것은 소  신문화지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표방한 일군의 학자들이었다. 이 분야를 표하는 

주요 학자로는 코스그로 (D. Cosgrove)와 던칸(J. Duncan)을 

들 수 있다. 두 학자의 경  이론은 각각 ‘( ㉣ )(으)로서의 

경 ’과 ‘텍스트(text)로서의 경 ’으로 요약된다. 신문화지리

학자들은 경 의 경험 , 형태  측면에 주된 심을 두었던 

통  문화지리학의 시각과 달리, 경 에 내재된 비물질  

측면과 그 의미를 조명함으로써 경 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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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한국지리 ‘도시 계획과 재개발’ 단원의 수업 계획과 평가  

방법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 ]

<수업 계획>

과목 한국지리 단원 (3) 도시 계획과 재개발
담당

교사
□□□

㉠

[12한지04-03] 주요 도시를 사례로 도시 계획과 재개발 

과정이 도시 경 과 주민 생활에 미친 향에 해 분석

한다.

차시 교수․학습 활동

1

차

시

∘본 단원의 수업  평가 계획 안내하기

∘우리 지역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도시 계획의 개념과 과정 

설명하기

∘모둠별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도시 계획 사례 조사

하기

∘모둠별로 사례 지역에서 도시 계획으로 인한 도시 경

과 주민 생활의 변화 분석하기

2

차

시

∘동 상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 재개발의 개념과 과정 

설명하기

∘모둠별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시행된 도시 재개발 

사례 조사하기

∘모둠별로 사례 지역에서 도시 재개발로 인한 도시 경 과 

주민 생활의 변화 분석하기

3

차

시

∘보고서 작성을 해 모둠 구성원 간 역할 분담표를 

만들어 제출하기

∘지난 시간에 학습한 도시 계획  도시 재개발 개념과 

과정, 사례 지역에서의 도시 계획  재개발 후 도시 경 과 

주민 생활의 변화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기

∘단원 평가로 단답형 지필 평가 실행하기 

∘동료 평가 실행하기

<평가 방법>

(가)

<단원 평가>

  반   번  이름 :        

1. 도시의 여러 기능을 합리 으로 배치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쓰시오.

2. 노후화된 지역의 건물을 면 철거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재개발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3. 기존의 건물과 환경을 최 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리하고 개조하는 재개발 방식의 명칭을 쓰시오.

(나)

1. 평가 과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도시 계획  재개발 사례를 조사․

분석하는 모둠별 로젝트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서로 제출한다. 

2. 평가 일시  장소

   2019. 11. ○○.∼△△. 지리 수업 시간(1～3차시), 지리 실습실 

3. 평가 항목, 요소, 배

평가 

항목
보고서 평가 동료 평가 교사 찰 평가

평가

요소

∘사례의 성

∘조사 내용의 

충실성

∘분석 내용의 

타당성

∘모둠 활동에 한 

참여 정도

∘개별 역할에 한 

책임감 정도

∘타인 의견에 한 

존 과 경청 정도 

∘탐구 능력 

정도

∘ 업 능력 

정도

평가 

배
20 5 5

<작성 방법>

◦㉠의 명칭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에 제시된 용어로 쓰고, 모둠 학습에서 개인의 

책무성 결여(무임승차) 문제를 방하기 한 교사의 략 

2가지를 <수업 계획>에서 찾아 쓸 것. 

◦ (가), (나) 형태의 평가 방법에서 강조하는 지식의 유형을 라일

(G. Ryle)의 지식론에 근거하여 각각 서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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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첩분석에 사용된 자료에 한 설명이다. 호 안의 

㉠과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고, 호 안의 ㉢에 해당

하는 분석법 명칭을 쓰시오. 그리고  친 ㉣에서 수행된 GIS 

자료 변환 내용에 해 GIS 데이터 모델을 지칭하는 2가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4 ]

자료 종류 자료 설명  처리 과정

DTM

(DEM) 

자료

◦지형정보를 장하는 DTM(DEM) 자료는 상 

지역의 ( ㉠ ) 값을 50×50개 격자(셀)에 기록함.

◦지역 범 가 동일한 조건에서 DTM(DEM) 자료의 

격자를 100×100개로 변경하여 자료의 공간 ( ㉡ )

을/를 조정함.

기상 측

자료

◦기상 측 치 정보(경도, 도)와 각 치의 일별 

평균기온 정보가 포인트 형태로 장된 기상 측 

자료를 비함.

◦이미 측된 지 의 특성을 분석하여 측되지 않은 

지 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 ㉢ ) 

기법을 검토함.

◦선택된 ( ㉢ ) 기법을 용하여, ㉣기상 측 자료를  

연속된 격자로 표 되는 데이터 모델로 변환함.

9. 다음은 세계  생산체계에 한 이다. 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친 ㉡의 특징을 

제품 생산량  제품 다양성의 측면, 노동 숙련도의 측면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4 ]

1970년  이후 세계 으로 포디즘 생산체계가 기를 맞이

하고, 그 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포스트포디즘으로 불리는 

생산체계가 나타났다. 포스트포디즘 생산체계에서는 체로 

3가지 유형이 공존한다. 

첫째, 포드주의 량 생산체계는 동일한 제품을 표 화하여 

량으로 생산함으로써 단  생산비의 감을 추구하는 ( ㉠ )

이/가 요하다. 이 생산체계는 특정 산업부문( 를 들어, 농업 

 식품 가공, 단순 서비스 활동, 자부품 산업 등)에서 효과

으로 기능하고 있다. 

둘째, ㉡유연  문화 생산체계는 신 인 소형 독립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장인  생산의 부활을 가져 왔는데, 

단순하지만 유연한 도구와 기계를 사용하여 주문 제품을 생산

하는 노동자들이 핵심을 이룬다. 이 생산체계의 발 은 의류, 

보석, 가구, 도자기 등 문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에서 

찰할 수 있다. 

셋째, 일본에서 유래한 유연  량 생산체계는 린(lean) 생산

방식을 도입하여 부품의 과도한 재고를 이고 노동력을 효율

으로 이용하여 원가를 낮추고 수익을 높이기 해,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는 ( ㉢ ) 생산을 

실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 발 한 이 생산체계는 개인용 

컴퓨터나 휴 화 등의 소비재 제조업을 비롯하여 화학과 

철강과 같은 산업부문으로까지 확산되어 왔다. 

10. 다음은 남부아시아 몬순 지역에 한 설명이다. 호 안의 ㉠에 

해당하는 기압의 명칭과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 로 쓰시오. 

그리고  친 ㉢ 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하고,  친 

㉣ 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기압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4 ]

남부아시아는 세계 으로 몬순이 가장 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겨울철 아시아 륙의 내부에는 강한 냉각 작용으로 

( ㉠ )이/가 발달하고, 남부아시아에는 티베트고원 쪽으로

부터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다. 여름이 

되면 아시아 륙에 강한 기압이 발달하면서 인도양의 습한 

바람이 유입되어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 한 남부아시아 

몬순에 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은 ( ㉡ )의 계 인 이동이다. 

여름철에 ( ㉡ )이/가 도를 넘어 북상하면, ( ㉡ )을/를 

향한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화하여 특징 인 

풍계를 형성한다. 

많은 인구가 집되어 있는 인도 북동부와 방 라데시 해안 

지역에는 여름철 몬순 호우와 사이클론으로 인한 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갠지스- 라마푸트라강 유역의 삼각주 지역

에는 ㉣사이클론 심부가 해안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잦은 편이다.



지  리 [ 공B] (7면  7 면)

11. (가)는 비 교사가 의사결정 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작성한 

세계지리 수업 설계용 메모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 읽기 자료별 

활용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 ]

(가)

◦수업 주제 : 지구  환경 문제로서 지구 온난화 

◦수업 목표 : 지구 온난화에 처하기 한 국제  노력과 생태 

발자국을 조사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해 우리가 일상

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업 방향 : ㉠사실은 객 으로 확인하고 경험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의미하고, ( ㉡ )은/는 

개인의 신념 속에서 단하고 평가하는 기 을 가리킴. 지리  

쟁 은 ㉠사실 문제와 ( ㉡ ) 문제가 모두 련되어 있어 

이를 동시에 탐구해야 함. 

◦수업 개별 소주제 

수업 개 소주제

문제 제기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데 왜 공정함이 필요할까?

㉠사실 탐구

↓

( ㉡ ) 탐구

↓

의사결정

A. 국가별 1인당 GDP는 1인당 CO2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B.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가 더 큰 책임을 

져야 공정한가?

C. 지구 온난화의 피해가 집 된 국가는 주로 어느 

도 에 치하는가?

… (하략) …

행동․실천
지구 온난화에 한 책임 당사자가 생태 발자국 

이기에 노력한다.

(나)

읽기 자료 수업에서의 활용 방안

∘지난 50년간(1961～2010년) CO2 

 배출량이 1인당 300t을 넘는 

․고 도의 부유한 여러 나라에

서는 1인당 GDP가 증가했고, CO2 

 배출량이 1인당 10t 미만인 

도의 가난한 여러 나라에서는 

1인당 GDP가 감소하기도 했다.

… (하략) …

㉢ ‘1인당 CO2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체로 1인당 

GDP가 증가했다’는 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소

주제 A의 탐구 자료로 함.

∘인간 활동이 지구에 피해를 주는 

정도는 생태 발자국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태 발자국은 자원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토지 

면 으로 환산한 지수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자원 소비가 큰 국가일수록 

생태 발자국이 크다.

… (하략) …

㉣ ‘생태 발자국은 체로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

들보다 크다’는 을 학습

할 수 있는 자료로, 소주제 

B의 탐구 자료로 함.

∘  세계 온실가스의 약 80%는 선진국

이 배출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도의 가난한 국가들에 

집 된다. 가난한 국가의 산업은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의 비 이 

큰데, 이러한 1차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 (하략) …

㉤ ‘ 도의 1차 산업 비

이 높은 가난한 국가들에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집 된다’는 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소주제 C의 탐구 

자료로 함.

<작성 방법>

◦ 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가)의 소주제 A, B, C가  친 ㉠과 호 안의 ㉡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구분하여 제시할 것.

◦  친 ㉢, ㉣, ㉤의 진술  오류가 있는 것을 1가지 찾아 

기호를 쓰고,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다시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