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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미국 애리조나의 사막에 외부와 격리된 인공 생태계를 조성해 그 안에서 사람

이 살아가는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 안에 초원, 우림, 습지, 사막 등을 조

성해 3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실험이 시작되자 산소 농도

가 빠르게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 생물이 죽어 갔습니다. 이 실험은 무엇일

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36~37쪽 참조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내려 쑥쑥 자라는 열대 우림의 나무들은 주변에 나무가 드문 열

대 초원(사바나)까지 생존 공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때 열대 우림의 나무들이 열대 초

원까지 확대되지 않게 막아 주어 초원이 유지되도록 큰 역할을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나무를 뽑거나 밀어서 쓰러뜨린 다음 나뭇잎을 뜯어 먹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5~16쪽 참조

퀴즈 1 퀴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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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원래 스스로 살아가는 미생물이었는데, 다른 세균 안에서 함

께 살게 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균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필요한 물질을 얻는 대신

에 세균이 쓸 에너지를 생산하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해 양분을 만들어서 세균에 주었습

니다. 이렇게 다른 종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90~91쪽 참조

이것은 처음에는 섬에 사는 생물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범위를 넓혀 사막 한

가운데의 오아시스, 도심의 작은 공원 등 섬처럼 고립된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고립된 

생태계에 얼마나 많은 종이 살 수 있는지, 고립된 생태계는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안정

되는지 등을 연구하며, 오늘날 생태계 보호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학문은 무

엇일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11~115쪽, 122~123쪽 참조

퀴즈 3 퀴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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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은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내뿜는 식물들이 울창

합니다. 그러나 육상 식물보다 바다에 사는 이것이 생산하는 산소가 더욱 많습니다. 게

다가 이것은 바다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해양 먹이 사슬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대기 산

소의 절반 가까이 생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30~131쪽 참조

오늘날 문명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인 이것을 내뿜습니다. 이것은 태양

열이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일부는 바

다에 흡수되어 바다가 산성화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50~151쪽, 210~211쪽 참조

퀴즈 5 퀴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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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종종 대규모 멸종을 겪었습니다. 페름기 말에는 지구에 살던 생물 종의 90퍼센

트 이상이 사라졌고, 트리이아스기 말에는 거대한 양서류가 사라졌으며, 백악기 말에는 

공룡이 전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류가 번성하여 다른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

여 대량 멸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몇 번

째 대멸종일까요?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84~185쪽 참조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30~131쪽, 184~185쪽, 210~211쪽 참조

퀴즈  7 토론・논술 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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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

었을 때, 우주 행성으로 이주한다면 그곳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

지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36~37쪽, 86~87쪽, 90~91쪽 참조

바다 산성화의 원인은 무엇이고, 바다 산성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생

각해 봅시다.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50~151쪽

토론・논술 주제 3토론・논술 주제 2



기후 변화, 바다 산성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

인지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121쪽, 122~123쪽, 210~211쪽, 212~214쪽 참조

‘수많은 생물들이 지구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어 왔다.’는 말의 뜻을 음미해 보고 생

태계에서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위기의 지구 돔을 구하라』 212~214쪽 참조

토론・논술 주제 5토론・논술 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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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작성란



네모의 책 
니콜 바샤랑·도미니크 시모네 지음 | 박창화 옮김

★ 한국출판인회의 선정도서  ★ 중앙일보 선정도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 권장도서

네모의 미국 여행
니콜 바샤랑·도미니크 시모네 지음 | 박창화 옮김

네모의 이집트 여행
니콜 바샤랑·도미니크 시모네 지음 | 박창화 옮김

뭘 해도 괜찮아
- 꿈을 찾는 진로의 심리학

이남석 지음

★ 출판저널 선정 이달의 책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서울도서관 선정 올해의 책

이  름

연락처

학 교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주로 사용하는 SNS

메 모

자기 소개

자아 놀이 공원 

- 심리학자들과 떠나는 환상 여행

이남석 지음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권장도서
★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도서

사랑을 물어봐도 되나요? 
- 십대가 알고 싶은 사랑과 성의 심리학

이남석 지음

★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권장도서
★ 학교도서관저널추천도서  ★ 대만 수출 도서

주먹을 꼭 써야 할까? 
- 십대를 위한 폭력의 심리학

이남석 지음

★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수상한 화가들 
- 즐거운 서양 미술사 시간 여행

박석근 지음

★ 학교도서관저널 추천도서  ★ 행복한아침독서 추천도서
★ 국립중앙도서관 추천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