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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의 

교육적 활용

학교 수학에서 공간 감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초등학교 6학년 쌓기나무 단원에 ‘연결큐브’를 사용한 활동을 새

롭게 도입하고, 이를 지도하는 방법으로 연결큐브 교구의 조작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들(Ben-Chaim et al. 1989; 

김수운, 2004; 장유라, 2010; 장혜원, 2015)로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업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며, 정혜림, 이승주, 조한혁(2016)은 실

제로 교사들이 연결큐브 수업하는데 공간 대상에 대한 적절한 표현 체계

와 대안적 전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연결큐브 수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북표현체계를 제

시하고, 실제 연결큐브 수업에서 활용하였을 때 어떠한 교육적 변화가 있

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정보를 압축하여 나타낸 기

호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 과제를 해결

하는 인지 전략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거북표현체계의 

활용에 관한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

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는 공

간 과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는 인지 전략으로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

고, 연구 2에서는 입체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1은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고, 학생들

이 어떠한 인지 전략을 사용해 해결하고 설명하는지 분석하고 이후 거북

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

생들은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고 설명하는데, 처리 방법 면에서 주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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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접근 방법 면에서는 연결큐브 문항 유형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났는데, 회전 유형에서는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결합 유형에서는 전체적 접근이, 분해 유형에서는 부분적 접

근의 비율이 높았다. 연결큐브 과제의 해결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전략은 

처리 방법, 접근 방법 외에 추가로 준거 기준 면에서도 분석하였는데, 관

점을 변환하는 전략보다는 대상을 변환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연결큐브 과제의 해결하고 설명하는데 주로 직관

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이후에는 연결큐브 과제의 성취와 의사소통에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연결큐브 과제의 성취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보다 이후에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아졌으며, 특히 난이도가 높은 문항

일수록 정답률의 상승 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반응 시간 면

에서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 비해 활용한 이후에 반응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차이는 특히 난이도가 낮은 회전 유형에서 유의하

였다. 수준별로 집단을 나눠 성취도를 비교했을 때는 높음이나 중간 수준 

집단에 비해 낮음 집단이 정답률의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거북표현체계가 효과적이며, 심상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적 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사소통 면에서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각자 자기 

나름의 비수학적 표현을 사용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그

러나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이후에는 의사소통이 훨씬 정확하고 간결해

졌는데, 이것은 거북표현체계가 의미가 합의된 ‘수학적 표현’의 역할을 

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는 입체 대상에 대한 의사전달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하고, 거

북표현체계의 사용 여부에 따라 의사소통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집단이 사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이 수월하였다. 그 이유는 거북표현체계가 입체 대상

에 대해 그 의미가 합의된 표현 체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의미를 혼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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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호의 규약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거북표현

체계의 한계를 밝힐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 정보를 의사소통하거나,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데 거

북표현체계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결큐

브 수업의 대안을 보여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한 거북표현체계의 체화적 측면인 ‘제스처(gesture)’는 체화된 인지 

효과를 높여 거북표현체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와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연결큐브나 컴퓨터 등의 별다른 외적 도구 없이 ‘내적 도구’로 사

용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연결큐브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주요어 : 연결큐브, 공간 능력, 공간 인지 전략, 의사소통, 표현, 거북표

현체계, 체화, 제스처

학  번 : 2015-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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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Hershkowitz(1990)는 기하를 가르치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는 기하를 공간에 대한 탐색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하를 논리적 

구조로 보는 것이라 하였다. 이 둘은 서로 상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하에 관한 논리적 구조는 공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이고 

이것은 다시 공간에 대한 탐색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렇다(조영선, 정영옥, 2012). 이처럼 공간에 대한 탐구로서의 기하가 논리

적 구조로서의 기하 학습에 필연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나귀수, 

1996), 초등학교에서 기하 교육은 도형의 개념이나 성질 파악하기 등 주로 

논리적 구조로 보는 기하의 관점만 다루어졌다(이성미, 방정숙, 2007). 

그러나 기하 교육이 논리적 구조로서의 기하에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

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Freudenthal, 1973; Usiskin, 1987). Freudenthal(1973)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연역적으로 조직된 논리적 구조로서의 기하는 수학의 

특정 분야일 뿐이며, 이를 기하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하였다(나귀수, 1996). 또한 그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기하는 가장 낮은 

바닥 수준에서의 기하이며, 이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움직이고, 숨 쉬며 살

아가는 공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다.    

NCTM(1989)은 공간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기하학적인 우리의 세계

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음미하는데 필수적이라 하였으며, 공간 감각이 발

달한 학생은 기하 뿐 아니라 대수 등 다른 수학 주제도 잘 학습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heatley(1990)는 공간 감각을 심상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고, 문제 해결 뿐 아니라 계산 등에서도 심상을 활용하는 공간 

감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Hershkowitz, 

1990; Clements, 1999; Kennedy, Tipps, &Johnson, 2004 등)이 공간 감각이 

높은 학생일수록 수학에서 더 우수한 성취를 보임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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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학교 수학에서 공간 감각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공간 감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

서도 7차 교육과정부터 초등학교 2학년과 6학년에 쌓기나무 단원을 도입

하였다(교육부, 1988). 또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 쌓기나무 단

원 내에 ‘연결큐브1)’를 사용한 활동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교육부(2015)

는 연결큐브 활동을 도입한 이유로 ‘쌓기나무는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

야만 하는 한계점이 있어 쌓기나무 활동의 확장 개념으로 공간 감각을 향

상시키기 위함’이라 하였다. 또한 연결큐브 활동을 쌓기나무 활동의 후속 

차시로 다루도록 권고하였는데, 이를 통해 연결큐브 활동이 이전 활동에 

비해 공간 감각이 더욱 요구되는 활동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연결큐브 활동은 두 차시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연결큐

브 4개 또는 5개로 다양한 모양 만들기, 만든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것 찾기, 연결큐브 4개짜리 모양 두 개를 연결하여 새로운 모양 만들

기, 연결큐브 4개짜리 모양 두 개를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모양 찾기, 연

결된 전체 모양을 두 가지로 분할해보기’ 등이 있다. 교사용 지도서(교육

부, 2015)에서는 이 차시들을 연결큐브 교구의 조작과 그에 대한 의사소통

을 통해 지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체물 조작은 그 자체로 문제 해결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김수운(2004)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김수운(2004)은 초등학교 6학년 쌓기나무 단원 수

업을 분석하였는데, 쌓기나무라는 매개체로 학생들이 과제 해결에 대한 의

견을 곧바로 교환할 수 있고 또 눈으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수운(2004)은 학생들이 쌓기나무 모양을 

표현할 때 의미가 불명확한 비수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혼란이 

있음도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장유라(2010), 장혜원(2015)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장유라(2010)는 쌓기나무 모양을 설명하는 학생과 그 설명

에 따라 쌓기나무를 쌓는 학생 간 수학적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 연결큐브는 크기 20*20*20mm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 교구로, 연결큐브의 6

면 중 5면은 오목하고 1면은 볼록하여 연결큐브끼리 연결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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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나무 모양을 설명하는 학생이 설명을 듣고 쌓기나무를 쌓는 상대의 

관점2)을 고려하지 못하고 비수학적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

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관점을 고려하지 못

하는 모습은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초등학교 2학년 

쌓기나무 수업에서 의사소통을 분석한 장혜원(2015)은 교사 또는 학생이 

상대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이에 용어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합의

를 이끈 후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처럼 공간 정보에 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미가 명확히 합

의된 표현 체계가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표현 체계가 제시된 바 없다(정

혜림, 이승주, 조한혁, 2016). 따라서 쌓기나무 수업에서 의사소통의 어려

움을 보고한 여러 선행 연구처럼 연결큐브 수업 역시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결큐브 수업의 어려움을 알아본 정혜림 외(2016)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혜림 외(2016)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연결큐브만으로는 수학적 의

사소통에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물 외에 용어나 기호 등이 필요하다고 언

급하였다. 

한편, 문제해결 측면에서 연결큐브 활동은 입체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

서 같은 모양인지 변별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공간 시각화 과제인 

Sheph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와 유사

하다. 여기서 구체물 조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연결큐브라는 구체물을 직접 물리적으로 회전하여 간단하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Stull et al. 2012).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5)에서도 

구체물 조작을 통한 문제 해결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도, 구체물을 사용할 수 없는 평가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연결큐브를 사용해 문항을 풀었어도, 

평가 상황에서는 연결큐브가 없어 같은 문항을 풀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2) 여기서 ‘관점(perspective)’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바라보

는 시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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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림 외, 2016).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Stieff et al.(2016)은 공간 과제의 

해결을 구체물만을 사용해 학습한 학생들은 구체물을 사용할 수 없는 평

가 상황에 그 성취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조작 외에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보자들은 주로 심적 회

전 과제를 해결할 때 본능적으로 심상을 떠올려 회전하는 직관적 접근을 

하므로(Stieff, 2007), 학생들 또한 이와 같은 접근으로 과제를 해결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직관적 접근은 공간 감각이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Hegarty et al. 2013), 공간 감각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지도하기 어려운 방식이다(장혜원, 강종표, 2009; 정혜림 외, 2016). 따라서 

공간 감각이 부족한 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결큐브 수업은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두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학생이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 설명하며 어려움을 겪는지에 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결

큐브 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해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거북표현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연결큐브 수업에 활용하였을 때 변화

를 살펴보고자 한다. 거북표현체계는 3차원 쌓기나무 입체를 순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표현 체계로, 구어체 문장이 아닌 기호적 표현 체계라는 

점에서 다중적으로 해석될 수 없어 공간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조한혁, 송민호, 2014). 또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효과는 이미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이지윤 외, 2013; 이지윤, 2015; 정혜림 외, 

2016; 이초희,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연결큐브 

수업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연결큐브 수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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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교

육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설계하고, 각 

연구에 관한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1.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는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와 

관련된 공간 시각화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 문

제 해결을 하고, 의사소통하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해 

수업하였을 때, 이전과 비교해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면에서 어떠한 변화

가 있는지 살펴본다. 여기서 연결큐브 과제는 회전 유형, 결합 유형, 분해 

유형으로 나뉘며, 각 문항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과 거북표현체계로 

인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1.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인지전략을 

사용해 해결하고, 의사소통 하는가? 

1-1. 각 문항 유형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인지전략으로 해결하는가?

1-2. 각 문항 유형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인지전략으로 의사소통하는가?

연구 문제 2.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였을 

때, 이전과 비교해 문제해결과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1. 이전과 비교해 성취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이전과 비교해 의사소통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2-3.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면에서 각 문항 유형별로 학생들은 거북표현

체계의 유용성을 어떻게 느끼는가? 

연구2. ‘의사전달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는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 

모양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는 의사전달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연결큐브 입체 모양을 의사소통하는데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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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또한 3차원 입체 모양을 의사소통하는데 거

북표현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

는 학생들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에 어떠한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문제 3. 연결큐브 의사전달 중심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의사소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1.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은 의사소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2. 학생들은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을 어떻게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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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거북표현체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공간 정보에 대한 수학적 의사소통에서 기호적 표현으로서

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인지 전략으로서 역할이

다. 이에 1절에서는 먼저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범위를 좁혀 표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2절에서는 공간 능력과 공간 

인지 전략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1. 수학적 의사소통과 표현 

1.1. 수학적 의사소통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설명하고 표현하며,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의사소통은 크게 말과 글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몸짓이나 의성어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비언

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뉜다. 수학적 의사소통은 대부분 수학적 용어, 기호, 

시각적 표현 등의 언어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

만의 수학적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이종희, 김선희, 2002b). 따라서 수학적 

의사소통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살펴 의사소통의 의미를 고찰하고, 그 다

음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와 분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1.1. 의사소통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

의사소통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은 Sierpinska & Lerman(1996)의 분류에 

따라 Piaget, Vygotsky, 인류학, 상호작용적 접근로 나눌 수 있다. 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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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각 관점에서 생각하는 의사

소통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다. 

Piaget의 관점

Piaget는 언어와 사고가 독립적이라는 언어 단원성을 주장한다. 언어는 

사고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 근거로 아동의 언어가 자기중심적 언

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바뀌는 것은 아동의 미성숙한 사고가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Piaget의 관점에서 언어는 사고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기호는 대상, 사건, 개념적 스키마 등을 표현하는 기능만 한다

(Piaget, 1977, Walkerdine, 1988, 재인용). 이 주장에 따르면 기호의 표현은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기호의 의미는 기호체계 밖에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내면의 사고와 수학 사회의 규정을 맞추려 하는 조절 과정에 존재

한다(김선희, 이종희, 2002). Piaget의 입장에서 언어와 기호는 사회화를 위

한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이며, 의사소통은 이를 통해 사고를 전달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이종희, 2001). 그런데 언어나 기호의 의미는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를 둔 객관적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김선희, 

이종희, 2002). 즉, 화자와 청자 모두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언어나 

기호를 통해 객관적 지식을 전달할 수 없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 간의 의

사소통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사소통을 통한 객관적 지식의 전

달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ygotsky의 관점

Piaget가 사고가 언어 이전에 존재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화가 되는 

것이라고 한 반면, Vygotsky는 언어가 사고를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Zepp, 

1989). Vygotsky에 의하면 인간의 문명은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과 가치를 

전달하여 성립된 것이고,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지적 발달을 유도하

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사고는 언어를 통해 발달하며, 아동은 언어를 사

용하여 경험을 내면화한다. 이 관점에서 언어는 인지적 도구로서 지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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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우선적인 역할을 하며, 도구가 변할 때 지식 또한 변형될 것이라 

본다. 언어는 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

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

게 된다(Bodrova & Leong, 1996/1998). 예를 들어 ‘2+3=5’와 같은 기호

를 나타낸 식은 복잡한 사고 과정을 단순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김선

희, 이종희, 2002). Vygotsky의 입장에서 언어 즉, 기호는 의사소통 과정에

서 역동적으로 사용되며, 문화적 도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

이다. 또한 의사소통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

은 개인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며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실재이다

(김선희, 이종희, 2002).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PD) 이론은 학습이 발달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교사가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사나 동료의 도움

을 받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학적 지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 개인에게 내면화 

된다. 또한 개인 간의 외적인 상호작용이 내면화 되려면, 개인 내에서 자

신과 의사소통하여 지식을 재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지현, 

2000). 따라서 학생 개인이 글, 기호, 그림, 표 등의 표현수단을 통해 자신

의 생각을 반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Vygotsky는 문어

적 의사소통인 ‘쓰기’를 통한 사고의 반성을 강조하였다(이종희, 2001).  

인류학의 관점

인류학은 ‘언어가 사고를 결정한다.’는 B. L. Whorf의 언어 상대성 가

설 따른다(Pinxten, 1994). 이 주장은 우리의 사고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L. Borooditsky는 그 증거로 ‘왼쪽’,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없이, 모든 방향을 동서남북의 절대 방위로 사물

의 위치를 표현하는 ‘Kuuk Thaayorre’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

들은 어디에서든지 동서남북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현상을 말하였다. 이

는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표현해야 하는 언어의 특성이 사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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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숫자에서도 나타난

다.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4, 8, 5, 3, 9, 7, 6’과 같이 숫

자 7개를 보여주고 소리 내서 읽은 뒤 20초 후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해내

는 실험을 하였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반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확히 기억해내었다. 그 이유는 인간

의 기억이 작동하는 범위는 2초인데,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2초 내에 7개

의 숫자를 모두 발음할 수 있어 20초 이상 기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Miura et al.(1993)은 아동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수학의 자리값

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한국어는 11은 ‘십

일’로 십에 일을 더한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는 ‘eleven’

으로 규칙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수 개념을 학습하는데 있어 영어보다 

한국어가 유리한 것이다. 이처럼 인류학적 관점에서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

을 주므로, 수학적 사고는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

는다. Pinxten(1994)은 아동의 세계관이 수학적 언어에 포함된 세계관과 연

결될 때 성공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언어와 일상 

언어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수학습의 설계가 필요하다(김선희, 이

종희, 2002).    

상호작용적 접근

상호작용적 접근(interactionism)는 Piaget와 Vygotsky의 이론을 연결하려

는 수학교육자들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Bruner의 언어 획득 이론, 

Wittgenstein의 연구에서 출발하였다(이종희, 2001). 상호작용주의의 인식

론은 지식의 원천을 담화(discourse)에 사용되는 언어에 둔다(Sierpinska, 

1998). 이 입장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도, 지적 발달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 인간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화(languaging)하고 있

는 것이다(Sierpinska, 1998). 인간의 생각은 말하는 언어와 바뀔 수 있으며, 

언어화는 사고를 의사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생성하는 언어와 그 

언어에 의한 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이종희, 2001; 김선희, 2004). Piaget에

서 언어의 주요 기능은 사고의 표현이었고, Vygotsky는 문화적 전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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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었다면, 이 입장에서는 언어는 분리된, 독립적인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지식의 의미는 담화 활동에 참여할 때 발달하며(Dörfler, 2000), 의미

는 담화 내의 상호작용에서 등장한다. 학생은 담화를 통해 수학을 배울 수 

있으므로, 교사의 역할은 학생이 규칙, 기준, 규약에 따라 담화에 참여하는 

능력을 신장하고 더 가치 있는 교실 문화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이종희, 

2001).

지금까지 인식론적 관점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알아보고 의사소통

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교육의 현상은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

될 수 없는 복잡한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현상을 해석

하는 것은 한 편협한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인식

론적 관점 중 어느 한 관점을 택하지 않고, 여러 관점을 절충하여 이후 논

의를 전개할 것이다. 

1.1.2.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의사소통의 정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선행연구(이종희, 2001; 이종희, 김선희, 2002b; 

박미혜, 방정숙, 2009; 김상화, 2010)로부터 수학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정

리하면, 수학적 의사소통은 ‘교사와 학생 간에 또는 학생과 학생 간에 수

학적 아이디어나 개념을 수학적 용어, 기호, 시각적 표현 등으로 나타내고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읽고 듣고 해석하며 자신의 수학적 아이

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수정하는 모든 활동’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사실 수학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사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2007 개정 교육과

정부터 수학 교육의 주된 목표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면서, 수

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흐름

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교

육의 목표를 수학적 과정(mathematical precess)을 통한 수학적 창의성 신

장이라 하였으며, 수학적 의사소통을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추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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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수학적 과정의 한 구성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수학의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수단을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수행하는 것”(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p.11)이라 하였으며, 수학적 의사소통의 세부 내용 요소와 수학적 의사소

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표 

Ⅱ-1>).   

수학적 의사소통의 세부 내용 요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방안

가. 수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

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다.

나. 자신의 수학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생

각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다.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

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p.12)

(1)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

게 한다.

(2)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

하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

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한

다. 

(3)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토론하

며 다른 사람의 수학적 아이디어나 사

고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p.23)  

<표 Ⅱ-1> 수학적 의사소통의 세부 내용 요소와 신장을 위한 방안(한국과학

창의재단, 2011)

우리나라의 수학교육과정은 NCTM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NCTM은 오

래 전부터 수학적 의사소통을 강조해왔으며 그 의미에 대해 “학생들 간

에 그리고 학생 자신과, 교사와 학생 간에 수학에 대한 생각, 아이디어, 신

념, 전략, 태도, 느낌 등을 교환하기 위해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활동과 

그 과정”이라고 하였다(1989). 2000년에는 NCTM에서 ‘학교 수학을 위한 

원리와 규준’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준을 제시하였으며, 수학

적 의사소통과 분리하여 표현(Representation)에 대한 규준도 제시하였다

(<표 Ⅱ-2>).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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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상을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상황에 활

용하는 경우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수학적 의사소통 규준 표현 규준

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학생 자신의 수학

적 사고를 조직하고 확고히 할 수 있다.

나. 학생 자신의 수학적 사고를 학급 친

구, 교사, 다른 사람들에게 일관적이고 명

확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다. 다른 사람의 수학적 사고와 전략을 분

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수학적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수학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

다. (p.60)

가. 수학적 아이디어를 조직하고 

기록하며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표현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다.

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

학적 표현을 선정하고 적용하며 

변환할 수 있다.

다. 물리적․ 사회적․ 수학적 현상

을 모델링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p.67)

<표 Ⅱ-2> 수학적 의사소통과 표현 규준(NCTM, 2000) 

2009 개정 교육과정과 NCTM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관점을 앞에서 

논의한 인식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의사소통과 사고를 독립적으로 구분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전하고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둘 다 

Vygotsky의 관점과 유사한 기반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fard, & 

Kieran(2001)은 NCTM의 관점과 대비하여 의사소통과 인지를 통합하는 새

로운 관점을 제안하였다. Sfard와 Kieran에 따르면, NCTM(1989)은 의사소

통과 인지를 독립적으로 구분하며, 의사소통은 사고에서 보조적인 것으로 

여긴다. 이는 NCTM의 영향을 받은 2009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다. 하

지만, Sfard와 Kieran은 사고는 의사소통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고는 의사

소통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교사의 질문에 

대해 학생이 답변할 때,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은 단지 생각을 말로 전

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그 이상’이라는 것이다(조진우, 박민선, 이경

화, 이은정, 2016). 언어와 사고를 독립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서, 앞서 다룬 상호작용적 접근과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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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의사소통의 유형

수학적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교사와 학생인가 학생

과 학생인가에 따라 수직적 의사소통, 수평적 의사소통으로도 나눌 수 있

고(이종희, 김선희, 2002a),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누구인가에 따라 위계 수준을 분류할 수도 있다(Brendefur & 

Frykholm, 2000; Hufferd-Ackles, Fuson, Sherin, 2004). 이처럼 수학적 의사

소통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기준인 ‘전달 방식’에 따라 분류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종희, 김선희(2002b)는 수학적 의사소통을 전달 방식에 따라서 말하기, 

듣기 등의 구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쓰기, 읽기 등의 문어로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 그래픽을 통한 의사소통, 신체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의

사소통으로 나누었다(Griffiths, & Clyne, 1994). 또한 첨단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난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 방식도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인터

넷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화(2010)는 이종희․, 김선희(2002b)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학적 의

사소통을 전달 방식에 따라 담화(Discourse), 표현(Representation), 조작

(Operation), 복합(Complex)으로 분류하고, 이를‘D.R.O.C 유형’이라 하였

다. 담화는 말하기, 듣기 위주의 구어적 의사소통이며, 표현은 읽기, 쓰기 

위주의 문어적 의사소통, 조작은 신체활동, 조작활동, 놀이나 게임 활동 등

이다. 여기서 표현은 NCTM(2000)과 달리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

로 제한하였고, 종이에 쓰는 것 뿐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도 포함하

였다. 복합은 담화, 표현, 조작 중 두 가지 이상이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수학과 관련된 동영상, 

화상채팅을 활용한 수업은 담화와 표현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수

업은 담화와 표현, 혹은 담화와 조작, 조작과 표현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

난다 할 수 있다. 

또한 김상화(2010)는 의사소통 과정을 ‘받아들이는 과정(input)’과 

‘표출하는 과정(output)’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input은 받아들이는 사

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와 관련되며, output은 자신의 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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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어떤 유형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담화, 표현, 조작, 복합 등 의사소통의 각 유형에서 input과 output의 형태

와 수준을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표현 유형의 ouput의 형태

는 단답형 답 쓰기, 기호 및 식 쓰기, 표나 그림 그리기, 글로 나타내기, 그

래프 그리기 등으로 제시하고, 표현 유형의 output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간결성, 정확성, 수학적 용어나 기호 사용 정도, 다른 사람을 이해시

키는 정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의사소통은 학생 간에 이루어지며, 

표현 중심의 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김상화(2010)의 연구

에서 표현 유형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 분석 

기준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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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현 

앞서 우리나라와 NCTM의 수학적 의사소통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는 표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의사소통 과정 영역의 일부로 제

시하였고, NCTM(2000)에서는 의사소통과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을 의사소

통을 위한 것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

하여 제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북표현체계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공간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전략적 표현

(strategic representation; Pyke, 2003)’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

는 NCTM(2000)과 같이 표현을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수학교육 내 표현 

체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 범위를 좁혀 본 연구와 관

련된 공간 정보의 표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1.2.1.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

먼저 표현(Representation)의 의미에 대해 정의내리면, 표현이란 수학적 

내용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호, 다이어그램, 구체적인 그림, 그래프, 식, 표 

등의 물리적 대상을 지칭한다(김연식, 장혜원, 1996). 이는 표상과 종종 혼

동이 되는데, 표상은 표현을 통해 내재적으로 형성되는 이미지, 관념 등의 

정신적 실체를 뜻한다(Janvier, 1987; von Glasersfeld, 1987). 연구자에 따

라 표현을 표상까지 포함해 넓은 의미로 정의내리는 경우도 있으나(유윤

재, 2007; 이양미, & 전평국, 2005; 김민경, 권혁진, 2010), 본 연구에서는 

표현은 표상과 분리하여 수학적 내용을 외재적으로 나타낸 물리적 대상의 

의미로 바라볼 것이다.  

표현 체계에 관한 대표적 이론으로 Bruner의 EIS 이론이 있다. 이 이론

의 핵심적인 가설은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Bruner, 1966, p.102).”이다. Bruner는 “수학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지적 활동이 수학자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Bruner,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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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8)”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수학자가 하는 

일을 학생이 할 수 있도록 교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

과는 학문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아이디어인‘지식의 구조’가 담겨져 

있어야 하며, 이것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표현 양식’으로 번역

되어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runer는 표현 양식을 활동적-영상적-상징적 표현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 표현 양식을 순서대로 거쳐 세 가지 표현 모두에 능통해지는 것을 지적 

발달로 보았다(장혜원, 1996). 활동적 표현(Enactive representation) 단계에

서는 대상을 직접 움직이는 행동으로 정보를 표상하며, 영상적 표현(Iconic 

representation) 단계에서는 영상이나 도해와 같은 대상의 이미지를 다룸으

로써 표상한다. 이후 아동은 대부분의 지식을 이 양식으로 표현하다가, 7

세 경에 상징적 표현(Symbolic representation) 단계에 도달하면 기호 등의 

기호적 표현으로 정보를 표상한다.  

Bruner(1973)는 이 이론으로 구체물 조작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을 학

습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은 먼저 구체물을 조작하는 단계로 시

작하고, 그림으로 수학적 개념을 인식하는 단계로 이행하며, 마지막으로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적 표현(Symbolic notation)의 발달의 순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Kosko, & Wilkins, 2010). Kroll, & Halaby(1997)는 구체물 조

작 활동을 통한 수학적 쓰기 활동 과정이 Bruner가 설명한 수학적 개념의 

학습 과정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는데, 처음에는 구체물 조작으로 해결전략

을 설명하지만 다음에는 기호(Symbols)로 표현하고 이후에는 학생들이 말

한 규칙(Algorithm)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Cramer, & Karnowski(1995)도 

Bruner의 표현 발달 순서에 따라 구체물 조작, 그림, 언어 또는 구어적 표

현 순으로 제시됨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기호적 표현의 

발달이 추상적 표현과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였다. 이처럼 구체

물 조작은 실제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시간이 지나면 조작 활동

을 통해 가르친 개념은 기호적 표현으로 논의된다(Bruner, 1967; Bruner, 

1973; Clements, 1999; Kamii et al., 2001; Moyer, 2001). 구체물 조작은 학

생에게 수학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사용되며(K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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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aby, 1997), 구체물 조작의 사용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로 넘어가는 단계에는 구체물 조작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호적 표현이 

대체하기 때문이다(Bruner, 1973; Cramer, & Karnowski, 1995; Kamii et al., 

2001; Moyer, 2001). 이를 본 연구의 연결큐브 수업에 적용하면 구체물 조

작은 활동 자체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의 발견에 목적을 두어야 하며

(Bruner, 1967; Bruner, 1973; Uttal et al., 1997), 구체물 조작을 통해 가르

친 수학적 개념은 기호적 표현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Bruner가 다른 표현 양식을 상징적 표현을 얻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 하

여 표현 간의 상하관계를 주장한 것과 달리, Lesh(1983)는 표현 간의 대등

한 관계를 주장하며 표현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Lesh(1983)는 수학 교과에 국한하여 표현을 실세계 상황, 조작적 도구, 그

림, 구어적 기호, 문어적 기호 등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각 표현 체계 간

에 양방향 상호작용을 말하였다. Bruner의 EIS 이론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실세계 상황은 활동적 표현(E)에 해당되며, 조작적 도구와 정적인 그림은 

영상적 표현(I)에, 구어적 기호와 문어적 기호는 상징적 표현(S)에 해당한

다. Lesh(1987)는 동일한 수학 구조를 갖지만 표현을 달리한 여러 개의 문

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분석하고, 번역 능력에 근거해 학생의 개념 이해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현 면에서 실세계 상황, 조작적 표현, 문장

제의 순으로 정답률이 점점 낮아졌으나,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으로 간주

되는 수학 기호인 숫자 표현에 의한 계산은 높은 정답률을 보여 학생이 알

고리즘적 계산만으로 숫자 표현을 다루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표현 간의 

번역에 있어서 난이도를 조사하였는데, 기호→문어적 표현, 문어적 표현→

기호, 그림→그림, 문어적 표현→그림, 그림→문어적 표현, 기호→그림, 그

림→기호의 순으로 점차 어려워함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Lesh는 표현 체

계 간의 번역으로 문제 해결을 설명하였는데,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해결

에 편리한 표현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표현 간 유연한 번

역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민경, 권혁진, 2010).

Nakahara(1994)의 표현 분류는 실세계의 대상을 사용한 표현인 실제적 

표현과 인위적인 대상을 사용한 표현인 조작적 표현, 정적인 그림, 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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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그림 표현, 일상적 문어를 나타내는 언어적 표현, 수학 기호를 사

용한 기호적 표현 등 5가지로 나뉜다. 표현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한 

Lesh와 달리, Nakahara도 Bruner처럼 표현 사이의 상하 관계를 주장하며 

기호적 표현을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하고, 수학 수업의 목표는 수학 기호를 

사용한 표현을 이해시키는 것이라 보았다(장혜원, 1996). 

Pirie(1998)는 표현과 담화를 모두 포함해 수학적 의사소통의 수단을 6가

지로 더 세분화하였는데, 일상 언어, 수학적 언어, 기호적 언어, 시각적 표

현, 비음성적 공유된 가정, 준-수학적 언어 등이다. Pirie의 분류에서 주목

할 점은 언어적 표현을 분류할 때 일상 언어, 수학적 언어 외에도 준-수학

적 언어(Quasi-mathematical language)를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준-수학적 

언어란, 수학적 단어를 사용하는 수학적 언어와 달리 수학적 의미를 전달

하지만 명확한 수학적 의미를 갖지 않는 표현을 말한다. Pirie는 준-수학적 

언어가 정확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상황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낸 언어 표현이므로, 교사는 이를 잘못된 언어 사용으

로 간주하기보다 존중하면서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장혜원(1996)은 Lesh의 모델을 참고하여 표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실

제적 표현, 조작적 표현, 시각적 표현, 언어적 표현, 기호적 표현 등 5가지

로 분류하였다. 장혜원의 분류는 Lesh와 유사하며, 각 표현 체계는 그 자

체로 가장 적절한 최종의 표현일 수 있다며 표현 간의 관계를 평면상에 대

등한 관계로 제시한 점도 그렇다. 특히 표현의 측면에서 기호적 표현을 지

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각적 표현 및 언어적 표현과 

대등하게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장혜원(1996)은 수학적 개념 학습이나 문제 해결 학습 등 수학적 

활동 및 그와 관련된 인지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학적 표현과 표상과 관련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표현과 표상의 관점에서 학생의 수학 학습 과정

을 설명하였다. 그녀에 따르면, 학생의 수학 이해는 다양한 표현에 대한 

해석, 표현의 산출, 표현 간의 번역 등의 활동을 통해 수학적 표현에 대한 

적합한 표상을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바람직한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현 방법을 선택해 제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 20 -

또한 학생이 수학적 표현을 옳게 해석하고(decoding), 산출(coding)할 수 있

도록 표현 규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교사가 적절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도 주장하였다. Fischbein(1987)은 규칙과 제약을 지닌 다이어그램은 그 중

재적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 의미도 전할 수 없다 하였

다. 즉, 다이어그램에 대해 규약을 아는 학생은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다

이어그램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를 모르는 학생에게는 혼란만 더 

가중될 뿐인 것처럼 표현 규약에 대한 학습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장혜원, 1996). 장혜원은 Lesh처럼 수학 학습에서 표현 간 번역의 중요성

도 강조하였는데, 표현 간의 번역은 표면적으로 관찰 가능한 세계에서 발

생하는 표상 활동이지만, 내적으로 표상 구성과 표현 산출 활동을 포함한 

정신적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따라서 표현 간의 번역을 통해 의미 충실한 

개념 학습과 문제 해결력의 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문제 해

결에서는 표현 간의 번역이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

거나 번역 자체가 직접적인 해결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장혜원의 연구 외에도 수학 문제 해결에서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는 다양하다. Pyke(2003)는 문제 해결에서 읽기 농력, 공간 능력, 표현 능

력의 중재자(mediator)로서 전략적 표현(strategic representation)의 적용을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Pyke가 말하는 ‘전략적 표현(strategic 

representation)’은 이중 코딩이론(Dual coding theory)을 기반으로 하며, 

표현 전략(representation strategies), 참조 전략(referential strategies), 변

형 전략(transformation strategies) 등 3개의 인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는 수학적 표현의 사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표현은 문제해결

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을 시사한다. Swarfford, & 

Langrall(2000)은 문제 상황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사용한 언어적, 

상징적 표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표상을 고려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 전반

에 표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김민경, 권혁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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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공간 정보 표현에 관한 선행 연구

Hershkowitz et al.(1990)은 공간 정보를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언어의 

가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였다. 하나는 의사소통 및 시각적 사고의 발

달을 위한 언어의 필요성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발달의 임의성이다. 이 

중 후자는 언어의 사용이 공간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이 관점에 

의하면 제한된 언어 사용은 공간 능력 발달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와 같

은 주장은 Charles Fernyhough(2008)가 쓴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 방

에 음식을 숨겨두고 이를 찾게 하는 실험에서 아동은 5세까지만 해도 성공 

확률이 낮지만, 언어 사용 능력이 발달한 6세가 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언어 

사용을 억제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음식을 찾는 확률이 매우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Genter(1988)는 공간 언어에 노출된 아동이 공

간 정보를 더 잘 표상하고, 기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Genter, & 

Loewenstein(2002)의 연구에서는 공간 관계에 관한 용어가 공간 변환에 관

한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Pruden, Levin, & Huttenlocher(2011)

는 부모의 공간 언어가 아동의 공간 언어와 공간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연구하였는데, 부모가 공간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도 공간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며 이후 공간 과제의 성취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

처럼 공간 언어의 사용은 공간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학생

들에게 공간 언어를 충분히 노출시키고 공간 정보를 표현하도록 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공간 정보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평면 

도형보다 공간 도형을 표현할 때 더 그렇다. Parzysz(1988)는 도형을 표현

할 때 차원에 따른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2차원 평면 도형

이 같은 차원인 그림으로 표현될 때보다 3차원 입체 도형이 한 차원 낮은 

2차원 그림으로 표현될 때 정보의 손실이 크다고 하였다. 장혜원(1996)은 3

차원 도형을 2차원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코딩, 2차원 표현을 3차원 도

형으로 표상해내는 것을 디코딩이라 하였는데, 특히 디코딩할 때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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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인한 정보 손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음을 지적하였다. Gutié

rrez(1992)는 3차원 물리적 대상은 가장 조작하기 쉬운데도 이를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물리적 조작(physical manipulation)과 다른 

맥락(context)으로 표현된 정신적 조작(mental manipulation)을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3차원 입체를 2차원 평면

으로 나타내는 것은 자주 쓰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정신적으로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따라서 이를 해석하는(reading codes)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컴퓨터의 가상 세계(microworld)는 3차원 입체의 실제

와 2차원 평면 표현 사이에 위치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연식, 장혜원(1996)도 학생이 보다 나은 표상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교사

가 컴퓨터를 활용해 적절한 표현을 제시하는 것을 언급하였으며, 류희찬, 

조완영(1998)은 컴퓨터의 활용으로 공간의 역동성과 표현의 번역에서 발생

하는 인지적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나귀수(2000)

는 컴퓨터는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새로운 유형의 표현 체계를 제공하

고, 한 화면에 다양한 표현 체계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표현들 간에 연결을 

짓게 함으로써 표현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고 하였다(Kaput, 1992; Teodoro, 1991). 이와 같이 컴퓨터 활용을 강조하는 

흐름은 쌓기나무 단원 등의 공간 학습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웹기반 프로

그램이나 코스웨어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로 이어졌다(최근호, 

2003; 진해연, 2004; 이경남, 2005; 정진, 2007; 박아름, 2009; 하은경, 이영

주, 2014; 손태권, 2016 등).  

한편, 수학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 학습에서 학

생들이 공간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

가 나타났다. Ben-Chaim, Lappan, & Houang(1989)은 6~8학년 학생들이 쌓

기나무 모양의 건물을 표현하는 과제에서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알아보

았다. 학생들은 쌓기나무 모양을 표현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Ben-Chaim et al.(1989)는 이를 언어적, 시각적, 혼합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표현 유형별 사용한 학생 수와 과제 성공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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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유형별 학생들이 사용한 비율은 비슷했으며, 표현 유형 중 혼합 유형을 

사용한 학생들이 과제 성공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혼합 유형이 공간 정보

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율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전체 

학생들의 과제 성공률은 26%로 매우 낮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공간 

정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간 정보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국내의 연

구에서도 확인된다. 김수운(2004)은 쌓기나무 단원 수업실행을 분석하였는

데, 이 단원에서 쌓기나무라는 매개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의

사소통이 활발해짐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어긋나게 쌓는 것을 지그재그로 

쌓는다고 말하는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비수학적 용어나 자신만이 아

는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이에 

따라 수학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수학적 용어의 지도가 필요하며, 수학적 

용어 외에 비수학적 용어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

였다.  

장유라(2010)는 초등학교 6학년 쌓기나무 단원의 재미있는 놀이 수업을 

분석하였는데, 이 수업은 한 학생이 쌓기나무 모양을 설명하면 다른 학생

이 설명을 듣고 쌓기나무 모양을 쌓는 놀이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수업

에서 설명하는 학생은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관점에 

머물러 비수학적이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어

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점차 다른 학생의 관점을 고려하여 설명하기 시작

하는데, 장유라는 이것을 ‘관점 바꾸기’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 하였

다. 또한 장유라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마지막 3차 수

업에는 수업 이전에 쌓기나무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찾아 참고하

도록 하였는데, 표현은 ‘수학적 표현’, ‘비수학적이지만 필요한 표

현’, ‘혼란을 일으키는 표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러자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을 

확인하였다. 장유라(2010)의 연구는 공간 정보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점 바꾸기의 필요성과 수학적 용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장유라가 학생 간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다면, 교사와 학생 사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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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한 연구는 장혜원(2015)의 연구가 있다. 장혜원은 초등학교 2학년 

쌓기나무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

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과 

마주보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와 방향이 다르게 파악되는데,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설명하여 혼동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장유라(2010)

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한 학생의 모습과 유사하다.

장혜원(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처음에는 ‘계단 모양’과 같이 닮은 

대상으로 쌓기나무 모양을 설명하는 전체적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교사의 

안내로 ‘전체적’ 접근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수, 위치, 층, 방향을 알려주는 ‘분석적’ 설명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혜원은 공간 정보에 관한 의사소통 수업 시 분석적 설명의 정

보 제공 효과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조언한다. 또한 학

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앞, 뒤, 왼쪽, 오른쪽’등은 그 위치가 기

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히 합의한 후 사용하도

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쌓기나무 수업의 많은 어려움

은 의사소통과 관련되며, 이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합의된 표현 체계가 없

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쌓기나무 수업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

해서 분석적 설명과 관점에 따른 상대성을 고려한 표현 수단이 확립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ack(2013)은 쌓기나무 모양을 표현하는 방법을 5가지를 말하였는

데, 3차원 구체적 모델, 2차원 그래픽 그림, 기호적 또는 추상적 표현, 언어

적 묘사, 역동적인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이다. 이것은 Lesh(1983)의 표현 

분류에서 각각 조작적 표현, 영상적 표현, 기호적 표현, 언어적 표현에 해

당하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조작적 표현과 영상적 표현이 복합된 형태라 

할 수 있다. Sack은 학생들이 쌓기나무 모양의 5가지 표현에 노출되어야 3

차원 쌓기나무 구조의 공간 개념이 발달된다고 하였으며, 이를 [그림 Ⅱ

-1]과 같은 Spatial Operational Capacity framework(이하 SOC)(Sack, & 

Van Niekerk, 2009; Van Niekerk, 1997)로 설명하였다. SOC는 3차원 구체

적 조작물에서 조작물을 닮은 2차원 그림, 조작물과 전혀 닮지 않은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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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또는 추상적 표현, 적절한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묘사, 다시 

구체적 조작물로 표현하는 순환하는 과정이며, 그 중심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역동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름은 

Geocadabra Construction Box(Lecluse, 2005)로 마우스를 조작해 사용하는 

환경이며,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그림 Ⅱ-2]의 a와 같이 SOC에

서 제시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볼 수 있고 표현 간의 번역을 할 수 있다. 또

한 [그림 Ⅱ-2]의 b처럼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회전하는 역동적인 시뮬레

이션도 볼 수 있어 새로운 표현 방식도 제공해준다. 

[그림 Ⅱ-1] SOC(Sack, 2013)

[그림 Ⅱ-2] Geocadabra Construction 

Box(Sack, 2013)

Sack이 제시한 SOC 표현 방법 중 기호적 표현으로 제시된 ‘앞, 위, 옆

면 그리기’나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에 쌓기나무 층수 쓰기(numeric 

top-view coding)’는 쌓기나무의 모양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주

로 쌓기나무의 모양을 맞추거나 쌓기나무 개수를 세는 과제에서 해결 전

략으로 사용된다. 이 표현 방식은 우리나라 쌓기나무 단원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Ⅱ-3]은 현재 6학년 교과서에 이 표현으로 풀게끔 

한 문제들이다. 특히 평면도에 쌓기나무 층수를 쓰는 방식은 쌓기나무 과

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리하고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아래에서부터 쌓기나무를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는 것이 전제된 것

으로, 연결큐브와 같이 바닥으로부터 떨어진 구조나 중간에 빈 공간이 있

는 구조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Sack(2013)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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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림 Ⅱ-4]와 같이 왼쪽 모양을 표현한 학생들의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 모양을 표현하는데, 중간의 빈 공간을 표현하기 위

해 *를 3개 표시한다던지, 빈 칸에 3을 표시하는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정보를 나타내려고 한다. Sack은 이와 같은 학생의 반응을 새로운 표현을 

창조한 예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본 연구자는 이와 의견을 달리한

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자신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통하는 표현으로, 상대

방에게는 의미가 명확치 않아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공간 정보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떤 구조의 공간 대상이든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체계가 제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Ⅱ-3] 초6 수학 교과서 쌓기나무 단원 문항(교육부, 2015)

[그림 Ⅱ-4] 입체 모양을 표현하기 위한 학생들의 시도(Sac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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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능력과 공간 인지 전략 

2.1. 공간 능력

2.1.1. 공간 능력의 의미 

공간 능력은 공간 감각, 공간 시각화, 공간 추론, 공간 지능 등 여러 가

지 용어로 불리우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NCTM(1989)에서

는 공간 감각을 자기 주위의 상황과 그 물체에 대한 직감으로 정의하였으

며, 이후 NCTM(2000)은 공간 시각화, 공간 추론 등의 용어와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간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는데, 그 의미는 NCTM(1989)의 정의와 동일하며, 그 요소로 공간 시각화 

능력, 공간 방향화 능력, 공간 기억 능력 등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러

나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공간 감각보다는 공간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고 있다(한기완, 2001). Tarte(1990)는 공간 능력은 관계들을 시각적으

로 이해하고 조작하고 재조직하거나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정신적 능력으

로 정의하고 있으며, Clements(1999)는 공간적 대상과 그 사이의 관계 및 

변환 등의 정신적 표상을 만들고 조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직관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공간 감각이라는 용어 대신, 공간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또

한 공간 능력에 대한 정의는 공간 능력을 구성하는 요인이 무엇으로 이루

어져 있는지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므로, 공간 능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고자 한다. 

2.1.2. 공간 능력의 요인

공간 능력의 정의만큼이나 공간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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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다. 먼저 Thurstone(1944)은 공간 능

력의 요인을 공간 시각화, 공간적 관계, 공간적 방향으로 구분한다. 공간 

시각화는 대상이 되는 도형을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등, 대상을 마음속으로 

조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간적 관계는 대상과 대상의 부분 사이에 공간

적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대상을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다시 합성하는 

것과 관련 있다. 공간적 방향은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인식하는 능력과 공

간 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Thurstone 외에도 공간 능력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한 다양한 연구

들(Guilford, &Lacey, 1947; French, 1951; Ekstrom, French, & Harman, 

1976 등)이 있었으나, Mcgee(1979)가 이를 정리하여 공간 능력은 크게 공

간 시각화와 공간 방향화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cgee

에 따르면, 공간 시각화는 공간의 대상을 마음속으로 조작하거나 회전하는 

능력으로, Thurstone의 공간 시각화 요인과 그 의미가 같다. 공간 방향화

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었을 때, 달라진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

하는 능력으로, Thurstone의 분류 중 공간적 관계, 공간적 방향 요인과 관

련 된다. 두 요인의 차이는 대상을 움직이는가, 대상을 보는 관점을 움직

이는가와 관련 있다(Thurstone, 1950; 나귀수, 1996; 이지윤, 2015). 공간 시

각화는 공간적 대상을 정신적으로 조작하지만, 공간 방향화는 대상을 정신

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는 관점이 움직일 뿐이며, 시각적

으로 제시되는 대상의 표상에 부합하기 위해 관찰자가 자신의 관점을 정

신적으로 재조정하는 능력이다(나귀수, 1996). 즉, 공간 방향화는 시각적 

표상의 조직화, 재조직화, 다른 각도에서 보기 등을 포함한다. 이지윤

(2015)은 이를‘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

다고 하였는데, 공간 시각화는 대상을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대상 변환’

능력으로, 공간 방향화 능력은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자아 중심 변

환’능력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Thurstone, 1950). 이와 같은 Mcgee의 

분류는 공간 능력의 요인 분류에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수의 

연구들이 Mcgee의 분류에 의거해 진행되었다.

Tartre(1990)는 Mcgee의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공간 시각화를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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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변환으로, 공간 방향화를 재조직된 전체, 전체와 부분으로 분류하였다. 

공간시각화의 하위 요소 중 회전은 대상을 정신적으로 회전시켰을 때 처

음 모습과 같은지 파악하는 능력이고, 회전에는 평면 도형을 회전하는 2차

원 회전과 입체 도형을 회전하는 3차원 회전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변환은 

대상을 이루는 이미지들을 조작활동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능

력으로, 2차원에서 2차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2차원, 3차원에서 3

차원으로의 변환 등이 있다. 공간 방향화의 하위 요소 중 재조직된 전체는 

각각의 표현들을 연결하여 전체 대상을 구성하거나 한 표현으로부터 다른 

표현으로의 변화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모호한 도형과 다양한 표상으로 나

뉜다. 모호한 도형은 관점에 따라 하나 이상의 대상으로 표현되는 것과 관

련이 있고, 다양한 표상은 두 가지 표상 간에 발생하는 변화를 인식하는 

것에 해당한다. 전체와 부분은 전체에서 부분을 찾거나 부분들을 종합하여 

알맞은 전체를 생각해 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Clemements(1999) 또한 공간 능력을 공간 시각화와 공간 방향화로 분류

하였다. 그에 의하면, 공간 시각화는 공간의 대상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고 조작하는 능력이며, 이 표상은 정적 표상 뿐 아니라 변환하거나 

조합하는 동적 표상까지 포괄하였다. 공간 방향화는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위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며, Clements는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관련해 방

향 감각, 거리 감각, 위치 감각, 물체의 구조 인식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정영옥, 2004). 방향 감각은 전후, 좌우, 상하 등의 방향과 동서남

북의 방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좌표 체계를 이해하고 대상의 위치를 나

타내는 능력이며, 거리 감각은 표시된 여러 대상들 간의 상대적 거리와 실

제적 거리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위치 감각은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사진을 찍은 위치를 찾는 것과 관련되며, 물체의 구

조 인식은 물체를 여러 방향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그 구조를 인식하

는 능력이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참고로 본고에서는 공간 능력을 공간 

시각화 능력과 공간 방향화 능력 두 요인으로 나눠, 공간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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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간 능력의 신장과 관련한 선행 연구  

김유경, 방정숙(2007)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공간 능력을 공간 시

각화와 공간 방향화 능력으로 나누어 실태를 분석하였는데, 학생들은 공간 

시각화에 비해 공간 방향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 원

인은 정영옥(2004)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영옥(2004)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와 MIC 교과서의 쌓기나무 관련 내용을 비교하였는데, 우

리나라 교과서는 공간 시각화에 비해 공간 방향화와 관련된 내용을 적게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현 교과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쌓기나무 단

원에서 공간 시각화와 관련된 내용은 겨냥도로 제시된 입체를 위, 앞, 옆

에서 본 모양이나 위에서 내려다본 도면에 층수를 나타내는 것, 역으로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나 위에서 본 층수 표현을 쌓기나무를 쌓아 나타

내거나 개수를 구하는 것, 쌓기나무 모양을 설명하고 이를 듣고 쌓기나무

를 쌓는 것, 연결큐브 모양을 회전하여 같은지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 등이 

있다. 반면 공간 방향화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3차원 쌓기나무 입체를 위, 

앞, 뒤, 옆에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한 이 내용을 다룰 때 위, 앞, 뒤, 옆 

외에 좀 더 다양한 방향을 다루지 않으며, 위, 앞, 옆 방향을 항상 고정하

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공간, 여러 물체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

와 방향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정영옥, 2004). 이에 정영옥(2004)은 고

정된 방향을 지정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여러 개의 물체 주변을 다양한 방

향과 각도에서 실제로 관찰하고 물체 사이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본 뒤 관

련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위, 앞, 옆으로 왜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생

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간 능력의 신장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지오보드, 패턴 블록, 소마

큐브, 쌓기나무 등의 교구 활용이 공간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다(김형균, 2000; 주영, 2003; 이지호, 2005; 이주영, 2010 등). 이들 연구

는 공간 능력의 신장을 위해 교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지도 방법을 

소개하거나, 교구의 활용이 공간 능력의 신장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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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하면 공간 능력이 신장된다는 식

으로, 공간 과제의 체계적인 지도 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학생이 공간 과

제를 해결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공간 

과제의 성취가 공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연구가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2.2. 공간 인지 전략

공간 인지 전략이란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으로,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이지윤, 2015),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Gorgorió, 1998). 공간 인지 전략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

는데, 이지윤(2015)은 여러 선행연구에 나타난 인지전략을 종합하여 접근 

방법, 처리 방법, 준거 기준 등 세 가지 측면에 따라 분류하였다. ‘접근 

방법’ 은 자극을 지각하는 과정과 관련되며, ‘처리 방법’은 지각된 자

극을 어떻게 표상하는지와 관련되고, ‘준거 기준’은 자극을 바라보는 관

찰자의 관점을 변환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지윤(2015)

의 분류를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인지 전략 분석에 적합한 

틀을 정하고자 하였다. 

2.2.1. 접근 방법 측면

대부분의 공간 과제는 시각적 자극이 제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초기 단계에 관찰자가 자극의 어떠한 정보에 집중

하는가에 따라 ‘접근 방법’을 나눌 수 있다. Gorgorió(1998)는 3차원 공

간 과제에서 자극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를 ‘전체적(global) 전략’

으로, 자극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여 부분끼리 맞춰보거나 전체를 부분으로 

분해하는 경우 ‘부분적(partial) 전략’이라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부분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공간 과제에서 

정확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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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ides(2002)는 공간 과제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다고 하였는

데, 2차원의 간단한 문제에서는 주로 전체적 전략이, 3차원의 복잡한 문제

에서는 부분적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2.2.2. 처리 방법 측면 

처리 방법 측면의 인지 전략은 인식된 자극을 마음속에서 표상하는 단계

에 나타나는 전략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지 전략은 주로‘처리 방법’ 

측면에서 나누고 있다(Cooper, 1976; Just & Carpenter, 1985, Lajoje, 2003 

등). Glück & Fitting(2003)은 공간 인지 전략을 ‘총체적 전략(holistic 

strategy)’과 ‘분석적 전략(analytic strategy)’로 나누고, 공간 과제별로 

그 의미를 정리하였다. 3차원 대상의 심적 회전 과제에서 총체적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한 입체를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을 의미

하고, 분석적 전략은 입체의 부분을 주목해 그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Glück et al.(2007)은 총체적 전략은 ‘시각화 

전략’으로, 분석적 전략은 ‘언어적 전략’으로 명명할 수도 있다고 하였

으며, 주로 쉬운 과제는 총체적 전략을, 어려운 과제는 분석적 전략을 사

용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Lohman & Kyllonen, 1983; Glück, 1999; 

Glück & Fitting, 2003). 그리고 이 둘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 해

결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Just & Carpenter, 1985; Glück & Fitting, 2003).

Janssen & Geiser(2010)도 심적 회전 검사에 사용하는 인지 전략을 입체

를 회전시키는 ‘총체적 전략(holistic strategy)’과 회전시키지 않고 입체

의 특징을 분석해 해결하는‘분석적 전략(analytic strategy)’으로 나누었

다. 총체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과제 수행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정답률

을 보였으나, 분석적 전략은 입체 구조가 다른 문항에 대해서만 효과적이

었다.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분석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남

학생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에 비해 빠른 반응 시간을 보였다. 

Stieff(2007)는 심적 회전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심적 회전(mental 



- 33 -

rotation)’과 ‘분석적 휴리스틱(analytical heuristic)’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심적 회적 전략은 총체적 전략과 동일하게 제시된 자극을 심적으

로 회전시키는 것이고, 분석적 휴리스틱 전략은 자극이 대칭성을 띄는 경

우 심적으로 회전을 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자극이라는 규칙에 근거에 해

결하는 것을 말한다. Stieff(2007)는 심적 회전 검사에 사용하는 입체의 형

태를 대칭적인 구조와 비대칭적인 구조로 나눠, 초보자와 전문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보자는 자극의 형태와 상관없

이 본능적으로 심적 회전 전략을 사용하였지만, 전문가들은 자극에 따라 

대칭 자극인 경우 분석적 휴리스틱 전략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초보자들도 

분석적 휴리스틱 전략을 학습한 이후에는 대칭자극에 대해 이를 적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습을 통해 전략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Stieff, Ryu, Dixon, & Hegarty(2012)는 Stieff(2007)의 연구를 토대로 내적 

표상을 사용하는 ‘공간-심상(spatial-imagistic) 전략’과 내적 표상을 사

용하지 않는 세 가지 대안 전략으로 ‘공간-도식화 (spatial-diagramatic)전

략’, ‘공간-분석(spatial-analytic) 전략’, ‘알고리즘적(agorithmic) 전

략’을 제시하였다. ‘공간-도식화 전략’은 자극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

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외적 표상인 도식(diagram)으로 변환하여 해결하

는 전략이다. ‘공간 분석 전략'은 공간 정보를 포함하는 규칙을 사용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분자 구조에 따라 우회전 배치, 좌회전 배치 

등 타입을 나눠 R/S와 같은 라벨을 붙이는 것을 들 수 있다. ‘알고리즘적 

전략’은 공간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규칙을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공

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에서 처리 방법 측면에서 인지 전략을 구분하였

지만(Gorgorio, 1998; Lajoje, 2003등),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 내적 표상을 

사용하는‘심상 전략’과 사용하지 않는‘분석 전략’으로 정리하여 부르

고자 한다.  

한편, Hegarty, Stieff & Dixon(2013)는 Stieff et al.(2012)의 네 가지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공간 능력에 따른 전략 사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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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공간-심상 전략’을 주로 사용하지

만, 공간 능력이 낮은 학생들은 대안적 전략 중 ‘공간-분석 전략’을 주

로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공간 능력은 심상을 떠올려 

회전시키는 능력과 관련있음을 알 수 있다(이지윤, 2015).  

또한 Hegarty et al.(2013)은 학생들은 세 집단으로 나누고 수업에 따른 

효과도 확인하였다. 한 집단은 공간-심상 전략만을 강조하는 ‘심상

(Imagistic) 학습’을, 또 한 집단은 공간-도식화, 공간 분석, 알고리즘적 전

략 등 분석 전략을 강조하는 ‘분석(analytic) 학습’을, 나머지 한 집단은 

이 둘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 학습’ 수업을 하였다. 수업의 효과는 기존

에 사용하였던 전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분석 전략을 사용하였던 

학생들에게는 ‘분석 학습’이 효과가 있었지만, 공간-심상 전략을 사용

하던 학생은 ‘심상 학습’이 아니라 ‘혼합 학습’을 받을 때 효과가 있

었다. 이를 통해 분석 전략을 강조하는 수업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

에게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이지윤, 2015).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어떤 수업이든 수업을 받은 이후 성취도가 비

슷하였지만, 여학생은 심상 학습이나 분석 학습에 비해 혼합 학습을 받은 

집단이 성취가 더 높았다. 또한 남학생은 수업 처치에 따라 향상의 정도가 

비슷하였지만, 여학생은 혼합 학습을 받은 집단에서 향상이 높게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간 능력의 성취가 낮은 여학생

의 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을 모두 가르칠 필

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Hegarty et al.(2013)의 연구에서 수업 후 성취가 향상된 학생은 한 가지 

전략만을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으며, 높은 성취는 심상 전

략이 아니라 분석 전략을 사용할 때와 상관이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강조되지 않았던 분석 전략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공간 과제의 높은 성

취와 이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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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준거 기준 측면 

Mcgee(1979)가 공간 능력을 ‘준거 기준(frame of reference)’에 따라 

공간 시각화 능력과 공간 방향화 능력으로 구분하였듯이, 공간 과제를 해

결하는 인지 전략도 ‘대상 기반 변환(object based transformation)’과 

‘자기중심적 변환(egocentric transformation)’으로 나눌 수 있다(Zacks, 

Vettel & Michelon, 2003). ‘대상 기반 변환’은 관찰자의 관점은 고정한 

상태로 과제에 제시된 자극을 변환시키는 전략으로 공간 시각화 능력과 

관계되며, ‘자기중심적 변환’은 관찰자의 관점을 변환시키는 전략으로 

공간 방향화 능력과 관련이 있다. 

Zacks et al.(2003)는 대상 기반 변환을 사용할 때는 조작과 관련된 운동 

영역인 전, 후 두정엽에서 우측 활성이 두드러지지만, 자기중심적 변환을 

사용할 때는 신체 움직임과 관련된 운동 영역인 좌측 두정엽-측두엽-후두

엽 결합 부위가 활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 기반 변환보다 

자기중심적 변환이 더 체화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이지윤, 2015). 

두 전략의 사용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Schultz(1991)는 

공간 인지 전략을 과제에 제시된 자극을 움직이는 ‘대상 이동(move 

object) 전략’과 관찰자 자신의 관점을 움직이는 ‘자기 이동(move self) 

전략’, 자극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비교하는‘주요 특징(key feature) 전

략’으로 구분하고, 여러 가지 공간 과제에서 인지 전략의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는 

‘대상 이동 전략’이나 ‘주요 특징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공간 

방향화 능력을 측정하는 과제에서는 ‘자기 이동 전략’또는 ‘주요 특징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과제에서 측정하고자 

한 능력과 학생들이 사용한 전략이 일치하는 경우에 높은 성취를 나타냈

다. 공간 대상의 회전과 관련된 공간 시각화 과제는 ‘대상 이동 전략’을 

사용한 학생의 성취가 높았고, 관점에 따른 공간 대상의 인식과 관련된 공

간 방향화 과제에서는 ‘자기 이동 전략’을 사용한 학생의 성취가 높았

다(이지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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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Wraga, Shephard, Church, Inati & Kosslyn(2005)는 고전적 공간 시

각화 과제인 심적 회전 과제에서 자기중심적 변환을 사용한 집단이 대상 

기반 변환을 사용한 집단보다 과제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과제에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다르게 

나타나지만, 반드시 과제에서 측정한 능력과 전략이 일치할 때만 우수한 

성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egarty et al.(2013)에 따르면, 공간 과제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인 학생

들은 각 문제에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볼 때, 학

생들이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하기보다 다양한 전략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와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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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거북표현체계

본 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거북표현체계가 연결큐브 수업에

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역할에 관해 논의한다. 거북표현체계는 

Logo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적 표현으로, 그 배경에

는 ‘Constrctionism’과 ‘체화된 인지’가 있다. 따라서 거북표현체계의 

의미를 각각의 배경에서 먼저 검토한 후, Ⅱ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거북표

현체계의 역할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으로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

계를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거북표현체계의 배경 

1.1. Constructionism과 거북표현체계 

Pappert(1980)는 Piaget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기반으로, 공학 도

구를 활용한 학습자의 활동과 학습 환경의 설계를 강조한 

‘Constructionism’을 제안하였다. 즉, Piaget의 Constructivism은 학습자

의 인지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인식론에 가까

운 반면, Pappert의 constructionism은 Piaget의 constructivism을 실현시키

는 실제적이고 교육적인 방법론에 가깝다(김화경, 2006). Kafai & 

Resnick(1996)에 따르면, Constructionism은 학습자 자신이 의미 있는 인공

물(artifact)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이를 통해 지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된

다고 하였다. 즉, Constructionism은 ‘물리적 구성’을 통한 ‘정신적 구

성’을 말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김화경, 2006).

특히 Pappert는 ‘Logo’라는 언어 도구를 통해 학습자 자신이 의미 있

는 인공물(artifact)을 만드는 활동을 하며, 지식을 구성하고 탐구할 수 있

게 된다고 하였다. Logo는 평면 위의 도형을 ‘가자’와 ‘돌자’의 기본 

명령을 통해 구성하게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그러나 기존의 프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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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언어인 C언어나 Java와 다르게, Logo는 수학적 구조를 포함하는 수학

의 언어이다(최인용, 2014). 즉, Pappert는 평면도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적인 구조를 ‘길이’와 ‘각’으로 보고  이를 각각 ‘가자’와 ‘돌

자’라는 기본 명령으로 나타내, Logo를 통해 모든 도형을 구성하고 탐구

할 수 있는 기본 단위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Pappert는 불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랑스에 가서 사는 것

처럼, 수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Logo를 사용하는 수학나라

(Mathland)에 가는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 Logo 등의 문자 언어를 사용해 

인공물을 구성하고 탐구하는 활동을 가능케 하는 컴퓨터 학습 환경을 

‘마이크로월드(Microworld)’라 한다. Logo 마이크로월드에서 학습자는 

기존의 도형을 ‘가자’와 ‘돌자’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성하므로, 

컴퓨터와 의사소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에서도 

사용 가능하다(Sutherland, 1995). 또한 학습자가 마이크로월드에서 구성한 

표현은 학습자의 사고를 반성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Brizuela et 

al., 2000). 이처럼 Logo를 기반으로 개발된 마이크로월드에는 

StarLogo(Resnick, 1992), NetLogo(Wilensky, 1999), 3차원 거북 마이크로월

드(Cho et al., 2012) 등이 있다.  

이 중 3차원 거북마이크로월드(Cho et al. 2012)는 Papert(1980)의 Logo의 

2차원 거북기하 환경을 3차원으로 확장하여 공간 정보를 정육면체 단위로 

구성하고 탐구하는 환경을 말한다. 마이크로월드 상에서 학습자는 ‘거북

표현체계(turtle representation system)3)’를 사용하여 [그림 Ⅲ-1]과 같이 

3차원 입체를 구성하고 탐구할 수 있다. 거북표현체계는 거북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행동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문자는 Logo를 바

탕으로 하되, Logo의 프로그래밍 성향을 최소화하여 학습자의 부담을 낮

춰 익히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이지윤, 2010). 또한 행동문자는 문자 하나

3) 조한혁, 송민호(2014)에서는 마이크로월드 상에서 학습자의 생각을 즉각 결과

물로 구성하는 ‘실행’을 강조한 ‘거북실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마이크로월드 환경을 도입하지 않고, 

공간정보를‘표현’하는 내적 도구(mental too)의 기능만을 강조하기 위하여 

‘거북표현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39 -

[그림 Ⅲ-1]  연결큐브와 거북표현식

에 정육면체 하나가 대응되므로, 결과 산출물 뿐 아니라 사고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어 사고를 반성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한다. 

행동문자는 ‘s, t, r(R), l(L)’과 같이 수평운동을 나타내는 문자와, 

‘u(U), d(D)’와 같이 수직 운동을 나타내는 문자로 구분되며, 거북이 상

대좌표로 움직이는지, 절대좌표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상대좌표로 움직이는 명령에는 ‘R, L, U, D’가 있으며, 이 명령은 정육

면체를 만들지 않고 거북의 머리 방향만 바꾼다. 반면 절대좌표로 움직이

는 명령은 ‘s, t, r, l, u, d’ 가 있고, 이 명령들은 거북의 머리 방향은 바

꾸지 않은 채 정육면체를 생성한다. ‘s’, ‘t’는 각각 거북이 앞이나 뒤

로 한 칸 나아가며 정육면체 한 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r’, ‘l’

은 각각 거북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정육면체를 붙이는 것을 뜻한다. 

‘u’, ‘d’는 각각 거북의 위 또는 아래로 한 층 나아가며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는 모습이 

다른데, 연구 1의 참여자들은 절대좌표 명령만을 사용해 연결큐브 입체를 

표현하고 과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연구 2에서는 절대좌표 명령 뿐 아니라 

상대좌표 명령까지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각각의 연구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는 목적과 연구 참여자들이 거북

표현체계를 학습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 1은 연결큐브 과제의 해

결과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며, 참여자들이 거북표현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차시(40분)뿐이었다. 반면 연구 2는 연결큐브 입체 대상 자체

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며, 참여자들이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다양한 명령을 배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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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로 인해 각각의 연구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는 모습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음을 미리 밝힌다. 

1.2. 체화된 인지와 거북표현체계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란, 인지가 신체의 움직임에 기반한다는 

관점으로, 마음과 신체를 구분해서 인식한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관점을 벗

어나려는 인지과학의 새로운 접근이다(이정모, 2012). 이 관점에서 인지 과

정은 환경과 신체의 상호작용에 기반하며, 지식의 표현은 그것을 일으킨 

감각 운동적(sensorimotor) 상태의 속성을 유지한다(Thomas & Llera, 

2009). 

체화된 인지를 나타내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체화된 시뮬레이션(body-bound mental simulation)’을 특히 강조한다

(Thomas & Llera, 2009). Landriscina(2013)에 따르면, 인간은 정보를 내적

으로 표상하고, 마음 속에 실세계와 유사한 심적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

이션’을 통해 모델을 작동시키며 이것은 체화된 인지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다. Rizzolatti & Craighero(2004)는 ‘거울 뉴런(mirror neuro

n)4)’의 발견을 통해, 체화된 시뮬레이션에 대한 뇌과학적 증거를 제시하

였고, 체화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개념을 이해한다는 Gallese & 

Lakoff(2005)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다.  

체화된 시뮬레이션은 인간의 사고에 신체가 사용된다는 주장들(e.g. 

Hegarty, 2004; Amorim & Isableu, 2006)을 지지해주는데, 이로 인해 사고

와 인지에 있어서‘제스처(gesture)’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Wilson(2002)은 제스처(gesture)가 감각 운동적 경험과 심적 표상의 연결을 

촉진시켜, 학습자가 추상적 또는 복잡한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며, Goldin-Meadow & Beilock(2010)은 학습자가 관찰하고 

만들어낸 제스처는 사고를 변화시키고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

4)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때, 본인이 그 행위를 직접 한 것처럼 뇌의 운동 피질 

영역이 활성화되게 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 41 -

였다. 이에 따라 수학교육에서도 제스처(gesture)의 역할을 연구하기 시작

하였고, 제스처가 의사소통 뿐 아니라 학습과 인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Cook et al., 2008; Goldin-Meadow et al., 2009).  

특히 공간 과제에서 제스처의 역할을 조사한 선행연구(McNeill, 1996; 

McNeill, 2005; Goldin-Meadow, Nusbaum, Kelly, & Wagner, 2001; Wesp, 

Hesse, Keutmann, & Wheaton, 2001; Chu & kita, 2008; Chu & kita, 2011; 

Stieff, Lira, & Scopelitis, 2016 등)에서 제스처가 공간 과제의 우수한 성취

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Chu & kita(2008)는 

Sheph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를 해결하는데 제스처를 한 학

생들이 제스처를 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우수한 성취를 하는 것을 발견

하였고, 후속 연구(Chu & kita, 2011)로 심적 회전 과제를 포함한 다른 공

간 시각화 과제에서 제스처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구 참

여자들은 어려운 심적 회전 문제를 풀 때 제스처를 더 자주하였고, 제스처

를 한 집단이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제스처를 

했던 참여자들은 문제를 풀면 풀수록 제스처를 하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제스처를 하지 않을 때도 정확도가 높은 효과가 지속되었으며 다른 과제

에서도 그러하였다. 이를 통해 제스처가 점점 내면화(internalized)되며, 제

스처가 공간 과제의 정확도를 높이는 효과는 다른 공간 시각화 과제에도 

일반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Stieff et al.(2016)은 Stull et al.(2012)의 연구에서 구체적 모델을 사용해 

공간 과제를 해결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우수한 성취를 보였

으나, 그 효과는 오직 구체적 모델을 ‘조작(handle)한’ 학생들에 한정되

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스처’가 공간 과제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구체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는 제스처를 사용하는 집단과 제스처 없이 구체적 모델만 조작한 집단 모

두 공간 과제를 잘 해결하고 정확도가 비슷하였으나, 구체적 모델을 사용

할 수 없는 평가 상황에는 구체적 모델만 조작한 집단의 정확도가 유의미

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스처가 공간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간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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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를 통해 손으로 떠넘겨줘 인지 부하를 해소하거나(Goldin-Meadow 

et al., 2001), 작업 기억 속 공간 이미지(spatial images)를 더 오래 지속하

게 해준다는 주장(Wesp, Hesse, Keutmann, & Wheaton, 2001) 등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며,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체화적 관점에서 공간 

과제의 해결에 제스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공간 과제

의 학습에 제스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Soylu, Brady, Holbert, & Wilensky(2014)는 체화된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5)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관점 채택은 사람 뿐 아니라 동물, 무생물의 관점을 취해 행동이나 상호작

용을 예상해보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관점 채택의 대표적인 예로 

Pappert(1980)의 Logo를 말하고 있다. Logo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자는 

거북 에이전트를 통해 기하학적 대상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

습자는 거북의 ‘관점을 취해’ 자연스럽게 거북이 된 것처럼 사고(think 

like turtle)하게 된다는 것이다. Pappert는 이를 ‘거북 은유’를 통한 학

습이라 하였으며, ‘신체-동조성(body syntonic)’성질을 갖는 학습이라고 

불렀다. Pappert의 Logo와 마찬가지로, 거북표현체계(Cho et al. 2012)도 

신체 동조성 성질을 갖는 ‘거북 은유’를 사용한다(이지윤 외, 2013). 즉,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학습자는 거북 에이전트의 관점에서 3차원 입체

를 순차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내부에서 ‘시뮬

레이션’을 작동시키게 된다(이지윤, 2015). 

여기서 학습자 내부에서 나타나는 ‘시뮬레이션’은 거북 에이전트의 

운동을 나타내는 표상으로, 외부의 ‘제스처(gesture)’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Ⅲ-1>에서 3차원 입체는 학습자 내부에서 거북이 앞으로 

두 번 가고 오른쪽으로 한 번 이동한 뒤 위로 올라가는 시뮬레이션으로 표

상된다. 이것은 ‘ssru’라는 거북표현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손등을 

앞으로 두 번 내밀고 오른쪽으로 한 번 움직인 뒤 위쪽으로 한 번 올리는 

제스처로 표현될 수 있다.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는 학습자가 거북의 관점을 

5) 여기서 ‘관점(perspective)’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바라보

는 시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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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해 ‘체화된 시뮬레이션’으로 3차원 대상을 구성하고 인식하게 하며, 

‘제스처’로도 표현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로 볼 수 있다. 

내적

표상
시뮬레이션

외적

표현

거북표현식 s s r u

제스처

<표 Ⅲ-1> 3차원 입체의 시뮬레이션, 거북표현식, 제스처 표현 예시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한 거북표현체계의 체화적 측면인 ‘제스

처’는 거북표현체계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여, 처음 접하는 

학습자도 단 시간에 학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스처는 학습자의 신

체를 도구로 활용하므로, 컴퓨터와 같은 다른 외적 도구 없이 학습을 가능

하게 하는 편의성이 있다. 따라서 물리적 환경의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

에서 활용하기에 쉽고 간편한 지도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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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북표현체계의 역할 

2.1. 공간 인지 전략으로서 거북표현체계

거북표현체계는 마이크로월드 환경에서 외적 도구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실행식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조한혁, 송민호, 2014), 학습자의 

내면에서도 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물을 생성하여 ‘내적 도

구’(mental tool)로 사용될 수도 있다(Cho et al., 2012). 거북표현체계는 3

차원 입체를 거북의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구성하는 기호적 표현으로, 다양

한 공간 과제에서 해결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공간 인지 전략으로서 거북표현체계의 효과는 선행연구(이지윤 외, 

2013; 이지윤, 2015; 정혜림 외, 2016; 이초희, 2016)에서 증명되었다. 이지

윤 외(2013)는 Verdenberg & Kuse(1978)의 심적 회전 과제를 거북표현체

계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정답률을 비교하였는데, 사전 점수를 바탕으로 

높음, 중간, 낮음 등의 세 집단으로 수준을 나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전 

점수가 낮았던 집단이 사후에 정답률이 유의미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를 통

해 공간 시각화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거북표현체계가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이지윤(2015)은 Sheph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를 회전 전략으로 해결하는 집단과 거북 전략으로 해결하

는 집단으로 나눠 정확도와 안구 운동 패턴을 관찰해 두 집단의 인지적 차

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북 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이 회

전 전략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정확도가 더 높았으며, 회전 전략 집단은 문

항 복잡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확도가 낮아졌으나 거북 전략 집단은 문항 

복잡도와 상관없이 정확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안구 운동 측면에서

는 회전 전략 집단은 양쪽 자극의 대응되는 부분 사이에 시선이 빈번하게 

오고 갔지만, 거북 전략 집단은 한 쪽 자극에 시선을 오래 고정시키면서 

자세히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지윤(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른 유

형의 공간 시각화 과제에서 거북표현체계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정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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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6; 이초희, 2016)을 통해 거북표현체계가 공간 시각화 과제에서 효

과적인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이지윤(2015)은 거북표현체계가 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입체의 전체가 아

니라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적 접근’을, 처리 방법 측면에서는 입체를 

기호와 같이 명제적 형태로 표상하는 ‘분석적 처리’를, 준거 기준 측면

에서는 입체 대상을 변환하지 않고 입체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점을 

변환하는 전략’이라 하였다. 여기서 관점 변환 전략은 ‘공간 방향화 능

력’과 연관이 있다(이지윤, 2015). 따라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방향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공간 방향화 능력에 대한 Clements의 

설명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lements(1999)에 따르면, 공간 방향화 능력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구성하는 능력이며, 위치 감각, 방향 감각, 

거리 감각, 구조 인식 능력 등과 관련 있다. [그림 Ⅲ-2]를 예로 들어 설명

하면, 학습자는 입체 대상을 거북표현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거북이 이동

함에 따라 관점을 변환하여 대상을 인식하고, 이를 거북의 방향을 나타내

는 행동문자(s, r, l, u 등)로 표현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방향에서 물

체의 위치를 인식하는 ‘위치 감각’과 전후, 좌우, 상하 등의 방향으로 

위치를 나타내는 ‘방향 감각’이 자연스럽게 요구된다. 그리고 입체 대상

을 거북표현식으로 나타낸 결과에서 문자의 개수 등을 통해 입체의 부분 

사이 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입체의 구조를 왼쪽 타입과 오른쪽 타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물체 간 거리를 파악하는 ‘거리 감각’

과 물체의 구조를 인식하는 ‘구조 인식 능력’과 관련 있는 것이다. 따라

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시각화 과제에서 거북의 관점에서 주위 환경에 

대해 ‘정신적 지도’를 그리는‘공간 뱡향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2] 거북표현을 통한 왼쪽, 오른쪽 타입 구분(이지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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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호적 표현으로서 거북표현체계 

거북표현체계는 거북 에이전트의 움직임을 앞(s), 뒤(t), 오른쪽(r), 왼쪽

(l), 위(u), 아래(d) 등으로 공간 정보를 부호화시킨 기호이다(이지윤, 2015). 

수학에서 기호의 역할은 수학적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의사소통 

측면과 기호의 중재를 통해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인지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김선희, 이종희, 2002). 이에 두 측면으로 나눠 거북표현체

계의 역할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의사소통 측면에서 거북표현체계는 다른 표현에 비해 공간 정보를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기호적 표현이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6)(이종원, 2008; 김수운, 2004; 

장유라, 2010; 장혜원, 2015)에서 공간 정보를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낼 경

우 그 의미가 다중적으로 해석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기호적 표현은 다중적으로 해석될 수 없어 정확한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조한혁, 송민호, 2014), 더 나아가 텍스트 

형태의 표현을 통해 학생의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게 할 

수 있다(Noss, 2001; Hoyles & Nonss, 2003). 그 예로 Cho et al.(2011)은 초

등학교 6학년 학생이 쌓기나무 작품을 만들고 교사와 의사소통 하는 과정

에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해 3차원 입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모습과 학생이 작성한 거북표현식을 보고 교사가 학생의 사고를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혜림 외(2016)는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기 전

과 후에 교사들이 연결큐브 문제의 해결을 설명하는 모습을 비교하였는데,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후 훨씬 더 표현이 간결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Ⅲ-3]).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는 경제적인 표현으로 효율적인 의사소

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간 정보의 의사소통에 유용한 표현 도구

6) 이종원(2008)은 ‘맞은편’은 사람들마다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2장에서 

살펴본 쌓기나무 단원에 관한 선행연구(김수운, 2004; 장유라, 2010; 장혜원, 2015)에서

도 언어적 표현으로 공간 정보를 나타낼 경우 그 의미가 상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

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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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

[그림 Ⅲ-3] 연결큐브 문항에 관한 T3의 사전 사후 답변 비교(정혜림 외, 2016)

인지적 측면에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정보를 압축적으로 저장하여 입

체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이지윤, 2015). 우리가 양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 양의 

정보를 압축하여 정확하게 표상하고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처럼, 

거북표현체계도 3차원 입체 정보를 압축한 기호적 표현으로 그와 같은 역

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기호적 표현은 조작을 통해 단계적으로 더 높은 수학적 사고를 경

험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윤, 2015). 수학에서 기호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Sfard, 2000), 도구의 대상화로 인한 추상화, 즉 

‘수학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수학화란 현상을 본질로 조직해

내는 조직화 활동이며, 수학화 과정은 이런 현상과 본질의 교대 작용에 의

해 수준 상승이 이루어지는 불연속 과정이다(황혜정 외, 2001). 수학화 활

동의 한 예인 추상화는 수학적 대상 자체로부터 대상 사이의 성질과 관계

들의 구조를 만드는 구성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Dreyfus, 1991). 

추상화 과정은 대상의 어떤 특징이 다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Baker & 

Hoffmann, 2005), 기호의 의미 작용과 닮아있다. Lacan은 기호의 의미 작

용(signification)을 Saussure의 이원모델에 바탕을 두고 설명하였는데, 

Saussure의 이원모델이란 기호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Lacan은 이전 수준에서 만들어진 기표가 다음 수준에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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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되는 과정, 즉, 기호가 계속해서 다른 기호를 의미하는 고리에 의해 

의미 작용을 설명하였다([그림 Ⅲ-4]). 반면, Presmeg(2005)은 Pierce의 삼

원모델에 기반을 두고 기호의 의미 작용을 설명하였는데, 한 수준에서 대

상체, 표현체, 해석체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기호가 더 높은 수준에서 대

상체가 되는 형태로 설명하였다([그림 Ⅲ-5]). 여기서 대상체(object)는 기

표(sinified)에, 표현체(representamen)는 기의(siginifier)에 대응되며(이지윤, 

2010), 해석체(interpretant)는 둘의 관계를 이해하여 의미를 만드는 과정으

로 다음 수준에서 대상체의 실체화를 가능하게 한다(송상헌, 신은주, 

2007). 이처럼 Lacan과 Presmeg은 서로 다른 기호 모델에 바탕을 두고 기

호의 의미 작용을 설명하였지만, 교대 작용을 통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나

아간다는 공통된 맥락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표가 다음 수준에서 기의가 

되는 기호의 의미 작용은 성질과 관계가 대상에서 분리되는 과정인 ‘추

상화’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현상과 본질의 교대작용에 의해 수준 상승

이 일어나는 ‘수학화’로 볼 수도 있다. 

[그림 Ⅲ-4] Lacan의 기호의 의

미 작용 모델(Presmeg, 2006)  

    [그림 Ⅲ-5] Presmeg의 기호의 의

미 작용 모델(Presmeg, 2005)

이처럼 수학에서 기호는 수학화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인지 도구이지만, 

공간 정보를 나타내는 기호적 표현은 제한적이다. 한기완(2001)은 ‘2-

가’와 ‘3-가’교과서에서 공간 과제를 지도할 때, 활동적 표현과 영상적 

표현에 비해 상징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음을 지적하였

다. 이지윤(2015)은 쌓기나무 단원은 수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게 탐

구될 수 있는 소재이지만, 초등 교육 과정에서만 직관적 수준으로 다루어

지고 중․고등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하는 이유가 적절한 기호적 표현의 

부재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공간 정보에 관한 기호적 표현인 거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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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는 다뤄지지 않았던 공간에서의 추상적인 수학을 경험하는데 효과적

인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신동조(2013)는 쌓기나무로 구성된 

시각적 패턴을 탐구하는데 거북표현체계가 사용될 수 있고, 이것은 학교 

수학에서 문자 기호와 일반화의 의미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수식의 

중간적인 표현을 제공하여 패턴 일반화를 나타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

었다([그림 Ⅲ-6]). 정진환(2015)은 이와 같은 패턴 일반화를 

‘Computational Thinking Game’으로 구성하고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대수적 사고 뿐 아니라 컴퓨팅적 사고(Computational Thinking)7)

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Ⅲ-7]은 정진환(2015)의 연구에

서 최소표현게임을 통해 대상을 추상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디자인 게임

에서 변수와 치환 개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Ⅲ-6] 패턴 일반화 과제에 대한 

학생의 사고 분석(신동조, 2013)  

  
[그림 Ⅲ-7] 최소표현게임과 디자

인게임 활동 사례 (정진환, 2015)

7) Cuny, Synder, & Wing(2010)에 따르면, Computational thinking은 문제와 해답

을 형식화하는 사고과정으로서 그 해답이 정보를 처리하는 agent가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되는 인간의 사고 과정으로(정진환, 2015), Wing(2006, 

2008)은 추상화(abstraction)와 자동화(automation)가 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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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8)

3.1. 연결큐브 차시 분석 

연결큐브 차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 

쌓기나무 단원에 새롭게 도입된 차시이다. 기존의 쌓기나무 교구가 바닥에

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려야만 하는 것과 달리, 연결큐브는 오목한 면과 

블록한 면으로 연결이 쉽게 되기 때문에 바닥에 붙지 않는 모양도 만들 수 

있다. 쌓기나무 단원은 총 10차시와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한 보충 차시가 

두 차시 더 제시되어 있다. 이 중 연결큐브 활동이 나오는 차시는 6차시, 

7차시 두 차시로, 1차시부터 5차시까지의 쌓기나무 활동 이후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연결큐브 활동이 쌓기나무 활동의 확장, 후속 학습 개념으로 

등장할 만큼, 공간 감각이 더욱 요구되는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

큐브 차시의 구체적 수업 내용 및 활동을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차시 수업 내용 및 활동

6

조건에 따라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연결큐브 4,5개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을 찾게 한다. 

∙만들 수 있는 모양을 빠뜨리지 않고 찾기 위한 방법을 경험하게 한다.

7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연결큐브 4개로 만든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한다.

<표 Ⅲ-2> 연결큐브 차시 수업 내용 및 활동(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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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몇 가지인지 알아본다. 빠뜨리는 모양 없이 다 찾을 수 있도록 연결

큐브 3개 또는 4개로 만든 모양에서 연결큐브 1개를 옮겨 가며 붙여서 만

8) 본 절은 정혜림 외(2016)의 ‘Ⅲ. 거북표현체계와 연결큐브 교수학습’을 재

구성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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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는 모양을 모두 찾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양을 찾는 과정에서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모양이 같으면 같다.’는 약속을 하고 이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모양임에도 보는 관점

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이해했는지 알아보

는 문항으로 지도서와 익힘책에는 연결큐브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인 것을 고르는 ‘회전 문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8]은 

연결큐브 4개로 만든 모양을, [그림 Ⅲ-9]는 연결큐브 5개로 만든 모양을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회전 문항은 블록 모양의 

입체를 회전하여 같은지 다른지 판단한다는 점에서, Shep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그림 Ⅲ-10])와 유

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8] 회전 문항1(교육부, 2015) [그림 Ⅲ-9] 회전 문항2(교육부, 2015)

[그림 Ⅲ-10] Mental rotation task(Shepard, & Metzler, 1971)

7차시에는 6차시에서 연결큐브 4개로 만든 모양 두 가지를 연결하여 새

로운 모양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다. 또한 연결큐브 8개로 만든 모양을 

4개짜리 연결큐브 모양 두 가지로 분리해 색칠해보는 가역적 사고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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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7차시에는 4개짜리 연결큐브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

어서 결합하여 나올 수 있는 모양을 찾는 ‘결합 문항’([그림 Ⅲ-11])과 

교과서에 문항으로 나오진 않았으나 전체 모양을 분리하는 활동([그림 Ⅲ

-12])에서 ‘분해 문항’을 생각할 수 있다. 결합 문항과 분해 문항도 결국 

입체를 회전하여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Shep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과제와 유사하다.

[그림 Ⅲ-11] 결합 문항(교육부, 2015) [그림 Ⅲ-12] 분해 활동(교육부, 2015)

한편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며 수

학과 각 차시마다 ‘창의 수학 활동’, ‘수학 인성 교육’의 제목 아래 

수학적 창의력과 인성 요소를 키우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을 권장하였는

데, 연결큐브 차시는 공통적으로 ‘수학적 의사소통’이라는 교수 학습 방

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교사용 지도서(교육부, 2015)의 다음 내용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6차시에서는‘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해 보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유창성, 융

통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7차시에서는‘친구들과 만든 것을 서

로 비교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리해보면 연결큐브를 사용한 두 차시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은 회전 

문항, 결합 문항, 분해 문항 총 3가지이고, 이 문항은 모두 입체의 심적 회

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통적 공간 시각화 과제인 Shepard, & 

Metzler(1971)의 과제와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 두 차시 모두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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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내용은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며 이미 7차 수학과 교육과정에

서 유사한 내용이 다루어진 바 있다. [그림 Ⅲ-13]과 [그림 Ⅲ-14]는 7차 교

육과정에 따른 수학 교과서와 수학익힘책 쌓기나무 단원 1차시에 나온 문

항이다. [그림 Ⅲ-13]은 쌓기나무 5개로 만든 모양의 그림을 보고 서로 같

은 모양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입체 모양을 돌리거나 뒤집어서 같은 모양

을 고르는 ‘회전 문항’과 유사하다. [그림 Ⅲ-14]는 쌓기나무 4개로 만

든 두 모양을 연결하여 새로운 모양을 만들고 색칠하여 구분하는 문항으

로, ‘분해 문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쌓기나무는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하고 쌓기나무끼리 연결

이 되지 않아 물리적 환경에서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김

수운(2004)에서 [그림 Ⅲ-13] 활동 수업 장면에서 ‘가의 노란색 부분은 나

의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라는 교사의 물음에 학생이 ‘뒤집어 있

다’라고 하였을 때 교사가 불가능함을 말하였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뒤집기’는 쌓기나무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머릿속으로

는 충분히 가능해 해결 전략으로 쓰일 수 있다. 반면, 2009 개정 수학과 교

육과정에서는 쌓기나무 대신 연결큐브라는 교구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결큐브는 큐브 간 연결을 통해 입체를 만들기 때문에, 입체를 돌리거나 

뒤집는 조작이 용이하다. 따라서 쌓기나무 대신 연결큐브로 이 내용을 다

룬 것은 적합한 교구 선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Ⅲ-13] 회전 문항(교육부, 2003) [그림 Ⅲ-14] 분해 문항(교육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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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

초등학교 교과서의 연결큐브 문항은 기본적으로 심적 회전을 하는 공간 

시각화 과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Stieff(2007)의 연구처럼 대다수가 직

관적인 ‘심상 전략’으로 접근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바닥면’ 원리를 바탕으로 거북표현체계로 ‘코딩’하는 

해결 전략을 제시한다. 

A) ssul B) ssru

표준형 아님 표준형 표현식

<표 Ⅲ-3> 표준형 표현식 예시

A) sslu B) ssru

왼쪽 타입(LT) 오른쪽 타입(RT)

<표 Ⅲ-4> 표준형을 통한 입체 구분

<표 Ⅲ-3>에 제시된 A, B는 동일한 입체이지만, ‘바닥면’을 어디로 보

고 입체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코딩이 달라진다. A는 지면과 평행한 상태

를 바닥면으로 보고 입체를 구성하므로 거북표현식은‘ssul’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B의 경우 관점을 변환하여 지면과 수직인 회색 면을 바닥면이

라고 설정하고 입체를 구성하면 ‘ssru’로 코딩된다. 이처럼 바닥면을 어

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거북표현식이 달라지며, 거북의 관점에서 쌓기나

무처럼 바닥에서부터 위로 쌓아 나갈 수 있는지에 따라 ‘표준형 표현

식’이 정의된다. 즉, A는 연결큐브로는 만들 수 있어도 쌓기나무로는 만

들 수 없다. 그러나 바닥면을 B와 같이 설정하면, 쌓기나무로도 모양을 구

성할 수 있다. 따라서 <표 Ⅲ-3>의 입체는 ‘ssru’가 표준형 표현식이 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닥면을 그림에서 제시된 형태가 아닌 다른 방향으

로도 설정하여도, 그것이 쌓기나무로 구성할 수 있는 형태이기만 하면 표

현이 동일하게 나온다. 이처럼 표준형 표현식은 3차원 입체 대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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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기호적 표현을 제공한다. 

표준형의 도입은 입체의 구분을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다. <표 Ⅲ-4>에 

제시된 두 입체는 회전해서는 포개질 수 없는 거울대칭 입체이다. 두 입체

를 바닥면을 설정한 후 거북표현체계로 나타내면, 앞으로 두 번(ss) 움직이

는 것은 동일하지만 A는 왼쪽(l)으로 움직이고, B는 오른쪽(r)으로 움직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다. A는 ‘sslu’, B는‘ssru’로, 표현식이 다

르므로 서로 다른 입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모양은 학생들이 같은지 다

른지 헷갈려하는 모양으로(Sack,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를 거북표현식을 

통해 ‘왼쪽 타입’과 ‘오른쪽 타입’으로 구분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코딩 전략을 활용하여 연결큐브 문항을 해결할 수 있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표 Ⅲ-5>는 회전 유형을 심상전략과 거북표현체

계를 활용한 코딩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심상 전략은 제시

된 입체가 보기와 다를 경우 다르다는 것을 확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실제로 이지윤(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심상 전략으로 다른 문제를 해

결하였을 때 더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거북표현체계는 각각의 입체

에 대해 텍스트 형태로 표현식을 통해 다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심상 

전략

화살표 방향으로 입체를 회전

거북 

코딩 

전략

ssru
표준형 표현식 

ssru

<표 Ⅲ-5> 회전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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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은 결합 유형을 심상 전략과 거북 코딩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교한 것이다. 심상 전략으로 해결한다면, 보기자극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은 후 다른 하나를 회전해보며 오른쪽 목표자극이 나오게끔 기준이 되

는 입체에 앞, 뒤, 좌, 우 등 가능한 위치마다 결합해보는 방식으로 해결하

게 된다. 또는 보기자극 중 하나를 오른쪽 목표자극에서 먼저 제거 한 후, 

남은 모양을 회전하며 비교할 수도 있다. 반면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할 경

우 우선 보기자극 중 어떤 것이 제거하기 좋은 입체인지를 판단한다. <표 

Ⅲ-5>에서 A는 B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므로, C에서 A를 제거한다. 

그 이후의 과정은 회전 유형에서와 동일하다. C에서 A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거북표현식으로 나타내어 B와 비교하는데, C-A와 B는  ‘ssru’라

는 동일한 거북표현이므로 오른쪽 입체가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상 

전략

보기를  회전시킨 후 결합

거북 

코딩 

전략

C에서 A를 제거한 후 표준형 표현식

<표 Ⅲ-6> 결합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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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Ⅲ-7>를 통해 분해 유형을 각 전략으로 해결한 것을 비

교해보자. 심상 전략으로 해결한다면, 보기자극에서 검정색 조각인 방해자

극을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돌리고 뒤집는 등 회전하여 목표자극과 일치

하는지 알아보게 된다. 즉,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검은색 조각)을 제거한 

뒤에 해결하는 과정은 두 모양끼리 같은지 다른지 변별하는 회전 문항과 

동일하다. 이를 거북 코딩 전략으로 해결하게 되면, 보기자극에서 방해자

극을 제거한 뒤 남은 모양을 회전할 필요 없이 바닥면을 찾아 거북표현식

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리고 목표자극의 거북표현식과 일치하는지 알아보

면 된다. 둘 다 ‘sslu’라는 동일한 거북표현식이 나오므로, 분해했을 때 

목표자극이 나옴을 알 수 있다. 

심상 

전략

거북 

코딩 

전략

<표 Ⅲ-7> 분해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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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1: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

현체계의 활용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는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와 관련된 

공간 시각화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해 문제 해결

을 하고, 의사소통하는지 분석한다. 그 다음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이전과 비교해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

펴본다. 여기서 연결큐브 과제는 회전 유형, 결합 유형, 분해 유형으로 나

뉘며, 각 문항 유형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과 거북표현체계로 인한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혜림 외(2016)가 교사를 대상으로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는 인지 전략과 거북표현체계의 효과를 알아보았

다면, 본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알아봄으로써 실제 연결큐브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1. 연구 방법

1.1. 연구 참여자 및 진행 과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

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22명(남 11명, 여 11명)으로, 대부분 수학 성적

이 중․ 상위로 우수한 편이다. 이 학급은 블록타임제(Block time)를 실시하

고 있어 수업 시간 운영이 탄력적이며, 따라서 타 학생에 비해 수업 집중

도, 참여도가 높다. 학생들이 수업 장면을 촬영하는데 익숙하여 카메라 앞

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한다. 본 연구는 수업 관찰

이 주가 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학급이 본 연구 참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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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 과정은 <표 Ⅳ-1>과 같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급을 

연구대상을 선정한 후에는 학급의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수업 일정을 정하

였으며, 수업하기 전에 미리 학급 학생들을 만나 연구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 동의를 모두 받은 후에 수업을 진행

하였다. 학급의 자리배치는 학생의 수준이 고른 편이라서 따로 수준에 따

른 이질집단으로 구성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학

생의 교우관계 및 행동 특성을 주로 고려하여 담임교사와 협의 하에 결정

하였다. 수업은 총 3차시로 한 주에 걸쳐 진행하였고, 이후 필요한 일부 학

생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순 진행 과정 일정

1 ∙연구대상 선정 2016.04.08

2 ∙미리 담임교사와 일정 협의 2016.06.27

3
∙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 실시 및 동의 구하기 

∙교우관계, 행동특성을 고려해 담임교사와 자리배치 협의
2016.07.04

4
1차시

(70분)

사전 학습

∙연결큐브 문제해결하고 해결과정 의사소통하기
2016.07.11.

5
2차시

(40분)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전략 학습 2016.07.12

6
3차시

(70분)

사후 학습

∙거북표현체계로 문제해결하고 의사소통하기
2016.07.14

7 ∙필요 학생 추가 면담 실시 2016.07.15

<표 Ⅳ-1> 연구1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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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 도구는 검사와 설문지 2가지로, 검사는 사전, 사

후의 점수 차이를 통해 학생의 연결큐브 문제 해결에 대한 거북표현체계

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학생이 문항을 어떻게 해결하고 

설명하는지 전략을 알아보기 위함으로, 설문지를 통해 전략을 판단하는 방

식은 공간 인지에 관한 선행 연구(Vandenberg & Kuse, 1978; Shultz, 1991; 

이지윤, 2015)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이 방식을 사용하였다. 

검사 제작

검사 문항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교육부, 2015)와 지도서

(교육부, 2015)에 나온 문항과 활동을 바탕으로 개발하였다. 교과서에 나온 

문항의 종류는 회전(R), 결합(C) 총 2가지 유형이고, 회전 유형은 연결큐브 

4개짜리 모양을 회전하는 유형(R1)과 연결큐브 5개짜리 모양을 회전하는 

유형(R2)으로 나뉜다. 정혜림 외(2016)에서는 회전(R), 결합(C) 유형에 대해

서만 검사를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해 유형(D)을 추가하였다. 정리하

면 본 연구의 검사 문항의 유형은 회전(R), 결합(C), 분해(D) 세 유형으로, 

유형별 문제수는 8개씩 하여 총 24개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표 Ⅳ-2>는 

문항 유형별 개수와 각 유형의 자극에 사용한 입체 모양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문항 유형 입체 모양 문항수

회전(R)
R1 a, a′ 2

R2 b, b′, c, c′ 6

결합(C) a, a′ + d, e, f, g   8

분해(D) a, a′ + d, e, f, g  8

<표 Ⅳ-2> 검사 문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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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회전 문항 [그림 Ⅳ-2] 결합 문항 [그림 Ⅳ-3] 분해 문항

회전 문항(R)은 [그림 Ⅳ-1]과 같이 같거나 거울대칭인 두 입체를 제시하

고 같은 모양인지 다른 모양인지 판단하는 형식으로, Shephard, & 

Metzler(1971)의 심적 회전 검사와 이지윤(2015)의 변별 검사를 따랐다. 회

전 문항(R)은 연결큐브 4개짜리 모양을 회전하는 문항(R1)이 2문항, 연결

큐브 5개짜리 모양을 회전하는 문항(R2)은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전 문

항에 사용한 입체는 교과서 회전 문항에 나온 모양 중 다음 3가지 모양

([그림 Ⅳ-4]의 (a), (b), (c))과 거울 대칭인 모양 등 총 6가지로 한정하였다. 

이와 같이 거울 대칭 모양이 있는 입체로만 구성한 까닭은, Sack(2013)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소마큐브 활동 시 (a)와 (a′) 두 모양에 대해서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학생

들이 두 모양을 헷갈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

큐브 4개, 5개로 이루어진 입체 중 다른 모양에 비해 거울 대칭 모양을 변

별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문항의 자극을 이 모양들로만 구

성하였다. 입체의 회전 각도는 Y축에 따른 회전 각도는 자유롭게 하였고, 

X축, Z축에 따른 회전 각도는 90도, 180도, 270도 등 90배로 한정하였다. 

이것은 교과서 문항을 따른 것으로, 교과서 문항에 나오는 입체도 Y축 회

전은 각도가 자유로우나, X축, Z축 회전 각도는 90배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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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회전 문항에 사용한 입체

   

[그림 Ⅳ-5] 회전축 설정

결합 문항(C)은 [그림 Ⅳ-2]와 같이 보기의 두 입체를 돌리거나 뒤집어 

결합하여 오른쪽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교

과서의 문제 형식을 따른 것이다. 결합 문항(C)의 보기자극은 모두 교과서

에 나온 연결큐브 4개짜리 입체 모양을 따라 이미지를 제작하였는데, 하나

는 [그림 Ⅳ-4]의 (a) 또는 (a′) 중 하나를 반드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그림 Ⅳ-6]의 4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결합 문항의 보기자극 중 하나

를 굳이 (a) 또는 (a′)와 같이 거울 대칭 모양으로 정한 이유는 (d), (e), 

(f), (g)는 방향성이 없어 결합 자극에서 형태가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또한 보기자극을 둘 다 (a) 또는 (a′)로 하면, 결합 자극에서 보기 자극을 

찾는 것이 어려워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이 정하였다.

[그림 Ⅳ-6] 결합 문항 보기에 사용한 입체

   

분해 문항(D)은 두 입체가 결합된 모양에서 한 입체를 제거하였을 때 남

은 입체가 오른쪽 모양과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림 Ⅳ-3]과 

같이 화면의 맨 윗쪽에 제거해야 하는 방해자극을 검은색 조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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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아래 왼쪽에는 보기 칸 속에 두 입체가 결합된 자극을 제시하고, 

오른쪽에는 같은지 다른지 변별해야하는 목표자극을 노란색 조각으로 제

시하였다. 분해 문항은 이초희(2016)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지만, 이초희

(2016)의 연구에서 입체의 회전 각도가 자유로웠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

서는 교과서 문항을 따라 회전 각도에 제한을 두었고, 자극의 위치를 달리

하였다. 분해 문항(D)의 목표자극은 [그림 Ⅳ-4]의 (a) 또는 (a′)를 사용하

고, 방해자극은 [그림 Ⅳ-5]의 4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 결합 문항과 

같은 이유로 제거해야하는 방해자극(검은색 조각)은 방향성이 없는 [그림 

Ⅳ-6]의 4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고, 제거하고 남은 모양과 같은지 다른지 

판단해야 하는 목표자극(노란색 조각)은 [그림 Ⅳ-4]의 (a) 또는 (a′)를 사

용하여 적절한 난이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유형에 대해서 답지의 유형은 같은 모양이거나 거울대칭인 다른 모

양이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만 한정하였다. 또한 문항의 보기자극이 연속

해서 같지 않도록 순서를 조정하여 간섭의 효과를 줄이고자 하였다. 결합 

문항(C)이나 분해 문항(D)의 경우 결합하는 두 입체의 조합도 개수를 같게 

조정하여 특정한 조합이 많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전체 문항 특성은 부록 

참조). 문항 화면은 상단의 오른쪽 끝에 문제 번호를 작게 넣고, 중앙의 왼

쪽에 보기 칸을, 오론쯕에는 목표자극을, 하단에는 O, X 선택지와 선택지

에 따라 눌러야 하는 키보드 키를 표시하였다. 검사에 나오는 자극 이미지

는 JavaMAL에서 제공하는 거북표현식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

였다. 

검사는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문항별 제한 시간은 30초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고 무응답으로 처리되게 하였다. 정

혜림 외(2016)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문항별 제한 시간은 

40초를 주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검사 결과 30초

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30초로 정하였다. 또한 정혜림 외

(2016)에서 참여자가 문제를 풀 때,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해 답을 고민하다

가 시간 초과되어 무응답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점을 고려해 

남은 시간이 5초 남았을 때부터 상단 중앙에 표시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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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제작

본 연구의 사전, 사후 학습에 사용한 설문지는 공간 인지에 관한 선행 

연구(Vandenberg & Kuse, 1978; Shultz, 1991; 이지윤, 2015)에서 사용한 설

문지 형식을 참고하였으며, 이는 정혜림 외(2016)의 설문지와 유사하나 연

구 참여자가 학생으로 바뀐 것을 고려하여 어휘, 문항 등을 수정하고, 분

해 유형(D)을 추가하였다. 

사전 설문지에는 유형별로 교과서 문제가 하나 주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선다형으로 고르게 하였다. 선다형 문항은

‘처리 방법’과 ‘접근 방법’측면에서 물어봤다. (설문 문항은 부록 참

조). 이어서 친구에게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서술형으로 작성

하게 하는 문항을 두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해주는 상황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정혜림 외(2016)

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사가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

는 형태로 문항을 구성하였는데, R1 유형에서 두 모양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달랐다. R1 뿐 아니라, R2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

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R2의 설명하는 문항

에도 두 모양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를 각각 물어보았다. 또한 결합 유

형(C)에서도 두 모양을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와 나오지 않는 경우 두 가지

를 제시해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설명하는 문항에

는 학생이 설명하는데 사용한 전략만을 판단하기 위해 ‘연결큐브 또는 

쌓기나무로 직접 보여줄 수 없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설문의 마지막

에는 문항 유형 중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을 묻고, 해결 전략을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물어보았다.

사후 설문지는 사전 설문지와 문항은 동일하되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

여 풀도록 하였다.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유형별로 난이

도, 정확도, 속도, 문제해결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

서는 설명, 이해 면에서 어떠한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고르고 이유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설문의 마지막에는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했

는지 5점 척도로 고르게 하였고,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각각에 가장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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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문제 유형을 골라보게 하였으며 이전과 비교하여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과 나빴던 점을 적게 하였다.

1.3. 수업 상황

수업은 본 연구자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였고, 자리배치는 의사소통이 원

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림 Ⅳ-7]과 같이 2인이 나란히 짝으로 앉고 

총 3-4인이 한 모둠이 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Ⅳ-7] 자리 배치도

본 연구의 수업은 1차시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는 수업, 2차시는 거북표현체계를 배우는 수업, 3차시는 배

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해보는 수업으로 각각 70

분, 40분, 70분씩 진행하였다. 각 차시별로 진행한 활동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차시는 거북표현체계를 배우기 전에 학생들이 연결큐브 과제를 어떤 

인지 전략을 사용해 해결하고 의사소통 하는지 관찰하기 위함으로, 학생들

이 연결큐브 교구를 직접 조작하는 활동을 한 뒤,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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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는 교사용 지도서에서 권장하는 교수 학습 

방법인 구체적 조작 활동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따른 것이다. 연구 참여자

들은 연결큐브를 처음 접해보는 것이므로 수업의 시작은 전체 학습으로 

연결큐브와 쌓기나무의 차이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다음 모둠 

학습으로 연결큐브 교구를 직접 조작하며 교과서에 나온 소마큐브 모양을 

만들고 관찰해보도록 하였다. 그 다음 연구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 연결큐

브 과제를 풀었는데, 지필로 풀지 않고 태블릿으로 키보드를 눌러 풀게 하

였으며 컴퓨터 기반의 검사로 실시하여 답과 반응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하

게 하였다.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자는 문항 형식, 문항 수, 문항 

제한 시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고, 문항 유형별 예제를 먼

저 풀고 본 문항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검사 이후에는 사전 설문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한 전략을 선다형으로 고르게 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가 전략을 고를 때 뜻을 몰라 잘못 고르는 경우가 없도록, 본 연구

자가 설문을 시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었으며 참여자가 설문을 

푸는 동안 연구자가 계속 순시하며 설문 문항에 관한 참여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이어서 친구에게 이 전략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설문지에 적게 하였으며, 그 다음 짝과 함께 자신의 해결 전략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2차시에는 s, r, l, u, d 등 거북표현체계의 기본 명령과 이를 활용해 유형

별 문항을 푸는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전략을 적용해 연습 문제를 풀어보

게끔 하였다. 거북표현체계에 다양한 명령이 있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단 시간에 익힐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명령인 s, r, l, u, 

d만을 이용하여 거북표현식을 구성하게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손을 

거북이로 생각하는 은유를 통해 직접 ‘제스처’를 하며 명령을 익히고 

모양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에는 2차시에 배웠던 거북표현체계로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1차시에 사용했던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

하여 거북표현체계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는 1차시와 마

찬가지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또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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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에 적고, 자신의 해결 전략을 짝에게 설명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거북표현체계의 효과와 유용성에 대해 평

가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림 Ⅳ-8]은 각 차시별 전개한 활동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Ⅳ-8] 차시별 전개한 활동

1.4.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수업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수업하며 관찰하는 

실행연구로 진행하였다. 실행연구에서는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반드시 삼각검증(triangulation)9)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삼

각검증의 원리에 따라 수업 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교과서, 지도서, 

학생의 수학 수준 자료 등을 수집하고, 수업 중에는 학생의 활동지, 설문

지, 검사 파일, 관찰 자료를, 수업 후에는 면담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 설문지를 통해 얻은 학생의 인지 전략은 <표 Ⅳ-3>의 분류 틀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인지전략 분류 틀(<표 Ⅳ-3>)은 Stieff et al.(2012)와 이

지윤(2015)이 제시한 인지 전략 분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과제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서술형을 통해 얻은 학생의 인지 전략은 비슷한 답변끼리 

범주화한 뒤 이 틀을 사용해 분류하였으며, 판단을 내리기에 모호한 답변

은 같은 연구실 내 동료 연구자와 상의하여 분류하였다. 사전 검사, 사후 

검사를 통해 얻은 정답률과 반응시간은 SPSS의 비모수검정을 통해 사전과 

9)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연구자의 편협한 시각을 경계하기 위함으로 문서 

자료, 관찰 자료, 면담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우정호 

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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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았다. 

처리

방법

심상 전략 입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회전하는 전략 

분석 전략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도식, 규칙 등으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전략

접근 

방법

전체적 접근 입체 전체를 살펴봄

부분적 접근
입체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거나 입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봄

준거

기준

대상 변환 입체 대상을 변환하는 전략

관점 변환 입체를 보는 관점을 변환하는 전략

<표 Ⅳ-3> 인지 전략 분류 틀

수업은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면서 관찰하였기 때문에, 수업의 모든 측면

을 관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업의 전체 장면을 캠코더 1대로 녹화하면

서, 모둠별로는 녹음기를 배치해 음성을 녹음하였다. 연구자가 교실을 순

시하며 특히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모둠은 캠코더 1대를 더 사용하여 

별도로 촬영하였다. 면담은 설문지의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수업 중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낸 참여자에 한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하였고, 녹음기를 

사용해 음성 녹음하였다. 이렇게 얻은 수업 자료와 면담 자료는 전사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고, 여기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장면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설문과 수업을 통해 얻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후 학생들의 

의사소통 변화는 <표 Ⅳ-4>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표 Ⅳ-4>은 김상화

(2010)가 제시한 표현 유형의 output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하였다. 본 수

업에서 의사소통 활동은 학생들이 먼저 해결 전략을 서술형 답변으로 쓰

고 나서 이를 설명하도록 하므로,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김상

화(2010)의 표현 유형의 평가 기준인 간결성, 정확성, 수학적 용어 또는 기

호의 사용, 이해시키기 등 4가지를 평가 요소로 삼고, 본 연구에 알맞게 세

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사소통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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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세부 내용

간결성
- 간결하게 표현하였는가?

- 시간 소모가 적은 표현인가?

정확성
- 표현에 오류가 없고 정확한가?

- 표현에 일관성이 있는가?

수학적 표현
- 수학적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였는가?

- 수학적 용어와 기호 사용이 적절한가? 

이해
-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는가?

- 문제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는가?

<표 Ⅳ-4> 의사소통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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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과제 중심 연결큐브 수업’에서는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를 변별하

는 과제를 중심으로 먼저 학생들의 인지 전략을 분석한 뒤, 거북표현체계

를 사용해 수업하였을 때 이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인지 전략 분석과 거북표현체계로 인한 변화는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연결큐브 과제를 회전, 결합, 분해 세 유형으로 구성

하여 각 문항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2.1. 인지 전략 분석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과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정혜림 외(2016)에서 일부 교사들은 회전 문항을 심상 전략으

로 해결하고서, 이를 학생에게 설명해주는 상황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분석 전략으로 문제 해결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교사와 학생 간 

의사소통 뿐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 의사소통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

는 모습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

략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연결큐브 과제 검사를 수행한 뒤, 이어지는 설

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한 인지 전략은 선다형으로 고르게 하였

고, 이를 친구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서술형으로 답변하게 해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연결큐브 과제는 회

전, 결합, 분해 세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유형별 학생의 전략이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형에 따라 전략을 고르고 답변하게 하였다. 이처럼 

본 절에서는 연결큐브 과제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인지 전략을 문제 해

결과 의사소통 면에서 나누어 보고, 또 각 유형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문제 해결 면에서 학생들의 인지 전략은 ‘처리 방법’과 ‘접근 방법’ 

측면에서 분류하였고, 의사소통 면에서 인지 전략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고자 ‘처리 방법’과 ‘접근 방법’측면에, ‘준거 기준’측면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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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하였다. 인지 전략을 분석할 때 사용한 틀은 다음 <표 Ⅳ-3>과 같

다. 먼저 가장 큰 분류 기준인 ‘처리 방법’ 측면에서는 인지 전략을 입

체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회전하는 ‘심상 전략’과 이미지를 떠올

리지 않고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규칙, 관계, 도식 등으로 파악하여 해결

하는 ‘분석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입

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지, 입체의 부분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으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준거 기준’면에

서는 입체 대상을 회전하는 ‘대상 변환’과 입체를 보는 관점을 변환하

는 ‘관점 변환’으로 나누었다. 

2.1.1.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 분석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은 선다형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선다

형 문항은 총 2개로 하나는 처리 방법 측면에서 전략을 묻는 문항이고 다

른 하나는 접근 방법 측면에서 묻는 문항이다. 처리 방법 측면에서 인지 

전략은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으로 나눠 선택하도록 하였다. 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으로 나눠 선택지를 

제시하였는데, 문항 유형에 따라 이 의미는 다르게 해석하여 제시하였다. 

회전 유형에서 전체적 접근은 입체의 전체 모양을 보았을 경우를 말하며, 

부분적 접근은 입체의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보거나 입체를 부분으로 나

누어 보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결합, 분해 유형에서 전체적 접근은 보기

의 두 입체를 결합한 모양을 목표자극과 비교하는 경우이며, 부분적 접근

은 목표자극에서 보기의 한 입체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을 보기의 다른 입

체와 비교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결합, 분해 유형에서 접근 방식은 두 입

체를 결합하여 접근하는지, 입체를 분해해 부분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선택

을 달리하도록 제시되었다. 정리하면,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은 처

리 방법과 접근 방법 측면에서 분류하여 고를 수 있도록 하였고, <표 Ⅳ

-5>는 각 유형별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의 분류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 72 -

분류 기준 전략
회전 유형(R) 결합 

유형(C)

분해 

유형(D)R1 R2

처리 방법

심상 86%(18) 86%(18) 67%(12) 95%(20)

분석 10%(2) 14%(3) 33%(6) 5%(1)

혼합 5%(1) ․ ․ ․

접근 방법
전체 47%(9) 42%(8) 71%(15) 10%(2)

부분 53%(10) 58%(11) 29%(6) 90%(18)

(%(명), 총 21명, 각 문항에서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표 Ⅳ-5>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 비율

1) 회전 유형

회전 유형은 연결큐브 4개짜리 입체를 회전하는 R1 유형과 연결큐브 5

개짜리 입체를 회전하는 R2 유형으로 나뉘며, 한 입체를 회전해 다른 입체

와 같거나 다름을 판단하는 형식이다([그림 Ⅳ-1]). <표 Ⅳ-5>의 회전 유형

을 처리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R1과 R2 모두 입체의 이미지를 떠올려 

회전하는 ‘심상 전략’의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입체의 구조나 특징

을 생각하는 ‘분석 전략’이나 두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학생 

수는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Stieff(2007)의 연구에서 심상 전략

은 초보자들이 가장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초보자들은 심적 회전 

과제에서 자극이 어떤 형태이든 심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R1에서 두 전략을 혼합해서 사용한 학생은 S21 단 한 명으

로, S21은 ‘1번식(심상 전략)으로 하다가 안되면 2번(분석 전략)을 한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학생의 답변에서도 심적 회전 과제를 대할 때 분석 

전략보다 심상 전략을 먼저 사용하려는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접근 방법 측면에서는 R1과 R2 모두 입체의 전체를 보는 ‘전체적 접

근’과 입체의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비슷하나, 부분

적 접근이 좀 더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표 Ⅳ-5>). R1과 R2에서 전체적 

접근을 한 학생은 각각 9명, 8명으로, 이 학생들은 모두 처리 방법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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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 중에는 심상 전

략을 사용한 학생도 있고 분석 전략을 사용한 학생도 있었다. 예를 들면 

R1에서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 수는 10명인데, 이것은 심상 전략을 사용한 

학생 7명, 분석 전략을 사용한 학생 2명, 두 전략을 혼합 사용한 학생 1명

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며, R2에서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 수는 11명이고 이 

중 심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8명, 분석 전략을 사용한 학생 수는 3명이

었다. 이처럼 전체적 접근은 오직 심상 전략과 같이 사용되었지만, 부분적 

접근은 심상 전략 뿐 아니라 분석 전략과도 같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분

적 접근을 하는 학생이 좀 더 많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편으로 이 결과는 분석 전략을 하는 학생들은 입체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

에 주목하는 부분적 접근만 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회전 문항을 해결하는데 학생들은 대체로 입체의 이미지를 떠

올려 회전하는 ‘심상 전략’을 사용하며, 심상 전략은 입체 전체를 통째

로 회전하는 ‘전체적 접근’과 입체의 부분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입체

를 부분으로 분해해 회전하는 ‘부분적 접근’으로 나뉜다. 그리고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생각하는 ‘분석 전략’은 입체의 부분에 주목하여 사용되

었으며, 소수의 학생이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2) 결합 유형과 분해 유형

결합 유형은 두 입체를 결합해 나올 수 있는 모양을 고르는 것이고, 분

해 유형은 두 입체가 결합된 모양에서 한 입체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이 제

시한 입체가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것이다. 이처럼 결합 유형과 분해 유형

은 서로 역의 관계를 띄고 있어, 함께 묶어 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Ⅳ-5>에서 결합 유형과 분해 유형 둘 다 처리 방법 측면에서는 입체

를 이미지로 표상해 회전하는‘심상 전략’을 대개 사용하였으며, 특히 분

해 유형은 학생들 대부분이 심상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분석 전략’

으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결합 유형은 6명, 분해 유형은 단 1명뿐이었

다. 결합 유형을 분석 전략으로 해결한 학생들은 꺾인 부분이나 블록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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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 있는 위치 등으로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파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분해 유형을 분석 전략으로 해결한 학생은 S1 한 명뿐으로, S1은 [그림 Ⅳ

-9]와 같이 입체의 구조를 간단한 선을 그려 파악하여 해결하였다.  

[그림 Ⅳ-9] 분해 문항의 분석 전략 해결

<표 Ⅳ-5>을 접근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결합 유형은 부분적 접근

(29%)보다 전체적 접근의 비율(71%)이 높고, 분해 유형은 전체적 접근

(10%)보다 부분적 접근의 비율(90%)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

항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결합 

유형은 보기의 두 입체를 결합하여 목표자극이 나올 수 있는지 묻는 것이

고([그림 Ⅳ-2), 분해 유형은 결합된 두 입체에서 검은색 입체를 제거하고 

남은 부분이 보기와 같은지를 묻는 것이다([그림 Ⅳ-3]). 결합, 분해 유형에

서 전체적 접근은 두 입체를 결합하여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적 접

근은 결합된 입체를 분해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각 문항

에서 거꾸로 사고를 하지 않고 묻는 그대로 접근한다면, 결합 문항은 전체

적 접근을, 분해 문항은 부분적 접근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결합 유형

에서 전체적 접근으로, 분해 유형에서 부분적 접근으로 해결하는 학생 수

가 많은 것이라 추정된다.  

유형별로 주로 쓰인 인지 전략을 정리하면, 결합 유형에서 학생들은 대

개 ‘심상 전략’, ‘전체적 접근’으로 해결하였고, 분해 유형은 ‘심상 

전략’, ‘부분적 접근’으로 해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제에 따

라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다르지만, 학생들은 대부분 직관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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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 분석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은 서술형 답변을 통해 분석하며, <표 Ⅳ

-3>의 분류 틀에 따라‘처리 방법’과 ‘접근 방법’, ‘준거 기준’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였다. 처리 방법과 접근 방법에 따른 분류는 문제 해

결에 사용한 인지 전략을 분류할 때와 동일하며, 준거 기준에 따른 분류는 

입체 대상을 변환하는지, 입체를 보는 관점을 변환하는지에 따라 ‘대상 

변환’과 ‘관점 변환’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결합 유형에서는 답 자체

가 틀려 설명이 부적절하거나 단순히 답을 설명하는 등 분석 틀에 따른 전

략 분류가 불가능한 답변이 많았다. 이에 결합 유형에서는 이런 답변을 제

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분류 틀을 적용하였다.

1) 회전 유형

회전 유형은 R1 유형과 R2 유형으로 나눠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

을 알아보았다. 정혜림 외(2016)의 R1 유형에서 두 입체가 서로 같을 때와 

다를 때 설명하는 전략이 다르게 나타났던 점을 착안하여, R1과 R2 모두 

두 입체가 서로 같을 때와 다를 때를 구분해 답변하도록 하여 답지에 따른 

설명 전략의 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은 처리 방법, 접근 방

법, 준거 기준 측면에서 <표 Ⅳ-3>의 분류 틀에 따라 분석했으며, 분류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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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략

회전 유형(R)

R1 R2

다름 같음 총합 다름 같음 총합

처리 

방법

심상 24%(5) 90%(19)  57%(24) 10%(2)   100%(21)  56%(23) 

분석 67%(14) 10%(2) 38%(16) 85%(17) ․ 41%(17) 

혼합 10%(2) ․ 5%(2) 5%(1) ․ 2%(1) 

전체적 38%(8) 57%(12) 48%(20) 5%(1) 62%(13) 34%(14) 
접근 

방법
부분적 52%(11) 43%(9) 48%(20) 90%(18) 38%(8) 63%(26) 

혼합 10%(2) ․ 5%(2) 5%(1) ․ 2%(1) 

준거 

기준

대상변환 76%(16) 86%(18) 83%(35) 100%(20) 100%(21) 100%(41) 

관점변환 24%(5) 14%(3) 17%(7) ․ ․ 0 

(%(명), 총 21명10), R2-다름에서 무응답 1명 제외)

<표 Ⅳ-6> 회전 유형의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 비율

  

처리 방법 측면

<표 Ⅳ-6>를 처리 방법 측면에서 보면, 회전 유형을 설명할 때 ‘심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 수가 ‘분석 전략’보다 많고, 특히 심상 전략은 

R1과 R2 모두 두 입체가 서로 같음을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모습은 R1(90%)보다 R2(100%)에서 더 심화되는데, R2에서는 

두 입체가 서로 같음을 설명할 때 학생들 모두 심상 전략을 사용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표 Ⅳ-6>). 

심상 전략으로 문제 해결을 설명한 학생들은 입체를 ‘돌린다’, ‘뒤

집는다’, ‘눕힌다’, ‘세운다’, ‘겹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림 Ⅳ-10]은 S4가 R1 유형에서, S10이 R2 유형에서 두 입체가 서로 같

음을 설명한 답변이다. 여기에서 S4는 보기를 뒤집는 방향을 ‘위쪽’이라 

말하였는데, 같은 방향을 학생에 따라‘오른쪽’, ‘오른쪽 밑으로’, 

‘거꾸로’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마

다 방향이 다르게 인식되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

10)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22명이나, 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은 1명(S7)

을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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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각도의 개념을 알고 있음에도 회전하는 각도를 제시하지 않거

나, ‘한 번’또는 ‘한 칸’, ‘비스듬히’ 등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용

어를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기를 돌려보면 다 모양이 나

온다(S13)’, ‘보기를 뒤집으면 다가 나오기 때문이다(S19)’와 같이 회전 

방향과 각도를 모두 제시하지 않은 답변도 있었다. 

S4: 위쪽으로 한 번만 뒤집으면 나오

기 때문이다. 

S10: ㉡을 오른쪽으로 한 칸 뒤집고 왼

쪽으로 90도 돌리면 ⓒ가 나와.

[그림 Ⅳ-10] 회전 문항의 심상 전략 설명

반면, 분석 전략은 입체의 구조나 특징을 규칙, 관계, 도식 등으로 파악

하는 전략이다. 분석 전략을 사용해 문제 해결을 설명한 답변은 ‘두 입체

가 거울 대칭으로 다르다’등의 전체적 접근을 한 경우와 ‘입체의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방향 또는 개수를 본다’, ‘입체를 부분으로 나눠 부분

끼리 관계로 방향을 비교한다’등의 부분적 접근을 한 경우로 나눠볼 수 

있었다. 그 예로 S6([그림 Ⅳ-11])은 R1 유형에서 입체를 연결큐브 2개씩 

오른쪽(동그라미 표시)과 왼쪽(네모 표시) 두 부분으로 나눠, 부분끼리 관

계로 ‘방향’을 비교해 두 모양이 다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분석 전략은 두 입체가 서로 다름을 설명할 때 주로 나타났는데

(<표 Ⅳ-6>), 이 경향은 R1(67%)보다 R2(85%)에서 더 심하였다. R2 유형에

서 분석 전략은 입체의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거나, 입

체의 부분을 선 등의 도식으로 나타내 ‘기역자’, ‘계단’, ‘번개’ 등

의 친숙한 모양으로 입체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S15([그림 Ⅳ-11])는 R2 유형에서 바닥에 닿은 부분이 하나는 계단식이

고, 하나는 계단식이 아니므로 두 입체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분

석 전략을 사용한 경우 주로 입체의 ‘방향’과 ‘개수’에 주목하며,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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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구조일 경우 입체의 부분을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거나 간단한 

‘도식’으로 나타내어 구조를 이해하려 하였다.

S06: 나 모양은 오른쪽, 왼쪽이 보기

와 바뀌어서.

S15: 바닥에 닿은 도형의 모습이 다르

기 때문이야. ㉠은 계단식이고 ⓐ는 

계단식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림 Ⅳ-11] 회전 문항의 분석 전략 설명 (그림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 모두를 혼합해 설명한 경우는 두 입체가 다름을 

설명할 때만 나타났다(<표 Ⅳ-6>). S13([그림 Ⅳ-12])은 R1 유형에서 보기

를 돌려도 목표자극(나 모양)이 나오지 않음을 먼저 파악하였다. 그 다음 

보기를 나 모양처럼 돌리면 높은 부분(네모 표시)이 낮은 부분(동그라미 

표시)보다 아래쪽 방향에 놓여있게 되고, 나 모양은 높은 부분이 낮은 부

분보다 위쪽 방향에 있으므로 모양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S21([그림 Ⅳ

-12])도 먼저 심상 전략을 사용해 아무리 돌려도 모양이 나오지 않음을 파

악한 뒤, 분석 전략을 통해 입체의 구조를 말하여 두 모양이 다름을 다시 

설명하였다. 이처럼 전략을 혼합해서 문제 해결을 설명하는 경우, 먼저 심

상 전략으로 접근한 뒤 분석 전략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S13: 보기를 돌려보면 나 모양이 나

오지 않기 때문이야. 보기를 나 모양

처럼 돌리면 높은 부분이 아래로 가

게 돼.

S21: 아무리 돌려도 안되고, 중간 부

분이 달라.

[그림 Ⅳ-12] 회전 문항의 혼합 전략 설명 (그림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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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법 측면

접근 방법 측면에서 학생의 인지 전략은 입체의 전체에 관심을 가지는 

전체적 접근과 입체의 부분에 주목하는 부분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전체적 

접근으로 문제 해결을 설명한 경우는 S21처럼 입체를 통으로 회전시켜 다

른 입체와 비교하거나, S22처럼 두 입체 사이에 거울이 있다 생각하고 전

체적 모습이 대칭이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그림 Ⅳ-13]). 이처

럼 전체적 접근은 입체의 특정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S21: 왼쪽으로 한 칸 돌리면 모양이 

같아지게 될거야.

S22: 방향이 달라. 보면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 모양은 거울에 비치는 모

양이야. 거꾸로 생각하면 방향이 달

라(기둥).

[그림 Ⅳ-13] 회전 문항의 전체적 접근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부분적 접근은 입체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거나 입체를 두 부분으로 분해

해서 분석하는 경우로 나뉜다. 입체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는 경우는 답변 

속에‘~(특정 부분)을 기준으로, ~을 중심으로’라는 표현을 넣어 해석하

였을 때, 자연스러운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S14처럼 변별해야 하는 두 입

체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연결큐브 2개짜리 ‘2층 기둥 모양’을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았다([그림 Ⅳ-14]). 또는 S16과 같이 입체의 튀어나온 모양 

등 특정 부분을 중심으로 위치나 개수를 파악하거나, 이를 간단한 도식 모

양으로 표현한 경우도 부분적 접근에 해당한다([그림 Ⅳ-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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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2층짜리가 지금은 밑에 깔려 있

잖아. 근데 그게 오른쪽으로 가도록 

눕히면 ㉡과 같은 모양이 돼.

S16: ㉠은 (가로로) 방향을 같게 하고 

두 번째 칸에서 튀어나오는데 반해, 

ⓐ는 세 번째에서 튀어나와.

[그림 Ⅳ-14] 회전 문항의 부분적 접근 설명1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부분적 접근 중 입체를 두 부분으로 분해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S15처럼 

두 부분 사이의 관계로 입체의 특징을 나타내려 한 경우 나타났다([그림 

Ⅳ-15]). 또는 S17과 같이 두 입체를 부분으로 분할해서 공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동그라미 표시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입체를 부분으로 분해하는 경우는 입체의 구조나 특징으로 변별을 판단하

는 분석 전략을 사용할 때만 나타났다([그림 Ⅳ-15]).

S15: 보기랑 나 도형 중에 밑에 있는 

도형 2개가 있어. 그걸 기준으로 삼으

면 보기는 오른쪽에 있고 나는 왼쪽

에 있기 때문에 달라.

S17: ①부분이 ②로 바뀌어졌기 때문

이다.

[그림 Ⅳ-15] 회전 문항의 부분적 접근 설명2

앞서 처리 방법 측면에서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 두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한 S13과 S21은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도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그림 Ⅳ-12]). S13과 S21은 심상 전략으로 먼저 설명한 뒤 분석 전략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입체의 전체적 모양을 먼저 본 뒤 이후 입체의 특

정 부분에 주목해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6>을 접근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R1 유형에서는 전체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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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동일하며, R2 유형에서는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더 높다. 이는 R2가 R1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이므로,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입체의 특정 부분에 주목하거나 부분으로 분해하여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R1과 R2 모두 두 모양이 같음을 설명할 때는 전체적 접

근의 비율이 높고, 두 모양이 다름을 설명할 때는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며, R1보다 R2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더 강하였다. 이

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처리 방법 측면에서 두 모양이 같음을 설

명할 때 심상 전략이 비율이 높고, 두 모양이 다름을 설명할 때 분석 전략

의 비율이 높았던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 해결에서와 마찬가지로 의

사소통에서도 심상 전략으로 설명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부

분적으로 접근을 하는 비율이 비슷하지만, 분석 전략은 주로 부분적 접근

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접근 방법에서 처리 방법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준거 기준 측면

준거 기준 측면에서는 학생의 인지 전략은 대상 변환과 관점 변환으로 

구분된다. 대상 변환은 관찰자의 관점은 고정한 채 입체 대상 자체를 변환

하는 것으로, 대개 심상 전략과 함께 사용된다. [그림 Ⅳ-16]에서 S22는 대

상 전체를 변환하고 있으며, S19는 ‘윗 부분’이라는 대상의 부분을 중심

으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22: 다 모양을 90도 뒤집어 보면 보

기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

S19: ⓒ모양의 윗 부분을 아래로 눕히

고 도형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같다.

[그림 Ⅳ-16] 회전 문항의 대상 변환 설명

반면, 관점 변환은 대상은 그대로 두고 대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을 변환

하는 전략으로, 주로 분석 전략과 함께 사용된다. 예컨대 S12는 두 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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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으로 있는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보기는 높은 부분이 눕혀 있는 

부분의 왼쪽 방향에 있고 ‘나’는 높은 부분이 눕혀 있는 부분의 오른쪽 

방향에 있다고 설명하였다([그림 Ⅳ-17]). 그러나 관점 변환이 오직 분석 

전략과 사용되는 것은 아닌데, S18의 답변이 그 반례이다. S18은 입체를 

보던 원래 내 관점에서 입체의 왼쪽으로 관점을 변환해, 입체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심상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Ⅳ-17]).

S18: ‘다’를 왼쪽에서 보면 보기와 

똑같기 때문이야.

S12: 보기는 높은 곳이 왼쪽 방향에 

있지만, 나는 오른쪽 방향에 높은 곳

이 있기 때문이야.

[그림 Ⅳ-17] 회전 문항의 관점 변환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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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합 유형

결합 유형은 두 입체를 결합해 모양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

는 유형으로, 결합해 나올 수 있는 모양과 나올 수 없는 모양을 각각 제시

하고 해결 전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사실 결합 유형은 세 유

형 중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가장 어려워한 유형인데, 학생들의 대답에서 

그를 알 수 있다. S10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다 해보는게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S17은 ‘머릿속에서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대

답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결합 유형이 가장 어렵다고 손꼽았다. 

결합 유형은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우므로, 해결 전략을 설명하는 것이 더

욱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답변은 답이 틀려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고, 전략을 설명하기보다 답 자체를 단순히 설명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는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였

지만, 전략을 확인하기 어려운 답변도 있었다. 따라서 기준에 따른 인지 

전략 분류가 어려운 답변은 구분하지 않고 ‘불가’ 항목을 두어 따로 표

시하였다. 

분류 처리 방법 접근 방법 준거 기준

전략 심상 분석 불가 전체적 부분적 불가 대상변환 관점변환

결합 

불가
15%(3) 10%(2) 75%(15) 80%(16) 5%(1) 15%(3) 100%(20) ․

결합 

가능
35%(7) 10%(2) 55%(11) 80%(16) 10%(2) 10%(2) 100%(20) ․

%(명), 총 20명(무응답 1명 제외)

<표 Ⅳ-7> 결합 유형의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 비율 

처리 방법 측면

<표 Ⅳ-7>을 보면 처리 방법 측면에서 분류가 불가한 답변이 대부분이

다. 예를 들면, S12는 ㉮ 모양은 ㉠과 ㉡을 결합해 나올 수 없는 모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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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은 결합해 나올 수 있는 모양이라고 단순히 답만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Ⅳ-18]). 반면, S10은 ㉮ 모양에 ㉡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진 후, ㉠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였다([그림 Ⅳ-18]). 

또 ㉳ 모양에서도 ㉡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언급하고 ㉡을 넣고 

남은 모양이 ㉠과 같다고 설명해, 해결 과정을 S12보다 상세하게 나타내었

다. S10의 답변은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답변이지만, 이 답변에

서 입체를 회전하였는지 입체의 구조를 분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따라

서 이와 같은 답변은 분류가 불가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전략 판단이 가능

한 답변에 한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S12: ㉮는 ㉠과 ㉡을 합해도 안되기 때문이다. 

S12: (그림에 ㉠, ㉡ 표시) 이렇게 합하면 ㉳가 나오기 때문이야.

S10: ㉮ 모양에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다 넣어도 

남은 조각끼리 떨어져서 ㉠을 집어넣지 못해.

S10: ㉳ 모양에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둘 중 아무데나 넣어

도 남은 공간이 ㉠ 모양과 같아.

[그림 Ⅳ-18] 결합 유형의 분류 불가 설명

심상 전략은 결합이 불가능한 모양보다 결합이 가능한 모양을 설명할 때 

더 많이 나타났다. 주로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S22는 

결합된 모양을 만들기 위해 두 입체를 ‘살짝’ 돌려서 맞춘다고 하였다

([그림 Ⅳ-19]). 그러나 ‘살짝’이라는 표현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쓸 수 



- 85 -

있는 표현으로 그 의미가 모호하다. 반면, S18은 입체의 회전 방향은 물론 

회전하는 각도를 90도라고 표시하였으며, 어느 자리에 놓을지도 설명하여 

S22의 설명에 비해 좀 더 이해하기에 쉬운 답변이라 할 수 있다([그림 Ⅳ

-19]).

S22: 나올 수가 있어. ㉡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리고 ㉠을 왼쪽으로 살짝 돌

려서 맞추면 ㉳ 나온다.

S18: ㉳는 ㉠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오른쪽에 놓고 ㉡은 왼쪽으로 돌려

서 왼쪽에 놓으면 만들어져.

[그림 Ⅳ-19] 결합 유형의 심상 전략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분석 전략으로 설명한 학생은 S1과 S20 단 두 명으로, 이들은 결합 가능

한 모양이나 결합 불가능한 모양이나 분석 전략으로만 설명하였다([그림 

Ⅳ-20]). S1은 입체의 구조를 선 등의 도식을 그리거나 ‘계단식 모형’등

의 이름을 붙여 설명하려 하였다. S20은 각각의 입체에서 2층에 붙어있는 

부분을 ‘튀어나온 것’이라 명명하고, 이를 입체의 특징으로 보았다. ㉠

과 ㉡은 각각 ‘튀어나온 것’이 1개인데, ㉮는 4개이므로 나올 수 없고 

㉳는 2개이므로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나 ㉡을 뒤집으면 

‘튀어나온 것’은 2개, 3개도 될 수 있으므로, 문제의 답은 맞췄으나 적

절한 설명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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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일단 ㉠과 ㉡을 결합하면 ‘㉮ 모양’이 나올 수 있어. 그 이유는 ㉠의 

조각 구조는 위로 벗어서(뻗어서) 오른쪽 밑으로 조각이 나오고, ㉡은 두 개

의 조각이 일직선으로 두개가 지탱하고 양옆으로 한 개씩 있으니까 머릿속

으로 생각해서 합치면 ㉮ 모양이 나와.

S1: ㉳ 모양도 결합을 해서 도형이 될 수 있어. ㉠의 조각은 계단식의 모형

이 있고 ㉡은 양 옆에 도형 한 개와 가운데 도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

합을 할 수 있어.

S20: ㉮는 나오지 않아. ㉠과 ㉡을 합하게 되면 튀어 나온 게 2개여야 되는

데 4개가 나와서 안돼. 

S20: ㉠과 ㉡을 결합하면 위에 2개가 튀어나오니깐 될 수 있지.

[그림 Ⅳ-20] 결합 유형의 분석 전략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접근 방법 측면

<표 Ⅳ-7>의 접근 방법 측면을 보면, 전체적 접근으로 결합 유형을 설명

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합 유형

에서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은 회전 유형에서와 의미가 다르다. 

전체적 접근은 보기의 두 입체를 결합하여 목표자극이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으로,  이 접근을 한 학생들은 S4와 S21처럼 주로 두 입체를 

‘합한다’, ‘결합한다’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그림 Ⅳ-21]). 또는 S2

처럼 제시된 두 입체를 보기 모양에서 자리를 찾아 ‘넣는다’, ‘들어간

다’등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그림 Ⅳ-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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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은 (Y축 시계 방향)으로 1칸, ㉡은 (Y축 반시계 방향)으로 1칸 돌려서 

합치면 되.

S4: 먼저 ㉡모양을 왼쪽으로 1번 돌리고, ㉠모양을 오른쪽으로 1번 돌려서 

결합하면 ㉳모양이 나와.

S2: ㉳에서 ㉡모양을 넣으면 튀어나온 부분 중 하나가 ㉡이겠지? 거기에 맞

춰서 ㉠을 넣으면 딱 들어맞아.

[그림 Ⅳ-21] 결합 유형의 전체적 접근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부분적 접근은 목표자극에서 보기의 두 입체 중 한 입체를 제거하고 남

은 나머지에 주목한다. 부분적 접근으로 설명한 경우 S10처럼 목표자극에

서 보기의 한 입체를 넣고 남은 공간을 주어로 사용하는 표현을 하였다

([그림 Ⅳ-22]). S16은 목표자극에서 보기의 ㉠이나 ㉡ 중 한 가지만 빼보

면 ‘나머지 조각’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S13도 ㉡ 모양을 놓은 후 ‘나

머지 조각’을 ㉠과 비교한다고 하여 목표자극에서 두 입체로 분해한 뒤 

그 중 하나의 입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Ⅳ-22]). 이와 같은 부

분적 접근은 두 입체를 모두 다루는 전체적 접근에 비해 하나의 입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지윤(2015)의 연구에서 과

제의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부분적 접근이 전체적 접근보다 성취도가 더 

높았던 것도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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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0: ㉳모양에서 ㉡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는데 둘 중 아무데

나 넣어도 남은 공간이 ㉠모양과 같다.

S16: 일단은 ㉠+㉡은 ㉮모양이 돼. 여기서 ㉠이나 ㉡ 중 한가지만 빼 보면

나머지 조각이 나오지? 그럼 남은 조각의 모양이 되니까, 니가 판단해.

S13: ㉡모양을 놓은 후 나머지 조각을 돌리면 ㉠모양이랑 같기 때문에 ㉲모

양이 나올 수 있어.

[그림 Ⅳ-22] 결합 유형의 부분적 접근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준거 기준 측면

준거 기준 측면에서는 학생들 모두 대상을 보는 관점은 고정한 채 대상

만을 변환하였다. S21([그림 Ⅳ-21])처럼 제시된 두 입체를 변환하기도 하

고, S13([그림 Ⅳ-22])처럼 결합된 입체에서 하나의 입체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변환하기도 하였다. 결합 유형이 두 입체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 

각각의 입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환하여 결합을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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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해 유형

분해 유형은 두 입체를 결합한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제거하고 남은 

모양이 목표자극이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것으로, 분해를 했을 때 남은 모

양이 목표자극과 같은 한 문항만 제시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수집하였다. 

학생들의 인지 전략을 처리 방법, 접근 방법, 준거 기준 측면에서 분류한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각각의 측면에서 학생들의 답변을 분석할 때, 

S1과 S11는 해결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들의 답변은 

처리 방법에 따른 분류에서 제외하여 따로 ‘불가’항목으로 표시하였다. 

분류 처리 방법 접근 방법 준거 기준

전략 심상 분석 혼합 불가 전체적 부분적 대상변환 관점변환

분해 80%(16)  5%(2) 5%(1) 10%(2) 10%(2) 90%(18) 100%(20)

%(명), 총 20명(무응답 1명 제외)

<표 Ⅳ-8> 분해 유형의 의사소통에 사용한 인지 전략 비율 

처리 방법 측면

<표 Ⅳ-8>에서 분해 유형은 처리 방법 측면에서 심상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심상 전략으로 설명한 학생들은 회전 유형에서처럼 

대부분 ‘돌린다’, ‘뒤집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분해 유형은 결합

된 입체(보기자극)에서 하나의 입체(방해자극)를 제거하고 난 나머지가 목

표자극과 같은지 다른지 변별한다는 점에서, 회전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

다. 그러나 분해 유형은 회전 유형과 다르게 방해자극을 제거하고 남은 모

양을 생각해야 하므로, 한 입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다른 입체의 모습을 

상상해야만 한다. 예컨대 S4는 방해자극을 뺀 모양을‘머릿속에 그려 넣는

다’고 표현하여, 보이지 않는 입체를 심상으로 떠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23]). 이와 비슷하게, S17도 방해자극을 뺀 모양을 ‘상상하면 

(그림)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며, 상상한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나타내

고 있다([그림 Ⅳ-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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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먼저 검정색 모양을 뺀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 넣어, 그런 다음 ㉠ 

도형을 앞쪽으로 1번 돌리면, 뺀 도

형이 나와.

S17: 검은색 조각을 빼고 상상하면

(그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걸 돌

리면 (그림) 이런 모양이 된다.

[그림 Ⅳ-23] 분해 유형의 심상 전략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분석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S9 한 명 뿐으로, 답변은 [그림 Ⅳ-24]와 같

다. S9는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뺀 나머지의 모양이 한 층에 3개, 다른 

층에 1개가 있으므로, 목표자극과 같다고 하였다. 즉, 입체의 구조를 층에 

따른 ‘개수’로 파악하는 분석 전략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표자극과 거울 대칭인 다른 모양도 층에 따른 개수는 같을 수 있으므로, 

답은 맞았지만 적절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S2는 ‘밑 블록이 

보기와 다른 방향이야’와 같이 특정 부분을 주목해 그 부분의 방향으로 

입체의 특징을 파악하는 분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림 Ⅳ-24]). 또한 

S2는 방해자극에 목표자극을 ‘걸친다’고 표현하여, 입체를 심상으로 표

상해 회전하는 심상 전략도 사용하였다. 이처럼 전략을 혼합해서 설명하는 

경우는 심상 전략만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분석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실제로 S2는 입체를 회전하는 ‘걸치는 과정’ 후에 입체

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향’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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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검은색을 빼면 나머지는 3개가 

붙어있고 나머지 1개가 따로 있으니

까 맞아. 

S2: 보기에서 검은색을 뺀 블록처럼 

만드려고 보기에서 위로 튀어나온 블

록을 검은색에 걸치면 밑블록이 보기

와 다른 방향이야.

[그림 Ⅳ-24] 분해 유형의 분석 전략과 혼합 전략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접근 방법 측면

<표 Ⅳ-8>을 접근 방법 측면에서 살펴보면, 분해 유형의 해결을 설명하

는데 주로 부분적 접근(90%)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분적 접근

으로 편중된 모습은 문제 해결에서 사용한 인지 전략을 다룰 때도 나타난 

것으로, 분해 문항 자체가 ‘분해’라는 부분적 접근을 유도하기 때문이라 

설명한 바 있다. 즉, 분해 유형에서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은 각각

‘결합’과 ‘분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한 부분적 접근을 살펴보면, S18과 같이 대부분 

두 입체가 결합된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뺀다’고 표현하였다([그림 

Ⅳ-25]). 또 다른 예로 S16은 보기자극을 ㉠, 방해자극을 ㉡, 목표자극을 ㉢

이라 한 뒤,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제거하는 것을 ‘㉠-㉡’이라는 뺄

셈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림 Ⅳ-25]). 또한 목표자극 ㉢을 부분으로 분해

하여 연결큐브 하나씩 ㉣, ㉤, ㉥, ㉦으로 지칭하여, 목표자극의 ㉥, ㉦을 

위로 올려 돌린 모양이 ‘㉠-㉡’과 같다고 나타냈다. 이렇게 S18과 S16은 

두 입체가 결합된 모양에서 한 입체를 제거하는 같은 부분적 접근을 하면

서도, S18은 남은 입체의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반면, S16은 다른 입체를 

부분으로 분해해 특정 부분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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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두 개의 연결큐브 모양에서 검은

색을 뺀 모양을 뒤로 90도 돌리면 흰

색 모양이 나와.

S16: ㉠-㉡ = ㉢의 ㉥, ㉦을 위로 올

린 후 돌린 모양. 고로 고쳐진 ㉢+㉡=

㉠.

[그림 Ⅳ-25] 분해 유형의 부분적 접근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전체적 접근으로 분해 유형을 설명한 학생은 S2와 S8이 있다([그림 Ⅳ

-26]). S2는 방해자극에 목표자극을 ‘걸치는’ 결합을 하고 있으며, S8 역

시 방해자극을 ‘거꾸로 조립’하는 결합을 하고 있다. S2와 S8은 둘 다 

결합 과정을 설명하는 전체적 접근을 하지만, S8은 보기의 특정 부분을 언

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S2는 ‘보기에서 위로 튀어나온 블록’이라 하여, 

특정 부분에 주의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2: 보기에서 검은색을 뺀 블록처럼 

만드려고 보기에서 위로 튀어나온 블

록을 검은색에 걸치면 밑블록이 보기

와 다른 방향이야.

S8: 회색 블럭을 거꾸로 조립하면 저 

모양이 나온다.

[그림 Ⅳ-26] 분해 유형의 전체적 접근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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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S21은 [그림 Ⅳ-27]과 같이 방해자극과 목표자극을 결합하는 ‘전

체적 접근’과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분해하는 ‘부분적 접근’을 모

두 사용해 설명하고 있다. S21이 문제 해결 상황에서는 부분적 접근만 

하였다는 점에서, 설명을 위해 두 접근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S21: 왼쪽에 검정색 예시 모양(그림)

과 오른쪽에 남은 조각을 합쳐서 중

간에 합쳐진 것이 나오는지 생각해본

다. 아니면 검정을 뺀 뒤 남은 조각을 

돌려서 왼쪽에 모양이 나오는지 해본

다.

[그림 Ⅳ-27] 분해 유형의 혼합 접근 설명

준거 기준 측면

준거 기준 측면에서는 학생 모두 대상 변환을 하고 있다(<표 Ⅳ-8>). 대

개 심상 전략이 대상 변환과 같이 이루어지고 학생들 대부분이 심상 전략

을 하였으므로, 대상 변환의 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 S6처럼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을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변환하여 목표자극과 비

교하지만, S10처럼 목표자극을 변환하여 비교하는 경우도 있었다. 

S6: 검정색 모양을 뺀 나머지 모양을 

돌려보면 오른쪽의 모양과 같은 모양

이 된다.

S10: 검은색 큐브를 빼고 남은 모양을 

비교했는데, 보기를 앞으로 한 칸 뒤

집으면 남은 모양과 같은 모양이 돼.

[그림 Ⅳ-28] 분해 유형의 대상 변환 설명 (강조 표시는 연구자가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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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북표현체계로 인한 변화 분석

2.2.1. 성취도 분석

1) 유형별 성취도 분석

성취도는 검사의 정답률과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사전과 사후

의 차이를 SPSS의 비모수 대응표본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Ⅳ-29]를 

정답률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에 정답률이 높아졌다. 특

히 정답률이 크게 상승한 유형은 결합 유형, 분해 유형, 회전 유형 순이었

다. 특히 결합 유형은 사전과 사후 모두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고 반응 시

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를 통해 결합 유형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결합 유형에서 학생들은 목표자극에서 보기의 두 입체를 찾아

내야 하는데, 여기서 한 입체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나머지 한 

입체가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합 조각에서 

최대한 두 입체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만 한

다. 사전 설문에서 학생들은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결합 유형을 

뽑았는데, S10의 답변([그림 Ⅳ-30])에서 바로 이와 같이 특징이 한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결합 유형에서 사전 정답률은 약 

60%, 사후에는 약 70%로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그 차이가 유의 수준 0.05 

이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난이도가 높은 유형일

수록 거북표현체계와 같은 체계적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혜림 외, 2016). 

하지만 [그림 Ⅳ-29]에서 반응 시간은 사전보다 사후에 오히려 늘어난 

경향을 보였는데, 한 문제 당 9.42초에서 10.84초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표 Ⅳ-9>). 이처럼 사후에 반응 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략에 비해 거북표현체계 전략이 새로운데, 이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반응 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유형은 회전 유형, 결합 유형, 분해 유형 순이었고, 특히 회전 유형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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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9] 유형별 정답률과 반응 시간 

과 사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회전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심적 회전으로

도 충분히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거북표

현체계의 유용성에 관한 학생과의 면담에서도 찾을 수 있다. S16과 S18은 

회전 유형을 해결하는데 거북표현체계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각각 

‘회전 유형은 이전에도 간단했기 때문에’, ‘회전 유형은 그냥 돌리면 

되기 때문에’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난이도가 낮은 유형에서는 

거북표현체계와 같은 분석 전략보다 직관적인 심상 전략이 더 빠른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었다. 

유형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회전
사전 78% 1.51 8.59* 2.04

사후 81% 1.53 10.70* 2.37

결합
사전 60%* 1.38 11.47 1.08

사후 70%* 1.50 12.59 2.46

분해
사전 68% 1.56 8.19 1.24

사후 72% 1.66 9.22 1.49

전체
사전 68% 3.45 9.42* 2.37

사후 74% 3.88 10.84* 2.67 

*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Ⅳ-9> 유형별 정답률과 반응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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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0]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과 이유에 대한 S10의 답변

2) 문항별 성취도 분석

문항별 성취도는 정답률만으로 분석하였으며, 사전과 사후 검사에서 문

항별 정답률을 나타내면 <표 Ⅳ-10>와 같다. 여기서 사전 검사의 정답률을 

‘난이도’로 보고, 전체 문항들을 난이도에 따른 사전과 사후의 정답률 

차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Ⅳ-31]과 같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난이

도가 낮은 문항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며, 세로축은 각 문항별

‘(사후 정답률) – (사전 정답률)’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그래프의 오

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고, 세로축 막대가 양의 값이고 높

을수록 사후 정답률이 사전 정답률보다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

로 그래프를 해석하면,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서는 사전 정답률이 사후 정

답률보다 높고,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서는 사후 정답률이 사전 정답률보다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거북표현체계가 난이도가 높은 문

항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 검사 1 2 3 4 5 6 7 8

회전

(R)

사전 95% 45% 82% 82% 64% 82% 91% 82%

사후 95% 59% 82% 64% 82% 91% 82% 91%

결합

(C)

사전 77% 59%* 27% 91% 50%* 45% 73% 55%

사후 82% 91%* 45% 68% 86%* 50% 77% 64%

분해

(D)

사전 68% 91%* 68% 59% 68% 45%* 50% 91%

사후 82% 73%* 68% 50% 77% 77%* 68% 82%

*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Ⅳ-10> 문항별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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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1] 난이도에 따른 사전․ 사후 정답률 차이 

a b

c

[그림 Ⅳ-32] 유형별 난이도에 따른 사전․ 사후 정답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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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문항 분석

<표 Ⅳ-10>에서 회전 유형은 두 세 문항을 제외하고는 사전과 사후 정답

률이 모두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또한 사전과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유

의미한 문항이 없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그 차이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회전 유형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거북표현체계가 효과적이라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Ⅳ-32.a]를 보면, 회전 유형의 8개 문항 중 

1번, 7번, 3번, 4번까지는 사전 검사의 정답률이 사후 검사의 정답률과 같

거나 오히려 높은데, 6번 8번, 5번, 2번 문항은 사후 검사의 정답률이 사전

보다 더 높다. 예를 들면 4번 문항은 사전 정답률이 약 91%로 매우 높지

만, 사후에는 약 64%로 낮아진다. 하지만 사전 정답률이 각각 약 64%, 45%

로 매우 낮은 5번 문항과 2번 문항은 사후에는 정답률이 각각 약 82%, 

59%로 높아진다.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사전보다 사

후 정답률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회전 유형의 난이도에 미치는 요인을 사전과 사후의 정답률 차이가 많이 

났던 4번, 5번, 2번 문항을 중심으로 찾아보았다. 세 문항은 모두 보기 자

극과 목표자극이 거울대칭으로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표 Ⅳ-11>, [그림 

Ⅳ-33]). 하지만 4번 문항은 사전보다 사후에 정답률이 약 18% 정도 떨어

지고, 5번, 2번 문항은 사전보다 사후에 정답률이 각각 18%, 14% 가량 오

른다. 답지의 유형은 모두 같고 입체의 구조는 셋이 모두 다르므로, 이처

럼 증감의 차이에 가장 크게 미친 요인은 자극 사이의 변환에 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4번 문항을 심상 전략으로 해결한다면, 보기 자극을 Y축 180

도, X축 90도로 회전시켜야 목표 자극과 거울대칭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반면, 5번 문항은 Y축 180도, Z축 90도 회전을, 2번 문항은 

Y축 60도, Z축 180도 회전을 해야 두 자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문항의 수가 적어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는 어렵지만, 자극의 심상을 

떠올려 회전시킬 때 Y축, X축 혼합 회전보다 Y축, Z축 혼합 회전을 더 어

려워했음을 알 수 있고, 이처럼 심상 전략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항은 거북

표현체계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2번 문항은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후 정답률이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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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로 회전 유형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다. 이 원인은 <장면 9>의 S11

이나 S16의 발언(번호 1, 2)에서 찾을 수 있다. 2번 문항을 거북표현체계로 

해결한다면, 바닥면이 맨 위에 뒤집어진 형태이므로 거북이가 ‘배’를 보

이며 들어가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은 거북의 왼쪽과 오른쪽 방향을 혼동하

는 경우가 많았는데, 2번도 그러한 이유로 정답률이 떨어졌을 것이라 추정

된다.

문항

번호

정답률 문항 특성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답지 변환

4 82% 64% -18% R2(b, b′) 다름 Y축 180도, X축 90도

5 64% 82% +18% R2(c, c′) 다름 Y축 180도, Z축 90도

2 45% 59% +14% R1(a, a′) 다름 Y축 60도, Z축 180도

<표 Ⅳ-11>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회전 문항

4번 5번 2번

[그림 Ⅳ-33]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회전 문항

이처럼 회전 유형의 정답률은 자극의 형태나 답지의 유형, 자극의 변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Ⅳ-12>는 문항의 특성에 따른 정답률을 나타

낸 것이다. <표 Ⅳ-12>에서 자극의 형태가 R2일 때보다 R1일 때, 답지의 

유형은 보기자극과 목표자극이 같은 경우보다 다른 경우에, 보기자극과 대

칭자극의 변환은 한 축보다는 두 축의 혼합 회전일 때, 난이도가 높아지고 

사전과 사후의 정답률 차이가 커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문항 

수가 적고, 문항 특성에 따라 문항 수를 달리하여, 유의미한 결과라고는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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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특성 문항 수
정답률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R1(a, a′) 2 70% 77% +7%

R2(b, b′) 3 82% 82% 0

R2(c, c′) 3 79% 82% +3%

답지 

유형

같음 4 88% 90% +2%

다름 4 68% 72% +4%

변환

Y축 회전 1 89% 89% 0

Y축, Z축 혼합 회전 4 73% 81% +8%

X축, Y축 혼합 회전 1 82% 64% -18%

<표 Ⅳ-12> 회전 문항의 특성에 따른 정답률   

결합 문항 분석

<표 Ⅳ-10>에서 결합 유형의 사전 정답률은 27 ~ 91%로 분포 범위가 매

우 넓어, [그림 Ⅳ-32.b]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전 정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Ⅳ-32.b]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사

전 정답률이 가장 높은 4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보다 사후 정답률

이 더 높다. 즉, 결합 유형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문항보다 높은 문항에서 

거북표현체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이도에 비례하여 

사전과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아닌데, 3번 문항보다 난이도가 

낮은 5번 문항이 그 차이가 더 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결합 

유형에서 사전과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유의미했던 문항(2번, 5번)을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표 Ⅳ-13>에서 2번과 5번은 사후 정답률이 사전보다 32%, 36% 가량 높

다. 2번 문항은 보기자극끼리 결합하여 목표자극이 나올 수 있지만, 5번 

문항은 보기자극을 결합해도 목표자극이 나올 수 없다. 하지만 두 문항 모

두 보기자극 중 한 가지가 (d)([그림 Ⅳ-6])이고, 목표자극인 결합조각에서 

(d)를 찾아낼 때 Y축으로 60도 이하의 회전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그림 Ⅳ-34]). 2번 문항을 거북표현체계로 해결한다면, 목

표자극에서 보기자극 (d)를 먼저 찾아 제거한 뒤 남은 모양의 바닥면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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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거북표현식으로 코딩하면 된다. 그런데 2번과 5번 문항 모두 남은 모양

의 바닥면이 뒤집혀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코딩하기가 쉽다([그림 Ⅳ-34]). 

사후 정답률이 사전보다 유일하게 낮아진 4번 문항과 비교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4번 문항을 거북표현체계로 해결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목표자극

에서 보기자극 (g)를 제거하고 남은 모양을 코딩하면 된다. 그런데 남은 모

양의 바닥면이 뒤집혀 있으므로([그림 Ⅳ-34]), 거북이가 ‘배’를 보이며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거북의 방향을 혼동하기가 쉬워, 코딩하기가 

더 어렵다. 

문항

번호

정답률 문항 특성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답지

2 59%* 91%* +32% d + a″ 가능

5 50%* 86%* +36% d + a′ 불가

4 91% 68% -23% g + a′ 불가

<표 Ⅳ-13>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결합 문항

2번 5번 4번 

[그림 Ⅳ-34]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결합 문항

이처럼 자극의 형태나 답지의 유형에 따라 정답률은 달라질 수 있다. 

<표 Ⅳ-14>는 문항의 특성에 따른 정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자극의 형태가 

(d), (e)일 때 난이도가 높아지고 사후에 정답률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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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기의 두 자극을 결합하여 목표자극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난이도

가 높고, 거북표현체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문항 특성 문항 수
정답률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d + a, a′ 2 55% 89% +34%

e + a, a′ 2 36% 48% +12%

f + a, a′ 2 75% 80% +4%

g + a, a′ 2 73% 66% -7%

답지 

유형

결합 가능 4 51% 66% +15%

결합 불가 4 68% 75% +7%

<표 Ⅳ-14> 결합 문항의 특성에 따른 정답률  

한편 3번 문항의 정답률은 검사의 모든 문항 중에서 가장 낮았는데, 사

전 정답률은 약 27%, 사후 정답률은 약 45%였다(<표 Ⅳ-10>). 이 문항에서 

보기자극인 (e) 자체는 굳이 회전하지 않아도 목표자극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Ⅳ-35.a]). 하지만 목표자극에서 이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번 문항을 해결한다고 생각할 때, 먼저 목표자극에

서 보기의 두 자극이 나올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위해 목표자극의 형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림 Ⅳ-35.a]에서 목표자

극은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제시되어 있다. 만약 3번 문항을 [그림 Ⅳ

-35.b]와 같이 수정하여 제시하면, 두 자극을 찾는 것은 훨씬 쉬워지는 것

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3번 문항은 목표자극에서 보기자

극 (e)를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나머지 보기자극 (a′)가 나올 수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림 Ⅳ-35.d]와 같이 목표자극에서 (e)를 찾는다면, 남은 

모양은 보기자극인 (a′)의 거울대칭 형태인 (a)가 나오고, 이 경우만 생각

하고 답을 골랐다면 틀리게 된다. 이처럼 결합 유형에서는 경우의 수라는 

변수도 문항의 정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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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3번 수정된 3번

c d

경우 1 경우 2

[그림 Ⅳ-35] 결합 유형 3번 문항

분해 문항 분석 

<표 Ⅳ-10>에서 분해 유형은 사전 정답률이 최소 45%에서 최대 91%로 

분포 범위가 넓지만, 사후 정답률은 대체로 약 70% 이상으로 고른 편이다.  

[그림 Ⅳ-32.c]에서 4번 문항을 제외하고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전보다 

사후 정답률이 더 높고 그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 

문항이 있는데 바로 4번 문항이다. 이에 4번 문항과 이 유형에서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미했던 2번 문항과 6번 문항을 중심으로 난이도에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2번 문항은 분해 유형에서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문항으로, 사전 정

답률은 약 91%로 매우 높지만 사후에는 약 73%로 낮아진다. 반면 6번 문

항은 분해 유형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사전 정답률은 약 45%

였으나 사후에는 77%로 약 32% 가량 높아진다. 각 문항의 특성을 살펴보

면, 우선 2번 문항은 제시자극이 (g)이고 6번 문항은 (d)이다. 결합 유형에

서도 사전보다 사후에 정답률이 높아진 문항의 보기자극 중 하나가 (d)였

고, 낮아진 문항은 (g)였던 것과 같다. 2번 문항은 보기자극에서 방해자극

을 제거한 뒤 남은 모양을 X축 시계 방향으로 90도만 회전하면 목표자극

과 거울대칭이 되므로 분해 가능하지 않다. 반면 6번 문항은 보기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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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모양을 X축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만 회전하면 목표자극과 같은 

자극이 나오므로 분해가 가능하다. 두 문항은 모두 보기자극의 변환이 X

축 90도 회전으로 같지만, 답지의 유형과 방해자극의 형태가 다르다. 또 

다른 원인으로 보기자극의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분해 유형의 보기자

극은 두 조각이 결합된 형태로 노란색 조각이 검은색 조각에 가려 ‘보이

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6번 문항의 노란색 조각은 검은색 조각에 의

해 가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큐브 4개의 여섯 면이 보이고 세 면이 연

결된 ‘ㄴ 자’ 바닥면이 쉽게 보인다. 하지만 2번 문항은 3개의 큐브에서 

네 면만 보이며, 제시조각에 의해 분리되어 있어 바닥면을 찾기가 쉽지 않

다. 이에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할 때 6번 문항에 비해 2번 문항에서 바닥면

과 거북의 시작 위치를 찾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된다. 2번 문항은 

반응 시간 면에서도 사전(약 8.47초)과 사후(약 12.20초)의 차이가 0.05 수

준에서 유의미하였는데,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4번 문항은 사전 정답률이 59%로 낮은 편인데, 사후 정답률은 50%

로 더 낮아진다. 이 문항의 보기자극에서 노란색 조각은 큐브 3개의 일곱 

면이 보이며, 세 면이 연결된 ‘ㄱ 자’ 바닥면도 한 눈에 보인다. 그런데

도 사후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바닥면의 위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분해 

유형에서 4번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항들은 거북이가 ‘등’을 보이며 가

도록 바닥면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4번 문항에서는 노란색 조각의 바닥

면을 어떤 위치로 찾든지, 거북이가 ‘배’를 보이며 들어가게 된다. 이에 

학생들이 다른 분해 문항처럼 거북이가 ‘등’을 보이며 간다고 착각해 

사후 정답률이 떨어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문항

번호

정답률 문항 특성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답지 바닥면 

2 91%* 73%* -18% g + a″ 불가 분리

6 45%* 77%* +32% d + a′ 가능 연결

4 59% 50% -9% e + a′ 가능 연결

<표 Ⅳ-15>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분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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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6번 4번 

[그림 Ⅳ-36] 사전․ 사후 정답률의 차이가 많이 났던 분해 문항

분해 유형에서 문항의 특성에 따른 사전, 사후 정답률과 차이를 나타내

면 <표 Ⅳ-16>과 같다. 제시자극이 (d), (f)일 때 난이도가 높고 거북표현체

계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답지의 유형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었

다. 바닥면이 분리된 상태로 제시될 때는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을 때 정

답률이 더 떨어졌으며, 연결된 상태로 제시될 때 거북표현체계의 효과가 

나타났다. 

문항 특성 문항 수
정답률

사전 사후 차이

자극

형태

d + a, a′ 2 57% 73% 16%

e + a, a′ 2 75% 66% -9%

f + a, a′ 2 68% 80% 12%

g + a, a′ 2 71% 71% 0

답지

유형

분해 가능 5 68% 77% 9%

분해 불가 4 67% 64% -3%

바닥면
연결 6 60% 70% 11%

분리 2 91% 78% -14%

<표 Ⅳ-16> 분해 문항의 특성에 따른 정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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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준별 비교

학생의 공간 능력 수준에 따라 거북표현체계가 성취도에 특히 도움이 되

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표 Ⅳ-17>과 같이 분석하였다. 사전 검

사의 정답률을 바탕으로 높음, 중간, 낮음 세 수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사

후에 성취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떤 집단이든 사

전에 비해 사후에 정답률이 상승했는데, 특히 낮음 집단의 정답률이 54%

에서 64%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그림 Ⅳ-37]). 기존에 정답률이 낮았던 집

단이 단 시간의 학습으로 정답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거북표현체계가 공간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효과적인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

러나 이것은 거북표현체계가 공간 능력이 낮은 특정 집단에만 효과가 있

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생이든 심상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

안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응 시간 면에서는 높음 집단은 사전과 사후의 반응 시간이 거의 비슷

하며 약간 줄어들지만, 중간 집단과 낮음 집단은 사전보다 사후에 반응 시

간이 크게 늘어난다([그림 Ⅳ-37]). 특히 사전에는 중간 집단과 낮음 집단

의 반응 시간이 비슷했으나, 사후에는 낮음 집단의 반응 시간이 더 크게 

늘어난다. 이처럼 사후에 정답률은 수준에 따라 차이가 줄어들지만, 반응 

시간은 차이가 더 커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거북표현체계 전략

이 정답률의 수준 차는 줄였지만, 반응 시간의 수준 차는 키웠다는 것은 

거북표현체계에 익숙해지는 충분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거북표현체계에 관해 짧은 시간동안 학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거북표현체계 전략에 완전히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

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추정되며, 충분한 학습이 이

루어진다면 반응 시간 면에서도 수준 차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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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7] 수준별 정답률과 반응 시간

수준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높음
사전 83% 1.64 8.68 2.98

사후 87% 1.81 8.59 2.80

중간
사전 68% 0.52 9.85 1.60

사후 72% 4.12 11.65 1.53

낮음
사전 54% 2.39 9.83 2.44

사후 64% 3.46 12.47 1.88

<표 Ⅳ-17> 수준별 정답률과 반응시간  

4) 성별 비교

성에 따라 거북표현체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 Ⅳ-18>과 같

이 비교하고 [그림 Ⅳ-38]로 나타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학생, 여학생  

각각 11명이며, <표 Ⅳ-18>에서 사전과 사후 모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전보다 사후에 

정답률이 높아졌지만,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큰 향상을 하였으며 유의미

하였다. 이를 통해 거북표현체계 전략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효과적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Stieff et al.(2013)에서 ‘분석 전략’만 학습

한 집단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향상을 보인 것과 일치한다. 

Stieff et al.(2013)은 남학생은 어떤 전략을 학습하느냐에 따라 향상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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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차이가 없지만, 여학생은 심상 전략과 분석 전략을 ‘혼합’한 학습

을 받을 때 가장 큰 향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거북표현체계와 같

은 분석 전략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성취 수준이 낮은 여학생의 높은 향상

을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심상 전략과 혼합해서 가르쳐야 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반응 시간 측면에서는 성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사전에 

비해 사후에 그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  

성 검사
정답률(%) 반응시간(초)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자
사전 72%* 4.36 9.65 2.89

사후 83%* 2.83 10.83 2.74

여자
사전 65% 2.07 9.18 1.98

사후 66% 3.69 10.84 2.86

*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 Ⅳ-18> 성별 정답률과 반응시간   

[그림 Ⅳ-38] 성별 정답률과 반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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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의사소통 분석

1) 거북표현체계 활용 이전

각 모둠별로 두 명씩 짝을 지어, 연결큐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자

신의 전략을 짝에게 이해시키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였다. <장면 1>은 분해 

문항에 대해, 6모둠의 S11이 S4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S11의 설명에서‘돌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S11은 

분해 문항을 ‘심상 전략’을 사용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장면 1>에서 S11과 S4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서로가 회전시킨다고 생각한 입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장면 1>에

서 S11은 [그림 Ⅳ-39]의 보기자극을 ‘거꾸로’ 돌린 다음(회전 방향 ①),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회전 방향②)을 설명한다. 하지만 S4는 이 설명

을 [그림 Ⅳ-39]의 목표자극을 ‘아래로’ 돌린 다음(회전 방향㉠), ‘왼

쪽’으로 돌려서(회전 방향㉡) 보기자극과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래서 두 번째로 회전시킬 때 S4가 생각하기에 왼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S11이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자 ‘다르다’고 말한다(번호 12). 하지만 

여전히 S11이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하자, S4는 왼쪽으로 돌린 뒤 답을 알

겠다며 대화를 마친다(번호 13~14). 이 장면에서 S4가 오른쪽 입체를 회전

시키는 것이라 오해한 데는 이유가 있다. S11의 ‘돌리면 안튀어나오게 해

야지’라는 표현(번호 9)에서, S4는 S11이 2층 기둥 모양이 튀어나와 있는 

오른쪽 입체를 설명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S11은 그 전에 ‘여기가 

안튀어나왔잖아’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서 왼쪽 입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소통에 혼란을 야기시켰

으므로, <표 Ⅳ-4>를 바탕으로 S11의 표현을 평가했을 때 정확성과 이해 

항목에서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수학적 표현 항목에서는 ‘오른쪽’

이라는 용어를 ‘내가 보는 시선에서 오른쪽’이라고 하며 기준을 정해주

는 모습에서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간결성 면에서도 시간 소

모가 많지는 않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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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1
S11: 내가 먼저 설명할께. (분해문항 보며)자, 봐봐. 이거는 나올거

야. 
2 S4: 어?

3 S11: 이거는 이거 맞아. 

4 S4: 왜 맞아?

5
S11: (그림을 가리키며)왜 맞냐면, 이거를 ①(시계방향 제스처)거꾸

로 일단 한 다음에 ②그거를 또 돌려서 하면.
6 S4: 어느 쪽으로 돌려? 아래로 돌려? 위로 돌려?

7 S11: ①아래로 돌려.

8 S4: 왜?

9

S11: 왜라니. 여기가 안 튀어나왔잖아. 그러니까 돌리면 안튀어나오

게 해야지. 
10 S4: 어느 쪽으로 돌려?

11

S11: ②(오른쪽으로 제스처하며)오른쪽으로. 여기서 내가 보는 시선

으로 오른쪽.

12

S4: (친구의 오른쪽을 알기 위해 뒤돌면서 오른쪽으로 제스처하며)

㉡오른쪽? 다른데?
13 S11: 어. ②오른쪽. 이쪽으로 돌려. 

14 S4: (자기한테 ㉡왼쪽으로 해보더니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림)

[그림 Ⅳ-39] <장면 1>에서 S11과 S4의 사고 과정

또 다른 예로 회전 문항(R2)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장면 2>와 <장면 3>

을 살펴보자. <장면 2>과 <장면 3>은 학급에서 가장 소통이 원활하였던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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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S19의 담론 장면이다. S2는 S19가 이해하기 쉽게 매우 자세하고 정확하

게 설명하는데, 회전 문항(R2)의 두 문항 중 하나는 ‘심상 전략’을, 다른 

하나는 ‘분석 전략’을 사용해 설명하였다. 

<장면 2>는 S2가 회전 문항(R2) 1번을 심상 전략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S2는 ㉡을 ⓒ와 같은 위치로 만들기 위해, 입체의 특정 부분인 

‘툭 튀어나온 부분’([그림 Ⅳ-40]의 강조 표시)을 중심으로 회전시킨다. 

그리고 ‘툭 튀어나온 부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비교해 두 모

양을 변별하였다. 이것을 바로 세우면(회전 방향①) 툭 튀어나온 부분이 

‘내 쪽’을 가리키게 되고, ‘이 쪽’ 즉 왼쪽으로 돌리면(회전 방향②)  

튀어나온 부분이 ‘너 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우리 뒤쪽’을 향한다

고 한 부분(번호 3)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S2는 S19와 나란히 앉은 상태

로, ‘내 쪽’과 ‘너 쪽’은 같은 방향을 의미한 것이며 달라진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 뒤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가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키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합의된 수

학적 표현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어서 <장면 3>에서 S2는 회전 문항(R2) 2번을 분석 전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입체의 튀어나온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이

전과 ‘튀어나온 부분’의 의미가 다른데, <장면 2>에서는 입체의 앞쪽으

로 튀어나왔다면 <장면 3>에서는 입체의 위쪽으로 튀어나온 것을 의미한

다. S2는 입체의 2층짜리 기둥을 ‘튀어나온 부분’이라 하고, 바로 밑에

서부터 1층의 바닥면의 구조를 선형적으로 파악하여 두 입체가 다름을 설

명한다. 왼쪽 입체는 튀어나온 부분 밑에서 부터 옆으로 ‘하나 두개’([그

림 Ⅳ-41]의 숫자 표시)가 나란히 붙어있지만, 오른쪽 입체는 ‘하나 둘 

셋’([그림 Ⅳ-41]의 숫자 표시)이 나란히 붙어있다는 것이다(번호 5). 

<장면 2>와 <장면 3>에서 S2의 설명을 <표 Ⅳ-4>를 바탕으로 평가해보

면,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자세한 표현으로 정확성과 이해 면에서 높은 수

준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 쪽’, ‘너 쪽’이나 ‘튀어나온 부분’과 같

이 뜻이 매번 달라질 수 있는 비수학적 표현의 사용으로 수학적 표현 항목

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시간 소모가 많은 표현으로 간결성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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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

1

S2: (회전 문항 R2 1번 보며)아마 툭 튀어나올 거 아냐. 위로 툭 튀

어나오겠지. 그리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3개가 있으면 중간에 있는  

두 개 부분이 옆으로 튀어나왔겠지?
2 S19: 아하!

3

S2: 그치?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림 가리키며)여기서 바로 세우면 

툭 튀어나온 애가 내 쪽으로 있잖아. 그럼 이 애를 이 쪽으로 돌리

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왼쪽으로 돌리면(왼쪽으로 돌리는 제스처) 

위쪽으로 나온 애가 아까는 너 쪽(대각선 방향  제스처)을 향하겠

지만 이제 우리 뒤쪽으로 향하게 됐을거 아냐. 그럼 또 맞지? 
4 S19: 그러네.

<장면 3>

5

S2: (회전 문항 R2 2번 보며)틀리다고 했어. 왜냐하면, 두번째 있잖

아. 튀어나온 애 바로 밑에 있는 이 두번째에서, 쭉 옆으로 하나  

두개 가고 밑으로 하나(밑으로 제스처) 나오잖아. 근데 얘는 튀어나

온 애에서 하나 둘 하고 밑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 둘 셋하고 밑

으로  가있잖아. 그래서 틀리다고 했어. 오케이? 

도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성과 이해 면에서 낮은 수

준의 평가로 연결되는데, 그 이유를 S19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S19는 

S2의 설명을 잘 이해하였다고 대답하지만(번호 2, 4, 6), 어떻게 설명하는

지 표현을 모르겠다고 대답한다(번호 8). 또한 의사소통 활동에 대한 의견

을 묻는 <장면 4>에서 S2는 설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S19는 표현하

는 방식이 달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음을 고백한다(번호 18). 여기에서 

상대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란, 해결 과정이 자세히 드러나고 정확해야함

은 물론 합의된 수학적 용어나 기호를 사용하여 간결하게 나타내는 표현

이라 할 수 있다. 즉, 이해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는 비수학적 표현 대신 

그 의미가 합의된 수학적 표현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표현이 경제적일 

수 있도록 해야 상대가 이해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 113 -

6 S19: 응.

7 S2: 끝!

8

S19: 이거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이거를 설명할 그거를 모

르겠어.

[그림 Ⅳ-40] <장면 2>에서 S2와 S19

의 사고 과정

[그림 Ⅳ-41] <장면 3>에서 S2와 S19

의 사고 과정

모둠별로 학생들의 의사소통 활동을 하고 나서, 개별로 설문지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였다. 설문지에는 의사소통 활동에서 해결 전략을 설명

하는 것이나 친구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는지에 대해 의견을 적

었는데, 설명 또는 이해 둘 다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한 학생은 단 5명뿐이

었으며, 대부분 둘 중 하나는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예를 들면 S2는 ‘내

가 생각한 과정을 그대로를 쓰면 되니까’라고 하며 설명이 어렵지 않았

다고 하였지만 친구의 설명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서술하였다.  

설문지에 의견을 작성한 후,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해결 전략을 

발표하고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담화 시간을 가졌다. <장면 4>는 담

화의 일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냐는 교사의 물음에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꼈다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한다. S15는 ‘말로 어떻게 설명해

야할지 모르겠다’(번호 12)하였고, 이 의견은 대부분의 학생이 서술한 설

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S21은 ‘제 식대로’ 설명하여 듣는 학생이 

이해를 못해 설명이 어렵다며(번호 6),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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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4>

1
T: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친구가 약간 못

알아듣는다는 느낌 받지 않았어요? 
2 S. (여러명이) 네!

3

T: 설명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얘들아 선생님 보자, 나는 설

명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다? 준용이.
4 S21: 듣질 않아요.

5

T. 그 이유 말고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은 없

었어요?
6 S21: 제 식대로 설명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7

T: 선생님이 볼 때는 S1이 설명을 아주 잘했는데, 그런데 설명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아까 준용이가 말한 대답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식대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이

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어요?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려웠다.
8 S5: 약간 문제를 푸는데 혼란이 있어서 그래서 어려웠어요.

9 T: 아, 문제를  푸는데 혼란이 있었다? 어떤 혼란이 있었어요?

10

S5: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특히나 결합문항에서 생각이 잘 안나가

지고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11
T: 이 친구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결합문항

이 사실 조금 어려웠죠. 왜 어려웠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2 S15: 말로 하기 어려웠어요. 

13

T: 그럼 나는 설명하기 쉬웠다? 손들어볼까? 이 두 친구(S2와 S19), 

굉장히 소통이 잘되었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14 S2(설명한 학생): 어렵지는 않았어요. 

15 T: 왜 그런 것 같아요?

다. 이후 교사는 <장면 2>와 <장면 3>에서 소통이 원활하였던 두 학생에게 

설명이 어려웠는지 묻는다(번호 13). 그러자 설명을 했던 S2는 어렵지 않았

지만(번호 14~16), 설명을 듣고 이해한 S19는 ‘표현 방식이 달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대답한다(번호 18). 이 대목에서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설명 또는 이해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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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2: 친구랑 마음이 잘 통하는 것도 있고, 자세히 말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17 T: 친구는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없었어요?

18

S19(설명을 듣고 이해한 학생): 저랑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이해

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다면 설명하는 것이 왜 어렵고 표현 방식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무엇

을 말하는 것인지 더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의 다른 답변을 살펴보았다. 

[그림 Ⅳ-42]는 설명의 어려움에 대해 서술한 학생들의 답변이고, 그 아래

는 두 학생과 개별 면담 과정 중에 답변에 대해 물어본 결과이다. S4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며, 풀 때는 그림을 

보고 풀지만 설명할 때는 말로 옮겨야하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워진다고 

하였다. 이것은 S21의 답변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S21은 머릿

속으로 돌리는 심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과정을 말로 표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S4: 어려웠다. 내가 생각한 걸 설명하

려고 하니까 복잡해서.

S21: 어려웠다. 머릿속으로 돌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모르겠다. 

[그림 Ⅳ-42] 설명의 어려움에 대한 학생의 답변 

- S4 면담 

T: 송혜는 문제를 풀 때보다 설명할 때 더 복잡했어요? 왜요? 

S4: 생각을 하면요. 그냥 말로 안해도 그림으로 그려서 하면 됐는데, 

설명할 때는 복잡하게 말로 해야하고 애들이 못알아들어서요.

T: 아~ 풀 때는 그림인데 설명할 때는 말로 해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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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어려웠다. ‘이렇게’와 ‘이쪽’

이 나와서 생각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정확한 모양이나 방향이랑 중간에 좀 

건너뛰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S19: 어려웠다.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친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생각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서. 

[그림 Ⅳ-43]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학생의 답변 

- S21 면담

T: 여기서 머릿속으로 돌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서요?

S21: 네. 왜냐면요. 제가 생각대로 막 머리로 돌려서, 계산으로 따지

면 암산처럼 푸는 형식이어서, 막 그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돌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 돌리다보다가 막 맞춰지는구나 

이런식으로 푸는 식이어서. 이걸 당당하게 '머릿속으로 막 돌리다보

면 맞춰져.' 이렇게 설명하면 안될 것 같아서 설명이 좀 어려웠어요. 

설명의 어려움은 설명을 이해하는 학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그

림 Ⅳ-43]). 설명을 하는 학생들은 나름대로 해결 과정을 표현하고자, 대상

이나 대상을 회전시키는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 ‘이렇게’와 ‘이 쪽’등

의 비수학적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현은 뜻이 합의되어 있

지 않아 정확한 이해가 어려우며, 바로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의 차이로 학

생들 사이의 소통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 S2 면담

T: 도원이는 설명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그

대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렇

게’와 ‘이쪽’ 이런 말이 이해가 잘안됐어요? 

S2: ‘이렇게’와 ‘이쪽’이라고 말을 하면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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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북표현체계 활용 이후 

학생들은 거북표현체계를 배운 뒤 이를 활용해 연결큐브 문제를 해결하

고, 해결 과정을 짝끼리 서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의사소통 활동을 하였

다. <장면 5>는 1모둠의 S10과 S5가 연결큐브 문제 중 회전 유형에 대해 

의사소통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이 장면에서 S10은 연결큐브 입체를 거북

의 관점에서 표준형 표현식을 구하여 두 입체가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하

고 있다. S10이 각각의 입체들의 표현식을 구하는 과정은 [그림 Ⅳ-44]와 

같고, 특히 ㉰는 지면과 수직인 뒷면을 바닥면으로 설정하여 거북을 이동

시키는데 ‘몸’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장면 5>에서 S10은 왼손

을 거북이라 생각하고 이를 움직이면서, 왼손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움직이

면 ‘왼쪽(l)’이라고 생각한다(번호 3). 이와 같은‘제스처’는 [그림 Ⅳ

-44]의 ㉰와 같이 바닥면이 뒤집힌 상황에서 거북표현식을 활용하는데 도

움이 되는데, 왼손이 엄지 쪽으로 움직이면 ‘오른쪽(r)’으로, 손등 쪽이

면 ‘위(u)’, 손바닥 쪽이면 ‘아래(d)’로 움직여서 헷갈릴 수 있는 방향

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장면 5>

1 S10: 내가 먼저 설명을 할께. 봐봐. 1-1은 (보기는) sslu지? 

2 S5: 응.

3

S10: ㉯는 ssru로, 서로 달라. (이어서 바로 1-2 설명) 보기는 sslu

지? ㉰는 여기로 들어가잖아. 이쪽으로. s, s, 새끼손가락이니까 l이

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u. 그러니까 같아.  

[그림 Ⅳ-44] <장면 5>에서 S10의 사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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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면 6>은 S2가 결합 유형을 거북표현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S19

에게 설명하는 담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S2도 S10처럼 왼손으로 제스처

를 하며 거북표현식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2는 ㉳의 왼쪽에서 

㉡을 찾아 제거한 후 남은 모양을 거북코딩을 해서 나온 표현식이 ㉠의 표

현식과 같으므로, ㉳는 보기의 두 입체가 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양이 

맞다고 설명한다([그림 Ⅳ-45] 참고). 만약 ㉡을 ㉳의 왼쪽이 아니라 오른

쪽에서 찾으면, 남은 모양은 ‘ssru’로 보기의 ㉠과 다르다는 것도 덧붙

인다. 

<장면 6>

1

S2: ㉳는 ㉡을 왼쪽에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들어가서, (왼손 제스

처 같이 하며)sslu지? 근데 얘(㉠)도 sslu(왼손 제스처)니까 오케이! 

㉡을 여기다하면 ssru(왼손 제스처)라 안되고. 오케이? 
2 S19: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림).

[그림 Ⅳ-45] <장면 6>에서 S2의 사고 과정

학생들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의사소통 활동을 하였을 때 어떻게 느

꼈는지 알고자,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장면 

7>). 먼저 S18과 S17이 거북표현식을 활용해 연결큐브 회전 문항을 해결하

는 과정을 발표했는데, 학생들은 설명이 잘 이해가 된다고 대답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왜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S10이 s, r, 

l, u 등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번호 12). 이 답변

은 S9의 발언에 의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S9는 ‘설명할 때 방식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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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7>

1
T: 이번에는 거북코딩으로 설명하기로 했었지? 이걸 세민이가 아주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대.
2 S18: 보기는 sslu고  ㉯는 ssru야. 달라.

아져서’이해하는 것도 쉽고 설명하는 것도 쉽다고 한다(번호 23). 거북표

현체계를 적용하기 이전에 표현 방식의 차이로 설명과 이해가 어려웠던 

점을 볼 때, 이 발언은 거북표현체계가 학생들 간에 합의된 표현 방식으로 

기능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정보를 압축해 나타낸 기호적 표현이므로, 

이것을 활용하기 이전에 비해 활용한 이후 표현이 좀 더 간결해짐을 S16의 

발언에서 알 수 있다(번호 17). 학급의 거의 모든 학생이 S16의 발언에 동

의하였는데, 특히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도 설명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S14도 이에 동의하였다. S14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전

에는 두 번 설명해야 친구가 이해했지만,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설명했을 

때는 한 번 만에 알아들었다며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방식이 더 쉽다고 

하였다.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는 간결하고 경제적인 표현으로 효율적인 의

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S21은 회전 유형에서 입체를 머릿속으로 회전하지 않아도 거북코딩을 

통해 표현식만 비교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설명할 수 있어 쉬웠다고 하였

다(번호 26). 6모둠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나왔으며(번호 27-28), S2가 말

한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의견(번호 25)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2의 발언에서 왼쪽, 오른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S2와의 

면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거북표현체계를 적용하기 이전의 면담에서 

S2는 ‘이렇게’와 ‘이 쪽’등으로 표현하여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서 

이해가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것을 ‘r(오른쪽)’, ‘l(왼쪽)’등으로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뜻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대답을 통해, 거북표현체계라는 공통된 수학 

기호를 활용하였을 때 표현의 간결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듣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쉬워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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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 S: (대다수)네!

5

T: 오, 바로 이해를 잘했네요. S18이 자신있게 얘기한 이유가 있었

어. 이거를 그 옆에 S17이 또 자신있게 설명을 해주겠대. 뭐랑 비교

할까? ㉠이랑 ⓐ랑 한번 설명해볼까?
6 S17: ㉠은 ssrsu이고  ⓐ는 ssrru이기 때문에 서로 달라.

7 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이해가 되요?

8 S: (대다수)네.

9 T: 그럼 왜 잘 이해가 되는지 한번 얘기해볼 사람? 

10 S10: (혼잣말로) 저 기호를 써서.

11 T: S10 뭐라구요?

12 S10: s, r, l, u를 써서 그래요.

13 T: 아 거북기호를 써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14 S10: 네.

(   중   략   )

15

S6: 그냥 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되서 설명하기도 쉽고 알려주기도 

쉬웠어요.

16
T: 아 설명하기도 쉽고 알려주기도 쉬웠다. 네, 좋았습니다. 분해문

항이 (특히) 설명하는데 도움이 더 되었다? S16.
17 S16: 이게 원래 되게 길었는데, 요걸로 쓰니까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

18 T: 아, 많이 짧아졌다? 간단해졌다? 혹시 S16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19 S: (거의 대부분이 거수)

20

T: 오~ 매우 많네요. 간단해졌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

다.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을 때 좋았던 점을 얘기해볼까요? 우선 

아까 S15가 뭐라고 했지?
21 S15: 재밌어요. 

22 T: 재밌다, 또? 

23

S9: 설명할 때 방식이 같아져서 이해하는 것도 쉽고 설명하는 것도 

쉬워요.
24 T: 아, 설명할 때 표현 방식이 같아져서 이해도 쉽고 표현도 쉽다.

25 S2: 왼쪽, 오른쪽이 안헷갈려요.

26 S21: 설명하는 것도 통일되서 쉽긴 했지만, 특히 회전문항이 막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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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속으로 돌려보지 않고 거북코딩만 한 다음에 비교하기만 하면 되

서 쉬웠던 것 같아요.

27

T: 돌리지 않고 비교만 해서 쉬웠다. 이거 아까 6모둠에서도 얘기

했었죠? 
28 6모둠: 네! 

- S2 면담 

T: 아 어디가 어느 방향인지 몰라서? 근데 거북코딩으로 하면 어땠어요?

S2: ‘이렇게’와 ‘이쪽’으로 말 안하고 r, ㅣ 이렇게 말을 하니까.

T: 음 방향이? 방향이 정확해지니까? 

S2: 그리고 뒤집을 때 같은 것도 ‘이렇게 뒤집어.’ 이것보다는 

‘거북코딩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

튼 그런 면이 더 쉬웠어요.

- S14 면담

T: S14는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전혀?

S14: 전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T: 아 그래요? 친구는 이해를 잘한 것 같아요?

S14: 처음에는 아니고, 같은 내용을 두번째 말할 때는 이해했어요.

T: 그럼 거북코딩으로 설명할 때는 어땠어요?

S14: 한 번 만에 알아듣던데요?

T: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편한 것 같아요?

S14: 거북코딩이 더 쉬운 것 같아요.

한편, 학생들은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할 때 항상 입체의 표현식을 작성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예컨대, S5는 거북 코딩을 할 때 블록이 가장 많은 면

은 ‘바닥면’으로 설정하는 것을 이용해, 이를 기준 삼아 회전시키는 심

상 전략을 적용하였다. 또한 S13은 입체의 표현식을 작성하지 않고,‘바닥

면’원리만 사용해 두 입체를 같은 관점(위)에서 바라보는 것을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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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학생은 예시된 문항 외에 다른 문항은 모두 거북표현식으로 설명하

였지만, [그림 Ⅳ-46]의 예시된 문항에는 바닥면 원리만을 활용해 다른 전

략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학생들이 문제에 맞게 전략을 선택

적으로 활용하는 습성을 보여주며, 다른 공간 시각화 과제에도 거북 코딩 

전략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S5: ㉡과 ㉢는 모양이 똑같아. 왜냐하

면 밑면에 들어 있는 블록 수가 가장 

많은 데로 돌리면 모양이 똑같아지기 

때문이야.

S13: 모양에서 을 빼면 나머지 조각

이 남는데 세면을 바닥에 붙게 해서 

보면 위에 모양이랑 같다. 

[그림 Ⅳ-46] 바닥면 원리만 이용해 설명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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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회전 결합 분해 모두

문제

해결
14명 12명 18명 9명

의사

소통
16명 13명 19명 11명

(총 21명 참여, 중복 선택 가능)

<표 Ⅳ-20> 거북표현체계가 가장 도움

된 유형 

2.2.3.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 

학생들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느끼는지 알

기 위해, 설문과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은 유형별 난이도, 정확도, 

속도, 문제 해결, 표현, 이해 등 6가지 항목에서 5점 척도로 평가하고, 거북

표현체계가 가장 도움이 된 유형을 고르며 거북표현체계의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수업과 설문에서 특징적인 발언을 

했던 학생들에 한해 설문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표 Ⅳ-19>는 유형별 6가지 항목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학생들의 점수를 

평균낸 것으로, 평가 항목은 크게 난이도, 정확도, 속도, 문제 해결 등의 문

제 해결 측면과 표현, 이해 등의 의사소통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표 

Ⅳ-19>에서 세 유형 모두 어떤 항목에서든 4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거북표

현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유용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

형별로 유용성 점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에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

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문제 해결 측면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거북표현체

계가 가장 도움이 된 유형을 투표하였다.

항목 회전 결합 분해 평균

난이도 4.4 4.1 4.4 4.3 

정확도 4.3 4.2 4.4 4.3 

속도 4.1 4.2 4.4 4.2 

문제해결 4.6 4.4 4.6 4.6 

표현 4.5 4.3 4.5 4.4 

이해 4.5 4.5 4.5 4.5 

1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3점: 비슷함, 4점: 도움이 됨, 5점: 

매우 도움이 됨

<표 Ⅳ-19> 유형별 유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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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표 Ⅳ-20>과 같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해 유형을 거북표

현체계가 가장 도움이 된 유형으로 선택하였다. 분해 유형 다음으로는 회

전 유형, 결합 유형 순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표 Ⅳ

-19>의 유형별 각 항목들의 점수에서도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난다. <표 Ⅳ

-19>에서 세 유형 중 분해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항목별 점수가 높은

데, 다음과 같은 S1의 면담을 통해서 분해 유형이 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었다. 

-S1 면담

T: S1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게 익숙했어요?

S1: 아니요.

T: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S1: 네.

T: 왜 그랬던 것 같아요?

S1: 예전에 이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머릿속으로 

회전하거나 생각만 했는데, 거북표현체계를 하니까 어렵고 익숙하지

가 않았어요. 

T: 이전에 회전 전략으로 할 때는 문제가 쉬웠어요?

S1: 네.

T: 거북표현체계로 하니까 좀 어려웠군요.

S1: 네, 어렵긴 했는데, 그 전에는 회전으로만 하니까 이게 답이 맞

는지 틀린지 몰랐는데, 거북표현체계로 하니까 그나마 손으로 움직

이는 것 때문에 답이 맞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T: 거북표현체계로 푸는 게 어렵긴 했지만, 답을 확신하는 데는 좋다

는 거에요?

S1: 네.

T: 정답률은 올랐어요?

S1: 그걸 못 봤어요.

T: ‘어떤 문항에 도움이 되었나요’에 분해문항만 체크했던데,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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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도움이 됐었어요?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게 익숙하지 않았

고 이걸 사용하는데 어려웠다고 했는데, 이건 특별히 예외인가요?

S1: 네.

T: 분해문항은 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S1: 검정색으로 된거는 제외하고 보는게, 회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

북표현체계로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분해문항이 나았어

요. 그러니까 검정색 모양이 그거를 빼고 나머지를 하는 게 좀 어렵

긴 했는데, 거북표현체계로 하니까 제 답이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서 

좋아요.

T: 확신하는 면에서 분해문항이 제일 유리하게 작용한 거네요?

S1: 네. 

S1은 거북표현체계로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다고 하였지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점이 분해 유형을 해결

하는데 유용하다고 느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S14 등은 분해 문항이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 헷갈려서 가장 어려웠는데,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

니 왼쪽, 오른쪽이 헷갈리지 않아 해결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

다. 분해 유형은 회전시켜야 하는 목표자극에 방해자극이 결합해 가리고 

있어, 목표자극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회전시키는데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결합에 상관없이 거북의 관점에서 자극을 분석하는 거북표현체계가 더 확

신을 갖게 함을 알 수 있다. 

<표 Ⅳ-19>에서 회전 유형도 분해 유형처럼 항목별 점수가 대부분 매우 

높지만, 속도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낮다. 이것은 <표 Ⅳ

-21>을 통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S21과 같이 ‘도형

을 돌릴 필요가 없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푸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

다.’나 S5의 ‘헷갈리는 상황에서 같은지 다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

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S2 등 몇몇은 기존에도 회전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간단했기 때문에 거북표현체계가 도움은 되지만 속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특히 S18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



- 126 -

을 때 조금 더 오래 걸린다며, ‘(이전처럼 그냥 머릿속으로) 돌리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하였다. 실제로 S18은 사후에 회전 유형의 정답률이 

100%에서 87.5%로 떨어지고 반응 시간도 12.51초에서 15.13초로 약 3초가

량 늘어났다. 아래는 S18을 면담한 내용이다. 

-S18 면담

T: S18은 거북표현체계 사용하는 게 익숙했어요?

S18: 네.

T: 특히 어떤 문항유형이 도움이 되었는지 체크할 때, 결, 분은 체크

하고 회전은 체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에요?

S18: 그냥 돌리면 되니까요.

T: 그럼 거북표현체계로 회전문항을 풀 때는요?

S18: 괜찮았어요. 

T: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S18: 그냥 돌리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T: 그럼 결합, 분해는 거북표현체계로 푸는 게 더 쉬워요?

S18: 복잡하니까.

T: 그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 거는 세 문항 다 도움이 되었어요?

S18: 네.

T: 문제해결에는 회전 안 골랐는데, 여기서는 회전을 고른 이유가 뭐에요?

S18: 설명하기가 편해서요.

T: 설명하기가 편해요? 왜요?

S18: 그냥 거북표현체계로 비교하면 알 수 있으니까.

T: 아, 비교를 할 때? 모양을 지칭할 때 더 편하다는 거죠?

S18: 네.

T: 나빴던 점은 회전문항에서 돌릴 수 있을 때는 나타내야 되서 귀

찮다는 거고, 하다가 실수하면 그냥 틀려서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걸 

경험했어요? 언제요? 연습문제 풀 때?

S1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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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8>

1 T: 그러면 거북표현체계가 이전에 비해서 나빴던 점?

2

S12: 결합문항을 할 때 어려운데 거북표현체계를 더 생각해야 되서 

어려웠어요.

3

T: 결합 문항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서 더 생각을 해야 되서 어려웠

다고? 거기서 더 생각하는 것은 뭐에요?
4 S14: 아, 뭔소린지  알겠다. 

5

T: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한번 얘기해볼까? S14가 한번 보충

해서 얘기해볼까?

6

S14: 결합문항이 원래 어려워하는데, 이게 이렇게 가면 s고 l이고 

이걸 더 생각을 하게 하니까 더 헷갈렸던 거죠.

7
T: 아, 그냥 돌리면 됐었는데 이거를 기호를 한 번 더 생각해야 되

니까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거죠?
8 S14: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9 T: S16 맞아요? 

10 S16: (고개를 끄덕이며)네.

11 T: S21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12

S21: 덧붙이자면 요. 결합문항은 거북코딩이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해요. 
13 T: 왜요?

14

S21: 거북코딩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요. 

15 T: 머릿속으로 조합하는 게 더 편하다?

16 S21: 결합문항에서는요.

17 T: 혹시 또 이렇게 느낀 사람 있어요? S15?

18 S15: 네. 거북코딩을  알아봤자, 결합하는 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면 <표 Ⅳ-19>에서 결합 유형은 세 유형의 평균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낮은 편이다. 결합 유형은 정답률 면에서 다른 유형에 비해 사후에 

가장 크게 높아졌고 사전과 사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다른 유

형에 비해 결합 유형에서 유용성 점수가 낮은데, 그 이유를 다음 수업 장

면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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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요.

19

T: 하나를 빼고 나머지 비교할 때 좀 편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거

나?
20 S15: 잘 모르겠어요. 

21

T: (S9가 ‘더 확실했던 것 같아.’라고 함) S9는 더 확실했던 것 

같아요?

22

S9: 아니 머리가 도형에 익숙한 사람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저는 

도형에 약해가지고 아예 기호를 사용하니까 아예 더 확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23

T: S9 아주 잘 얘기해줬어요. 확신하는 쪽은 거북코딩이 더 낫다? 

혹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이 문제를 풀 때 

확신을 갖고 푸는 것에는 거북코딩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24 (학생들 2/3 가량 거수) 

25 S21: 아주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26 T: 네, 알겠습니다. 꽤  많네. 

<장면 8>에서 결합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와 ‘도움이 된다’는 두 의견으로 나뉜다. 먼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S12는 결합 문항을 해결할 때는 거북표

현체계를 더 생각해야 되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고 있다(번호 2번). 앞

서 결합 문항은 다른 유형과 달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보기의 두 입체를 회전하는 동시

에 목표자극에서 두 입체의 위치를 찾아 해결하였다면, 거북표현체계를 활

용할 때는 우선 두 입체가 나올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한 입체

의 위치를 찾은 뒤 나머지 입체에 대해 거북표현식으로 코딩하여 비교하

므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 단계가 더 생긴다. S12가 언급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사고 단계의 추가를 말한 것이며, S21이나 S15도 이에 동의하여 

결합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가 유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번호 2, 12, 14, 18번). <장면 8>에는 없지만 설문을 통해 S8도 결합 유형

에 거북표현체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는데, 이처럼 결합 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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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S15, S21 등 총 4명이었다. 이들 중 S8, S15, S21 3명은 실제로 결합 유

형에서 사전과 사후의 정답률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S12는 사전 검사에서 

결합 유형의 정답률이 25%였으나 사후에 100%가 되었는데, 이를 통해 유

용하게 느끼는 것과 정답률이 꼭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

다. 아래는 S21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진행한 면담으로, 좀 더 자세한 생각

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면담에서 S21은 거북표현체계가 결합 유형의 해

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다른 유형만큼은 아니어도 결합 유형을 설명

하거나 이해하는 의사소통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S21 면담

T: 거북표현체계 사용하는 게 익숙했어요?

S21: 네. 쉬웠어요. 엄청. 재밌고 쉬웠어요.

T: 배우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S21: 어렵지는 않았어요. 손으로 하면 안 헷갈린데, 머리로 하면 살

짝씩 헷갈려요. 손으로 하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에요.

T: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다면 특히 어떤 문항이? 이거 어제 물어

봤었죠? 결합문항은 크게 도움이 안되고 이 나머지 두개에만 도움이 

된다? 

S21: 어차피 분해문항은 하나 빼가지고 회전시키는 거니까.

T: 아,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거니까? 결합문항은?

S21: 머릿속으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또 거북코딩으로 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힘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T: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면 특히 어떤 게 도움이 되었나요? 결

합문항은 설명할 때 어렵지 않았어요?

S21: 음, 일단 도움이 됐긴 했거든요. 왜냐면요. 설명을 일단 합친다

고 생각하고. 합치는 것도 거의 분해식이잖아요. 이 부분을 뺏을 때 

이게 ssru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여서 똑같아서 같기 때문이다. 이

런 거 할 때는 쉬웠는데. 설명할 때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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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유형처럼 많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T: 그럼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은? 속도, 설명하기 편

하다. 혹시 더 있어요?

S21: 하나가 더 있는데, 일단 풀면은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일

단. 

T: 확신이 생긴다?

S21: 왜냐면 머릿속으로 하면 한번 실수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손으

로 하니까 확실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풀게 되면은.

T: 혹시 더 있어요? 

S21: 음.. 모르겠어요.

T: 나빴던 점은? 결합문항은 그냥 머리로 돌리는 게 편한 것 같다? 

그 외에는 없구요?

S21: 네. 물론 (결합문항도) 설명할 때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풀 때

는 머릿속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T: 그러면 여기에서(의사소통에 가장 도움된 유형에서) 이것도(결합 

유형도) 체크하려다 말았던 게, 특히라서 이것만(회전 유형과 분해 

유형만) 한거죠?

S21: 왜냐면 이거 두개는 그냥 거북코딩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데, 이거는 뭐랄까 살짝 애매하게 되거든요.

반면, S9는 도형에 익숙한 사람은 기존의 심상 전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과 같이 도형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기호를 통해 확신할 수 있어 

결합 유형에서 거북표현체계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번호 22), 학급

의 2/3 학생이 동의하였다(번호 24). S9의 말대로 실제로 결합 유형에서 거

북표현체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학생 4명 중 S8, S15, S21 3명은 

모두 사전 검사에서 전체 정답률이 ‘높음 수준’에 해당했고, S9는 ‘낮

음 수준’에 해당했다. 아래 S9와의 면담에서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된다고 

느꼈는지를 더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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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면담

T: S9는 거북표현체계가 익숙했어요?

S9: 네.

T: 문제해결에 다 도움이 되었어요?

S9: 네.

T: 결합문항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S9: 결합문항이 제일 어려웠어서, 뭔가 제일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었

어요.

T: 아, 결합문항이 제일 어려웠는데, 더 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S9: 다른 거는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이거 거북 배우

고 나서 안거 같긴 했는데, 결합은 뭔가 더 그랬어요.

T: 그럼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다, 이것도 세 개 다 도움이 되었어

요? 특히 도움이 된 것 꼽을 수 있어요?

S9: 회전문항.

T: 회전문항은 설명할 때 왜 도움이 되었어요?

S9: 2층인데 바닥으로 갈 경우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냥 

바로 말하면 되니까 제일 쉬웠어요.  

T: 아, 바로 말하면 되니까? 이전과 비교해서 좋았던 점이, 결합문항

은 얘기했고, 머리도 안 아프다? 예전에는 머리를 많이 회전하는데 

써서 어려웠어요?

S9: 회전하는 게 잘 안됐는데, 아예 손으로 하니까 머리가 더 안 아

팠어요.

T: 나빴던 점은 손이 아팠어요? 

S9: 네.

T: 그러면 머릿속으로 손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까요?

S9: 아니, 왼손이 자꾸 꼬여요.

T: 아, 그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알려줬던 바닥면을 새로 찾는 방식

으로 하면 쉬워지지 않을까요?

S9: 네! 



- 132 -

<장면 9>

1

T: 이전과 비교해서 나빴던 점을 우선 6모둠에 물어봤을 때는, S11

은 바닥이 뒤집혀있을 때 조금 헷갈린다고 했어요. 혹시 그 이유 

말고 또 있는 사람?

2
S16: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지고 받는 것 있잖아요. 가끔씩 손이 꼬여

가지고. 

3

T: 아 손이 꼬여서? 이렇게? 어렵다. 또 다른 이유?  나는 한 시간 

동안 배워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는 없어요?
4 S21: 이해는 잘됐어요. 

[그림 Ⅳ-47] 거북표현체계의 장점에 대한 S9의 답변

<장면 8>에서 S9의 발언과 면담을 정리해보면, S9는 기존의 심상 전략으

로 해결할 때는 결합 문항이 가장 어려웠는데,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뒤 

확신을 갖고 풀 수 있어 결합 유형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S9는 사전 검사에서는 전체 정답률이 약 54%로 

낮음 수준이었지만 사후에는 75%로 크게 상승했으며, 특히 다른 유형보다 

결합 유형에서 50%에서 87.5%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그림 Ⅳ-47]에서 S9

가 의사소통 면에서도 결합 유형에 거북표현체계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서 거북표현체계를 손의 움직임인‘제스처’

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S21 또한 

면담에서 거북표현체계를 ‘제스처’로 나타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

고 하였으며, 특히 정답을 확신할 수 있어 정확도 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

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S9의 면담에서 ‘제스처’로 나타낼 

때 손이 꼬이는 등 입체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 <장면 9>에서도 S16이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번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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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장점

-전에는 많이 헷갈렸지만, 답이 맞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S1, S2, 

S5, S10, S12, S14, S22, S9, S18, S21).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졌다(S2, S6, S13, S21, S9, S18, S22).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S4, S6, S12, S13, S15, S20, S21, S22). 

-어려웠던 문항이 간단해져서 쉬워졌다(S6, S9, S16, S18, S10, S12, 

S13, S18, S22).

-도형을 돌릴 필요도 없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푸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졌다(S21, S4, S9).

-처음에는 눈으로 대충 돌려서 했는데 지금은 거북코딩으로 하니까 

훨씬 편하고, 내가 아는 영어의 앞글자로만 해서 외우기도 쉽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S6, S5, S17)  

-모든 게 전보다 훨씬 쉽다. 거북표현체계를 하면 못 풀 문제가 없을 

것이다(S10) 

-문제가 재미있어졌다(S2, S6)

-처음에는 이해 못했는데 하다보니까 재미있다(S12, S22).

단점
-거북표현체계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S1, S11, S22)

-거북의 등과 배를 옆면으로 돌리면 헷갈릴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표 Ⅳ-21> 거북표현체계의 장단점 

5 (학생들이 ‘이해는  잘됐어요.’라고 여기저기서 얘기함)

6
S21: 이거 이해를 한번만 못하면, 패닉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제

대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장면 9>에서 학생들은 거북표현체계에 대해 생각보다 이해가 잘됐다고 

말하였으며, 익숙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평균 점수가 4

점으로 꽤 높았다. 하지만 <장면 9>에서 S21의 발언처럼 이해를 못하면 매

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거북표현체계의 장점

과 단점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설문지에 서술하도록 

하였다. <표 Ⅳ-21>은 학생들의 답변을 유사한 의견끼리 묶어 문제 해결 

측면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정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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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있다(S17, S1, S4).

-방향이 꼬이고 바닥에서 방향이 바뀔 때 손이 아프다(S16, S1, S9, 

S10, S14).

-결합 문항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다(S8, S12, S21).

-회전 문항은 돌리는 것이 더 빠르다. 돌릴 수 있는데도 거북코딩으

로 기호를 써야 될 때 귀찮다(S18).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다가 실수하면 그냥 틀려서 안좋은 점도 있다(S18).

의사소통

장점

-서로 거북기호를 알고 있다면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것도 손과 함께 하면 머리도 안 아프고 편하게 할 수 있었다(S9, S10, 

S14, S18). 

-더 쉽게 표현(설명)할 수 있다(S9, S2, S19, S21). 

-거북코딩으로 표현하니까 나도 잘 알아듣고, 친구도 잘 알아들으니

까 좋다(S3, S6).

-배우기도 쉽고 누구한테 알려주기 쉬워서 재미있다(S6).

-일단 통일된 설명방법이어서 이해하기 쉽다(S21, S9).

-기호 하나로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고 편하다(S8, S10, S16, S2, S18).

-거북코딩언어로 설명방법과 풀이방법이 통일되어 편하게 풀이를 할 

수 있다(S17).

단점 -거북코딩으로 잘 풀어졌는데, 설명할 때가 어렵다(S4).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이전에는 헷갈렸지만 거북표현체계로 인해 답을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어 정확도를 높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에는 

도형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회전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거북표현체

계로 답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 문제를 푸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느끼

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이전에 자신이 어려웠던 결합 문항이나 분해 문

항이 간단해져서 쉬워졌다며,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문제

를 해결하는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거북표현체계가 영어

의 앞글자로만 해서 외우기도 쉽고 활용하기도 쉽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거북표현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도 

더러 있었다. 바닥면이 뒤집혀 있는 경우 거북표현이 헷갈려 불편함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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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는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가 거북표현체계에 대해 수업할 때 바닥면이 

뒤집혀 헷갈리는 경우 ‘제스처’로 나타내라고 하여, S21과 같이 제스처

의 효과를 경험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S9처럼 잇따른 제스처의 사용으로 

손의 방향이 꼬이거나 아프다고 느끼는 학생도 있었다. 이를 통해 제스처

의 충분한 사용 이후에 내면화하여, 제스처를 직접 하지 않고도 제스처의 

효과가 지속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전 유형이나 결

합 유형은 기존의 심상 전략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학생도 

몇몇 있었으며, 한 학생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할 때 방향을 착각하면 바

로 틀리게 되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S4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거북

표현체계라는 간단하고 의미가 통일된 기호로 표현할 수 있어, 설명과 이

해가 쉽다고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였다. 또한 문제를 풀이할 때와 설명할 

때 방법이 일치해, 풀이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학생(S17)도 있었으며, 배우

고 알려주는 것이 쉬워 재미를 느낀다는 학생(S6)도 나타났다. 그러나 거북

표현체계로 해결하기는 쉽지만, 설명할 때는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S4)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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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2: 연결큐브 의사전달 중심 수업에서에

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 

‘연구 1’에 이어 연결큐브 입체 모양에 관해 의사소통하는데 거북표

현체계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2’를 설계하였다. 

‘연구 1’이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와 관련된 공간 시각화 과제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연결큐브로 구성된 입체 모양에 대해 설명

하고 이해하는 의사전달 놀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수업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연결큐브 입체 모양을 의사소통하는데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학생들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

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1. 연구 방법 

1.1. 연구 참여자 및 진행 과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20명(남 

9명, 여 11명)이다. 이들은 시흥 창의멘토링11)에 참여한 학생들 중 거북표

현체계에 관한 9주간의 온라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선발된 학생들 

중 일부이며, 수학 과목에 대한 흥미가 있어 수업 참여도가 높다. 본 연구 

수업에서 학생들은 연결큐브로 구성된 다양한 입체 모양을 거북표현체계

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거북표현체계의 기본 명령 외에 

다른 명령도 학습해야 한다. 따라서 거북표현체계에 대해 충분히 오랜 시

간동안 학습한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 과정은 <표 Ⅴ-1>과 같다. 참여자들은 5월부터 7월까지 

9주간 매주 거북표현체계에 관한 온라인 수업을 듣고 과제를 제출하였으

11)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경기도 시흥시의 학관 협력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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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7월 말에 실시된 여름캠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수업은 학생 본

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하였고. 시흥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름캠프 기간에 실시하였다. 

순 진행 과정 일정

1
∙온라인 수업, 과제

∙학생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 실시 및 동의 구하기

2016.05.02.~

2016.07.13

2 1차시(70분)
∙연결큐브 모양에 관한 의사소통 놀이 

수업
2016.07.27

<표 Ⅴ-1> 연구2 진행 과정

1.2. 수업 상황

온라인 수업과 과제는 <표 Ⅴ-2>와 같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초희

(2016)를 참고한 것이다. 각 과제는 매 주마다 제시되고 학생들은 다음 주

까지 수업과 과제를 완료하도록 하였다. 1주차는 명령을 알기 전에 자유 

작품을 만들게 하여, 명령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주차, 3주차에는 기본 

명령인 ‘s, l, r, u, d’와 ‘L, R, U, D’를 익혀 쌓기나무를 순서대로 쌓

아 소마큐브 등 입체를 구성하도록 한다. 4주차, 5주차에는 쌓기나무 입체

의 색깔을 변경하거나 투명, 반투명하게 만드는 명령 ‘(##red)’, H, h, 

C, c’등 을 배우며, 6주차, 7주차에는 반복되는 경로가 있을 때 원하는 위

치로 돌아가는 도돌이표 명령 ‘[ ]’에 대해 배운다. 8주차에는 두 입체를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서로 결합하고 분리하는 스프링 명령 ‘ㅅ’에 

대해 배우며, 9주차에는 입체를 풍차처럼 돌게 하는 엔진 명령 ‘E’를 배

운다. 본 수업의 의사전달 놀이 활동에서 모양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명령

은 기본 명령과 도돌이표 명령이며, 학생들에 따라서는 투명 명령인 

‘H’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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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진행 과정 순 진행 과정

1 (자유 과제) 자유 작품 만들기 6 (수업3) 도돌이표 명령 익히기

2 (수업1) 기본 명령 익히기 7 (과제3) 도돌이표 명령 익히기

3 (과제1) 기본 명령 익히기 8 (수업4) 스프링 명령 익히기

4 (수업2) 색깔 명령 익히기 9 (수업5) 엔진 명령 익히기

5 (과제2) 색깔 명령 익히기

<표 Ⅴ-2> 온라인 수업과 과제

여름 캠프에 실시했던 본 연구 수업은 연구자가 직접 교사로 참여하였으

며, 1차시(70분)로만 진행하였다. 자리배치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친분

이 있는 학생들끼리 3-5명씩 모둠별로 앉도록 하였다([그림 Ⅴ-1]). 먼저 

학생들에게 수업의 놀이 방식과 규칙을 안내한 뒤, 놀이를 시작하였다. 

[그림 Ⅴ-137] 자리배치도

사실 이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쌓기나무 단원의 놀이마당 차시

를 재구성하여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제안한 연결큐브 모양에 

관한 의사소통 놀이 방식은 [그림 Ⅴ-2]와 같이 연결큐브 모양을 표현할 

때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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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스스로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

생들이 연결큐브 모양에 관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결큐브 모양

만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놀이 방식을 수정

하였다. 

[그림 Ⅴ-138] 교과서 놀이마당 ‘똑같이 

쌓아보여요’(교육부, 2015)

본 연구 수업을 재구성할 때 전반적인 놀이 방식은 장유라(2010)의 ‘쓰

기를 강조한 수업’의 놀이 방식을 따랐다. 의사소통 방식을 ‘말하기’가 

아닌 ‘쓰기’를 택한 이유는 장유라(2010)의 연구에서 쓰기를 강조한 수

업이 말하기를 강조한 수업에 비해, 의도치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간섭

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놀이 방식은 모둠의 한 학생이 입체 모양을 보

고 이에 대한 설명을 힌트카드에 쓰면, 모둠 내 다른 학생들이 힌트카드를 

보고 연결큐브로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모양을 설명하는 기회는 3번까지 

주며, 몇 번째 기회에 통과하느냐에 따라 놀이에서 획득하는 점수가 달라

진다. 첫 번째 기회에 모양을 맞추면 3점, 두 번째 기회에 맞추면 2점, 세 

번째 기회에 맞추면 1점을 주고, 세 번째 기회에도 맞추지 못하거나 중간

에 포기하면 0점을 주었다. 모양에 대한 설명을 힌트카드에 쓰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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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읽고 만드는 시간은 각각 3분을 주었으나, 몇몇 모둠은 힌트카드를 

읽고 모양을 바로 맞춰 3분을 다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모둠의 친

구들이 설명을 읽고 모양을 맞추는 동안, 설명하는 학생은 말이나 동작을 

하지 않고 자신의 설명에 대한 반응을 관찰만 하여 다음 기회에 어떻게 설

명해야할지 고민하게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장유라(2010)의 수업 방식과 몇 가지 다르게 진행하였

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학생들에게 설명하도록 제시하는 입체 모양에 있

다. 본 연구는 쌓기나무 모양이 아니라 연결큐브 모양을 사용하며, 그 모

양은 교과서에 나온 연결큐브 4개로 이루어진 소마큐브 두 조각을 다양하

게 결합하여 만들었다. 따라서 [그림 Ⅴ-3]과 같이 바닥에서 띄워진 구조

나 중간에 허공이 있는 구조 등 다양한 모양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연결큐브 모양을 제시할 때, 연결큐브 입체 ‘실물’대신 

연결큐브 입체 모양의 ‘그림’이 있는 카드를 제시하였다. 이 때 학생이 

그림 속 연결큐브 입체 뒤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 제시한 모양과 

다른 모양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연결큐브 입체는 

모두 8개로만 구성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모둠의 설명하는 학생 모

두에게 같은 모양을 제시하지 않고, 모둠별로 모양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한 이유는 모양을 맞추는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하는 실물 모양

이나 다른 모둠의 모양을 보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교사가 

직접 모둠별로 돌아다니며 모양을 확인하고 새 모양카드를 나눠줘야 하므

로 모둠별로 동일한 시각에 놀이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종종 나타났다. 이에 몇몇 모둠은 새 모양 카드를 받으면 바로 놀이를 시

작할 수 있게 하여, 모둠별로 각자 놀이 시각을 달리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본 연구 수업에서는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라 놀이에서 학생이 맡는 

역할을 다르게 하지 않았다. 장유라(2010)는 모둠 내에 성취수준이 상 또는 

중인 학생이 모양을 설명하는 역할을, 성취수준이 하인 학생이 다른 모둠

이 말 또는 손짓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나머지가 친구의 설명을 이해

하고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9주간 온라인 과제를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수학에 대한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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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가 높아 수준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교사가 따로 역할을 정해주지 않

았으며 서로 의논해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모둠에 따라 설명하는 학생이 

한 명인 경우도 있고, 여러 명인 경우도 있었다(<표 Ⅴ-3>). 하지만 역할의 

교환에 따라 놀이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 모양에 대해 놀이하는 중간에는 

역할을 바꾸지 못하게 하였고 다음 모양에 대해 다시 놀이를 시작할 때 바

꿀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모둠을 감시하는 역할은 따로 두지 않았고, 본 

연구자인 교사가 직접 순시하며 통제하였다. 

1.3. 검사 도구 및 자료 수집

본 연구 수업에 사용한 검사 도구는 설문지, 모양 카드, 힌트 카드이다. 

설문지는 장유라(2010)의 활동 감상문을 참고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

정․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설명하는 역할을 맡은 학생과 설명을 이해하고 

모양을 만드는 역할을 맡은 학생이 따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두 역할을 모

두 맡았던 경우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쓰거나 둘 다 쓰도록 하였다. 설문은 

서술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우선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

였는지 물었고, 설명하는 학생은 설명할 때 또는 설명을 이해하는 학생은 

이해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적도록 하였다. 그 다음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묻고, 마지막으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했거나 한다면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각각 무엇일지 적어보도록 하

였다. 

모양 카드에 제시한 입체는 연결큐브 8개로 구성되며, 본 연구자가 교과

서에 나온 연결큐브 4개로 이뤄진 소마큐브 두 조각을 다양하게 결합해 만

들었다. 이미지는 JavaMAL에서 제공하는 거북표현식을 사용하여 연구자

가 직접 제작하였고, 연결큐브 입체가 한 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Ⅴ-3]은 본 연구에 사용한 연결큐브 입체들로, 

한붓그리기가 가능한 선형 구조와 한붓그리기가 불가능한 분기 구조로 나

눠 볼 수 있다. 여기서 분기 구조는 모양이 대칭적인 a, b와 대칭적이지 않

은 c, d, e로 나눠 볼 수 있고, 또는 바닥에서 띄우거나 빈 공간이 있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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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 그렇지 않은 a, b, c로 나눠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이 있는 

입체 구조를 제시하여 입체 구조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힌트 카드는 학생이 몇 번째 기회에서 의사전달이 성공되었

는지 알기 위해, 첫 번째 기회는 1단계, 두 번째 기회는 2단계, 세 번째 기

회는 3단계 등으로 단계를 적도록 하였다. 

설문지, 모양 카드, 힌트 카드는 수업에서 모두 사용하였고, 모둠에 따라 

수집하였다. 그 외에 수업 녹화 동영상과 녹음 자료 등을 수집하였는데, 

전체 장면과 한 모둠을 각각 1대로 녹화하고 추가로 녹음기를 사용해 음성 

녹음하였다. 이렇게 얻은 수업 자료는 전사하여, 설문지, 힌트 카드, 모양 

카드와 함께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그림 Ⅴ-3] 연구2에 사용한 입체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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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결과

2.1. 의사소통 분석

의사전달 놀이는 각 모둠에서 3개 또는 4개의 모양에 대해 진행되었으

며, 놀이를 시작하고 끝내는 시각은 동일하였지만 모둠별로 모양을 맞추고 

답을 확인하는 시간에 따라 놀이의 횟수는 4회에서 6회로 달랐다. 의사전

달 놀이에서 연결큐브 입체 모양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은 크게 거북표현

체계를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해 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연구자

는 거북표현체계를 언급하거나 권하지 않았지만, <표 Ⅴ-3>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연결큐브 입체 모양에 대해 거북표현체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

였다. 1모둠, 3모둠, 5모둠은 모양을 설명하는 학생들 모두가 거북표현체

계를 계속 사용하였으며, 2모둠, 4모둠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기도 사용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놀이에서 획득한 점수가 달랐는데, 거북표

현체계를 계속 사용한 모둠은 그렇지 않은 모둠에 비해 점수가 대체로 높

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

우로 나누어 의사소통을 분석하였다.  

모둠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설명

학생
S1 S2 S3 S4 S6 S7 S8 S10 S11 S14 S15 S16 S18

거북

활용
O O O O X O X O O O O X O

획득

점수

0점 3점 3점 0점 2점 2점 3점 3점*3 3점 0점 3점 0점 3점*4

총 9점 총 7점 총 12점 총 3점 총 12점

(3점: 1단계 성공, 2점: 2단계 성공, 1점: 3단계 성공, 0점: 성공 못함)

<표 Ⅴ-3> 모둠별 설명한 학생의 거북표현체계 사용 여부와 획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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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표 Ⅴ-3>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S6, S8, S16이지

만, S7, S14도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가 있어 이들을 

포함시켜 분석해보았다.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모양이 선

형 구조일 때보다 분기 구조일 때 많이 나타났고, 학생들은 주로 언어적 

표현이나 시각적 표현 등을 활용하여 모양을 설명하였다. S6([그림 Ⅴ-4]), 

S14([그림 Ⅴ-5), S16([그림 Ⅴ-6]) 등은 주로 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였는데, 

주로 각 층별 개수를 설명하거나 전체 모양을 ‘ㄱ 모양’등 닮은 대상으

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S6은 모양 b에 대해 처음에는 ‘지그재그’, 

‘삐죽 나와있다’라는 표현 등으로 모양을 묘사한 뒤, 밑에는 5개, 위에

는 3개 등 층별 개수를 알려준다([그림 Ⅴ-4]). 그러나 이를 읽고 만드는 학

생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2단계에서는 설명이 달라진다. 먼저 ‘지그재

그’모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직각’이라는 수학적 용어와 가운데에 위치

한 큐브의 개수로 설명한다. 그 다음 2층에 위치한 큐브 3개가 ‘소마큐

브’임을 알려준다. 학생들은 온라인 과제에서 이미 소마큐브에 대해 학습

하였으며, 큐브가 3개짜리인 소마큐브는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무리 없이 2층에 올려진 3개짜리 모양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다. 이에 이 모둠은 두 단계에 걸쳐 연결큐브 모양을 완성해낸다. 

<장면 1>은 이와 같은 놀이 후에 이루어진 담화로, 2모둠은 S6의 설명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지만 달라진 설명은 이해가 쉬웠다고 답한다(번호 

8~16). 여기서 언어적 표현으로 의사소통할 때 그 의미가 합의되었느냐에 

따라 의사소통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의미가 

합의되지 않았던 ‘지그재그’ 모양에 대해 충분한 설명으로 합의를 이끌

고, 이미 의미가 통하는 ‘소마큐브’라는 용어를 사용하자 제시된 모양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단계 설명처럼 닮은 대상 등으로 비유적

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2단계 설명과 같이 위치, 개수 등을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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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1> 

1 T: S6은 설명자 입장에서 어떤 게 어려웠어요?

2

S6: 애들한테 거북명령어로 설명을 할까, 안 그럼 그냥  설명을 할

까 고민을 했었어요. 
3 T: 그래서 어떤 걸로 선택했어요?

4 S6: 그래서 거북명령어보다 그냥 설명을 했어요.

5 T: 그냥 설명을 할 때는 친구들이 알아들었어요?

6 S6: 네.

7 T: 친구들은 어땠어?

8 S8: 어, (웃음) 알아듣기가…. 

9 T: 알아듣기가 어려웠어?

10 2모둠: 네.

11 T: 아, 그러면은 (S6이 설명을) 거북명령어로 바꿨어요? 

12 S6: 아니요. 그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13 T: 어떻게?

14 S6: 그러니까, 직각이 있고 그 위에는 세 개의 소마큐브가 있다. 

15 T: 아, 그건 어땠어?

16 2모둠: 그건 쉬웠어요.

17 T: 이 팀은 아예 거북명령어 사용 안했어?

18 S6: 아니요. 얘 둘은 사용했어요.

19
T: 그럼 이 둘은 S6이 한 방법보다 거북명령어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
20 S8: 네.

b
1단계 

2단계

[그림 Ⅴ-4] S6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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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 

1 S17:  2층이고 1층에는 5개

2 S15: 일단 5개 일단 연결할게.

3 S17: 2층에 3개면. 

21 T: 왜?

22 S8: 쓰기가 편해요. 

23 T: S6은? 친구가 거북명령어 설명할 때 어땠어?

24 S6: 쉬웠어요.

25 T: 그럼  S6이 설명을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6 S6: 거북명령어로요.

이와 유사하게 4모둠의 S14도 언어적 표현을 사용해 설명한다([그림 Ⅴ

-5]). 먼저 모양 a에 대해 각 층별 개수를 설명한 뒤, 전체적 모양이 ‘ㄱ 

모양’에  모양이 합쳐진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장면 2>는 이

와 같은 S14의 설명을 읽고 연결큐브 모양을 만드는 4모둠의 담화이다. 학

생들은‘ㄱ 모양’의 위치가 1층인지 2층인지, 앞에서 본 것인지 위에서 

본 것인지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 헷갈려한다(번호 7, 13, 14). 이에 S14

는 답답한 나머지 규칙을 깨고 위에서 본 것임을 손짓을 통해 알려주지만

(번호 15), 여전히 4모둠의 학생들은 모양을 맞추지 못한다. 이 사례를 통

해서도 위치, 개수 등으로 모양을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

체적 모양에 대해 설명할 때는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히 명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a 1단계

[그림 Ⅴ-5] S14의 1단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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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15: (S14에게) 야 이거 어떻게 알아.

5 S15: ㄱ 에다 네모가 합쳐져있대. (ㄱ 3개짜리,  네모 4개짜리 만듦)

6 S17: (만든 것 가져감)줘봐.

7 S15: 2층에는 3개가 붙어있대. 2층에 ㄱ이 있을 수도 있잖아.  

8 S14: (웃음)못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9 S15: 진짜 모르겠어. (눈치를 살핌)

10 S15: 1층에 5개랬잖아.

11
S17: (우선 다 만들고)뭔소리야. (힌트카드 다시 보며)이해를 알 수 없는 

얘기야. 
12 S15: (S16에게) 뭐야. 알아내봐. 왜 말도  없어.

13 S17: 앞에서 봤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닐까?

14 S15: (눈치를 살핌) 옆에서 봤을 때 일수도  있잖아.

15 S14: (손가락으로 위를 표시함)

16 S15: (눈치채고) 위에서 봤을 때 일수도 있잖아. 위에서 봤을 때.

17 S17: (눈치채고) 위에서 봤을 때겠지.

18 S15: 위에서 볼 때, 무조건 위에서 볼  때. 

19 S16: 아닌거야. (S17이 갖고 있는 큐브 가져가려함)

20 S15: (다시 S16에게서 가져가서 큐브 맞춰봄)

21 S17: (다시 S15에게서 가져가서 맞춰봄)

22 S15: 위에서 봤을 때 ㄱ 이고. (S14에게)s, u 그런거 쓰면 안되냐?

23 S17: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 명령어를 쓰라고. 명령어를.

한편, 언어적 표현으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경우 시각적 표현

을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림 Ⅴ-6]에서 S16은 각 층의 개수를 언

어적으로 설명한 뒤, 모양 e를 ‘앞’에서 본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 

보충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양을 바라본 관점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으며(번호 2, 4, 5), 한 관점에

서 본 그림만으로는 입체를 구성할 수 없음을 <장면 3>에서 알 수 있었다

(번호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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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단계

[그림 Ⅴ-6] S16의 설명 [그림 Ⅴ-7] S15의 그림

<장면 3>

1 S14: 아,  1층에 3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2 S15: 잠깐만. 이거. 위에서 보는 거지?(S16을  쳐다보며)

3 S17: 자, 줘봐.

4 S14: 위에서 보는거야? 

5 S17: 딱 봐도 위에서 보는거네.

6 S15:(큐브를 가져가며)일단  다 내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거잖아.

7 S17: 이거 어떻게 맞춰? 사기. 이거 어떻게 맞춰?

( 중   략 )

8

S15: (S16을 보고 다른 힌트카드 뒷장에 [그림 Ⅴ-7]를 그리면서)그

러면 이걸 위에서 본거잖아. 위, 앞, 옆. (위, 옆을 그리고)앞에서 본 

걸 써야해. 위, 앞, 옆 다 써야해. 위, 앞, 옆 하고 구별하게 써줘.

언어적, 시각적 표현 외에 기호적 표현을 사용한 학생도 있었다. 2모둠

의 S7은 모양 g를 거북표현체계로 정확하게 설명하지만([그림 Ⅴ-8]), 학생

들은 r과 R, l과 L이 헷갈려 모양을 맞추지 못한다. 이에 2단계에는 자기 

나름의 기호로 설명한다([그림 Ⅴ-8]). 이것은 모양 g를 ‘앞’에서 본 모

습을 각 층의 자리에 있는 큐브 개수로 표현한 것이며, 이를 해석하면 [그

림 Ⅴ-9]와 같다. 여기서 S7은 마지막 ‘0’은 빼는 실수를 하였지만, 학생

들은 모양을 맞춘다. 하지만 답을 맞출 때 학생들은 2단계 설명보다 1단계 

설명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S7의 기호적 표현은 ‘앞’이라는 

한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입체를 완전하게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Ⅴ-10]은 S7의 기호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양들로, 이처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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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g 1단계

2단계

[그림 Ⅴ-8] S7의 설명

4층 0 0 0 0

3층 0 0 0 0

2층 0 0 1 1

1층 3 1 2 0

앞

[그림 Ⅴ-9] S7 2단계 설명 해석

[그림 Ⅴ-10] S7의 설명에서 나올 수 있는 모양

S7에 이어서 같은 모둠의 S8도 자기 나름의 기호적 표현으로 설명한다

([그림 Ⅴ-10]). S8은 모양 d에 대해 ‘위’에서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

고 각 자리를 ‘숫자’로 지정한다. 그 다음 층별로 지정한 숫자를 사용해 

큐브의 위치를 표현하며, 층과 층 사이 큐브의 연결을 기호‘↔’으로 표

현한다. 이와 같은 S8의 설명은 모양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여, 모둠 내 학생들은 1단계 만에 바로 모양을 맞출 수 있었다. 

d 1단계

[그림 Ⅴ-11] S8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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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경우 

<표 Ⅴ-3>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1모둠, 3모둠, 5모둠은 설명하는 학생들 모두가 거북표현체계

를 사용하는데도, 획득한 점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3모둠, 5모둠은 12점으

로 학급에서 가장 점수가 높지만, 1모둠은 9점으로 점수가 낮았다. 이에 1

모둠의 S1, 3모둠의 S10의 설명을 <표 Ⅴ-4>와 같이 비교해보았다.

1모둠 S1의 설명 3모둠 S10의 설명

a 1단계 b 1단계

do ssUssDssus do 2s[u]r[u]s[u]r

2단계 f 1단계

do ssusdsu H cd do s[2ul]ssrr

3단계 e 1단계

do slusd su LHcs do s[2u]s[u]Rsus

<표 Ⅴ-4> S1과 S10의 설명 비교

a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Ⅴ-12] S1의 설명에 따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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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에서 S1은 모양 a에 대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거북표현체

계를 활용해 설명하였지만, 1모둠은 모양을 맞추지 못한다. 그 이유는 S1

이 모양 a에 대해 ‘틀린’ 거북표현식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Ⅴ

-12]는 S1의 각 단계별 설명에 따른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3단계로 갈수

록 모양 a에 근접하지만 모두 모양 a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같은 모둠

의 S5는 S1의 설명대로 쌓았는데 답이 틀려 답답했고, 친구의 설명이 틀린 

것인지 내가 잘못 만들었는지 몰라 헷갈렸다고 답하였다(<표 Ⅴ-5>). 

반면, 같은 시간동안 3모둠은 모양 b, 모양 f, 모양 e를 1단계 만에 맞췄

는데, 그 이유는 S10이 ‘정확한’ 거북표현식을 작성하고 이를 3모둠 학

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표 Ⅴ-4>). 1모둠의 S5와는 다르게 

3모둠의 S12는 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점

을 언급하지 않는 것에서도, 3모둠의 의사소통이 수월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5>).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자의 숙

달 정도에 따라 각 모둠의 의사소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설문 문항 1모둠 S5의 반응 3모둠 S12의 반응

친구의 설명을 

이해할 때 어

려웠던 점?

친구가 설명을 쓴대로 했다고 생각했는

데, 쌓기나무를 다른 모양으로 쌓았을 

때 조금 답답했고, 친구의 명령이 틀린

건지, 연결큐브를 잘못 만들었는지 몰

랐을 때 조금 헷갈렸다. 

글씨체가 조금 이상

해서 알아볼 때 어

려웠다. 

친구가 어떻게 

설명할 때 이

해가 쉬웠는지? 

꼭 필요한 명령어만 썼을 때 이해가 쉽

다(거북명령어를 쓸 때)

기본 명령어로 설명

할 때 이해가 쉽다. 

<표 Ⅴ-5> S5와 S12의 반응 비교  

하지만 <표 Ⅴ-5>의‘친구가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가 쉬운지’에 관해

서 두 모둠 다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꼭 필요한 명령어 또는 기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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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어로 설명해야 이해가 쉽다’고 하였다. 이 답변을 토대로 S1과 S10의 

설명(<표 Ⅴ-4>)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보면, S10은 s, r, u로 모양을 구성

하되 필요할 경우 [ ]나 R을 써서 문자를 최대한 적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1은 s, l, u, d 등의 소문자 기본 명령 외에 L, U, D 등의 대

문자 기본 명령도 사용할 뿐 아니라,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하지 않은 H(투

명), c(하늘색) 등의 색깔 명령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거북표

현체계로 설명할 때 명령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설명을 읽고 이

해하는 학생의 반응이 달라지며, 꼭 필요한 명령어를 사용해 모양을 효율

적으로 구성해야 의사소통이 수월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장면 2>에서 S14는 모양 a에 대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지 않고 

설명하였지만, 4모둠이 이를 맞추지 못하였다. S17, S15는 거북표현체계를 

써서 모양 a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하고(번호 22, 23), 이에 S14가 2단계

에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설명한다. [그림 Ⅴ-13]은 S14의 2단계 설명

으로, 1층은 거북표현식으로 설명하고 2층은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면 4>는 S14의 2단계 설명을 읽고 모양을 만드는 4모둠의 담

화이다. S15는 S14의 2단계 설명의 ‘ssrsssls’를 잘못 해석하고 [그림 

14.a]와 같이 만든다(번호 2). 한편 S14는 자신의 명령에서 잘못된 점을 발

견해 ‘r’, ‘l’등 소문자 명령이 ‘R’,‘L’대문자 명령으로 바뀌어야 

함을 S15에게 알려준다(번호 4, 5). 여기서 소문자 명령과 대문자 명령은 

큰 차이가 있는데, ‘r’, ‘l’은 원래 있던 쌓기나무의 오른쪽이나 왼쪽

에 쌓기나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의미하고, 대문자 명령‘R’, ‘L’은 

거북이 가는 방향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바꾸는 것으로 쌓기나무가 더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S14가 ‘ssRsssLs’임을 알려줬음에도, S15는 그 의

미를 소문자 명령의 의미로 해석해 ‘ssrsssls’([그림 14.b])를 만든다(번호 

7). S14는 이와 같은 S15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설명에서 ‘s’가 빠져야함

을 깨닫고, 이를 연필로 지워 다시 고친다(번호 8). 이에 S17은 ‘ssrssls’

([그림 14.c])로 고쳐 만들고,  S15는 이 모양이 맞음을 확언한다(번호 9, 

10). 여기서 S17, S15 모두 대문자 명령 ‘R’, ‘L’의 의미를 소문자 명

령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14는 S15, S17이 1층짜리 모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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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자, 자신의 설명에서 ‘위’를 ‘2층’으로 또 다시 고친다(번호 11). 

하지만 S15는 여전히 [그림 14.d]와 같이 1층짜리 모양만 계속해서 만들고, 

이에 S14는 답답한 나머지 1단계 설명도 같이 생각하라고 알려준다(번호 

12, 13). 이에 S15는 1단계 설명에서 ‘1층에 5개’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 

‘ssRssLs’([그림 14.e])를 만드는데, S14와 신호를 계속해서 주고받으며 

답이 맞는지 확인하며 만든다. 이를 통해 S14가 명령의 의미를 정확히 해

석해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어서 S17이 2층에 3개를 붙여 [그림 

14.f]를 만들지만, 이것은 모양 a와 거울대칭인 모양으로 답이 아니다. 하

지만 S14는 이것을 답이라고 착각해 연구자에게 다 만들었음을 알린다. 

활동 이후의 설문에서 S14는 ‘헷갈리는 명령어가 있어서 설명하기 어

렵고, 명령의 의미를 잊은 친구로 인해 답이 바뀔 수 있다’며 거북표현체

계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거북표현체계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끼리 사용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더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1단계 2단계

[그림 Ⅴ-13] S14의 설명 변화

a b c d e f

[그림 Ⅴ-14] 4모둠이 만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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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4> 

1 S17: ss  (힌트카드 명령어 따라 읽음).

2

S15: do ss. (읽으면서 조립). ([그림 15.a]를 만들고 나서)얘가 쓴대

로 하면 이렇게 돼.  (다시 따져보며) ss하고 r이 하나잖아. 
3 S17: ss 니까 혼자 r이겠지. ssr.

4 S14: (연필로 표시)

5 S15: 대문자? 

6 S14: (끄덕거림)

7 S15: 대문자니까. (다시 조립) ([그림 15.b]를 만들고 나서)이거네. 

8 S14: (하나 지움)

9

S17: ([그림 15.c]를 만들고 나서, 큐브의 개수를 세며)하나둘셋넷다

여일곱. 

10

S15: (힌트카드 보며) 하나둘셋넷다섯. ss 내려가서 2개. (오른쪽에 

붙이며)올라가서 하나. 이게 대문자로, r하고 l이 대문자로 고치면 

맞아.
11 S14: (위를 고치고 2층 씀)

12

S15: r 이거를 대문자로 생각하면, ss가 여기 ss고, 이걸 바꿔서 하

면, r 이걸 대문자로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위를 올려서(옆으로 붙

임), ss가 여기 ss고 위로 올라가야돼. 대문자로 해서 방향이  바뀌

면 이리로 올라가야해. ([그림 15.d]를 만듦).
13 S14: (1단계 힌트카드를 치면서)이것도 하라고!

14 S17: (말하지말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가리킴)

15

S15:: 카메라 있다고. ([그림 15.e]를 만들고 눈치를 살핌). 맞으면 

눈썹을 위로 올려. 틀리면 눈을 감아. 
16 S14: (눈을 감음).

17 S15: (눈치를 살핌) 틀렸네. 1층은 맞아, 틀려? 1층은 맞아?

18 S14: (눈썹 찡긋)

19 S15: 맞네. 

20 S17: ([그림 15.e]에 2층 3개를 붙여 [그림 15.f] 완료).

21 S14: (다 완성됐다는 의미로 선생님 쳐다봄)

22 T: 다 됐어요? 

23 S14: (끄덕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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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표 Ⅴ-6>과 같이 같은 모양에 

대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설명한 경우와 활용하지 않고 설명한 경우를 

비교해보았다. 

거북표현체계 사용 안함 사용함

e S16의 설명 S10의 설명

do s[2u]s[u]Rsus

b S6의 설명 S10의 설명

1단계

do 2s[u]r[u]s[u]r

2단계 S18의 설명

ss[u]r[u]s[u]r

<표 Ⅴ-6> 같은 모양에 대한 설명 비교

<표 Ⅴ-6>에서 모양 e에 대해 S16은 각 층별 개수와 앞에서 본 모습을 

언어적 표현과 시각적 표현을 혼합하여 설명하고, S10은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설명한다. 그 결과 S16의 설명을 들은 4모둠은 모양을 맞추지 못하

였지만, S10의 설명을 들은 3모둠은 단 번에 답을 맞춘다. 또 다른 예로 모

양 b에 대한 S6과 S10, S18의 설명을 비교해보자(<표 Ⅴ-6>). S6은 모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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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닮은 대상과 위치, 개수 등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하며, 3모둠의 S10과 5

모둠의 S18은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설명한다. 이 때 S10과 S18이 작성한 

거북표현식은 서로 다른 명령을 사용했지만, 둘 다 모양 b를 정확하게 표

현하였다. 그 결과 세 모둠 모두 답을 맞추지만, 2모둠은 S6이 두 번에 걸

쳐 설명하고서야 모양을 맞추고 3모둠, 5모둠은 한 번에 답을 맞춘다.

이처럼 의사소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해, 2모둠과 6모둠의 학

생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보았다(<장면 1>, <장면 5>). <장면 1>에서 2모둠

은 S6의 설명도 잘 이해가 되었지만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

하고 이해가 쉽다고 하며, 이에 S6은 다시 설명한다면 거북표현체계를 사

용할 것이라 말한다(번호 19~26).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의사소통이 수월

하였던 이유에 대해, <장면 5>에서 6모둠의 S18은 거북표현체계를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이라 대답하였고, S19는 거북표현체계가 원래 치밀하게 형

체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어서 모양을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

라고 답하였다(번호 3~7).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였든지, 사용하지 

않았든지 입체 모양에 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

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면 5> 

1 T: 잠깐만. 5모둠은 점수가 높았는데, 뭘 사용한 거에요?

2 5모둠: 거북명령어요.

3 T: 그럼 3명 다 알아듣는데 어렵지 않았어?

4 5모둠: 네. 

5 T: 왜요?

6 S18: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7

S19: 거북명령어라는게, 원래 치밀하게 형체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

어진 것이기 때문에 쌓기나무 같은 것을 쉽게 구성하여 맞추기 쉬

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거북표현체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업과 설문을 

통해 그 의견을 들어보았다. <장면 6>은 <장면 5>에 이어서 거북표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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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6>  

1
S10: 명령어를 잘못 넣는지 안넣는지 머릿속으로 모양을 생각해서 

만드는 점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애들이 1이랑 l을 헷갈려가지고. 

2 T: 잠깐만, S10은 그럼 설명자 입장이었어요?

3 S10: 네.

4 T: 아 설명하는 사람? 음, 그럼 친구들이 뭘 헷갈려했다고?

5 S10: l이랑 1이랑 헷갈려가지고.

6 T: l이랑 1이 뭐에요?

7

S14: l이 소문자로 하면 이렇게 그어지고(손으로 그음). 숫자  1이

랑. 
8 T: (칠판에 l과 1을 쓰고)아 이거랑 이거를 헷갈려했다고?

9 S10: 네. L이랑 1을 헷갈릴까봐, 쓰는데 오래  걸렸어요.

10 T: 그럼 헷갈릴 때 어떻게 고쳐줬어요?

11 S10: 그냥 위에다가 left라고 써놨어요.

12

T: Left? Left라고 써놨다. 5모둠인가? 선생님은 어느 모둠에서 이

걸 누가 한글로 써놓더라구. 5모둠인가? 어디였지?
13 5모둠: 네. 

14 T: 5모둠은 그렇게 써놓으니까 안헷갈렸어?

15 5모둠: 네.

16 T: 쓰는 것만 다르고?

17

S19: 아니 얘가요. 원래 쉬운 순서로 할 수 있었는데, d 쓰고  싶다

면서요. 이상한 방향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헷갈렸어요. 
18 T: 아 d를 써서? 음, 알겠습니다. 그럼 1모둠에서도 얘기해보자.

19

S1: 설명할 때 컴퓨터처럼 먼저 확인을 하고 힌트카드를 주는 게 

아니니깐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했고, 어디 부분에서 어떤 명령어

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20

T: 아, S1도  설명하는 입장이었는데 거북명령어를 사용했구나. 근

데 컴퓨터로 할 때는 실행을 눌러서 확인했는데, 이걸 확인을 못하

에 대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담화이고, <표 Ⅴ-7>은 설문을 통해 

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유사한 의견끼리 묶고 장단점으로 나눠 정리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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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친구들이 글보다 더 잘 이해한다, 이해가 쉽다(S3, S8, S9, S10. S11, 

S12, S13, S14, S15, S16, S17, S19). 

-간단하다(S2, S3, S10, S12, S15, S20).

-설명하기에 적합하고 쉽다(S2, S8, S11, S18).

-체계적이다(S10). 거북명령어는 치밀하게 형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해서 

연결큐브 모양을 구성하기 쉽다(S19). 

-글로 설명한 것보다 정확해서 좋다(S7).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어느 부분에서 내가 틀린 건지를 알 수 있다(S1).

-그림이 필요치 않다(S5). 

-모두가 알고 있으니 말이 통한다(S18, S17).

단점

-한 글자만 틀려도 모양이 달라진다(S10, S11, S12, S13, S14, S17). 

-실수할 확률이 높아 글,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어렵다(S5).

-r과 R, l과 L이 헷갈린다(S8, S9, S13, S14. S1)

<표 Ⅴ-7> 거북표현체계의 장단점 

니까 그게 문제였고, 어디에서 무엇을 써야하는지 어려웠다? 친구

들은 어땠어요? S1이 (설명)할 때? 수줍게 웃기만 하네. 

(  중    략  )

21 S14: 친구들이 다 배운 거라 이해하기 쉬워요.

22 T: 아, 친구들이  배웠던 거라? 또?

23 S11: 쉬워요. 

24 T: 쓰기 쉽다? 왜요?

25 S11: 간단해서.

26 S7: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해요.

27

S15: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거북명령어 쓰니

까 바로 알아들어서 제일 쉬웠어요.
28 T: 아, 바로 알아들어서 좋다. 1모둠 한번 얘기해볼까? 

(  중    략  )

29 T: 혹시 다른 의견 쓴 사람? 없으면 어려운 점 얘기해볼까?

30 S10: 한 글자만 틀려도 모양 자체가 틀려져서 어려웠어요.

31

S14: 친구들이 left, right를 헷갈려 해서 그걸로 해서 답이 완전 변

해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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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가 알아보기 어렵다(S18, S12, S13)

-(어떤 명령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억이 안난다(S2, S3, S4. S8) 

-명령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알아듣기 어렵다(S15, S11).

-불필요한 명령어도 있어서 헷갈렸다(S10, S5, S12, 

-명령어를 만들 때 컴퓨터로 확인할 수 없어 어렵다(S1, S16, S10, S11)

-t랑 r을 어려운 순서로 바꿔서 헷갈렸다(S19).

-H, [ ] 등 어려운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어렵다(S2, S3) 

<표 Ⅴ-7>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해 모양을 설명하

였을 때, 이해가 쉽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하였다. 거북표현체계를 배

워 모두가 알고 있고, 거북표현체계는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해 글이나 그

림에 비해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간단하며 쉽다고도 하였다. 또한 S1

은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면 ‘(거북표현식의)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S1은 모양에 대해 설명할 때 세 번의 

기회 모두 틀린 설명을 하였지만,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설명이 점점 

정확해진다([그림 Ⅴ-12]). 이것은 S1이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작성

한 거북표현식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

럼 거북표현체계는 과정과 결과가 결합된 기호로서(이지윤, 2010), 사고에 

대한 반성이 가능하며 경제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거북표현식으로 나타날 때 한 글자만 틀려도 모양

이 달라질 수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지적하였다(<표 Ⅴ-7>, <장면 

6>). 1모둠의 S5는 S1이 거북표현식으로 거듭 설명하였지만 계속해서 모양

을 틀리자, 글, 그림 등 다른 표현 수단에 비해 거북표현체계가 실수할 확

률이 높다고 하였다(<표 Ⅴ-5>).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해하는 입장인 

S5는 <장면 6>의 S19처럼 불필요한 명령어를 사용해 설명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반면 설명을 하는 입장인 S1, S10 등은 <장면 6>에서 거북실행식

과 거북표현체계의 차이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거북실행식은 컴퓨터

로 명령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거북표현체계는 머릿속으로 모

양을 생각하고 확인할 수 없어 어렵기 때문이라 하였다(번호 1, 19). 또한 

설명을 하는 입장이나 설명을 이해하는 입장이나, 명령의 의미를 헷갈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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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그 의미를 잊은 경우 오히려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

통에 방해가 된다고 느꼈다. <장면 4>처럼 r과 R, ㅣ과 L등 소문자 명령과 

대문자 명령을 헷갈려 하거나, <장면 6>에서 글씨체 때문에 숫자 ‘1’과 

문자 ‘l’을 헷갈려 하는 경우(번호 1, 5) 특히 그러함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거북표현식만 쓰지 않고 다른 설명을 추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S10 

([그림 Ⅴ-15])은 거북표현식을 쓰고 그 위나 아래에 ‘left’라고 썼으며, 

S18([그림 Ⅴ-16])은 거북표현식 밑에 한글로 발음을 써놓아 글씨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였다. S15는 설명을 이해하는 친구들이 거북표현식만

으로 헷갈려 할까봐, 거북표현식 위에 ‘대문자’를 표시하고 각 층별 개

수라는 추가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림 Ⅴ-17]). 

f 1단계

do s[2ul]ssrr

[그림 Ⅴ-15] S10의 설명

g 1단계

do sssrrsur

[그림 Ⅴ-16] S18의 설명

f 1단계

[그림 Ⅴ-17] S15의 설명

c 1단계

do sd[r]d[t]r[t]r

[그림 Ⅴ-18] S18의 설명

한편, 5모둠의 S18은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모양을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해 설명하였고, 이 모둠은 모든 모양을 1단계 만에 맞춰 학급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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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S19는 설명하는 학생(S18)이 d를 쓰

고 싶다는 이유로 ‘t’랑 ‘r’등을 어려운 순서로 바꿔서 써서 헷갈렸다

고 답하였다(<표 Ⅴ-7>, <장면 6>의 번호 17). 모양을 잘 맞췄는데도 이와 

같은 답변을 한 까닭을 S18의 설명에서 찾아보니, S18은 다른 모양에 대해

서는 ‘s’, ‘r’, ‘[ ]’명령만으로 모양을 설명하였는데, 모양 c에 대해

서는 ‘d’명령을 쓰고 싶다는 이유로 [그림 Ⅴ-18]과 같이 ‘u’와 ‘s’ 

대신 ‘d’와 ‘t’명령을 사용해 모양을 설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S18의 거북표현식([그림 Ⅴ-18])은 불필요한 명령이 사용되지 않았지

만, 다른 모양을 설명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d’와 ‘t’명령을 사용

하였고 S19가 이를 어색하게 느껴 이런 의견을 낸 것이다. 이를 통해 거북

표현식에 불필요한 명령이 없더라도, 이를 이해하는 학생에게 익숙하지 않

은 명령이 있다면 의사소통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Ⅴ-7>의 답변들 중 또 주목할 것은 ‘H, [ ] 등 기본 명령어가 아닌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해가 어렵다’고 한 답변이다. 이것은 1모둠의 S2, 

S3이 답변한 내용으로, 실제로 1모둠은 ‘[ ]’를 사용하지 않고 기본 명령

어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선형 구조 모양은 모두 맞추지만, ‘[ ]’를 반드

시 사용해야 하는 분기 구조 모양은 모두 맞추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 

]’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분기 구조 모양보다 선형 구조 모양

에서 거북표현체계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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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했을 때 교육적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함으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정보를 압축하여 나타낸 기호

적 표현으로 의사소통에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간 과제를 해결하

는 인지 전략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공간 과제를 해결

하는 인지 전략으로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에, 연구 2에서는 입체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에 초점을 두어 거북표현체계의 

다양한 활용을 다루고 그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은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22명)을 대상으로 공간 과제를 해결하

는 활동을 중심으로 연결큐브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인지 전략을 

사용해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지 분석하였다. 이 때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

하는데 사용한 전략과 과제의 해결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전략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인지 전략을 분류할 때 기준은 공간 인지 전략에 관한 선행 

연구(이지윤, 2015 등)를 토대로 만든 틀을 바탕으로 하였고, 연결큐브 과

제의 해결에 사용한 전략은 ‘접근 방법’, ‘처리 방법’ 측면에서, 과제

의 해결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전략은 ‘접근 방법’, ‘처리 방법’, ‘준

거 기준’ 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결큐브 과제의 해결에 사용한 전략은 처리 방법 면에서는 어떤 

유형이든 분석 전략보다 심상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 비율이 높았지만, 접

근 방법 면에서는 문항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회전 유형에서는 

전체적 접근과 부분적 접근을 사용한 학생 비율이 비슷하지만 부분적 접

근을 사용한 학생 비율이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결합 유형과 분해 유형 

각각에서는 전체적 접근, 부분적 접근을 한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

았다. 이는 학생들 대부분이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할 때 직관적으로 접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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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큐브 과제의 해결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전략은 대체로 과제를 해결

하는데 사용한 전략과 일치하였다. 처리 방법 면에서 심상 전략을 사용한 

학생의 비율이 높았고, 접근 방법 면에서 회전 유형은 두 접근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결합 유형은 전체적 접근, 분해 유형은 부분적 접근의 비율이 

높았던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정혜림 외(2016)처럼 회

전 유형에서 두 모양이 다름을 설명할 때는 분석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불일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두 모양이 다름을 설명할 때 

분석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은 R1보다 R2에서 더 심화되어 나타났다. 준거 

기준 측면에서는 어떤 유형이든 자신의 관점을 변환하기 보다는 대상을 

변환하여 설명하는 학생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학생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환하여 문제 해결을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 주로 분석 전

략, 부분적 접근과 함께 사용하였다.      

학생들의 인지 전략을 분석한 다음,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다면 공간 과

제의 성취와 의사소통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취도는 연결

큐브 과제의 정답률과 반응 시간으로 분석하였는데, 거북표현체계를 활용

하기 이전보다 활용한 이후에 학생들의 정답률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난이

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정답률의 상승 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

만 반응 시간 면에서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 비해 활용한 이

후에 반응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그 차이는 난이도가 낮은 문항이 주

로 분포된 회전 유형에서 유의하였다. 수준별로 집단을 나눠 성취도를 비

교했을 때는 높음이나 중간 수준 집단에 비해 낮음 집단이 정답률의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난이도가 높은 문항일수록 거북표현

체계가 효과적이며, 심상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대안적 전

략’으로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만 정답률이 유

의미하게 높아졌는데, 이것은 거북표현체계 만으로는 여학생의 높은 향상

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보여준다. Stieff et al.(2013)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성취는 ‘혼합 학습’을 받을 때 높은 향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성취 향상을 위해서는 분석 전략인 거북표현체계와 심상 전략 모두를 가

르쳐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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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면에서는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각자 자기 나름

의 비수학적 표현을 사용해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이후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 

학생들은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해결 전략을 설명할 때 표현이 더 정확

하고 간결하며 다른 학생의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미가 합의된 ‘수학적 표

현’이 필요하며, 거북표현체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거북표현체계는 연결큐브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해결을 설명하

는 것 모두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거북표현체계의 유용성에 대한 학

생들의 의견을 수집한 결과, 문제 해결 측면에서는 확신을 갖고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져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학

생이 많았다. 연결큐브 문제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특히 분해 유형이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 이유는 분해 유형은 방해자극(검

정색 조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어 헷갈리는데 거북표현체계로 확신

을 갖고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거북표

현체계로 표현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거북의 ‘배’

가 보이도록 들어가야 하는 입체는 제스처를 활용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공간 능력이 높은 학생들 중에는 회전 유형

이나 결합 유형을 해결하는데 거북표현체계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반면,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대부분 긍정적 반응

을 보였는데,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면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고 간단

하며, 문제 풀이와 일치된 설명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이유 등을 들었

다. 

연구 2에서는 시흥 창의 멘토링 학습을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20

명을 대상으로 의사전달 중심 수업을 하고, 거북표현체계의 사용 여부에 

따라 의사소통을 비교해 보았다. 대체로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한 집단이 사

용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이 수월하였으나, 거북표현체계를 사용

하지 않았더라도 집단 내에서 의미가 합의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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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이 원활하였다. 이를 통해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하였을 때 의사소통

이 수월해지는 까닭은 거북표현체계가 입체 대상에 대해 의미가 합의된 

표현 체계로 작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거북표현체계를 사

용하였더라도 거북표현식에 사용한 명령의 의미를 혼동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명령을 사용한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기호적 표현으로서 거북표현체계의 한계를 밝힐 수 있었는데, 거북표현체

계를 사용한다면 기호의 규약에 익숙해지는 학습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

야 하며 그런 과정이 없다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표

현 규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아무 의미를 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된다는 Fischbein(1987)의 주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166 -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연결큐브 수업에서 거북표현체계의 다양한 활용을 다루

고,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 두 측면을 중심으로 거북표현체계로 인한 변화

를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첫째,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내적 도구(mental tool)’

로서 작용한다. 본 연구의 연결큐브 수업은 연결큐브라는 외적 도구에 의

존해 이를 조작하여 과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학생끼리 의사소통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구체물 조작은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구체물이 없

는 평가 상황에서 불가능한 방법이다(정혜림 외, 2016). 또한 구체물을 사

용해 학습한 학생은 구체물을 사용할 수 없는 평가 상황에 성취가 저하된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Stieff et al., 2016). 따라서 어떤 상황에든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지 전략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거북표현체계는 ‘내적 

도구’로서 공간 과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거북표현체계는 심상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대안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연결큐브 과제에서 학생들은 

주로 입체의 심상을 떠올려 회전하는 직관적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공간 시각화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어려운 방식이다(장혜

원, 강종표, 2009). 이 때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전략은 공간 시각화 능력

이 낮은 학생들이 심상 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 본 연구에서 공간 능력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였을 때 가장 큰 향상을 보였던 결과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즉, 거북표현체계는 부분적, 분석적, 관점 변환을 포함하는 체계

적 전략으로, 체계적 전략의 학습은 공간 과제에서 보다 높은 성취를 가능

케 한다(이지윤, 2015). 

셋째, 본 연구에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 

공간 시각화 과제에서 입체 대상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그리는 ‘공간 방

향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Clements(1999)의 공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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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에 따르면, 심상 전략은 공간 대상의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고 조작하

는 ‘공간 시각화 전략’이라 볼 수 있고,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전략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그리는 ‘공간 방향화 전략’이

라 할 수 있다. Schultz(1991)는 과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과 학생이 사

용한 전략이 일치할 때 높은 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공간 시각화 전략’보다 ‘공간 방향화 

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Hegarty et al.(2013)의 연구에서 공간 과

제에서 높은 성취는 문항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경

우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 방향

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과제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

록 돕는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 내용이 공간 시각화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정영옥, 2004), 거북표현체계는 지금까지 적게 다뤄졌던 공간 방향화를 다

뤄 공간 능력의 요인 간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대상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기호적 표현으

로서, 그 의미가 합의되었을 때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 1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학생 개개인마다 자

기 나름의 비수학적 표현을 사용해 의미를 전달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한 이후 거북표현체계가 의미가 합의된 수

학적 표현으로서 사용되어 정확하고 간결한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하

였다. 연구 2를 통해서는 거북표현체계가 3차원 입체 대상을 나타내는 수

학적 표현으로서 의미가 합의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거북표현체계를 사용할 때 표현의 규약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의사소통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려면, 거북

표현체계의 표현 규약에 익숙해지는 학습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Otte(2006)는 모든 수학 활동은 수학적 실체를 표현하는 것과 관

련이 있으며, 한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변형하는 과정이라 하

였다. 이 관점에서 연결큐브 과제에서 거북표현체계의 활용은 연결큐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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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라는 ‘시각적 표현’을 해석하여 거북표현식이라는 ‘기호적 표현’

으로 번역하고 산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북표현식이라는 기

호적 표현으로 번역하는 것 자체만으로 과제 상황의 직접적인 해결이 가

능하다. 따라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 과제의 전략이자 표현으로서, 공간 

능력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전략적 표현(strategic representation, Pyke, 

2003)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거북표현체계로 어떤 입체 구조이든지 기호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공간 과제에서 문제 상황을 일반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정혜림 외(2016)에서 거북표현체계를 활용하기 이전에는 

문제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였다면, 활용한 이후에는 일관된 해결을 

할 수 있던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Lesh(1987)의 연구에서 표현 

간 번역 중 그림에서 기호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했던 것처럼, 

학생에 따라서는 거북표현체계를 나타내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거북표현체계가 ‘학습 가능’하며 이

를 활용해 공간 과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연구 1의 참여자들은 처음 거북표현체계를 접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 40분 만에 거북표현체계를 학습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

에서 새로이 언급한 체화적 측면인 ‘제스처’의 활용 때문에 가능한 것

으로, ‘제스처’는 체화된 인지 효과를 높여 거북표현체계에 대한 직관적

인 이해와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연결큐브나 컴퓨터 등의 별다른 외

적 도구 없이 ‘내적 도구’로 사용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

은 편의성은 학교 현장의 물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것이라 기대된다.

인지 작용은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 체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Golzalez & Kolers, 1982), 공간 인지 또한 공간 정보를 어떤 표현을 사용

하여 나타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수 개념을 표현하는데 로마 숫자

와 아라비아 숫자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에 대한 인지가 달라

지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북표현체계는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공간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수학적 

개념은 기호적 표현으로 논의되는 것(Bruner, 1967; Brune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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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s, 1999; Kamii et al., 2001; Moyer, 2001)을 생각해 볼 때 거북표현

체계의 도입은 공간 기하에 관한 수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호의 의미 작용은 본래 추상화와 닮아있으며, 기호의 조작

은 더 높은 수준의 수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수학에서 기호의 

사용은 대수적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질 뿐, 공간 기하에서는 제한적이었다

(이지윤,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거북표현체계는 다뤄지지 않았

던 공간에서의 추상적인 수학을 경험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남긴다. 

첫째, 본 연구는 22명, 20명으로 적은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

접 수업하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과 교육적 상황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 개인의 인지 양식이나 특성에 따라 거

북표현체계의 활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공간 과제의 개발과 인지 전략의 활용에 관한 연구가 이뤄

져야 한다. 본 연구의 연결큐브 과제는 거울 대칭성을 띄는 연결큐브 입체

에 한해 회전, 결합, 분해 등 다양한 유형을 제작하고, 거북표현체계의 활

용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것은 심적 회전을 다루는 공간 시각화 과제로, 

다른 형태의 공간 시각화 과제나 공간 방향화 과제에서는 거북표현체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형태의 공

간 과제를 개발하고 거북표현체계가 활용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다. 아울

러 거북표현체계 이외의 다양한 인지 전략을 발견하고, 인지 전략에 따른 

과제의 성취를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인지 전략은 설문과 면담 등 연구 참여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자기보고식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것은 연구 참

여자가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 하에 이

뤄진 것이다(신동훈, 최현동, 2013). 그러나 인간의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에는 피험자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이시훈 외, 2011; 최현동, 신동훈, 2012). 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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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추적, 뇌파 등의 신경과학적 측정 방법은 자기보고식 연구 방법을 보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생체 신호를 활용한 교차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를 줄여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며, 추

후 과학적인 교육 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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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연결큐브 과제 문항 특성

문항 

번호

문항 

유형

답지

유형
보기 자극

목표 

자극
X축 Y축 Z축

1 R1 O a a - 150 　

2 R1 X   a′ a - 60 180

3 R2 X c  c′ - 180 　

4 R2 X b b′ 90 180 　

5 R2 X c c′ - 180 90

6 R2 O b b - 150 90

7 R2 O c c - -30 180

8 R2 O b b - -30 180

9 C X f a′ a

10 C O d a′ a′

11 C O e a a

12 C X g a a′

13 C X d a a′

14 C O e a′ a′

15 C O f a a

16 C X g a′ a

17 D O f a′ a′

18 D X g a′ a

19 D O d a a

20 D X e a a′

21 D O f a a

22 D O d a′ a′

23 D X g a′ a

24 D O e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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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지

<연구1 - 사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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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1 - 사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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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l practical use 

of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in linking cube mathematics class

Jeong, Hyerim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spatial sense have considered important in school 

mathematics, the 2009 revised national mathematics curriculum have 

inserted mathematical ‘liking cube’ activities in the 6th grade math 

class and handling of concrete model(linking cube) and mathematical 

communication were recommended as a way of teaching these activities.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difficulties in teaching in this 

way from several precedent studies(Ben-Chaim et al., 1989; Kim Soo Un, 

2004; Jang Yu Ra, 2010; Jang Hye won, 2015), and Jeong Hye rim et 

al.(2016) confirmed that teachers are having difficulties in the liking cube 

teaching due to lack of alternative strategy and proper expressive system 

for 3D ob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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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cube class and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changes when it was 

used in the class.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can be used not only 

as a symbolic expression that compresses spatial information, but also as 

a cognitive strategy to solve spatial tasks. Therefore, two studies were 

conducted regarding the use of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nd examined 

the effect of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in linking cube class. Study 1 

focused on the use of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s a cognitive strategy 

to solve and explain spatial tasks. Study 2 focused on the use of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s a representation of 3D objects.

Study 1 focused on activities to solve spatial tasks, analyzed how 

students use strategies to solve and explain them, and then examined 

what kind of changes occurred when they used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s a result, students used imagistic strategy mainly in terms of 

processing aspect to solve and explain the liking cube task. In terms of 

approaching aspect, strategy that students used primarily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linking cube item. In the rotation type, the 

ratio of holistic approach and partial approach was similar. But in the 

combination type, the ratio of holistic approach were higher than partial 

approach and in decomposition type the ratio of partial approach were 

higher than holistic approach. In addition to the processing aspect and 

approaching aspect, the strategy used to explain the solution of the 

linking cube task was also analyzed in terms of the reference frame 

aspect. The ratio of using strategy to transform objects was higher than 

perspective taking strategy. Thus, it was found that students were 

intuitive to solve and explain the linking cube task.

After using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there was a change in the 

achievement and communication of the liking cube task. First, the 

achievement of the linking cube task increased after the use of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Particularly, the higher the difficulty leve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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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ut the reaction time 

increased after using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rather than before, 

and the difference was especially significant in the rotation type with low 

difficulty level. When the achievements were compared by dividing 

groups by level, the low level group showed the greatest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compared to the high or middle level 

group. Thu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ifficulty, the more 

effective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is and that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can b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strategy' for students who 

have difficulty using imagistic strategy. Second, in communication, before 

using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there was confusion to understand 

its meaning due to use of own non-mathematical expression. However, 

after using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the communication became 

much more accurate and concise. This is because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played a role of ‘mathematical expression’ in 

which the meaning was agreed.

Study 2 focused on the activities to communicate 3D object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according to whether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was used or not. As a result, the groups using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was easier to communicate than the groups 

not using i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played a role of expression in which the meaning was agreed to 3D 

objects. But, even if groups use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there 

were difficulties in the communication if they were confusing the 

meaning of the tortoise expression system or unfamiliar with it. So this 

study can reveal the limitation of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that 

unless sufficient learning of the conventions of symbol was preceded, it 

will interfered with communication. 

In this way,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can b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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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e spatial information and solve spatial task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ed an alternative of linking cube class. In 

particular, ‘gesture’, which is the embodied aspect of the tortoise 

expression system newly proposed in this study, makes intuitive 

understanding and quick learning about the tortoise expression system by 

raising the embodied cognitive effect. Also it makes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availabe as an ‘mental tool’ without any 

external tools such as linking cubes or comput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will be helpful to teachers 

who have difficulties in linking cube class at the school site.

Keywords: linking cube, spatial ability, spatial cognitive strategy, 

communication, representation, turtle representation system, 

embodiment, gesture  

Student Number : 2015-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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