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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기에서 길이와 직각 표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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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면 도형의 도형 분류하기 과제를 제시할

때 길이와 각의 표기 여부가 도형의 개념 이해에 어떤 영

향을 주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

교 4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분류하기 과제 해결 과정

을 Eye-tracker를 통해 녹화하고 정답률과 Gaze Duration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

형의 분류하기에서는 길이를 제시하였을 때 정답률이 증

가하고 Gaze Duration은 감소하였다. 예각삼각형과 둔각삼

각형 과제에서도 직각을 표기했을 때 정답률이 증가하고

Gaze Duration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평면

도형을 분류하는 과제를 제시할 때는 길이와 각을 표기하

여 학생들이 어림하여 도형을 분류하기 보다는 도형의 개

념 이해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I. 서론

도형지도에 있어 분류하기는 여러 수학 교육 전문

가가 제시하는 도형 지도 방안의 바탕이 되고 있다(배

종수, 2011; NCTM, 2000; Reys, Lindquist, Lambdin,

& Smith, 2009; Van de Walle, 2008). Van de

Walle(2008)는 반 힐레가 제시하는 시각적 인식수준의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하 수업은 분류 활동을 많이 필

요로 한다고 하였고 배종수(2011)는 도형의 개념을 익

힐 때 분류단계를 거친 후 공통 속성으로 약속하는 단

계를 밟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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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도 도형 개념 지도에서 분류하기를 강조하고 있

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분류 활동을 통한 도형의 이해를 1-2학년

군과 3-4학년군의 성취기준에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교육부, 2015a).

이에 따라 4학년에서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지도

서의 단원 평가 목표 역시 분류하기를 포함하고 있으

며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분류하기 과제로 평가를 하

고 있다(교육부, 2015b; 노영아, 안병곤, 2007; 홍지연,

김민경, 노선숙, 권점례 2008). 여기서 분류하기 과제를

제시할 때에는 도형의 정의를 알고 이를 적용하여 분

류하는 것을 평가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 분

류하기의 본질을 벗어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일례로 교과서에서 조차 분류하기 평가에서 변

의 길이가 아주 작게(2mm) 차이 나는 삼각형을 제시

하여 이등변삼각형인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는

과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등변삼각형의

이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어림 능력의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3-4학년군 교과서의 근간

이 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각의 크기 어림은 성취

기준에 있지 않으므로(교육과학기술부, 2011) 각의 크

기 어림 능력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과제를 설

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수학 교과서 Math Connects는 여러 가지

삼각형 분류하기 문항에서 길이와 직각을 표기한 삼각

형을 제시하고 있다(Macmillan McGraw-Hill, 2009).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길이와 각의 크기를 어

림하여 분류해야 하는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학생들이 삼각형 분류하기 과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어림 능력이 평가 결과에 영향

을 주는지 확인하여 어림 능력이 분류 능력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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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면 교과서 집필이나 평가에서 이들을 신중하게 고

려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여러

가지 삼각형 분류하기 과제를 제시할 때 길이와 직각

표기 유무에 따른 정답률을 확인하고 그 차이를 안구

운동 추적기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안구 운동 추적은 시선의 위치가 행위자의 주의 집

중 및 생각과 관련 있다는 Eye-Mind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Just & Carpenter, 1980) 인지와 주의집중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해 준다(Susac, Bubic, Kaponja, Planinic, & Palmovic,

2014). 본 연구에서는 길이와 직각 표시 전후 삼각형

각각에 AOI(Area of Interest)를 설정하여 GD(Gaze

Duration)을 측정해 비교하고자 한다. AOI는 실험자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 첫 응시 시간, 응시 횟수 및 비율

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Bojko, 2013). GD는 하

나의 AOI 안에서 전체 시선 응시 시간을 의미하고(Lai

et al., 2012) GD가 길수록 더 집중하며, 정보 처리 시

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Horsley, Eliot, Knight, &

Reilly, 2014). 즉, 그 정보가 더 어렵거나 흥미로움을

뜻한다(Wang, Chen, & Lin, 2014).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 분류하기 과제에서

삼각형 그림을 제시할 때 길이를 표기한 경우와 표기

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과 GD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분류하기 과제에서

삼각형 그림을 제시할 때 직각에 직각 표시를 한 경우

와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과 GD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D초등학교 4

학년 학생 중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46명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Calibration 과정

에서 머리 움직임 오차가 심한 6명과 안구 운동 추적

비율이 80% 미만인 7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명

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삼각형은 4학년 1학

기 중에 학습하였고, 실험 및 검사지 투입은 11월 마

지막 주에 실시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학생들이 bar형 안구 운동 추적기 앞에 앉아 모니

터에 제시된 문제의 답을 이야기하여 수집된 자료(정

답률과 GD)를 중심으로 길이 또는 직각 표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다.

실험

설계

Ÿ 과제 선정

Ÿ Tobii Studio 3.3.2로 과제 제시 방

법 및 시간 설계

↓

실험

실시

Ÿ Tobii사 X2-60을 통한 실험 실시

학생 활동: 여러 가지 삼각형 중에서

해당하는 삼각형 고르기

↓

실험

결과

분석

Ÿ Tobii Studio 3.3.2를 통한 정량적

분석

Ÿ 시사점 및 결론 도출

[그림 1] 연구 절차

[Fig. 1] Research process

3. 안구 추적 과제의 구성

본 연구의 분류하기 과제에 사용하는 삼각형 그림

은 2009개정 수학과 교과서에서 발췌하였다. 4학년 1

학기 3단원 11차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어요’에서 분류하기 활동에 제시된 삼각형 그

림과 15차시 단원평가에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을 모두 찾아 쓰는 과제에 사

용된 삼각형 그림이다.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학

습하는 11차시에 제시된 삼각형 그림과 이등변삼각형

과 정삼각형을 학습하는 12차시에 제시된 삼각형 그림

이 일치하기 때문에 더 추가된 삼각형 그림은 없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삼각형은 8개씩이다. 하지만 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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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추적으로 실험을 하는데 삼각형이 작으면 분석에

어려움이 있어 한 화면에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할

삼각형 수를 4∼6개로 수정하였다. 이등변삼각형과 정

삼각형은 길이를 표시한 화면을 추가하고 예각삼각형

과 둔각삼각형은 직각을 표시한 화면을 추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각 삼각형 별로 총 5 단계로 과제를 제

시하였다.

첫 화면 지시 사항만 4초로 시간을 정해 주었고 분

류하기 과제는 학생이 직접 마우스를 클릭하여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설계하여 노이즈를 줄이고자

하였다.

순서 제시되는 화면

1

2

3

4

5

[표 1] 이등변삼각형 과제 제시 순서

[Table 1] The order of Isosceles triangle tasks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학생의 정답 반응 분석

삼각형 분류하기는 6개의 삼각형 중에서 해당하는

삼각형을 모두 고른 학생만 정답으로 인정했다. 이등

변삼각형, 정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각 과제

별로 두 문제씩 제시하였으므로 2점을 만점으로 한다.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 변화와 점수가 향상된 학생 수

의 비율을 중심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나. 안구 운동 추적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Remote Eye Tracker인 Tobii X2-60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제시된 여러 가지 삼각형 중에서

해당하는 삼각형을 고르는 과제 수행 중에 그들의 안

구 운동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Tobii Studio 3.3.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와 같이 6개의 선택지에 AOI를 설정하여

길이 표기 전과 후, 직각 표기 전과 후 GD을 비교 분

석하였다. 전체 화면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누기 위해서

인접한 삼각형 가운데에 20pixel의 여백을 남겨두고

AOI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앞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다음 화면 처음 응시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확

한 분석을 위해 처음 0.5초 응시 값은 제외하였다.

삼각형의 정의를 알고 있는 학생들이 길이나 각을

어림하면서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GD 분석은 길이 또는 직각을 표기한

후 만점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며 길이 또는

직각 표기에 따른 변화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 AOI 예시

[Fig. 2] AOI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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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t p

2
표기 전 3.10 1.60

5.561 .000
표기 후 1.23 0.62

5
표기 전 2.44 1.98

3.0689 .007
표기 후 1.23 .66

8
표기 전 2.63 1.98

3.310 .004
표기 후 1.42 .86

[표 4] 길이 표기에 따른 이등변삼각형 분류 과제

GD 변화

[Table 4] Change of isosceles triangle classification

tasks’ GD according to the length indication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

학생 수 16 8

비율 48% 24%

[표 3] 길이를 표기하여 점수가 향상된 학생 수와 비율

[Table 3] Number and percentage of students with

improved score by indication of length

Ⅳ. 연구 결과

1.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

가. 평균 점수 변화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 과제에서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 변화는 [표 2]와 같다. 길이를 표시하면서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 과제에서 평균 점수가 향상

되었고 특히 이등변삼각형에서는 평균 점수가 두 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평

균

표준

편차
t p

이등변

삼각형

표기 전 0.58 .75
-4.927 .000

표기 후 1.24 .94

정

삼각형

표기 전 1.45 .75
-3.032 .005

표기 후 1.73 .63

[표 2] 길이 표기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

[Table 2] Average score change according to the

length indication

길이 또는 직각을 표시하여 점수가 오른 학생 수와

그 비율에서도 [표 3]과 같이 이등변삼각형에서 길이

표시의 효과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GD의 변화

GD는 삼각형 그림 각각에 AOI를 설정하여 분석하

였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삼

각형 별 정답률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

러 가지 삼각형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의 자료를

제외하기 위해서 길이 또는 직각을 표기했을 때 만점

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등변

삼각형 19명, 정삼각형 27명, 예각삼각형 11명, 둔각삼

각형 19명 대상으로 정답률과 GD 변화를 분석하였다.

1)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분류하기 과제에서 삼각형 각각에 대

한 정답률과 GD 변화는 [그림 3]과 같다. 길이를 표기

하지 않았을 때 직각이등변삼각형인 3번과 9번 삼각형

에 대해 21.1%, 31.6%의 학생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

라고 판단하였다. 또, 이등변삼각형 중 길이가 같지 않

은 나머지 한 변이 지면과 평행한 2번, 4번, 5번, 6번,

10번 삼각형은 정답률이 84% 이상으로 높은 반면 8번

삼각형과 같이 회전된 이등변삼각형의 경우 57.9%의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11번 삼각형과 같

이 7cm, 8cm, 9cm로 1cm 차이가 있는 삼각형을 제시

했을 때 47.4%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길이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 2번과 5번 삼각형에 대

한 정답률은 84%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표 4]의

GD 변화를 보면 실제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 걸린 시

간은 길이를 표기한 후 반으로 줄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번 삼각형

은 정답률에서의 차이와 같이 GD에도 차이(p=.004)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번 삼각형은 길

이가 표시된 후 순서를 바꾸면서 왼쪽 위에 제시됐다.

길이가 표시된 첫 도형이기 때문에 다른 삼각형에 비

해 특별히 GD가 길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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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100 94.7 78.9 94.7 84.2 100

GD

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89.5 57.9 68.4 84.2 47.4 89.5

GD

[그림 3] 이등변삼각형 과제 정답률(%)과 GD(초) 변화(N=19)

[Fig. 3] The correctness(%) and GD(second) change (N=19) of the isosceles triangl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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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96.3 88.9 100 100

GD

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96.3 88.9 96.3 96.3

GD

[그림 4] 정삼각형 정답률(%)과 GD(초) 변화(N=27)

[Fig. 4] The correctness(%) and GD(second) change (N=27) of the equilateral triangle tasks

2) 정삼각형

정삼각형의 정답률과 GD 변화는 [그림 4]와 같다.

길이 표기 전 과제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이 88.9%였

다. 길이를 표기하기 전에도 대체적으로 잘 해결했음

을 알 수 있다. 또, 7번 삼각형을 보면 전형적(△)인

정삼각형이 아닌, 회전시킨 정삼각형의 경우에 길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정답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GD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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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었다(t=1.714, p=.098).

4번과 8번 삼각형에서 GD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

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표 5]. 하지

만 길이 표기 후 네 삼각형의 평균 GD와 비교하면 4

번 삼각형은 1∼8번 평균 GD보다도 짧았고 8번 삼각

형은 1∼8번 평균 GD보다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표 6]). 길이 표기 전에는 모양을

보고 정삼각형임을 빠르게 판단한 반면 길이 표기 후

에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읽어야 하므로 오히려 GD

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4
표기 전 .58 .50

-2.356 .026
표기 후 .91 .76

8
표기 전 .73 .47

-4.445 .000
표기 후 1.10 .52

[표 5] 길이 표기에 따른 정삼각형 분류 과제 GD 변화

[Table 5] The change of Equilateral triangle

classification tasks’ according to length indication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1∼8 평균 1.10 .54
-1.562 .130

8 1.36 1.00

[표 6] 길이 표기 후 1∼8번 평균 GD와 8번 GD 비교

[Table 6] The comparison of average GD on 1∼8 to

GD on 8 after length indication,

2.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

가. 평균 점수 변화

직각삼각형의 직각에 직각 표기를 하였을 때 예각

삼각형과 둔각삼각형 모두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표 7]에서 둔각삼각형의 평균 점수 변화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직각

을 표기했음에도 각 어림에 어려움이 있었던 12번 삼

각형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GD 분석에서 다시

다룬다.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학생 수 9 13

비율 27% 39%

구분
평

균

표준

편차
t p

예각

삼각형

표기 전 .48 .76
-3.288 .002

표기 후 .79 .93

둔각

삼각형

표기 전 .76 .61
-1.292 .206

표기 후 .94 .65

[표 7] 직각 표기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

[Table 7] The change of average score according to

right-angle indication

[표 8] 직각을 표기하여 점수가 향상된 학생 수와

비율

[Table 8] The number and percentage of students with

improved score by indication of right-angle

나. GD 변화

1)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의 정답률과 GD 변화는 [그림 5]와 같다.

직각 표기 전 직각삼각형 중에서 2번과 8번 삼각형은

정답률이 100%, 4번 삼각형 90.9%로 모두 90% 이상

의 정답률을 보인다. 하지만 1번 삼각형과 같이 회전

된 직각삼각형에서는 정답률 63.6%으로, 직각 표기 전

후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GD의 변화는 정답률이 100%였던 2번 삼각형에서

큼을 볼 수 있고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인다[표 9]. ㄱ자 꼴의 직각이 있는 직각삼각형은

GD 변화가 크지 않지만 ㄴ자 꼴의 직각이 있는 삼각

형에서 GD의 변화가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1번 삼각형은 GD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직각 표기 후 6, 9, 10, 12번 삼각형에서

GD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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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100 100 90.9 90.9 81.8 100

GD

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63.6 100 90.9 90.9 90.9 100

GD

[그림 5] 예각삼각형 정답률(%)과 GD(초) 변화(N=11)

[Fig. 5] The correctness(%) and GD(second) change (N=11) of acute triangl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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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2
표기 전 3.03 2.62

3.648 .004
표기 후 .75 .75

6
표기 전 1.53 1.18

-2.068 .065
표기 후 2.15 1.67

7
표기 전 2.96 2.10

3.304 .008
표기 후 1.05 .85

9
표기 전 1.01 .51

-1.204 .256
표기 후 1.42 1.18

10
표기 전 1.76 1.26

-.963 .358
표기 후 2.13 1.38

12
표기 전 1.51 .92

-1.518 .160
표기 후 1.81 1.23

[표 9] 직각 표기에 따른 예각삼각형 분류 과제 GD

변화

[Table 9] GD change of acute triangle classification

tasks’ according to the right-angle indication

2) 둔각삼각형

[그림 6]은 둔각삼각형 분류 과제의 정답률과

GD을 나타낸 것이다. 직각 표기 후 만점자는 6명

이었다. 직각에 직각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

류가 많았던 삼각형이 있었는데 둔각이 96°인 12

번 삼각형이다. 12번을 제외하고 선택한 경우도

정답으로 하면 만점자 수가 19명이 된다. 여기에

서 차이가 나는 13명은 다른 11개의 선택지에서

모두 옳은 답을 하였기 때문에 96°를 어림하는데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9명을 분

석 대상으로 하였다.

직각에 직각 표기를 하기 전에 가장 낮은 정답

률을 보인 것은 12번 삼각형으로, 15.8%이다. 직각

에 직각을 표기했을 경우에도 정답률에 크기 변화

가 없었다(31.6%). 실제로 학생들은 해당 단원에서

각의 크기 어림 학습도 하지만 지도서 형성평가의

정답 및 풀이를 보면 어림한 각이 측정한 각과

10° 보다 작은 경우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되

어 있다. 이 오차 범위를 고려할 때 학생들은 96°

를 90° 보다 작은 각으로 어림했을 가능성이 있다.

직각삼각형인 2번과 5번 삼각형은 직각 표기 전

에도 84% 이상으로 정답률이 높았지만 GD을 보

면 직각 표시 전에는 둔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판단

하는데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10]). 그리고 1번 삼각형에서 GD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각이 108°로, 직각보다 18°도 큰

각을 가진 둔각삼각형이다. 17명이 둔각삼각형이

라 판단했지만 GD 차이를 보았을 때 어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많은 오답을

보인 문제 12번 삼각형은 직각 표기 전후 GD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

각 표기 후 전체 삼각형 평균 GD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표 11]).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1
표기 전 1.89 1.30

4.129 .001
표기 후 .95 .54

2
표기 전 1.21 .79

4.355 .000
표기 후 .66 .70

4
표기 전 1.15 .83

2.184 .042
표기 후 .71 .42

5
표기 전 1.84 1.26

4.054 .001
표기 후 .87 .55

10
표기 전 1.59 .85

5.420 .000
표기 후 0.80 .67

[표 10] 직각 표기에 따른 둔각삼각형 분류 과제 GD

변화

[Table 10] GD change of obtuse triangle classification

tasks’ according to the right-angle indication

구분 평균 표준 편차 t p

1∼12 평균 .90 .45
-3.041 .007

12 1.53 1.25

[표 11] 길이 표기 후 1∼12 평균 GD와 12 GD 비교

[Table 11] The comparison of average GD on 1∼12

to GD on 12 after right-angle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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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89.5 94.7 89.5 100 84.2 100

GD

정답

표기

길이

표기전

정답률

100 100 94.7 84.2 100 15.8

GD

[그림 6] 둔각삼각형 정답률(%)과 GD(초) 변화(N=19)

[Fig. 6] The correctness(%) and GD(second) change (N=19) of obtuse triangl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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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이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개념에 따른

분류하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변의 길

이를 표기해야 한다. 길이를 표기 하지 않은 경우

정삼각형을 찾는 과제는 대체적으로 잘 해결했으

나 이등변삼각형을 찾는 과제는 평균 점수가 낮았

다(2점 만점에 0.58점). 그러나 길이를 표기한 후

평균 점수는 1.24점이 되었고 48%의 학생이 점수

가 향상되었으므로 이등변삼각형의 개념을 이해하

는 학생들이 길이 표기 전에는 길이 어림으로 인

해 정답률이 낮음을 통해 길이 어림 능력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안구 운동

추적 결과에서도 길이 표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답률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GD

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등변삼각형의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분류하기를 평가하고자 할 때 어림 능력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삼각형에 변의 길이를 표기해

주어야 한다.

둘째,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의 개념적 이해

에 따른 분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표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각을 표

기했을 때 정답률의 향상과 GD의 감소로 보아 직

각삼각형을 제외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96°를 갖는 둔각삼각형의 분류는 여전히 정답률이

낮고 GD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단원에서

학생들은 각을 어림하는 학습을 하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볼 때 각의 어림은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의 어림을 학습할 때 측

정값과 어림 값 차이가 10°보다 작을 때는 정답으

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도서에 명기하는 것을 볼

때도 한 각이 96°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지 둔

각삼각형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삼각형 정의

이해를 평가하는 분류하기 과제의 평가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을 기준으로 예각삼

각형과 둔각삼각형 분류하기 과제를 제시할 때에

도 역시 각도를 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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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Indication of Lengths and Angles on Classifying Triangles: 
Centering on Correct Answer Rate and Eye M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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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length and right angle indication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figure when presenting the task of classifying the plane figures. we 
recorded thirty three 4th grade students’ performance with eye-tracking technologies and analyzed the 
correct answer rate and gaze duration.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rrectness rate increased and Gaze duration 
decreased by marking length in isosceles triangle and equilateral triangle. Second, correctness rate 
increased and Gaze duration decreased by marking right angle in acute angle triangle and obtuse 
triangle.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focus on measuring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figure rather than measuring the students' ability to measure by expressing the length and angle when 
presenting the task of classifying the plane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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