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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인구 분포

인구 밀도
어떤 지역이나 나라의 총인구를 총면적
으로 나눈 값으로, 1km2의 면적에 분포
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1 세계의 인구 분포
2015년 현재 전 세계에 약 74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음

⑴ 인구 분포의 특징
①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
정 지역에 밀집함
②	인구 밀집 지역: 육지 면적이 넓은 북
반구, 평야나 해안 지역, 북위 20°
~40°의 온화한 기후 지역, 중국과
인도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
거주함
▲ 세계의 인구 분포
③ 인구 희박 지역: 적도 부근과 극지방, 사막이나 산악 지역, 오세아니아 지역
⑵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 자연적 요인: 기후, 지형, 식생 등의 요인 산업 혁명 이전부터 인구 분포에 많은 영향을 끼침
동해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대륙별 인구 분포
남아메리카

6.9

(미국 항공 우주국, 2016)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0.5

6.6

유럽

10.1

세계 인구
약 74억 명

아시아

59.8(%)

아프리카

(국제 연합, 2016)

자료 없음

인구 밀집 지역

기후가 온화한 지역, 평야가 넓은 지역, 물을 얻기 쉬운 지역 	
 아시아의 벼농사 지역 계절풍 기후, 하천 유역에 넓은 평야 발달

인구 희박 지역

•건조 기후 지역  사하라 사막,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지역 등
•한대 기후 지역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북부 등
•열대 기후 지역  아마존 일대
•산악 지역  알프스산맥, 히말라야산맥 등

16.1

아시아에 인구가 많이 분포하며, 오세
아니아는 인구가 적게 분포한다.

0ù

인구 밀도(명/km2)
1,000 이상
250~1,000
25~250
5~25
1~5
1 미만



최근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거주에 불리한 자연환경을 극복하여 거주 지역을 확대해 가고 있음
산업 혁명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침

② 인문·사회적 요인: 경제, 교통, 산업 등의 요인
인구 밀집 지역

•경제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교육 여건과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인구 희박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각종 산업 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전쟁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인구 분포 요인
자연적 요인

기후, 지형, 식생 등

인문·사회적
경제, 교통, 산업 등
요인

Q&A
502

제시된 지역의 인구 분포 특징과 인구 분포 요인은 무엇인가요?
1,237

2

인구 밀집 지역과 희박 지역

몽골

•기후가 온화한 지역
•평야가 넓은 지역
•물을 얻기 쉬운 지역
인구 밀집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
지역
•교육 여건과 문화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건조 기후, 한대 기후, 열
대 기후 지역
인구 희박 •산악 지역
지역
•교통이 불편한 지역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전쟁과 분쟁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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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나다
동해

네덜란드

57

태평양

0ù

인도양

세계 평균
(단위: 명/kmÛ` )
(국제 연합, 2015)

방글라데시

▲ 인구 밀도(2015년)

대서양

방글라데시는 개발 도상국이지
만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 국토
대부분이 평야이고 토양이 비옥
하며,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벼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이
다. 반면, 캐나다는 선진국이지
만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 냉대
기후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경
지 면적이 국토 면적의 5%에 불

경작 가능한 토지의 면적
과하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이다. 낙농업과 화훼 산업이 발달했으며, 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고, 국민 대부분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반면, 몽골은 인구 밀도가 낮다. 국토 대부
분이 산지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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