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라인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문제지 (초등)
■ 문제 상황
폭염일 수 지난 30년 평균 10.1일
이번 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예측

<출처 : 커스틴 랑엔베거 페이스북>

2010년 23일간 한파로 2조 3천억원 경제 피해,
2018년 31.4일 폭염으로 48명 사망,
2019년 평균기온 13.5도…40년새 1.3도 상승,
2019년 7개 태풍의 영향으로 18명 사망,
2000억원 재산 손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최근 막대
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상·기후 현상들이 미래에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2020-07-29, 한겨레)
▣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한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둘째, 인간의 산업활동은 대기의 먼지 증가로 태양열 유입이 방해를 받아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셋째, 요즘의 기후는 간빙기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온도상승이
자연적인 현상임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기후에 대한 환경 정책
을 결정하거나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 토론 논제
[논제1]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지구 온난화의 세 가지 원인 중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봅시다.
[논제2] 자신이 선택한 주장 이외의 나머지 두 주장의 허점이나 부적절성을 과학적으로 밝
혀내어 상대편 과학자를 설득하여 봅시다.
※ 각자 도서, 논문,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되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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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라인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문제지 (중학)
■ 문제 상황
폭염일 수 지난 30년 평균 10.1일
이번 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예측

<출처 : 커스틴 랑엔베거 페이스북>

2010년 23일간 한파로 2조 3천억원 경제 피해,
2018년 31.4일 폭염으로 48명 사망,
2019년 평균기온 13.5도…40년새 1.3도 상승,
2019년 7개 태풍의 영향으로 18명 사망,
2000억원 재산 손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최근 막
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상·기후 현상들이 미래에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2020-07-29, 한겨레)
인간의 산업 활동은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으며, 인간의 산업활동은 대기의 먼지 증가로 태양열
유입이 방해를 받아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또한
요즘의 기후는 간빙기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온도상승이 자연적인 현상임
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기후에 대한 환경 정책
을 결정하거나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 토론 논제
[논제1] ①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 ②지구 온난화의 이유, ③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를 정리해 봅시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예측해봅시다.
※ 각자 도서, 논문,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되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논제2]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 사회, 국가 및 범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안해 봅시다.
※ 정치, 과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제안은 가능하나 반드시 과학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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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관

서명(인)

토론개요서

2면

토론개요서

3면

2020년 온라인 청소년과학탐구대회 과학토론 문제지 (고교)
■ 문제 상황
폭염일 수 지난 30년 평균 10.1일
이번 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예측

<출처 : 커스틴 랑엔베거 페이스북>

2010년
피해,
2018년
2019년
상승,
2019년

23일간 한파로 2조 3천억원 경제
31.4일 폭염으로 48명 사망,
평균기온 13.5도…40년새 1.3도
7개 태풍의 영향으로 18명 사망,
2000억원 재산 손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서는 최근 막
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각종 이상 기상·기후 현상들이 미래에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2020-07-29, 한겨레)
인간의 산업 활동은 막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으며, 인간의 산업활동은 대기의 먼지 증가로 태양열
유입이 방해를 받아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또한
요즘의 기후는 간빙기에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온도상승이 자연적인 현상
임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와 같이 자연현상은 어떤 의견을 지지하는지에 따라 기후에 대한 환경 정책
을 결정하거나 지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 토론 논제
[논제1] ①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원인, ②지구 온난화의 이유, ③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
를 정리해 봅시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 생활과 환경에 어떤 영
향을 미칠지 예측해봅시다.
※ 각자 도서, 논문,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준비하되 반드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논제2]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개인, 사회, 국가 및 범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제안해 봅시다.
※ 정치, 과학, 문화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제안은 가능하나 반드시 과학적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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