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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 지학의 노예
<꼰대의 말>
저도 끊임없이 검토할테니
오타발생하면 바로 댓글에 써주세요!
고쳐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생활때 가장 피해야 할짓.
1. 오르비
2. 덕질
3. 정치뉴스 관심가지기
4. 유튜브
5. 연애
그냥 의치한약수 가고싶으면 이거 다 하지마요..
그냥 부탁드려요..
제가 너무 뼈가 저리거든요..
물론 저거 다하면서 잘가는 사람있어요
드물죠.
전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오지랍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것은
나 자신을 믿어요
자꾸 " 아ㅜ 잘될까.. 안잘될까..
수능끝나면 뭐하고놀지? 문제집 새로나왔다던데.. 아"
이생각은 독이됩니다.
젤 안 좋은 행동은 뭐니뭐니해도 유튜브 정주행, 음악 너
무 많이 듣기, 오르비에 올라온 글보면서 허송세월.

자신이 풀고있는거 다 풀고 새로사고.
뭐든지 최선을 다합시다.
걱정할시간에 문제 하나 더 푸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답이 젤중요
주말에 너무 놀지마요...
그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많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7개월만 빡공하면 지름길 프리워킹이에요.
공부안되면
자신이 가지고있는 남은 풀어야하는거
다 A4에 적고 목표 짜세요 (30분이내로)
그러면 집중 잘됩니다.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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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책 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사람은
제가 주변에 공부잘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지만
결국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어요.
놀지않고
( 중간에 해이해져서 폰보고 인터넷 서칭,
공부 힘들어서 막판에 유튜브에서 공부하는척
다른 인강강사 구경하기 등등 하지않고)
쓸데없는 걱정하지않고
묵묵히 열심히 늘 성실하게 하루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양
해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구요..
물론 이렇지않아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3.6.9 잘치든 못치는 희노애락 절대 금물이에요.
사설도 마찬가지.
참고로 잘쳤다고 떠들던 애들 지금 다 조용해요..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하는데,
부모님이 공부잔소리해서 짜증나서
공부분위기 망쳤다고 공부하기 싫어지는 분 있나요?
부모님이 공부 잔소리 하는 것은
우리모두에게 기대하는 마음, 잘됬으면 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 미안한 마음이 모두 담긴 잔소리 입니다.
잔말 말고 내가 했든 안했든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제가 고3때, 걱정 많이 하고, 잔소리 한번 들었다고
공부집중안되서 음악 많이 들었거등여 ^ㅁ^
= 결론 그때 수능 망함)

젤 쓸데없는 짓이 뭐다?
걱정이다.
걱정할 시간에
내가 부족한 파트
문제하나라도 더 분석해서
실력 늘리는게 여러분 미래를 바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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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식과 피식 구분하는 법 :
피식동물이 변함에 따라 포식이 변한다 (피식움직임에 주목!)
1. 대부분 피식동물 수 > 포식동물 수 ( 케바케이니 2. 에 집중)
2. 피식이 먼저 증가하고 먼저 감소한다.
(피식증가후 포식도 증가하는 곡선 이라는 뜻)
예시

뱧먘 沁劒

이鄕

이수증가

B

E

1. 개체수가 A > B
2. 증가 / 감소하는 구간을 살펴보면,
A가 먼저 증가하고, B가 따라서 증가한다.
A가 먼저 감소하고, B가 따라서 감소한다.

이 그래프도
ㄱ~ㄹ이 아니라
포식자, 피식자를
빈칸으로
줄수도 있다
x축(피식자)의 변화에
따른 ㄱ,ㄷ의
y축의 변화 주목

천이
1차 :
생물이 X, 토양X 곳에서 토양의 형성과정부터 시작하는 천이
- 건성천이 : 건조한 지역(용암대지와 같은 불모지)에서 시작
개척자 : 지의류
지의류에 의해 바위풍화 ⇒ 토양이 형성
토양의 수분과 양분 ↑ ⇒ 관목(관목림의 우점종)
(초원)

cf) 초원의 개척자 : 초본
⇒ 강한 빛. 빠르게. 소나무(양수) 침엽수 <양수림>
(양수림에도 음수가 있지만 우점종이 양수)
⇒ 하층에 빛

纖

. 참나무(음수) 활엽수

⇒ 음수 번성 ↑ <음수림>

- 습성 천이 :
습한 곳(호수, 연못)에서 시작
(개척자 : 지의류 X)
빈 영양호에 유기물과 퇴적물이 쌓여 습원(습지)형성
⇒ 초원부터는 건성천이와 동일

.

2차 : 기존의 식물 군집에 산불, 산사태, 벌목 → 파괴
빠른 속도로 초원부터 시작 ( 개척자 : 초본)
** 여기서 주의할점 !!
1. 산맥에 쌓여 있던 빙하가 점차 아래로 하강하면서
빙하 밑의 지반이 노출,
홍수로 인해 모래가 이동하여 쌓인 곳
화산이 분출된 곳, 빙하 퇴적물이 쌓인 곳
= 1차천이 시작이다!
2차천이가 아니다!
2. 산불, 대형화재로인해 파괴된 지역
산림벌채와 같은 인위적 교란
산불, 태풍과 같은 자연적 교란, 병충해, 기상재해
= 2차천이 나타나게 된다
2차천이는 이전에 생물이 있었으나 교란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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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울때 : 가장 파릇파릇한 상록 - 낙엽 - 음수와 양수사이니까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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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량 : 삼림 > 초원 > 사막 (육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