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결전략 연구

안구 운동 분석을 활용하여

년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이  은  지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결전략 연구

- 안구 운동 분석을 활용하여

지도교수  조  한  혁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 학교 학원

수학교육과

이  은  지

이은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 i -

국문초록

  공간 능력은 현  사회의 필수 역량으로 꼽히며, 여러 적성검사

와 입사 시험들에서 공간능력 측정을 통해 개인의 미래 성취를 예

측하고자 한다. 최근 수학교육분야에서 공간 능력이 수학성취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학교 수학에서도 공간 능력에 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능력을 측정하는 

과제 유형 중 우리나라 수학교과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개

도 접기 유형을 선택하였다. 전개도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의 공

간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과제이다

(Stylianou, Leikin & Silver, 1999). 그러나 전개도의 교수학적 가치

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육과정에서는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육적 측면에서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결 

전략에 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학생들의 전개도 접기 과제 

해결전략을 확인하고, 분석적 해결 전략 학습을 통해 개인차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학생 38명을 

상으로 전개도 접기 과제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을 알아보고,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성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아이트

래커를 활용하여 전략 차이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와 전략 학습 

후에 일어난 학습자의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연

구를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전략학습이 문제 해결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기존 전

략이 불완전했거나, 자신의 전략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학

생의 수행에서 더 큰 향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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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전략의 학습은 부분의 학

생의 성취에 효과가 있다. 특히 사전검사에서 고유의 분석적 전략

을 사용하던 학생 또는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던 경우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수행의 향상이 나타났다.

  셋째, 아이트래커를 도입한 종합적인 결과 분석을 통해, 해결 전

략의 차이에 따라 안구운동 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략학습 후에 시행한 사후검사에서는 더 간결한 안구운동 패턴을 

보였으며, 과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영역에 응시가 집중되는 경향

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전략은 학습 가능한 체계적․분석적 해결

전략의 구체적 안이다. 공간 시각화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방법이며, 공간 방향화 요인과 코딩적 사고로 전환하

여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을 길러줄 수 있는 도구이다. 두 전략의 

학습이 공간적 사고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인차 극복에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략학습을 통해 공간

적 인식에 한 긍정적 교육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공간적 정

보를 해석하는 전략 학습을 통해 공간 인식에 한 새로운 관점을 

습득시켜주는 구체적 안을 제안하였다는 교육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아이트래커를 이용하여 전략변화에 따른 안

구운동 패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안구운동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해

결에 관한 교육 연구의 아이트래커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전개도 접기, 공간 인지 전략, 아이트래커(Eye tracker), 

전개도 변환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 공간 능력

학  번 : 2015-21609



- iii -

목     차

국문초록 ⅰ

목    차 ⅲ

표 목 차 ⅴ

그림목차 ⅶ

I. 서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문제·························································································5

II. 이론적 배경 (Literature Review) ·····································6

   1. 공간 능력(Spatial ability) ·······························································6

      1.1. 공간 능력의 정의 ·············································································6

      1.2. 수학교육에서의 공간능력 ·······························································9

      1.3. 공간능력의 개인차와 수학 교육적 접근 ···································10

   2. 공간 인지 전략·············································································12

      2.1. 공간 과제 해결 전략 ·····································································12

      2.2. 체화된 공간 인지 전략의 교육 ···················································13

      2.3. 입체도형과 전개도의 지도 ···························································16

      2.4. 전개도 변환 전략 ···········································································18

      2.5. 패턴 코딩 인지전략 ·······································································20

   3. 아이트래커의 교육적 활용·························································23



- iv -

III. 연구방법 및 절차·····························································25

   1. 연구 참여자 및 진행 과정·························································25

   2. 검사 도구·······················································································26

      2.1. 공간 과제(전개도 접기) ·································································26

      2.2. 설문지 ·······························································································33

      2.3.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 ·································································34

      2.4. 자료 수집 및 분석 ·········································································36

IV. 연구 결과 및 분석 ··························································40

   1. 사전-사후 검사 결과 분석·························································40

      1.1.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 분석 ·······················································40

   2. 사전-사후 검사 설문 및 인터뷰 분석·····································46

   3. 인지 전략 및 인지 전략별 성취도 분석·································56

      3.1. 인지전략의 분류 ·············································································56

      3.2. 인지 전략 별 성취도 분석 ···························································66

   4.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73

      4.1. 사전검사 해결 전략 분류에 따른 아이트래커 분석 ···············74

      4.2. 전개도 변환 전략 학습에 관한 아이트래커 분석 ···················76

      4.3. 패턴 코딩 인지전략 학습에 관한 아이트래커 분석 ·············115

V. 요약, 결론 및 제언························································137

   1. 요약·······························································································137

   2. 결론 및 제언···············································································144

참고문헌··································································································149

부록··········································································································159

Abstract ····································································································177



- v -

표 목 차

<표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17

<표 2> 패턴 코딩 인지전략 동영상 강의 링크 ·························································20

<표 3> 정육면체와 전개도에서의 거북패턴코드(거북코드) 활용 예시················21

<표 4> 연구 참여자 ·········································································································25

<표 5> 공간 인지 전략 학습 차시별 내용·································································34

<표 6> 사전·사후 검사 점수, 정답률과 반응 시간 ················································41

<표 7> 사전-사후 검사 점수와 반응 시간 차이 비교 ·············································43

<표 8> 수준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44

<표 9> 사전-사후 검사 문항 전반 체감 난이도 변화 비교···································47

<표 10> Part1, 2유형에 한 사후설문에서 난이도, 정확도, 속도 빈도와 평균값·49

<표 11> 전개도 변환 전략과 기존의 전략 중 선호하는 전략 선택 빈도···········49

<표 12> 사후 설문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에 한 의견·········································51

<표 13> Part3 유형에 한 사후설문에서 난이도, 정확도, 속도 빈도와 평균값····52

<표 14> 패턴 코딩 인지전략과 기존의 전략 중 선호하는 전략 선택 빈도·······52

<표 15> 사후 설문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에 한 의견·····································54

<표 16> 사후 설문에서 기타 의견···············································································55

<표 17> 인지 전략 분류 기준 ·······················································································57

<표 18>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유형 별 비율 ·············································62

<표 19> 접근 방법에 따른 유형 별 비율···································································65

<표 20>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 검사 점수 및 반응시간 ···············66

<표 21>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 검사 점수 및 반응시간 ·····································67

<표 22>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69

<표 23>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70

<표 24> 사전검사 수준집단에서 접근 방법에 따른 검사 점수 향상 폭 비교 ···71

<표 25> 사전검사 해결 전략 분류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76

<표 26> 사전-사후 검사 Part1, 2유형의 전체 시행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77

<표 27> 변환 거리에 한 각 지표의 상관 계수·····················································79

<표 28> 사전-사후검사에서 전개도 변환거리에 따른 안구운동지표의 차이·····80



- vi -

<표 29>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검사 정답률 변화 ·············································81

<표 30> Part1-2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84

<표 31> Part1-10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90

<표 32> Part2-6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103

<표 33> Part2-10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108

<표 34> 검사 전체 문항의 정답 유형에 따른 안구 운동 차이 비교 결과 ·······108

<표 35>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전체 시행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116

<표 36>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영역 별 안구 운동의 차이····················118

<표 37>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패스 수 차이············································119

<표 38> Part3 자극의 회전 각도에 한 각 지표의 상관 계수··························120

<표 39> Part3 유형의 8, 16, 18번 문항의 정답률과 특성···································121

<표 40> Part3 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비교··············124

<표 41> Part3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에서 영역별 안구운동의 차이 비교 ····125

<표 42> Part3 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비교 ················125

<표 43> Part3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에서 영역별 안구운동의 차이 비교······126

<표 44> Part3 유형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 익숙한 정도와 검사 점수, 패스 

수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132



- vii -

그 림 목 차

[그림 1] 공간능력의 도식적 표현(Pellegrino & Kail, 1982) ······································8

[그림 2]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서의 3D 거북 표현체계(이초희, 2016) ··········15

[그림 3] 전개도 변환 전략····························································································19

[그림 4] 일본 교과서에 제시된 그림(정영우, & 김부윤, 2014 재인용) ···············19

[그림 5] QR코드 ·············································································································20

[그림 6] 연구 절차 ··········································································································25

[그림 7] Shepard와 Feng(197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유형·····························27

[그림 8] kit of factor referenced cognitive tests ····················································30

[그림 9] 『KT그룹 종합 인적성검사』·······································································30

[그림 10] 『 우건설 종합직무능력검사』 ································································30

[그림 11] kit of factor-referenced cognitive tests ··················································31

[그림 12] Test and Assess Your IQ ·············································································31

[그림 13] Spatial Ability-Practice Test 1 ····································································32

[그림 14] Canadian forces aptitude test ·····································································32

[그림 15] spatial ability test for afcat ········································································32

[그림 16] LC Technologies, Inc. 의 Eye gaze Edge Eye follower 2.0 장비······38

[그림 17] 아이트래커 환경에서 제시되는 화면························································38

[그림 18] Excel 환경에서 제시되는 화면···································································39

[그림 19] 수준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점수 비교 ········································45

[그림 20]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자신의 전략의 효과에 관한 설문 결과 ··········46

[그림 21]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에 관한 설문 결과··············47

[그림 22] 전략선택에 따른 사전·사후 결과 변화(전략유형별, 접근방법별) ·····69

[그림 23] 전개도 변환 거리··························································································78

[그림 24]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그래프와 분포················································80

[그림 25] Part1 – 1번 문항 사전·사후 아아트래커 결과(S17) ·····························81

[그림 26] 전개도 변환거리에 따른 사전·사후 정답률과 반응 시간··················82

[그림 27] Part1 – 2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83

[그림 28] Part1과 Part2 유형에서 관심영역 설정 ····················································84



- viii -

[그림 29] Part1 – 2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85

[그림 30] Part1 - 10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87

[그림 31] Part1 – 10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90

[그림 32] Part1 – 3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91

[그림 33] Part1 – 3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92

[그림 34] Part1 - 3번 문항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의 미숙한 활용·····················93

[그림 35] Part1 – 10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93

[그림 36] Part1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13) ···············96

[그림 37] Part1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8) ···············97

[그림 38] Part1 – 10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2와 S01) ·········100

[그림 39] Part2 - 6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101

[그림 40] Part2 – 6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104

[그림 41] Part2 - 10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104

[그림 42] Part2 – 10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107

[그림 43] Part2 - 3번 문항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의 미숙한 활용···················107

[그림 44] Part1 – 10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109

[그림 45] Part2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2) ·············111

[그림 46] Part2 – 10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3과 S27) ·········112

[그림 47] Part3의 AOI와 패스 수 예시·····································································116

[그림 48] 회전 각도에 따른 패스 수········································································119

[그림 49] Part3 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121

[그림 50] Part3 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 ·································································123

[그림 51] Part3 – 13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127

[그림 52]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14) ·············130

[그림 53]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14) ·········131

[그림 54]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8) ·············134

[그림 55]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03) ·············135

[그림 56] Part3 – 13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8과 S03) ·········136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모두 기하적 공간에 살고 있고, 공간 정보를 해석, 조작, 이해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공간 능력은 개인의 성취에 한 강

력한 예측을 제공하기 때문에(Lovett & Forbus, 2013), 청소년 적성검사, 

학입학을 위한 전공적성검사, 직무적성검사 등에서 공간 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심상 회전, 전개도 접기 등의 공간적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

다. 공간적 과제와 수학적 과제는 분명히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내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간능력과 수학능력 사이의 중요한 연결 관계를 제

시했다(Dehaene, Bossini, & Giraux, 1993; Gunderson, Ramirez, Beilock, 

& Levine, 2012; Ferguson, Maloney, Fugelsang & Risko, 2015).

  최근 수학교육분야에서 공간 능력이 수학성취에 중요 요인으로 간주

되면서, 학교 수학에서도 공간 능력에 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능력을 측정하는 과제 유형 중 우리나라 수학교과 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개도 접기 유형을 선택하였고, 선행 연구들

을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전개도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들의 

공간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과제이며

(Stylianou et al., 1999), 전개도를 소재로 입체도형의 성질을 학습할 수 

있는 여러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다(정영우, 김부윤, 2014). 그러나 전개

도가 가진 교수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단편적으

로 활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공간 과제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

들은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며(정혜림, 이승주와 조한혁, 2016), 많은 학생

들은 2차원의 표현과 3차원 공간의 표현 사이의 전환을 어려워하고, 입

체도형과 전개도의 해결을 복잡하게 느낀다.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 시각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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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전선경, 1997), 학생들의 공간적 잠재 능력을 발현시킬 충분한 교육

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 공간 능력을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이나 언어적 수준에 비해 공간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학

생들은 특히 교육 기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Kell & Lubinski, 

2013). 마찬가지로 공간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공간 능력은 학습을 통해 충분히 향상이 가능하지만(Lauer & 

Lourenco, 2016), 공간 과제의 해결전략 학습에 관한 국내 교육연구는 드

물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교

과이므로 학생의 인지 발달 단계, 학습 수준, 학습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공간 능력

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전략 연습 또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문화진, 하 현, 2012; 

Lohman, 2000; Lohman & Nichols, 1990). 공간 과제 해결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인지전략 교육이 꼭 필요하

다. 인지 전략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켜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 가능한 전개도 접기 해결 전략으로 ‘전개

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제시한다. 공간적 정보를 

공간 시각화뿐만 아니라 공간 방향화, 공간 관계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

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고의 도구이다. ‘전개도 변환 전략’

은 언어적·분석적 전략으로, 전개도에서 입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에 한하여, 특정 면을 자르고 회전하여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이동시켜 

붙이는 방법을 말한다(김지애, 2012).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입체도

형 위를 움직이는 거북이의 시선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은유를 사용한 체

화된 인지 전략으로, 전개도 접기와 입체도형 비교 등의 입체 패턴 문제

를 해결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

의 학습을 통해 공간 시각화정보를 공간 방향화와 코딩적 사고로 전환하

여 해결하도록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학습 가능한 기호표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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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곤란한 

입체패턴 과제에서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전개도 

접기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교육적 방안으

로 위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간 능력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공간 과제 해결전략

의 변화에 한 연구는 공간 과제의 해결 전략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Glück, Machat, Jirasko & Rollett, 2001). 

더욱이 전개도 접기 과제는 다른 유형에 비해 해결 과정이 가장 복잡하

고 많은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Pellegrino & Kail, 1982),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결 전략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드문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해결 전략을 분석하기 어려웠던 선행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하여, 아이트래커를 활용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러 첨단장비를 사용한 인지신경과학이 발달하

게 되었고, 최근에는 학습 과정에 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아이트

래커, 뇌파(EEG) 등을 활용한 교육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현

장에서는 경제적이고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로 지필평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필평가는 결과에 관한 정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학

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아이트래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지와 주의 과정에 해 좀 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

한다. 아이트래커의 활용으로 안구운동 측정 외에는 불가능한 인지 과정

에 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문제 난이도의 탐색, 학생 전문성, 메

타인지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다(Susac, Bubic, Kaponja, Planinic, & 

Palmovic, 2014).

  본 연구는 공간적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기 

위해 학습 가능한 분석적 전략 교육을 제시하고, 학습 효과와 전략 차이

에 따른 학습자의 내적인 변화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

는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을 통해 공간

적 사고 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생체 신호인 안구운동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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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을 분석하였다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 사

전·사후 검사, 설문 그리고 아이트래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개도 접기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한 전략과 문제해결 과정을 유추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 인지전략의 학습을 통하여 공간적 

상을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공간 정보를 파악하

는 새로운 관점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개도 접기 과제를 

비롯한 공간 과제 해결에서 학습자의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

고, 공간정보 인식에 한 새로운 관점이 학습자의 공간적 역량에 긍정

적인 효과를 줄 수 있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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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입체도형과 전개도에 한 연구로서 입체도형 중 

정육면체와 전개도에 관련된 교과 내용 및 공간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바탕으로 전개도 접기 능력 검사 도구를 제작하였다. 새로운 인지 전략

을 학습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여 실시한 후 그 효과와 학습자 내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공간인지전략(전개도 변환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은 학생

들의 공간과제(전개도 접기 과제)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1. 공간 인지 전략 학습을 통하여,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서 어떠한 차이

가 나타나는가?

  1-2. 공간과제 수준 집단에 따라, 사전-사후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가?

2. 전개도 접기 능력 검사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지 전략은 

무엇인가? 인지 전략의 선택과 과제 성취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

가 있는가?

  2-1.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인지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비율은 어떠한가?

  2-2.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라, 사전-사후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접근 방법에 따라, 사전-사후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전개도 접기 과제 해결 과정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가?

  3-1. 사전 검사에서 활용한 해결 전략에 따라, 아이트래커 결과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가?

  3-2. 공간 인지 전략을 학습한 후에, 사전-사후 검사에서 아이트래커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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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Literature Review)

1. 공간 능력(Spatial ability)

1.1. 공간 능력의 정의

  공간능력에 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것만큼은 일치한다. Ekstrom, French, Harman, & 

Dermen(1976)은 공간 능력을 “공간적 패턴을 인식하거나 공간에 있는 

물체에 한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황정규와 이기종

(1985)은 “공간 속에 있는 內的 表象[내적 표상]을 기호화 하거나 만들

어 기억하며, 다른 사물이나 공간위치에 관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Carroll(1993)은 공간능력을 “시각적 자극 물질의 어려움과 복잡

성의 수준에 따라 표시된 것 같은, 시각적 패턴을 조작하는 것을 성공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라고 하였다(Kell & Lubinski, 2013 

재인용). 권오남, 박경미, 임형과 허라금(1996)은 “머릿속의 상들의 움직

임과 변화를 시각화 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공간능력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명확한 정

의는 없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정의들을 종합해보면, ‘공간적 상을 

시각화하여 정신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회전하고, 기호화 하며, 공간적 

패턴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조작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포괄적인 의미

로 ‘공간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 

패턴을 인식하고 기호화 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공간능력의 구성 요소 역시 학자에 따라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 공

간능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공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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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간 방향화는 공통적인 견해로 보인다. McGee(1979)는 공간능력을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와 공간 방향화(spatial orientation)로 구

성되어 있다고 보았고, Lohman(1979)은 McGee(1979)가 제시한 구성 요

소에 공간 관계(spatial relation, SR)를 추가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공간능력에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청소년용 적

성검사(2002)에서도 공간 능력의 구성 개념의 근거로 Lohman(1979)의 체

제를 선택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도 Lohman(1979)의 구분을 따른다.

  Lohman(1979)은 공간능력을 공간시각화, 공간방향화, 공간관계의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공간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는 전개도 접기, 

종이접기 과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능력으로, 제시 자극의 부분들을 심상

적으로 재배열하는 능력을 말한다. 2차원 또는 3차원 자극 물체를 정신

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공간방향(Spatial orientation)은 

주어진 상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다른 각도의 시선에서 어떻게 나타나

는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시각적 자극의 원래 배열을 유지하

여, 다른 방향에서 보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간 관

계(Spatial relation)는 심상 회전(mental rotation)으로도 불리며, 제시된 

형태의 회전된 모양을 심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심상 

회전은 제시된 도형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며, 신속하게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로 속도와 정확성을 측정한다.

  공간능력은 속도와 복잡성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다. Lohman(1979)과 

Pellegrino와 Kail(1982)은 공간관계와 시각화 두 요인을 중심으로 공간능

력이 속도-역량, 복잡성의 두 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였

다(주지은, 2008 재인용). 공간능력을 공간관계요인과 공간 시각화 요인

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에 포함되는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그림 1])과 

같다(Pellegrino & Kai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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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간능력의 도식적 표현(Pellegrino & Kail, 1982)

  본 연구에서는 공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중에서 수학 교육적 

가치가 높은 ‘전개도 접기’를 연구 과제로 선택하였다. 전개도 접기 

과제는 공간 능력을 측정하는 여러 검사에서 검사도구로 사용되고 있으

며, Pellegrino와 Kail(1982)이 제시한 공간능력의 과제 분류 중에서 가장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고 복잡성이 높은 과제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검사 도구에서 제시된 전개도를 접었을 때 표시

된 두 모서리가 만나는지 확인하는 유형(Part1), 표시된 세 점이 한 꼭짓

점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는 유형(Part2)에서는 전개도를 접었다 펼치는 정

신적 조작과 심상 회전이 필요하므로 공간 시각화와 공간 관계능력이 요

구된다. 패턴이 그려진 정육면체와 전개도가 서로 같은지 판단하는 유형

(Part3)에서는 접었다 펼치는 조작과 심상 회전 그리고 주어진 패턴의 배

열에 한 관계를 판단해야 하므로 공간 시각화와 공간 관계 그리고 공

간 방향능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개도 접기 과제

에서는 공간 시각화, 공간 방향, 공간 관계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

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개도 접기 과제 해결 전략에 관하여 

Lohman(1979)이 구분한 공간능력의 세 가지 요인(공간 시각화, 공간 방

향, 공간 관계)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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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학교육에서의 공간능력

  수학교육에서도 공간능력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이다. 수학 불안과 

공간 불안 사이에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Ferguson et al., 2015), 정

신 회전 훈련(mental rotation)을 포함한 교육적 개입은 아동의 산술 수행

을 향상시킬 수 있다(Cheng & Mix, 2014; but see Hawes, Moss, Caswell 

& Poliszczuk, 2015; Lauer & Lourenco, 2016 재인용). Lauer와 

Lourenco(2016)는 공간 인식 능력은 훈련을 통해 단련할 수 있으며, 아동

의 초기 발달 단계에서 시공간 프로세싱(visuospatial processing)을 촉진

하기 위해 디자인된 교육적 개입이 향후 공간적, 수학적 능력의 일부 유

형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간적 과제와 수학적 과제는 분명히 서로 다른 영역을 나타내지만,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간 능력 및 수학 능력 사이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제시하였다(Dehaene et al., 1993; Gunderson et al., 2012; Ferguson et 

al., 2015). 모든 수학과제에서는 공간적 사고를 요구하며(Fennema, 1979; 

정인철, 고상숙, & 박만구, 2009 재인용), 수학적 성취와 공간 능력 사이

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Battista, 1990; Clements & Battista, 1992; 

박성선, 2012). 또한, 공간 능력 검사는 수학,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개인

의 성취에 한 강력한 예측을 제공하며(Lovett & Forbus, 2013), 그 결

과는 수학적 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Shea, Lubinski 그리고 Benbow(2001)은 1970년  후반에 SMPY(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에서 영재로 확인된 563명의 청소년

의 학문적, 직업적 성공에 한 예측력을 검증하기 위한 20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SAT 수학능력보다 공간능력 점수가 수학 관련 성취와 전공을 

더욱 잘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Kell과 Lubinski(2013)의 30년에 걸

친 종단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13세 때 뛰어난 공간 인

식 능력을 보인 아동이 30년 뒤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전문

가로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결과였다. 이처럼 공간능력 시험을 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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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아이들은 STEM 분야(과학, 기술, 공학, 수학)를 공부하고 STEM분

야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Shea et al., 2001; Webb, 

Lubinski & Benbow, 2007; Wai, Lubinski & Benbow, 2009).

1.3. 공간능력의 개인차와 수학 교육적 접근

  수학적 전문 지식 개발에 하여 공간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공간 능력이 개인의 성취를 예측한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지

능검사나 적성검사, 치의학 전공지망자 선별, 과학영재 판별, 취업 적성

검사 등에서 공간능력을 측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 과제를 

쉽게 해결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공간과제의 이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

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Lean과 Clements(1981)에 따르면, 공간능력의 발

달이 부족한 학생들은 반사, 회전, 확 와 같은 기하적 변환을 포함한 

문제들을 겪을 수 있다. Lauer와 Lourenco(2016)의 연구에서처럼 수학적 

성취와 관련이 높은 공간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지만, 현재 

학교 교육 현장에서 공간능력의 개인차는 교육적 상담이나 선발에서 거

의 평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Kell & Lubinski, 2013), 수학 교육적 측면

에서 공간 능력의 개인차와 학습을 통한 극복 방안에 주목해야한다.

  지금까지 공간능력의 개인차에 관한 다양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왔

는데, 부분은 성별차이에 관한 논의이다. 많은 연구에서 남성이 수리

능력과 공간능력에서 여성보다 우세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Hyde, 

Fennema, & Lamon, 1990; Hyde & Linn, 1988; Leaper & Smith, 2004; 

Rosenthal & Rubin, 1982; Voyer, Voyer, & Bryden, 1995; 주지은, 2008 

재인용). 공간능력에서 성차가 발생하는 요인으로는 뇌외측화(cerebral 

lateralization)(Bryden, 1979; Levy, 1971), 유전적 요소(genetic 

complement)(McGee, 1979, 1981, 1982), 문제풀이 전략의 선택(choice of 

strategy)(Bryden, 1980), 성숙 속도(rate of aturation)(Sanders & So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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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Waber, 1976), 성 호르몬(sex hormones)(Hampson, 1990; Peterson, 

1976), 경험과 사회화의 차이(differential experience and 

socializatioin)(Baenninger & Newcombe, 1989), 성 역할의 정체성(sex-role 

identification)(Signorella & Jamison, 1986) 등이 제시되어 왔다(Voyer, 

1997 재인용). 

  공간능력의 개인차를 발생시키는 요인들 중 ‘문제풀이 전략의 선

택’으로 인한 공간능력의 차이는 다른 요인들과 달리 교육을 통해 개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 연구이므로 공간능력의 개인차 원인 중 

‘문제풀이 전략의 선택’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공간능력에서 발생하

는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정신 회전(mental rotation)을 비롯

한 공간 과제 해결 전략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공간능력의 개인

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문제풀이 전략의 선택’을 교육한 선행 

연구로는 김지애(2012), 이지윤(2015), 이초희(201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간 인지전략 수업이 학생들의 공간 문제 해

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 

과제 수행에서 학생들의 성취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인지전략 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신장시킴으

로써 공간능력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다. 공간 시각화, 공간 방향화, 공간 관계와 관련된 역량은 현

재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에서 발휘하기도, 발달시키기도 어렵다. 현  

사회에서 중요한 역량으로 간주되는 공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

간적 사고력 교육에 처방적인 전략학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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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인지 전략

2.1. 공간 과제 해결 전략

  주지은(2008)은 공간 과제 해결 전략의 유형을 탐색하고 성별, 공간능

력 수준별, 전공 계열별 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심리학 연구를 통

해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공간검사 하위집단에서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전략을 선택하기보다 개인

에 따라 사용이 용이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 적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된

다고 하였다. 이는 전략 교육을 통해서 공간 능력 증진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은 수행자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간 과제 해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크게 전체적 전략(holistic strategy)과 분석적 전략

(analytic strategy) 두 가지로 구분된다(Cooper, 1976; Glück & Fitting, 

2003; Just & Carpenter, 1985).

  Just와 Carpenter(1985)는 전체적 전략과 분석적 전략으로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여기서 전체적 전략은 ‘공간적인 방법으로 공간 정보를 조작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인 회전을 포함한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적 전략에 해당된다. 분석적 전략은 공간적 정보에서 본질적으로 비

공간적인 것을 감소시킴으로써 ‘형식처럼 나열하여 표현하고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동 경로를 랜드 마크의 리스트로서 표현하

거나, 큐브의 패턴 사이에서 공간적 관계를 패턴의 쌍 사이의 관계로 보

고 리스트로 표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Glück과 Fitting(2003)은 공간 과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의 차이를 중요

한 요소로 고려하였는데, Just와 Carpenter(1985)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전

략과 분석적 전략으로 구분하였고 두 전략을 연속선상의 양 극단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Khooshabeh와 Hegarty(2010)의 연구에서는 공간 회전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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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간 회

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부분적으로 분석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Stieff(2007)는 3차원 분자 구조 비교 과제

를 해결할 때, 초보자에게서 전체적 전략의 사용이 주로 나타났고, 전문

가들은 분석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Lohman과 Kyllonen(1983)은 공간 과제 해결 전략을 개인과 문항이 모

두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각각 다른 사람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

고, 문항 내에서 전략의 변환도 일어난다고 하였다. 부분의 경우에 쉬

운 과제를 전체적 전략을 사용하여 풀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한 공간적 

정보나 복잡한 자극의 조작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석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Schultz(1991)는 5가지 공간 테스트에서 설문지를 통하여 전략 사용과 

수행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참여자의 전략 사용을 분석하여 다음

의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1) ‘객체를 이동’(MO, 객체의 가상 

조작) 2) ‘자신을 이동’(MS, 상상 속에서 자신의 관점을 전환) 3) ‘주

요 기능’(KF, 분석 및 개체의 중요한 기능의 조작). 이는 Koriat와 

Norman(1984) 그리고 Just와 Carpenter(1985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MO는 정신 회전 전략, MS는 관점 변환 전략, KF는 분석적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2. 체화된 공간 인지 전략의 교육

  본 연구는 교육연구로써 공간 능력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 전

략 선택에 주목하여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화된 인지 

전략의 학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 해결에서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

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을 통해 극복될 수 있고, 부족한 실력은 

과제에서 사용되는 전략을 연습하여 극복할 수 있다(Baron, 1978).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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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학습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서 겪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간 과제에서 해결 전략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

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가 부족하다(Glück et al., 2001). 
  교육 연구에서 체화된 사고 과정은 학습에서 바람직한 함의를 갖는다

(Schwartz & Heise, 2006; 이지윤, 2015 재인용). 많은 교육 연구에서 체

화의 관점으로 학습을 바라보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Ernest(2010)는 모든 인간의 활동(수학적 활동과 학습을 포함하여)은 인

간의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하였고, 체화를 통한 학습의 효과를 살펴보

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Fadjo & Black, 2009; Glenberg, Gutierrez, 

Levin, Japuntich & Kaschak, 2004; 이지윤, 2015 재인용). 이처럼 체화된 

공간 인지 전략을 사용하여 공간 과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습을 통한 안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체화된 인지전략 교육을 시행

한 국내 선행연구로는 김지애(2012), 이지윤, 조한혁과 송민호(2013), 이

지윤(2015), 이초희(2016), 조한혁과 송민호(2014)등의 여러 연구가 있다.

  정혜림 등(2016)의 초등학교 교사 상 연구에서 공간 상에 한 적

절한 표현 체계의 부재로 인해 지도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북표현체계’를 제시하였고 그 효과를 

보고하였다.

  ‘거북표현체계’란 Papert의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공간인지전

략으로 3D 입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이다. 많은 선행 연

구에서 수학 학습과 공간 인지를 위한 도구로써 3D 거북 표현체계의 효

용을 입증하였다(Cho, Lee & Woo, 2011; Cho, Lee, Kim & Lee, 2012a; 

Cho, Lee & Song, 2012b; Cho, Cho, Lee, Lee & Jeong, 2016; 이지윤, 

2015; 정혜림 등, 2016; 이초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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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서의 3D 거북 표현체계(이초희, 2016)

  ‘거북표현체계’는 [그림 2]와 같이 입체 도형을 이해할 때, 입체 안

에서 움직이는 거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방법1)으로, 학습자는 거북의 

관점과 방향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순차적인 절차로 3차원 상을 구성하

고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수학적 기호가 갖는 추상성의 어려움을 벗어

나 초기 단계의 학습자도 사용하기 쉽다(조한혁 & 송민호, 2014). ‘거북

표현체계’는 일련의 기호 체계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기호적 접근의 측

면을 가지고 있고, 거북의 위치에 자신을 투영하여 움직이는 은유를 사

용한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지윤(2015)은 쌓기 나무로 구성된 입체 변별 과제에서 학생들의 인

지전략을 분석하였고, 자신의 몸동작으로 입체 도형을 이해하고 분석적

으로 접근하는 인지전략인 ‘거북전략’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초희(2016)는 초등학교 연결큐브 문제를 확장한 공간 과제를 설

계하고 과제 해결에서 학생들의 인지 전략을 분석하였다. ‘3D 거북 표

현식 기반의 코딩 학습’을 제시하고,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공간 과제 

성취도에서 향상된 효과를 확인하였다.

  김지애(2012)는 3차원 입체 기하 중 전개도 및 다면체에 관한 인지전

략 학습 환경을 설계하고, 3차원 상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습 

1) 방향성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자 s(앞), r(오른쪽), l(왼쪽), u(위), d(아래)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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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제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3차원 상에 한 몇 가지 

분석적 인지전략을 학습한 후에, 전개도 접기 해결 능력에 유의미한 향

상을 보였다.

2.3. 입체도형과 전개도의 지도

  공간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유형 중에 전개도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학 교육과정에서 전개도는 

“다양한 교수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편적인 활용에 그치고 있

다”(정영우 & 김부윤,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인지 전략 학습

의 도구로써 전개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근배와 김해규(2005)는 도형영역이 일상생활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하였으며, 수학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초등학교의 도형영역과 중학교의 기하 영

역에서 입체도형과 전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의 <표 1>에 정리하였

다.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입체도형은 주로 쌓기 나무이며, 5~6학년군의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단원을 시작으로 전개도가 도입된다. 이 때, 직육

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 각기둥의 전개도,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리는 

것에 관하여 학습하고 나면, 교육과정에서는 더 이상 전개도에 관한 다

양한 학습이 제시되지 않는다. 

  전개도 접기 과제는 공간능력을 측정하는 많은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

으며, 이는 전개도 접기 과제가 공간능력을 측정하기에 바람직한 유형이

고, 교육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전개도에 관한 탐구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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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대영역 중영역 교육과정 내용 성취기준

초등

학교

1∼2
학년
군

도형
･입체도형의 

모양

･쌓기 나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입체도형의 모양을 만

들고, 그 모양에 대해 위치나 방향을 이용하여 말할 수 

있다. 

5∼6
학년
군

도형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직육면체와 정육면체를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

한다.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와 겨냥도를 그릴 수 있

다.

･각기둥과 
각뿔

･각기둥과 각뿔을 알고, 구성 요소와 성질을 이해한다.

･각기둥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다.

･원기둥과 
원뿔

･원기둥, 원뿔, 구와 그 구성 요소를 알고, 그 성질을 이

해한다.

･원기둥의 전개도를 이해한다.

･입체도형의 
공간감각

･쌓기 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을 보고 사용된 쌓기 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쌓기 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을 표현할 수 있다.

･쌓기 나무로 만든 입체도형의 위, 앞, 옆에서 본 모양

을 표현한 것으로부터 입체도형의 모양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3
학년
군

기하
･입체도형의 

성질

･다면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회전체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입체도형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할 수 있다.

<표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유경선(2012)은 전개도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도형학습 과제를 통해 

공간능력과 수학적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에서 공

간 시각화와 공간 방향화의 요소가 모두 포함된 전개도 접기와 펴기 과

제를 활용하여 공간능력을 검사하였다. 전개도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적용한 학습을 한 후 동형의 문제로 공간능력을 검사한 결과 공

간능력과 창의적 사고력 모두 향상되었다.

  김지애(2012)는 2차원 전개도를 3차원 입체로 접는 전개도 접기 능력

에 주목하여, 전개도 접기에 필요한 인지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공학 기

반 학습 환경을 제공하였다. 전개도 및 다면체 등 3차원 상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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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인지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관점의 변화가 생

김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이 느끼는 전개도의 난이도가 체로 쉬워짐을 

확인하였다.

  정영우와 김부윤(2014)은 “전개도는 입체도형의 성질을 다루는 수단

으로써 뿐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양한 교육적 측면을 가진 전개도를 입체도형의 성질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창의성이나 수학적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소재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4. 전개도 변환 전략

  본 연구의 공간 인지 전략 학습 과정에서 김지애(2012)의 연구에서 전

개도 접기 문제 해결에 적용한 여러 공간 인지 전략 중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용하였다. 김지애(2012)는 입체 도형의 여러 전개도 중에서도 

학습자가 머릿속에서 쉽게 접을 수 있는 전개도와 머릿속에서 접기 어려

운 전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지적으로 어려운 전개도를 

변환하는 전략을 통하여 이해하기 쉬운 전개도의 모양으로 바꾸어 생각

하도록 하였고, 그 유용성을 밝혔다.

  ‘전개도 변환 전략’은 전개도에서 입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 면을 자르고 회전하여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이동시켜 붙

이는 방법을 말한다(김지애, 2012). 이 전략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분석하

고 형식적으로 조작하므로 Glück과 Fitting(2003) 그리고 Just와 

Carpenter(1985)의 분류에 따르면, 언어적·분석적 전략에 속한다.

  예를 들면, 아래의 [그림 3]처럼 정육면체의 전개도에서 한 꼭짓점을 

정한 후 그 꼭짓점에 모이는 세 면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개도의 한 면

을 잘라내어 90°회전하여 붙이는 방법이다. 이는 모든 정다면체와 다른 

입체도형으로 그 로 적용하여 확장이 가능한 인지적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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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본 수학교과서에서는 전개도 접기를 어려워하는 학습자를 

위해 [그림 4]와 같이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전개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전개도를 

입체도형의 성질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을 뿐, 전개도에 관한 

다양한 탐구나 해결 전략 측면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 인지전략 학습은 수학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필

요하며, 전개도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3] 전개도 변환 전략 [그림 4] 일본 교과서에 제시

된 그림(정영우, & 김

부윤,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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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패턴 코딩 인지전략2)

  본 연구에서는 공간 과제 중 전개도 접기 유형 해결에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라는 체화된 공간 인지 전략을 적용하고자 한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체화된 인지전략인 ‘거북표현체계’를 기

반으로 하나, 전개도 접기와 입체도형 비교 등의 입체 패턴 문제를 해결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한 전략이다. 공간정보를 언

어적이고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학습 가능한 방법으로써, ‘거북표현체

계’와 마찬가지로 거북이의 행동 은유를 통해 공간을 인식하고 코딩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입체 위

에서 움직이는 거북이 은유를 통해 입체 위에 제시된 공간적 패턴을 인

식하고, 코딩적 사고를 통해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거북의 

움직임으로 입체를 구성해 나가는 ‘거북표현체계’와는 차별점이 있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학습 가능한 기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

을 반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Botzer와 Yerushalmy(2008; 이지윤, 2015 재인용)는 수학에서 기호 작

용을 강조하면서,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학습자 내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

성되고 그것이 진화하는 과정을 ‘기호적 중재(semiotic mediation)’라고 

표현한다. ‘기호적 중재’에서의 기호의 역할과 같이, ‘패턴 코딩 인

지전략’은 학습자가 공간 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

2) 아래의 QR 코드나 링크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패턴 코딩 인지전략’

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림 5] 

QR코드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5Ksh0ZQoIsPPvO
nQEvmmrbrVSN6Ca8oZ

<표 2> 패턴 코딩 인지전략 동영상 강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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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래의 정육면체와 전개도가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A. 좌회전 거북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두 정육면체는 서로 다르다.

<표 3> 정육면체와 전개도에서의 거북패턴코드(거북코드) 활용 예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공간 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사

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 [그림 13], [그림 14]와 같은 유형뿐만 아니라 입

체 패턴을 해석하는 다양한 상황에 확장이 가능 하다. <표 3>의 예시와 

같이 거북이의 위치로 관점을 이동하여 정육면체 위를 좌회전(또는 우회

전)하여 걸어 다니면서, 거북이의 시선에서 정육면체 위의 패턴을 읽는 

방법이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에서의 거북이는(입체를 구성해 나가

는‘거북표현체계’의 거북이의 움직임과는 달리) 입체도형 위에 패턴이 

그려진 면 위를 좌회전 또는 우회전 방향으로 이동하며 패턴을 확인하는 

은유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표 3>에서 정육면체 입체 도형의 경우

에는 거북이가 패턴이 제시되어있는 세 면을 좌회전(반시계)방향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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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고 할 때, 거북이의 관점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패턴을 바라본다면 

위쪽(⇧), 아래쪽(⇩), 아래쪽(⇩)의 순서로 방향이 있는 패턴을 기억할 수 

있다. 이때, 이러한 전략을 ‘패턴 코드 인지전략’이라고 하고, 거북이

의 관점에서 이동하며 읽은 패턴을 ‘거북패턴코드(거북코드)’라고 명

명하자. 이 경우 ‘위 아래 아래’가 ‘좌회전 거북코드’가 된다.

  제시된 도형 위에서 거북이가 시계(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꾸준히 회

전 한다는 이야기를 가정하여, 순환 코드(Cyclic code)와 같은 형태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같은 정육면체에서, 거북이가 이동하는 모서

리 중 어느 모서리에서 시작하더라도 같은 거북코드가 정해지므로, 정육

면체가 회전이 되어있어도 같은지 다른지 비교가 가능해진다. 전개도로 

펼쳐진 정육면체의 경우에도, 거북이가 모서리들(거북이가 정육면체 입

체 도형에서 이동하던 부분)을 패턴을 읽으며 이동한다는 은유를 사용한

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거북코드’를 읽으면, 정육면체의 패턴과 전

개도의 패턴이 동일한 패턴인지 판단할 수 있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거북이 은유를 활용한 기호 표현을 통해 

공간 정보를 해석하는 학습 가능한 전략으로, 다양한 입체 패턴을 해석

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확장되어 사용할 수 있다. 공간 정보를 이해하

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 좀 더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고

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거북이의 관점으로 자신의 관점을 이동하

여 움직임을 상상하는 체화적인 전략이다. Schultz(1991)의 분류에 따르

면, ‘자신을 이동’하는 전략이며, Glück과 Fitting(2003) 그리고 Just와 

Carpenter(1985)의 분류에 따르면, 언어적·분석적 전략에 속한다. 공간 

정보를 언어적이고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전략으로, 수학적 사고를 자극

한다. 또한 이는 의사소통이 곤란한 입체 패턴 과제에서 의사소통이 쉽

게 가능해지는 전략으로, 공간 문제 해결에 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

고 교육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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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트래커의 교육적 활용

  아이트래커는 안구의 움직임을 공간, 시간에 해 측정하고 응시의 고

정(fixations)과 도약(saccades)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정(fixations)은 

특정 위치에 응시가 유지된 것을 나타내며, 도약(saccades)은 시선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다. 고정(fixations)과 

도약(saccades)의 결과를 나열한 것을 시선흐름(scan path)라고 부른다. 

인간은 특정 상을 인지하기 위해 눈동자를 계속적으로 움직이게 되므

로, 안구 움직임을 추적하면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변

정호, 이일선, 권용주, 2011; Kalawsky, 1993; Karatekin, 2007; Solso, 

2000; 김소영, 변정호, 이일선 & 권용주, 2012 재인용).

  교육 현장에서는 경제적이고 평가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로 

지필평가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필평가는 결과에 관한 정보만을 보여주

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Susac 등(2014)에 따르면, 교육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지필 시험이나 

구두시험에서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인지처리에 해 직접적인 정

보를 얻을 수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필 시험은 반응 시간(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문항의 난이도를 측정하고, 문항 

난이도를 이용해 인지적 요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뿐이다. 질적 인터뷰

는 지필 검사 보다는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주관적이라는 한

계가 있다. 참가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참가자의 생각을 소리 내

어 말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의 인지 처

리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말하는 것 자체로 처리 과정에 영향을 받는

다. 반면, 아이트래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지와 

주의 과정에 해 좀 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정보의 인지적 처리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특정과제를 해결 

하는 동안 안구운동을 분석하면 문제해결전략을 유추할 수 있고(신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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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훈, 2012, 2013; 신원섭 등, 2013; 최현동 등, 2012; Slykhuis et al., 

2005), 또한 고정(fixation)과 같은 안구운동 지표는 그 사람이 정보를 처

리하는 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Nazareth, 2015). 이를 통해 참여자

들이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Rauthmann, Seubert, 

Sachse & Furtner, 2012; Moore & Fallah, 2001). 아이트래커 활용을 통

해 사후 인터뷰와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에서 기억의 변형이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변정호, 이일선, 권용주, 2011).

  안구 운동의 측정은 안구운동 측정 외에는 불가능한 인지 과정에 

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문제 난이도의 탐색, 학생 전문성, 메타인지 프로

세스, 해결 전략의 탐색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Susac et al., 2014). 특히 

국내 수학교육연구에서는 아이트래커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이지윤(2015), 최인용과 조한혁(2016)의 아이트래커를 활

용한 수학교육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인지 전략의 사용과 그 

변화를 확인하는데 아이트래커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과

학적인 근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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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및 진행 과정

  본 연구의 상은 아래 <표 4>와 같이 두 집단이다. 서울 학교 과학

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서울 학교 사범 학 부설 시흥영

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이루어져있다. 서울 학교 영재교

육원 소속 중학교 2학년 학생 20명, 시흥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사전검사 및 설문, 공간인지전략 수업, 

사후검사 및 설문의 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참여자 2

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는 서울 학교 영재교육원 소속 중학

교 2학년 학생 18명, 시흥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으로 

총 38명만 포함하였고, 남학생 27명과 여학생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참여자

1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2학년 학생 18명

2 시흥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

<표 4> 연구 참여자

[그림 6]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림 6]의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선행 연구 조사, 수

업 자료 제작, 검사도구 개발을 실시하였다. 2016년 3월 IRB 승인을 받



- 26 -

은 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전 검사 및 사

전 설문, 공간인지전략 수업 진행, 사후검사 및 사후설문을 진행하였다. 

검사와 설문을 모두 끝낸 후 그 결과와 설문지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2. 검사 도구

2.1. 공간 과제(전개도 접기)

  본 연구는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지 전략

을 확인하고,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이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영

향을 주었는지 그 효과와 내적 변화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Pellegrino와 Kail(1982)이 제시한 것처럼 가장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

고 복잡성이 높은 과제로 분류되는 전개도 접기 과제를 중심으로 공간 

과제를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연구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

였다. 과제 문항은 공간 능력을 주로 평가하는 검사 중에서 전개도와 관

련된 문항을 포함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부록1]).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새로운 인지 도구로서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학습해야 하므로, 학습에 용이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

어있다. 검사 과정에서는 ‘Part1’, ‘Part2’, ‘Part3’로 명명하였다. 

‘Part1’유형 11문제, ‘Part2’유형 11문제, ‘Part3’유형 18문제로 

총 40문항을 제작하였으나, 신뢰도 검사 후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Part3’유형의 3문항을 삭제하였다. ‘Part1’유형 11문제, ‘Part2’

유형 11문제, ‘Part3’유형 15문제로 총 37문항에 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 당 풀이 시간은 30초로 제한하였다. 검사의 내적 일관성 지수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사후 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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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한 37문항에 한 Cronbach's α는 각각 0.658, 0.784로 본 검사 

도구의 사용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각 유형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Part1과 Part2유형은 2차원 상

인 전개도를 접어 3차원 입체로 생각하는 공간시각화와 공간 관계 능력

을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Part3 유형은 2차원의 전개도와 3차원의 

정육면체 사이에서 무늬의 방향까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유형으로 

공간 시각화와 공간 관계 능력과 더불어 공간 방향 능력(제시된 형상이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상상하는 능력)을 더 요구하는 유형이

다. 공간능력 검사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에 기반 하였을 뿐 아니라, 학

생들에게 공간 시각화 능력보다 공간 방향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김

유경과 방정숙, 2007), 공간 방향 능력을 요구하는 Part3 유형을 제작하

여 추가하였다.

[그림 7] Shepard와 Feng(1972)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 유형

 

  Part1과 Part2유형은 Shepard와 Feng(1972)의 연구([그림 7])를 기반으

로 제작된 김지애(2012)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Part1은 전개도의 두 

모서리에 화살표를 표시한 후, 전개도를 입체로 접었을 때 두 화살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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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모서리에서 만나는지 확인하는 유형이고, Part2는 난이도를 조금 

높인 유형으로 특정 꼭짓점에 모이게 되는 세 면에 주목한 문항 유형이

다. 전개도를 접었을 때 나타나는 입체 도형에서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세 면을 찾는 문항으로, Shepard와 Feng(1972)의 문항에서 제시한 두 개

의 모서리를 세 면의 점으로 확장한 것이다. 

  Part3유형은 Part1과 Part2유형보다 공간방향 능력을 더 요구하는 과

제로 설계하였다. 공간능력을 주된 영역으로 측정하고 있는 『중학생용 

청소년 적성검사』, 직업능력검사(Spatial ability test for AFCAT, 

Canadian Forces Aptitude Test, 『KT그룹 종합 인 적성검사』, 『 우건

설 채용 종합직무능력검사 인적성검사/면접』), 지능 검사(IQ AND 

PSYCHOMETRIC TESTS, Test and Assess Your IQ, Technical test 

Battery: Level2) 등에 출제된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을 추

출하여 제작하였다. 검사에 주로 제시되는 문항유형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도형이 평면상에서 회전되었을 때 같은 것을 고르는 문항 [그림 8]

 거울 대칭된 도형을 고르는 문항

 제시된 도형 내에 포함되는(또는 포함되지 않는) 조각을 고르는 문항

 도형의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찾는 문항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를 보고 도형을 구성하는 문항

 제시된 도형의 회전체를 고르는 문항 [그림 9]

 블록의 결합 또는 분해하는 모양을 찾는 문항 [그림 10]

 블록의 개수를 구하는 문항

 입체 도형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항

 물을 담은 입체도형을 펼쳤을 때 전개도에 물에 젖은 부분을 바르게 표시

한 것을 찾는 문항

 주어진 도형의 전개도를 찾는 문항

 전개도를 보고 접었을 때의 도형을 찾는 문항

 종이를 접어서 구멍을 뚫은 후 종이를 다시 펼쳤을 때 뚫려있는 위치를 찾

는 문항 [그림 11]

  이 외에도 입체도형과 전개도를 활용한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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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전개도와 관련된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출제되어 있었다.

 정육면체의 각 면에 방향성이 있는 그림이 그려진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

들 수 있는(또는 없는) 정육면체를 고르는 문항 [그림 12]

 정육면체의 세 면에만 방향성이 있는 그림이 그려진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 수 있는(또는 없는) 정육면체를 고르는 문항 [그림 13,14]

 주어진 전개도 중에서 입체로 만들었을 때 같은 입체도형이 되는 전개도를 

찾아내는 문항

 특정한 모양의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제시하고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

지는 모양을 찾는 문항 [그림 15]

 정육면체 모양의 내부에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닿은 부분이 전개도에 바르

게 표현된 것을 고르는 문항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검사 도구들에 제시된 다양한 전개도 접기 문항

을 비교하여, 공통적인 특성인 패턴 인식과 방향성을 남기고 단순화하여 

Part3유형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전개도 접기 문항은 공통적으로 패턴의 

방향(Pattern orientation) 특성을 활용하면 풀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패턴

의 방향 특성을 내 몸동작을 기반으로 한 패턴 코딩(Pattern coding)으로 

전환시키는 인지전략인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단순화된 문항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익숙한 입체도형인 정육면

체에서 평면에 표현되어있을 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세 면에만 무늬

를 제시하였고, 무늬는 방향성만을 남기기 위해 동일한 화살표 무늬만으

로 구성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패턴 특성이 문제 해결에 큰 단서가 되

어 공간적 사고를 사용하기보다 어림짐작으로 해결하는 문항들을 제외하

고 8개의 거북코드 유형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여러 보기를 제시하지 

않고 정육면체와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각각 하나씩만 제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정육면체(방향성이 있지만 동일한 모양의 화살표 무늬가 세 

면에 그려져 있음)와 정육면체를 펼쳐놓은 전개도를 각각 하나씩 제시하

고, 전개도를 접었을 때 문항에 제시된 정육면체와 같아지는지 비교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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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kit of factor referenced cognitive tests

제시된 도형이 평면상에서 회전되었을 때 같은 것을 고르는 문항

[그림 9] 『KT그룹 종합 인 적성검사』

제시된 도형의 회전체를 고르는 문항

[그림 10] 『대우건설 종합직무능력검사』

블록의 결합하는 모양을 찾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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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it of factor-referenced cognitive tests

종이를 접어서 구멍을 뚫은 후 종이를 다시 펼쳤을 때 뚫려있는 위치를 
찾는 문항

[그림 12] Test and Assess Your IQ

정육면체의 각 면에 방향성이 있는 그림이 그려진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 수 있는(또는 없는) 정육면체를 고르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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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patial Ability-Practice Test 1

[그림 14] Canadian forces aptitude test

정육면체의 세 면에만 방향성이 있는 그림이 그려진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 수 있는(또는 없는) 정육면체를 고르는 문항

[그림 15] spatial ability test for afcat

특정한 모양의 입체도형의 전개도를 제시하고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
어지는 모양을 찾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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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문지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전개도 접기 전략을 학습한 후 학생들의 인지

적 변화와 전략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

를 구성하였다([부록3,4]).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는 김지애(2012), 이

지윤(2015), 이초희(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형식을 참고하였다. 

선다형과 서술형 문항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이 충분한 시

간을 할애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한 답변을 서술할 수 있도록 배

려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후에 각각 설문을 진행 하였다. 사전검사가 끝난 

후에 사전 설문지에서는 각 유형별로 체감 난이도를 선다형으로 질문하

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학생들의 전략을 서술하는 문항을 구성

하였다. 또한,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용

한 방법을 친구에게 설명한다면 친구가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를 

선다형으로 묻고, 친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지 서술하도록 하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새로 학습한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후검

사를 한 후 사후 설문지에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

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각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선다형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각 유

형별로 학습자의 체감 난이도, 체감 정확도, 체감 속도를 선다형으로 묻

고, 기존에 학습자가 사용했던 전략과 새로 학습한 전략을 비교했을 때 

더 유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검사와 학습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공간 인지 전략을 학습하고 느낀 점

과 기타 의견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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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

  본 연구에서 진행한 전략 학습은 총 3차시로 김지애(2012)와 이지윤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표 5>와 같이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기존 교

육과정에서 접해보지 못한 공간 인지 전략을 학습하고, 새로 학습한 전

략을 전개도 접기 문항을 해결하는 데 최 한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50분씩 3차시를 편성하였다. 전개도에 관한 기본적인 탐

구 과정을 포함하여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시 학습 내용 준비물

1차시

․ 정육면체 전개도의 종류 알아보기
활동지,

교구(정육면체 전

개도 뼈대)

․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면 알아보기

․ 평행한 두 면 찾기

2차시

․ 전개도 변환 전략 학습

활동지,

교구(무늬전개도)
․ 패턴코드 인지전략 – 좌회전, 우회전의 원리

․ 패턴코드 인지전략 – 방향성이 있는 무늬

3차시

․ 패턴코드의 성질(순환코드, Cyclic code)

활동지․ 정육면체의 패턴과 전개도 비교하기

․ 학습한 전략을 활용해보기

<표 5> 공간 인지 전략 학습 차시별 내용

  수업의 도입부에는 공간능력과 전개도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

로, 본 수업 에서는 공간적 문제를 분석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에 

해 학습한다는 것을 예고하였다. 1차시는 정육면체에 한 기본적인 

특징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정육면체 뼈 로 이루어진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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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여 정육면체 전개도의 종류를 모두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정육면체의 전개도의 종류를 중복되지 않게 찾는 활동을 하는 

동안 8개부터 13개 까지 다양한 응답을 하였으나, 친구들과의 토론을 거

쳐 11개의 정육면체 전개도의 종류를 학습하였다. 이어서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면을 찾아보는 활동과 평행한 두 면을 찾는 활동을 연구자가 제

공한 활동지를 통해 학습하였다.

  2차시에는 본격적인 공간인지전략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자

가 정육면체의 각 면에 방향성이 있는 다양한 모양을 그려둔 교구를 제

공하였고, 접었다 펼치면서 각 모서리를 찢었다 붙여보며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이해하고 학습하였다. 그리고 무늬가 그려진 정육면체와 전개도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예시 상황에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

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에게 설명해보도록 하였다. 각자 머릿속

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해결 하더라도, 친구에게 설명하는 

상황에서는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시키는데 많은 어

려움을 느끼거나, 풀 수는 있지만 설명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공간적 

상에 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난 후, 패턴코드 인지전략

에 해 학습하였다. 거북의 움직임 은유를 통해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을 거북이의 위치로 옮겨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좌회전과 우회전으로 패턴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방향성이 

없는 무늬에 한 패턴코드 인지 전략과 방향성이 있는 무늬에 한 패

턴코드 인지 전략에 해 활동지로 몇 가지 예시 상황을 가지고 학습하

였다. 거북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에 따라 거북코드가 달라지므

로 비교할 때에는 회전 방향에 주의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3차시에는 거북 은유에서 거북이가 제시된 도형 위에서 세 모서리를 

꾸준히 건너가며 회전 한다는 이야기를 가정하여, 순환 코드(Cyclic 

code)와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나의 정육면체에서는, 

어느 모서리에서 시작하더라도 같은 거북코드가 정해지므로, 정육면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이 되어있어도 같은지 다른지 비교가 가능해진다. 이

어서 정육면체의 입체 상태에서의 패턴 코드를 평면상의 전개도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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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패턴 코드와 비교하는 방법에 관하여 학습하였다. 정육면체 전개도

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거북코드’로 정육면체의 무늬 배

열과 전개도의 무늬 배열이 동일한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하도록 하였다. 거북이의 위치로 관점을 옮기는 체화된 전략을 사용하

여 입체 상태 간 비교, 평면 상태 간 비교, 입체와 평면 사이의 비교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형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학

습자가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사후검사에서는 새

로 학습한 두 가지 전략을(패턴 코딩 인지전략,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문항별로 얻어진 데이터들을 분석

하여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는 모두 컴퓨터 환경에서 실시하여 학생들의 문항별 응답, 반응시간, 안

구운동 데이터를 얻었다. 이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이트래커 데이터를 통하여 학습자가 기존에 사용했던 

인지 전략을 확인하고, 새로 학습한 인지 전략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인지 전략 학습을 통하여 공간적 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확한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각 문항에 하여 참여자의 응답과 반

응 시간의 데이터가 검사 과정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설계하였다. 각 

문항의 제한시간은 30초이며, 30초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할 경우

와 30초 동안 응답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동으로 컴퓨터 화면에 다음 문

항이 보이도록 설계하였다. 검사 시작 단계에서 제한 시간 30초 안에 최

한 빠르게 풀도록 설명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각 문항은 맞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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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총점 37점으로 평가하였다.

  사전 검사를 마친 후, 사전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사용한 인지 전

략과 체감 난이도 등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사후 검사를 마친 후에는, 

사후 설문을 실시하여 새로운 공간 인지 전략 학습의 효과와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새로 학습한 인지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했는지, 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 학교 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2학년 학생 18명과 시흥영재교육

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 8명은 아이트래커 환경에서 검사를 실시하였

고, 시흥영재교육원 소속 중학교 3학년 학생 12명은 아이트래커를 사용

하지 않고 일반 컴퓨터 환경에서 Excel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

사를 진행하였다. 각 환경에서의 자세한 측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아이트래커 환경에서의 측정

  

  아이트래커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측정은 아이트래커가 설치된 실험

실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전, 각 유형에 해 예시 문

항을 하나씩 보여주며 세 가지 유형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검

사 문항 수와 제한 시간을 설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아이트래커 장비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준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한명씩 아이트래커 실험실로 이동

하여 진행하였다.

  아이트래커 실험 장비는 LC Technologies, Inc. 의 Eyegaze Edge 

Eyefollower 2.0을 사용하였고, NYAN 2.0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수행하였

다. Eyegaze Edge Eyefollower 2.0 은 샘플링 속도 120hz, 공간 해상력 

의 사양으로 [그림 16]과 같이 22인치 모니터 하단에 카메라가 4  

장착되어 있다. 고정된 카메라를 통해 참여자의 동공을 자연스럽게 인식

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으면 자동으로 안구 운동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안경을 쓴 

학생도 그 로 안구 운동 측정이 가능하다. 검사 도구는 1920×108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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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로 제작하였고, 22인치 모니터 전체화면에 맞춰 [그림 17]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6]

LC Technologies, Inc. 

의 Eye gaze Edge Eye 

follower 2.0 장비

[그림 17]

아이트래커 환경에서 제시되는 화면

  참여자가 아이트래커 앞에 착석한 후,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카메라의 

초점을 동공에 맞춰 조정하는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친다. 일부 학생의 

경우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캘리브레이션에 실패한 경우

는 없었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마치면 검사가 시작되며, 처음 제시되

는 화면에는 검사 제목과 검사 방법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참여자

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키(key)인 A와 L의 위치

를 확인하였다. 각 유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유형의 예시문항 2문제가 

제시되고, 본 검사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자신이 생각하

는 답을 키보드에 입력한다. 답이 입력되면 학생의 응답이 기록되고 화

면은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간다. 각 문항과 문항 사이의 자극 간 

휴지기(inter-stimulus interval, ISI) 1초 동안에는 검은 화면 중앙에 십자

가 모양의 고정점이 제시되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이후에는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캘리브레이션 시간을 포함하여 1인

당 15분 이내였고, 설문을 포함하여 30분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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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cel 환경에서의 측정

  아이트래커를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Excel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된 검사 환경을 사용하였다. 아

이트래커 환경과 Excel 환경은 검사에서 제시되는 화면과 문항, 제한시

간은 모두 동일하다. 단, Excel 환경에서는 답을 선택할 때 키보드 신 

마우스를 사용하여 보기를 클릭하도록 하였다. 답을 선택하거나, 30초가 

지나도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된

다. 참여자는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여 자신의 응답을 기록하였고, 응

답과 반응 시간, 클릭한 시스템 시간이 Excel 프로그램 파일로 기록되도

록 설계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이후에는 각각 설문을 실시하였

다. Excel 환경에서 측정한 경우의 검사 시간은 1인당 10분 이내의 시간

이 걸렸고, 설문을 포함하여 2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림 18] Excel 환경에서 제시되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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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사전-사후 검사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간 인지 전략(전개도 변환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

략)의 학습이 학생들의 전개도 접기 공간 과제를 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문제의 답

을 찾기 위하여 검사의 문항별 분석과 설문지 분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을 통하여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공간 과제 수준 집단

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1.1.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 분석

  학생들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하여 정답률과 반응 시간을 바

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점수와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표 6>).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는 모든 유형에 하여 정답률이 향상되었고, 

각 유형 별 만점자 수도 증가하였다. 특히 Part3 유형에서는 사전 검사

에서는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만점자가 5명으로 

검사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또한, 반응시간 역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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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11점 만점)

Part2

(11점 만점)

Part3

(15점 만점)

전체문항

(37점 만점)

사

전

검

사

점수 평균

(표준편차)
8.68(1.861) 8.39(1.882) 9.58(2.678) 26.66(4.301)

정답률 78.9% 76.3% 63.9% 72.0%

최저점

(인원)
4(1) 4(2) 3(1) 19(1)

최고점

(인원)
11(6) 11(4) 14(2) 35(1)

반응 시간

(표준편차)
8.048(3.331) 9.257(3.767) 13.946(3.554) 10.799(3.105)

사

후

검

사

점수 평균

(표준편차)
9.21(1.597) 9.13(1.563) 11.39(2.646) 29.74(4.734)

정답률 83.7% 83.0% 76.0% 80.4%

최저점

(인원)
5(1) 6(3) 6(3) 20(1)

최고점

(인원)
11(10) 11(9) 15(5) 37(2)

반응 시간

(표준편차)
7.041(2.220) 7.963(2.467) 13.575(3.829) 9.964(2.190)

<표 6> 사전·사후 검사 점수, 정답률과 반응 시간

나.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비교하여, 새로운 공간 인지 전략을 학습하

기 전과 후에 학생들의 검사 점수와 반응 시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38명의 학생들의 사전-사후 검사에서 점수와 반응 시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응표본 t-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표 7>).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점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

우고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에 하여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Part1 

유형은 t값이 2.020, Part2 유형은 t값이 2.488, Part3 유형은 t값이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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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문항에 하여 t값이 4.766으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하여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Part1 유형(11점 만점)은 

평균적으로 0.526(sd=1.61)점이 증가하였고, Part2 유형(11점 만점)은 평균

적으로 0.737(sd=1.86)점이 증가하였다. Part3 유형(15점 만점)은 평균적으

로 1.816(sd=3.11)점, 전체문항(37점 만점)에 해서는 3.079(sd=3.98)점 증

가하였다. 모든 유형에 하여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Part3 유형에서는 18번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

는데, 특별히 18번 문제 하나만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부록2]). 분석 결과, 회전 각도나 거북코드 유형, 정답 유형 등

의 요인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18번 문제

에서만 정답률이 낮아진 원인은 거북코드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14

문항에서는 정답 유형이 ‘같다’이거나 ‘다르다’일 경우에 정육면체

와 전개도의 거북코드 세 자리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다3). 그러나 18

번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유형이 ‘다르다’인데,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거북코드 중 두 자리만 같고 한 자리가 다르다4). 18번 문제에서는 이러

한 차이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변환하여 비교하는 과정에

서 거북코드를 혼동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응 시간은 모든 유형에 해 감소하였는데, Part1 유형과 Part2 유

형에서는 평균적으로 1.007(sd=3.50)초, 1.294(sd=3.31)초 씩 감소하였다. 

Part3 유형에서는 0.371(sd=4.61)초로 적은 감소를 보였다. 전체 문항에 

해서는 평균 0.834(sd=9.02)초 감소하였다. Part2 유형에 해서는 t값

이 –2.407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반응 시간이 통계적으로 

3) 예) 정육면체의 좌회전 거북코드를 [아래 아래 위] 라고 할 때, 전개도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아래 아래 위]로 모두 같은 경우 또는 [오 왼 왼]으로 

모두 다른 경우가 있다.

4) Part3 유형의 18번 문제에서 정육면체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오 오 왼]이

며, 전개도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오 오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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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좀 더 난도가 높은 Part2 유형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

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인지적 노력이 덜 요구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Part3 유형과 (Part3 유형이 포함된) 전체 문항에 해서는 반응시간이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패턴 코딩 인지 

전략을 사용하더라도 거북코드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평균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평균 (표준편차)
사후-사전 평균 

차이 (표준편차)
t

검

사

점

수

Part1
사전 8.68(1.861)

.526(1.61) 2.020*
사후 9.21(1.597)

Part2
사전 8.39(1.882)

.737(1.86) 2.488**
사후 9.13(1.563)

Part3
사전 9.58(2.678)

1.816(3.11) 3.600***
사후 11.39(2.646)

전체

문항

사전 26.66(4.301)
3.079(3.98) 4.766***

사후 29.74(4.734)

반

응

시

간

Part1
사전 8.048(3.331)

-1.007(3.50) -1.774*
사후 7.041(2.220)

사후
사전 9.257(3.767)

-1.294(3.31) -2.407*
사후 7.963(2.467)

Part2
사전 13.946(3.554)

-0.371(4.61) -0.496
사후 13.575(3.829)

사전
사전 10.799(3.105)

-0.834(3.09) -1.664
사후 9.964(2.190)

              

<표 7> 사전-사후 검사 점수와 반응 시간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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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들이 개인의 전략을 사용한 사전 검사와 새로 학습한 두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에서의 점수

와 반응시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부분의 경우에 패턴 코딩 인지전략

과 전개도 접기 전략의 사용이 검사 수행의 향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

다. 즉,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이 학생들의 전개도 접기에 관련한 공간 

과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전-사후 검사 수준별 성취도 분석

  공간 과제 수준 집단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학생들의 사전 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수준 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전략 학습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사전 검사 점수

를 기준으로 하위 약 20%인 정답률이 60% 미만인 학생을 ‘낮음’으로, 

상위 약 30%인 정답률이 80%이상인 학생을 ‘높음’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 약 50%의 학생을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수준 집단에 따른 

성취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평균(점) 표준편차
사후 평균 – 

사전 평균
Z

높음
사전 32.70 1.25

1 -1.279b
사후 33.70 2.00

보통
사전 25.67 1.65

3.28 -2.753b**
사후 28.95 4.97

낮음
사전 21.00 1.00

5.43 -2.384b**
사후 26.43 2.94

a.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음수 순위를 기준으로. c.양수 순위를 기

준으로.

<표 8> 수준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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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수준 집단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점수 비교

  모든 수준 집단에 하여 점수의 향상이 있었고, 사전 검사 점수가 낮

은 집단으로 갈수록 향상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높음’집단에서는 사

전 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에서 평균 1점이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보통’ 집단에서는 평균 3.28점이 향상되었고, 

‘낮음’집단에서는 평균 5.43점이 향상되었다. ‘보통’ 집단과 ‘낮

음’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전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점수 향상이 더 

크게 나타났고,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게 전략 학습이 보다 효과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공간 과제 수준 집단에서 사전 

점수가 낮은 집단일수록,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서 더 큰 향상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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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사후 검사 설문 및 인터뷰 분석

  사전 검사 설문에서는 각 유형별로 체감 난이도를 선다형으로 질문하

였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학생들의 전략을 서술하고 자신의 전략

이 얼마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선다형으로 물었다.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다(1점에 응답)고 생각한 학생은 10%였으며, 3점 이하에 

응답한 학생은 약 70%에 이른다. 그러나 매우 효과적(5점에 응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에 그쳤다. 이는 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

에서 어려움을 느꼈으며, 자신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사용한 전략이 ①전혀 효과적이지 않음 ↔ ⑤매우 효과적임

[그림 20]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자신의 전략의 효과에 관한 설문 결과

  사후 검사 후 설문에서 부분의 학생들이 사후 검사의 모든 유형에

서 문항을 더 쉽게 느꼈다고 응답하였고, 사전 검사에 비해 그 차이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표 9>). 기존 전략에 비해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전

략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의 공간 과제 해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

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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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표준편차) t값

Part1
사전 3.03(.944)

3.94***
사후 2.32(1.016)

Part2
사전 3.60(.853)

3.57**
사후 3.05(.928)

Part3
사전 4.38(.748)

8.18***
사후 2.47(1.289)

              

<표 9> 사전-사후 검사 문항 전반 체감 난이도 변화 비교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

을 때 각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선다형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1]).

이전 전략에 비하여 새로 학습한 전략이

①전혀 효과적이지(익숙하지) 않음 ↔ ⑤매우 효과적임(익숙함)

[그림 21]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에 관한 설문 결과

전개도 변환 전략

  사후 검사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4점, 5점에 응

답)한 학생은 71.05%이고 5점 만점에서 평균 3.89점에 응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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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의 학생이 익숙하게 사용하였다고(4점, 5점에 응답) 하였다. 부

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략에 비하여 전개도 변환 전략이 도움이 되었다

고 느꼈다고 답변하였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사후 검사에서 86.84%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략

에 비교하여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5점 만점에서 평균적으로 4.42점

에 응답하였으며, 57.89%가 익숙하게 사용하였다고(4점, 5점에 응답) 하

였다. 많은 학생들이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

였다.

  또한 각 유형별로 난이도, 정확도(확신), 속도를 어떻게 느꼈는지 선다

형으로 묻고, 기존에 학습자가 사용했던 전략과 새로 학습한 전략을 비

교했을 때 더 유용한 전략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서술하도

록 하였다(<표 10>).

전개도 변환 전략

  Part1과 Part2 유형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한 후에 약 80%의 

학생들이 검사를 쉽게 느꼈다(4점 이상)고 답했고, 약 70%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확신이 생겼으며,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4점 이

상)고 하였다. 각 유형에 해 더 어렵게 느끼고, 확신이 없었으며, 오히

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다(각 2점 이하)고 응답한 학생은 총 6명

이다. 이 학생들의 Part1과 Part2 유형의 사전 점수 평균은 이 각각 9점, 

10.5점(각 11점 만점)으로 높은 편에 속하며,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전략

은 총체적 전략, 부분적 전략,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으로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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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평균(점)

Part1

난이도 1 2 4 22 9 3.95

정확도 1 1 8 17 11 3.95

속도 2 2 5 22 7 3.79

Part2

난이도 1 2 5 25 5 3.82

정확도 1 1 10 22 4 3.71

속도 3 1 9 21 4 3.58

전개도 변환 전략을 학습하기 전에 비하여,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⑤ 매우 도움이 됨

<표 10> Part1, 2유형에 대한 사후설문에서 난이도, 정확도, 속도 빈도와 

평균값

  다음으로 자신의 전략과 전개도 변환 전략 중 선호도를 물었다(<표 

11>). 부분의 학생들이 전개도 변환 전략이 더 유용하다고 응답하였지

만, 기존 전략이 더 유용하다는 학생도 약 15%정도 있었다. 또한 두 전

략 다 유용하게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 중 S18은 전개도 변환 전략이 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기존의 자신의 전략은 별 생각을 하지 않아

도 풀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S28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자

신의 전략과 전개도 변환 전략이 비슷해서 둘 다 유용했다고 응답하였

다. 

전개도 변환 전략 기존 전략 둘 다

Part1 31 5 2

Part2 31 6 1

<표 11> 전개도 변환 전략과 기존의 전략 중 선호하는 전략 선택 빈도

  전개도 변환 전략에 한 선호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호 전략

을 선택한 이유에 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이 기존 자

신의 전략보다 유용하다고 느꼈던 이유와 불편하다고 느낀 이유에 하

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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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서술한 결과에 따르면, 유용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은 기

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략에 확신이 없었는데,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

용하고 난 후에는 확신이 생기고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응답

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느낀 효과 중 가장 

큰 변화는 쉽고, 빠르고, 확신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니 ‘정리된 생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사용을 통해 인지 과정에서 부하가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은 더 느려졌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지만, 정확도가 

더 높아졌다고 하였다. 

  반면, 유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체로 자신의 전략이 더 유

용하고, 새로운 전략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전략 자체를 어

렵게 느끼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공간적 사고가 발달하여 공간 정보 

이해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개도 변환 전략보다 자신의 전

략이 더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학생들에게는 문항의 

난도가 너무 쉬웠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전개도 변환 전략 자체가 

사용하지 않던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익숙해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경

우 모두 전개도 변환 전략이 기존 전략에 비하여 오히려 사고 과정에 방

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선호하지만, 아이트래커를 측정

하는 환경에서는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없어서 문제 해결과 전략의 적용

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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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 변환 전략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

∙ 그냥 머릿속에서 접는 것보다 정리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편리했다.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전략을 배우고 나니 쉽게 느껴졌다.

∙ 3차원적인 생각이 어려운데, 전개도 변환 전략은 2차원적인 생각으로도 쉽게 

해결이 되어 유용하다.

∙ 전개도를 변환하니까 눈에 더 확실히 보이고, 이전보다 확신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 머릿속에서 접지 않아도 되니 정확도도 높아지고 시간도 훨씬 적게 걸렸다.

∙ 이해하기 더 쉬워졌고,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전개도를 옆면 4개가 한 줄로 모이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풀면 훨씬 쉽게 해

결할 수 있었다.

∙ 내가 보기 더 쉽다고 생각하는 전개도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서 유용했다.

전개도 변환 전략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찢어서 다른 곳에 붙이는(면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불신과 오답일 것 같은 느

낌이 강했다. 기존 (총체적)전략은 별 생각하지 않아도 풀 수 있다.

∙ 복잡한 전개도는 어떻게 찢어서 붙여야(변환해야) 하는지 갈피를 잘 못 잡아 

전개도를 접는 것이 더 쉽게 느껴졌다.

∙ 찢어 붙여서(변환해서) 전개도가 안 나오는 문제(한 번의 변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웠다.

<표 12> 사후 설문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에 대한 의견

패턴 코딩 인지전략

  Part3 유형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한 후에 약 85%의 학생들

이 검사를 쉽게 느꼈다(4점 이상)고 답했고, 약 80%의 학생들이 문제 해

결에 확신이 생겼으며,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것 같다(4점 이상)고 하

였다(<표 13>). 설문 척도의 평균 점수를 보면, 난이도, 정확도(확신), 속

도의 세 요소에서 4점 이상의 높은 응답이 나왔다. 속도 영역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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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점으로 비교적 낮은데, 이는 입체 정육면체나 전개도 중 한 자극에

서 거북코드를 파악하고 순환코드의 형태로 기억하여 나머지 한 자극에

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점)

Part3

난이도 1 2 3 9 23 4.34

정확도 0 2 5 14 17 4.21

속도 0 6 3 11 18 4.08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학습하기 전에 비하여,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⑤ 매우 도움이 됨

<표 13> Part3 유형에 대한 사후설문에서 난이도, 정확도, 속도 빈도와 평

균값

패턴 코딩 인지전략 기존 전략 둘 다

Part3 34 3 1

<표 14> 패턴 코딩 인지전략과 기존의 전략 중 선호하는 전략 선택 빈도

  자신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 중 어느 전략이 더 유용했는지 선

호도를 물었다(<표 14>). 약 90%의 학생들이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선호

하며 더 유용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Part3 유형이 Part1, 2 유형에 비해 난도가 높기 

때문에, 분석적인 해결 전략의 학습이 학습자에게 더욱 도움이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어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더 선호하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는데, 그 의견들은 다음 <표 15>와 같다.

  부분의 학생들이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한 후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S19는 자신의 기존 전략(총체적 전략)에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웠으며 정확도도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였으며, 거북 코드를 사용하니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도 좋고, 기존 방법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었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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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

다. S27은 기존 전략으로는 해결이 매우 어려웠지만, 패턴 코딩 인지전

략을 활용하니 너무 쉽게 해결되었다고 하며 ‘무지막지하게 편하고 습

득하기 쉬우며 비교 방법도 간단하다. 이건 혁명이다 혁명!!’이라고 서

술하였다. 거북이의 관점에서 패턴을 인식하니 더 확신이 생겼다는 응답

이 많았고,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번갈아 보는 수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아이트래커를 통한 분석에서 안구 운동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 시각화 과제

를 공간 방향화 과제로 전환하면서, 거북 은유를 통해 분석적이고 관점

이 전환되는 체화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쉽게 느껴

졌다고 판단된다.

  반면, 기존 전략이 더 유용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거북 코드를 읽는 

것이 정확도는 높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기존 전략이 

더 좋다고 응답하였다. 패턴을 코드로 파악한다는 점이 익숙하지 않거

나, 관점을 전환하는 사고 과정을 어려워하는 경우에 오히려 전략 사용

이 방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두 전략 다 유용하게 느꼈다고 응답한 한 학생(S29)은 ‘패턴 코딩 인

지전략이 기존 전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느꼈고, 익숙하지 않아서 적

용하기 헷갈렸지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서술하

였다.

  주목할 만한 의견으로는 ‘기존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섞어서 

둘 다 사용하였는데, 문제 해결에서 확신이 크게 늘었다’는 답변이 있

었다. 이처럼 전략 학습의 교육적 의의는, Fitting(2002)이 언급한 것처럼,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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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코딩 인지전략이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

∙ 거북이가 읽는 것이니 항상 같은 패턴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더 확신이 들었고, 

패턴으로 생각하니 더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거북이의 눈을 기준으로 방향을 보고 판별하여 혼란이 안생기고 더욱 편리했다.

∙ 공간에 제시된 방향성이 있는 도형이 헷갈릴 일이 없어졌고, 전개도와 정육면체를 

번갈아 보는 수가 줄어들었다.

∙ 기존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섞어서 둘 다 사용하였는데, 문제 해결에서 확

신이 크게 늘었다

∙ 기존에 내가 쓰던 방법 ‘직접 접어보기’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난이도도 어려

웠고 정확도도 훨씬 떨어져서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거북 패턴 코드는 

친구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기존 방법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었

다.

∙ 무지막지하게 편리하고 습득하기 쉬우며 비교 방법도 간단한 것 같다. 혁명이다 

혁명!!

∙ 비교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었다. 시간도 덜 걸리고 확신이 

생겼다.

∙ 사전 검사에서는 확신이 거의 없고,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거북 코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전개도를 접지 않고 패턴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었다. 전에는 못 푼 

문제가 많았는데 거북코드를 사용하니 거의 다 풀 수 있었다.

∙ 전략이 너무 쉬웠다. 너무 좋았다. Part3 유형이 특히 사전 검사에 비해 굉장히 

더 쉽게 느껴졌다.

∙ 확실히 이해도가 높아지고 문제 해석과 분석력이 좋아졌다.

∙ 차근차근 생각하며 전보다 쉽게 풀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 매우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전략의 사용으로 조금 쉽게 문제를 푼 것 같다. 좌회

전, 우회전 등의 방법이 매우 효율적인 것 같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

∙ 익숙한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지만, 익숙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다.

∙ 정확도는 높으나 속도가 느려서 내 전략(꼭짓점을 맞춰보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

라고 생각한다.

∙ 시간제한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다. 즉, 오래 걸린다.

∙ 익숙하지 않아서 거북 코드 방법으로 나온 결과에 확신이 없었다.

∙ 좌회전과 우회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다.

∙ 순환 코드 개념이 헷갈렸다.

<표 15> 사후 설문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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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타 의견으로 아이트래커를 측정하거나 컴퓨터 화면으로만 검

사를 진행하는 본 연구의 검사 환경에 한 의견이 있었다(<표 16>). 평

소에는 종이와 펜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눈과 머리로만 생각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연구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의 제한점을 

볼 수 있다. 또한, 눈을 감고 생각하거나 자유로운 자세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점도 불편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측정을 위해 불

가피한 상황이었고 최 한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배

려하였지만, 일부 학습자에게는 특수한 검사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검사에 관한 기타 의견

∙ 눈과 머리로만 생각해야 해서 방향이 상당히 헷갈렸다. 종이와 펜이 있는 것

은 익숙한데 눈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았다.

∙ 평소에는 머릿속 상상의 정원에서 생각하는데, 아이트래커 측정으로 인해서 

눈을 감고 생각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표 16> 사후 설문에서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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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 전략 및 인지 전략별 성취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전개도 접기 과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

지전략은 무엇인지, 인지 전략의 선택과 성취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인지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

며, 그 비율은 어떠한가? b)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라, 사전-사후 검

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c) 접근 방법에 따라 사전-사후 검

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에 관한 답을 찾기 위하여,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하여 

학생들의 사전 검사 후 설문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

한 인지 전략을 분류하고 사전-사후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3.1. 인지전략의 분류

  사전 검사를 실시한 직후,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인지 

전략을 조사하는 설문이 이어졌다. 설문은 전개도 접기 과제 유형별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주된 전략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전략을 분석하고,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과 ‘접근 방

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의 서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문 직후에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사용한 인지 전략을 좀 더 자세하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개도 접기 과제에서 사용한 인지 전략을 분류하기 위

한 기준으로 Glück과 Fitting(2003)이 제시한 공간 문제 해결 전략의 종류

와 내용 중에서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결 전략의 종류와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지 내용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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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Glück과 Fitting이 제시한 내용만으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하였고, 

주지은(2008)이 제시한 내용으로는 두 방략 중 하나에 분명하게 속하지 

않고, 통합적 전략으로 분류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략들이 

있었다(eg. 주어진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접지만 부분만 접는 경우). 이는 

분석적 전략과 전체적 전략은 서로 배타적인 범주로 볼 수 없으며, 오히

려 그들은 연속체의 양 극단이며, 학습자의 선호에 따라 전략을 변환하

거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Glück & Fitting, 2003)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참여자가 사전 검사에서 사용한 기존의 전략에 따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성취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류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Glück과 Fitting(2003)이 제시한 전개도 접기 과제의 해

결 전략의 종류와 내용에 이지윤(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 중 

‘접근 방법’을 추가하여 Glück과 Fitting(2003)과 주지은(2008)이 제시

한 전개도 접기 과제의 전략 분류 기준을 보완하였다. 본 연구의 인지 

전략의 분석은 아래의 <표 17>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17> 인지 전략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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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 별 인지 전략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 별 인지전략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각 인

지 전략에 한 설명과 38명의 총원 중에서 각 전략을 사용한 참여자 

수, 참여자가 설문지에 서술한 응답을 바탕으로 각 전략으로 분류된 사

례를 제시하였다. (이후 제시되는 사례는 각 유형에 하여 ‘문제를 풀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한 학생의 응답이다.)

① 총체적 전략

  각 유형에서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때,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접거나(또는 펼치거나) 회전시키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문항이기 때문에, 학습자

들의 사전 검사 해결 전략은 머릿속에서 회전하거나 접고 펼쳐보는 총체

적 전략이 부분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분석 결과, 부분의 학생들

은 총체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38명의 응답자 중에서 

Part1 유형에서는 26명이, Part2 유형에서는 24명이, Part3 유형에서는 

30명이 총체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S04 : 머릿속에서 똑같은 모양의 전개도를 접어가며 풀었다.

S15 : 접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해결

S38 : 머릿속으로 접어서 풀음.

  S04, S15, S38 세 학생 모두 공간 능력의 요인 중심 공간 관계(심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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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요인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설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능하다면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추가적인 질문을 하였으나, 특별한 전

략 없이 머릿속에서 접어보았다는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 이 세 학생 외

에도 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접어서 풀었다”는 것이 가

장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 중 일부 학생들은 총체적 전략을 사용하

는 것이 가장 쉽다고 한 반면, 다른 일부 학생들은 너무 헷갈리지만 달

리 방법이 없었다고 하였다. 공간적 사고가 발달된 학생이거나, 특별한 

전략을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② 분석적 전략

  각 유형에서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을 생각하여 해결하거나(즉, 응하

는 모서리를 찾아 계산), 접히는 면을 하나씩 확인하여 계산했다고 응답

한 학생, 무늬 사이에서 관계를 파악하여 해결한 학생들은 분석적 전략

으로 분류하였다.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총체적 전략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38명의 응답자 중에서 Part1 유형에서

는 5명이, Part2 유형에서는 4명이, Part3 유형에서는 5명이 분석적 전략

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S21 : 서로 만나는 모서리끼리 머릿속에서 맞춰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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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1은 “서로 만나는 모서리끼리 머릿속에서 맞춰보는”전략을 사용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문제 해결과정에서 전개

도의 모서리 사이의 응 관계를 계산하며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S25

는 “각 모서리끼리 닿는 부분을 생각하였다”고 서술하였다. 

S29 : 나머지 면은 없애고 문양이 있는 세 면만 생각한다. 여기서 2개씩 

묶어서 관계를 생각한다. 그리고 구한 관계가 성립하는지 정육면

체에서 확인한다.

  S29는 주어진 문제를 회전하기보다 문제 안에서 패턴의 관계성을 추

론하고자 하였다. 전개도상에서 무늬가 그려진 세 면을 2개씩 묶은 후 

그 관계를 정육면체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S32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서로 화살표들이 어떤 곳으로 방

향을 하는지 맞추어 가며 풀었다.”고 서술하였다. S32는 화살표의 방향

성에 주목하여 각 화살표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를 기억하여 정육면체

와 전개도가 서로 같은지 추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심상 회

전을 하지 않고, 응 관계를 해석하거나 관계를 추론하려고 하는 등의 

전략이 드러나는 경우 분석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③ 통합적 전략

  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총체적 전략과 분석적 전략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통합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분류하였다. 즉, 머릿속에서 접거나 

펴는 동작을 수행함과 동시에 제시된 문항에서 특징을 분석하거나 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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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론에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한 경우 통합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38명의 응답자 중에서 Part1 유형에서는 7명이, Part2 유형에서는 

10명이, Part3 유형에서는 3명이 분석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S03 : 이 전개도에 대하여 3차원으로 접는데, 바로 접는 것이 아니라, 

한 모서리를 기본적으로 잡고 그 모서리와 만나는 모서리를 찾아 

머릿속에 표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접으면 만나게 되는) 모서

리부터 해결한 뒤 (이를 반복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모서리를 연

결시킨다. ※한줄 요약 : 그냥 머릿속에서 접어본다.

  S03은 자신의 전략을 한 줄로 표현하여 “그냥 머릿속에서 접어본

다”고 하였다. 기본적으로 전개도를 접어서 문제를 해결하지만, 모서리 

사이의 응 관계를 머릿속에 표시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서술하

였다. 총체적 방법만을 사용하지 않고, 분석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사례

로 판단된다. S33은 Part3 유형에서 “머릿속에서 접었다 펼쳤다 해보면

서 화살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또는 화살표가 다른 화살표를 

가리키는지 아닌지 등을 생각하고 돌려보며 풀었다”고 하였다. ‘접었

다 펼쳤다’ 하는 전략과 ‘돌려보며 풀었다’는 전략은 총체적 전략에 

해당하지만, ‘화살표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와 ‘화살표가 다

른 화살표를 가리키는지 아닌지’를 고려하는 것은 분석적 전략에 해당

한다. 두 전략을 혼합하여 문제를 해결한 S33의 경우도 통합적 전략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 유형별로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응답 

비율을 정리하면 <표 18>과 같다. 부분의 학생들은 총체적 전략을 주

된 전략으로 사용하였고,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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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총체적 전략 분석적 전략 통합적 전략

Part1(화살표) 26명 (68%) 5명 (13%) 7명 (18%)

Part2(점 3개) 24명 (63%) 4명 (11%) 10명 (26%)

Part3(화살표 패턴) 30명 (79%) 5명 (13%) 3명 (8%)

전체 문항5) 26명 (68%) 5명 (13%) 7명 (18%)

<표 18>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유형 별 비율

  Glück과 Fitting(2003), Lohman과 Kyllonen(1983)의 연구에서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석적 전략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주지

은(2008)의 선행연구에서는 전개도 접기 과제에서 총체적 방략의 사용이 

우세하였으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항으로 갈수록 통합적 방략의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지은(2008)의 선행연구와 모든 유

형에 해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유형인 Part3 유형에서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를 보였

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Part3 유형이 공간 방향화 요인이 강조된 

어렵고 낯선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머릿속에서 

접거나 회전하는 총체적 전략이 아닌 분석적 전략을 생각해내기 어려웠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 ‘전체 문항’에서 전략 유형 분류 : 각 유형에서 사용한 전략을 분석한 

후 세 유형에서 모두 같은 전략을 사용했으면 그 전략으로, 세 유형 중 하

나에서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면 더 많이 사용한 전략으로 결정하여 분석하

였다. 모두 다른 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예) Part1 : A전략, Part2 : B전략, Part3 : A전략 인 경우, 전체 유형 통합 : 

A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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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 방법 별 인지 전략

  접근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전개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한 인지 

전략을 분석하였다. 전체적 접근은 전개도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접근한 학생들은 문항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무관

하게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접거나 펼치는 동작을 하는 과정 또는 분석하

는 과정에서 전개도의 모든 면을 포함하였다. 

  반면, 부분적 접근은 전개도 문항의 특정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

우에 해당한다. 부분적 접근을 하는 학생들은 제시된 전개도의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전개도의 특정 부분 즉, 모서리, 꼭짓점, 면, 문항에서 나

타나는 부분적 특징 등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S07 : 전개도를 속으로 조립했다.

  S07은 “전개도를 속으로 조립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개도 전체를 

상으로 하여 머릿속에서 접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에 제시된 도형 

전체에 관심을 갖고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므로 전체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S07 : 화살표가 있는 부분만 전개도를 접어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S11 : 화살표 방향이 있는 세 개의 면을 하나로 모은 다음 그것을 회전

시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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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07과 S11은 Part3 유형에 해서 위와 같이 서술하였다. S07은 “화

살표가 있는 부분만 전개도를 접어서”문제를 해결하였고, S11은 “화살

표 방향이 있는 세 개의 면을 하나로 모은 다음”회전하여 문제를 해결

하였다. 이처럼 제시된 과제의 도형 전체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일부에만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경우 부분

적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S31 : 3번(유형) 문제도 1,2번(유형)과 같이 정육면체 전개도를 접고, 

접힌 정육면체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육면체를 끝까지 접었

지만 나중에는 표시된 부분만 접고 그 도형을 돌렸습니다.

  S31은 “처음에는 정육면체를 끝까지 접었지만 나중에는 표시된 부분

만 접고 그 도형을 돌렸습니다.”라고 서술하였다. S31은 전체적 접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다가, Part3 유형의 문항 후반부에 이르러서 그

림이 그려진 면에만 주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적 접근을 사용하였

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는 전체적 접근으로 시작하여 부분적 접근을 사

용하였으므로, 처음 사용한 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S31은 전체적 접

근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전체적 접근에서 부분적 

접근으로(또는 반 로) 전환하였다는 응답은 S31이 유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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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문항 유형 별 ‘접근 방법’에 따른 참여자의 응답 비율을 정리하

면 <표 19>와 같다.

유형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

Part1(화살표) 13명 (34%) 25명 (66%)

Part2(점 3개) 12명 (32%) 26명 (68%)

Part3(화살표 패턴) 10명 (26%) 28명 (74%)

전체 문항 12명 (32%) 26명 (68%)

<표 19> 접근 방법에 따른 유형 별 비율

  전체 신에 자극의 조각이나 어느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부분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자극의 복잡성이 높다는 점에 관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Folk & Luce, 1987; Yuille & Steiger, 1982; 

Glück & Fitting, 2003 재인용). 본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서 부분적 접근

이 더 많다는 점, Part3로 갈수록 부분적 접근이 늘어난다는 점과 설문

에 서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접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과제였기 때

문에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를 다 조작하기 보다는 머릿속에서 고

려할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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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지 전략 별 성취도 분석

  학생들이 문제해결에서 사용한 인지 전략에 따라 성취도를 분석하였

다. 학생들이 사전 검사 후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에 따른 사전 검사 결과와 사전-사

후 검사 결과에서의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에 해 살펴보자.

가.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검사 점수 및 반응시간

  문제풀이전략의 유형에 따른 검사점수 및 반응시간은 <표 20>과 같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의 평균점수는 37점 만점에서 26.50 

(sd=3.88)점으로 가장 낮았고, 평균 반응시간 또한 11.29(sd=2.987)초로 가

장 길었다. 이는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이 전개도 접기 문항에 

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한 인지적 전략이 없기 때문

에 머릿속에서 접어보는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의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평균 점수는 

37점 만점에서 27.02(sd=5.63)점으로 가장 높았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에 비해 1.48점정도 높은 점수이다. 또한, 분석적 전

략을 사용한 경우에 평균 반응시간이 8.34(sd=3.973)초로 세 전략 유형 

중 가장 짧았다. 이는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이 문제를 빠르고 정

확하게 해결하였음을 의미한다.

총체적 전략 분석적 전략 통합적 전략

학생 수 (%) 26명 (68%) 5명 (13%) 7명 (18%)

점수 평균 
(표준편차)

26.50 (3.881) 27.20 (5.630) 26.86 (5.460) 

반응시간 평균
(표준편차)

11.29 (2.987) 8.34 (3.973) 10.72 (2.372)

<표 20>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 검사 점수 및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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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검사 점수 및 반응 시간

  접근 방법에 따라 사전검사에서의 점수와 반응시간 평균의 차이를 

<표 21>과 같이 분석하였다. 전체적 접근보다 부분적 접근 방법을 사용

한 학생 수가 많았고,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들의 점수가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들의 점수에 비해 높았다.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은 37점 만점에

서 평균 점수 27.12(sd=4.48)점이었고,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은 37점 만

점에서 평균 점수 25.67점(sd=3.89)으로 1.45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각 

접근방법에 따른 반응시간의 평균은 전체적 접근의 경우 10.93(sd=2.916)

초, 부분적 접근의 경우 10.74(sd=3.242)초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적지만 

전체적 접근이 0.19초 더 길다. 전체적 접근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분적 

접근을 사용하는 것 보다 머릿속에서 고려해야 할 상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점수도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

학생 수 (%) 12명 (32%) 26명 (68%)

점수 평균
(표준편차)

25.67 (3.892) 27.12 (4.475)

반응시간 평균
(표준편차)

10.93 (2.916) 10.74 (3.242)

<표 21>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 검사 점수 및 반응시간 

다.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검사 점수 및 반

응 시간 비교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총점과 반응 시간을 비

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2>와 [그림 22a]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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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들이 총체적이나 분석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들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평균 점수의 높은 향상을 보였다. 모든 그

룹에 해 전략 학습의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분석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6.5점(sd=3.881)에서 

29.23점(sd=4.836)으로 2.73점 향상되었고, 통합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

들의 평균 점수는 26.83점(sd=5.460)에서 29.43(sd=4.276)으로 2.57점 향상

되었다. 그에 비해 분석적 전략을 사용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7.2

점(5.630)에서 32.80점(sd=4.494)으로 5.6점이 향상되어 타 집단의 향상에 

비해 향상 폭이 두 배 이상 컸다. 이는 Hegarty, Stieff와 Dixon(2013)의 

연구에서 분석적 전략을 사용하던 집단에게 분석적 학습이 가장 효과적

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학습한 두 가지 전략 모두 분석

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분석적인 전략을 사용하던 학생들에게 가장 큰 

향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반응시간을 비교해보면 사전 검사에서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12.80(sd=1.92)초에서 8.97(sd=1.49)초로 약 4초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다른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사전 검사에서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그룹에서도 반응 시간의 감소

가 있었지만, 11.06(sd=2.84)초에서 10.31(sd=2.30)초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

었다. 반면,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8.40(sd=3.62)초에서 

9.40(sd=2.08)초로 오히려 평균반응시간이 1초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석적 전략을 사용하던 집단에서는 보다 체계적

인 분석적 전략을 학습한 후 반응시간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존에 통합적 전략을 

사용하던 학생들은 점수는 향상되었지만, 반응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미 

총체적 전략과 분석적 전략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던 학생들이라서, 새

로운 전략 활용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고, 방해가 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 69 -

N 평균 표준편차
사후 평균 – 

사전 평균
Z

점

수

총체적
사전 26 26.50 3.881

2.73 -2.646b**
사후 26 29.23 4.836

분석적
사전 5 27.20 5.630

5.6 -2.041b*
사후 5 32.80 4.494

통합적
사전 7 26.86 5.460

2.57 -2.047b*
사후 7 29.43 4.276

반

응

시

간

총체적
사전 26 11.06 2.84

-0.75 -1.206b
사후 26 10.31 2.30

분석적
사전 5 12.80 1.92

-3.83 -2.023b*
사후 5 8.97 1.49

통합적
사전 7 8.40 3.62

1.00 -.845c
사후 7 9.40 2.08

a.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음수 순위를 기준으로. c.양수 순위를 기

준으로.

<표 22>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a. 전략 유형별 b. 접근 방법별

[그림 22] 전략선택에 따른 사전·사후 결과 변화(전략유형별, 접근방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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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점수 비교

 접근 방법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총점과 반응 시간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표 23>와 [그림 22b]에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점수를 분석

한 결과,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점수가 향상되었으며, 사전 검사에서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학생들이 특정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평균 

점수의 높은 향상을 보였다. 모든 그룹에 해 전략 학습의 효과가 있었

으며, 특히 전체적 접근을 사용했던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N 평균 표준편차
사후 평균 – 

사전 평균
Z

점

수

전체
사전 12 25.67 3.892

4.25 -2.946b**
사후 12 29.92 3.825

부분
사전 26 27.12 4.475

2.53 -2.695b**
사후 26 29.65 5.169

반

응

시

간

전체
사전 12 12.25 2.47

-1.36 -1.569b
사후 12 10.89 1.92

부분
사전 26 10.13 3.18

-0.59 -.775b
사후 26 9.54 2.21

a.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b.음수 순위를 기준으로. c.양수 순위를 기

준으로.

<표 23> 접근 방법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 결과 비교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5.67점(sd=3.892)에서 

29.92점(sd=3.825)으로 4.25점 향상되었고, 특정 부분에 주목한(부분적 접

근)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27.12점(sd=4.475)에서 29.65점(sd=5.169)으로 

2.53점 향상되었다. 사전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들의 

평균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적 접근을 했

던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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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시간은 전체적 접근을 한 집단과 부분적 접근을 한 집단 모두에

서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사전 검사에서 부분에 주목하

던 학생들보다, 전체를 파악하려고 했던 학생들의 결과에서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되었고, 반응 시간 역시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자극의 전체를 

보며 문제를 해결하던 학생들은 주어진 자극에서 봐야하는 핵심적인 부

분을 알게 된 후 문제 해결이 더 빨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들과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들에 

하여 수준 집단으로 구분하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성취의 변화를 비교

해보았다(<표 24>). 사전 검사 점수 ‘높음’ 집단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

전 검사에서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들 중에는 30%가 해당되고,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들 중에는 17%에 불과했다. 부분적 접근을 하는 학생들

이 좀 더 문제 해결에 높은 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tting(2002)의 

연구에서는 낮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전략’을 사용하는 것

이 아니라 ‘아예 전략이 없는’ 여러 사례를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예 전략이 없

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체적 접근을 사용했던 학

생들은 두 가지 인지 전략을 학습한 후 해결 전략을 습득하고 큰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준 집단에서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을 분류하여 수행의 향상 폭을 비교하였다.

수준집단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

인원수 사후평균-사전평균 인원수 사후평균-사전평균

높음 2 0.5 8 1.13

중간 8 4.25 13 2.69

낮음 2 8 5 4.4

<표 24> 사전검사 수준집단에서 접근 방법에 따른 검사 점수 향상 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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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 중 수준 집단이 ‘낮음’인 학생의 향상이 

8점으로 다른 경우의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 집단에 해당하는 

두 학생 모두 과제 해결에서 총체적 전략과 전체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또한, 두 학생의 설문을 보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넣었다’와 같

은 단순한 서술이 전부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였지만 더 이

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적절한 해결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 접근을 사용했던 학생들은 두 가지 인지 전략을 학

습한 후 적절한 해결 전략을 습득하고 큰 향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원수가 두 명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위 결과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반 로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 중 수준 집단이 ‘높음’인 학생의 

향상은 0.5점으로 가장 적게 향상되었다. 이 학생들은 사전 설문지에서 

검사 난이도를 어떻게 느꼈는지 응답하는 5점 척도에 각각 3점과 3.3점

으로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들의 평균 3.78점에 비

해 낮은 수준이다(이에 반해,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 중 ‘낮음’집단의 

체감 난이도는 평균 4.2점으로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공간 과

제 해결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이 학

생들은 공간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로 사전 검사에서도 머릿속에서 전개

도를 전체적으로 조작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 중 ‘낮음’집단의 학

생들은 적절한 해결 전략이 없어서 공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학생들에게 전략 학습이 교육적으로 더욱 효

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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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이트래커 장비 Eyegaze Edge Eyefollower 2.0을 사

용하였고, 측정한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NYAN 2.0XT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참여자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의 안구 운동 데이터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고정이 발생하는 패턴에서 차이를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따라 고정 시간의 기준을 

100ms 이상으로 설정하였다(신원섭과 신동훈, 2013; 최현동, 신원섭 그리

고 신동훈, 2014). NYAN 2.0XT 프로그램에서는 안구 운동의 고정이 생

기면 그 시간에 비례한 원의 크기로 고정점을 나타내며, 각 원 안에 고

정이 생긴 순서와 각 고정점의 응시 시간을 숫자로 표시한다. 각 고정점

과 고정점 사이에는 선이 표시되는데, 이는 도약을 나타낸다. 또한 각 

참가자의 문항별 데이터는 그림파일과 동영상파일로 제공된다. 결과 분

석과정에서 그림과 동영상으로 시선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검사에서는 각 학습자가 자신의 전략을 활용하여 해

결하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새로 학습한 두 가지 공간 인지 전략만을 사

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 내에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사용한 전략을 분류한 결과에 따른 안구운동 데이터의 차이

를 확인하였다. 고정 횟수와 고정이 일어난 최  시간을 비교하였다. 다

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학습한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달라지는 안구 운

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활용하는 Part1과 Part2 유

형, 그리고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활용하는 Part3 유형을 구분하여 고정

의 수, 제시 화면 전체(또는 특정 관심 영역)에서 고정이 일어난 총 시간

(Total gaze duration, TGD), 평균 고정 시간(Mean fixation duration, 

MFD), 시선의 영역 간 이동 수(패스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6). 또한 

6)∙관심 영역(Area of Interest) : 연구자가 안구 운동 분석을 위해 설정한 

특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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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는데, 사전․사후 검사에서의 학습자 내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익숙하게 사용한 학생과 그렇지 못

했던 학생의 안구 운동을 비교하였다. 사후 검사 후 작성한 설문지에서 

사후 검사에서 새로 학습한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한 응답을 기준으로 학습자를 선정하여 학습자 간 안구운동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4.1. 사전검사 해결 전략 분류에 따른 아이트래커 분석

  사전 검사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해결 전략에 따라 시선 추적 결과에

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사전 검사의 전체 시행에 하

여 문제풀이 전략 유형, 접근 방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한 후 고정 수

와 고정이 일어난 최  시간의 평균을 비교하였고, <표 25>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아이트래커 측정 환경에서 검사를 수행한 학생 중에는 문제

풀이 전략의 유형 중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없어서 총체적 전략

과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 해서만 분석하였다.

  문제풀이 전략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집

단은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 비해 평균 10회 이상의 많은 고정점

이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8.122)이다. 또한,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집단에서는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고정의 길이도 유

∙고정이 일어난 총 시간(Total gaze duration, TGD) : 제시 화면 전체 또는 

특정 관심 영역에 고정(fixatiaon)이 발생한 시간의 총합

∙평균 고정 시간(Mean fixation duration, MFD) : 제시 화면 전체 또는 특정 

관심 영역에 발생한 각 고정(fixation)이 지속된 시간의 평균

∙안구의 영역 간 이동 수(패스 수) : 지정된 관심 영역 사이에서 고정이 전

환되는 횟수. 즉 하나의 관심 영역에서 다른 관심 영역으로 고정이 옮겨가

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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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길었다(t=2.013). 고정 수와 고정의 길이는 문제 해결에서 겪는 인

지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문제 해결에 관하여 적절한 

전략이 없는 경우에 총체적 전략을 선택하기 쉬운데, 시선 추적 결과에

서도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집단의 인지적 부담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통합적 전략은 총체적 전략과 분석적 전략을 함께 사용하

기 때문에 고정 수가 적고 비교적으로 짧은 응시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

된다. 사전 검사 성취도에서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그룹이 총체적 전략

을 사용한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고, 더 짧은 반응시간이 걸렸다. 

이 결과와 시선 추적 결과 분석에서의 차이를 종합해보면, 문제 해결과

정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 전략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행

을 가져올 수 있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는 높은 수행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은 전략의 레퍼토리를 활용하

여 최적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Glück(1999)의 연구 결과

를 뒷받침한다.

  접근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을 때, 전체적 접근을 사용한 집단에서 부

분적 접근을 사용한 집단에 비해 평균 5회 정도 더 많은 고정 점이 나타

났고, 최  고정 시간 역시 더 길었다. 전체적 접근을 한 집단은 공간능

력이 뛰어나거나,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으

며, 부분적 접근을 한 집단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효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로 볼 수 있다. 사전 검사 성취도에서 

부분적 접근을 한 집단의 점수가 더 높고, 반응시간은 더 적게 걸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선 추적 결과와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접근하

는 경우에 비해 부분적 접근을 한 집단에서 더 적은 인지적 부담을 겪었

으며 수행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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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운동 지표 유형 평균(표준편차) t

문제

풀이

전략

고정점 수 (회)
총체적 27.29(19.06)

8.122***
통합적 17.05(13.13)

최대 고정 시간 (초)
총체적 0.742(0.40)

2.013*
통합적 0.673(0.41)

접근

방법

고정점 수 (회)
전체 28.44(20.83)

2.410**
부분 23.96(17.46)

최대 응시 시간 (초)
전체 0.783(.37)

1.958*
부분 0.710(.41)

              

<표 25> 사전검사 해결 전략 분류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4.2. 전개도 변환 전략 학습에 관한 아이트래커 분석

  다음으로는 전개도 변환 전략 학습, 패턴 코딩 인지전략 학습에 관한 

분석을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의 안구운동 데이터 차이를 비교

하였다.

  Part1 유형은 제시된 전개도에서 표시된 두 모서리가 서로 만나는지 

확인하는 유형이고, Part2 유형은 표시된 세 점이 한 꼭짓점에서 만나는

지 확인하는 유형이다. Part1과 Part2 유형은 새로 학습한 전개도 변환 

전략을 활용하여 사후 검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Part1과 Part2 유

형의 안구 운동 결과에 하여 고정의 수와 시간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가. 사전-사후검사에서의 시행별 고정 수와 고정 시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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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사후 검사에서 Part1과 Part2 유형의 전체 시행7)에 하여 고정

점이 발생하는 횟수와 고정이 일어난 시간의 평균, 그리고 평균 고정 시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표 26>). 고정 시간(TGD)의 

단위는 1초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평균 고정 시간의 단위는 

1/1000초(ms) 단위로 표시하였다.

  Part1 유형에서는 고정이 일어나는 횟수, TGD, MFD가 조금씩 증가했

지만, Part2 유형에서는 고정의 수, TGD는 감소하였고, 평균 고정 시간

(MFD)은 조금 증가하였다. 예상과 달리 사전 검사에서와 사후 검사에서 

각 지표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문항 간 특성

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했을 

때, 변환이 일어나는 거리의 수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

Part1

고정점 수 (회)
사전 15.85(11.48)

-.489
사후 16.26(13.77)

TGD (s)
사전 4.94(4.01)

-1.314
사후 5.31(4.74)

MFD (ms)
사전 311.90(116.73)

-.863
사후 319.27(100.64)

Part2

고정점 수 (회)
사전 17.18(11.96)

.726
사후 16.46(11.77)

TGD (s)
사전 5.33(4.07)

.154
사후 5.28(4.46)

MFD (ms)
사전 306.54(99.79)

-.726
사후 312.08(110.76)

              

<표 26> 사전-사후 검사 Part1, 2유형의 전체 시행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7) 아이트래커 결과에서 불완전한 데이터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20명의 22문항(11+11)에 한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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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안구 운동 상관관계 분석

  사후 검사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전략이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과 

전략이 특히 유용한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답변을 고려하

면, 각 문항에 따라 전략의 효과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전개도 변환 거리는 제시된 그림을 한눈에 답을 판단할 수 있는 

전개도 모양으로 바꿔서 생각하기 위하여 핵심 면을 고른 후 이동하는 

최단 거리를 의미한다([그림 23]). 변환 거리에 따른 사전-사후 검사에서

의 정답률, 고정 수, MFD의 값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았다(<표 27>). 모

든 경우에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earson 상관계

수는 .70 이상이면 서로 강한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후 검사에서 변환 거리와 정답률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고정수, 

MFD는 강한 양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환 거리가 길어

질수록 사후 정답률은 낮아지고, 고정 수와 MFD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개도 변환이 일어나는 거리에 따라 안구 운

동 결과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 경우에는 핵심 면 한 개를 한 번 이동하면 

바로 옆면으로 이어지는 전개도 모양으로 변

환할 수 있으므로 전개도 변환 거리는 1이다.

[그림 23] 전개도 변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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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계수

변환 

거리

사전 

정답률

사후 

정답률

사전 

고정 수

사후 

고정 수

사전 

MFD

사후 

MFD

변환 

거리
1 -.685* -.709* .707* .742* .574* .782*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27> 변환 거리에 대한 각 지표의 상관 계수

  사전-사후의 안구 운동 데이터를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라서 비교한 

결과를 <표 28>에 제시하였다. 고정의 수는 전개도 변환이 거리가 1인 

유형에서만 감소하였고, 변환 거리가 0인 경우와 2이상인 경우에는 증가

하였다. 특히 변환 거리가 0인 경우에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그림 

24c,d,e]에서 학생들의 고정 수의 분포를 보면 사후 검사에서 매우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차가 매우 큰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전략이 

익숙한 학생들은 응시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전략이 익숙하지 

않은 특정 학생들에게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고정 점을 많이 남긴 학생들은 설문을 통해 전개도 변환 전략이 익숙하

지 않았다(5점 척도에서 평균 2.2점)고 응답한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

은 새로운 전략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고, 쉬운 문항에서도 전략을 적

절히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많은 탐색과정을 거쳐 고정점이 증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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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운동 

지표

전개도 

변환 거리
검사 평균(표준편차) t

고정점 수 

(회)

0
사전 14.05(10.20)

-3.43*
사후 17.72(15.55)

1
사전 15.55(10.47)

.941
사후 14.73(10.19)

2 이상
사전 16.12(11.28)

-.647
사후 17.10(13.10)

MFD (ms)

0
사전 279.51(95.53)

-.261
사후 281.55(82.42)

1
사전 333.43(118.61)

-.217
사후 335.41(113.69)

2 이상
사전 328.74(112.59)

-.760
사후 338.07(90.30)

              

<표 28> 사전-사후검사에서 전개도 변환거리에 따른 안구운동지표의 차이

a. 변환거리에 따른 평균 고정수 b. 변환거리에 따른 평균 MFD

c. 변환거리0일 때
   고정수 분포

d. 변환거리 1일 때
   고정수 분포

e. 변환거리 2 이상 일 
때 고정수 분포

[그림 24]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그래프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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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1 사전 검사 (S17) Part1-1 사후 검사 (S17)

[그림 25] Part1 – 1번 문항 사전·사후 아아트래커 결과(S17)

  사후 검사의 변환 거리가 0인 문항들에 해 표적인 사례로, 가장 

고정점을 많이 남긴 S178)의 안구 데이터를 보면([그림 25]), Part1유형의 

1번 문항에 해 사전 검사에서는 오히려 옆면으로 접히는 네 면을 탐색

하고 빠르게 정답을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보이지만, 적절한 면에서 변환을 하지 못하였

고, 이로 인해 사전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이 응시하고 오래 걸려서 문제

를 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변환 거리가 1인 경우에는 고정 수가 감소하였고, MFD는 사전 검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경우에 비해 정답률이 가장 큰 폭으로 약 12% 

정도로 향상되었다9). 고정 횟수는 정보 처리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점수의 향상과 안구 운동 결과를 종합해볼 때, 변환 거리가 1인 경우에 

8) S17은 설문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이 익숙한 정도를 1점(매우 익숙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고, Part1과 Part2에 하여 사전 검사보다 사후 검사에

서 1점 감소하였다.

9) 

  

변환 거리 사전정답률(%) 사후정답률(%) 증감(%)

0 92.9 93.6 0.75 

1 73.9 85.5 11.58 

2 65.1 67.8 2.63 

<표 29>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검사 정답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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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들의 정보 처리의 양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후 검사 

해결 과정에서 변환 거리가 1인 경우에 전개도 변환 전략이 학생들에게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변환 거리가 2이상인 문항은 사전 검사에서도 비교적 점수가 낮아 어

려운 문항으로 분류되며, 사전 검사에서 고정점의 수도 가장 많이 나타

났다. 사후 검사에서는 고정점의 수가 약간 증가하였고, MFD는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MFD의 증가는 선행 연구에서 인지적 노력을 많이 필

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ayner, 2009). 검사 점수와 함께 시선 추적 

결과의 변화를 종합해볼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전개도 변환을 많이 해야 

하는(변환거리 2이상의) 문항들에서는 학생들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

하지 못하였고, 전략 학습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6] 전개도 변환거리에 따른

사전·사후 정답률과 반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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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문항 별 시선 추적 결과 분석 – 
Part1 유형

  Part1 유형에서 전개도 변환 거리가 1인 문항 즉, 전개도 변환 전략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2번과 10번 문항을 선정하여 안구 운동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이 익숙하고, 전략을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변환이 일어나는 위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전개도 변환 거리가 2이상인 

문항으로 3번 문항을 선정하여 시선 추적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전략 사

용에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전략 사용이 문제 해결에서 유용하지 않

았던 원인을 분석하였다.

① Part1 – 2번 문제 분석

  2번 문제는 변환 거리가 1인 문항으로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

다면, [그림 27b]처럼 색칠한 하나의 면만 변환하면 두 개의 화살표가 만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개도 변환 전략이 매우 유용하

다. 사전 검사에서 2번 문항의 정답률은 73.7%였고, 사후 검사에서는 

84.2%로 향상되었다. 안구 운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 결과

에 비하여 사후 검사에서는 고정 수와 고정 시간에 해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a. Part1-2 문항 b. 전개도 변환 전략의 활용

[그림 27] Part1 – 2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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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art1과 Part2 유형에서 관심영역 설정

  2번 문항에서 고정점의 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8.65(sd=3.41)회, 사후

검사에서 평균 16.05(sd=10.57)회로 증가하였고, 응 표본 t검정에서 t값

은 –3.60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이 드러났다. 사후검사에서 두 배정도 

더 많이 응시하였는데, 자세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개도 변환 전

략의 사용으로 인하여 응시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아

이트래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OI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그림 28]).

AOI 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

AOI

1-2

고정점 수 (회)
사전 3.29(1.637)

-2.575*
사후 5.79(2.665)

TGD (s)
사전 1.34(1.039)

-1.822*
사후 2.11(1.431)

MFD (ms)
사전 349.09(101.33)

2.048*
사후 281.92(104.76)

AOI

2-3

고정점 수 (회)
사전 2.24(1.200)

-3.556**
사후 4.82(2.604)

TGD (s)
사전 .74(.597)

-2.889**
사후 1.44(.646)

MFD (ms)
사전 252.47(110.15)

-1.944*
사후 308.66(70.66)

              

<표 30> Part1-2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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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2. 사전 검사(S22, S16, S30)

Part1-2. 사후 검사(S20, S29, S33)

[그림 29] Part1 – 2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사전-사후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표 30>), 

AOI1-2와 AOI2-3에서 고정점의 수와 영역별 고정 시간의 평균이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AOI1-1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이 모두 감소하였

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각각 0.06회, 0.005초 감소하였다). 

AOI1-2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은 각각 2.5회, 0.77초 증가하였으

며, t값은 각각 –2.575와 –1.8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또

한, AOI1-2영역의 MFD는 67.17ms 감소하였다. 이는 사후 검사에서의 응

시가 사전 검사에 비해 AOI1-2영역에 좀 더 집중되었으며, 각각의 응시 

시간은 평균적으로 짧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전 검사에 비하여 

조금 더 짧게, 더 여러 차례 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AOI1-2영역은 전개

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반드시 응시해야하는 핵심 영역이다. 이 

결과는 전개도 변환 전략 사용에 따라 발생한 응시 패턴의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AOI2에서는 사전 검사 비 사후 검사에서 AOI2-3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이 각각 2.59회, 0.70초 증가하였고, t값은 각각 –3.556과 –
2.88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MFD도 56.19ms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AOI2-3영역 역시 전개도 변환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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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을 때 응시해야 하는 핵심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고정의 수와 

TGD, MFD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후 검사에서 본 문항에 

하여 부분의 학생들이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히 적용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사전 검사에서와 사후 검사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했을 때에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전 검사에서와 사후 검사에서 응시

가 집중된 영역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전 검사 후 설문과 종합

해보면, 부분의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2차원 

전개도를 3차원 입체로 변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

전검사에서는 [그림 29]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개도 중심 부분의 한 면

을 오래 응시하면서 그 면을 기준으로 다른 면을 접어 올려 입체를 구성

하는 상상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분의 응시점이 전개도 

면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전개

도 변환전략을 적용할 때, 변환이 일어나는 핵심 면과 모서리에 응시가 

집중되어있다. [그림 29]의 S20의 결과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여 

서로 만나게 되는 두 꼭짓점만을 번갈아 응시하고 답을 응시하였다. 사

전 검사에서 전개도를 훑어보며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더불어 사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이외의 부분에서도 응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29]의 S29와 S33의 안구 운동 결과에서는 제시된 화면에서 

아무 무늬와 면이 없는 부분에 고정점이 나타났다. 이는 전개도 변환 전

략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화살표가 이동한 위치와 일치한다. 

즉, 사전 검사에서와 달리 전개도 변환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여 화살표의 

변환된 모습을 상상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전략 사용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의 안구 운동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② Part1 - 10번 문제 분석

  10번 문제는 변환 거리가 1인 문항으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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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b]와 같이 색칠한 하나의 면만 변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모이

게 되는 네 면은 정육면체 전개도의 옆면으로 볼 수 있어 쉽게 해결이 

가능해진다. 즉, 한 줄로 나란히 두 개의 화살표가 만나는 것을 쉽게 확

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전개도 변환 전략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10번 문항의 정답률은 사전 검사에서 81.6%로 비교적 쉬운 난이도에 속

하며, 사후 검사에서 86.8%로 좀 더 향상되었다. 본 문항에서 안구 운동

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 결과에 비하여 사후 검사에서는 고정 

수와 고정 시간에 해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a. Part1-10 문항 b. 전개도 변환 전략의 활용

[그림 30] Part1 - 10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고정점의 수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13.69(sd=4.61)회로 8.65(sd=3.41)회

였던 2번 문항에 비해 고정점이 더 많이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

는 평균 10.19(sd=5.53)회로 나타났으며, t값이 1.882로 평균 3.5회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고정점이 두 배가량 증

가했던 2번 문항과 달리, 10번 문항에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머릿속에서 

접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사전 검사에서), 2번 문항에 비해 10번 문항

이 더 많은 인지적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사전 검사에서

는 10번 문항은 2번 문항에 비해 모서리 사이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머

릿속으로 접으면서 기억해야 할 면이 많고 어렵게 느껴지므로 고정점이 

평균적으로 많이 나타났을 것이다. 사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면, 한 면만 변환하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전개도를 접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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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때 보다 기억해야 할 부분이 훨씬 감소하므로 고정 점의 수가 줄

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면, AOI1-1에서 고정의 수

가 증가하고, AOI1-2에서 TGD와 MFD의 평균값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설

을 세웠다. 자세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아이

트래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심 영역(AOI)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그

림 28]). 응 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AOI1-1에서는 고정점

의 수와 TGD가 증가하였고10), AOI1-2, AOI1-3과 AOI2-2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가 감소하였다(<표 31>). AOI1에서는 AOI1-2영역의 고정점 수

(t=1.857)와 TGD(t=1.784), MFD(t=2.847)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OI1-3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은 각각 1.9회, 0.95초 감소하였으며, t값

은 각각 1.676과 2.369로 고정점 수는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감소하

였고, TGD와 MFD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전 검

사에서 많은 응시가 일어났던 AOI1-3 영역에 응시가 감소했음을 나타내

며, 학생들이 이 영역에 관심을 덜 두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OI1-3영역

에는 화살표 표시가 그려진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검사에서 학

생들은 이 영역을 사전 검사에서처럼 많이 응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후 

검사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면, 핵심적인 변환이 일어나는 

AOI1-1영역에 좀 더 주목하고, AOI1-2와 AOI1-3 영역은 주의 깊게 살펴

보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OI2에서는 AOI2-2영역의 고정점 수, TGD의 평균값이 각각 2.47회

(t=1.955, p=.034), 0.88초(t=2.281, p=.01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AOI2-2영역에는 전개도 변환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이 포함되지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생들의 응시 패턴에서 찾을 수 있

10) AOI1-1영역에서 고정점의 수는 1.24(sd=1.20)회에서 1.50(sd=1.58)회로 

0.27회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GD는 0.29(sd=.33)초에서 

0.44(sd=.59)초로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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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31]을 보면,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주로 전개도 중앙의 한 

면 또는 중앙 오른쪽의 한 면을 오랫동안(그리고 반복적으로) 응시거나 

전개도의 부분의 면을 전반적으로 훑어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머릿

속에서 전개도가 접히는 모양을 상상하면서 ‘매직 아이11)’ 전략을 사

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접히는 모양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구 운

동 결과이다. 중앙의 한 면을 오래 응시하는 것은 그 면을 기준면12)으로 

다른 면이 모이면서 접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며, ([그림 31] -S03과 

같이)중앙 오른쪽의 한 면을 오래 응시하는 것은 그 면을 기준면으로 다

른 면이 접히는 모습을 상상하여 화살표가 그려진 면이 만나도록 머릿속

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한 면을 오랫동

안 응시하는(큰 원이 생기는) 경향은 체로 사라졌으며, 응시의 부분

이 전개도 변환 전략이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전

개도의 면 전반이 아니라 일부분에만 시선이 머무르는 경향을 보이며, 

시선의 이동이 간결하고 원의 크기가 체로 줄어들어있음을 알 수 있

다. 전개도 변환 전략의 사용으로 인하여 AOI1-2와 AOI1-3영역에 관심

이 줄어들고, AOI2-2영역에서도 반복적이고 오랜 응시가 사라졌기 때문

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 매직 아이란, 스테레오 그램(Stereogram)을 모아 출간한 책의 이름이다. 

스테레오 그램은 두 눈에 따로 제시하였을 때, 두 개의 그림이 통합되어 한 

개의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이게끔 제작된 한 쌍의 그림을 의미한다. 학생들

은 설문에서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하면서 전개도가 접히는 모양을 상상하는 

방법을 ‘매직 아이처럼 보면서 풀었다’고 설명하였다.

12) 해결 전략 설문 과정에서 20명 중 8명은 전개도가 위쪽으로 모이면서 

접어 올리는 장면을 상상하였다고 응답하였으므로(나머지 12명은 아래 방향

으로 접어 내리는 상상을 함), 입체 정육면체의 바닥면(반 의 경우에는 윗

면)이 되도록 상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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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 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

AOI

1-2

고정점 수 (회)
사전 6.20(3.610)

1.857*
사후 3.94(3.172)

TGD (s)
사전 2.49(2.100)

1.784*
사후 1.45(1.449)

MFD (ms)
사전 362.40(140.664)

2.847**
사후 276.94(131.578)

AOI

1-3

고정점 수 (회)
사전 5.44(3.794)

1.676
사후 3.53(2.295)

TGD (s)
사전 1.95(1.425)

2.369*
사후 1.01(0.862)

MFD (ms)
사전 290.81(111.419)

2.121*
사후 247.75(89.137)

AOI

2-2

고정점 수 (회)
사전 7.53(4.732)

1.955*
사후 5.06(3.766)

TGD (s)
사전 2.21(1.406)

2.281*
사후 1.33(1.002)

MFD (ms)
사전 337.95(152.053)

1.752
사후 265.86(56.284)

              

<표 31> Part1-10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Part1-10. 사전 검사(S27, S03, S17)

Part1-10. 사후 검사(S24, S36, S30)

[그림 31] Part1 – 10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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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art1 – 3번 문제 분석

a. Part1-3 문항 b. 전개도 변환 전략의 활용

[그림 32] Part1 – 3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3번 문항([그림 32a])은 사전 검사에서 정답률 55.3%로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항이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서리 사이의 거리가 6

으로 Part1 유형 중 자극이 가장 멀리 떨어져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난

도가 높은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지애(2012)의 선행 연

구 결과에서도 가장 정답률이 낮은(89.7%) 문항으로 나타났다. 단, 전개

도 변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네 개의 옆면 양 끝에 화살표 자극이 

제시되는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림 32b]처럼 변환한다면 모서리 사

이의 거리가 4로 줄어들고, 한 눈에 판단이 가능한 쉬운 문항으로 전개

도 형태를 변환할 수 있다. 이에 Part1의 3번 문항에서 정답률의 높은 

향상을 예상하였고, 사전 검사에서 안구 운동이 중앙에 밀집되어 있다가 

사후 검사에서는 위와 아래 영역으로 분산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그러나 사전-사후 분석 결과 정답률에서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고

정점과 고정 평균 시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후 

검사에서 정답률은 55.3%로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정점의 

수는 평균 22.9(sd=8.18)회에서 23.2(sd=14.03)회로 0.29회 증가하였고, 

MFD은 평균 0.32(sd=.06)초에서 0.33(sd=.08)초로 0.01초 증가하였으나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전략 사용을 통해 두드러지는 변화를 예상한데에 반해 결과에서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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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학생들이 전개도 변환 전략을 자신

의 사고의 도구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변환 

거리가 1인 3번 문제에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지만, 

변환 거리가 2인 10번 문제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 학생들은 전략을 이해하고는 있지만, 전략을 두 면에 각각 적용할 

만큼 충분히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이트래커 결과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33]을 보면, 사

전검사에서는 전개도의 중앙을 오래 응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정

점의 분포가 각선 방향으로 전개도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있다. 반면, 

사후검사에서는 사전검사에 비해 비교적 큰 원이 나타나지 않으며, 왼쪽 

하단 또는 오른쪽 상단에 치우쳐서 응시점이 분포되어있는 경향이 나타

났다. 부분의 학생들이 전개도 변환 전략을 [그림 32b]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림 34]처럼 변환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처럼 변환

할 경우, 문제 해결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 사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사전검사에 비해 정답률이 향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략 사용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구 운동의 고정 수나 

고정 평균 시간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Part1-3. 사전 검사(S27, S03, S19)

Part1-3. 사후 검사(S17, S31, S09)

[그림 33] Part1 – 3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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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art1 - 3번 문항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의 미숙한 활용

라. 학습자에 따른 시선 추적 결과 사례 비교 – Part1 유형

  Part1 유형에서는 표적 사례로 10번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해결 과정에 한 설명을 돕기 위하여 [그림 35]처럼 전개도 

면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35] Part1 – 10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

① 사전-사후 결과 비교 1 (학습자 내 비교)

  [그림 36]은 Part1 유형의 10번 문항에 한 S13의 사전-사후 검사에

서의 안구운동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S13은 사전검사 후 설문에서 총

체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고, 사후검사 후 설문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4점(익숙하게 



- 94 -

사용)에 응답하였다. 시선 추적 데이터를 보면, 전개도의 면을 전체적으

로 탐색하면서 머릿속에서 전개도를 접는 상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S13

은 사전검사에서는 5.6초 동안 제시된 자극을 탐색하였고, 시선의 고정

은 총 18회 일어났고 MFD는 0.22초로 나타났다. [그림 36a]에 나타난 것

처럼 S13은 가장 아래의 화살표가 그려진 4번 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오른

쪽 상단의 화살표가 그려진 쪽의 5번과 6번 면을 탐색하였다. 5번 면을 

2번 면 쪽으로, 6번 면을 3번 면 쪽으로 머릿속으로 접어서 정육면체를 

완성하는 시도를 하고, 답지에서 ‘같다’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에서는 1.175초 동안 제시

된 자극을 탐색하면서, 시선의 고정은 총 5회 일어났고 평균 고정 시간

은 0.13초로 나타났다. 사전 검사와 비교하여 자극을 탐색하는 시간이 

5.6초에서 1.175초로 4.425초 감소하였고, 고정 횟수 역시 18회에서 5회

로 13회 감소하였다. [그림 36b]에서 나타난 것처럼 S13은 3번 면에서 탐

색을 시작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여 2번 면이 5면 면과 만난

다는 것을 분석하고 난 후 ‘같다’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극의 

탐색 과정이 간소해졌고, 학습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

문에 시선의 움직임이 달라졌음을 [그림 36]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② 사전-사후 결과 비교 2 (학습자 내 비교)

  S28의 결과에서는([그림 37]) S13과 달리 전개도 가운데에 큰 원이 나

타났다.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 과정에서 이처럼 전개도 중앙에 큰 원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을 응시하면서 전개도가 접히는 모양을 머릿속에서 상상한’ 결과

임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매직 아이처럼 보면서 풀었다’

고 설명하였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하면서 전개도가 접히는 모양을 상

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눈의 초점을 흐리게 한 경우에도 한 곳

을 오래 응시한 것처럼 기록하는 아이트래커의 한계가 드러나는 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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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집중 지표를 활용한 뇌파 분석을 병행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아이트래커에 뇌파 분석을 병행하여 시간별로 데

이터를 분석한다면, 학습자의 집중과 안구 운동을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정확한 해결 전략 사용 분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

다.

  S28은 사전설문에서 머릿속으로 접으면서 모서리가 접히는 부분을 계

산하는 통합적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고, 사후설문에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5점(매우 

익숙하게 사용)에 응답하였다. 사전검사에서는 [그림 37a]에서 볼 수 있

듯이 5번 면과 6번 면 사이의 모서리에서 탐색을 시작하여 4번 면 쪽을 

탐색한 후 5번 면의 화살표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전개도의 중앙부분인 

2번 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전개도가 접히는 모양을 상상하였다고 판단된

다. S28은 사전 검사에서 2.908초 동안 제시된 자극을 탐색하면서, 시선

의 고정은 총 6회 일어났고, 평균 고정 시간은 0.37초로 나타났다.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그림 37b])에서는 3번 면부터 2

번 면, 5번 면 부분을 차례로 훑으며 2번 면과 5번 면이 만나게 됨을 빠

르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1.517초 동안 제시된 자극을 탐색하였고, 

시선의 고정은 3회, 평균 고정 시간은 0.29초로 나타났다. 문제를 해결하

는데 걸린 시간과 시선의 고정 횟수는 사전 검사 결과에 비해 절반 정도

(각각 2.908에서 1.517, 6에서 3으)로 감소하였고, 평균 고정 시간은 0.08

초 줄어들었다. 사후 검사 결과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나타났던 ‘매직 

아이처럼 상상’하면서 한 곳을 오래 응시하여 생기는 큰 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표적 사례들을 통해 전개도를 머릿속으로 접는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전체적인 전개도의 면을 모두 훑어보거나, 중앙을 오랫동안 응시

하며 문제를 해결하지만,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변환에 필

요한 전개도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간결한 안구 움직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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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3 (사전 검사. Part1 – 10)

b. S13 (사후 검사. Part1 – 10)

[그림 36] Part1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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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8 (사전 검사. Part1 – 10)

b. S28 (사후 검사. Part1 – 10)

[그림 37] Part1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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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략 사용의 익숙한 정도에 따른 사후 결과 비교 (학습자 간 

비교)

  전개도 변환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른 안구 운동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Part1 유형의 10번 문항에 하여 사

후 검사 후 작성한 설문지에서 사후 검사에서 새로 학습한 전략을 얼마

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

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S22와 S01 두 학생을 선정하였는

데, 사후 검사 후 설문에서 새로 학습한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

는지를 묻는 질문에 S22는 5점 척도 중 5점(매우 익숙하게 사용)에 표시

하였고, S01은 1점(전혀 익숙하지 않음)에 표시하였다. [그림 38a]에 제시

된 4개의 그림은 s22의 3.63초의 문제 해결 과정에 한 안구 운동 동영

상 데이터를 1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한 것을 차례로(위에서 아래로) 

제시한 것이다. 오른쪽은 S01의 6.78초의 안구 운동 동영상 데이터를 1.5

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S22는 3.63초 동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정점이 6개 나타났고, MFD

는 0.4초로 분석되었다. S01은 S22의 약 두 배인 6.78초 동안 문제를 해

결하였고, 그 동안 고정점 17개가 나타났으며 MFD는 0.27초로 분석되었

다. [그림 38]을 통해 살펴보면, S22([그림 38a])는 전개도를 쉽게 변환하

는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30b]처럼 5번 면([그림 35])을 

2번 면으로 옮기는 변환을 하기 위하여 5번 면과 2번 면 사이의 지점에 

응시 점이 집중되어 있다. S22를 비롯하여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하거나 보다 간결한 

안구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했다. 반면, 전개도 변환 전략이 전

혀 익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S01([그림 38b]) 경우에는, 쉽게 변환이 가

능한 5번 면과 2번 면 사이에는 응시점이 생기지 않았고, 오히려 3번 면

과 6번 면 사이에서 응시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면과 6

번 면 사이의 모서리들에서 시선이 번갈아 가며 여러 차례 이동하는 것

으로 보아 두 면이 만나는 것을 상상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S01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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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할 때 집중해야 하는 곳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

이며, 이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

다. 이처럼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서 고정점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위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결과는 Gegenfurtner, Lehtinen과 Säljö(201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Gegenfurtner 등(201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과제와 관련된 영역에 주로 고정점을 만들고, 과제와 무관한 영역에는 

거의 고정점을 만들지 않는다. 즉, 전문가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 집중하고, 어디를 봐야하는지 알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과제 해결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과

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고정점을 만들었지만,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과제 해결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닌 영역에 

고정점을 만든 결과를 보였다. 더불어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에 하여 설문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오류(어떤 부분에서 전략 활

용에 미숙함이 있었는지 등)까지도 유추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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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2 (사후 검사. Part1 – 10.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5점(매우 익숙))

1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b. S01(사후 검사. Part1 – 10.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1점(전혀 익숙하

지 않음))

1.5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그림 38] Part1 – 10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2와 S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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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개도 변환 거리에 따른 문항 별 시선 추적 결과 분석 – 
Part2 유형

  Part2 유형에서 전개도 변환 거리가 1인 문항 즉, 전개도 변환 전략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6번과 10번 문항을 선정하여 안구 운동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였다. 전개도 변환 전략이 익숙하고, 전략을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변환이 일어나는 위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관심영역을 설정하였다. 관심 영역의 설정은 Part1과 동일하다.

① Part2 – 6번 문제 분석

  6번 문제는 변환 거리가 1인 문항으로 [그림 39b]에서처럼 색칠된 하

나의 면만 변환하면 세 점이 한 꼭짓점에서 모이도록 전개도 변환 전략

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전 검사에서 6번 문항의 정답률은 55.3%

였고, 사후 검사에서는 81.6%로 향상되었다. 안구 운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 결과에 비하여 사후 검사에서는 고정 수와 고정 시간에 

해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하였다.

a. Part2-6 문항 b. 전개도 변환 전략의 활용

[그림 39] Part2 - 6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6번 문항에서 고정점의 수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17.19(sd=11.53)회, 사

후검사에서 평균 15.57(sd=10.57)회로 1.62회 감소하였고, MFD는 0.31 

(sd=.11)에서 0.30(sd=.09)으로 0.009초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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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사후 검사에서 고정과 관련된 안구 운동 결과는 사전 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6번 문항의 변환 거리가 1이기 때문에,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면 더 쉽게 전개도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응시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아이트래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관심 영역(AOI)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표 32>).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AOI1-1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의 평균이 감소하였고, AOI2-2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의 평균이 감

소하였으며, AOI2-3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의 평균값이 증가하였다. 

AOI1-1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은 각각 2.6회, 0.38초 감소하였으

며, 고정점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t=2.255)하였다. 또한, 

AOI2-2에서 고정점의 수는 2.29회, TGD의 평균은 1.34초 감소하였으며, 

TGD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t=1.946)하였다. AOI2-3에서 고

정점의 수는 2.07회, TGD는 0.43초 증가하였고, 고정점의 수의 t값은 –
2.082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개도 변환 전략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후 검사에서의 응시가 

사전 검사와 다른 곳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AOI1-1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이 모두 감소하였다는 것은 사전에 오랫동안 응시하던 영역

을 사후에 응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전략 차이에 있

을 것이다. AOI2-2영역은 사전검사에서 고정점의 수가 특히 많이 집중되

어있던 영역인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29회 줄어들었다. 머릿속에서 

전개도를 접는 상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AOI2-2영역에 응시가 집중되지

만,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AOI2-2보다는 AOI2-3영역에 

응시가 집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AOI2-3영역은 전개도 변환 전략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반드시 응시해야하는 핵심 영역이며, 이 

부분의 고정점 수와 TGD의 평균이 증가하였다. 또한, [그림 40]에서처럼 

사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면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응시점이 많이 기록

된 것으로 보아, 전개도 변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응시하며 전개도를 변

환하는 심상적 처리과정이 시선 패턴에서 드러났다고 판단된다. 이 결과

는 전개도 변환 전략 사용에 따라 발생한 응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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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분의 학생들이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히 적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략 사용에 따라 사전-사후검사의 안구 운동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AOI 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

AOI

1-1

고정점 수 (회)
사전 6.06(5.916)

2.255*
사후 3.44(3.714)

TGD (s)
사전 2.20(2.065)

.901
사후 1.81(2.127)

MFD (ms)
사전 341.26(196.83)

-.341
사후 359.97(227.16)

AOI

2-2

고정점 수 (회)
사전 10.24(7.378)

1.416
사후 7.94(5.889)

TGD (s)
사전 4.39(3.070)

1.946*
사후 3.05(2.645)

MFD (ms)
사전 369.72(153.21)

2.133*
사후 268.86(109.53)

AOI

2-3

고정점 수 (회)
사전 3.20(2.455)

-2.082*
사후 5.27(3.035)

TGD (s)
사전 1.10(0.845)

-1.434
사후 1.53(1.044)

MFD (ms)
사전 300.95(192.62)

2.105*
사후 232.50(135.90)

              

<표 32> Part2-6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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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6. 사전 검사(S17, S23, S19)

Part2-6. 사후 검사(S03, S27, S13)

[그림 40] Part2 – 6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② Part2 - 10번 문제 분석

a. Part2-10 문항 b. 전개도 변환 전략의 활용

[그림 41] Part2 - 10번 문항과 전개도 변환 전략의 적용

  Part2유형의 10번 문제는 변환 거리가 1인 문항으로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림 41b]에 색칠한 하나의 면을 변환하여 세 점이 

한 꼭짓점에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전개

도 변환 전략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사전 검사에서 10번 문항의 

정답률은 84.2%였고, 사후 검사에서는 97.4%로 향상되어 가장 정답률이 

높은 문항이 되었다. 안구 운동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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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에서 고정 수와 고정 시간에 하여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

견하였다.

  10번 문항에서 고정점의 수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11.93(sd=4.843)회, 

사후 검사에서 평균 9.13(sd=4.291)회로 2.80회 감소하였고, MFD의 평균

은 0.33초(sd=.13)에서 0.30초(sd=.07)로 0.03초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

는 아니었다. 사후 검사에서 고정과 관련된 안구 운동 결과는 사전 검사

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10번 문항은 변환 거리가 1이므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면 더 쉽게 전개도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하였다. 이에 응시에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관심 영

역(AOI)을 설정하여 세부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표 33>).

   본 문항에 하여 AOI1-2의 응시가 감소하고, AOI1-1의 응시가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응표본 t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을 때 

AOI1-1과 AOI2-3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가 증가하였고, AOI1-2와 

AOI2-2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가 감소하였으며, AOI2-3에서 고정점의 

수와 TGD가 증가하였다. AOI1-1영역의 고정점 수와 TGD가 각각 1.82회, 

0.34초 증가하였으며, AOI2-3에서 고정점의 수는 1.47회, TGD가 0.26초 

증가하였다. AOI1-2에서 고정점의 수는 0.86회, TGD는 0.42초 감소하였

고, 고정점의 수의 t값은 1.835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AOI2-2에서 고정

점의 수는 0.94회, TGD는 0.12초 감소하였다.

  10번 문항에서는 AOI1-2영역의 고정점 수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도는 아니었다. 영역별 응시 변화에 해 살펴보면, AOI1-1과 AOI2-3 영

역에서 고정점 수와 TGD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해당 영역의 응시가 증가하였고, 학생들이 더 관심 있게 살펴

보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AOI1-2와 AOI2-2 영역에서 고정점의 수

와 TGD의 감소는 전개도 중앙 부분에 한 관심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

다. 이는 사전 검사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두던 전개도 중앙 부분에 하

여 사후 검사에서는 시선이 덜 머물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42]에서처럼 사전 검사에는 중앙 부분(특히 AOI1-2 영역)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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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집중되어 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면이 존재하지 않는 부

분(AOI1-1과 AOI2-3 영역)에 응시점이 많이 나타난다. 이 결과를 통해 

전개도 변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응시하며 전개도를 변환하는 상상을 하

였기 때문에 안구 운동 패턴이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개

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차이도 드러난다. 사후검사에서 [그림 42]와 같이 안구 운동 결과에서 여

러 특징이 드러나는데, S23의 결과는 [그림 41b]처럼 한 면을 평면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S03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전개도 변환 전략이 

사용되는 핵심 영역을 응시하였지만, 긴 응시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총

체적 전략과 혼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17과 유

사한 결과를 보인 일부 학생들은 한 면을 조작하는 핵심 영역이 아닌 다

른 영역에 응시가 나타났고, [그림 43]처럼 두 면을 변환하는 방법을 사

용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에 미숙

하여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문항에서는 경향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AOI1-2의 고정점 수 뿐 이었다. 그 원인은 앞에서 분석한 문항들의 

정답 유형은 ‘같다’인데 반해 본 문항의 정답 유형이 ‘다르다’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 전체 문항의 정답 유형에 하여 안구 운

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34>에 정리하였다. 정답 유형이 ‘같

다’인 경우에 비해 ‘다르다’인 경우에 고정점의 수가 10.3회 정도 더 

많이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 비해 10번 문항에서는 고정점의 수가 평균

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AOI1-2 영역 이외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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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10. 사전 검사(S35, S27, S30)

Part2-10. 사후 검사(S23, S03, S17)

[그림 42] Part2 – 10번 문항의 사전-사후 응시 경향

[그림 43] Part2 - 3번 문항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의 미숙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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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 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

AOI

1-1

고정점 수 (회)
사전 4.18(3.341)

-1.363
사후 6.00(3.435)

TGD (s)
사전 1.26(1.061)

-.904
사후 1.59(1.490)

MFD (ms)
사전 323.77(235.67)

.557
사후 297.49(141.97)

AOI

1-2

고정점 수 (회)
사전 4.79(2.293)

1.835*
사후 3.93 (2.433)

TGD (s)
사전 1.71(1.137)

1.040
사후 1.29(0.904)

MFD (ms)
사전 310.76(144.49)

1.031
사후 263.55(120.49)

AOI

2-2

고정점 수 (회)
사전 5.69(3.219)

1.241
사후 4.75(3.000)

TGD (s)
사전 1.79(1.027)

.402
사후 1.67(1.323)

MFD (ms)
사전 307.02(146.85)

-.381
사후 324.15(134.20)

AOI

2-3

고정점 수 (회)
사전 4.59(2.210)

-1.156
사후 6.06(5.321)

TGD (s)
사전 1.49(0.957)

-.557
사후 1.75(1.557)

MFD (ms)
사전 339.67(131.83)

.782
사후 307.87(131.65)

              

<표 33> Part2-10 문항의 AOI에 따른 안구 운동 지표 비교

안구 운동 지표 정답 유형 평균(표준편차) t

고정점 수
같다 19.96(9.416)

-3.123**
다르다 30.25(10.201)

고정 평균 시간
같다 .31(.027)

.894
다르다 .298(.027)

              

<표 34> 검사 전체 문항의 정답 유형에 따른 안구 운동 차이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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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습자에 따른 시선 추적 결과 사례 비교 – Part2 유형

  Part2 유형에서는 표적 사례로 변환 거리가 1인 10번 문항을 선정하

여 학습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해결 과정에 한 설명

을 돕기 위하여 [그림 44]처럼 전개도 면에 번호를 부여하였다.

[그림 44] Part1 – 10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

① 사전-사후 결과 비교 (학습자 내 비교)

  S22는 사전 검사 후 설문에 ‘머릿속에서 접어보며 따로 떨어진 한 

점이 나머지 두 점이 모여 있는 꼭짓점과 만나는지 접어보았다’고 서술

하였다. 아이트래커 결과에서도 설문에 서술한 것처럼 두 점이 모여 있

는 꼭짓점에 고정점이 많이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S22는 사전검사

에서 8.24초 동안 자극을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선의 고정은 17회, 

MFD은 0.28초였다. [그림 45a]에서처럼 두 점이 모여 있는 부분을 탐색

한 후 4번 면에서부터 2번 면까지 차례로 확인한 뒤, 2번 면과 5번 면 

사이를 탐색하였고, 6번 면과 3번 면 사이를 탐색하였다. 설문과 아이트

래커 결과를 종합해보면, 두 점이 모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따로 떨어진 한 점이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번 면과 5번 면

이 만나도록 그리고 3번 면과 6번 면이 만나도록 접는 상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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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는 사후설문에서 전개도 변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5점(매우 익숙하게 사용)에 응답하였다. 사후검사에

서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하여 4.07초 동안 문항을 해결하였고, 사

전검사에 비해 절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시선의 고정은 8회, MFD는 

0.35초로 나타났다. 사전검사에 비해 고정의 수는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MFD는 (적은 차이지만) 오히려 0.07초 증가하였다. [그림 45b]에 나타난 

것처럼 2번 면, 6번 면, 3번 면을 차례로 탐색 한 후 두 점이 모여 있는 

5번, 6번 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5번 면을 2번 면과 만나도록 2번 면

의 윗부분으로 이동하는 전개도 변환 전략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 오른

쪽 아래에 점이 그려진 5번 면을 회전하면서 이동하여, 2번, 3번, 4번 면

과 일직선상에 놓이게 한 후, 4번 면에 그려진 점과는 같은 꼭짓점에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S22의 사전검사, 

사후검사에서 안구 운동 결과의 차이를 통해 해결 전략에 따라 자극을 

보는 영역과 시선 이동의 패턴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적 사례를 통해 전개도를 머릿속으로 접는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전체적인 전개도의 면을 모두 훑어보며 문제를 해결하지만, 전개

도 변환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변환에 필요한 전개도의 특정 부분에 주

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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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2 (사전 검사. Part2 – 10)

b. S22 (사후 검사. Part2 – 10)

[그림 45] Part2 – 10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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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3 (사후검사. Part2 – 10.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4점(익숙))

 

0.5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b. S27 (사후검사. Part1 – 10.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1점(전혀 익숙하

지 않음)) 

1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그림 46] Part2 – 10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3과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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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 사용의 익숙한 정도에 따른 사후 결과 비교 (학습자 간 

비교)

  전개도 변환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른 안구 운동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후 설문지에서 사후 검사에서 ‘새

로 학습한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응

답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S23과 S27 두 학생

을 선정하였는데, S23은 5점 척도 중 4점(익숙하게 사용)에 표시하였고, 

S27은 1점(전혀 익숙하지 않음)에 표시하였다. [그림 46a]는 S23의 2.83초 

동안의 문제 해결 과정에 한 안구 운동 동영상 데이터를 0.5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한 것을 차례로(위에서 아래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46b]

는 S28의 4초 동안의 안구 운동 동영상 데이터를 1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S23은 2.83초 동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정점이 6개 나타났고, 고정

이 일어난 시간은 평균 0.38초로 분석되었다. S27은 4초 동안 문제를 해

결하였고, 그 동안 고정점 8개가 나타났으며 MFD은 평균 0.28초로 분석

되었다.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S23([그림 46a])은 2번 면에서 시작하

여 3번 면 방향을 응시하여 아래쪽을 탐색한 후 다시 5번 면을 응시하였

다. 그리고 바로 ‘다르다’로 시선이 향했으며, S23은 정답을 맞혔다. 

S23의 경우, 5번 면과 2번 면 사이의 지점에 응시 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빠르고 간결하게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했다. S23뿐만 아니라 전개도 변

환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번 면과 5번 면 사

이에 고정점이 집중되어있으며, 간결한 안구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했다. 반면, 전개도 변환 전략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S27([그림 46b])의 경우에는, (Part1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개도 변환 전략

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쉽게 변환하여 판별이 가능한 5번 면과 2번 면 사

이에는 응시점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3번, 4번 면과 6번 면 사이에서 

응시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번, 4번 면과 6번 면 사이에서 

시선이 여러 차례 이동하는 것으로 보아, 3번, 4번, 6번 면이 만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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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S27의 경우 전개도 변환 전략을 적절하게 사

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핵심적인 영

역이 아닌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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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패턴 코딩 인지전략 학습에 관한 아이트래커 분석

  Part3 유형은 제시된 정육면체와 전개도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

는 유형이다. 사후 검사에서는 Part3 유형 해결에서 새로 학습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유형의 시선 추적 결과에 하

여 고정의 수와 고정 시간에 한 안구 운동 지표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Part3 유형

에서는 Part1, Part2 유형과 달리 자극이 양쪽에 제시된다. 양쪽의 자극

에 각각 관심 영역을 설정하여 하나의 관심영역(AOI)에서 다른 관심영역

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패스(Pass)’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이지윤, 

2015), 얼마나 시선을 번갈아 이동하면서 두 자극을 비교하였는지 확인

하기 위해 패스 수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가. 사전-사후 검사에서의 시행별 고정 수와 고정시간의 비교

  먼저 사전·사후 시행별 고정 수와 고정 시간에 관한 안구 운동 지표

를 분석하였다(<표 35>). Part3 유형은 사전 검사 정답률 63.9%에서 사후 

검사 정답률 76.0%로 향상되었으며, 전체 시행에 한 고정 수 평균은 

37.39(sd=19.04)회에서 34.11(sd=16.34)회로 3.30회 감소하였다. 전체 시행

에 하여 평균 고정 시간(MFD)은 평균 241.08(sd=41.44)ms에서 평균 

324.86(sd=126.70)ms로 83.8ms 증가하였다. 사전 검사에 비하여 패턴 코

딩 인지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에서는 고정의 수가 평균 3회 정도 줄어

들었으나, MFD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선행 연구에서 아이트래커 지표 중 고정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부하가 늘

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습한 전략 사용에 의하여 거북이의 위치

로 관점을 전환하여 패턴을 기억해야하기 때문에, 각 응시 시간이 좀 더 

길어져서 MFD가 증가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지적 부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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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값

Part3

고정점 수 (회)
사전 37.39(19.04)

2.496*
사후 34.11(16.34)

TGD (s)
사전 9.15(5.05)

-3.763***
사후 10.63(5.45)

MFD (ms)
사전 241.08(41.44)

-11.608***
사후 324.86(126.70)

              

<표 35>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전체 시행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나. 관심 영역에 따른 고정 수, MFD, 패스 수 분석

  Part3 유형에서는 Part1과 Part2 유형과 달리 자극이 양쪽에 두 개로 

제시되므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두 자극을 비교하며 응시할 것으로 예상

하였고,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안구 운동을 확인하고자 하였

다. Part3 유형에서는 관심영역을 [그림 47a]와 같이 설정하여 각 영역에 

응시가 기록된 결과와 패스 수 지표를 사용하여 안구 운동 결과에 하

여 분석하였다. AOI1은 입체 정육면체를, AOI2는 전개도 부분을 포함하

도록 설정하였다.

a. Part3 AOI 설정 b. 패스 수 산출 예시

[그림 47] Part3의 AOI와 패스 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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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정 수 와 MFD 분석

  Part3유형의 전체 시행에 하여 AOI1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고정이 

평균 18.95(sd=11.48)회, 사후검사에서 평균 17.12(sd=9.75))회 일어나 약 

1.8회 감소하였다. MFD는 사전검사에서 평균 247.82ms(sd=52.36), 사후검

사에서 326.00ms(sd=129.82)로 78.2ms 증가하였다. 사후검사에서 AOI1 영

역에 하여 사전검사에 비해 고정이 일어나는 횟수는 감소하였지만, 

MFD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36>).

  AOI2 영역은 사전 검사에서 고정이 평균 17.46(sd=9.32)회, 사후 검사

에서 평균 15.92(sd=8.98)회로 1.5회 감소하였다. MFD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240.56ms(sd=52.09), 사후 검사에서는 317.50ms(sd=101.60)로 76.9ms 

증가하였다. AOI2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고정이 일어나는 횟수는 감소하

였지만, MFD는 증가하였고, 이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AOI1

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개도에 한 시선 추적 결과에서도 고정 횟수는 감

소하고, 각 고정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영역마다 고정이 발생한 총 시간 중 52.8%인 4.58초

가 AOI1(정육면체)에 기록되었고, 나머지 47.2%인 4.09초가 AOI2(전개도) 

영역에 기록되었다. 정육면체를 조금 더 긴 시간 응시하였다는 결과와, 

시선 추적 동영상에서의 순서를 고려하였을 때, 부분의 경우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정육면체를 먼저 파악한 후, 전개도를 살펴보며 비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후 검사에서는 AOI1에 51.4%, AOI2에 48.6%의 비율

로 응시가 기록되었다. 사후 검사에는 사전 검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영

역 별 응시 비중의 차이가 약 2.8%정도 줄어들었으며, 정육면체와 전개

도를 좀 더 균등한 비율로 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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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값

AOI1

고정점 수 (회)
사전 18.95(11.48)

2.268*
사후 17.12(9.75)

MFD (ms)
사전 247.82(52.36)

-10.150***
사후 326.00(129.82)

AOI2

고정점 수 (회)
사전 17.46(9.32)

2.200*
사후 15.92(8.98)

MFD (ms)
사전 240.56(52.09)

-12.910***
사후 317.50(101.60)

              

<표 36>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영역 별 안구 운동의 차이

② 패스 수 분석

  사전-사후 검사에서 AOI1과 AOI2 영역을 번갈아 보며 비교하는 횟수

(패스 수)를 비교하여 <표 37>에 제시하였다. 전체 시행에 한 패스 수

는 사전 검사에서 평균 13회 이상 비교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5회 정도 비교하였다. 3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이다. 하지만, 반응 시간이 길어질수록 패스 수가 증가할 수 있고, 

반응 시간은 각 시행에 따라 다르다. 이에 반응 시간으로 패스 수를 나

눈 값을 구하여 반응 시간과 독립적으로 패스의 수를 비교하였다.

  단위 시간 당 패스 수를 비교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 1초당 1.06회 패

스가 일어났으며, 사후 검사에서는 1초당 0.42번의 패스가 일어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이다. 즉, 한 문제에 걸리는 평균 반응시간(13

초)으로 환산했을 때, 한 문제에 13.78회에서 5.46회로 감소한 것이다. 이

는 전략 사용으로 인하여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서로 비교하며 해결하지 

않고, 한 쪽 자극에서 거북 코드를 기억한 후에 다른 쪽 자극으로 넘어

가서 거북 코드를 비교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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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 운동 지표 검사 평균(표준편차) t값

패스 수 (회)
사전 13.54(7.07)

15.568***
사후 5.10(4.39)

단위 시간 당 패스 수 (회)
사전 1.06(0.33)

2.955***
사후 0.42(0.38)

              

<표 37> 사전-사후 검사 Part3 유형의 패스 수 차이

  

[그림 48] 회전 각도에 따른 패스 수

  [그림 48]은 제시된 자극의 회전 각도에 따른 패스 수를 보여준다. 사

전 검사에서는 회전 각도가 클수록 패스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보이지

만, 사후 검사에서는 회전 각도와 관계없이 패스 수가 일정한 경향이 나

타난다. 이는 공간 정보의 회전을 바탕으로 하는 심상적 전략에서는 회

전 각도가 클수록 패스수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두 자극을 더 

빈번하게 비교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에 제시된 특성과 관계없이 거북의 관점에서 패턴을 인식

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패스가 드물고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정육면

체의 회전 각도에 따른 각 지표의 상관 계수(<표 3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전 각도에 하여 사전 검사에서의 반응 시간, 패스 수는 높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회전 각도가 클수록 반응 시간이 길어지

고, 패스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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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회전 각도에 해 반응시간이나 패스 수에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함으로 인해 사후검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회전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안구 운동의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후 검사에서 두 자극을 번갈아 

비교하며 해결하는 신, 거북 코드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전략 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달라졌음

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관 

계수

회전 

각도
사전 RT 사후 RT 사전 패스 수 사후 패스 수

회전 

각도
1 .631* .109 .629* .252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표 38> Part3 자극의 회전 각도에 대한 각 지표의 상관 계수

다. Part3 유형 문항 분석(8, 16, 18번)

  Part3 유형에서는 18번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점수가 향상되었

는데, 특별히 18번 문제 하나만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회전 각도나 거북코드 유형, 정답 유형 등의 요인

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18번 문제와 유사한 문항 특성을 가진 문제를 선택하여 안구 운동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39>).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문항 중 

Part3 유형에서 8, 16, 18번 문항은 제시된 정육면체의 회전 각도가 –
45°로 같은 문항이다. 즉, 학생들이 거북코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응시

하는 위치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들이다. 16번과 18번, 8번과 

18번 사이의 차이에 하여 안구 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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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6번과 18번 문항의 비교

a. Part3-16 문항 b. Part3-18 문항

[그림 49] Part3 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

  먼저 16번과 18번 사이의 안구운동 데이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표 

40>). 16번과 18번 사이에서 고정이 일어난 횟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만, 사전검사에서는 16번에서, 사후검사에서는 18번에서 

더 많은 고정 수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여러 선행연구

(Susac 외, 2014; Liu & Chuang, 2010; Jazbec, Hardin, Schroth, McClure, 

Pine & Ernst, 2006)에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고정의 수가 많이 나타났음

을 고려하면, 사전검사에서는 16번의 정답률이 더 낮았고, 사후검사에서

는 18번의 정답률이 더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보충 설명할 수 있다. 안구

운동 지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사후 검사에서 18번 문항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MFD를 비교해보면, 사전 검사에서 16번 문항이 18번 문항보다 MFD

번호 정답유형
사전 

정답률

사후 

정답률

점수

증감

정육면체 

회전각도
거북코드

8 다르다 0.684 0.737 2 -45 아래 위 아래

16 같다 0.474 0.763 11 -45 아래 위 아래

18 다르다 0.737 0.500 -9 -45 오 오 왼

<표 39> Part3 유형의 8, 16, 18번 문항의 정답률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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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사전 검사의 16번 문항에서 18번 문항에 비

해 인지적 부담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사전 검사에서 16번 문항

을 더 어렵게 느꼈으며, 이는 정답률에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16번과 

18번 문항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MFD가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이는 각 문항의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인지적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패스 수를 비교해본 결과, 18번 문항과 16번 문항 내에서 사전-사후 

차이는 각각 t값이 5.903과 5.823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16번-18번 문항 간 차이는 t값이 각각 1.314, 

0.896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사

용으로 사후 검사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횟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지만, 

두 문항 사이에서는 패스 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육면체(AOI1)와 전개도(AOI2)에 해 AOI를 구분하여 MFD를 분석한 

결과(<표 41>), 16번 문항과 18번 문항에서 사전-사후 비 AOI1과 AOI2 

모두 유의하게 MFD가 증가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16번

과 18번 모두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각 영역을 한 번 응시할 때 더 오래 

응시하였음을 의미하며, 짧게 비교하던 패턴에서, 길게 응시하며 관점을 

변환하는 방법으로 응시 패턴이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략 학

습으로 인한 학습자 내부의 질적 변화가 안구운동에 반영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특히, 사후 검사에서 16번에 비하여 18번에서 정육면체 영

역(AOI1)의 평균 고정 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전개도 영역(AOI2)의 MFD

는 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거북코드를 사용하여 18번 문항을 

해결 할 때, 정육면체보다 전개도부분을 파악하는데서 더 어려움을 겪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 검사에서 (16번 문항을 해결할 때 보다) 18번 문항을 해결할 때 

좀 더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전개도 영역을 파악하는데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6번 문항의 정답유형은 ‘같

다’로 18번 문항의 정답유형(‘다르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8번 문항을 추가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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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8번과 18번 문항의 비교

a. Part3-8 문항 b. Part3-18 문항

[그림 50] Part3 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

  정답 유형이 ‘다르다’인 8번 문항과 18번 문항의 차이를 비교하였

다(<표 42>). 먼저 고정 수를 분석한 결과, 8번 문항에 비하여 18번 문항

의 사전 검사에서 고정 수가 유의하게 작게 나타났다. 사전검사에서 18

번 문항에 비하여 8번 문항이 더 어렵게 느껴졌음을 나타내며, 이 역시 

(16번-18번의 비교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전 검사의 정답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 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사용으로 인해 문항 간 난이도 차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MFD는 8번과 18번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점을 이동

하여 거북코드를 파악하기 위해 한 곳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문항 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

견되지 않았다. 다만, 사전 검사에서는 8번에서 MFD가 더 길게 나타났

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18번에서 더 길게 나타났다. 

  AOI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표 43>), 8번 문항과 18번 문항에서 사

전-사후 비 AOI1과 AOI2 모두 유의하게 MFD가 증가하였다. 8번과 18

번 모두 사후 검사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각 영역을 

한 번 응시할 때 더 오래 응시하였음을 의미하며, 짧게 비교하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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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점을 변환하며 길게 응시는 방식으로 응시 패턴이 변화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전략 학습으로 인한 학습자 내부의 질적 변화가 안구운

동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전 검사에서는 18번에서 8

번에 비해 정육면체 영역의 MFD가 적게 나타났고, 사후 검사에서는 전

개도 영역의 MFD가 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사전 검사에서는 

18번에 비해 8번 문제에서 정육면체를 더 주의 깊게 응시하였음을 의미

하며, 사후 검사에서는 8번에 비해 18번 문제에서 전개도를 더 주의 깊

게 응시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사전 검사에서는 18번에 비해 8번 문항

의 정육면체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후 검사에서는 8번 보다 18번 문항에서 전개도

부분의 거북코드를 파악하는데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 대응표본 비교 검사 평균(표준편차) t

고정 

수

16번 내
사전 34.89(19.58)

.236
사후 33.68(15.22)

18번 내
사전 31.05(14.71)

-1.297
사후 35.95(18.00)

16번-18번 간
사전 차이 3.84(22.35) .749

사후 차이 -2.26(12.72) -.775

MFD

(ms)

16번 내
사전 247.10(60.11)

-2.477*
사후 319.74(82.87)

18번 내
사전 238.20(33.94)

-2.420*
사후 306.57(101.27)

16번-18번 간
사전 차이 13.93(31.13) 1.845

사후 차이 4.95(78.38) .268

              

<표 40> Part3 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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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대응

표본 

비교

검사
AOI1 AOI2

M (SD) t M (SD) t

MFD

(ms)

16번 

내

사전 234.83(58.09)
-4.215***

248.65(77.77)
-2.539*

사후 324.76(92.32) 319.80(99.89)

18번 

내

사전 231.54(29.09)
-3.808**

230.86(43.48)
-3.903**

사후 292.59(71.75) 351.78(140.57)

16번-

18번 

간

사전 

차이
3.29(44.13) .325 18.43(47.02) 1.663

사후 

차이
32.17(72.42) 1.936 -29.32(116.85) -1.094

              

<표 41> Part3유형의 16번과 18번 문항에서 영역별 안구운동의 차이 비교

지표 대응표본 비교 검사 평균(표준편차) t

고정 

수

8번 내
사전 46.58(21.56)

.785
사후 41.79(16.39)

18번 내
사전 31.05(14.71)

-1.297
사후 35.95(18.00)

8번-18번 간
사전 차이 15.53(23.33) 2.901**

사후 차이 5.84(19.51) 1.306

MFD

(ms)

8번 내
사전 246.66(48.25)

-5.555***
사후 298.06(46.52)

18번 내
사전 238.20(33.94)

-2.420*
사후 306.57(101.27)

8번-18번 간
사전 차이 12.53(47.65) 1.116

사후 차이 -9.12(102.37) -.378

              

<표 42> Part3 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에서 안구 운동의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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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대응

표본 

비교

검사
AOI1 AOI2

M (SD) t M (SD) t

MFD

(ms)

8번 

내

사전 253.66(67.88)
-2.294*

235.20(41.51) -5.693**

*사후 288.56(52.29) 302.99(71.53)

18번 

내

사전 231.54(29.09)
-3.808**

230.86(43.48)
-3.903**

사후 292.59(71.75) 351.78(140.57)

8번-1

8번 

간

사전 

차이
22.12(66.66) 1.446 4.33(36.69) .515

사후 

차이
-4.03(84.77) -.207 -48.79(147.91) -1.438

              

<표 43> Part3유형의 8번과 18번 문항에서 영역별 안구운동의 차이 비교

  분석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문항 내 사전-사후 비교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많이 발견되었지만, 문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문항 간 고정수의 차이는 사전 검사에서 나타났더라도 사후 검사에서는 

그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MF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 간 

영역 별 차이비교 결과, 18번 문항에서 AOI1(정육면체 영역)의 MFD가 

짧고, AOI2(전개도 영역)의 MFD가 긴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문항에 

해 MFD의 평균값을 비교하였을 때, 18번 문항에서 AOI1의 MFD가 가장 

적고, AOI2의 MFD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는 18번 문항의 정육면체 

영역에서는 거북코드를 쉽게 파악했지만, 전개도 영역에서 거북코드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느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18번 

문항에서만 정답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일하게 18번 문제에서만 전개도 영역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정답률이 낮아진 원인은 전개도에 제시된 거북코드의 차이에 있다고 판

단된다. 다른 모든 문항에서는 정답 유형이 ‘같다’이거나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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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에,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거북코드 세 자리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다13). 그러나 18번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 유형이 ‘다르다’인데,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거북코드 중 두 자리만 같고 한 자리가 다르다14). 

18번 문제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변환

하여 정육면체에서 거북코드를 파악한 후, 전개도로 이동하여 거북코드

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학습자에 따른 시선 추적 결과 사례 비교

  Part3 유형에서는 표적 사례로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13번 문항을 

선정하여 학습자에 따른 시선 추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해결 

과정에 한 설명을 돕기 위하여 [그림 51]처럼 정육면체와 전개도의 면

에 각각 번호(1,2,3,…,6)를 부여하였다.

[그림 51] Part3 – 13번 해결 과정 설명을 위한 전개도 면 번호

13) 예) 정육면체의 좌회전 거북코드를 [아래 아래 위] 라고 할 때, 전개도

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아래 아래 위]로 모두 같은 경우 또는 [오 왼 왼]으

로 모두 다른 경우가 있다.
14) Part3 유형의 18번 문제에서 정육면체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오 오 왼]

이며, 전개도의 좌회전 거북코드는 [오 오 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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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사후 결과 비교 (학습자 내 비교)

  [그림 52]는 Part3 유형의 13번 문항에 한 S14의 사전-사후검사에서

의 안구 운동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S14는 사전설문에서 ‘정육면체

의 한 면을 중심으로 전개도에서의 한 면을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킨 후 

접어서 나머지 모양을 비교했다’고 응답하였고, 사후설문에서 패턴 코

딩 인지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5점 만점 중 5점(매

우 익숙하게 사용)에 응답하였다. 시선 추적 데이터를 보면,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여러 차례 비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영

상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전검사에서 S14는 13.72초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과정을 

2.5초 간격으로 그림파일로 추출하였다([그림 53a]). S14는 먼저 1번 면을 

응시하고 전개도로 이동하여 6번 면을 자세히 탐색하였다. 그리고 다시 

정육면체의 2번 면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3번 면과 1번 면을 연속적으로 

응시하였다. 다시 전개도로 이동하여 5번 면에서 4번 면 방향으로 탐색

하였다. 이 과정은 정육면체의 1번 면을 중심으로 전개도와 비교하며, 2

번 면과 3번 면을 파악하고, 5번 면과 4번 면을 접어서 비교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정육면체의 세 면(1,2,3)을 

탐색하고, 전개도의 세 면(4,5,6)을 탐색하였고, 정육면체의 1번 면과 2번 

면 사이를 이동하며 고정점이 형성되고 나서 전개도의 5번 면과 6번 면 

사이를 이동하면서 고정점이 형성되었다. 이는 1번, 2번 면과 5번, 6번 

면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육면체의 1번 면과 3

번 면을 파악하였고, 전개도에서 4번 면과 5번 면을 응시한 후 정답을 

입력하였다. 정육면체에서 두 면의 패턴을 파악한 후에, 전개도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문항의 사전 검사에서 S14의 고정점은 총 44개 나타났고, 고정 시

간의 평균은 0.22초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 고정점은 총 26

개로 사전 검사에 비해 1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정 시간의 평균

은 0.27초로 사전 검사에 비해 0.02초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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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검사에서 S14의 결과는 사전 검사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총 9.29초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그 과정을 1초 간격으로 

그림파일로 추출하여 [그림 53b]에 제시하였다. 차례로 살펴보면, S14는 

먼저 정육면체를 탐색하였다. 정육면체의 1번 면을 자세히 응시하고 2번 

면으로 시선이 이동한 뒤, 3번 면을 확인하고 다시 1번 면으로 이동하였

다. 그리고 전개도로 이동하여 5번 면과 6번 면 사이를 탐색하였고, 4번 

면으로 이동한 뒤에 5번 면을 응시하였다. S14가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먼저 전개도에서 

거북코드를 읽은 후 전개도로 이동하여 거북코드를 확인하여 분석하고 

정답을 선택하였다고 판단된다. 1번 면을 응시하면서 1번 면과 2번 면 

사이의 모서리에 있는 거북이의 관점에서 2번 면의 무늬를 판단하고, 다

시 2번 면, 3번 면을 응시하며 거북코드를 읽는 좌회전 거북코드로 비교

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전개도에서도 응시점의 회전 방향이 5번, 

6번, 4번 면 그리고 다시 5번 면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좌회전 거북

코드를 읽어 비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Part3 유형에서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시선 추적 결과에

서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사전 검사에서는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여러 차

례 번갈아 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는 정육면체의 무늬와 전개

도의 무늬를 응시키는 방법으로 면의 무늬를 순차적으로 비교하면서 

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

에서는 정육면체를 충분히 탐색한 후 전개도로 이동하여 탐색하였다. 고

정점의 분포가 초기에는 정육면체에 집중되어 있고, 이후에 전개도로 옮

겨간 후에는 전개도에만 집중되어 있다. 사전 검사에 비해 다시 되돌아

오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S14는 사전 검사에서 정육면체와 전개

도 사이를 10번 이동하였는데, 사후 검사에서는 단 한 번 이동하고 정답

을 입력하였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정육면체의 공간적 정보

를 거북코드로 기억한 후에 전개도에서 거북코드를 파악하여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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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사전 검사. Part3 – 13)

S14 (사후 검사. Part3 – 13)

[그림 52]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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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14.(사전검사. Part3 – 13.)

2.5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b. S14.(사후검사. Part3 – 13.)

1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그림 53]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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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략 사용의 익숙한 정도에 따른 사후 결과 비교 (학습자 간 

비교)

  전략 사용의 익숙한 정도에 따라 사후검사에서 시선 추적 결과를 비

교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패스 수가 유난히 많은 학생들은 부분 패턴 

코딩 인지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 묻는 질문에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익숙한지에 한 응답과 패스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44>), Pearson 상관계수가 -.695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 익숙할수록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번갈아 확인하는 

패스 수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art3 유형의 사후 검사 점수와 

패스 수 사이의 Pearson 상관 계수가 –.421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Part3 유형의 사후 검사에서 패턴 코딩 인지 전략이 익숙

할수록 또는 점수가 높을수록 정육면체와 전개도 사이의 패스 수가 줄어

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익숙한 정도 사후 검사 점수 패스 수

익숙한 정도 1 　 　

사후 검사 점수 .558** 1 　

사후 검사 패스 수 -.695** -.421* 1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

<표 44> Part3 유형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 익숙한 정도와 검사 점수, 

패스 수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따른 안구 운

동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Part3 유형의 13번 문항에 하여, 

사후 검사 후 작성한 설문지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한 응답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그 차이

를 비교하였다. S28과 S03 두 학생을 선정하였는데, 사후 설문에서 새로 



- 133 -

학습한 전략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S28은 5점 척

도 중 5점(매우 익숙하게 사용)에 표시하였고, S03은 1점(전혀 익숙하지 

않음)에 표시하였다. S28과 S03의 사전-사후 안구 운동의 변화를 보면, 

S28은 확연하게 달라졌지만([그림 54]), S03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 검

사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그림 55]).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학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56a]에 제시

된 4개의 그림은 s28의 8.18초 동안의 문제 해결 과정에 한 안구 운동 

동영상 데이터를 2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한 것을 차례로(위에서 아래

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56b]는 S03의 11.62초 동안의 안구 운동 동영

상 데이터를 2.5초 간격의 이미지로 추출하여 제시하였다.

   S28은 8.18초 동안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서 고정점이 17개 나타났고, MFD는 0.4초로 분석되었다. S03은 11.62초 

동안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동안 고정점 34개가 나타났으며 MFD는 

0.26초로 분석되었다. [그림 56]을 통해 살펴보면, S28([그림 56a])은 문제 

해결 초기에는 정육면체에 고정점이 집중되고, 후반에 가서 전개도에 응

시점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14와 유사한 결과이며,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하여 정육면체에서 거북코드를 파악한 후, 전개도

로 이동하여 거북코드를 비교하여 답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S03([그림 56b])은 S28이나 S14의 경우와 달리, 정육면체와 전개도 사이

에서 패스 수가 많이 나타났다.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꾸준히 비교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마지막 응시점이 ‘다르다’에 나타

났고 오답을 입력하였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였다고 응답한 S28은 정

육면체를 충분히 탐색한 후 전개도로 시선을 이동하여 해결하였고, 이동 

횟수는 단 한번뿐이었다. 반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S03의 

경우에는, 정육면체와 전개도 사이를 총 14회 이동하면서 문제를 해결하

였다.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시선 추

적의 결과에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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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8 (사전 검사. Part3 – 13)

S28 (사후 검사. Part3 – 13)

[그림 54]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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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3 (사전 검사. Part3 – 13)

S03 (사후 검사. Part3 – 13)

[그림 55] Part3 – 13번 문항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비교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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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28.(사후검사. Part3 – 13.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5점(매우 익숙))

2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b. S03.(사후검사. Part3 – 13.

익숙하게 사용한 정도 1점(전혀 익숙하

지 않음))

2.5초 간격의 시선 추적 데이터

[그림 56] Part3 – 13번 문항 사후 아이트래커 시간별 비교 (S28과 S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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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공간 능력은 현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으로 꼽히고 있으

며, 여러 적성검사와 입사 시험들에서는 공간 능력을 측정하여 개인의 

미래 성취를 예측하고자 한다. 최근 수학교육 분야에서도 공간능력이 수

학성취에 중요 요인으로 간주되면서, 공간능력에 해 많은 관심을 기울

이고 있다. 현  사회에서 필수 역량으로 꼽히는 공간 능력을 수학 교육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검사에서 공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복

잡하고 많은 역량을 요구하는 전개도 접기 과제는, 수학 교과에서도 중

요한 요소이며, 공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전개도를 이용한 공간적 사고에 관한 교육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간 과제 해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 공간능력의 개인차는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의 교육을 통해 극복

할 수 있다. 하지만, 해결전략교육과 그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 능력과 공간인지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토

로 전개도 접기 과제를 설계하고,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 전후에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학 교육적 

측면에서 전개도 접기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전략을 확인하고, 공간

적 사고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개인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석

적 해결 전략 학습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분석적 해결 전략은 공간시각화 정보를 좀 더 체계적으

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공간 방향화와 코딩적 사고로 전환하여 생

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고의 도구로써 공간적 인식에 관한 긍정

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또한, 전략학습 후에 일어나는 학

습자 내부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 점수, 반응 시간, 설문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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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이트래커 측정을 병행하여 안구 운동이라는 생체 신호를 통해 

문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지의 한계를 좀 더 

보완하고 과학적으로 학생들의 전략의 차이에 따른 질적, 양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에 하여 답을 찾고자 하였다.

  

1. 공간 인지 전략(전개도 변환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은 학

생들의 공간 과제(전개도 접기 과제)해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1. 공간 인지 전략 학습을 통하여,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서 어떠

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1-2. 공간 과제 수준 집단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전개도 접기 능력 검사를 수행할 때,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지 전략은 

무엇인가? 인지 전략의 선택과 과제 성취도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1.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인지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

며, 그 비율은 어떠한가?

  2-2. 문제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접근 방법에 따라 사전-사후 검사 성취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가?

3.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전개도 접기 과제 해결 과정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가?

  3-1. 사전 검사에서 활용한 해결 전략에 따라, 아이트래커 결과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공간 인지 전략을 학습한 후에, 사전-사후 검사에서 아이트래커 

결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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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첫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학습자의 사후검사 수행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난도가 높고 정답률이 낮

았던 Part3 유형에서 특히 큰 향상이 나타났다. 또한, 모든 유형에서 반

응 시간이 감소하였다. Part3 유형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할 때 관점이 변환되기 때문에, 반응 시

간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전 검사 점수로 수준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에는, 사전 검사 점수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큰 향상

이 나타났으며, 이는 해결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전략 학습이 더욱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사전 설문에서 자신의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에 그쳤다. 검사 점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전략이 비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신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전략 

사용에서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사후 설문에서 학생들은 모든 유형

의 문항을 사전 검사보다 더 쉽게 느꼈다고 하였고, 그 차이는 유의했

다.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학습을 통하여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주지은(2008)과 이지윤(2015)의 선행연구에서

의 인지 전략 분류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설문을 통해 인지전략을 분류

하고 그에 따른 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문제풀이 전략 유

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부분 총체적 전략을 사용하였고, 특히 Part3 유

형에서 총체적 전략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어려운 문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풀이 전략의 유형에 따른 성취도는 사전 검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지 않

았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분석적 전략을 사용한 그룹에서

의 점수 향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반응시간 역시 가장 많이 줄어들었

다. 새로 학습한 전략이 분석적 전략이기 때문에, 분석적 전략의 학습에

서 가장 많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분석적 전략을 사용하

는 학습자에게 분석적 학습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Hegarty(2013)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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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한다. 통합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

턴 코딩 인지전략의 효과성과 익숙한 정도에 한 응답이 낮게 나타났

고, 반응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다. 통합적 전략을 사용하던 학생들은 새

로운 전략의 활용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수 있다.

  접근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는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

았으며, 사전 검사에서 비교적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후 검사 수행

에서는 사전 검사에서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들의 점수가 훨씬 많이 향

상되었고,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들에 비해 오히려 더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 두 그룹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반응 시간은 부분적 접근

의 경우가 사전, 사후 검사 모두에서 더 짧게 나타났지만, 전체적 접근

을 한 학생들의 반응 시간이 더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어디를 봐야할지 

모르던 학생들이 주어진 자극에서 봐야하는 곳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체적 접근을 했던 학생 중 사전 검사 수준 집단이 

‘낮음’이었던 학생은 다른 경우의 학생들에 비해 검사 점수가 월등히 

향상되었다. 이 학생들은 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

움을 겪었다고 판단되며, 전략 학습의 효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크게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략 학습을 통하여 공간적 정보를 더 정확히 이해

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연구 문제에서는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을 통해 해결 전략의 

차이에 따라 안구 운동 패턴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먼저, 사전 검사 내

에서 사용한 해결 전략의 차이에 따라 안구 운동 지표 중 고정 수, 최  

고정 시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총체적 전략과 통합적 전략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통합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총

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고정수가 적고, 최  고정 시간이 짧았

다.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 전략을 조화롭게 적용하는 것

이 더 높은 수행을 가져올 수 있고,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데 더 유용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Fitting(2002)과 Susac 등(2014)의 선행연구 결

과를 뒷받침한다. 접근 방법에 따른 분석에서는 전체적 접근에 비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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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 접근을 한 경우 고정 점이 유의하게 적고, 최  고정 시간도 유의

하게 짧게 나타났다. 전체적 접근보다 부분적 접근을 한 집단에서 더 적

은 인지적 부담을 겪었으며, 문제 해결에 주요한 부분에 주목하여 문제

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수행에서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사전-사후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을 통해 전개도 변환 전략, 

패턴 코딩 인지전략 사용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전반에서 사전 검사에서는 전개도 중앙에 큰 고정점이 많이 발생하였는

데, 이는 전개도의 중앙 부분을 오래 응시하며 전개도가 접히는 모습을 

상상한 결과였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시선의 움직임이 보다 간결해진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문제 해

결에서 체계적인 전략 사용으로 인해 확신이 생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개도를 머릿속으로 접는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전체적인 전개도의 면

을 모두 훑어보거나, 중앙을 오랫동안 응시하며 문제를 해결하지만, 전

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변환에 필요한 

전개도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간결한 안구 움직임만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후검사에서 전개도 변환전략을 활용하는 Part1과 Part2 유형에서는 

고정 수, TGD, MFD를 위주로 분석하였고, 전개도 변환 거리와 안구 운

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환 거리가 길수록 정답률은 

낮아졌고, 고정점의 수는 많아졌으며, MFD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art1과 Part2 유형에서 전개도 변환 거리가 1인 문항의 검사 점수는 변

환 거리 0 또는 2 이상인 경우에 비해 각각 4배 또는 15배 이상 향상되

었다. 또한 전략의 적절한 사용에 따라 변환이 일어나는 핵심 영역에 고

정점이 더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전 검사 결과와 달리, 사

후 검사에서는 전개도 면이 없는 영역에도 고정점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

았고, 이는 전개도 변환이 일어나는 핵심영역과 일치했다. 학습자가 효

과적으로 전략을 활용한 경우에 사전-사후 검사의 안구 운동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략이 익숙한 학생과 익숙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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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학생 사이의 안구 운동에서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Gegenfurtner 등(2011)의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략을 익숙하게 

사용한 학생들은 과제 해결과 관련된 영역에 집중적으로 고정점이 나타

나고,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과제와 무관한 영역에도 고정점

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시선 추적을 통하여 학생들의 전략 사용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 사용에서의 오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후 검사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활용하는 Part3 유형에서는 고정 

수, TGD, MFD 그리고 패스 수를 분석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하

여 분석한 결과, 전체 시행에 하여 고정수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MFD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전 검사에 비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처리의 양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Rayner, 2009). 선행 연구에 

따르면 MFD와 TGD의 증가는 인지부하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사후 검

사에서 패턴 코딩 인지전략 즉, 거북이의 위치로 관점을 변환하는 새로

운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시된 자극 안의 거북이의 위치로 관점

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MFD와 TGD가 증가한 것으로(즉, 인지부하가 늘

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사후 검사에서 정육면체와 전개도를 얼마나 많이 번갈아 비교하

는지 ‘단위 시간 당 패스 수’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사전 검사에서

보다 사후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패스 수의 빈도가 감소하였

다. 사전 검사에 해서는 회전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 시간과 패스 

수가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사후 검사에 해서는 상관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에서는 제시된 두 자극을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거

북 코드를 기억하여 공간적 정보를 인식하였기 때문에 패스 수가 감소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후 검사에서는 패턴 코딩 인지전략 사용을 통

하여 공간 시각화 과제에서 심상적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와 달리, 공간 

방향화 문제로 전환하여 사고하였기 때문에 회전 각도의 영향을 받지 않

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략 학습을 한 후 시행한 검사에서 학생들이 더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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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문제를 해결하였고, 부분의 학생들이 전략 학습이 문제 해결 과정

에서 확신을 주고, 효율적이며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 아이트래커 결과 분석을 통해, 전략의 차이가 학습자 내의 질적 차

이를 불러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학생들

의 전략 사용 과정에서의 오류와 전략을 적용하는 데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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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전개도 접기 과제에서 학생들의 해결 전략을 알아

보고,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을 학습한 후에 학생들의 

성취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며,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전략 차

이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와 전략 학습 후에 일어난 학습자의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전검사에서 학생들의 전개도 접기 과제 해결 전략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부분 총체적 전략을 사용하였고, 부분적 접근을 하

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

가 약 70%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

의 학습 후에 사후 설문에서는 학생들이 확신과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의

사소통에 편리하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이 

자신의 생각을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며,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공간적 상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간 인지 전략의 학습을 통하여 공간적 상을 분석적으로 파

악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공간 정보를 파악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습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분석적 전략은 학습 가능

한 전략으로써, 학습자가 공간 과제 수행에서 겪는 공간적 사고의 한계

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은 학생들에게 사고의 

도구로써 공간 정보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전략을 학습한 후 학생들의 

성취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부분 향상되었는데 특히 사전 검사 점수

가 낮은 집단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다. 또한, 사전 검사에서 분석적 전

략을 사용한 경우 또는 전체적 접근을 사용한 경우에 사후 검사에서 눈

에 띄게 높은 향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 학습을 통해 분

석적 전략을 보다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간적 사고에 어

려움을 겪던 학생들에게 학습 가능한 체계적 전략의 학습이 더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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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 해결의 갈피를 잡지 못하던 학생들은 

해결에 있어 주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고 난 후에 사후 검사 

수행에서 향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 정보를 해석하는 해

결 전략 교육을 통해, 공간적 정보를 심상회전뿐만 아니라 공간 시각화

와 공간 방향화로 적절하게 변환하여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의 

도구를 제시함으로써, 공간 과제 해결에 관하여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

다.

  셋째, 아이트래커를 활용하여 전략 차이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와 

전략 학습 후에 일어난 학습자의 질적인 변화를 확인하였다. 사전 검사 

내에서 전략 선택에 따른 안구 운동의 차이를 통해, 통합적 전략을 사용

하였을 때가 총체적 전략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인지적 부담이 적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여러 전략을 조화

롭게 적용하는 것이 더 높은 수행을 가져올 수 있고, 인지적 부담을 줄

이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검사, 설문지, 아이트래커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 어떤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

였는지 유추가 가능하였고, 안구 운동 데이터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에

서 전략 사용을 적절히 하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전략을 잘못 활용하였

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이트래커를 통해 공간 과제 해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고, 설문지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에 관한 교육 연구에서 아이트래커의 활용가

능성을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인다. 먼저, 본 연구는 영재 아동을 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의 해결 전략과 분석적 전략 학습 후 성취의 차이를 확인해볼 필

요가 있다. 상-하위 집단, 전문가와 비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을 상으

로 전략 사용의 차이와 학습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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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본 연구는 일반적인 학습 환경이 아닌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되

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학생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종이와 펜을 사용한 

학습 환경이 아니라 컴퓨터 환경에서 진행되었고, 아이트래커 측정으로 

인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눈을 감을 수 없다는 데에 불편을 느낀 경우가 

있었다. 그로 인해 사전 검사에서 자신의 해결전략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공간과제 중에서 입체도형 단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개도 접기 과제에 집중하여 그 해결 과정을 분석하였고,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이라는 특정 전략의 학습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만이 과제해결에서 효과적

이라고 한정할 수 없고, 학습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략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인 다양한 전략학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략을 더 복잡한 공간 과제로 확장하거나, 다양한 전략을 제시

하여 상호 보완적인 문제 해결전략 교육을 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 

더불어 하나의 공간과제에 한 훈련을 통해 다른 과제에서도 수행의 향

상이 일어나는 전이가 가능하므로(Wright, Thompson, Ganis, Newcombe 

& Kosslyn, 2008), 본 연구에서의 전략 학습을 바탕으로 다른 공간 과제 

수행능력에서의 향상을 살펴보는 후속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전개도 변환 전략과 패턴 코딩 인지전략의 학습 후 익숙하게 사

용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몇몇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 학습

한 전략이 사고의 도구로써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내면화하기에는 시

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 새로 학습한 전략이 충분히 내면화되고 문제 상

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 따라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다섯째, 아이트래커 데이터만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와 설문, 시선추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해

결 과정을 추론하고 분석하였다. 사후 검사 이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아이트래커 데이터를 보여주고 전략 사용에 한 의견을 나누거나, 전문

가의 아이트래커 결과와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

신의 전략을 반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교육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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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인지신경과학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 수학교육연구에서는 안구운동 분석이나 뇌파

측정 등 인지신경과학연구를 도입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후속연

구로 전략 사용에 따른 인지부하의 변화에 하여 뇌파(EEG)측정을 통

해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 가능한 분석적 전략 교육을 통해 공간적 사

고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극복하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간적 사고 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

시하고, 생체 신호인 안구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과정을 분석

하였다는데 교육적 의의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수학교육 측면에

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여, 학습자가 상호 보완

적으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전개도에 관한 다양한 탐구와 접근, 시각적 전략이 아닌 다양한 전략의 

활용이 교육 상황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지신경과학을 도

입한 수학 교육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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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검사 문항

TEST를하는동안에는

키보드에서아래두버튼만사용합니다.

에왼손검지손가락을,

에오른손검지손가락을올려두세요

A

L

A 를 누르세요

정육면체전개도접기를통한

공간능력TEST 입니다.

본TEST에서발생하는결과물은서울대학교대학원에서연구목적으로사용될수있습니다. (익명보장)

L 을 누르세요

TEST 에서는모두세가지유형의

전개도접기문항이제시됩니다.

A 를 누르세요

각유형별로설명을잘읽고

문제를해결한후

정답에해당하는버튼을누르시면됩니다.

L 을 누르세요

PART_1. 전개도파악하기

A 를 누르세요

정육면체전개도를입체로만들었을때,

두화살표가가리키는모서리가

같은모서리인지 다른모서리인지생각한후

같으면 , 다르면 을누르세요.A L

L 을 누르세요

예시문항1

A : 같다 L다르다 :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1 - 정답

A 를 누르세요

예시문항2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2 - 정답

A : 같다 L다르다 :A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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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_1. 이해가되셨나요?

이제, 본문항11 문제가제시됩니다.

제한시간은각문항당30초씩입니다.

정답을입력하거나, 제한시간이지나면

자동으로다음문항으로넘어갑니다.

자그럼빠르고정확하게! 도전@,@!

SPACE 를 누르면 TEST가 바로 시작됩니다.

1

A : 같다 L다르다 :

2

A : 같다 L다르다 :

3

A : 같다 L다르다 :

4

A : 같다 L다르
다 :

5

A : 같다 L다르다 :

6

A : 같다 L다르다 :

7

A : 같다 L다르다 :

8

A : 같다 L다르다 :

9

A : 같다 L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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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 같다 L다르다 :

11

A : 같다 L다르다 :

PART_2. 전개도파악하기

A 를 누르세요

정육면체전개도를입체로만들었을때,

세점 이모이는꼭짓점이

한꼭짓점으로같은지 다른지생각한후

같으면 , 다르면 을누르세요.A L

L 을 누르세요

우선, 예시문항2 문제가제시됩니다.

SPACE 를 누르세요

예시문항1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1 - 정답

A : 같다 L다르다 :A 를 누르세요

예시문항2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2 - 정답

A : 같다 L다르다 :A 를 누르세요

PART_2. 이해가되셨나요?

이제, 본문항11 문제가제시됩니다.

제한시간은각문항당30초씩입니다.

정답을선택하거나, 제한시간이지나면

자동으로다음문항으로넘어갑니다.

자그럼빠르고정확하게! 도전@,@!

SPACE 를 누르면 TEST가 바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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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 같다 L다르다 :

2

A : 같다 L다르다 :

3

A : 같다 L다르다 :

4

A : 같다 L다르다 :

5

A : 같다 L다르다 :

6

A : 같다 L다르다 :

7

A : 같다 L다르다 :

8

A : 같다 L다르다 :

9

A : 같다 L다르다 :

10

A : 같다 L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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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 : 같다 L다르다 :

PART_3.

정육면체와전개도비교하기

A 를 누르세요

제시된정육면체와전개도가

접거나펼쳤을때

서로같은정육면체인지비교하는문제입니다.

같으면 , 다르면 을누르세요.A L

L 을 누르세요

그림에현혹되지마세요~

정육면체는내쪽으로튀어나온상태입니다.

쏙들어간모양이아니에요.

A 를 누르세요

또한, 정육면체는불투명한재질로되어있고

그림은한쪽(바깥쪽)면에만그려져있습니다.

전개도를접을때,

그림이바깥쪽으로보이도록접어야합니다.

L 을 누르세요

우선, 예시문항2 문제가제시됩니다.

정육면체와전개도가

서로같은지, 다른지풀어보세요~

SPACE 를 누르세요

예시문항1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1 - 정답

A : 같다 L다르다 :A 를 누르세요

예시문항2

A : 같다 L다르다 :

예시문항2 - 정답

A : 같다 L다르다 :A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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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_3. 이해가되셨나요?

이제, 본문항18 문제가제시됩니다.

제한시간은각문항당30초씩입니다.

정답을선택하거나, 제한시간이지나면

자동으로다음문항으로넘어갑니다.

자그럼빠르고정확하게! 도전@,@!

SPACE 를 누르면 TEST가 바로 시작됩니다.

1

A : 같다 L다르다 :

2

A : 같다 L다르다 :

3

A : 같다 L다르다 :

4

A : 같다 L다르다 :

5

A : 같다 L다르다 :

6

A : 같다 L다르다 :

7

A : 같다 L다르다 :

8

A : 같다 L다르다 :

9

A : 같다 L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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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 같다 L다르다 :

11

A : 같다 L다르다 :

12

A : 같다 L다르다 :

13

A : 같다 L다르다 :

14

A : 같다 L다르다 :

15

A : 같다 L다르다 :

16

A : 같다 L다르다 :

17

A : 같다 L다르다 :

18

A : 같다 L다르다 :

문제를모두풀었습니다

정말잘했어요!

좀더정확한피드백을위해

준비된설문지를자세하게작성해주세요

SPACE 를 누르면 TEST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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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사전·사후 검사 결과 및 문항 특징

번호 정답
유형

사전
정답률

사후
정답률

사후-사전
점수 차이

특징

변환 거리 정육면체
(좌회전)거북코드

1-1 같다 0.921 0.974 2 0 

1-2 같다 0.737 0.842 4 1 

1-3 같다 0.553 0.553 0 2 

1-4 다르다 0.789 0.789 0 2 

1-5 같다 0.842 0.921 3 1 

1-6 같다 1.000 1.000 0 0 

1-7 같다 0.579 0.526 -2 2

1-8 같다 1.000 1.000 0 0 

1-9 다르다 0.737 0.816 3 1 

1-10 같다 0.816 0.868 2 1 

1-11 같다 0.711 0.921 8 1 

2-1 같다 0.868 0.974 4 0 

2-2 같다 0.921 0.868 -2 0 

2-3 같다 0.395 0.658 10 2 

2-4 다르다 0.763 0.947 7 1 

2-5 같다 0.526 0.579 2 1 

2-6 같다 0.553 0.816 10 1 

2-7 같다 0.868 0.868 0 1 

2-8 같다 0.895 0.763 -5 0 

2-9 같다 0.895 0.974 3 0 

2-10 다르다 0.842 0.974 5 1 

2-11 다르다 0.868 0.711 -6 2 

3-1 다르다 0.789 0.842 2 오 오 왼

3-2 같다 0.553 0.711 6 아래 위 아래

3-3 같다 0.605 0.816 8 왼 왼 오

3-4 다르다 0.632 0.816 7 아래 위 위

3-5 같다 0.605 0.632 1 아래 아래 위

3-6 다르다 0.763 0.868 4 오 오 오

3-8 다르다 0.684 0.737 2 아래 위 아래

3-9 다르다 0.763 0.789 1 왼 오 왼

3-10 같다 0.474 0.684 8 왼 오 왼

3-12 다르다 0.711 0.737 1 왼 오 오

3-13 같다 0.342 0.763 16 왼 오 오

3-14 다르다 0.684 0.789 4 아래 위 아래

3-15 다르다 0.763 0.947 7 왼 왼 왼

3-16 같다 0.474 0.763 11 아래 위 아래

3-18 다르다 0.737 0.500 -9 오 오 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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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사전검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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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 사후검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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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olution Strategy of 

Mental Paper Folding

- Using eye movement analysis

LEE, Eunji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recent years, Spatial perception abilities have been regarded as 

important factors in mathematics achievement in the field of 

mathematics education. In this study, of the types of tasks that 

measure spatial abilities, the type of ‘mental paper folding’ is 

selected, close to the contents of mathematics in our country. The 

issue with regard to ‘mental paper folding’ is the ability to improve 

the ability of students to visualize spatial information(Despina et al., 

1999). However the math curriculum is in fragmentary use in 

mathematic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need for research on the problem 

solving strategies of mental paper folding tasks. This study confirms 

students' strategies for solving folding tasks. And to suggest ways to 

overcome individual differences through analytic solu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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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The subjects were 38 middle school students. We looked at 

the solution strategies used by students in the fold-out project, after 

learning ‘the transformation strategy’ and the ‘pattern-coding 

cognitive strategy’, we observed how the students' accomplishments 

changed. The purpose of this study, using Eye Tracker,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eye movements according to strategy 

difference and the qualitative change of learners after learning the 

strategi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learning the strategies helped solve problems. In particular, 

students who had an incomplete strategy or students who felt that their 

strategies were not effective were more successful. 

  Second, the learning of the two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study is 

effective in the achievement of most students. In particular, students 

who used their own analytical strategies in pre-tests and those who 

had difficulty without proper problem-solving strategies showed greater 

improvement than other students.

  Third, analyzing the comprehensive results using Eye-track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eye movement pattern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resolution strategy. After the strategy learning, post-test 

showed more concise eye movement patterns, and focused on the core 

areas of task.

  The two strategi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oncrete alternatives 

to systematic and analytical solution strategies that can be learned. 

Spatial visualization information can be analyzed systematically. It is a 

tool that can bring up a new point of view by changing spatial 

direction factor and coding thinking. Therefore, positive learning effect 

on spatial perception can be expected through strategy learning. There 

is also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concrete alternatives 

to acquire a new perspective on spatial perception.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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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research on problem solving using Eye-tracker shows 

usability. It is because the part that can not be confirmed by the 

questionnaire can be confirmed through eye movement.

keywords :  Spatial ability, Mental paper folding, Cognitive strategy, 

Eye-tracker, The transformation strategy,

The pattern-coding cognitive strategy

Student Number :  2015-2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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