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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간 능력의 향상은 기하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간 능력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불

안정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나귀수, 1996; 김수미, 2003), 본 연구는 그 중 공간 능력의 측정과 해석

에 관한 문제에 주목하였다. 공간 능력의 측정은 공간 시각화, 방향화 

같은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된 과제의 성취도로 이루어진다. 공간 

능력의 향상을 보고한 연구들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며, 사전 검

사에 비해 높아진 사후 검사의 성취도를 보고 적절한 교육적 처치의 효

과로 공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검사가 요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 해결 전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tieff(2007), Hegarty et 

al.(2013)에 따르면 공간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전문가 집단은 분석

적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화롭게 활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적 처치에 

의한 효과와 공간 능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간 과제의 해결‘과

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간의 생체신호 

중 하나인 안구 운동(Eye-Movement)을 분석하였다. 실시간으로 제공되

는 안구 운동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교육적 처치로 제시된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연결큐브 공간과제에서 학생들은 주로 직관적인 심상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하였으며, 짧은 응시와 도약이 반복되는 안구 운동

의 패턴이 나타났다. 이미지에 대한 압축이나 특징을 분석하는 시도 없

이 주어진 입체를 끊임없이 비교한다는 것으로, 학생들의 해결 과정은 

성취도에 관계없이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에 머무르고 있었다.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을 학습한 이후에는 성취도 향상 뿐만 아니

라 양적, 질적으로 달라진 안구 운동의 패턴이 나타났다. 전략 학습 이

전에 비해 응시 시간이 길게 지속되었으며, 응시 전환 횟수가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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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소하였다. 이전처럼 반복적으로 시선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 입

체를 오래 응시한 후에 다른 입체로 시선을 옮겼다. 이러한 안구 운동의 

상이한 변화는 전략 학습의 효과로 인해 학생들이 분석적으로 사고했다

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 공간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이라면 안구 운동의 

패턴이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을 것이다. 학생들은 공간 

능력이 향상되었다기보다는 실행식이라는 내적 도구의 사용을 통해 이미

지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반성하는 등 분석적 사고

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결큐브 공간과제에서 학습자의 안구 운동을 분

석함으로써 해결 과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성취도의 향

상이 공간 능력의 향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도구를 매개로 한 

공간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안구 운동, 아이트래커, 공간능력, 공간적 사고, 실행식, 연결큐브

학  번 : 2015-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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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공간능력의 향상은 기하 교육의 목표이다. 기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

간을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한 필요성으로부터 생겨난 수학으로, 

Freudenthal(1973)은 기하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도형에 대한 탐구만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파악이라며 기하에서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바 

있다. 우정호(1998)는 학교 기하의 목표 중 하나로 공간능력의 배양을 들

었으며, 미국의 전미수학교사협의회(NCTM)에서도 유치원부터 12학년까

지의 수학교육과정을 통틀어 공간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와 같은 국제적 조류에 영향을 받아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공간 감각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공간 감각의 육성을 

위한 지도 방안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간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인지과학과 심리학에서 시작되었으나, 수학

교육 분야에서 이처럼 공간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공간 능력이 수학성취

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Smith, 1964; Schonberger, 1980; 

Linn & Kyllonen, 1984 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간 능

력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불안정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나귀수, 1996; 김수미, 2003). 따라서 공간 능력과 관련된 수

학교육 연구를 할 때, 기존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의 활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공간 능력의 측정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

로 공간 능력은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한 검사의 점수로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심적 회전을 사

용해야 하는 검사를 개발한 후 그 검사 점수로 능력을 가늠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높은 성취를 받는 것에 대해, 시각적 대상을 정신적

으로 능숙하게 회전시키거나 또는 선명한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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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한다. 그러나 Schultz(1991)는 특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

사일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도 순수하게 한 가지 요인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

다. 실제로 Stieff(2007)에 따르면 공간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

은 직관적인 심상 전략만이 아닌 분석적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화롭게 활

용했으며, 초심자일수록 심상 전략에만 의존하였다. Hegarty et al.(2013)

의 연구에서도 공간 과제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학생들은 다양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양적인 결과만을 해석할 때 생기

는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서 공간 능력과 관련된 수학교육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간 과제의 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적인 결과만으로는 학습

자가 어떻게 특정 문제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Bishop, 1980).

기존의 공간 능력 향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 검

사 → 교육적 처치 → 사후 검사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며, 사전 검사에 

비해 높아진 사후 검사 점수를 보고 공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한

다(이종희 외, 1995; 전평국 외, 2003; 박만구 외, 2010; 이현희, 김래영, 

2013 등).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점수의 향상

을 공간 능력의 향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 문제 해

결 전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Stieff(2007), Hegarty et al.(2013)에서

처럼 상위 집단이 분석적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점수의 향상이 교육적 처치에 의한 효과가 확실한지 입증

이 어렵다는 점이다. 연습효과(practice effect)에 의해 점수 향상이 일어

났을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교육적 처치에 의한 효과라 하더라도 한꺼

번에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어 이것이 문제 해결 과정 중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외에도 혼란 변수(Confounding variable) 통제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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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연구자의 직, 간접적 개입이나 과도한 교육적 처치 등의 혼

란 변수가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생들

의 설문이나 인터뷰 등의 자기보고식 결과 역시 기억의 변형과 왜곡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신동훈, 권용주, 2007; 이시훈 외, 2011).

따라서 학습자의 해결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하

여 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의 방법론 중 하나인 안구 운동 

분석을 선택하였다. 학습자의 생체 신호 중 하나인 안구 운동 분석을 통

해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의 인지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하

고자 한다. 인간의 눈동자 움직임은 두뇌에서 감각기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행동으로(Brooks & Meltzoff, 2005), 

시선추적기(Eyetracker, 아이트래커)를 활용하면 학습자가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Rommelse et 

al.,  2008). 또한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안구 운동 데이터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인터뷰, Think-aloud 와 같은 전통적인 연구 

방법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관적 해석과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며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보완할 수 있다(Campbell, 2010). 그리고 이를 통

해 수학적 사고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구 운동 분석과 더불어 해결 과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간 과제의 해결 과정은 크게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또는 시

각적, 비시각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Lajoie, 2003; Janssen & 

Geiser, 2010; Gorgoriȯ, 1998; Stieff, 2007). 이에 따라 이론적 분석으

로 학생의 해결 과정이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측면에서 어떠한지

를 조사할 것이다. 공간 과제를 수행할 때, 도형이나 입체 등의 이미지

가 제시되는 과제의 특성상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시각적 사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위집단은 분석적 전략을 활용한다 하였으므로

(Stieff, 2007; Hegarty et al., 2013), 상위집단은 먼저 시각적 사고로 시작

하였다가 제시된 특징이나 구조 등을 생각하는 분석적 사고로 이행될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해결 과정의 변화를 감지하고,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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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에만 머무르는 학생들에게 수학적 도구를 제시하여 사고의 수준

을 상승시킬 수 있다면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VA Model을 제

시한 Zazkis et al.(1996)은 적절한 학습 설계를 통해 학생의 사고 수준을 

교대, 상승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

을 통해 관찰한 학생들의 과제 해결 과정을 VA Model에 비추어 사고 수

준을 분석하고, 교육적 처치로 제시된 전략이 사고 수준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정혜림, 이승주, 조한혁(2016)의 연구에서 공간 감각 향상

을 목적으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연결큐브 단원의 교수 학습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Constructionism 기반의 

‘실행식’(조한혁, 송민호, 2014)이라는 사고의 도구가 문제해결과 의사

소통에 효과적임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다음과 같은 목표 및 의의를 가진다. 

첫째, 안구 운동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인지적 결과가 아닌 인지적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정혜림 외(2016)에서 실행식 활용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지만 이 역시 설문과 정답률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라는 한

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트래커를 도입하여 사고 과정의 

질적인 변화를 다각도로 관찰하고자 한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학습자

의 안구 운동이라는 생체신호 데이터는 수학적 사고 과정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근거로써, 기존의 요인 분석, 설문지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

다(Campbell, 2010). 

둘째, 과제 해결 과정에 대해 사고 수준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기존의 

공간 능력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해결 전략의 유형을 수평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사고의 수준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나아가 공간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로써의 실행식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일련의 

과정은 수학교육적 관점에서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 역량 강화라

는 중요성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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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하여 연결큐브 공간과제에서 

나타나는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이 해결 과

정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시각적 사고와 분

석적 사고의 측면에서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이 사고의 수준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안구 운동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연결큐브 공간 과제의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1.1 학생들의 해결 전략과 안구 운동 패턴은 어떠한가?

1.2 해결 과정의 사고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실행식의 활용은 공간 과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1 실행식을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성취도와 안구 운동 패턴

이 어떻게 다른가?

2.2 실행식을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해결 과정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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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공간 능력과 공간적 사고

1.1. 공간 능력

공간과 관련된 기능을 일컫는 말로 공간감각, 공간지각, 공간지능 등 

다양한 용어가 있다. 공간감각(Spatial Sense)이란 자신의 주변 환경과 주

변 환경 내의 사물에 대한 직감(intuitive feeling)을 의미한다(NCTM, 

1989). 공간 지각(spatial Perception)은 공간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자극

을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자극을 사전 경험이나 

동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Del Grande J.J., 1987). 공

간 지능은 시공간적(visuo-spatial)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물리적 자극이 없어도 시각적 경험을 재창조하며, 공간적 구

조에 자신을 적절히 위치시키는 능력을 뜻한다(Gardner, 1998). 그런데 

이러한 기술방식의 차이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각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김수미, 2003), 본 연구에서는 공간감각, 공간지

각, 공간지능 등의 공간과 관련된 용어들을 ‘공간 능력’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것이다.

공간 능력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 하위 요인을 규명하려는 요인 분석

학적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McGee(1979)는 공간 능력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토대로, 공간 능력을 공

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와 공간 방향화(Spatial Orientation)로 구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간 시각화란 공간적 대상을 상황에 맞게 회전하

고, 비트는 등의 정신적 조작과 변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Fennema(1975)는 "공간 시각화는 물체나 움직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이며, 물체 그 자체의 변화, 혹은 물체의 성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

고 정의하였으며, Tarte(1990)는 공간 시각화를 기하적 도형의 특정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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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견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공간 방향화는 대상을 정신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

보는 주체의 관점을 변화시킨 후 그 위치에서 대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뜻한다. 즉, 공간 방향화는 관점의 재조정으로 인한 시각적 표상의 조직

화로 어떤 시각적 대상의 요소들의 정열을 이해하는 것, 또는 자신을 기

준으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한편, Lohman(1979)은 공간 시각화, 공간 방향화, 공간 관계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Lohman이 제시한 공간적 관계는 물체나 도형을 마

음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공간 시각화는 물체가 지시

된 변형과정 후의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예상하는 것이다. 공간 방향화

는 특정한 조망 관점에서 바라본 물체의 모습을 예상하는 능력이다. 

이 외에도 Linn & Peterson(1985)은 공간능력의 요인으로 공간 지각, 

공간 회전, 공간 시각으로 분류하였고, Del Grande(1987)는 Frosting과 

Horne(1964), Hoffer(1977)의 연구를 종합하여 눈-운동 조정, 도형-바탕 

지각, 지각적 불변성, 공간내의 위치지각, 공간적 관계 지각, 시각적 변

별, 시각적 기억의 7가지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공간 능력에 대한 다양한 하위요인이 제안되었으나 아직까

지 합의된 견해는 존재 하지 않으며, 같은 용어 임에도 다른 의미를 가

지거나 다른 용어임에도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McGee 와 Lohman 모두 공간 시각화라는 공간 요인을 설정하였으나 두 

연구자가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McGee 가 제안한 공간 능력의 요인를 따를 것이다. 

한편 개인의 공간 능력은 앞서 제시된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된 

검사의 점수로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심적 회전을 사용해야 하는 검사를 개발한 후 그 검사 점수로 능

력을 가늠한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높은 성취를 받는 것에 대해, 시각

적 대상을 정신적으로 능숙하게 회전시키거나 또는 선명한 이미지를 시

각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Schultz(1991)는 특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일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전략을 사



- 8 -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도 순수하게 한 가지 요인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Bishop(1980) 또한, 양적이고 객

관적인 판단만을 잣대로 하는 요인 분석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특

정  문제에 대한 해법에 접근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Stieff(2007)에 따르면 공간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집단은 직관적인 심상 전략만이 아닌 분석적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화롭게 활용했으며, 초심자일수록 심상 전략에만 

의존하였다. Hegarty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공간 과제에서 높은 성취

를 보인 학생들은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나귀수(1996)

는 이처럼 다소 불안정한 이론적 토대에 의지하는 공간 능력에 관한 여

러 주제와 내용을 성급하게 수학교육과정에 도입하려해서는 안된다고 하

였다. 이는 수학교육에서 공간 능력에 대한 접근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엄밀한 학문적 논의가 필요함을 함의한다.

1.2.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공간 능력의 측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과제의 해결 과정이 시각적 

사고에만 의존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상위 

집단일수록 다양한 분석적 전략을 활용하여 과제를 해결한다(Stieff, 

2007; Hegarty et al., 2013). 교육이란 것이 인위적으로 학생의 변화를 도

모한다는 점에서, 분석적 전략을 교수 학습에 활용하여 하위 집단의 사

고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은 수학교육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수학에서의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수학 개념의 발생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학은 시각적이

고 직관적인 특성을 거쳐 분석적이고 형식적인 특성이 강조되는 형태로 

발달해왔다(박지현, 이종희, 2013). 이를 통해 인간은 강력한 두 가지 수

학적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는 심상의 힘이고, 또 하나는 대수의 힘

이다(우정호, 1998). 즉, 수학에는 시각적 측면과 분석적 측면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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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를 확장시키기 위해 외재적 또는  

내재적인 시각적 표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고

분석적

사고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으며 명제적 지식이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대상이나 과정에 정신적 조작을 행하는 사고

<표 II-1>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정의

고, 수학적 사고에는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연구자에 따라, 또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

미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은성 외(2008)의 정의를 따를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림이나 벤다이어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시각적 자료를 

문자나 기호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동도 분석적 사고에 포함된다.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논쟁적인 주제로, 개인의 인지양식 차

원의 문제라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즉, 어떤 정보에 대해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른 문제로 보고,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변별하기 위한 많은 연구

(Paivio, 1971; Felder, R. M., & Silverman, L. K., 1988)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Presmeg(1992)은 수학교육에서 시각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Visualizer 와 Non-visualizer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에 의문을 제

기하였다. Zazkis et al.(1996) 또한 Piaget(1966,1977)와 Presmeg(1986a, b)

의

“All visual thinking includes a logical aspect.”

을 인용하며, 학생들을 어떠한 특성으로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 Zazkis et al.(1996)은 현대대수학 수강생 32명을 대상으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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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대칭군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두 가

지 사고 중 어느 하나만 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사용하고 조화시키거나 통합하는 학생이 더 깊은 이해를 보

임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Visualizer / Analyzer 이분

법은 교수학습 설계에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Zazkis et al.(1996)은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상호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Visualization- 

Analysis(VA Model)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II-1] VA Model

[그림 II-1]과 같이 수학적 사고는 시각적 표현을 통해 정신적 대상이

나 과정을 구성하는 V1 단계에서의 행동으로 시작한다. 그 후 A1 단계

에서는 V1 단계에서 구성된 정신적 대상과 과정에 대한 일종의 조절이 

이루어지며 다시 V2 단계에서 A1 단계의 결과에 의해 변형을 시도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며 새로운 구성을 이끌어낸다. 즉, 수평적 이동

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시각화한 결과를 분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

롭고 풍부한 이해를 통한 시각화를 할 수 있게 된다. 교대, 상승 작용이 

반복되며 더 정교한 분석도 가능해진다. 점차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

고는 삼각형의 꼭짓점을 향해가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이것은 두 사

고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통합되며 높은 수준의 단계에서는 이 

둘 사이의 움직임에 대한 인식과 구별이 어려워진다. Presmeg(198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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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b), Suwarsono(1982)는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는 연속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말한바 있다. Zazkis et al.(1996) 역시 이와 같은 생각을 가

졌으며 VA Model 에서는 사고의 단계가 이산적으로 표현되긴 했지만 이 

방식이 연속적 사고 과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VA Model에 비추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사고 

수준 측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학생들을 

사고 수준에 따라 분류하려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한 후 

수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한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

도록 하려는 것이다. 기하적 사고 수준 연구로 잘 알려진 Van hiele는, 

한 수준에서 그 다음 수준으로의 발달은 자연적인 성숙보다는 학습 경험

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Hershkowitz, 1990). Zazkis et al.(1996) 또한 

Vi 단계의 학습자를 Ai 단계로, Ai 단계에 있는 학습자를 Vi+1 단계로 나

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상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학습 

설계를 통해 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간 능력과 관련된 학교 

수학의 많은 내용은 기본적으로 도형과 같은 이미지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활동이 대부분 시각적 사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

서 사고의 수준을 상승케 할 수 있는 분석적 학습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1.3. 공간적 사고와 수학교육

공간 능력은 수학뿐만 아니라 지리학, 천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능력으로, 범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인 만큼 다양한 관점과 

방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학문 고유의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Bishop(1983)은 수학 교수-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 형상적 정

보 해석 능력(ability for interpreting figural information, IFI)과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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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능력(ability for visual processing, VP)이라는 더욱 진전된 두 공간 

요소를 제안하였다. 

  

형상적 정보 해석 능력(IFI) - 기하 과제, 그래프, 다이어그램 등에서 

사용되는 시각적 표현과 공간적 어휘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능력이다. 수

학은 이러한 형식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형상적 정보 해석 능력은 그러

한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과 문맥에 관한 능

력으로 특히 자극물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시각적 처리 능력(VP) - 시각화하는 능력과 추상적인 관계와 비형

식적 정보를 시각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각적 표상과 

심상의 조작과 변형을 포함한다. 이것은 과정에 관한 능력으로 제시된 자

극물의 형태와 관련이 없다.(Bishop, 1983)

  

나귀수(1996)에 의하면 Bishop은 형상적 정보 해석 능력/시각적 처리 

능력 이분법이 기존의 공간 시각화/ 공간 방향화의 이분법보다 세련되고 

포괄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형상적 정보 해석 능력은 공간 방향화 테스트

에서 이용되지 않는 기하적, 그래프적 접근을 포함함으로써 공간 방향화 

능력을 확장시키며, 시각적 처리 능력은 자극물의 형식보다는 처리 과정

을 강조함으로써 공간 시각화 능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형상적 

정보 해석 능력은 공간 능력과 기하적 능력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지한

다. Bishop의 제안은 공간 능력에 대한 수학교육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

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를 주

목할 필요성이 있다. 공간적 사고는 공간 능력에 대한 학문적 관점을 정

련화한 개념으로, 최근 지리학과 지리교육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공간적 사고란 공간개념(concepts of space), 재현도구(tools of 

representation), 사고과정(processes of reasoning)의 구성적인 결합체이다

(Committee on the Support for the Thinking Spatially, 2006). 공간 개념

은 데이터를 전체로 통합하고 구조화하는데 필요한 개념적이고 분석적인 

틀(conceptual and analytical framework)을 제공한다. 재현도구는 내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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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2] Elements and component reasoning tasks of spatial thinking (Grossner, 2012)

이거나 또는 시각적, 언어적인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구조화된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형식을 가진 시각화 

방식(tools of representation)을, 사고과정은 구조화된 정보를 조작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수단을 제공한다(NRC, 2006). 

Maeng et al.(2014)은 이와 같은 공간적 사고를 “공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공간적 개념, 사물의 공간적인 형태나 구조를 시각화하는 방

식, 그리고 공간적 표현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구조와 성질, 기능 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추론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고 능력”으로 

정리하였고, Grossner(2012)는 그림과 같이 공간적 사고의 요소와 구성 

과제들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간적 사고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를 돕

고 있다.

Committee on Support for Thinking Spatially(2006)는 자신들의 공간적 

개념이 공간 능력보다 더 넓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공간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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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공간, 재현, 사고의 동시적 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 에 접근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공간적 사고는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며, 공간을 

사용하여 사고하려는 경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간적 사고는 

주어진 공간 관련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에 대한 계량적 측정의 

범위를 넘어서, 각개인 이 능동적으로 공간의 개념을 채택하고 문제 해

결 과정에 접근하려는 측면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능력보다 더 포

괄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최근 논의

가 전개되고 있는 공간적 사고라는 개념은 기존의 공간 능력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 하려고 한다(김민성, 2007).

수학교육에서 공간적 사고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공간적 사고

는 기존의 공간 능력과 다르게 도구의 사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나귀

수(1996)는 '수학교육자는 학생들이 공간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기능과 

공간의 수학적 해석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수학적 도구를 매개로 하여 공간을 수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도구란 교구와 같은 물리적 도구

가 아니라 학습자에게 내면화되어 사고를 돕는 도구(object to think 

with)(Papert,1980) 내적 도구(mental tool)이다. 우리는 수학적 도구를 통

해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공간 속의 여러 대상을 해석하고 탐구할 

수 있다. 수학적 도구의 사용은 대상에 대한 인지에 있어서 직관적인 수

준 너머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간상에 

위치한 두 직선에 대해 공간 좌표와 벡터라는 수학 개념을 사용하면 보

다 정교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기호 사용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며, 사고에 대한 검증과 반성 등 분

석적으로 접근 할 수 있게 된다. 수학을 통해 공간을 해석하고 추론한다

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뜻한다. 또한 수학적 도구의 사용을 통해 앞서 

살펴본 VA Model 에서의 사고의 교대와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기존의 시각적 사고에만 치우쳐져 있던 활동에 대해 분석적

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사고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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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도구를 매개로 하여 공간에 대해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

학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능력과 관련하여 다루어지는 학교 수학의 내용을 

선정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학적 도구를 통한 공간

적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적용단

원은 2009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에 새롭게 추가

된 '연결큐브'차시이다. 연결큐브 차시는 공간감각의 향상을 목표로 쌓기

나무 활동에 대한 후속, 확장학습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쌓기나무 활

동에서부터 제기된 여러 어려움(김수운, 2004; 장유라, 2010; 장혜원, 

2015)은 연결큐브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실

정이다.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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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연결큐브

2. 실행식과 연결큐브

2.1. 연결큐브 차시 분석1)

연결큐브는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 교구로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

학교 6학년 교과서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연결큐브는 오목한 부분(5면)과 

볼록한 부분(1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 큐브끼리의 연결이 쉽고 또 모든 

면에 큐브를 결합할 수 있다. 큐브간의 결합도 단단하여 기존의 쌓기나

무로 만들 수 없는 다양한 모양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의 

가운데와 오른쪽 모양은 쌓기나무로는 만들 수 없는 모양이다.

연결큐브 활동을 도입한 이유로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5)에는 ‘쌓

기나무는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야만 하는 한계점이 있어 쌓기나무 활

동의 확장 개념으로 공간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 하였다.  즉, 

연결큐브 활동은 공간 감각이 더욱 요구되는 활동으로, 제7차 교육과정

부터 초등학교 2학년, 6학년에 도입되었던 쌓기나무 활동의 확장, 후속 

학습이라 볼 수 있다.

1) 본 연구는 정혜림, 이승주, 조한혁(2016)의 후속 연구로, 이 절의 내용은 정혜

림 외(2016)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17 -

차시 수업 내용 및 활동

6

조건에 따라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연결큐브 4,5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

을 찾게 한다. 

∙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빠뜨리지 않고 찾기 위한 방법을 경

험하게 한다.

7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 연결큐브 4개로 만든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한다.

<표 II-2> 연결큐브 차시 수업 내용 및 활동(교육부, 2015)

<표 II-2>는 6학년 2학기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는 연결큐브 차시의 수

업 내용 및 활동이다. 연결큐브 활동은 구체적으로 ‘연결큐브 4개 또는 

5개로 다양한 모양 만들기, 만든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것 찾

기, 연결큐브 4개로 된 모양 두 개를 연결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기, 

연결큐브 4개로 된 모양 두 개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 찾기, 연

결된 전체 모양을 두 가지로 분할해보기’ 등이 있다. 이 활동들은 두 

차시에 걸쳐 다루어지며, 두 차시 모두 수학적 의사소통과 구체적 조작

을 교수 학습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6차시에는 연결큐브 4개 또는 5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만들고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본다. 연결큐브는 모든 면에 연결이 가능

하므로, 어떤 위치에 결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난다. 

다양한 모양을 빠뜨리지 않고 찾기 위해 연결큐브 3개 또는 4개로 만든 

모양에서 연결큐브 1개를 차례로 옮겨 가며 만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양을 찾는 과정에서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모양이 같으면 서로 같

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모양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익힘 책에는 학

생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II-2]처럼 뒤집거나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인 것을 묻고 있다. 이를 ‘회전 유형’이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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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5] 제7차 교육과정 쌓기 나무 회전 문항

[그림 II-4] 교과서 연결큐브 회전 문항

회전 유형은 연결큐브 4개로 이루어진 모양을 회전하는 문항과 연결큐

브 5개로 이루어진 모양을 회전하는 문항이 있다. 문항 형식은 제7차 교

육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결큐브의 회전은 쌓

기 나무로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므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간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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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6] 교과서 연결큐브 결합 문항 

7차시에서는 6차시에서 연결큐브 4개로 만든 모양 두 가지를 연결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 색칠하여 구분하는 활동을 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항은 아래 그림과 같다. 왼쪽 상자 안에 연결

큐브 4개로 만든 모양 2가지가 제시되고, 오른쪽 보기 6개를 만들 수 있

는지 묻고 있다. 이 2가지 모양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생길 수 있으므로, 1가지 모양만 회전하면 되었던 ‘회전 

유형’보다 더욱 심화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결합 유형’이라 하

자.

이 역시 유사한 문항을 제7차 교육과정 때의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다만, 발문의 형태는 조금 다른데, 위의 그림은 주어진 연결큐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고, 아래 그림은 주

어진 쌓기 나무로 ‘나누어라’ 라고 되어 있다. 매우 유사한 두 문항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발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두 유형이 ‘결합’

으로도, ‘분해’로도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A+B=C 라는 ‘결합’의 방식으로도, ‘C-A=B’ 라는 ‘분해’의 방식

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합’과 ‘분해’는 가역적 사고방

식이므로 어느 한 쪽의 중요성만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결큐브 

문항의 발문은 표면적으로 ‘결합’을 유도하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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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모양 ㉮와 ㉯를 합쳐 만든 모양이다. 보기처럼 각 모양을 ㉮, 

㉯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여라.

(강조는 연구자가 한 것임)

[그림 II-7] 제7차 교육과정 쌓기나무 분해 문항

큐브 8개로 만든 모양을 4개짜리 연결큐브 모양 2가지로 분리해보는 활

동도 제시되어 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연결큐브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의 형태는 교과서

에 제시된 활동과 발문 형태에 따라 ‘회전’, ‘결합’, ‘분해’의 3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

한 능력을 연결큐브의 조작 활동을 통해 기른다. 쌓기나무는 물리적 환

경에서 돌리거나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09개

정 교육과정에서 쌓기나무 대신 연결큐브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한 교구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연결큐브 관련 활동이 구체물 조작 활동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해 가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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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개념은 기호적 표현으로 논의되어야 한다(Bruner, 1967; Bruner, 

1973; Clements, 1999; Kamii et al., 2001; Moyer, 2001). Vygotsky(1978)에 

따르면 외향적 도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내면화를 거쳐 내향적 도

구로 변환될 수 있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은 기호 체계의 사용으로 이루

어진다 하였다.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에는 구체적 조작만을 제시할 뿐 

연결큐브를 나타낼 수 있는 기호적 표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

해, 교수 학습시에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정

혜림 외(2016)에서 밝힌 바 있다. 이는 초등 수준에서 비형식적 기하를 

지도한다는 명목 하에 적절한 사고의 도구 없이 활동만 제시되어 생긴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 단원은 도형수와 수열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기하와 대수 영역을 가로질러 문제해결과 추론, 의사소통 측면에서 심도 

있게 탐구될 수 있는 수학적 소재이지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기호 체계의 부재로 초등 교육과정에서만 직관적인 수준으로 다루어질 

뿐, 중·고등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이지윤, 2015). 따라서 연

결큐브 차시에 적절한 기호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할 수 있다. 

Presmeg(2006)는 공간 시각화에서 시각적 요소가 기호적 요소와 결합되

어야 수학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큐

브를 나타낼 수 있는 실행식이라는 기호체계를 사용하였을 때 어떻게 사

고과정의 수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이고자 한다.

2.2. 실행식과 Constructionism

실행식(executable expression)이란 특정 현상을 실행시킬 수 있는 형태

의(executable) 표현체계를 말한다.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과 

같이 수학적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표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는 단일한 표상을 발생시키

지 않으므로 실행식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 1+1 은 ‘덧셈’이라는 약

속된 현상을 제시하므로 실행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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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표현은 ‘서로 다른 4개 중 3개를 선택’하는 현상을 실행하게 하

는 것이므로 실행식이라고 할 수 있다. 조한혁, 송민호(2014)는 실행식의 

일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실행식에 사용되는 기호는 대상 또는 조작을 명시적으로 지칭한다.

② 실행식의 사용은 학습자의 내면에 실행할 수 있는 약속된 현상을 

제시한다.

③ 실행식은 학습자의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도 기호 작용에 

따른 결과물을 피드백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④ 실행식에서는 수학적 사고를 요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⑤ 실행식의 사용은 교수자, 학습자, 매개물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한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수학적 기호의 추상성이 주는 어려움을 탈피하

고자 함이다. 수학적 기호는 고도의 수학적 사고인 추상화를 통해 오랜 

시간 수학자들이 정교하게 다듬어온 것으로, 초기 단계의 학습자가 다루

기에는 쉽지가 않다. 수학적 기호가 다양한 의미와 표상을 가진다는 점

은 오히려 학습자에게 의미가 불분명하게 느껴져, 기호를 내면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나의 기호를 보고도 서로 다른 표상을 떠올

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행식은 약속된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초기 

단계의 학습자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기호를 받아들이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호 체계를 말한다.

Papert의 마이크로월드2) LOGO는 가장 대표적인 실행식 기반의 학습 

환경이라 할 수 있다. LOGO는 Papert의 Constructionism이라는 교육철학

이 반영된 학습 환경이다.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Constructivism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것은 학습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는 

2) 마이크로월드란 적절한 과제와 교육 체계가 있을 때, 학생들이 풍부한 의미

를 창출해내는 탐구 및 구성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일련의 과학

적 개념과 관계를 포함하는 컴퓨터 환경을 의미한다(Edwards, 1995; Sarama 

& Clemen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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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초점을 맞춘 보다 실천적인 교육이론이다(송민호, 2010). 이를 위한 

실제적인 도구로 Papert가 제시한 것이 바로 LOGO이다. LOGO는 화면

상의 거북이라는 에이전트를 직관적인 명령인 ‘가자’와 ‘돌자’를 통

해 작동시킬 수 있다. 학습자가 입력하는 ‘가자’, ‘돌자’ 명령에 따

라 거북은 궤적을 남기며 움직임을 ‘실행’한다. 따라서 ‘가자’, 

‘돌자’도 실행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실행식을 사용하여 거

북의 관점에서 기하를 탐구한다. 

Cho et al.(2010)은 Papert의 LOGO의 2차원 거북기하 환경을 3차원으

로 확장한 마이크로월드 자바말(JavaMAL)을 개발하였다. 자바말에서는 

공간 정보를 정육면체 단위로 구성하고 탐구할 수 있다. 기존의 ‘가

자’, ‘돌자’ 대신 거북의 관점에서 방향성과 행동을 나타내는 문자인 

‘거북표현체계’를 도입하였다. 거북표현체계로 만들어진 모든 식은 거

북실행식이다. 

초기상태 s s r s u

<표 II-3> 거북표현체계(정진환, 2015) 

학습자는 거북 위에 위치하여 거북의 관점과 방향을 자신과 동일시한 

후 순차적인 절차로 3차원 대상을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신체-동조성 

성질을 가지는 '거북 은유'는 체화된 인지로 간주될 수 있으며(Lackoff 

& Nunez, 2000), Papert(1980)는 이와 같은 신체-동조성과 자아-동조성을 

포함하여 동조 학습(Syntonic learning)이라 하였다. 

한편, Ernest(2010)는 ‘모든 인간 활동은, 수학적 활동과 학습을 포함

하여 신체적인 활동이다’라고 언급하며 수학적 활동의 기저에 신체동조

적(Embodied)인 관점이 숨어있음을 지적하였다. Nunes(2007)는 수학은 우

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추상화된 개념적 체계인데, 이조차도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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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8] 마이크로월드에서의 실행식

으로는 우리 신체, 언어 그리고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체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수학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수학적 개념은 

신체동조적인 표현과 함께 학습될 때 ‘체화된 인지’ 관점 속에서 풍부

해지고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다(조한혁, 송민호, 2014). 따라

서 ‘거북실행식’은 체화된 인지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표현체계라고 할 

수 있다.

거북표현체계는 마이크로월드 환경이라는 외적 환경에서 결과물을 확

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에서도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다

는 점에서 Papert(1980)가 강조했던 생각을 돕는 도구(Object to think 

with)로써 기능하여 학습자의 내적 도구(mental tool)로 사용될 수 있다. 

약속된 표현 체계를 통해서 외적 도구를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내면에서 내적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행식은 일상 언어처럼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없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 사이에 정확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며, 텍스트 형태의 표

현을 통해 생각을 읽고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될 수 있



- 25 -

확률실행식

(최인용, 2014)

Lindenmayer System을 기반으로 순열, 조합을 

실행할 수 있는 표현체계

X = ‘A++, B+, C++’

Do 2X

이항분포 실행식

(박천기, 2015)

패턴실행식

(정진환, 2015)

<표 II-4> 실행식을 통한 수학적 활동 

다(Noss, 2001; Hoyles & Noss, 2003). 이미 정혜림 외(2016)의 연구를 통

해 초등학교 교사들이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 관한 실행식의 효과를 긍

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실행식은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교대, 상승 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실행식은 마이크로월드 상에서 다양한 수학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아이디어(powerful ideas)’(Bers, 2001)로, 이와 관련된 다

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최인

용(2014)은 경우의 수 및 확률 현상을 구성할 수 있는 ‘확률실행식’을 

통해 다양한 확률 학습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신동조(2013), 정진환

(2015)은 실행식을 통해 패턴을 탐구하고, 대수 기호, 치환, 함수 등의 다

양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학습할 수 있음을 보였다. 박천기(2015)는 ‘랜

덤 워크’를 실행할 수 있는 표현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항 분포 현

상에 대한 모델링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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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9] 실제 비행기, 실행식, 쌓기나무 비행기, 3D 프린터로 만든 모형(조한혁, 송민호, 2014)

조한혁, 송민호(2014)는 실행식을 기반으로 일차함수, 확률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로 디자인한 스마트 스토리텔링 수학교육을 제안하였다. 나

아가 3D 프린터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존의 Learning by making 

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거북실행식’은 여러 가지 입체 등의 공간상의 

패턴을 코딩 할 수 있는 기호체계로 작용할 것이다. Presmeg(2006)는 공

간 시각화에서 시각적 요소가 기호적 요소와 결합되어야 수학 교육적 의

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거북실행식’이라는 정교한 표현체계의 

사용으로 공간상의 3차원 대상을 시각화 하는 중재 언어로서 기능을 하

여 학습자의 공간적 사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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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

연결큐브 문항은 모두 심적 회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Shep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와 유사하다. 즉, 

공간 시각화 과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Stieff(2007)에서처럼 대다수

가 입체를 직접 회전하는 ‘심상 전략’으로 접근하리라 예상된다. 그러

나 이러한 전략은 이미지 자체를 기억하고 시각화해야 하므로 인지부하

가 크고, 또한 본인의 생각을 검증하고 반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큐브 공간과제를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결전략을 제시한다. 

이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닥면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연

결큐브와 쌓기나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쌓아나갈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표 II-6>의 A와 같은 모양을 연결큐브로는 만들 수 

있지만 쌓기나무로는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바닥면을 B와 같이 설정하

면, 쌓기나무로도 모양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거북의 관점에서 

연결큐브를 쌓기나무처럼 바닥에서부터 쌓을 수 있도록 ‘바닥면’을 설

정하고, 이 바닥면에서부터 실행식으로 코딩한 것을 ‘표준형 (실행식)’

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표 II-6>의 A, B는 동일한 입체인데 바닥면을 

어디로 보고 입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코딩이 달라진다. A의 경우 그림

처럼 지면과 평행한 상태에서부터 입체를 구성한다면 ‘ssul’로 나타나

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쌓기나무로는 구성할 수 없는 형태이므로 ‘표

준형 실행식’이 아니다. 

A) ssul B) ssru

표준형 아님 표준형 실행식

<표 II-5> 표준형 실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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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의 경우 관점을 변환하여 지면과 수직인 회색 면을 바닥면이라

고 설정하고 입체를 쌓아올리면 ‘ssru’로 코딩할 수 있다. 이것이 바

로 ‘표준형 실행식’이다. 바닥면은 그림에서 제시한 형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설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쌓기나무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이

기만 하면 언어표현이 동일하다는 것이 표준형 실행식의 장점이다. 따라

서 공간 대상에 대해 공통되는 기호적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심상 전략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제시된 입체와 보기가 다를 경우 확

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실행식을 이용하여 표

준형으로 코딩을 하면 텍스트 형태로 된 표현식을 보고 확실하게 다르다

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표 II-6>에 제시된 두 입체는 

회전해서는 포개질 수 없는 서로 다른 입체다.

A) sslu B) ssru

왼쪽 타입(LT) 오른쪽 타입(RT)

<표 II-6> 표준형 코딩을 통한 입체 구분

위 두 입체를 바닥면 설정 후에 실행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앞으로 두 

번(ss) 움직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A는 왼쪽(l)으로 움직이고, B는 오른쪽

(r)으로 움직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각각 sslu, ssru로 표현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입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모양은 연결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 중 학생들이 구별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Hegarty, 2013),본 연구에서는 이를 각각 ‘왼쪽 타입(Left Type, LT)’

과 ‘오른쪽 타입(Right Type, RT)’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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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유형

두 입체는 서로 같은가?

심상 

전략

코딩 

전략

<표 II-7> 회전 유형의 해결 전략 비교

<표 II-7>은 회전 유형을 심상 전략과 코딩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교

한 것이다. 심상 전략을 사용할 경우 왼쪽 입체를 그림처럼 화살표 방향

으로 회전시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코딩 전략을 사용할 경우 왼쪽의 

입체는 ‘ssru’로, 오른쪽 입체도 ‘ssru’로 표현되므로, 실행식이 같

기 때문에 두 입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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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8>은 결합 유형을 심상 전략과 코딩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교

한 것이다. 

결합

유형

왼쪽의 두 입체를 결합하여 오른쪽 입체를 만들 수 있는가?

심상 

전략

코딩 

전략

<표 II-8> 결합 유형의 해결 전략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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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 전략을 사용할 경우 왼쪽 보기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은 후 다른 

하나를 회전해보며 앞, 뒤, 좌, 우 등 가능한 위치마다 결합해보는 방식

으로 해결하게 된다. 또는 보기 중 하나를 오른쪽 입체에서 제거 한 후 

남은 모양을 회전하며 비교를 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회전 

유형에 비해 인지적인 부담이 확연히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실행식을 사용할 경우 먼저 보기 중 어떤 것이 제거하기 좋은 입체인

지를 판단한다. 이 경우 A는 B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결합된 모

양(C)에서 A를 제거한다. 그러면 남은 과정은 회전문항을 해결하는 것과 

동일하다. C에서 A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거북표현으로 나타내어 B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C-A와 B는 ‘ssru’라는 동일한 거

북표현이므로 두 입체로 결합할 수 있다.

<표 II-9>은 분해유형을 심상 전략과 코딩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교

한 것이다. 분해 유형을 심상 전략으로 해결할 경우 먼저 검은색 모양을 

제거한 후에 남은 모양을 회전시켜 보기 모양과 비교한다. 그림처럼 화

살표 방향으로 두 번 회전시키면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행식을 활용할 경우 검은색 모양을 제거하는 과정까진 동일하나 이

후부터는 표준형 코딩으로 두 입체를 기호로 비교한다. 검은색 입체를 

제거하고 남은 입체의 표준형 코딩은 sslu이고, 오른쪽 입체의 표준형 코

딩 또한 sslu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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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유형

검은색 입체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은 오른쪽 입체와 같은가?

심상 

전략

코딩 

전략

<표 II-9> 분해 유형의 해결 전략 비교



- 33 -

3. 안구 운동을 통한 인지 과정 분석

3.1. 신경교육학과 안구 운동 연구

최근 인간의 생체신호와 관련된 측정, 분석 기술의 발달로 신경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교육 분야에서는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와 방법론을 교육학에 접목시키려는 신경교육학(Neuroeducation, 또

는 교육신경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Campbell(2006)은 ‘수

학교육적 신경과학’을 정의하며 신경과학을 활용하여 수학교육이 앞으

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학교육 신경과학은 인지 신경과학

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안구 운동, 심전도, 뇌파(EEG) 등과 같은 방법론

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학교육 연구를 증거 기반

(evidence-based)의 연구가 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수학 학습의 심리적 

양상에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Campbell, 2010). 

이 중 안구 운동은 아이트래커(Eye-tracker, 시선추적기)라는 장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아이트래커는 적외선을 눈에 투사하여 각막에 반

사된 고정 위치를 기준으로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안구 운동을 추

적하는 장치이다. 각각의 방법론이 저마다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아

이트래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침습적이면서 피실험자의 인지나 주

의의 동적인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점에서 수학교육 연구에 

적합하다(Campbell,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고려하여 연구 방법

론으로 안구 운동을 선택하였다.

인간의 눈동자 움직임은 두뇌에서 감각기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처

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Brooks & Meltzoff, 

2005). 따라서 시선추적 방법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본 대

상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해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가 인터페

이스에서 어떤 요소에 관심을 가지며,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 수 있다

(Rommelse, Stigchel & Sergean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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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동자 움직임은 응시(fixation)와 도약운동(saccade), 회귀운동

(regression)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Rayner, 1998; Reichle et al., 

1998), 오랜 시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응시(eye fixation)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극에 주의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은 시선 이동(eye movement, saccade)으로 측정할 수 있다(Greason & 

Cashwell, 2009). 예를 들어, 주어진 과제가 낯설고 어려울수록 응시 및 

회귀운동의 빈도가 많아지고, 도약이 빈번해지는 등의 뚜렷한 변화를 보

인다. 이는 안구 운동이 인간의 인지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임을 방

증하는 것이다(Just & Carpenter, 1980; Rayner, 1998; Knoblich, Ohlsson, 

& Raney, 2001; 서혁 외, 2016).

따라서 안구 운동이라는 생체 신호 기반의 실시간(real time) 데이터는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하고 타당한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학적 사고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검사지와 인터뷰와 같은 자기보고식 결과에 주로 의존해 왔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믿음

을 전제로 한 것으로 여전히 강력한 방법이지만, 인간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심리적 과정은 의식적인 영역은 물론 무의

식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기억의 변형과 왜곡으로 피험자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신동훈, 권용주, 2007; 이

시훈 외, 2011). 그러나 안구 운동과 같은 생체신호는 의도적으로 조절하

기 어렵기에 왜곡의 위험이 적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연구방

법의 한계로 지적되던 주관적 해석,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보

완시킬 수 있는 것이다(Campbel, 2010). 

이에 최근 아이트래커를 이용한 수학교육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지윤(2015)에서는 3D 입체 변별 과제에서 전략 사용 여부에 따라 질적

으로 다른 안구 운동 패턴을 보임을 밝힌 바 있다. 이미진, 이광호(2015)

에서도 대수 과제에서 서로 다른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안구 운동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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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됨을 보고하였다. 최인용(2016)은 안구 운동을 분석하여 순열 조

합 문장제의 의미론적 구조가 문제 이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난이도 변

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정답률이 90%에 이르는 전문가 집

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안구 운동 분석을 통해 정답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얻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3.2. 안구 운동 분석에 관한 이해

눈동자 움직임은 학습자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되므로 이를 통해 인지 

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눈동자 움직임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매우 빠른 움직임을 보이므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아이트래커의 경우 120hz의 sample rate로 초당 120회로 데이

터를 수집하고 이를 0.001초(millisecond) 단위의 안구 운동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10초의 시간이 걸렸다면 10초 동안의 안

구 운동에 대해 항목별로 정량화된 1200개의 데이터가 추출된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안구 운동의 이

해와 적절한 지표의 사용이 중요하다. 아래 [그림 II-10]은 안구 운동의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II-10] 안구 운동 데이터 게이즈 플랏(Gaze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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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눈동자 움직임은 크게 응시와 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응시는 

특정 정보를 일정 시간 이상 바라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이

트래커는 응시 영역을 원으로 나타낸다. 이 때 원의 크기는 응시 시간에 

비례하여 오래 응시한 곳은 큰 원으로 표현된다. 도약은 다른 정보를 보

기 위해 눈을 빠르게 움직이는 단속적 운동(saccade)으로, 응시 영역을 

연결한 선으로 나타낸다. 현재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응시 영역에 쓰여 있

는 숫자 중 위는 응시 순서를, 아래는 응시 시간(millisecond 단위)을 의

미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안구 운동의 지표

(measure)를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지과정을 추론할 

수 있다. 최인용(2016)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구 운동 관련 연구에 등장하

는 지표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으며, 연구의 목적과 실험 설계에 따라 

자신만의 지표를 만들어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될 지표에 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먼저 응시에 관한 지표로는 응시 시간과 응시 횟수 등을 들 수 있다. 

응시 시간(Fixation duration)은 안구 운동 관련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정보의 획득이나 처리는 응시에서만 일어난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긴 응시는 깊은 인지 과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Holmqvist et al., 2011).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의 시간

이 길면 자연스럽게 응시 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응시 시간을 

응시 횟수로 나눈 평균 응시 시간(Mean fixation duration)이 주로 사용된

다. 그림의 경우 응시 횟수는 총 7번이므로 평균 응시 시간은

(0.185+0.529+0.264+0.213+0.380+0.892+0.497) ÷ 7 = 0.424 초

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관심 영역(Area of 

Interests, AOI)을 설정할 수 있다([그림 II-10]). AOI 별로 평균 응시 시간을 

비교하면 학습자가 어떤 곳에 더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응시 횟수(the number of fixations 또는 fixation count)는 관심영역에 

나타난 응시횟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그림의 경우 총 응시 횟수는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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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관심영역 별로 AOI 1에는 4회, AOI 2에는 2회로 계산된다. 위와 마

찬가지로 응시 횟수도 문항 해결 시간에 비례하므로 시간 당 응시율이 

주로 사용된다. 문항의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친숙하지 않은 내용일수록 

응시횟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Clifton, 

Staub, & Rayner, 2007; Rayner, 1998, Susac et al, 2014, Lin & Lin, 

2014).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응시 횟수가 많거나 응시 시간이 긴 관

심 영역은 복잡한 인지 과정을 요하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응시와 응시 사이의 도약은 주의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Snowden et al., 2012), 이를 응시 전환 횟수(Number of Toggles)로  

분석할 수 있다. 응시 전환은 한 AOI에서 다른 AOI로 응시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그림의 경우 AOI 1에서 AOI 2로 1회, AOI 2에서 다시 

AOI 1로 1회를 합하여 총 2회의 응시전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응

시 전환은 각 AOI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들을 비교하거나 통합하는 인지

활동과 관련된다(최인용, 2016). 이지윤(2015)의 연구에서는 제시된 두 도

형이 동일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에서 반복적인 응시 전환

이 다수 나타났다. Lin & Lin(2014)은 문장과 그림으로 구성된 기하 문제

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장영역과 그림영역 사이의 전환 횟수가 증가

함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응시 전환 횟수가 많다는 것은 작업기억

(Working memory)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는 복잡한 정보를 가진 AOI 가 

있어 반복적으로 재응시하며 비교했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안구 운동 데이터는 위와 같은 정량적 지표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시

각화한 히트맵(heat map), 게이즈 플랏(gaze plot)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

석할 수도 있다. 히트맵은 응시의 빈도수와 응시 시간을 색의 스펙트럼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응시 횟수가 많고 시간이 길수록 붉은 색으로 나

타난다. 히트맵은 시선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전

체적으로 시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능숙한 학습

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선택적 주의에 대한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

다([그림 II-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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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1] Lin & Lin(2014)의 Heat map을 통한 응시 분포 비교

Constructive 

Matching
예상되는 답을 먼저 구성한 후 비교하는 방식

Response 

Elimination

주어진 보기와 비교를 반복하여 아닌 것을 

소거하면서 답을 찾는 방식

<표 II-10> 안구 운동 패턴의 형태

게이즈 플랏(Gaze-plot)은 시선의 위치, 순서, 응시 지속 시간을 나타내

준다([그림 II-10]). 시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영상으로 추출되어 언

제든지 다시 재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동

안의 안구 운동 패턴을 시간대별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안

구 운동의 패턴은 실험 참가자가 사용하는 인지 전략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이지윤, 2015; 이미

진, 이광호, 2014; Susac et al., 2014). 따라서 안구 운동 패턴이 학습자의 

해결 전략이나 인지적 처리과정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Bethell-Fox et al.(1984)은 선다형의 도형추론과제에서 참가자들의 안

구 운동 패턴을 두 가지의 전략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Snow(1980)는 

Constructive Matching과 Response Elimination이라고 하였다. 



- 39 -

이러한 전략은 수행의 성취와 관련이 있는데, Constructive Matching(이

하 CM)은 주로 상위집단에서 나오는 전략이고 Response Elimination(이

하 RE)은 하위집단에서 나타나는 전략이다. 혹은 CM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다가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 경우 Response Elimination 으로 전

략이 변경되는 경향이 있다(Vigneau et al., 2006). Vigneau et al.(2006)은 

Bethell-Fox et al.(1984)과 동일한 실험을 하여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안구 운동의 패턴이 CM과 RE로 다르게 나타남을 재확인하였고, 더욱 많

은 안구 운동 데이터의 지표를 분석하여 그 차이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첫째로, 그는 다수의 응시전환은 RE와 관련이 있다는 강한 증거라고 하

였다.3) 둘째로, 첫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간(Latency to First Toggle, 

LFT)이 짧은 것은 RE 전략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였다. 첫 응시전환 

까지의 소요시간은 참가자가 문제영역에서 보기영역으로 최초 응시전환

을 하는 시점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얼마나 빨리 첫 분석

을 포기하고 보기를 확인하는 지를 나타낸다. 위 그림의 경우 AOI 2로 

시선을 옮기기 까지 AOI 1에서 총 3번의 응시가 있었고, 이 시간을 합한 

0.529+0.264+0.213 = 1.006 초

초가 LFT가 된다. 긴 지연은 CM 전략을 사용한다는 지표가 되며, 이

를 통해 CM은 문제를 보는 비율이 높고, RE는 보기를 보는 비율이 높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LFT는 학습자의 문제 해결 양식에 영향

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4) 예를 들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문제

의 전체적인 부분을 응시 한 후 해결에 들어가는 참가자라면 LFT가 작

게 나올 것이고, 먼저 문제 해결부터 시도하는 참가자라면 LFT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첫 번째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

3) 정확하게는 응시 전환 횟수를 문제 해결 시간으로 나눈 값인 ‘단위 시간당 

응시 전환율(Rate-of-Toggling)’을 사용하였다. 

4) 임성만 외(2013)에 따르면 전체적 인지양식자 경우는 먼저 전체를 고르게 응

시하고, 분석적 인지양식인 경우 특정 부분을 주로 응시하는 등 학습자의 인

지 양식에 따라 안구 운동 패턴이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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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아니라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간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FT

와 함께 연속 최대 응시 횟수, 연속 최대 응시 시간을 함께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41 -

[그림 III-1] 연구 절차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S 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시흥영재원 수학분과 중

학교 3학년 학생 20명과 S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정보분과 중학교 3학

년 학생 8명으로 총 28명(남자 19명, 여자 9명)이다. 연결큐브 과제는 초

등학교 6학년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연구의 대상을 해당 학년(초

등학교 6학년)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성인과 아동의 공간 능

력이 큰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정혜림 외(2016)의 연구에서 교사들의 

연결큐브 과제 정답률이 평균 73%, 최저 정답률이 54%에 불과하다는 점

을 감안하였을 때, 이 과제가 중학생에게도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라 판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S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그 동안의 영재원 교

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한 학생들로, 연구의 의도와 계획을 잘 이해하

고, 본인의 생각을 글과 말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어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연구에 관한 제반 사

항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절차는 ‘사전검사, 검사 후 설문  → 전략학습 → 사후검사, 검사 

후 설문’ 순으로 총 3회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공간 과제에서 분석적인 수학적 사고 전략을 학습하기 전 

후의 사고 과정을 안구 운동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먼저 사전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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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며 이와 동시에 안구 운동을 기록한다. 아이트래커는 데스크탑 PC

의 장착되어 있는 기기로, 과제 수행시의 안구 운동을 기록하기 위해서

는 검사를 컴퓨터로 수행해야만 한다. 따라서 검사는 컴퓨터 기반의 

LRS(Learner Response system)으로 실시하여 답과 반응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게 하였다.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

반 사항들을 전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연구대상

자들은 초등학교 때 연결큐브를 접해본 적이 없으므로 쌓기나무와 달리 

공중에 떠 있는 조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의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

한 후, 1명씩 아이트래커 측정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형식, 문

항 수, 문항 제한 시간 등에 대한 설명 슬라이드를 제작하여 학생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형별로 예제를 먼저 풀도록 하였다. 

문항 당 제한시간은 30초로, 제한시간이 지나면 응답을 못했더라도 자동

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제를 통해 유형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에 본 문항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그 후, 

본인이 어떠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등

을 묻는 설문을 작성하며, 그 설문을 토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결큐브 공간 과제를 분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을 학습한다. 전략 학습은 총 3차시로 이루어

졌다. 1차시에서는 연구의 의도와 계획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개정에 따

라 새롭게 도입된 연결큐브를 소개하였다. 2차시에서는 앞서 이론적 배

경에서 설명한 실행식의 개념과 실행식을 활용하여 연결큐브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하였다. 3차시에서는 연습문제를 통해 2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문제에 직접 적용해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습문

항은 사전, 사후 검사와 동일한 문항이 없도록 하였다.

3번째 세션에서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 때 앞서 

학습한 전략을 사용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사전 검

사와 비교하여 실행식 전략을 사용했을 때의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좋았

던 점과 그렇지 않았던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설문을 작성한다. 그 후,  

설문을 바탕으로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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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2.1. 과제 개발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정혜림 외(2016) 와 이초희(2016)의  연

구에서 사용된 연결큐브 과제를 수정, 보완 및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의 모든 문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교과서(교육부, 2015a)와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5b)의 연결큐브의 문

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설명한 것처럼, 교과서

의 발문 형태와 활동에 따라 연결큐브 문항의 유형을 회전, 결합, 분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회전, 결합 문항은 정혜림 외(2016)의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분해(D) 문항은 이초희(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 

두 연구의 결과와 과제의 개선점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는 검사 문항의 

주요 변인을 재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도가 낮은 문항

을 삭제하였고, 문항의 정답 분포와 사용된 연결큐브 모양의 종류, 회전

각도 등이 균등하도록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검사지를 재구

성하였다. 또한 안구 운동 측정 중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자극을 없애기 위해 그림처럼 연결큐브의 요철 등의 외관을 단순화시키

고, 색깔을 모두 통일하는 등 최소한의 내용으로만 문항 슬라이드를 구

성하였다. 문항 이미지는 JavaMAL 마이크로월드에서 제작하였다. 

[그림 III-2] 안구 운동 측정을 위한 이미지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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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회전유형에 사용된 입체(왼쪽)와 문항예시(오른쪽)

- 회전유형

회전유형은 두 개의 연결큐브 모양이 제시되고, 어느 하나를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서로 같아지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Shepard & Metzler 의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est)(1970)와 유사한 형태로 총 8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교과서에는 연결큐브 4개로 이루어진 모양(R1)과 5개로 

이루어진 모양(R2)이 있는데, R1 유형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2문항만 

넣고 R2 유형을 6문항으로 하였다. 교과서 회전 유형에 나왔던 3가지 모

양([그림 II-4])과 그 거울대칭 모양까지 포함하여 총 6개의 모양 중 회전 

방향과 각도를 조절하여 문항을 제작하였고, a는 2번, b와 c는 3번씩 사

용되었다. 

답지 유형에 따라서는 두 입체가 서로 같은 경우와 거울대칭인 경우로 

각각 4개씩, O와 X의 비율이 같도록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특성은 부

록 참조). 유형별로 문항에서 묻는 것은 동일하므로 예제 문항에만 문제

에 관한 설명이 있고, 본 문항에서는 설명 없이 연결큐브와 선택지만 제

시하였다. 회전 유형의 문항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연결큐브 모양을 

화면 중앙의 왼쪽, 오른쪽에 나타나고, 같다(O), 다르다(X) 선택지를 하단

에, 문항 번호는 우측 상단에 작게 표시되어 있다. 

- 결합유형

결합유형은 왼쪽 상자 안의 두 연결큐브 모양을 결합하여 오른쪽 보기

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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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4] 결합유형에 사용된 입체(왼쪽)와 문항예시(오른쪽)

회전유형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문항을 바탕으로, 연결큐브 4개로 만

들어진 입체 2개를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연결큐브 4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소마큐브(Soma cube)로 잘 알려진 모양들이다. 소

마큐브는 총 7가지 모양이 있는데 연결큐브 3개로 이루어진 1개를 제외

한 나머지 6개를 사용하였다. 소마큐브는 각각의 모양이 어느 정도 특징

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 LT, RT는 유일하게 거울대칭인 쌍으로, 학생들

이 가장 구별하기 어려워하는 모양으로 알려져 있다(Hegarty, 2013). 학

생들의 공간 과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변별력 있

는 문항을 구성해야 하므로 LT, RT의 모양에 다른 소마큐브 모양을 하

나씩 결합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결합한 모양은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주로 활용하였으며, 답지 유형에 

따라서는 결합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각각 4개씩, O와 X의 

비율이 같도록 구성하였다.

- 분해유형

분해유형은 왼쪽 상자 안의 연결큐브에서 중앙 상단의 검은 도형을 찾

아 제거했을 때 남은 모양이 오른쪽과 같은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문항 

구성은 결합 문항에서처럼 LT, RT의 모양에 a, b, c, d 을 하나씩 결합

하였다. 이 때, 제거해야 하는 모양의 색깔을 구분해두었는데, 그렇지 않

을 경우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답이 O와 X 모두 가능하게 되므

로 문항이 지나치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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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5] 분해유형에 사용된 입체(왼쪽)와 문항예시(오른쪽)

문항 자극은 그림과 같이 연결큐브의     축을 설정한 후5),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각도를 조절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축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축만을 중심으로, 회전 각도는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180도로 나눈 후 축과 각도를 조합하였다. 

[그림 III-6]    축 설정

회전, 결합, 분해의 각 유형 당 8문항씩 총 24문항이며, 한 문제 당 제

한시간은 30초이다. 제한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며 무응답 처리가 된다. 검사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0.636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인     축과 다르지만 문항 이미지를 JavaMAL 마이크로 월드에서 

실행식을 통해 작성하였으므로, JavaMAL 상에서 제작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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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문지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순서대로 사전 설문지와 사후 설문지로 총 2 

가지이다. 사전 설문지는 연결큐브 공간과제인 사전 검사 직후에, 사후 

설문지는 사후 검사 직후에 이루어진다. 공간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문을 통해 

전략을 판단하는 방식은 공간 인지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Vandenberg & 

Kuse, 1978; Shultz, 1991; 이지윤, 2015a)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본 연구

는 정혜림 외(2016)의 후속 연구이므로, 사전 설문은 정혜림 외(2016)에

서 사용하였던 설문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회전, 결합, 분해 유형별로 동일한 내용의 서술형과 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형 문항에서는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해결과정에 대해 그림, 글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세히 설명하도

록 하였다. 선다형 문항에서는 ‘난이도’, ‘접근 방법’, ‘해결 방

법’, ‘효과’에 관해 질문하였는데, 자신의 생각을 범주화하기 쉽도록 

미리 예상되는 답변을 나누어놓았다. 체감 난이도는 어떠했는지 5점 척

도로 제시하였고, ‘접근 방법’은 입체를 볼 때 전체 모양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는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는지를 물었다. ‘해결 방

법’에서는 입체를 직접 머릿속으로 회전하는 심상 전략을 사용했는지,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분석하여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용한 전략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효

과적이었는지 물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해결 전략을 표현하거나 

범주화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생들이 생각을 정

리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후 설문은 실행식을 활용한 분석적 사고 전략이 처음 자신의 전략과 

비교하여 어떠했는지 비교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별로 

‘난이도’, ‘정확도’, ‘속도’, ‘유용성’의 측면에서 이전 자신의 

전략과 비교하여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었고, 실행식이라는 새로운 개념

을 학습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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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ing Range
Gaze Position 

Accuracy

Spatial 

Resolution

Sample 

Rate

Eye tracking 

Mode

76x51 cm at 97 cm 

Distance   
< 0.45˚  0.2˚ 120 Hz 46cm-97cm

<표 III-1> 아이트래커 제원

유형 중 어떤 유형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좋았던 점과 그렇지 않았던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진솔하게 서술하도록 하였

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LC Technologies, inc. 의 Eyegaze Edge Eyefollower 2.0

을 이용하여 안구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안구 운동 추적기

(Eye-tracker, 또는 시선 추적기)는 0.2˚의 공간해상력과 120Hz의 샘플

링 속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초에 12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0.001초(millisecond) 단위의 안구 운동으로 처리한다. 

안구 운동 측정에 앞서 먼저 동공 인식에 대한 캘리브레이션

(Calibration) 과정을 거친다. 화면에 나타나는 9개의 파란 점을 순서대로 

응시하는 것으로, 모든 피험자는 이 과정을 마쳐야만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평균적으로 2,3분 내에 완료된다. 그러나 눈의 크기가 

피험자마다 다르다보니 간혹 카메라가 동공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캘리브레이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

다. 그럴 경우 안구 운동 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롭지 못한 데이

터를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시나 도약 횟수, 응시점의 위치가 불

완전하게 나타난 데이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끝나면 안내 화면이 제시되며 본격적인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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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다. 사전, 사후 검사 모두 컴퓨터 기반의 검사로 피험자는 화면만

을 보며 문제를 해결한 후, 키보드로 정답을 입력한다. 

[그림 III-7] 9-point Calibration

연결큐브 공간과제는 회전, 결합, 분해 유형 순으로 되어 있으며 각 유

형별로 안내사항 →  예제 → 본 문항 슬라이드가 제시된다. 

본 문항은 30초의 제한시간이 있지만, 본 문항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

에 이해되지 않는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예제 슬

라이드에는 제한시간을 두지 않았다. 또한 각 문제가 화면에 나타난 이

후의 첫 번째 응시는 직전 문제의 마지막 응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

이 있으므로, 문제 사이사이에 Fixation Cross 을 삽입하였다. 

[그림 III-8] 과제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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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항은 O, X 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

에 해당하는 키보드의 버튼을 누른다. 피험자가 제한시간에 압박감을 느

껴 버튼을 잘못 누르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버튼을 최대한 떨어뜨려놓

았다(O는 키보드의 Q, X는 키보드의 P). 이 때, 시선이 화면 밖으로 벗

어날 경우 실험 장비가 동공을 놓칠 수 있으므로, 손을 키보드에 올려둔 

채 키보드를 쳐다보지 않고 누르도록 주의를 주었다. 버튼을 누르면 자

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며, 문항이 나타난 시점부터 버튼을 누른 

시점까지를 문항에 대한 반응시간으로 계산하였다. 

피험자의 응답, 반응시간, 안구 운동의 데이터는 LC Technology 사의 

NYAN 2.0에 기록된다. 통계 프로그램 R과 SPSS 등을 이용하여 이 데이

터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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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분석

전략 학습 이전과 이후를 비교 분석 하기 위해 2번의 검사에 모두 참

여한 19여명의 학생(남 12, 여 7)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19 명의 사전 사후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 검사 후 설문지와 더불어 검

사 동안의 안구 운동까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였

다. 안구 운동은 1명이 1문제를 해결한 것을 하나의 시행으로 보고, 시

행별로 분석하였다(총 19(명)×24(문항)=456시행). 이 때, 응시 횟수가 지

나치게 낮거나, 반응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문제를 보지 않고 버튼을 잘 

못 누른 것으로 판단되는 시행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연구 문제 1에 대한 결과 분석

1.1. 사전 검사 성취도 분석

연결큐브 공간과제에 대한 참가자들의 사전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형

정답률 반응시간(초) 체감 

난이도

(5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명)

평균

(표준편차)
범위

회전 86.2% (12.5)
63(2) 

- 100(7)
6.748 (2.10)

4.208

- 11.080
2.95

분해 78.3% (16.9)
50(2) 

- 100(5)
9.140 (3.39)

5.940

- 18.289
3.21

결합 58.6% (21.5)
25(3) 

- 88(4)
11.160 (2.79)

6.513

- 15.909
3.55

<표 IV-1> 사전 검사 유형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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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사전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 (단위 : 정답률(%), 반응시간 (100ms))

정답률은 회전, 분해, 결합 순으로 높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

은 결합, 분해, 회전 순으로 높다. 따라서 결합, 분해, 회전 순으로 난이

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게 문항별로 체감난이

도를 5점 척도로 나타내게 한 결과 결합, 분해, 회전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전 문항의 경우 평균정답률이 86.2%로 비교적 

높으며, 반응시간 또한 6.748 초로 세 유형 중 가장 빨랐다. 반면 결합 

문항의 경우 평균 정답률이 59%이며, 가장 낮은 득점자의 경우 25%에 

불과했다. 반응시간 또한 11.28초로 세 유형 중 가장 오래 걸렸다. 결합 

유형은 두 도형을 결합하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문

항의 특징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답률의 분포는 회전 유형의 경우 63%-100%, 분해 유형의 경

우 50%-100%, 결합 유형의 경우 25%-88%로 가장 높은 득점자와 가장 

낮은 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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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제 해결 과정 분석

학생들의 해결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설문에서 학생들이 스스

로의 해결 과정을 서술한 내용과 인터뷰, 안구 운동의 패턴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후 VA Model 에 근거하여 학생들

의 사고 과정에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 회전 유형

회전 유형의 해결 전략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들은 전원 입체를 머릿속

에서 직접 돌리는 심상 전략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중 한 명

만이 머릿속에서 직접 회전한 후에 부분의 특징을 본다고 복수응답을 하

였다. 입체를 바라볼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52.6%

가 입체의 전체 모양을, 47.4%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신의 해결 전략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했는지 묻는 문항에 긍정적

인 응답은 63.2%, 부정적인 응답은 5.3%가 있었다.

해결 전략 접근 방법 해결 전략의 수월성

심상 분석 전체 부분 긍정 부정

100%(19) 5.26%(1) 52.6%(10) 47.4%(9) 63.2%(12) 5.3%(1)

<표 IV-2> 회전 유형 설문 분석 결과

본인의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한 

부분을 중심으로 그림을 돌려서 맞는지 확인하면서 풀었다.’(S03), ‘왼

쪽 모양을 돌려서 봤을 때 부분별로 맞는지 본다.’(S06), ‘오른쪽 도형

을 좌우로 돌리면 왼쪽 상태가 된다.’(S16), ‘머릿속에서 회전을 시켜 

같은 모양인지 비교하였다.’(S05) 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안구 운동 데이터 분석에 함께 활용되었다. S12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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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답변과 안구 운동 패턴을 비교해보면, 이 해결 과정이 안구 운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그림 IV-2]). S12 학생은 본인의 해결 과

정을 ‘빗금칠한 면을 중심으로 2번째 그림이 되게 돌렸다. 그리고 동그

라미 친 부분이 일치한지 머릿속으로 돌려 해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왼쪽 입체의 동그라미 친 부분을 회전축으로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려 2번의 빗금칠한 면과 일치하는지 보았다는 것이다. 

[그림 IV-2] S12의 회전문항(R7, 정답률 100%)

이 문항의 안구 운동 데이터를 살펴보면, 왼쪽 입체에는 회전축 부분

에 응시점이 분포되어 있고, 오른쪽 입체는 빗금을 친 면에 주로 응시점

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응시 전환이 많은 것으로 보아 머릿속에 떠올린 

회전된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비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구 운동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이 문항에서는 6.992초 동안 응시가 

총 26회, 도약은 14회로 짧은 응시와 응시 전환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

다. 이러한 패턴은 Response Elimination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정보

처리는 응시에서만 이루어진 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짧은 응시가 나

타난다는 것은 입체의 특정 부분의 이미지를 표상하고 단기기억에 잠시 

저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바로 응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 55 -

단기기억에 저장된 이미지와 대응되는 부분을 즉각적으로 비교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행동의 반복은 결국 입체의 압축이나 구조화 없이 시각적

으로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각적 사고를 주로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함을 뜻한다. 대부분의 참가자에게서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아래 [그림 IV-3]은 S15 학생의 설문과 안구 운동 패턴이다. 문항에서

는 8.017초 동안 응시가 총 19회, 도약은 9회 일어났다. 위의 S12 와 비

슷하게 짧은 응시와 도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오른

쪽의 안구 운동을 살펴보면 입체 윗부분에 빈 곳에 응시점이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입체가 아닌 부분에 응시점이 나타난 것이 매우 특징적

이다. 설문에서 이 학생은 머릿속으로 입체를 돌려서 해결하였고, 오른

쪽 입체를 시계 반대방향(화살표)으로 돌렸다고 답했다. 즉, 빈 화면의 

응시점이 나타난 것은 오른쪽 입체를 회전시켰을 때의 예상되는 위치를 

실제로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학습자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문

제해결의 과정이 안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그림 IV-3] S15의 회전문항(R7, 정답률 100%)

참가자들의 설문 답변을 살펴보면 과제를 해결할 때 입체를 직접 회전

하는 직관적인 심상 전략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언급한 답변은 ‘쌓기나무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배열 순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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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배열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 쌓기나무를 돌려보았다. 그래

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S19), ‘전체 회전 → 부분 

특징 비교'(S08) 뿐이었다.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을 같이 활용한다는 

S08 학생의 안구 운동 패턴은 그림과 같다.  

S08 학생의 설문 답변만으로는 해결 과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워 간단

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학생은 전체 회전을 시키긴 하지만 왼

쪽 입체를 1층과 2층으로 나눈 후 2층에 올라온 1개의 연결큐브를 오른

쪽과 비교하여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림 IV-4] S08의 회전문항(R7, 정답률 100%)

한편 이 문항을 해결하는 3.051초 동안의 안구 운동은 응시가 총 9회, 

도약 총 4회로 다른 문항에 비해 횟수가 현저히 작았다. 이를 통해, 분

석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는 응시점의 분포가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

고, 상대적으로 도약의 횟수가 많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

설에 대한 검증은 이후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전유형에서 학생들은 입체를 직접 회전하

는 직관적인 심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안구 운동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안구 운동 패턴은 짧은 응시와 도약이 반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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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Response Elimination과 같은 형태로, 직접 회전

된 모습을 상상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음을 나타낸다. 두 

입체간의 응시 전환이 많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고, 특정 부분끼리 대응되는지의 여부를 계속 확인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대부분 시각적 사고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A Model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입체를 구조화하거나 재구성 하는 등의 

정교한 이미지 사용이 없는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V1, 90%)로 보이며 

시각적 사고에서 분석적 사고로 이행된 경우(V1→A1)는 일부(10%)에 지

나지 않았다.

- 분해 유형

분해 유형은 방해자극으로 설정된 검은색 입체를 제거한 후 남은 입체

끼리 비교를 하는 것으로, 회전 문항보다 문항 복잡도가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회전 문항과 비교하여 정답률은 86%에서 78%로 감

소했고, 반응시간은 6.748초에서 9.140초로 증가했다. 

그러나 검은색 입체를 제거한 후에는 회전 유형과 동일하게 되므로 학

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은 회전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89.5%의 학

생이 입체를 직접 회전하는 심상 전략을 사용했다고 하였고, 분석적으로 

해결했다고 한 학생은 10.5%에 불과했다. 입체를 바라볼 때 어디를 중심

으로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회전 유형과 동일하게 52.6%가 전체 모양

을, 47.4%가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였다.

해결 전략 접근 방법 해결 전략의 수월성

심상 분석 전체 부분 긍정 부정

89.5%(17) 10.5%(2) 52.6%(10) 47.4%(9) 42.1%(8) 26.3%(5)

<표 IV-3> 분해 유형 설문 분석 결과

해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한 문항에서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돌려서 그 모양과 맞는 것인지 보고 판단’(S03), ‘위의 까만 조각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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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은 조각을 옆으로 눕힌다.’(S09), ‘검은색 부분을 제거 후 어떤 

쌓기나무가 남았는지 생각한 다음 돌려본다.’(S07) 등이 있었다. 전략이 

유사한 만큼 안구 운동의 패턴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회전 유형과 비

슷하게 짧은 응시와 응시 전환이 반복되었다. 

S06 학생의 데이터는 분해 문항에서의 안구 운동 패턴의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S06 학생은 본인의 해결 과정을 ‘오른쪽 모양을 가운데 모양

처럼 돌려 봤을 때 맞으므로 맞다.’라고 서술하였다. 

안구 운동 지표를 통해 살펴보면 이 문항에서는 9.088초 동안 응시가 

총 26회, 도약은 15회 일어났다. 응시점의 분포는 왼쪽 입체의 상단부와 

오른쪽 입체의 중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제거

해야 할 검은색 조각을 확인하고, 검은색 조각 때문에 가려진 부분의 위

치를 생각하며 오른쪽 조각의 중심 부분을 왼쪽 상단에 위치시켰을 때 

동일한 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IV-5] S06의 분해문항(D3, 정답률 84%)

다수의 응시 전환은 머릿속에 떠올린 회전된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부분 

비교를 반복했음을 나타낸다. 이 역시 회전 유형에서처럼 Response 

Elimination과 같은 안구 운동 패턴이 일어났음을 뜻한다.

S05 학생은 유일하게 분해가 아닌 결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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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05 학생은 본인의 해결 과정을 ‘① + ② 가 ③ 이 맞는지 돌리고 

붙여서 확인해보았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림 IV-6] S05의 분해문항(D3, 정답률 84%)

S05 학생은 설문에서와 같이 두 조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했다. 그런데 결합을 하는 방법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다

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므로 더욱 고려할 것이 많다. 그러나 이 학생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직관적으로 이리 저

리 돌려가며 일치하는 모양을 찾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도 시각

적 사고를 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심상 전략이 아닌 분석 전략을 사용했다고 한 S14 학생은 본인의 방법

을‘위 그림에서 검은색 조각을 빼면 오른쪽 그림이 나오므로 맞다.’라

고 서술하였는데, 이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과 구조를 보았는

지 알기가 어렵다. 인터뷰에서도 이 학생은 본인의 전략을 설명하는 것

을 어려워하였지만 입체를 회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S14 의 안구 운동 패턴을 보면 일반적인 심상 전략과 유사한 안구 운동 

패턴을 보인다. 즉, 입체를 직접 회전시켰다고 응답한 다른 학생들과 아

주 유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S14 학생처럼 자신의 생각을 재현

하는데 변형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설문지 법의 한계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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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냄과 동시에 안구 운동과 같은 생체 신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IV-7] S14의 분해문항(D3, 정답률 84%)

분해 유형에서도 회전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입체를 직접 회전하

는 직관적인 심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자신의 해

결 과정을 검증하거나 반성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문항복잡도가 증가할

수록 그 효과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다. 자신의 해결 전략이 수월한지 

묻는 설문에, 부정적 답변이 5.3%(회전유형)에서 26.3%로 늘어났다는 것

이 그 근거이다. 안구 운동의 패턴 또한 짧은 응시와 도약이 반복되는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분석한 학생들의 사고 과정 역시 대

부분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V1, 95%)로 나타났다.

- 결합 유형

결합 유형은 제시된 두 입체를 결합했을 때 보기 조각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두 입체를 결합하는 위치와 회전 각도에 따

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므로 문항 복잡도가 가장 높다. 세 

가지 유형 중 정답률은 58.6%로 가장 낮고, 반응시간은 11.160초로 가장 

길었다. 입체를 바라볼 때 어디를 중심으로 보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회

전 유형, 분해 유형과 동일하게 52.6%가 전체 모양을, 47.4%가 특정 부

분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신의 해결 전략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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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했는지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31.6%로, 회전 유형

의 63.2%, 분해 유형의 42.1%에 비해 감소하였다.

해결 전략 접근 방법 해결 전략의 수월성

심상 분석 전체 부분 긍정 부정

63.2%(12) 36.8%(7) 52.6%(10) 47.4%(9) 31.6%(6) 21.1%(4)

<표 IV-4> 결합 유형 설문 분석 결과

문제 해결 전략으로는 회전유형과 분해유형에서 대부분 심상 전략을 사

용했다고 한 반면 결합유형에서는 심상 전략을 사용했다고 한 비율이 

63.2%로 낮아졌고, 분석 전략을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높아

졌다. 그러나 결합 유형에서의 해결 전략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100% 

모두 심상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분석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는 특정 문항에서만 나타났다. 심상 전략은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두 입체를 결합하여 비교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합된 입체

를 분해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결합을 하는 경우는 31.6%로 ‘두 도형을 

합쳐본 다음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고 안 나오면 두 도형을 돌린 후 합쳐

본다.’(S08) 등의 응답이 있었고, 분해를 하는 경우는 68.4%로 ‘1번(위

쪽 도형)을 아래쪽에 돌려서 놓고 2번(아래쪽)이 남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였습니다.’(S10), ‘1번(위쪽)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을 머릿속으로 찾고, 그것을 제외한 부분인 2와 2번 그림을 돌려가며 서

로 같은지 비교한다.’(S02)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직접 결합해야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하는 전략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안구 운동 데이터에서는 직접 결합하는 경우 왼쪽 보기 간의 응시 전환

이 많았고([그림 IV-8]), 분해하는 경우 오른쪽 보기와의 응시 전환이 많

았다([그림 IV-9]). 분해하는 방법은 직접 결합을 하는 것 보다는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은 직접 회전하고 비교하는 시각

적 사고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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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8] S10의 결합 문항(C4, 정답률 74%) 해결 – 분해 방식

[그림 IV-9] S09의 결합 문항(C4, 정답률 74%) 해결 – 결합 방식

한편, 일부(S18, S19, S02)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서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가 이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S02와 S18 학생의 경우 각 입체를 선으

로 도식화하여 이미지를 압축하였으며, S18은 정확한 답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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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0] S02, S18의 결합유형에서 사고의 교대 작용

S19 학생의 경우는 오른쪽 보기의 특정 부분에 집중하여 이것이 결합을 

통해 가능한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응시점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응시전환이 많은 것으로 보아 여

러 가지 경우를 직접 탐색해봤을 알 수 있다.

[그림 IV-11] S19의 결합 유형에서 사고의 교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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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문항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불완전한 추론으로 정답을 맞힌 

경우(S06, S13, S14, S16, S17)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입

체를 직접 결합하기 보다는 보기 조각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시된 두 입체가 결합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

려움 때문에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분해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예를 들어, S06 학생은 

설문에서 문항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설문을 

해석하면, 이 학생은 [그림 IV-13]의 왼쪽 경우처럼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림 IV-13]의 오른쪽처럼 분해될 수도 있음에

도, 이러한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은 채 답을 결정하였다.

왼쪽 도형 중 아랫것이 오른쪽 그림

에 왼쪽 부분과 일치하는데 왼쪽의 

윗부분은 이것에서 어느 쪽으로 돌리

든 맞지 않는다.

[그림 IV-12] S06의 결합 문항 해결 과정

[그림 IV-13] S06의 불완전한 추론(왼쪽)과 올바른 풀이(오른쪽)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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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3 학생도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해결 과정이 안구 운

동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아래 그림은 S13 학생이 결합 문항(C46))를 

해결하는 9초 동안의 과정을 3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먼저 0~3초 

사이에는 a1 을 짧게 응시하고, b를 짧게 응시한 후에 a2로 시선을 이동

한다. b에서 a1 의 모양을 즉각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a2로 시

선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3~6초 동안에는 a2와 b를 반복적으로 응시하

며 비교한다. a2의 모양이 b의 왼쪽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6~9초 구간에는 b에서 a2를 제거하고 난 후의 2×2 정사각

형 모양과 a1을 비교하며 다르다고 판단하여 답을 결정한다. 

[그림 IV-14] S13 학생의 불완전한 추론

안구 운동 분석을 통해, 이 학생이 이 문제에 한해서는 답을 맞혔지만 

실제로 그 사고 과정은 불완전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시각적인 이미

지에 근거하여 답을 결정하는 모습은 이 학생의 해결 과정에서 분석적인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의 경우 대

부분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V1, 74%)에 머물러 있었고, 일부만(26%)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모습(V1-A1, V1-A1-V2)을 보였다. 문항복잡도가 높

아질수록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닌 두 가지 사고를 조화롭게 상호작용해야

만 문제를 해결하고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다. 일련의 결과 분석은 학생

들에게 공간과제에 대해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가 반드

시 필요함을 함의한다. 

6) 편의상 왼쪽 위의 입체를 a1, 왼쪽 아래를 a2, 오른쪽을 b라 하자



- 66 -

유형

정답률 반응시간(초)

평균

(표준편차)
범위(%,명)

평균

(표준편차)
범위

회전 84.9% (20.7)
25%(1) - 

100%(8)
9.592 (2.83)

5.643

- 17.402

분해 92.1% (12.6)
63%(2) 

- 100(12)
9.141 (3.90)

4.586

- 20.692

결합 78.3% (10.9)
50%(1) 

- 100%(1)
14.397 (4.61)

6.826

- 23.099

<표 IV-5> 사후 검사 유형별 결과

2. 연구 문제 2에 대한 결과 분석

2.1. 전략 학습에 따른 성취도 분석

전략 학습 후에 이루어진 참가자들의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정답률은 회전, 분해, 결합 순으로 높았는데 사후검사에

서는 분해, 회전, 결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응시간에서는 사전검사

에서 결합, 분해, 회전 순으로 높았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결합, 회전, 분

해 순으로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해 유형은 평균 정답률이 

92.1%로 가장 높으며, 반응시간은 9.141초로 세 유형 중 가장 짧았다. 

한편 정답률의 분포는 회전 유형의 경우 25%~100%, 분해 유형의 경

우 63%~100%, 결합 유형의 경우 50%~100%로 사전 검사와 유사하게 최

고 득점자와 최저 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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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회전 분해 결합

검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정답률

(표준편

차)

86.2%

(12.5)

84.9%

(20.7)

78.3%

(16.9)

92.1%*

(12.6)

58.6%

(21.5)

78.3%*

(10.9)

반응시간

(표준편

차)

6.748

(2.10)

9.592*

(2.83)

9.140

(3.39)

9.141

(3.90)

11.160

(3.55)

14.397*

(4.61)

* 

<표 IV-6> 사전, 사후 검사 유형별 결과 비교

[그림 IV-15] 사후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 (단위 : 정답률(%), 반응시간 (100ms))

<표 IV-6>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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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유형의 경우 전략을 학습한 후의 사후 검사에서 오히려 정답률이 

소폭 떨어졌다. 반응시간은 사전 검사의 6.748초에 비해 9.592로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다. 회전 유형의 경우 문항 특성상 연결큐브의 수가 많지 

않아 직관적인 회전 전략을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단 시간에 해결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실행식 코딩 전략을 사용한 사후 검사에서 시간

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분해유형과 결합유형은 사전 검사에 비해 사

후 검사 정답률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분해유형은 반응시간이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결합유형은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정답률과 반응시간 측면에서 회전유형과 결합유형은 정혜림 외(2016)

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분해유형을 다룬 이초희(2016)의 연

구에서는 정답률과 반응시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변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답률만 증가했고 반응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IV-16] 사전, 사후 검사의 정답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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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7] 사전, 사후 검사의 반응시간 변화

그런데 사전 검사에 비해 정답률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공간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성취도 향상이 전

략 학습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연습효과(practice effect)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사후 검사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안구 운동 분석을 통해 알

아볼 것이다. 

2.2. 안구 운동 비교 분석

안구 운동 관련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른 전략의 사용

이다(이지윤, 2015; 최인용, 2016). 전략 학습 후에 시행된 사후 검사의 

안구 운동 패턴은 사전 검사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 검사의 

Response Elimination 패턴은 사후 검사에서 Constructive Matching 패턴

으로 바뀌었다. Response Elimination 패턴은 입체를 반복적으로 비교하

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나타나며, 짧은 응시와 응시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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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Constructive Matching은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

진 후에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다 긴 응시가 이루어지며 응시전환 횟수

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는 각 유형별로 패턴 변화를 잘 

나타내는 사례이다.

[그림 IV-18] S12의 회전 문항(R2)에 대한 사전, 사후 안구 운동 비교

[그림 IV-19] S17의 분해 문항(R2)에 대한 사전, 사후 안구 운동 비교

[그림 IV-20] S11의 결합 문항(C5)에 대한 사전, 사후 안구 운동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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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사전 검사의 경우에서는 두 입체간의 응시전환을 나타내는 

선(초록색 선)이 다수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전략 학습 이후 과

제에서는 입체 간의 응시전환 횟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각 입체의 응시

점을 나타내는 원이 더 크게 나타나있다. 시간 순서에 따른 안구 운동의 

움직임을 보면 이러한 차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아래는 S12 의 

회전 문항(R2)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에서의 안구 운동([그림 IV-20])을 

시간 순서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IV-21] 시간에 따른 사전, 사후 안구 운동 비교(S12의 회전 문항(R2))

[그림 IV-21]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문제의 각 영역으로 

설정하여 응시점의 분포를 시각화 한 것이다. 편의상 회전 문항의 왼쪽 

입체를 제시자극, 오른쪽 입체를 보기자극이라 하였다. 사전 검사에서의 

안구 운동을 보면 시선이 한 자극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르며, 

보기자극과 제시자극사이를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오른쪽 그래프는 사후 검사의 해결과정인데, 먼저 제시자극에서 연속

으로 응시가 이루어진다. 약 4초 동안 제시자극 내에서만 시선이 머무르

다 보기자극으로 이동한다. 보기자극 내에서도 계속 응시가 이루어지다

가 재 응시전환 없이 일치여부(O, X)를 선택한다. 먼저 제시자극을 충분

히 응시한 후 기호로 표현하여 이미지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없었기 때

문에 재 응시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략 사용에 따라 안구 운동의 패턴이 변화했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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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안구 운동과 관련된 지표 중 응시 

시간(Fixation duration), 응시 횟수(Number  of Fixation), 응시 전환 횟수

(Number of Toggles), 첫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간(Latency to First 

toggle), 최대 연속 응시(Maximum number of continuos fixation)를 분석

하였다.

- 평균 응시 시간과 응시 횟수

문제 해결 시간을 안구 운동 관점에서 보면 

총 해결 시간 = 응시 시간 + 도약 시간

라 할 수 있다. 이 때 평균 응시 시간이라는 것은 응시 시간을 응시 

횟수로 나눈 값으로 어떠한 대상을 한 번 볼 때 평균적으로 얼마나 응시

하는지를 의미한다.

응시 횟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어난 응시의 총 횟수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이지윤(2015)의 방법에 따라 100 ms 이상 시선이 한 곳에 머무

르는 경우만 응시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록 응시 횟수 역시 증가하게 되므로, 응시 횟수를 문제 해결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응시율을 계산하였다. 시간당 응시율은 1초당 몇 번의 응시

가 이루어졌는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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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항목

회전 결합 분해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정답률(%) 86.2% 84.9% 58.6% 78.3%* 78.3% 92.1%*

반응 시간(초) 6.748 9.592* 11.16 14.397* 9.14 9.141

응시 시간(초) 5.222 7.536** 8.589 11.537** 6.845 7.206 

평균 

응시 

시간

(초)

전체 286.25 358.17** 302.01 339.68** 300.79 326.59

제시

자극1
289.22 361.24** 265.17 248.81 242.98 221.83*

제시

자극2
- - 299.53 314.01 315.93 347.13**

보기

자극
294.38 375.16** 334.78 378.24** 303.48 334.50*

응시 횟수(회) 17.62 20.40 28.28 33.72 22.19 21.05

시간당 

응시율

(회/초)

전체 2.62 2.20** 2.56 2.40** 2.48 2.38**

제시

자극1
1.23 1.07** 0.44 0.28** 0.15 0.10**

제시

자극2
- - 0.80 0.55** 1.39 1.53**

보기

자극
1.16 1.00** 1.14 1.42** 0.73 0.59**

**   , * 

<표 IV-7> 유형별 평균 응시 시간과 응시 횟수

평균 응시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번에 길게 본다는 것이다. 회전 

유형의 경우 제시자극, 보기자극7)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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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유형의 경우는 보기 자극8)에서만 증가하였고, 분해 유형에서는 방해

물로 설정된 제시 자극19)에서는 시간이 감소하였고, 제시 자극2와 보기

자극에서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시간당 응시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1초 당 응시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시간당 응시율은 결

합 유형의 제시자극2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모든 자극에서 감소하였

다. 정리하면, 전략 학습 후에는 문제를 해결 할 때 한 번에 길게 보고, 

덜 자주 보았다는 것으로, 이미지에 대한 압축과 분석을 위한 인지과정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응시 전환 횟수와 시간당 응시 전환율

<표 IV-3> 은 유형별 응시 전환 횟수와 시간당 응시 전환율을 나타낸 

것이다. 입체 간의 시선 이동 횟수를 나타내는 응시 전환 횟수는 안구 

운동 패턴에서 RE 와 CM 을 구분 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Vigneau et 

al., 2006). 회전 유형과 분해 유형 모두 응시 전환 횟수가 유의미하게 감

소했다. 문제 해결 시간이 더 증가했음에도 응시 전환 횟수가 감소했다

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1초마다의 응시 전환 횟수를 

나타내는 시간당 응시 전환율에서는 회전 유형과 분해 유형 뿐만 아니라 

결합 유형까지 모두 감소했다. 응시 전환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략 학습 

이전처럼 각 입체끼리 대응되는 부분을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입

체를 실행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유

추할 수 있다.

7) 회전 유형의 두 개의 입체 중 왼쪽 입체를 제시자극, 오른쪽 입체를 보기자

극이라 하였다. ([그림 IV-18] 참고)

8) 결합 유형의 세 개의 입체 중 왼쪽 위를 제시자극1, 왼쪽 아래를 제시자극2, 

오른쪽 입체를 보기자극이라 하였다. ([그림 IV-19] 참고)

9) 분해 유형의 세 개의 입체 중 방해자극을 제시자극1, 왼쪽 입체를 제시자극2, 

오른쪽 입체를 보기자극이라 하였다. ([그림 IV-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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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항목

회전 결합 분해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응시

전환 

횟수

(회)

전체 7.46 3.80 11.70 10.37 8.55 5.36**

제시

자극1
7.46 3.80** 8.89 8.78 6.85 4.15**

제시

자극2
- - 3.27 3.30 0.28 0.26

보기

자극
- - 5.62 5.49 6.57 3.86**

시간당 

응시 

전환율

(회/초)

제시-

보기
1.25 0.46** 1.08 0.73** 0.99 0.60**

제시1-

보기
- - 0.29 0.23** 0.03 0.03

제시2-

보기
- - 0.52 0.40** 0.75 0.44**

제시1-

제시2
- - 0.27 0.11** 0.20 0.13**

**   , * 

<표 IV-8> 유형별 응시 전환 횟수와 시간당 응시 전환율

- Latency to First Toggle과 최대 연속 응시 횟수, 시간

Vigneau et al.(2006)은 ‘첫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간(Latency to First 

Toggle, LFT)' 또한 RE 와 CM 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라 하였다. LFT

는 문제가 시작된 후, 보기 영역으로의 첫 번째 응시전환이 일어날 때까

지의 소요시간으로, 얼마나 빨리 문제에 대한 초기 분석을 포기하고 보

기로 전환하는 가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그에 따르면 LFT가 짧다는 

것은 RE를, LFT가 길다는 것은 CM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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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항목

회전 결합 분해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첫 응시전환까지 

소요시간(초)
0.341 2.143** 0.465 0.484 1.019 2.154**

첫 응시전환 

시점
5% 22%** 4% 3% 11% 24%**

최대 

연속 

응시 

횟수

(회)

제시

자극1
2.54 6.95** 1.70 1.82 0.91 0.64**

제시

자극2
　 　 3.20 2.96 4.64 8.32**

보기

자극
3.04 6.74** 4.69 9.41** 2.77 2.93

최대 

응시 

시간

(초)

제시

자극1
0.83 2.77** 0.49 0.50 0.24 0.15**

제시

자극2
　 　 1.12 1.04 1.64 3.05**

보기

자극
0.99 2.68** 1.64 3.92** 0.96 0.89

**   , * 

<표 IV-9> LFT 와 최대 연속 응시 횟수, 시간

유형별로 살펴보면, 회전 유형과 분해 유형에서 LFT가 증가했다. 회전 

유형의 경우는 사전 검사의 0.34초에 비해 2.14초로 크게 증가했다. 첫 

응시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전체 문제 해결 시간에 비추어 보면, 회전 

유형 사전 검사의 0.34초는 전체 문제 해결 시간의 6% 지점으로, 아주 

이른 시간대이다. 즉, 사전 검사에서 굉장히 이른 시점에 초기 분석을 

마치고 바로 응시전환을 한 것이다. 평균 응시 시간이 0.286초 인 것을 

감안했을 때, 대략 0.3초(300ms) 정도의 시간 동안 입체를 작업기억에 저

장하고 보기와 비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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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2] 회전 유형에서의 LFT

반면 사후 검사에서의 LFT는 2.14초로, 전체 문제 해결 시간의 22% 지

점에서 첫 응시전환이 일어났다. 사후 검사에서의 평균 응시 시간이 

0.358초 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매우 긴 시간으로, 이미지를 기호화 

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Vigneau et al.(2006)은 구체적으로 왜 ‘첫 번째’ 응시전환 

시점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LFT만으로 전략을 구분 짓기는 성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 기 전에 문제의 전체적인 부

분을 응시 한 후 해결에 들어가는 참가자라면 LFT가 굉장히 작게 나올 

것이고, 먼저 문제 해결부터 시도하는 참가자라면 LFT가 크게 나올 수

도 있는 것이다. 임성만 외(2013)는 전체적 인지양식자인 경우는 전체를 

고르게 응시하고, 분석적 인지양식인 경우 특정 부분을 주로 응시하는 

등 학습자의 인지 양식에 따라 안구 운동 패턴이 서로 다름을 보였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LFT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잘못된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LFT와 함께 연속 최대 응시 횟수, 연속 최대 응시 시간을 함께 고

려하였다. 

최대 연속 응시 횟수는 한 AOI 내에서 응시가 연속으로 최대 몇 번 

이루어졌는지를 뜻한다. 그리고 이 때 지속된 응시 시간을 합한 것이 최

대 연속 응시 시간이다. 정보처리는 응시에서만 일어나므로, 최대 연속 

응시 시간은 이미지에 대한 압축이나 기호화 등의 분석을 시도하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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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번의 응시 중 연속한 최대 응시만 산

출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시간과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다. 

회전 유형의 경우 최대 연속 응시 횟수와 시간 모두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최대 연속 응시 횟수와 최대 연

속 응시 시간은 LFT, 응시 전환 횟수 등과 함께 두 안구 운동의 패턴의 

차이를 구분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안구 운동 관련 지표를 분석해보았다. 안구 운동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실행식 전략의 사용이 안구 운동 패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시선흐름(Scan-path)을 분석한 결과 안구 운동 패

턴이 RE에서 CM으로 바뀌었다. 둘째, 사후 검사에서 평균 응시 시간이 

증가하고 시간당 응시율이 감소했다. 셋째, LFT와 최대 연속 응시 횟수, 

최대 연속 응시 시간 모두 증가하였다. 넷째, 시간당 응시 전환율이 감

소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 검사에서 시각적 사고로만 이루어지던 해결

과정이 질적으로 변화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3. 문제 해결 과정 분석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안구 운동 지표를 비교할 때, 회전 유형과 

분해 유형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분해 유형에서 방해 자극만 제

거될 경우 문항 형태가 회전 유형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반면 결합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결합 유형

에서 다른 유형과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결합 유형에 난이

도가 높아 학생들이 적절하게 전략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전략 사용의 여부는 안구 운동으로 판별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아

래 그림은 S13과 S06의 결합문항(C4)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의 안구 운동 데이터이다. S13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의 안

구 운동 패턴이 확연히 다르며, 앞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차

이가 나는 것으로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9 -

[그림 IV-23] 전략 사용으로 변화된 안구 운동(S13, 결합문항(C4))

[그림 IV-24] 코딩전략 학습 후에도 기존의 심상 전략을 고수(S06, 결합문항(C4))

반면 S06의 경우 전략 학습 이전과 이후의 안구 운동 패턴의 변화가 거

의 없다. 즉, 코딩 전략을 학습했지만 이를 문제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결합 유형에서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패턴이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전략에 익숙해질 수 있는 충분한 학습 시간이 제공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VA Model 에 비추어 해결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회전 

유형을 중점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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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유형을 코딩 전략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그림 IV-25]). 먼저 제시 자극(왼쪽)에 

대해 1차 이미지를 형성하고(V1), 이를 실행식으로 코딩한다. 그러면 왼

쪽 입체는 거북의 관점에 따라 ‘ssrru’로 코딩(A1)을 할 수 있다. 그 

후 보기자극(오른쪽)에 대해 2차 이미지를 형성한다(V2). 입체가 회전되

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바닥면을 설정 후 표준형으로 코딩을 하면 

‘ssllu’가 된다(A2). 거북의 움직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었으므로, 

즉 실행식이 ssrru와 ssllu로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으므로 두 입체는 같

지 않다. 

[그림 IV-25] 코딩 전략으로 회전 문항(R5)을 해결할 때의 VA 사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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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적 사고 단계 V1 에서의 활동 : 1차 이미지 형성

문제가 시작된 후 0~2초 사이에 먼

저 제시자극(왼쪽)에 짧은 응시를 4

차례 한 후 한 지점에 긴 응시가 나

타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의 활

동은 입체의 형태를 지각하고 바닥면

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② 분석적 사고 단계 A1 에서의 활동 : 이미지에 대한 실행식 코딩

제시자극을 실행식으로 코딩하는 

단계. 2초~8초 동안 제시자극에만 응

시가 지속되며 5초~8초 사이에는 응

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

인다. 표준형 코딩인 ssrru에 맞추어 

시선을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시각적 사고 단계 V2, 분석적 사고 단계 A2 에서의 활동 : 2차 이미지 

형성 → 이미지에 대한 기호 표현과 일치 여부 비교

몇 번의 응시 후에 ssllu에 맞추어 

시선을 왼쪽(정면에서 보았을 때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제시자극(왼쪽)을 분석하며 코딩을 

하는 과정은 문제해결 시간 총 12초 

중 8초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보기

자극(오른쪽)을 코딩하며 일치 여부

를 판단하는 시간은 4초에 불과했다. 

<표 IV-10> 안구 운동과 해결 과정의 대응 (S03, 회전문항(R5))

이를 토대로 S03의 회전 문항을 해결할 때의 안구 운동을 VA Model 

에 비추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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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각적 사고 단계 V1 에서의 활동 : 1차 이미지 형성

S03 학생의 경우 문제가 시작된 후 0~2초 사이에 먼저 제시자극(왼

쪽)에 짧은 응시를 4차례 한 후 한 지점에 긴 응시가 나타나기 시작한

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은 입체의 형태를 지각하고 바닥면의 위치를 설

정하는 것이다.

② 분석적 사고 단계 A1 에서의 활동 : 이미지에 대한 실행식 코딩

이 단계는 제시자극을 실행식으로 코딩하는 단계로 먼저 거북의 관점

과 자신의 관점을 일치시킨 후, 출발위치를 정해 코딩을 하며 입체를 구

성한다. 2초~8초 동안 제시자극에만 응시가 지속되며 5초~8초 사이에는 

응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준형 코딩인 ssrru에 

맞추어 시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시각적 사고 단계 V2, 분석적 사고 단계 A2 에서의 활동 : 2차 이

미지 형성 → 이미지에 대한 기호  표현과 일치 여부 비교

이 단계에서의 활동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보기자극을 지각하고 

바닥면의 위치를 설정하는 과정은 V1 단계에서 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

었고, 이후 기호 표현이 이루어진다. 바닥면이 수직으로 설정되기 때문

에 표준형 코딩은 ssllu 로 나타나는데, 안구 운동에서는 몇 번의 응시 

후에 ssllu에 맞추어 시선을 왼쪽(바닥면 기준 왼쪽, 정면에서 보았을 때

는 위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제시자극(왼쪽 입체)을 분석하

며 코딩을 하는 과정은 문제해결 시간 총 12초 중 8초의 시간이 소요되

었으나 보기자극(오른쪽 입체)을 코딩하며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은 

4초에 불과했다. 보기자극을 분석할 때에는 제시자극의 코딩이 ssrru라는 

것을 작업기억에 저장해둔 상태이므로, 코딩이 오른쪽(r)으로 일어나는지 

왼쪽(l)으로만 일어나는지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결하게 이루어진

다. 이미지에 대한 기호 표현은 이미지를 압축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

법으로, 이미지를 기억해야 하는 인지적 부담을 덜어준다. S03 학생은 

보기자극을 다시 응시하지 않고, 작업기억 속의 두 실행식을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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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설문 분석

앞서 살펴 본 안구 운동의 양적, 질적 변화에 따라 실행식을 활용한 

전략이 공간 과제 해결에서 사고 수준을 높이는 도구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설문을 통해 조사해보

았다. 설문은 사후 검사 후에 이루어졌으며, 사전 검사에 자신의 해결 

전략과 사후 검사에서 코딩 전략을 비교했을 때, 유용성, 속도, 정확도, 

난이도면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꼈는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림 IV-26] 사후 설문 결과 분석

학생들은 유용성, 정확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수치가 낮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코딩 전략은 바닥면을 설정하고, 거북

의 관점에 따라 입체를 구성하고 기호로 표현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의 심상 전략보다는 해결 과정이 길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문제의 유형이나 난이도에 따라 코딩 전략은 오히려 해결 시

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코딩 전략이 어떤 유형에 가장 도움이 되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분

해(68%), 회전(63%), 결합(37%)1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전 유형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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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 : 이전에는 보통 도형전체를 회전하며 문제를 풀었지만, 거북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특정 부분만 보아도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시간이 적게 들고, 

정확성이 높아진 것 같다.

S09 : 좀 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표 IV-11> 실행식 활용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우 정답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다는 것

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는 실행식이 단순히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요령이나 기술이 아니라 공간을 자신의 관점에서 구성(Construction)

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전 검사에서 주로 사용했던 심상 전략은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지만 본인의 해결 과정을 검증하기 어려운 반면 코딩 전략은 이

미지에 대한 기호 표현이 가능하므로 일치 여부 판단이나 해결 전략 검

증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점이 실행식을 활용한 

전략의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였다. 아래와 같이 학생들은 실행식을 

활용한 전략의 좋은 점에 대해 주로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

던 점’, ‘입체를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입체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다는 점’을 뽑았다.

10) 총합이 100% 가 아닌 이유는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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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 블록의 모양을 유추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좋았고 이전 전략은 블록을 

기억하는데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이 전략은 기억하는데 있어 간단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어 좋았다.

S16 : 머릿속에서 회전할 필요 없이 기호를 사용해서 풀어서 더 빠르고 쉬웠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기호라는 것은 고도의 추상화로 이해가 쉽지 않지

만, 효율적으로 정보를 압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12의 응답에는 

기호의 사용을 통해 작업기억 내의 인지부하가 줄어 문제의 핵심 정보를 

오래 기억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 있다.

반면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바닥면을 뒤집어서 설정해야 할 때 관점 변환의 어려움'을 주로 들

었다. 

S01 : 거북 전략을 사용할 때 도형의 바닥면을 설정했을 때 거북이 입장의 좌

우와 내가 보는 좌우가 반대 될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다시 확인해야 했던 점이 

단점이었다.

S03 : 오래 걸린다.

S09 : 돌려져 있을 때 코드를 쓰는 것이 헷갈렸다.

S04 : 처음에 기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

<표 IV-12> 실행식 활용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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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S01 등이 언급한 내용은 바닥면을 입체의 위쪽으로 설정해야 하

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관점을 180도 변환시켜야 하므로 화면

상의 좌, 우와 거북 관점에서의 좌, 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

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들이 전략 사용에 능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연습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결합 유형

에서의 설문 응답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코딩 전략이 결

합 유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37%에 불과했고, 다른 유형

에 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안구 운동 패턴이 비슷한 문항 비율이 

높았다. 안구 운동 패턴이 비슷했다는 것은 전략 학습 이후에도 직관적

인 심상 전략을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결합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난

이도가 높고, 학생들의 코딩 전략 사용이 능숙치 못해 기존 자신의 전략

을 사용한 것이라 판단된다.

과제의 특성이나 학습자의 역량과 성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

의 전략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전략도 모

두에게 적합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코딩 

전략 역시 마찬가지이다. 코딩 전략은 문제 해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개념을 이해하고 익숙해지기까지의 많은 시간을 학습해야 하

는 수고로움도 있다. 그러나 코딩 전략은 문제 해결에 확신을 주며 본인

의 사고 과정을 검증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또 기존의 방법으로 문제 해

결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

를 갖는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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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요약 및 결론

1. 요약

공간 능력의 향상은 기하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이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공간 능력에 관한 연구는 다소 불

안정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나

귀수, 1996; 김수미, 2003). 따라서 공간 능력과 관련된 수학교육 연구를 

할 때, 기존 연구의 결과와 방법론의 활용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공간 능력의 측정과 해석에 관한 문

제에 집중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 능력은 특정 요인을 중심으로 개발한 검사의 점수로 

측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심적 

회전을 사용해야 하는 검사를 개발한 후 그 검사 점수로 능력을 가늠하

는 식이다. 그리고 그 검사에서 높은 성취를 받는 것에 대해, 시각적 대

상을 정신적으로 능숙하게 회전시키거나 또는 선명한 이미지를 시각화하

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Schultz(1991)는 특정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일지라도 실제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검사도 순수하게 한 가지 요인을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였다. 즉, 점수가 높다고 해서 그 검사가 요구하는 능력이 뛰어나

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Stieff(2007), Hegarty et al.(2013)에 

따르면 공간 과제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전문가 집단은 분석적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화롭게 활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적 처치에 의한 효과

와 공간 능력 향상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공간 과제의 해결‘과정’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활용하여 연결큐브 

공간과제에서 나타나는 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

략이 해결 과정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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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의 측면에서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이 사고의 

수준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 목적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안구 운동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연결큐브 공간 과제의 

해결 과정은 어떠한가? 

1.1 학생들의 해결 전략과 안구 운동 패턴은 어떠한가?

1.2 해결 과정의 사고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실행식의 활용은 공간 과제 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1 실행식을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성취도와 안구 운동 패턴

이 어떻게 다른가?

2.2 실행식을 활용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해결 과정에 어떠한 차이

가 있는가?

연구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는 공간 능력과 공간적 사고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간 과제의 해결 과정은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사고 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Zazkis et 

al.(1996)의 VA Model을 알아보았다. 이후 본 연구의 과제로 사용될 연결

큐브 공간과제의 학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Constructionism 

기반의 실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을 통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신경과학의 방법론 중 하나인 안구 운동에 관한 

선행 연구와 분석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중학교 3학년 19명으로 사전 검사, 전략 학습, 사후 검사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는 안구 운동 측정을 위해 컴퓨터 기반의 

LRS(Learner Response System)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설문과 반구조화 

면담, 안구 운동의 삼각 검증으로 과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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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 문제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1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들은 대부분 입체를 직접 회전시

키는 직관적인 심상 전략을 활용하여 문제에 접근하였다. 회전, 결합, 분

해 유형 모두 입체의 부분끼리 직접 비교를 반복하며 일치 여부를 판단

했고, 이러한 과정이 짧은 응시와 도약이 반복되는 Response Elimination 

형태의 안구 운동 패턴으로 나타났다. 심상 전략은 복잡도가 증가할수록 

효과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반응시간이 증가했고, 

자신의 해결 전략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월했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적

으로 대답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연구 문제 1-2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해결 과정은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 수준에 머물렀다. 입체의 구조, 특징을 분석하거나 이미지

를 압축하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결합유형에서는 답은 맞혔으나 경

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 불완전한 추론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해결 과정을 반성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분석적 

사고의 도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2-1에 대한 분석 결과 코딩 전략을 학습한 후에는 성취도와 

안구 운동 모두 변화가 일어났다. 결합, 분해 유형에서는 정답률이 유의

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난이도가 높지 않은 회전 유형은 오히려 정답률이 

소폭 감소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문제 해결 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실

행식을 활용한 코딩 전략이 절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시간이 

더 소요되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위 집단의 학생들도 학습가능한 전략으로, 실행식이 

사고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실행식의 활용은 

안구 운동 패턴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전략 학습 이전의 Response 

Elimination에서 Constructive Matching로 변화가 일어났다. 안구 운동 관

련 지표와 관련해서는 평균 응시 시간, 첫 응시전환까지의 소요시간, 연

속 최대 응시 시간이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응시율과 응시전환율

은 감소했다. 한 번에 길게 보고, 이전처럼 반복적으로 응시하지 않는다

는 것으로, 이미지에 대한 압축과 분석을 위한 인지과정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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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문제 2-2에 대한 분석 결과 과제 해결에서 분석적 사고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하였다. 즉, 실행식의 활용은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교대, 상승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만약 성취도의 향상

이 공간 능력 자체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구 운동 패턴이 아닌 

안구 운동 효율성 측면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략 학습 이후

에는 안구 운동에서 재 응시 전환이 없이 입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한 입체에 대한 분석과 재인이 확실하게 이루

어졌음을 뜻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생체 신호인 안구 운동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써 공간 과제를 해결 할 때의 사고 과정을 살펴보고, 대안 전략으로 제

시된 실행식이 사고의 수준 향상을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 학

습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학생들은 모두 입체를 직접 회전하는 전략

으로 문제에 접근하였고, 성취도와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안구 운동 패

턴을 보였다. 특별한 전략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등의 분석적 사고 없이 

개인의 시각화 능력에만 의존하여 문제에 접근한 것이다. 그러나 코딩 

전략을 학습한 후에는 성취도 향상 뿐만 아니라 양적, 질적으로 변화된 

안구 운동 패턴의 모습이 나타났고, 이를 VA Model에 비추어 분석함으

로써 실행식의 활용이 사고 수준의 교대, 상승 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

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 과제 해결 과정에 대한 사고 수준을 확인하였다. 전략 학습 

이전에 이루어진 검사에서 학생들의 과제 해결 과정을 관찰한 결과, 성

취도에 관계없이 대부분 낮은 단계의 시각적 사고 수준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미지의 압축이 일어나지 않아 난이도가 높을수록 문제 해

결 시간이 증가하고 정답률이 낮아졌으며, 자신의 해결 과정을 검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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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점검 전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상위집단의 경우 하위집단에 비

해 보다 능숙할 뿐, 사고의 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학습가능한 

수학적 사고의 도구가 필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시각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고의 도구를 제안하였다. Zazkis et al.(1996)은 VA Model 에서 Vi 단계

의 학습자를 Ai 단계로, Ai 단계에 있는 학습자를 Vi+1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설계를 통해 학생들의 수학 학습을 도울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은성 외(2006)의 연구에서는 이미지를 통

해 단계의 이행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지만, 이 때 이미지는 학습가능한 

것이 아니라 영재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식은 시각적 심상과 기호적 표현을 모두 가지고 있

어, 시각적 사고에만 머물던 사고에서 분석적 사고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실행식은 마이크로 월드라는 외부 환경뿐만 아니

라 학습자의 내부에서도 기호 작용에 따른 현상을 실행시킬 수 있어, 공

간 과제 해결 시에 학생들의 내적 도구(mental tool)로 사용되었다. 

Gorgoriȯ(1998)는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학습을 통해 습득되고 변

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체화된 인지 관점에서 설계된 실행식은 수학적 

기호의 추상성이 주는 어려움을 탈피하고, 초기 단계의 학습자도 받아들

일 수 있는 학습가능한(learnable) 개념이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셋째, 안구 운동은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방

법론임을 확인하였다. 생체신호는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힘든 것으로, 천 

분의 일 초(ms) 단위로 제공되는 안구 운동 데이터는 학습자의 문제 해

결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특

정 시간대의 움직임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인지 과정이 이루어지는 지

를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안구 운동 패턴으로 학

습자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안구 

운동 지표를 통해 전략 사용 여부에 따른 인지과정의 차이를 수치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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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위와 같은 안구 운동 데이터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은 실행식 활용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성취도의 향상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공간 능력이 향상 된 것이 아니라 

전략 사용의 효과임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공간 능력 자체가 향상된 것

이라면 안구 운동 패턴이 아닌 효율성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두 유사한 전략을 사용한 사전 검사에서는 안구 운

동 패턴이 동일한 반면, 상위 집단의 안구 운동 효율성이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집단은 하위 집단에 비해 문제 해결 시간이 짧았

고, 응시 전환율이 낮았다. 즉, 더 빨리 이미지를 기억하고 더 손쉽게 시

각화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 학습 후에 나타난 안구 운동의 상이한 

변화는 전략 사용의 효과와 학습자가 전략을 제대로 학습했는지의 여부

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안구 운동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알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이다.

넷째, 학습자의 생체 신호 분석과 기존 연구 방법론의 결합에 대한 효

용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 해석에 있어 생체 신호 데

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삼각 검증을 시도하였다. 검사지와 인터뷰

와 같은 기존의 연구 방법들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사고 과정의 순간을 

포착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억의 변형과 왜곡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안구 운동과 같은 생체신호는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왜곡의 위험이 적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 덕분

에 사고 ‘과정’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

야 할 것은, 생체신호를 활용한 방법론은 기존 연구 방법의 모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존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써,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다각도로 분석해야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학습자의 설문, 인터뷰와 안구 운동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였

다. 공간 과제의 경우 학생들은 자신의 해결 전략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문이나 인터뷰만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안구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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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고 과정을 추론하였다. 반대로 안구 운동으로만 알 수 없는 것은 

학생의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사고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학생의 설

문과 인터뷰가 아니고는 안구 운동 중 문제화면 속의 허공을 응시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그림 IV-3]). 이 학생은 제시된 자극을 

회전시켰을 때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를 시각화 하다 보니 빈 곳

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이처럼 생체 신호 분석과 기존 연구 방법론의 

결합은 그 동안 알 수 없었던 수학적 사고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

공하는 등의 상당한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안구 운동 

측정을 위해 학생들이 컴퓨터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학습 상황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은 영재

원 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실행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으며, 

많은 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 능력에 대한 수학교육적 관점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공간

능력은 지리학, 천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능력으로

서, 범학문적으로 추구하는 역량이다. 따라서 공간능력 향상을 말하기에 

앞서, 다른 영역이나 활동이 아닌 수학교육을 통해 공간 능력을 배양한

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차별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귀수(1996)는 ‘수학교육자는 학생들이 공간을 수학적으로 해석

하는 기능과 공간의 수학적 해석에 관한 지식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어

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는 이와 같은 견지로 최근 교육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공간적 사고(Spatial Thinking)’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

다. 공간 능력에 대해 수학이 가진 고유성과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 그 관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행식과 같이 공간에 대해 사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학습가

능한 수학적 도구가 더욱 많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공간 능력에 

관한 연구는 그 하위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심리학과 인지과학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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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였다. 공간 능력의 하위 요인을 아는 것은 수학교육에도 유의미하지

만 문제해결에서 사용되는 공간 능력의 여러 요인들은 복합적이며 동시

적으로 사용되기에 사고의 어느 순간에 어떠한 요인이 사용되고, 어느 

것은 사용되지 않는지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간 

능력의 하부 요인을 찾고 그 구조를 나누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러

한 여러 요인들을 수학적 도구를 통해 재현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사용된 코딩 전략이 그 예가 될 것이다. 바닥면을 설정하는 것에

서 공간 시각화 능력이, 관점을 변환하는 것에서 공간 방향화 능력이 자

연스럽게 발현되기 때문이다. 

공간과 관련된 수학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의사소통으로, 교수 학습이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학습가능한 전략이 많이 필

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공간 능력의 개인차, 성차를 줄여주는 데에

도 효과적일 것이다. 혹은 Constructionism 교육관에 입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기호체계나 전략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생체신호를 활용한 수학교육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Campbell(2006)은 ‘수학교육적 신경과학’을 정의하며 신경과

학을 활용하여 수학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수학

교육 신경과학은 인지 신경과학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안구 운동, 심전

도, 뇌파(EEG) 등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수학교육 연구를 증거 기반

(evidence-based)의 연구가 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수학 학습의 심리적 

양상에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를 생

체 신호의 측면에서 재해석 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연구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Just & Carpenter(1980)는 Eye-Mind 가정을 제시하며 

“There is no appreciable lag between what is fixated and what is 

proc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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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안구 운동은 학습자의 인지과정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도 Eye-Mind 가정은 유효하였다. 학습자의 사고 ‘과

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구 운동 분석은 수학 교육 연구의 새

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기대에 힘

입어 국외에서는 안구 운동과 관련된 수학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의 방법론과 결과가 후속 연구자들의 발판이 되어 수학교육 연

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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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검사문항>

- 회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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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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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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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 검사 문항 특성>

   문항 보기자극 코드 x축 y축 z축 정답유형

R1 RT 0 150 0 O

R2 LT 0 60 180 X

R3 ssrru 0 180 0 X

R4 ssrru 0 180 90 X

R5 ssrru 0 -30 180 X

R6 ssrsu 90 180 0 O

R7 ssrsu 0 150 90 O

R8 ssrsu 0 -30 180 O

C1
d 0 0 0

X
LT 0 30 90

C2
c 0 60 0

O
LT 0 90 0

C3
a 180 0 0

X
LT 0 90 0

C4
b 0 -30 180

X
RT 0 30 0

C5
b 90 180 0

X
LT 0 90 180

C6
d 0 0 0

O
RT 0 -30 90

C7
c 0 -30 0

O
RT 0 90 90

C8
a 0 -120 90

O
RT 90 0 0

D1
c 0 60 0

O
LT 0 90 180

D2
a 0 0 0

X
LT 0 90 90

D3
b 0 -30 0

O
RT 　0 60 90

D4
d 90 -60 0

X
RT 90 180 0

D5
a 180 90 0

O
RT 0 60 90

D6
b 0 -30 0

O
LT 0 0 90

D7
c 0 -120 0

X
RT 0 60 90

D8
d 90 -60 0

O
LT 0 -6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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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 설문지>

- 사전 검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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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solution process 

of spatial task using eye movement

-Focusing  on the effect of Executive Expression-

Lee, Seung Joo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rovement of spatial ability i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geometrical education, and many studies are being done. However, 

there was some criticism that research on spatial ability is based on 

rather unstable theoretical foundation, so this study focused on the 

question of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spatial capacity. Spatial 

ability is measured by the achievement of a task that is accomplished 

at a specific factor, such as spatial visualization, and spatial orientation. 

However, it can not be said that the ability required by the test is 

superior because of the increased score. This is because the 

problem-solving strategy can vary widely. In fact, according to 

Stieff(2007), Hegarty et al.(2007), the group of experts who performed 

high performance in the spatial task selectively use analytic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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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process of resolving spatial 

task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educational treatment and the 

improvement of spatial ability.

In this study, Eye-Movement, which is one of human bio-signals, was 

analyzed using methodology of Neuro-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ays in which students solve problems by 

real - time eye movement data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presented by educational treat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ost students used an intuitive image 

strategy to approach the problem in the Linking Cube Task, and a 

pattern of eye movements in which short gaze and saccade were 

repeated. This means that students are constantly comparing figures 

without compressing the image or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Therefore, students ’ resolution is a low level of visual 

thinking regardless of their achievement. 

However, after learning 'coding strategy' using ‘Exectuable 

Expression, not only the achievement but als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s of eye movements appeared. The Fixation-duration 

was longer than that before the strategy learning, and the 

Number-of-toggles decreased significantly. They did not move their 

gaze repeatedly, as in the pre-test, but after gazing at one geometry 

for a long time, they moved their gaze to the other geometry. These 

different changes in eye movements suggest that students think 

analytically because of the effects of strategy learning. If the spatial 

ability itself was improved, then there would have been a change in 

the ’efficiency’ of eye movement, not the ‘pattern’ of eye 

movement. Students have solved the problem by analytical thinking, 

such as refining their thinking process by efficiently compressing the 

image through the use of the mental tool-Executive Expression, r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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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improving the spatial ability.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solving problems by analyzing the learner's eye movements in the 

Linking Cube task.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 of 

achievement did not mean improvement of space ability but spatial 

thinking through mathematical tools.

Keywords : Eye movement, Eye tracker, Spatial ability, Spatial thinking, 

Executive Expression, Linking Cube

Student Number : 2015-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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