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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더불어 사는 세계

지구상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
1 지구상의 지리적 문제

곡물 대기업의 유통량 조절
<세계적인 곡물 유통 회사의 운영 현황>
연 매출 1,349억 달러
(약 148조 원)
순수익 18억 7,000만 달러
(약 2조 594억 원)
직원 수 14만 3,000명

거래 국가 130개국
사업장 수 67개국 1,200곳
곡물 창고 수 8,000개
접안 시설 확보한 항구 수
600곳
자료: Cargill(2014년 기준)

세계 곡물 유통 시장의 약 80%는 4대
곡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곡물 대
기업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유통량
을 조절하는데, 이 과정에서 곡물 가격
이 상승하면서 저개발국의 곡물 수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물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
과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이를
이용하여 얻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
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브라
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기후 변
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과 더불어 세
계 3대 환경 협약 중 하나이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러시아
중국
인도

동해

캐나다

대서양

태평양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콩고 민주 공화국
볼리바르
코스타리카
탄자니아 타이
0°
에콰도르
브라질
인도양
파푸아뉴기니 생물 종 개체 수 페루
볼리비아
마다가스카르 인도네시아
60,000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25,000
10,000 아르헨티나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열대 우림 분포 (유엔 환경 계획, 2015년)

(단위: 개)

열대 우림은 전 세계 생물 종의 절반
이상이 분포하며 생물 종이 가장 풍부
한 지역이다. 열대 우림 파괴는 생물 다
양성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된다.

⑴ 지리적 문제의 의미와 원인
①	의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  기아 문제,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영토 분쟁, 영해 분쟁 등
②	원인: 지역 간 경제 격차의 심화, 서로 다른 문화 집단 간 충돌, 자원을 둘러싼 이해
관계 대립, 환경 오염 물질의 이동 등
⑵ 지리적 문제의 특징
①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해당 지역의 특징이 반영됨
②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남
③ 지역 간 상호 작용으로 특정 지역의 문제가 다른 지역의 문제와 연결됨
④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요구됨

2 기아 문제와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기아는 면역력을 낮추어 전염병을 유행시키고,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려

⑴ 기아 문제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리 없는 쓰나미’라고도 불림
① 의미: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
② 원인
•자연적 요인: 이상 기후, 자연재해, 농작물 병충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
•사회적 요인: 잦은 분쟁, 급격한 인구 증가, 곡물 대기업의 유통량 조절로 인한 식
량 공급 및 분배 문제 발생
③ 주요 발생 지역: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부 아시아 등 저개발 지역
⑵ 생물 다양성 감소 문제
① 의미: 생물 종이 멸종하고 유전자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
다양한 생물은 식량, 의약품 등
다양한 생태계는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적절한
물고기
② 원인 짐승이나
인간의 삶에 유익한 물질을 제공함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따위를 마구 잡음
•도시 개발 및 농경지 확대로 인한 동식물 서식지 파괴
생물 자원을
연료로 하여 •무분별한 남획, 환경 오염 및 기후 변화, 외래종의 침입으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
생산한 에너지
•상품 작물 및 바이오 에너지 연료용 작물 재배로 인한 농작물 다양성 감소
③ 피해: 인간이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의 수 감소,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감소
④	주요 발생 지역: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과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인도네시아
매년 2만 5천여 종 이상의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
등 열대 우림 지역
지구 표면의 약 12%였던 열대 우림이 현재는 약 5% 밖에 남지 않았음

집중탐구
열대 우림 개발을 둘러싼 논쟁
•찬성: 적도 주변에 위치한 저개발국
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열대림
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열대림을 벌
목하여 조성된 토지는 다양한 용도
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열대림은 수출
용 목재로 가치가 높다.
•반대: 열대림은 많은 생물의 서식처이
자 많은 산소를 제공해 주는 지구의
허파이다. 열대림 파괴에 따른 생물
다양성 감소, 지구 온난화 등 환경 피
해가 크므로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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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인구 비율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부 아시
아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유
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태평양
대서양
영양 부족 인구 비율
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2018년
(%, 2014~2016년)
0°
35 이상(매우 높음)
전 세계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인도양
25~35(높음)
15~25(약간 높음)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10%
5~15(약간 낮음)
5 미만(매우 낮음)
가 넘는다. 기아로 인해 많은
자료 없음
(국제 연합 세계 식량 계획, 2016)
초등학교 학생들이 굶주린 채
학교에 등교하고 있으며, 310만 명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매년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다.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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