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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으로부터 공동조절에 대한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 수업에서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태의 조절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라포밍’

이란 주제의 개방형 과제를 부여하였으며,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

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공동조절을 ‘둘 또는 더 많

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정되는 역동적인 조절 과정’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인

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

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하므로 정해진 답이 없는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 수업을 실시하였다. 테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다른 천

체를 지구와 비슷하게 대기 및 온도, 생태계를 바꾸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G영재원에 소속된 기초반 34명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금성 두 그룹과 화성 두 그룹에 대

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테라포밍에 대한 그룹원 간의 토의

를 비롯한 전체적인 활동 과정을 촬영하고 녹음한 후 모든 내용을

전사하였다. 이것에 대하여 인지적 공동조절의 언어적 상호작용

기반 담화 분석을 실시하였고 전사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

터뷰를 수행하였다. 또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고안한 테라포밍

분석틀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테라포밍 활동을 정리한 타임테이블

을 통해 각 그룹의 테라포밍 특징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테라포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성과 화성

의 테라포밍에서 대기 요인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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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방법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는 테라포밍 활동에서 금성의

높은 기온과 기압, 화성의 희박한 대기층이 가장 큰 난제이기 때

문이다. 둘째, 조작 방법을 매개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연결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기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성의 질량을 늘려

중력을 높이자는 조작 방법이 제시되었다면 대기 요인과 중력 요

인이 연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셋째, 한 가지 조작 방법으로 여

러 요인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공동조절

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첫째, 테라포

밍 소그룹 활동에서의 인지적 공동조절은 계획, 점검, 평가의 과정

을 거치며 일어났다. 둘째, 학생들은 인지적 공동조절을 통해 테라

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서로 다른 요인들을 연결 지어서 생각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요인에 대한 조작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부연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요인으로 화제가 전환될 수 있었다. 셋째, 인

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수행하면서 아이디어가 촉진되고 억제될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 상황이나 내용을 서로 점검하면서 아이디

어가 구체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되기도 하며, 제시된 아

이디어가 보류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그룹 활동에서 인지적 공동조절을 과정을 거치면

서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서로 다른 요인을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동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이 필수적

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주요어 : 과학영재, 테라포밍, 공동조절학습, 인지적 공동조절

학 번 : 201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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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써,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에 우리

는 언제 어디서나 지식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교

육의 관점도 교사로부터 전수받는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이 주변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가는 동안 교사, 동료, 교과

서, 학습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매체 등에 의해 학습의 전반적인 과정

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학습의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최근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대두되면서, 고등 심리 과정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의 사회적 기원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

점(social-cultural perspective)으로부터 공동조절(co-regul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McCaslin, 2004, 2009; McCaslin and Hickey, 2001).

McCaslin(2004, 2009)은 사회적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사회적 문화적 영

향들이 개인에게 내면화되는 역동적인 조절 과정이라고 공동조절을 정의

하였다(이대열, 2013). Vygotsky(1978)에 의하면 학습자가 교사 또는 또

래 학생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얻은 지식과 기술을 개인에게

내면화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난다고 본다. 이와 같은 입장을 받아들여 요

즘 과학 수업은 개인 위주의 활동보다는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

로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학습에서의

조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태의 조절(other- and co-regulation)을 고려해야 한다(Iiskala et al.,

2011). 또한, 학생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룹 구

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성공적인 협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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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은 그룹의 조정(coordination)되고, 공동조절(co-regulation)된 참여로부

터 촉진될 수 있다(Roscelle&Teasley, 1995).

한편, 공동조절학습(co-regulated learning)은 그룹 구성원들이 공동의

과제에 대한 그들의 작업을 조절하는 사회적 과정을 설명한다(DiDonato,

2011; Vauras et al., 2003).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대한 조절은

그룹의 학습을 점검(monitoring)하고 통제(controlling)하는 사회적 메타

인지 활동에 대한 토의를 수반한다(Molenaar et al., 2014; Iiskala et al.,

2011; Molenaar et al., 2010). 피드백을 주고, 토의에 참여하고, 비판적인

논평을 제시하고, 논쟁을 공동으로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구성원들이 토

론에 기여하며(Teasley, 1997), 그룹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게 된다(Molenaar et al., 2014; Van Boxtel, 2004). 이것은 그룹 구

성원들이 목표 설정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 자신 또는 다른 이의 학습을

통제하며, 학습 전략과 결과를 공동으로 체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독

려한다(Hadwin et al., 2011; Hurme et al., 2006; Volet et al., 2009b).

Vygotsky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는 자신의 맥락 속에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즉, 학습은 사회

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이해 수준을 가지는 그

룹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박성선,

2001). 과학영재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학습 수준은 높을 수 있겠지만 실

제로 탐구활동 수업에서는 과학영재학생일지라도 실험 설계과정에서 자

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준거를 마련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설계한 실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류설진, 2009). 이에 따라 탐구활동 과정에서 과학영재 학

생들이 자신의 사고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함께 나누고 평가해줄 수 있는 교사나 동료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Anderson et al., 2001). 그러므로 과학영재

학생들이 소그룹 활동을 통한 과학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룹 구성원들

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참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론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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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현재 공동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그룹원들

과의 협력적 학습을 강조하는 소그룹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외에서는 공동조절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

서는 여전히 개인에 초점을 맞춘 자기조절 관련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조절을 ‘둘 또는 더 많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조정되는 역동적인 조절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실제 과학 수업

에서 즉각적으로 관찰 가능한 공동조절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아

직 국내에서는 공동조절에 관한 질적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

구의 수월성을 위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영재 교육에

있어서 개방형 과제를 중요시 한다는 점과 공동조절을 효과적으로 파악

하기 위해서 그룹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야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에게 ‘테라포밍’이란 개방형 과제를 부여하였다. 테

라포밍이란 지구 외의 다른 천체를 지구와 비슷하게 대기 및 온도, 생태

계를 바꾸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말한다.

그룹원들이 테라포밍 활동을 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여 산출물을 완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인지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공동조절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로부터 학생들이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 속에서 공동조절이 어

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인지적 차원의 공동조절이

과학 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거치면서 효과적

으로 공동의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과학교육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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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나

타나는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학생들의 테라포밍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 학생

들의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태양계 행성 중 금성과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테라포밍 특징은 어떠한가?

2)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과학영재 학생들의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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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테라포밍

현재 생명체가 거주할 수 없는 천체의 환경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하는 ‘테라포밍(terraforming)’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이 용어는 1940년대에

Jack Williamson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Oberg, 1981; Heath,

2007). 이러한 개념은 유명한 과학자였던 Carl Sagan(1961)이 'The

planet Venus'에서 금성에 조류(algae)를 번성시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변화시키면 금성의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에 의한 온실 효과를 감소시

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면서 과학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후, Carl Sagan(1973)은 화성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개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3년 후 NASA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연구를 시작

하게 되었다. 테라포밍은 행성의 공학(planetary engineering), 행성의 식

민지화(planetary colonization), 행성의 생태합성(planetary ecosynthesis)

등의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개념은 모두 유사하다. 테라포밍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명체가 살기에 적대적인 환경을 지닌 천체를 지구와 같이 바꾸

는 것이며, 테라포밍을 통해 마침내 인류는 새롭게 바뀐 지구 밖의 천체

표면을 자유롭게 거닐고 탐험할 수 있게 된다(Martin Beech, 2009).

1) 테라포밍 개념

테라포밍(terraforming)을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지구 만들기(Earth

shaping)’로, 행성을 지구와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Martin Beech,

2009). 즉, 테라포밍이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외계 행성 환경의

수준(capacity)을 높이는 행성 공학 과정이라고 정의되며, 지구의 생물권

의 기능을 모방하여 행성에도 생물권을 포함시키는 것이다.(Eri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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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선행연구

현재 테라포밍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금성과 화성에 관심

을 두고 있으며, 특히 화성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테라포밍을 시도할 계

획에 있어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주로 테라포밍 전략에 대한 논문

들이 대부분이며, Robert Sparrow(1999)는 테라포밍의 윤리적 문제를 다

루었다. 또한, 경제적·정치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수행된다.

Martin Beech(2009)는 수성의 극지방을 변화시켜 생명체를 그곳에 거

주하도록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수성의 극지방이 일교차가 다른 곳에 비

해 크지 않고 얼음 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도를 높여 얼음을 녹이면

액체 상태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금성의 대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Carl Sagan(1961)이 광합성을

하는 조류들을 금성에 뿌려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산소

로 바꾸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부유 주머니(float bladder)와 수소 가스

주머니(hydrogen gasbag)와 같은 형식으로 40∼50km 상공에 조류를 서

식하도록 하면 시간이 지난 후 짙은 이산화탄소 대기층이 제거된다.

Stephen Gillett(1981)에 의하면 수성에서 조달한 마그네슘과 칼슘을 금

성의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탄산칼슘(CaCO3)과 탄산마그네슘(MgCO3)

을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분자 나노기술(molecular

nanotechnology)를 통해 탄소를 가치 있는 다른 원료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Stephen Gillett, 1999). Adelman(1982)는 금성의 짙은 이산화

탄소 대기를 산소가 포함된 대기로 바꾸고, 소행성을 충돌시켜 금성의

자전주기를 빠르게 하자고 주장하였다. 금성은 자전속도가 느려 자전주

기가 길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소행성을 충돌시키면 충격으로 인해 자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Dyson(1960)은 다이슨 모터의 원리를 이

용하여 금성의 자전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금성의 높

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과 금성 사이의 라그랑쥬 지점에 차폐 구름

(debris cloud)을 놓아 태양광을 차단(Christian Marchal, 1980)하거나 라

그랑쥬 지점에 solar shade's panel을 설치하여 태양 에너지를 차단한다

(Paul Birch, 1991). Roger Angel(2006)은 Sun-flier pico-satellites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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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금성 사이의 라그랑쥬 지점에 설치하여 온실효과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Landis Geoffrey(2003)은 지구와 기압과 기온이 유사한

금성 상공에 부유 도시(floating cities)를 건설하고 태양 방패막(solar

shield)를 설치하면 대기를 이상적인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금성에 액체 상태의 물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온

도를 먼저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을 형성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

으로는 수소(H2)를 금성의 대기에 주입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반응하게

되어 흑연(graphite)과 물이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Martyn Fogg, 1980,

Paul Birch, 1991).

Carl Sagan(1973)은 화성을 인류의 새로운 개척지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화성 테라포밍 전략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화성의 경우에는 희박한 대기층으로 인해 온실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으

므로 프레온가스(CFCs)를 비롯한 온실기체를 이용해야 한다(Lovelock&

Allyby, 1984). 온난화를 통해 기온을 높이면 극관의 이산화탄소 얼음을

증발시킬 수 있고 이것은 화성의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Gestell(2001)도 수퍼온실가스를 늘려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퍼플루오로카본(perfluorocarbon)과 미생물(microorganism)과 화

학 공장(chemical factories)를 이용한다. 그리고 Mckay&Zubrin(1997)은

화성의 낮은 온도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

완하기 위해 태양광 반사판(solar reflectors)을 통해 일사량을 증가시키

자고 했다. Kangi(2004)는 거대 우주선을 화성에 충돌시킴으로써 지진과

화산을 유발하고 주장하였으며, 화산이 폭발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기체로

기온을 높이자고 하였다. 더불어 Peter Ahrens(2007)은 화성의 높은 반

사율을 문제 삼고 알베도 감소를 통해 일사량을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화성은 낮은 온도가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온도를

높여준다면 적절한 대기층과 함께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할 수 있다.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므로 밟을 수 있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목성은 아주 큰 행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를 만들

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목성과 관련된 테라포밍은 목성에 부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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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건설하여 생활하는 것과 목성의 위성을 테라포밍하여 거주하도록 만

드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Paul Birch(1991)은 벌집 모양의 거

대한 쉘을 목성 상공 42000km의 거리에 짓자고 하였으며, Kenneth

Roy(2004)는 거대한 소행성과 행성의 위성에 shell worlds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Martyn Fogg(1989)은 중심에 작은 블랙홀을 설치하여

목성을 항성으로 만들게 되면 갈릴레이 위성인 이오, 칼리스토, 가니메

데, 유로파를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추측했

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성을 항성으로 만들게 된다면, ‘Dyson spheres'를

이용하여 항성화된 목성을 완벽히 둘러싸고 거기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

지를 완전히 사용하여 바깥쪽으로는 적외선을 복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Martin Beech

, 2009).

토성도 목성과 마찬가지로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토성을

직접 테라포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토성을 직접 변화시키기

보다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테라포밍하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높다

(Martin Beech, 2009). 타이탄은 질소와 얼음이 풍부하지만 태양과 거리

가 너무 멀어 태양열이 도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타이탄에 거주하기 위

해서는 일사량을 보충하여 온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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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조절학습

Zimmerman(1989)에 의하면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이

란 학생들이 적극적인 학습자로써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동기적

(motivational), 행동적(behavioral)으로 그들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말

하며, 사회적 맥락 또는 환경이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adwin et al., 2007). 자기조절학습은 개인의 지각(perception)과

효능(efficacy)뿐만 아니라 이전의 문제점들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같

은 환경적 조건들을 포함한다(Zimmerman, 1989; Hadwin et al., 2007).

이와 같이 자기조절학습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부터 공동조절학

습이란 개념이 나타났다. 공동조절학습(co-regulated learning)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자기조절학습의 일시적인 조

정이며(Hadwin et al., 2011), 이론적으로 Vygotsky(1978)와 Wertsch&

Stone(1985)의 개념에 근거한다(이대열, 2013). Vygotsky의 사회문화이

론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의 내면화(internalization)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서 고등심리과정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이 형성된다는 것이다(Vygotsky, 1978).

그리고 Wertsch와 Stone(1985)은 이러한 고등심리과정이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내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학생들은 공동의 그룹 과제

를 해결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양상을 그룹원들끼리 공

유하게 되고 이러한 방식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

개인의 자기조절학습은 적절하게 조정된다. 공동조절학습은 개인과 개인,

학급, 부모, 교사, 문화 등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공동조절학습으로부터 자기조절학습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Hadwin et al., 2011; McCaslin and Hickey,

2001; Vygotsky, 1978), 공동조절학습의 목표는 개인이 그룹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절학습 과정을 조정하고 이것이 개인의 자기조절

학습으로 전환되는 것이다(Hadwin&Oshige, 2011).



- 10 -

McCaslin

(2004, 2009)

개인이 사회 환경의 지원으로부터 영향 받음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으로 내면화되는 역동적인 조절 과정

Järvenoja &

Järvelä(2009)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조절 과정을 지원하는 과정

Hadwin(2005) 교사 주도 조절에서 학생 주도 조절로 변화하는 조절 과정

Hadwin &

Oshige(2011)

학습자와 다른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학습자

의 자기조절학습 습득의 변화 과정

Hadwin

et al.(2011)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절의 일시적

인 조정(coordination)

이대열(2013)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분포된(distributed) 자기

조절학습 과정에 대한 조정

1) 공동조절 개념

자기조절학습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부터 ‘공동조절(co-regulation)’이

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공동조절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

며, co-regulation, shared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socially shared

regulation의 용어를 명확한 구분 없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이

대열 2013; Vauras et al., 2003; Volet et al., 2009; Whitebread et al.,

2007).

선행 연구를 조사한 결과, 학자들이 제시한 공동조절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다르게 정의되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공동조절(co-regulation)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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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공동조절

인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조절은 개념적으로 지식의 공동

구성과 유사하다(Vauras et al., 2003). Vauras et al.(2003)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지닌 4학년 학생들의 공동조절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협력적

으로 수학 문제 해결 과제를 부여받았으며, 컴퓨터 기반의 환경에서 수

행하였다. 개인과 사회적 과정을 모두 조사하였으며, 연구자들은 효과적

인 인지적 공동조절(cognitive co-regulation)은 심도 있는 전략(deep-

level strategies)을 사용하고 전환하면서 높은 수준의 학습(high-quality

learning)을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Volet, Summers &

Thueman(2009a)는 높은 수준의 공동조절을 이끌어내는 인지적 전략과

높은 수준의 공동조절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였

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문을 제기하고 설명하는 진술 또는 요

약을 제공하거나 제안을 암시하는 공통적인 양상은 그룹 구성원들이 높

은 수준의 인지적 공동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했다

(DiDonato, 2011).

DiDonato(2011, 2013)에 의하면, 인지적 공동조절은 계획(planning),

점검(monitoring), 평가(evaluation)의 과정을 거친다. 계획은 과제의 목

표를 확인하거나 내용을 정하는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계획(product

planning)과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순서로 해결할 지, 그룹원들이 어

떠한 역할을 맡을 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 대한 계획(process

planning)으로 나뉠 수 있다. 점검은 계획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체크

하는 과업에 대한 점검(task monitoring)과 과제와 관련된 개념이나 내

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에 대한 점검(content monitoring)이 있다. 또

한, 평가의 경우에는 과제에 포함된 내용이 맞는지 판단하는 내용에 대

한 평가(content evaluation)와 철자, 형식, 문법, 그림 등이 제대로 되었

는지를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mechanics evaluatio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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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선행연구

공동조절(co-regulation)은 shared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socially shared regulation 등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모두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대열 2013; Vauras et al., 2003; Volet et al.,

2009; Whitebread et al., 2007). 공동조절 현상에 관련한 연구는 인지적

또는 동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동조절의 과정과 전략에 관한

연구와 공동조절이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협력학습 환경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에 관한 연구도 사회적 조절의 형

태를 규명할 수 있다.

한편, 공동조절에 관한 연구는 인지적·메타인지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수행되었다. Vauras et al.(2003)은 높은 학업 능력을 가진 그룹에서 어

떻게 조절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조절 과정에 지원받고 조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즉, 인지적·메타인지적 조절 전략은 협력학습 환경 내에서 일어

날 수 있다. 그리고 Iiskala et al.(2004)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

나는 인지와 메타인지 조절 과정을 조사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

들의 인지적·메타인지적 조절 과정이 어떻게 중재되는지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과제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른 학생은 이전 과제가 어

떻게 수행되었는지 언급하고 대화를 멈춤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점검

하고 바꾸게 된다. Hurme&Järvelä(2005)의 연구에서는 13살 학생들의

컴퓨터 기반 협력 학습 맥락에서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서로 공유하며,

네트워크 토론을 점검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Kempler & Linnenbrink-

Garcia(2007)는 소그룹 구성원들이 그들의 인지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밝

히고자 하였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개인의

과정 보다는 그룹의 과정을 점검하였다. 둘째, 그룹 구성원들은 피드백

정보를 받았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점검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그룹의 과제 상황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Zong

Tao(2011)에 의하면 개인의 수준과 그룹 내에서의 공동조절의 관계는

메타인지에 대한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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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ärvenoja&Järvelä(2011)의 연구는 협력학습에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동기적 조절을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task structuring, social reinforcing, efficacy management, interest

enhancement, socially shared goal-oriented task, handicapping of

group functioning의 여섯 가지 동기 조절 전략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인지적인 요인과 동기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Whitebread et al.(2007)은 2년의 프로젝트로 어린 학생들의 메타

인지의 발달과 두 명 또는 소그룹의 자기조절 학습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데 따르면, 학생들의 능력(capability)는 메타인지, 감정·동기 조절 전략

을 사용했다고 확인되었다. 또한, DiDonato(2011)의 연구에서는 공동의

인지 조절과 동기 조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그의 연

구 결과에서 동의와 흥미는 인지 과정의 공동조절을 유지하며, 비방은

인지적 공동조절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공동조절과

동기적 공동조절 과정은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했다.

Simone Volet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동조절의 발

현과 생산적인 협력의 유지에 기여하는 상호작용의 특징에 대한 조절들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동학습자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

록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대 연구들이 자기조절학습(SRL)에 초점을 맞추고 수행되며, 상대적

으로 튜터(human tutor)나 학습용 에이전트(pedagogical agent)가 학습

자의 자기조절발달을 도와준다는 연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Jason M Harley et al. (2011)는 MetaTutor와 함께 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human learner)와 가상의 학습용 에이전트(artificial pedagogical

agent)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동조절 학습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의해 자기조절과

공동조절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이대열, 2013).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자가 지닌 자기조절을 공유하면서 자기조절 과정을 조정하게

되며, 이것은 개인에게 내면화(internalization)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조

절은 자기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DiDonat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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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측면

Vauras et al. (2003)

Iiskala et al. (2004)

Hurme & Järvelä (2005)

Kempler & Linnenbrink-Garcia (2007)

Tao Zong (2011)

인지적 & 동기적 측면
Whitebread et al. (2007)

Nichole DiDonato (2011)

동기적 측면 Järvenoja & Järvelä (2011)

공동 조절 전략 Simone Volet et al. (2009)

공동조절학습 Jason M Harley et al. (2011)

공동 조절과 자기 조절의

관련성

이대열(2013)

Nichole DiDonato (2013)

는 collaborative interdisciplinary authentic task의 공동조절학습(CRL)을

통해 발달되는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SRL) 과정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은 프로젝트 과정 동안 증가했으며, 공동조절

학습은 이들의 관계를 중재했다. 또한, 협력학습 환경에서 공동조절학습

활동이 자기조절학습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대열(2013)의 연구에

서는 공동조절학습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기능은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의 결과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자기조절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자기조절

학습 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공동조절 학습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

표2. 공동조절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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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동

조절이라는 큰 주제를 잡고 연구 문제와 연구 과정을 설계하였다. 공동

조절을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룹 구성원 간에 일어나는 역동

적인 상호작용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하므로,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활

발하게 하기 위한 수업 주제를 선정하였다. 수업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

의 의견이 틀린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답이 없는 개방형 과제인 ‘테라포밍’이란 주제로 진행하였다. 그

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공동조절에 관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

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형

태의 조절을 파악할 수 있도록 G 영재원에 소속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가장 먼저 공동조절과 테라포밍 관련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공동조절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

방법론적인 측면을 정리하였고,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공동조

절학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학생

들이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을 효율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개발하였다. 학습지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그

룹 구성원들과 토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

조절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투입했으며, 수업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분석을 위하여 수업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였다.

수업 촬영본과 녹음된 데이터를 통하여 학생들이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

하고 그룹 산출물을 완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전사하였으며,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전사본에 표기하였다. 또한, 전사한 내용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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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한 부분

을 최대한 수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사된 자료와 학생들

이공동으로 제작한 그룹 산출물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위하여 분석틀

을 이용하였다. Erik Clacey(2005)가 제시했던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할

여덟 가지 조건에 따라 테라포밍 분석틀을 고안했으며, 이에 따라 학생

들의 테라포밍을 그룹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메타인지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그룹

내에서 일어나는 담화를 분석하였다.

그림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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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임숙경(2005)에 따르면 영재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보다 과제와 관련된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더욱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한다. 이에 따

라 학생들 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조절 양상을

효과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3년도에 서울시 소재 대학 부

설 G 영재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중 기초반 34명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기초반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며, 기초A반 17명과 기초B반 1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재원의 과학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과목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학업 성취도가 높다. 따

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그룹 활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룹원들과 토의한다.

기초A반은 다섯 그룹, 기초B반 다섯 그룹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그룹은 3명 또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그룹은 그룹별로

태양계 행성 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에 대하여 한 행성을 선택받

았으며, 각 그룹은 선택받은 행성에 대해 테라포밍을 실시하였다. 총 10

개의 그룹의 수업 과정과 산출물에 대한 데이터 중 지구와 가깝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테라포밍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두 행성인 금성과 화성을 테라포밍한 네 그룹을 선정하였다. 기초A반에

서 금성과 화성을 선택받은 각각의 그룹은 금성A(4명), 화성A(3명)라고

그룹명을 붙여주었고, 기초B반에서 금성과 화성을 선택받은 각각의 그룹

은 금성B(3명), 화성B(3명)라고 하였으며, 총 13명이었다.

금성A 그룹은 여자 한 명과 남자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성B

그룹은 여자 두 명과 남자 한 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화성A 그룹은 여

자 한 명과 남자 두 명이며, 화성B그룹은 여자 두 명과 남자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학생들은 알파벳과 숫자를 적절히 조합하여 네이

밍하였다. 금성A 그룹은 A1a, A1b, A1c, A1d로, 금성B 그룹은 B1a,

B1b, B1c로 표기하였으며, 화성A 그룹은 A2a, A2b, A2c로, 화성B 그룹

은 B2a, B2b, B2c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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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 참여자 정보

행성 그룹 학생 코드 성별 공동조절학습 수준

금성

금성

A

A1a 남 4.00

A1b 남 3.77

A1c 남 4.23

A1d 여 3.46

금성

B

B1a 남 4.00

B1b 여 4.08

B1c 여 4.31

화성

화성

A

A2a 남 3.77

A2b 남 3.69

A2c 여 4.08

화성

B

B2a 남 4.54

B2b 여 4.62

B2c 여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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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연구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조사는 크게 공동조절 관련 문헌과 테라포밍 관

련 문헌으로 나뉠 수 있다.

1) 공동조절

공동조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자기조

절에서부터 문헌 조사를 시작하였다.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 공동조절이기 때문에 공동조절 연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으며, 최근 이십여 년 간 연구된 논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공동조절 관련 문헌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방법을 선정하였으

며, 학생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그룹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룹의 학

습 과정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 및 반성하는 일련의 메타인지 상호작

용에 초점을 둔 담화 분석을 실시하기로 했다.

2) 테라포밍

테라포밍(terraforming)은 칼 세이건(Carl Sagan)이 1961년에 금성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높은 대기압,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대기 조

성에 따른 온실효과로부터 발생한 높은 기온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류

(algae-광합성을 하는 녹조류)를 번성하게 하여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제

안을 하는 것이 시초였다. 그 후, 칼 세이건이 1973년에 화성을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개척하자고 주장하였고 NASA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연구 과제로 삼으면서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

다. 과거에는 행성 공학(planetary engineering), 행성의 생태합성

(planetary ecosynthesis), 행성의 식민지화(planetary coloniza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상 테라포밍과 유사한 개념이었다.

테라포밍 관련 문헌 연구는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오십여 년 간 행성

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논문들을 참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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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 공상 과학 소설 등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찾

아보았다. 대부분의 논문들은 테라포밍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하는 논문들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산출물을 기존 선행 연구들에 맞춰 조

작 방법을 분석하게 되면 산출물의 독창성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좀 더

포괄적인 분석틀이 필요했다.

테라포밍에 고려해야 할 조건들 즉,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제시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Stephen Dole(1964)는 지

구와 유사한 대기압과 대기조성, 표면 중력, 온도 변화의 네 가지가 필요

하다고 주장하였고 NASA(2003)에서는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액체 산태

의 물,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는 환경,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

는 에너지를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으로 정의했다. 또한, Erik

Clacey(2005)는 행성의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여덟 가지 조건을 제

시하였고, 그 조건은 중심별(Central star), 행성의 활동성(Planetary

activity), 궤도(Orbit), 중력(Gravity), 자기장(Magnetic field), 대기

(Atmosphere), 행성의 자원(Planetary resources), 지표 환경(Condition

of surface)이다. 중심별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빛 에너지, 열, 광합

성, 일조 시간 등이 적절해야 하며, 행성의 활동성은 안정된 지질, 광물

과 대기, 지표, 내부 사이의 순환을 유발하는 판구조론, 지진과 화상, 지

오다이나모의 존재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궤도는 자전과 공전, 이심률,

자전축의 기울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크기와 질량으로부터 지구와 비슷

한 중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장을 통해 항성풍과 우주 입자로부터 보호받

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구와 유사한 대기압과 대기 조성을 가진 대

기를 필요로 하며, 독성이 없는 대기층이어야 한다. 액체 상태의 물, 얼

음, 질소, 탄소, 산소를 비롯한 그 밖의 기술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료

가 필요하므로 행성의 자원을 고려해야 하고 독성이 없고 pH5-9, 지구

와 유사한 온도와 기압이 존재하는 쾌적한 지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Erik Clacey, 2005). 이러한 모든 조건을 고려한 결과, 본 연구의 산

출물 분석에 적합한 Erik Clacey(2005)가 제안한 행성의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 여덟 가지를 통해 테라포밍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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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행성의 테라포밍에 고려해야 할 요인

중심별

- 중심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 빛 에너지, 열, 광합성

- 일조 시간(사람들의 심리 안정과 식물 성장에 필수)

- 사람이 살기 적합한 온도는 평균 0-30도

행성의 활동성

- 안정된 지질

- 오랜 기간 광물과 대기, 지표, 내부 사이의 순환을

유발하는 판 구조론

- 화산과 지진

- 지오다이나모의 존재 가능성

궤도

- 원 또는 원에 가까운 안정된 궤도(연간 온도 변화 보장)

-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

- 계절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전축의 기울기

(에너지의 균일한 분배)

중력
- 크기와 질량

- 지구와 유사한 중력

자기장

- 중심별과 우주에서 방출되는 유해한 입자들로부터 보호

- 태양풍으로부터 상층 대기가 이온화되고 약해지는 것을

방지함

- 지구와 유사한 세기의 자기장

대기

- 지구와 유사한 대기압(표면 기압 1bar)

- 지구와 유사한 대기 조성(질소 77%, 산소 21%)

- 독성이 없는 대기

자원

- 액체 상태의 물, 얼음

- 질소, 탄소, 산소 등

- 기술과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원료

지표 환경

- 독성이 없는 토양

- 쾌적한 지표

- pH 5-9, 지구와 비슷한 기온과 기압에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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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지 및 수업 자료 개발

공동조절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공동조절학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설문

지를 투입하였다. 공동조절학습에 대한 설문지는 이대열(2013)의 공동조

절학습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개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SPSS 20.0으로 분석한 결과, 콘텐

츠의 타당도는 전문가의 리뷰로 1.0을 얻었고, 이 스케일의 Cronbach's

alpha 값은 .83으로 입증된 검사지이다. 이 설문지의 데이터는 본 연구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공동조절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역동적인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 주제

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의의 과정이 필요하며, 답이 없는 개방형 과제일 경우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이 만들어진다. 또한 박화영 외(2006)에서 보면 학습 수준이 높은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경우 창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방형

과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흥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참신한 주제인 ‘테라포밍’이란 개방형 과제를 부여

하였고 소그룹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오현석(2008)과 김제흥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수업 컨텐츠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

에 맞게 테라포밍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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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답이 없는 ‘테라포밍’이라는 주제의 개방형 소

그룹 탐구 과제를 통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이 활발하게 상호작용에 참여

하고 적극적으로 그룹의 산출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총 3차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을 하기 전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에 대

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수업의 도입부에서는 지구에 관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ppt를 통해 지구를 제외한 태양

계 내에 있는 천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를 탐사하기 위한 노력

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현재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는 천체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는 ‘화성’, 얼음

층으로 덮여있으나 물기둥을 분출하는 영상이 찍힌 후 두꺼운 얼음 층

아래 거대한 바다가 존재할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목성의 위성

인 ‘유로파’, 최근 얼음을 분출하는 화산이 발견되었다는 토성의 위성 ‘타

이탄’,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토성의 위성 ‘엔케

라드스’, 70%의 산소를 지니고 있는 토성의 위성 ‘레아’ 등이 있다. 이들

은 모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과 더불어 제 2의 지구로 개척해나가고

자 하는 테라포밍 가능성을 지닌 태양계의 행성과 위성으로 주목받고 있

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에게 미리 제시한 후, 스스로 지구

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학생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은 지구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지구 관련 키워드를 적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구에

대해 글로 설명해봄으로써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

하여 고민해보도록 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이것을

그룹 구성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을 거

쳐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게 된다. 그 후, 본격적으로 테라포밍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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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행성의 특징을 조사했다. 학생들에게 그룹별로 노트북을 제공

하였으며, 지구과학Ⅰ교과서를 주고 자유롭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룹별로 태양계 행성 중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개

의 행성 중 하나를 부여받게 되고, 자신의 그룹에 선정된 행성의 특징을

정리하고 어떠한 점이 생명체가 사는 데에 어려움을 주는지 생각해보도

록 했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특징들을 지닌 지구 밖 행성들을 머

지않은 미래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대기, 온도 및 환경

등을 지구와 유사하게 바꿔주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답이 없으

므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하여 그룹 산출물을 완성하게 된다. 그룹 산출물에

는 테라포밍 시킨 행성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그림으로 그리고 행성의

특징을 쓰고 행성의 특징을 어떻게 조작시켰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쓰도

록 했다. 테라포밍한 소그룹 산출물이 완성이 되면 그룹의 아이디어를

반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학생들과 교사의 피드백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교사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정리해줌으로써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그림2. 수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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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수집 및 분석

1) 자료 수집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생

들이 소그룹 활동을 위하여 그룹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산

출물을 완성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관찰하였다. 수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실 앞과 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였고, 각각의

그룹에서 일어나는 활동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그룹에

플립 카메라와 녹음기를 놓고 모든 그룹의 활동을 촬영하고 녹음 및 녹

화를 하였다. 플립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포착할 수 있었으며, 녹음기는 학생들이 토의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담았

다. 특히,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학생들 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하

였기 때문에 플립 카메라와 녹음기가 모두 필요했다. 플립 카메라의 경

우에는 교실 내에서 그룹 간의 거리가 멀지 않아 지정된 그룹 외에 다른

그룹 학생들의 대화 내용도 함께 녹음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그룹별로 녹

음기를 사용하여 그룹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녹음하였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수업 관찰 노트에

기록하였다. 이를 통한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녹음된 파일의 모

든 내용을 전사하였고, 수업 촬영본과 수업 관찰 노트에 기록된 내용은

추가적으로 표기해 놓았다. 수업 촬영본과 녹음 내용에 대한 점검을 위

하여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활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와 더불어 학생들이 그룹

별로 완성한 테라포밍 산출물과 학생용 활동지도 함께 수집하였다. 그룹

산출물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조작 방법을 사용하여 행성을 테라포

밍 시켰는지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테라포밍된 행성의 그림을 통하

여 어떠한 테라포밍 조건의 어떠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혹시

빠뜨린 요인은 없는지에 관한 그룹별 테라포밍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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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라포밍 분석틀

학생들이 그룹원들과 공동으로 구성한 테라포밍의 전체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조건에 대한 분석틀을 고안

하였다. 행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위하여 중심별(Central star), 행성의 활

동성(Planetary activity), 궤도(Orbit), 중력(Gravity), 자기장(Magnetic

field), 대기(Atmosphere), 행성의 자원(Planetary resources), 지표 환경

(Condition of surface)의 여덟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Erik Clacey,

2005). 또한, 각각의 그룹에서 테라포밍을 위하여 행성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그룹에서 부여받은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려면 행성의 특성과 환경 조건들을 변화시켜주

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표현할 수 있다. 되

도록 현실 가능한 조작 방법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그 학생의 의견

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그룹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용작용을 통하

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으며, 토의를 통해 의견이 받아들여

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각각의 그룹에서 조작한 테라포밍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테라포밍

에서 고려한 요인과 조작 방법을 분석틀에 따라 정리하였다. 각각의 여

덟 가지 요인(Factor)은 F1∼8로 표시하였고, 커다란 요인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요인들은 ()에 숫자를 넣어 추가적으로 표시했다. 예를 들어,

대기 요인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에 대하여 고려할 때에는 F6(1)로 표현

하였다. 또한, 어떠한 요인에서 고려하는 조작 방법(Method)는 M으로

표기했으며, 커다란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에 대한 것은 F를 표시할

때와 같다. 그리고 한 가지 요인을 조작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를 써서 추가하였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의 양

을 줄이고자하는 구체적인 조작 방법으로 광합성과 나노기술을 이용하자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조작 방법은

M6(1)로 표시하되,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으므로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

소를 줄이자는 방법은 M6(1-1)로 표시하고 나노기술을 이용하자는 의견

은 M6(1-2)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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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테라포밍 분석틀

또한, 각 그룹에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토의의 전반적인

양상을 타임테이블을 통해 나타내었다. 테라포밍을 할 때 고려해야할 요

인 여덟 가지에 대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각을 다른 모양으로 색칠하

여 나타내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이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표현하였다.

특정 요인의 특징을 어떻게 바꾸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은 요인에 대한 타임테이블 위에 따로 표시하였고 요인과 동일한 모

양으로 색칠하였다.

M

F

 : F1(중심별),  : F2(행성의 활동성),  : F3(궤도),  : F4(중력), 

   : F5(자기장),  : F6(대기),       : F7(자원),  : F8(지표 환경) 

그림4. 테라포밍 분석을 위한 타임테이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요인의 변화를 표시

요인(F)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조작 방법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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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적 공동조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테라포밍’이라는 주제의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그

룹원 간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살

펴보는 것이다. 먼저, DiDonato(2011, 2013)의 인지적 공동조절의 coding

scheme에 따라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정리하였다.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

은 계획(planning), 점검(monitoring), 평가(evaluation)의 세 가지 영역으

로 구성된다. 또한, 계획은 과제에 대한 계획(product planning)과 과정

에 대한 계획(process planning)으로 나뉠 수 있으며, 점검은 과업에 대

한 점검(task monitoring)과 학습 내용에 대한 점검(content monitoring)

으로 구분된다. 평가에 관해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평가(content

evaluation)과 기술에 대한 평가(mechanics evaluation)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거치게 되며, 전

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거쳤는

지 담화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이 협력적으로 그룹 과제를 해

결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지적 공동조절을 수행하게 된다. 예

를 들어, 소그룹 구성원 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과제 또는 과제의 내용

에 관한 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시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사된 데이터의 정성적 연구를 통해 그룹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알아

봄으로써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을 귀납적으로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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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인지적 공동조절 상호작용 지표

조절 과정 정의 예시

계획

(planning)

과제 계획

(product

planning)

과제의 목표를 확인하고

내용을 정함

“여기서 행성의 환경을 변

화시키라고 했으니까 조작

하는 방법을 몇 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금성의 온도가 높으니까

생명체가 살기 어려울 거

아니야. 우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 지 생각해 보

자.”

과정 계획

(process

planning)

그룹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룹원의 역할을

정하고 순서를 결정

“그니까 둘이 각자 하나씩

그려봐. 나는 방법을 생각

해 볼게.”

점검

(monitoring)

과업 점검

(task

monitoring)

과정 계획에서 정해놓은

과업의 상태를 점검

“대기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기로

했었어?”

내용 점검

(content

monitoring)

그들의 과제의 내용과

관련된 각각의 그룹원의

아이디어, 연구,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점검

“일교차가 진짜 없는 거

맞아?”

“그럼 자전 주기는 어떻게

해? 그 있잖아. 유로파 그

게 만약에 가능하면은 자

전 주기는 해결될 것 같은

데?”

평가

(evaluation)

내용 평가

(content

evaluation)

그들의 과제와 관련된

내용을 판단하거나 평가

하는 것이 목적인 진술

“솔직히 유로파만 이거를

이동시킬 수 있으면 이거

엄청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야.”

기술 평가

(mechanics

evaluation)

형식(formatting), 철자,

문법(grammar), 문장

기호(punctuation)의 오

류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아이디어를 반영한 그림

은 잘 됐어.”

“아 다시 봐도 어떻게 S를

이렇게 정성 없게 그릴 수

가 있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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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테라포밍 특징

본 연구에서는 각 그룹에서 수행되는 테라포밍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타임테이블과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타임테이블에는 그

룹 내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는 요인에 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속적

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위에 각 요인을 조작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들을

따로 표시했다.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여덟 가지 요인을 구별하기

위하여 각각을 다른 모양으로 색칠하였고 조작 방법도 요인과 동일하게

내부를 색칠함으로써 구분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된 조작 방법

을 요인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조작 방법의 내용을 알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방법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여 타임테이

블에 표현된 조작 방법의 내용을 따로 표를 만들어 명시하였다. 또한, 테

라포밍 분석틀에는 그룹 내에서 논의한 어떠한 요인에 포함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였으며, 제안된 조작 방법도 모두 표기하였다. 분석틀 내

에 정리된 개념과 조작 방법들은 알파벳과 숫자를 이용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Factor 6인 대기 영역에서 산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면

산소를 F6(4)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작 방법이 지구에

서 조달한다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실험으로 만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에는 F6(4)를 조작하는 방법이므로 지구에서 조달한다는

방법은 M6(4)로, 실험으로 만든다는 방법은 F6(1)인 이산화탄소와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으므로 M6(1)/M6(4)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그룹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때 어떠한 조작 방법이 등장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금성 두 그룹과 화성 두 그룹의 사례를 통하여 테라포밍 활동에서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다룬 요인과 제안된 조작 방법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하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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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성의 테라포밍 사례

① 금성A 그룹

이 그룹의 학생들은 여덟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테라포밍 활동

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조작 방법의 경우에는 F1(중심별), F2(행성의 활

동성), F6(대기), F7(자원)의 네 가지 영역에서만 등장하였다. 금성은 F3

(궤도)에 관하여 자전속도가 몹시 느리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작 방법이 빠진 이유는 금성의 자전속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일교

차는 금성의 짙은 대기로 인해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았다.

A1b : 우리 자전 속도는?

A1d : 자전 속도는 그냥 원래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F4(중력)은 금성의 중력과 지구의 중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

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F5(자기장)이 지구에 비

하여 적다는 것은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잘 몰랐으므로 조작 방법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F8(지표 환경)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심이

적어 조작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A1a : 자기장이 적다?

A1b : 자기장이 적다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A1a : 아니 몰라.

A1d : 위성이 그래서 없는 거 아니야?

A1b : 자기장이 적다는 건 어떤 영향을 주나?

A1a : 피해를 덜 주는 거 아니야? 전파를 보내는데?

A1b : 그게 어떤 뜻일까?

A1a :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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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금성A 그룹의 테라포밍

Factor Method

1 중심별

태양 F1(1)

온도, 열 F1(2)

보호막으로 씌워진

돔에서 거주
M1(2)

대기권을 형성 M1(2-1)/M6

50km 이상의 상공에

거주
M1(2-2)/M6

2
행성의

활동성
화산 F2(1)

화산 폭발 시 돔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함
M2(1-1)

화산 폭발 시 돔이

UFO로 변하게 함
M2(1-2)

3 궤도
자전속도 F3(1) 우리가 바꿀 수 없음

일교차 F3(2) 일교차 없음

4 중력 중력 F4 지구와 유사

5 자기장 자기장 F5
약한 자기장의 영향에

대해 잘 모름

6 대기

대기 F6

이산화탄소 F6(1)

행성 내부에 구덩이를

깊게 파서 이산화탄소를

저장

M6(1)

수증기 F6(2)

질소 F6(3)

산소 F6(4)

물곰을 살게 함 M6(4-1)

지구에서 가져옴 M6(4-2)

실험으로 만듦 M6(4-3)

메테인 F6(5)

대기압, 기압 F6(6)
50km 이상의 상공에

거주
M1(2-1)/M6

온실 효과 F6(7)

온실 기체 F6(8)

오존층 F6(9)

7 자원 물 F7(1)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온도 조절하면 물이

생김

M7(1)/M6/

M1

8
지표

환경

현무암 F8(1)

지형, 표면 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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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은 다른 그룹과 다르게 극한의 생명체를 도입하여 금성 표면

에 살게 하였으며, 인간과 식물을 비롯한 생명체는 50km 상공에 돔을

설치하여 그 안에 거주하도록 했다.

A1d : 내 생각엔 금성의 온도가 470~480이지만 50km 이상에서는 기압과 

      기온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50km 이상에서 살면 되지

      않을까?

A1a : 아, 높은 곳에서?

A1d : 응.

A1a : 그럼 여기 보호막을 더 씌우자.

A1d : 아~

A1a : 여기 위에 산다고. 여기는 온도를 잘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A1b : 근데 상당히 돔이 많이 들텐데. 이거 기둥 하나 세우는 게 50km야.

A1a : 상관없어.

A1d : 다 덮지는 말고. 틈틈이 덮자. 

금성의 표면 기압과 기온이 몹시 높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따라 먼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인위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금성A 그룹원들은

금성의 50km 상공의 기온과 기압이 지구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통해 높

은 곳에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으며, 표면에는 ‘물곰’과 같

은 극한의 생명체를 도입했다. 또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문제이므로

이산화탄소를 행성 내부에 구덩이를 파서 저장하기로 했다. 그러면 점차

온도가 조절되면서 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상공의 돔에 거주하기로 하고 돔 내부는 지구와 환경을

같게 만들어 주었다.

A1a : 여기에서 이산화탄소를 빨아 들여서 이쪽으로 여기 행성 안에 저장하면.

A1b : 응. 그러면?

A1a : 저장하면 여기 이제 온도가 조절돼서 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지. 됐다. 

A1c : 저장하다 안에가 터지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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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d : 터지면 빨리 여기로 피신해서 돔을 다시 세우는 거야.

A1a : 야. 근데 문제는 여기 밑에 화산지대야. 화산이 너무 많아.

A1d : 아니면 그거 어때? 화산이 폭발을 하면은 돔 전체가 살짝 올라갔다가 

      화산 폭발이 끝나면 사뿐히 내려앉는 거야. 용수철 같이.

A1c : 그냥 화산 폭발하면 돔을 UFO로 변신시켜서 피신하자.

금성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화산 폭발하면 돔이

UFO로 변신하여 쉽게 피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7. 금성A 그룹의 조작방법

1 물곰을 살게 함 M6(4-1) 10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온도조절 후 물 생성

M7(1)/M6/

M1

2 대기권을 형성
M1(2-1)/

M6
11 지구에서 가져옴 M6(4-2)

3 물곰을 살게 함 M6(4-1) 12 실험으로 만듦 M6(4-3)

4 물곰을 살게 함 M6(4-1) 13
내부에 구덩이를 깊게

파서 이산화탄소 저장
M6(1)

5 물곰을 살게 함 M6(4-1) 14
화산 폭발 시 돔이 살짝

올라갔다 내려오도록 함
M2(1-1)

6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온도를 조절 후 물 생성

M7(1)/M6

/M1
15

화산 폭발 시 돔이

UFO로 변하게 함
M2(1-2)

7 50km 이상의 상공에 거주
M1(2-1)/

M6
16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온도조절 후 물 생성

M7(1)/M6/

M1

8 50km 이상의 상공에 거주
M1(2-1)/

M6
17

내부에 구덩이를 깊게

파서 이산화탄소 저장
M6(1)

9 돔에서 거주 M1(2) 18 50km 이상의 돔에서 거주
M1(2-1)/

M6, M1(2)

M

F
  

 : F1(중심별),  : F2(행성의 활동성),  : F3(궤도),  : F4(중력), 

   : F5(자기장),  : F6(대기),       : F7(자원),  : F8(지표 환경) 

그림5. 금성A 그룹의 타임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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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의 문제점이 높은 기온과 기압이므로 학생들은 대기와 관련된 논

의가 가장 많았고 이에 대한 조작 방법도 가장 많이 등장했다.

한편, 온도와 기압이 높아서 50km 상공에서 생활하자는 조작 방법은

온도(F1)와 기압(F6)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M1(2-2)/M6로 나

타낸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F6)를 가두면 온도(F1)가 조절되어 물

(F7)이 생성된다는 조작 방법은 세 가지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M7(1)/M6/M1로 나타냈다. 이렇게 조작 방법이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조작 방법을 매개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연속적으로 연결

되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도(F1)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한 조작 방법으로 대기권(F6)을 만들자는 M1(2-1)/M6이 제안되었다

면 F1(중심별)에 대한 논의 뒤에 바로 F6(대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된다. 물론 금성은 짙은 대기층이 존재하며, 이 조작 방법은 잘못된 내용

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림6. 금성A 그룹의 산출물

② 금성B 그룹

금성B 그룹은 F5(자기장)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테라포밍

을 시도하였으며, F4(중력)과 F5(자기장)을 제외한 여섯 가지 요인의 조

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F4(중력)을 빠뜨린 이유는 금성과 지구는 중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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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 : 아, 금성... 어쨌든 대기층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B1a : 음.. 네가 말한 대로 중력을 조금 약하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지 모르겠

      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살기에는 좀 불편하지.

B1b : 지구랑 중력이 거의 비슷하네. 지구의 0.91배니까 거의 비슷한 거야.

B1a :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B1c : 거의 비슷하네.

B1b : 중력을 줄이기보다는.

B1c : 이산화탄소 그 그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성의 높은 대기압과 온도, 대기 조성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룹 구성

원들과 대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대기

를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기를 피해 지하에 거주(M6-2)하거나

돔 안에 거주(M6-3)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금성이 화산 활동이 활발하

기 때문에 지하에 거주할 수 없으며, 높은 기압으로 인해 돔이 찌그러질

수도 있으므로 돔 안에 살자는 방법도 거부되었다. 그리고 본 수업에서

부여한 과제의 목표가 테라포밍이며, 행성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

적이므로 인위적으로 돔을 설치하여 그 안에서만 거주하는 것은 과제의

목표와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금성의 환경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

하였다.

B1b : 그러면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을 좁게 만들면 되지.

B1c : 그럼. 에이~

B1a : 간단하네.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을 돔 형식으로 해서 건설을 하고.

B1b : 그럼 그 안에만 공급을 해줘?

B1a : 근데 이건 행성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돼. 돔 같은 걸 하면 안 돼. 그런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된 상태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B1b : 그니까 돔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돔이 유지가 되려면 대기를 바꿔야 해.

B1c : 기압을 낮춰.

B1a : 중요한 건 인위적인 거 없이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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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Method

1 중심별

태양 F1(1) 지구와 유사

온도 F1(2) 대기의 변화 M3/M6

2
행성의

활동성

화산 F2(1)

지진 누진 설계
M2

지진 F2(2)

3
궤도

자전 방향 F3(1)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반대인건

상관없음
공전 F3(2)

자전주기,

자전속도
F3(3)

대기의 변화 M3/M6

유로파 충돌
M3/M6/M7/

M8

일교차 F3(4)

4 중력
중력 F4

지구와 유사
질량 F4(1)

이 그룹은 대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전속도(F3)가 매우 느리다는 점

도 고려하였다. 결국 금성의 두꺼운 대기층이 자전속도를 늦춘 이유가

된다는 정보를 받아들여 대기층을 얇게 할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금성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표로 물이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조작할 지 논의했으나 명확하게 결론을 내

지 못했다.

한편, 금성에 물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논의 하다가 얼음 층으로 이루

어진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충돌시키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 그룹

에서는 유로파를 충돌시키자는 조작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금성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유로파를 충돌(M3/M6/M7/M8) 시

켜서 자전 주기(F3)를 빠르게 하고 대기 조성(M6)을 변화시키며 물(F7)

을 만들고 금성의 지질(F8) 상태를 바꾸려고 했다. 즉, 어떠한 한 가지

조작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8. 금성B 그룹의 테라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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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장 자기장 F5

6 대기

대기 F6

이산화탄소 줄이기 M6-1

지하에 거주 M6-2

돔 안에 거주 M6-3

나노기기 바꿈 M6-4

이산화탄소 F6(1)

식물의 광합성 M6(1)/M6(4)

이산화탄소를 분해
M6(1)/M6(4)

/M7(2)

수증기 F6(2) 유로파 충돌
M3/M6/M7/

M8

질소 F6(3)

지구에서 공수 M6(3)

땅을 파서 구함 M6/M8

화학적 조작으로 산소와

질소 바꾸기
M6(3)/M6(4)

수소에 엄청난 고압과

고열로 질소 생성
M6(3)/M6(5)

산소 F6(4)

이산화탄소를 분해
M6(1)/M6(4)

/M7(2)

식물의 광합성 M6(1)/M6(4)

산소 70%인 레아 충돌 M6(4)

수소 F6(5) 방법을 모르겠음

대기압, 기압 F6(6) 중력을 줄이기 M4/M6

대기층 F6(7) 유로파 충돌
M3/M6/M7/

M8

7 자원

물, 얼음 F7(1)

염화수소를 분리시켜

산소와 반응
M6/M7

얼음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로파 충돌

M3/M6/M7/

M8

탄소 F7(2)

연료로 사용 M6/M7(2-1)

다이아몬드 만들기 M6/M7(2-2)

연필로 만들기 M6/M7(2-3)

탄소 결합 구조물 짓기 M6/M7(2-4)

8

지표

환경

현무암 F8(1)

어떤 것으로 덮거나

바르기
M8(1-1)

부숴서 갈아엎고 흙으로

만들기
M8(1-2)

지형, 지질 F8(2) 방법을 모르겠음

이 그룹은 상호작용이 활발한 그룹이므로 그만큼 네 그룹 중에 가장

많은 조작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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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금성B 그룹의 조작방법

1 중력을 줄이기 M4/M6 21
수소에 엄청난 고압과

고열로 질소 생성

M6(3)/

M6(5)

2 중력을 줄이기 M4/M6 22 탄소로 다이아몬드 만들기
M6/

M7(2-1)

3 지하에 거주 M6-2 23 탄소로 연필 만들기
M6/

M7(2-2)

4 이산화탄소를 분해

M6(1)/

M6(4)/

M7(2)

24 탄소 결합 구조물 짓기
M6/

M7(2-4)

5 돔 안에 거주 M6-3 25
현무암을 부숴서 갈아엎고

흙으로 만들기
M8(1-2)

6 지진 누진 설계 M2 26 나노기기로 대기 바꿈 M6-4

7 이산화탄소를 분해

M6(1)/

M6(4)/

M7(2)

27 유로파 충돌
M3/M6/

M7/M8

8 지하에 거주 M6-2 28 유로파 충돌
M3/M6/

M7/M8

9 지진 누진 설계 M2 29 유로파 충돌
M3/M6/

M7/M8

10 대기의 변화 M3/M6 30 유로파 충돌
M3/M6/

M7/M8

11 대기의 변화 M3/M6 31 유로파 충돌
M3/M6/

M7/M8

12 이산화탄소를 분해

M6(1)/

M6(4)/

M7(2)

32 유로파 충돌
M3/M6/

M7/M8

13 탄소를 연료로 사용 M6/M7(1) 33 유로파충돌
M3/M6/

M7/M8

14
화학적 조작으로 산소와

질소 바꾸기

M6(3)/

M6(4)
34 유로파 충돌

M3/M6/

M7/M8

15 질소를 지구에서 공수 M6(3) 35 유로파 충돌
M3/M6/

M7/M8

16 돔 안에 거주 M6-3 36 유로파 충돌
M3/M6/

M7/M8

17
염화수소를 분리시켜

산소와 반응해 물 생성
M6/M7 37 식물의 광합성

M6(1)/

M6(4)

18 질소를 지구에서 공수 M6(3) 38 식물의 광합성
M6(1)/

M6(4)

19 땅을 파서 질소를 구함 M6/M8 39 산소 70%인 레아 충돌 M6(4)

20
현무암 위에 어떤 것으로

덮거나 바르기
M8(1-2) 40 유로파 충돌

M3/M6/

M7/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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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

 : F1(중심별),  : F2(행성의 활동성),  : F3(궤도),  : F4(중력), 

   : F5(자기장),  : F6(대기),       : F7(자원),  : F8(지표 환경) 

그림7. 금성B 그룹의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을 보면 대기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조작 방법도 제일 많다. 또한, 이 그룹에서도 조작 방법을 통

해 서로 다른 요인들이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소(F6)를 구하기

위해 땅(F8)을 파서 질소를 얻는다(M6/M8)는 조작 방법으로 인해 F6

(대기)에 관한 요인에서 F8(지표 환경)의 요인으로 화제가 전환되었다.

B1a : 질소를 생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금성의 땅을 파는 것이야.

B1b : 땅을 파자고? 금성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B1a : 현무암이면 못 살아 우리. 물이 그냥 쭉 빠져 나가. 

B1c : 그렇군.

B1b : 그러면 위에 뭘 닫으면 되지.

그림8. 금성B 그룹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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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성의 테라포밍 사례

① 화성A 그룹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모든 요인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가 희박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기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덟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조작 방법에

관해서는 F1(중심별), F4(중력), F6(대기), F7(자원) 영역만 제시되었다.

우선 이 모둠은 화성의 대기가 희박하여 일교차가 심하며 온도가 낮다는

점에 집중하여 인공태양을 만들어 온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A2a : 온도 올리면 끝나네.

A2b : 온도 올려야 돼. 23도야. 표면 온도가.

A2a : 아까 63도라며.

A2b : 엇 63도인데? 일단 인공태양이 존재하면 온도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식물을 심자.

A2a : 그래. 그럼 여기다 써.

(중략)

A2b :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쏘면 다 끝나.

A2a : 대기압은? 

A2b : 대기압?

A2a : 온실같이 가둬놓고.

A2b : 아. 기압. 기압은 어떻게 하지?

A2a : 그냥 온실같이 가둬놓고 공기를 주입해.

이것을 통해 화성의 극관에 있는 물을 녹여 사용하기로 했으며, 식물

의 광합성으로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기로 했다. 또한, 질량을 증가시켜

서 중력을 증가시키자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화

성 전체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초기에

는 돔 형태의 거주 시설을 만들어 살기로 했다. 그 안에 지구에 있는 생

명체가 살 수 있도록 산소를 주입하고 기압을 조절하여 환경을 조성하였

고, 점차 화성 전체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인류가 정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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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b : 야. 중력적인 건 어떻게 할 거야? 중력을 증가하는 방법은 없을 것 

      아니야?

A2a : 그건 그냥 우주복 착용하면 돼. 

A2b : 하긴 그럼 되겠다.

A2a : 그럼 행성 무게 자체를 늘려야 돼.

A2b : 질량을 증가시켜야 되네. 결국엔.

A2a : 응. 그럼 그 행성 자체의 질량은 어떻게 증가를 시켜?

A2b : 질량을 늘리려면 안에다가 뭘 넣는 방법 밖에 없잖아.

그리고 자기장(F5) 관련된 내용은 그룹원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자세

히 다루지 않았다. 지구와는 달리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으나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A2b : 화성에 살 수 없는 이유. 일단 살 수 없는 이유가 산소가 없어. 

      그리고 화성 자체에 자기장이 없대. 근데 이거 상관없지 않아?

A2a : 자기장이 없어도 지구에서 태양풍 막잖아.

A2b : 비둘기가 못 날아다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A2a : 잘 모르겠다.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지구와 유사한 대기 환경이 조

성되어야 하므로 학생들은 대기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A2a : 야. 산소 넣어야 돼.

A2b : 응. 산소 넣어야지. 유리로 된 커다란 돔을 만들어.

A2a : 여기다 ‘산소를 주입한다.’라고 써?

A2b : 일단 그러면 여기있는대로 유리로 된 돔을 만들어서.

A2a : 응. 

A2b : 그럼 그 상태에서 식물을 거기에다 심으면 이산화탄소 있잖아. 

      그거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산소가 만들어짐.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A2a : 그럼 굳이 주입할 필요가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넣어야지.

A2b :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은 이산화탄소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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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화성A 그룹의 테라포밍

Factor Method

1 중심별

태양 F1(1)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움
M1/M6/M7

온도, 열 F1(2)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움
M1/M6/M7

돔 내부에 집중적으로

열을 가함
M1/M6

2
행성의

활동성
화산 F2(1)

3 궤도

자전 F3(1)

공전 F3(2)

일교차 F3(3)

계절 F3(4)

4 중력 중력 F4

안에 뭘 넣어서 질량을

크게 함
M4-1

우주복 착용 M4-2

5 자기장 자기장 F5 잘 모르는 내용

6 대기

대기 F6

이산화탄소는 돔 내부로

들어오고 산소는 밖으로

내보내도록 장치하여

점차 화성 전체의 대기

조성을 바꿈

M6

이산화탄소 F6(1) 식물을 심어 광합성 M6(1)/M6(2)

산소 F6(2)
식물을 심어 광합성 M6(1)/M6(2)

돔 내부에 산소 주입 M1/M6

메테인 F6(3)

대기압, 기압 F6(4)

돔 내부에 기압을 조정 M1/M6

인공태양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대기압 높아짐

7 자원
물 F7(1)

인공태양으로 지하에

얼음을 녹임
M1/M6/M7

기압을 올려 물 증발

안 하도록 함
M7(1)

드라이아이스 F7(2)

8
지표

환경
표면 F8(1)

이 그룹에서는 ‘인공태양’이 주된 조작방법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를 높임으로써 전반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공태양

으로 온도(F1)를 조절하고 대기(F6)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로써 액체

상태의 물(F7)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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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화성A 그룹의 조작방법

1
기압을 올려 물 증발 안

하도록 함
M7(1) 9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물을 녹임

M1/M6/

M7

2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10

안에 뭘 넣어서 질량을

크게 함
M4-1

3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11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4
돔 내부에 집중적으로

열을 가함
M1/M6 12 돔 내부에 산소 주입 M1/M6

5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13 식물의 광합성

M6(1)/

M6(2)

6 우주복 착용 M4-2 14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7
안에 뭘 넣어서 질량을

크게 함
M4-1 15

이산화탄소는 돔 안으로

산소는 돔 밖으로

나가도록 장치함

M6

8 인공위성으로 인공태양을

띄워 온도 상승

M1/M6/

M7

M

F

 : F1(중심별),  : F2(행성의 활동성),  : F3(궤도),  : F4(중력), 

   : F5(자기장),  : F6(대기),       : F7(자원),  : F8(지표 환경) 

그림9. 화성A 그룹의 타임테이블

금성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성A 그룹의 사례에서도 대기 요인에

대한 비중이 가장 컸으며, 많은 조작 방법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이 그룹에서는 대기와 함께 온도 요인도 많이 논의되었고 ‘인

공태양’이라는 한 가지 조작 방법을 통하여 여러 요인들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즉, 여러 요인들을 아우르는 조작 방법

에 대해 토의하는 동안에 연속적으로 요인들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태양’이 F1(중심별), F6(대기), F7(자원)에 대한 조작 방법으로 제시

되었으므로, 세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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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화성A 그룹의 산출물

② 화성B 그룹

이 그룹은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여덟 가지 요인을 다루고 있으

며, F2(행성의 활동성)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조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화성의 경우에는 현재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조작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 학생들은 판구조론을 비롯한 화산의 긍정적인 영

향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화성의 많은 문제점들

을 없애기 위해 조작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화성은 대기가 희박하

여 일교차가 큰 것과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높은 대기 조성 그리고 중력

이 지구의 

배인 것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고 자기장이 없다

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그룹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사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시된 조작 방법들이 덜 구체적이며, 주로 B2a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

룹의 과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B2a는 남학생이었고

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B2b와 B2c는 여학생이었고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보다는 B2a의 의견을 동조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

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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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화성B 그룹의 테라포밍

Factor Method

1 중심별

태양 F1(1)

온도, 열 F1(2)
대기권 강화하여 열을

붙잡아 둠

M1(2)/M3/

M6

광합성 F1(3)

2
행성의

활동성
화산 F2(1)

3 궤도

자전축 기울기 F3(1) 지구와 유사

자전주기 F3(2) 지구와 유사

일교차 F3(3)

대기권 강화하여 열을

붙잡아 둠으로써 일교차

줄임

M1(2)/M3/

M6

4 중력
중력 F4 질량을 늘려서 중력을

크게 함
M4/M6

질량 F4(1)

5 자기장 자기장 F5 외핵을 조작하기 M5

6 대기

대기 F6
질량을 늘려서 중력을

크게 함
M4/M6

이산화탄소 F6(1)

식물을 심기
M6(1)/M6(3)

/M8(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질소로 변화
M6(1)/M6(2)

질소 F6(2)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질소로 변화
M6(1)/M6(2)

산소 F6(3) 식물을 심기
M6(1)/M6(3)

/M8(2)

대기압 F6(4)
질량을 늘려서 중력을

크게 함
M4/M6

7 자원 물 F7(1)
선인장 심어 조금씩

물을 형성
M7(1)

8
지표

환경

올림푸스 F8(1)

지표 F8(2) 식물을 심기
M6(1)/M6(3)

/M8(2)

다른 그룹에서 대기와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한 조작 방법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처럼 화성B 그룹에서도 대기(F6)를

가장 많이 다뤘다. 이로써 생명체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

기 조성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그룹에서는

화성의 질량을 늘려서 중력(F4)을 크게 한 뒤 대기권(F6)을 강화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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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바탕으로 테라포밍을 시도하였다. 우선 화성의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대기권을 강화하여야 온도(F1)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일교차(F3)도

줄일 수 있다.

B2a : 내 생각엔 일단 어떤 형태로든 대기가 좀 더 세져야 될 것 같아. 그치. 

      대기가 너무 약해. 대기층 강화. 그러려면 질량이 좀 더 커야 되는데. 

B2c : 대기를 강화시키면 질량이 많아져?

B2a : 아니 대기를 강화시키려면 질량이 많아야 해. 대기가 지금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B2c : 그래? 난 몰랐어.

B2a : 그래서 대기가 태양 빛을 이제. 나쁜 것들을 반사 못해. 그래서 그냥 통과

      시키고 이러거든. 운석이 날아와도 뭐. 대기를 좀 더 강화시키자!

B2a : 그니까 이거 그릴 때 생명체가 살도록 변화시키면 되는 거야?

B2c : 그냥 지구랑 비슷하게.

B2a : 이산화탄소를.

B2c : 좀 줄여야 돼.

B2a :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가 0.01%쯤 되고, 산소가 한 20%쯤 되도록. 

      그니까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질소를 내뿜는 걸 만들자.

      표면 온도는 어떻게 할래? 일단 대기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온도를 

      붙잡아 둘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교차가 적어지겠지. 얘는 이렇게

      표면 온도 차이가 120도 갔다가 뭐 한 60도 갔다가 이러는 거 보니까 

      대기를 못 잡아 놔서 태양 위치에 따라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런다는 얘기 같은데. 대기를 올리면 그게 해결된다는 말이지. 그치?

화성에서는 물이 흐른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그룹원들은

물이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액체 상태의 물(F7)을 만

들기 위하여 선인장을 심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B2b : 물은?

B2a : 응? 물?

B2b : 근데 물이 조금 있긴 하니까 산소를.

B2a : 물이 있단 얘기 없었어. 물의 흔적을 알 수 있단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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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 거의 없음.

B2c : 거의 없어도 물이 있을 것 같다고 발견된 곳에다가 선인장을 심으면 살아

      날 수 있을 걸? 왜냐하면 사막에서도 나무 심었는데 나무가 심어졌대.

B2a :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만들자는 

      거잖아. 인위적으로.

B2c : 그래서 식물을 좀 심으면 땅이 이렇게 변화하잖아. 환경이나 조건이.

      근데 막 사람같이 물이 엄청 많이 필요하면 잘 못 살겠다.

B2b : 변화시키는 거야. 환경을 생명체가 살기 유리하게.

B2c : 그러면 물은 안 늘려?

B2a : 물은 일단. 네가 생각한대로 하자.

그룹원들은 자기장(F5)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

로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

다. 이것은 아직 학생들이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

라고 추측한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외핵을 변화시켜서 자기장

을 만들자고 하였으므로 지구와 같이 자기장이 존재해야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B2c : 그런데 여기는 자기장이 약해.

B2a : 그러면 여기다가 써. 강력한 자기장.

B2c : 어떻게 만들어?

B2a :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장을 만들자.

      (자기장 그림을 그리며)얍! 자기장 형성. 외핵을 어떻게 조작 해가지고 

      자기장이 생겼어.

주로 과제와 관련된 상호작용보다 과제와 무관한 잡담이 많았기 때문

에 조작 방법이 테라포밍의 요인들을 많이 고려해서 제시했지만 덜 구체

적이었다. 학생들이 완성한 그림에는 지구의 환경과 유사하게 많은 조건

들을 포함했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서 구체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편이었다. 테라포밍에 필요한 내용을 논의하기 보다는 그룹의 산

출물인 그림과 글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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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화성B 그룹의 조작방법

1
식물을 심어 이산화탄소

줄이기

M6(1)/

M6(3)/

M8(2)

6
선인장을 심어 조금씩

물을 형성
M7(1)

2 식물을 심어 산소 생성

M6(1)/

M6(3)/

M8(2)

7
식물을 심어 지표 환경

조성

M6(1)/

M6(3)/

M8(2)

3
질량을 늘려서 대기층

강화
M4/M6 8

외핵을 조작함으로써

자기장 형성
M5

4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질소로 변화

M6(1)/

M6(2)
9

질량을 늘려서 대기층

강화
M4/M6

5
대기권 강화하여 열을

붙잡아 둠

M1(2)/M3

/M6
10 질량을 늘려서 중력 강화 M4/M6

M

F

 : F1(중심별),  : F2(행성의 활동성),  : F3(궤도),  : F4(중력), 

   : F5(자기장),  : F6(대기),       : F7(자원),  : F8(지표 환경) 

그림11. 화성B 그룹의 타임테이블

그림12. 화성B 그룹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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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

DiDonato(2011, 2013)의 인지적 공동조절 지표에 따라 학생들의 진술

을 분석하였다.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은 계획, 점검, 평가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룹 구성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공동조절이 일어난다. 과제에 대한 계획과 과정에 대한 계획, 과업에

대한 점검과 내용에 대한 점검, 내용에 대한 평가와 기술에 대한 평가로

구성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테라포밍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수시로 그룹의 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토의를 하게 되며, 그러한 요인들을

지구와 유사하게 바꿀 수 있는 조작 방법을 생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테라포밍 활동을 하면서 소그룹 내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녹음기와 비디오 촬영을 통해 수집하고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

을 바탕으로 인지적 공동조절 지표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기반 담화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 귀납적으로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에 대한 유형을 추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동조절은 크게 아이디어가 촉진(facilitate)되고

억제(inhibit)된다. 테라포밍 활동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는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factor)과 조작 방법(control method)이다. 즉, 요인과

조작 방법이 구체화되고 생성되면서 아이디어가 촉진될 수 있으며, 제안

된 요인과 조작 방법은 학생들 간의 논의를 거쳐 보류되거나 거부되면서

아이디어가 억제된다.

표14.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

촉진(facilitate) 억제(inhibit)

구체화(detail) 생성(create) 보류(delay) 거부(reject)

요인

(factor)
요인의 구체화 요인의 생성 요인의 보류 요인의 거부

조작 방법

(control method)

조작 방법의

구체화

조작 방법의

생성

조작 방법의

보류

조작 방법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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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진(Facilitate)

학생들이 과제와 관련된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그룹원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

오거나 세부적인 요소가 등장하게 된다. 또한, 앞에 나온 의견에 대한 추

가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세부적으로 나열된다.

(1) 구체화(Detail)

① 요인의 구체화

그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뒷받

침되거나 하위 요소들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면서 요인이 구체화된다.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요인 F 뒤에 +를 표시하였다. 예를 들

어, 중력 요인(F4)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중력에 대한 보충 설명이 제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 F4+, F4++와 같이 표시하였다. 그리

고 대기 요인(F6)에 포함되는 이산화탄소(F6(1))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진다면, F6(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요인 내에 있는 하위 요

소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테라포밍에서 고려해

야 할 여덟 가지 커다란 요인 F 뒤에 ()를 붙여 안에 숫자를 표기하여

구별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 요인(F6)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기의

하위 요소인 이산화탄소(F6(1))가 등장한다거나 산소(F6(4))에 대해 이야

기를 하게 된다면 요인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아래 예시에서 보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면서 대기

요인(F6)을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학생 B1b가 대기에 관련한 과

제 내용을 점검하면서 대기 요인의 하위 요소인 수증기(F6(2))와 기압

(F6(6))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대기층이라는 F6(7) 요소를 고려하여 금성

의 대기 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또한 중력 요인(F4)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금성의 중력이 지구와 비슷하다는 내용

인 F4+와 중력은 크기와 관계가 있다는 F4++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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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5. 요인의 구체화 예시

B1a B1b B1c

대기 를 최대한 많이

조성시켜야 해.

과제 계획

대기 가 극도로 두꺼운

대기야.
내용 점검

응.

수증기 가 거의 존재하

지 않고, 기압 이 지구

의 90배야. 그러니까 이

거를 어떻게 조정해야

해.

내용 점검

그렇다면 대기층 을 줄

이고 대기 구성 성분을

바꿔야 돼. 일단 그게 가

장 중요할 것 같고.

과제 계획

그러면 중력 을 줄이면

기압 도 줄어들지 않을

까?

내용 점검

지금 중력보다는 기체가

워낙 많아서 그런 거잖

아. 중력은 아마 지구랑

거의 비슷할 거야.

내용 점검

중력 이? 내용 점검

중력은 그 크기랑 약간

관계가 있으니까.
내용 점검

아∼

F6 F6+
F6(2)

F6(6)
F6(7) M6/M4 F4+ F4++

B1a
과제

계획 응답

과제

계획

내용

점검

내용

점검

B1b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B1c

그림13. 요인의 구체화 과정

Factor6

Factor6 Factor6+

Factor6(2)

Factor6(6)

Factor6(7)

Factor4

Factor6(6)

Method6/Method4

Factor4+
Factor4

Facto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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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 방법의 구체화

어떠한 조작 방법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조작 방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아

래의 예시에서와 같이 학생 B1c의 점검 과정을 통해 대기 요인(F6)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으며, 제시된 조작 방법인 이산화탄

소를 분해하자는 M6(1)/M6(4)/M7(2)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

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와 탄소로 분리하는 것은 M6(1)/M6(4)/M7(2)+

로 표기하며, 탄소를 연료로 사용하자는 M6(1)/M6(4)/M7(2)++, 산소를

호흡하는 데 쓸 수 있다는 내용은 M6(1)/M6(4)/M7(2)+++이다.

표16. 조작 방법의 구체화 예시

B1a B1b B1c

대기 어떻게 바꾸지? 내용 점검

바꾸면 되지.

이산화탄소 를 분해

하면 돼.

과제 계획

어떻게 분해하는데? 내용 점검

이산화탄소 를 전부

흡수해서 산소 와

탄소 로 분리하고, 탄소

를 연료로 쓰는 거야.

과제 계획

산소 는 우리가 호흡하

는데 쓰고?
내용 점검

F6
M6(1)/M6(4)/

M7(2)

M6(1)/M6(4)/

M7(2)+

M6(1)/M6(4)/

M7(2)++

M6(1)/M6(4)/

M7(2)+++

B1a
과제

계획

과제

계획

B1b
내용

점검

B1c
내용

점검

내용

점검

그림14. 조작 방법의 구체화 과정

Factor6
Method6(1)/

Method6(4)/

Method7(2)

Method6(1)/

Method6(4)/

Method7(2)Factor6(1)

Factor6(4)

Factor7(2)
Method6(1)/

Method6(4)/

Method7(2)++

Method6(1)/

Method6(4)/

Method7(2)+
Method6(1)/

Method6(4)/

Method7(2)+++

Factor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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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생성(Create)

학생들은 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과 조작 방법들을 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요인과 조작 방법들을 이

끌어낸다. 또한, 내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근거나 방법을 제시할 때 아이디어

가 생성될 수 있다. 즉, 인지적 공동조절 관련 상호작용은 다양한 아이디

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① 요인의 생성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계획을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게

되며, 그 요인을 바꾸기 위한 조작 방법을 제시한다. 조작 방법은 서로

다른 요인을 연결 짓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시된 조작 방법에 대

한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새로운 요인이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앞에 나

온 조작 방법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새로운 요인이 도입될 수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에 대한 점검 과정을 통해 궤도 요인(F3)에 있

는 자전주기(F3(3))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고 금성의 자전주기가 길다

는 단점을 조작하기 위하여 대기 요인(F6)을 이용했다. 학생들은 금성의

느린 자전속도는 두꺼운 대기층에 의한 것으로 보아 대기층을 제거하면

금성 자전속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어떠한 요인에 대한 조작 방법이 다른 요인에 걸쳐있음으로써 새로운 요

인이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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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요인의 생성 예시

B1a B1b B1c

엇, 자전주기 가

243일이네.
내용 점검

자전주기 가? 내용 점검

그러니까 낮이랑 밤이

텀이 아주 길단 말이야.
내용 점검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

쪽으로 지고, 자전주기

가 243일, 하루의 길이가

지구 시간으로 무려.

내용 점검

근데 웃긴 게 공전주기

가 224.7일이야. 그러니

까 금성의 하루는 사계

절이 다 나타나고도 남

는 거지.

내용 점검

그렇다면 낮과 밤의 차

이가 크다는 거네.
내용 점검

잠깐. 무겁고 두꺼운

대기 에 작용하는 조석

효과가 금성의

자전속도 를 늦췄을 거

래. 그러니까 대기 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 돼.

과제 계획

대기 어떻게 바꾸지? 내용 점검

바꾸면 되지.

이산화탄소 를 분해하

면 돼.

과제 계획

F3(3) F3(3)+ F3(3)++ M3/M6 F6
M6(1)

/M6(4)/M7(2)

B1a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과제

계획

B1b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과제

계획

B1c
내용

점검

그림15. 요인의 생성 과정

Factor3(3)

Factor3(3)

Factor3(3)+

Factor3(3)

Factor3(2)

Factor3(3)++

Factor3(3)+

Factor6

Factor3(3) Factor6

Method3/Method6

Factor6

Method6(1)/Method6(4)/Method7(2)

Facto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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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 방법의 생성

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요인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작

방법을 제시하면서 테라포밍 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아래 예시에서

처럼 학생들은 금성의 특징을 확인해나가면서 조작 방법이 생성된다.

표18. 조작 방법의 생성 예시

B1a B1b B1c

지금 이산화탄소 가

96.5%고 질소 가 3.5%

고 수증기 가 0.002%야.

내용 점검

매우 생명이 살기에 안

좋은 환경이네. 간단하게

지하에서 살자.

과제 계획

에이∼

아니면 이산화탄소 를

분해시켜서 산소 2개,

탄소 1개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과제 계획

잠깐만. 근데 지하에 만

들게 되면 금성이

화산 활동 이 굉장히

활발해.

내용 점검

그렇다면 그거를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해.
과제 계획

화산 활동 안 하는 곳

은 없나?
내용 점검

그럼 지하에서 살기 보

다는 지상에서 살고, 돔

형태로 지진 누진 설계

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기압 이 엄청

세단거지.

과제 계획

기압 이 너무 세서 돔이

다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내용 점검

그냥 대기 룰 바꿔야

돼. 대기를.
과제 계획

Factor6(1)

Factor6(3)

Factor6(2)

Method6-2

Factor6(1)

Factor6(4)

Factor7(2)

Method6(1)/Method6(4)/Method7(2)

Method6-2

Factor2(1)

Factor2(1)

Method6-3

Method2

Factor6(6)

Factor6(6)

Factor6
Method3/Metho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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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1)

F6(3)

F6(2)
M6-2

M6(1)

/M6(4)

/M7(2)
F2(1)

M6-3

M2
F6(6)

M6/

M3

B1a
과제

계획

과제

계획

과제

계획

과제

계획

과제

계획

B1b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B1c
야유

내용

점검

그림16. 조작 방법의 생성 과정

먼저 금성 대기의 조성에 관한 논의에 의하여 대기 요인(F6)의 특징

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산화탄소(F6(1))와 질소(F6(3)), 수증기(F6(2))의

하위 요소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과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해 알아

보는 것이므로 내용 점검 과정에 해당된다. 학생 B1a는 이러한 금성의

대기 조성의 특징을 듣고 행성 규모의 대기를 한 번에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기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 ‘지하에서

살자’(M6-2)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학생 B1c가 의아해하면서 야유를 하

자 다시 구체적으로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조작 방법인 이산화탄소의

분해(M6(1)/M6(4)/M7(2))를 제안한다. 한편, 학생 B1b는 B1a의 의견으

로 인해 지하의 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금성의 활동성(F2) 요인을 점

검하였다. 이 때, 금성의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하에서 거주하

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학생 B1a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돔 형태로 지상에서 살자는 M6-3과 지진 누진 설계 하

여 건설하자는 M2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의견을 듣고 학생 B1b는 금

성의 높은 대기압(F6(6))을 문제 삼으며, 높은 기압으로 인해 돔으로 건

설된 시설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고 하자 대기를 바꿔야 한다는 조작 방

법 M3/M6을 제시하였다.



- 58 -

2) 억제(Inhibit)

공동으로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잘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내용일

경우 또는 당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잠정적으로 논의

를 미루고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과정 계획을 수정한다.

(1) 보류(Delay)

① 요인의 보류

어떠한 요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일 경

우에는 잠정적으로 그 요인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룬다.

표19. 요인의 보류 예시

B1a B1b B1c

일단 지질 을 바꾸고.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
내용 점검

특징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걸 못한다 이거지.

과업 점검

아 방법이 있어. 현무암

을 전부 다 갈아 엎어.

그러면 다 부숴지거든.

부숴지면 흙이 돼.

과제 계획

야 잠깐. 무엇으로 갈아

엎게? 90기압에서.
내용 점검

그럼 일단 대기 부터

하자.
과정 계획

F8(2) F8(1)
M8

(1-2)
F6

B1a
내용

점검

과제

계획

과정

계획

B1b
과업

점검

내용

점검

B1c

그림17. 요인의 보류 과정

Factor8(2)

Factor8(1)

Method8(1-2)

Facto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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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 방법의 보류

그룹 내에서 제시된 요인에 대한 조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논의를 미루게 된다. 예를 들어, 대기 요인(F6)

의 이산화탄소(F6(1)) 비율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기

(nanotechnology)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다른 원료로 바꾸자(M6-4)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룹 구성원들 모두 나노기술을 통해 이

산화탄소를 바꾸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는 당장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지게 되었다.

표20. 조작 방법의 보류 예시

B1a B1b B1c

대기 는 나노기기 같은

걸로 못 바꾸나?
내용 점검

나노기기? 내용 점검

그건 뭔데? 내용 점검

나노기기 소환하면은 뭐,

이산화탄소 를 다른 걸

로 바꿀 수 있다고 하던

데.

내용 점검

나노기기야 그냥? 내용 점검

응. 그냥 나노기기라고만

나왔어.
내용 점검

그럼 일단 지금은 참고

만 해보자. 그게 뭔지 더

알아봐야할 것 같아.

과정 계획

F6 M6-4

B1a
내용

점검

내용

점검

B1b
내용

점검

과정

계획

B1c
내용

점검

내용

점검

내용

점검

그림18. 조작 방법의 보류 과정

Factor6
Method6-4

Method6-4

Method6-4

Factor6(1)

Method6-4

Method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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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부(Reject)

그룹 내에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기되었을 때, 논의될 필요 없는 내

용이거나 잘못된 내용일 경우 거부한다. 제시된 아이디어의 거부는 인지

적 공동조절의 과제 계획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가 억제되

었을 때, 연속적으로 새로운 요인 또는 조작 방법이 생성될 수도 있다.

① 요인의 거부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 요인일 경우 또는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다루기 어려운 요인일 경우에 이에 대한 논의는 거부된다.

표21. 요인의 거부 예시

B1a B1b B1c

지질 은 생각하지 말자. 과제 계획

지질 을 생각 안 하면

은.. 아 답이 없다 진짜.

차라리 목성이나 토성을

하는 게 나았어.

내용 점검

그니까. 지질 어쩌지? 내용 점검

더 찾아보니까 답이 없

다. 생각하지 말자.
과제 계획

그래. 근데 수소 관리

는 어떻게 하지?
내용 점검

수소 도 모르겠어. 하지

말자.
과제 계획

F8(2) X  F6(5) X
B1a

과제

계획

과제

계획

과제

계획

B1b
내용

점검

B1c
내용

점검

내용

점검

그림19. 요인의 거부 과정

Factor8(2)

Factor8(2)

Factor8(2)

Factor6(5)

Factor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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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작 방법의 거부

테라포밍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한 조작 방법을 논의할

때, 어떠한 조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그룹 내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점검 과정에 의해 조작 방법이 잘못된

내용이거나 지나치게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거부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제

시된 조작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거부된다. 따라서 학

생들은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룹 구성원과 인

지적 공동조절의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제안된 조작 방법을 거부하며 과

제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게 된다.

아래 예시를 보면, 학생 B1a는 과제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

에서 산소 70%, 이산화탄소 30%로 이루어진 토성의 위성 레아의 특징

을 설명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학생 B1c는 금성의 대기 요인(F6)은 산소

(F6(4))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산소가 풍부한 토성의 위

성 ‘레아’를 충돌시키자는 의견이 제안하였다. 한편, 이 그룹에서는 목성

의 위성 유로파를 충돌(M3/M6/M7/M8)시켜 금성의 특징을 변화시키고

자 하였으며, 금성에 유로파를 충돌시킴으로써 금성의 자전속도를 빠르

게 하여 궤도 요인(F3)을 바꿀 수 있다. 또한, 대기 요인(F6)에 수증기를

공급하고 거대한 얼음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충돌하면서 얼음이 녹

아 금성에 액체 상태의 물을 공급하여 자원 요인(F7)을 변화시켰다. 뿐

만 아니라 위성이 충돌하면서 지표 환경 요인(F8)인 금성의 지질 상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아를 충돌

(M6(4))하자는 조작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레아는 산소가 풍부하므로 충

돌시켜서 없애버리기에는 아깝고 레아를 따로 테라포밍 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즉, 학생들은 기존의 조작 방법이 새로 제안된 조작 방법에 비해

더 나을 경우에 새로 제안된 조작 방법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62 -

표22. 조작 방법의 거부 예시

B1a B1b B1c
오. 토성의 위성인 레아

가 산소 70%,

이산화탄소 30%라는

훌륭한 대기 농도를 가

지고 있대.

내용 점검

야야야. 그럼 레아랑 부

딪치게 할래?
과제 계획

아, 레아는 아까워. 우리

가 또 따로 테라포밍 해

야지.

과제 계획

아 솔직히 레아가 걸렸

으면 더 쉬웠겠다.

하지만 우린 금성이지.

그거 혹시 얼음 으로 돼

있니?
내용 점검

아니. 산소 랑

이산화탄소 . 산소 70%,

이산화탄소 30%.

내용 점검

그러니까 지질 이 어때?

지질이 얼음 이야?

내용 점검

레아를 부딪치게? 아 레

아 아깝잖아. 유로파랑

부딪치고 레아는 또 테

라포밍 해야지. 이게 훨

씬 편해.

과제 계획

그게 낫겠네.

F6(1)

F6(4)
M6(4) F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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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4)

F7(1)

F8(2)
M6(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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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계획

그림20. 조작 방법의 거부 과정

Factor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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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6(4)

Factor7(1)
Factor6(4)

Factor6(1)

Factor8(2)

Factor7(1)

Method6(4)

Method3/Method6/

Method7/Metho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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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현대 교육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지식을 구

성하는 학습의 과정에서 협력적 활동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소그

룹 활동에서는 구성원들 각각이 지닌 능력을 모아 과제를 해결할 수 있

으므로 학습을 발전시키게 된다(Vauras&Volet, 2012). 또한,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적 활동은 그룹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며,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타나는 공동조절 과정은 학생

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공동조절에 관한 질적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

히, 그룹의 과제를 완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

한 공동조절 과정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개방

형 과제를 부여하였다. 지구가 아닌 천체를 지구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

성하여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작업인 ‘테라포밍’이란 주제

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은 3-4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구성원들

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룹에 따른 테라포밍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바탕으

로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할 여덟 가지 조건을 선정하여 분석틀을 고안

하였다. 여덟 가지 요인들을 F1∼F8로 표기하였으며, 중심별(F1), 행성의

활동성(F2), 궤도(F3), 중력(F4), 자기장(F5), 대기(F6), 자원(F7), 지표 환

경(F8)으로 이루어진다. 테라포밍 분석틀과 더불어 학생들이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떠한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고, 조작 방법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타임테이블을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 테라포밍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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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성과 화성의 테라포밍에서 대기 요인을 집중

적으로 다루었으며, 그에 대한 조작 방법이 가장 많았다. 학생들은 대기

층의 두께에 따른 대기압과 대기의 조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에 관심이 많았다. 이것은 금성과 화성 모두 대기 관

련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성의 경우에는 높은

기온과 대기압, 이산화탄소의 높은 비율에 대해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화성의 경우에는 희박한 대기층과 그로인해 온실효과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온도가 낮다는 점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대기는 온도

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것은 액체 상태의 물의 존재를 결정짓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기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조작 방법을

매개로 서로 다른 요인들이 연결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기권을 강화

시키기 위해 행성의 질량을 늘려 중력을 높이자는 조작 방법이 제시되었

다면 대기 요인과 중력 요인이 연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즉, 어떠한

요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작 방법이 다른 요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화제가 전환될 수 있다. 셋째, 한 가지 조작 방법으로 여러

요인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금성B 그룹의 사례에서는 얼음 층으로 이루어진 유로파를 충돌시키자는

조작 방법을 통해 금성의 궤도 요인, 대기 요인, 자원 요인, 지표 환경

요인의 네 가지 요인을 바꾸려 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유로파를 충돌시

키면서 이에 대한 충격으로 금성의 자전속도가 변할 것이고 수증기가 생

겨 대기의 조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유로파에 있는 얼

음이 녹아 행성 스케일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금성의 지질 상태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구성했다. 이것

은 테라포밍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짐

작되어 진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변화하면서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정 조작 방법을 통해 여러 요인을 바꿀 수 있다.

다음으로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공동조절을 살

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다. 첫째,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에서

의 인지적 공동조절은 계획, 점검, 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일어났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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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룹 구성원들과 수시로 그들의 과제 진행 과정과 내용에 대해 점

검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학생들

은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통해 테라포밍에서 고려해야 할 서로 다른

요인들을 연결 지어서 생각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논의하는 내용에

대해 점검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요인의 조작 방법을 제시한다거나

부연 설명하기 위해 다른 요인으로 화제가 전환될 수 있었다. 이것은 테

라포밍을 이루는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의

내용에 대한 점검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요인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셋째,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수행하면서 아이디어가 촉

진되고 억제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과제 상황이나 내용을 서로 점검하

면서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요인과 조작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

였으며, 새로운 요인과 조작 방법이 생성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촉진

되었다. 또한, 제시된 요인이나 조작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불확

실한 경우에는 보류하였으며, 지구와 유사하여 바꿀 필요가 없는 요인과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조작 방법에 대한 논의는 거부하여 아이디어가

억제되었다.

결론적으로 과학영재 학생들은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을 수행하면서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을 거쳤으며, 이것은 학생들의 테라포밍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생들은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나가는 과정에

서 끊임없이 과제의 내용을 점검하였고 이것을 통해 테라포밍에서 고려

해야 할 서로 다른 요인을 연결 지어 생각하였다. 즉, 점검 과정을 통해

새로운 요인들이 생성되고 이에 대한 조작 방법이 등장하며, 이것은 또

다른 요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가 촉진된다. 그

리고 제안된 요인과 조작 방법에 대한 의견이 보류되거나 거부되더라도

공동의 점검 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

다. 다시 말해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

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완수하

기 위해 소그룹 구성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되는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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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 학생들이 테라포밍 소그룹 활동을 수행하면

서 나타나는 테라포밍의 특징과 인지적 공동조절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

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은 테라포밍을 하기 위하여 대기와 물에

만 집중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 이외에 자기장, 판

구조론, 토양의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기장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지 못했으며, 자기장의 형성 원리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조작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화산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간과한 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화산 활

동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아직

생명체가 살기 위한 환경이 갖춰야할 조건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끊임

없이 점검을 하며 과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수정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에 대한 학

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지적 공동조절이 학습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 또는 이러한 활동 과

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터뷰가 수반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동조절 과정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

행하였다. Zimmerman(1989)에 의하면 자기조절은 메타인지적, 동기적,

행동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므로 이것을 공동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즉, 후속 연구로 인지적인 측면의 공동조절 현상뿐만 아니라

동기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공동조절 현상을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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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그룹원들과 함께 그룹 목표를
설정한다.

2.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과제가 왜 중요하고 실제로 어
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룹원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3.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그룹원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
한다.

4.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그룹원들과 과제의 내용을 훑
어보고 함께 토론한다.

5.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과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룹원
들과 함께 설정한다.

6.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를
그룹원들과 함께 정한다.

7.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과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
지 않기 위한 공동의 규칙을 그룹
원들과 함께 설정한다.

8.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그룹원이 과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 그 외의 그룹원들
과 함께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9.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부록 1] 공동조절학습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소그룹 학습 방법 설문지

ID 
 

반
      

성별 □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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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룹원이 잘못된 내용을 언급
하였을 경우 그 외의 그룹원들과
함께 올바른 내용으로 알려준다.

10.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우리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는지를
그룹원들과 함께 확인한다.

11.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할 때 다른 그룹의 진행상황과 비
교하여 우리 그룹의 진행상황을
확인한다.

12.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마치면서 우리 그룹이 과제를 해
온 과정에 대해 그룹원들과 함께
평가한다.

13. 나는 평소에 소그룹 탐구과제를
마치면서 우리 그룹의 완성된 결
과물에 대해서 그룹원들과 함께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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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 활동지

지구 밖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1960년대 달 탐사를 시작으로 태양계 천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탐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주에 대한 탐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탐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제2의 지구가 될 수 있을만한 가능성을 
지닌 천체를 찾는 것이다. 훗날 지구와 가까이 있는 곳에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계 천체들을 대
상으로 사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태양계 내에는 지구를 포함하여 여덟 개의 행성이 있으며 왜소행성, 
소행성, 위성과 같은 기타 천체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태양계 천체 
중 지구에만 인류를 비롯한 여러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생
각해 보고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정리해 보자. 
 이것을 바탕으로 그룹 구성원들과 토의하여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을 
개조하여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킨 모델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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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               이름:                                 (     )조

지구 관련 키워드 :

◉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지구를 소개합니다.

‘지구’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봅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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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 있는 지구에 대해 설명해 보아요.

◉ 지구의 특징에 대해 그룹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고,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활동은? 태양계 행성의 ’테라포밍‘

◉ ‘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어원은 Terra(지구)+Form(형상)ing으로 지구의 형상으로 만든다는 의미이며, 지구 

외의 다른 천체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를 지구와 비슷하게 바꾸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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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에 대해 조사해 보자.

태양계 천체 특징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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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밖에서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그룹 구성원들과 토론하면서 모둠에서 선택한 태양계 행성의 환경 조건을 변화

시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테라포밍 해보자. 독창적이며 새로운 기술과 방법

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 활동의 답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How to? or 

Why?)를 통해 조작해야 한다.

우리 모둠이 선택한 행성는??  

행성의 조건을 변화시킨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
행성의 특징

행성의 

테라포밍 방법

* 위 활동은 A0용지에 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구성해보자.

(1) 행성의 환경을 변화시킨 조건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2) 행성의 특징 중에 바꾸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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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gnitive co-regulation of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in

terraforming small group activity

Ji-won Kang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based on the social constructionism perspective, many

research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regulation.

Co-regulation is a social form of regulation, and it needs to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side of regulation as well as

self-regul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regulation in real class. So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patterns of cognitive co-regulation in

small group activity. Middle school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s were

subject to targets of this research and they were asked to deal with

an open ended problem about terraforming.

In this study, co-regulation was defined as dynamic regulatory

processes which are coordinated by interactions between two or more

peers, and the cognitive part was mainly investigated. To reveal the



- 84 -

cognitive co-regulation effectively, we selected the terraforming topic

which could induce active interaction among small group members

because it had not the right answer. Terraforming is the theoretical

process of deliberately modifying celestial's atmosphere, temperature,

surface topography or ecology to be similar to the biosphere of Earth

to make it habitable by Earth-like life. The subjects of study were

34 beginner students(14 year old) in the G gifted education center

and four groups(Venus 2 groups, Mars 2 groups) were selected for

in-depth analysis. Video and voice records of their discussion and

each group's terraforming output were collected. All data were

analyzed and interpreted qualitatively. The discourse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gnitive co-regulation coding scheme, and

terraforming was analyzed by terraforming framework and timetable.

Also we verified the transcribed data through interview.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raforming

are as follows. First, during Venus and Mars's terraforming,

atmosphere factors was dealt with intensively. The student spent the

longest time discussing the atmosphere factor and made the most

control methods for atmospheric operation. This was because the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of Venus, the rarefied atmosphere of Mars

were the biggest challenges in terraforming operation. Second, there

could be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factors via control method. For

example, if a student adopt a control method that increase the mass

of the planet to enhance the planet's atmosphere, the atmosphere

factor and the gravity factor could be discussed subsequently. Third,

There was a tendency for one control method to solve many different

factor's problem.

Next, the aspects of the cognitive co-regulation appearing in

terraforming small group activity were following. First, the cogn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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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gulation took place through the processes of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Second, the students thought

terraforming's different factors connectively through the cognitive

co-regulation processes. For example, to come up with a control

method or to explain in detail about a certain factor, there can be

switch the topic as other terraforming's factor. Third, the ideas were

facilitated and inhibited while performing the cognitive co-regulation

processes. That is, students could explain idea concretely or create

new idea through monitoring project process and content. Also, their

posed ideas could be delayed and rejected by interpersonal regul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have shown that students often associate

the certain terraforming's factor with other terraforming's factors and

create various ideas through the cognitive co-regulation in the

terraforming small group activity. Namely, the cognitive co-regulation

has an effect on the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the co-regulatory

processes encourage students to fulfill the collaborative learning

efficiently by meaningful interaction. Therefore, we look forward to

establishing strategy for the co-regulated learning.

keywords : Scientifically gifted student, Terraforming,

Co-regulated learning, Cognitive co-regulation

Student Number : 201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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