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C <初等數學敎育> J. Korea Soc. Math. Ed. Ser. C:

https://doi.org/10.7468/jksmec.2019.22.1.1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19. 1. 제 22권, 제 1호, 1-12 January. 2019, Vol. 22, No. 1, 1-12

1

수학 패턴 유형에 따른 5학년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1)

이 슬 기 (구미 원호초등학교 교사)

                                                             이 광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수학 패턴의 유형에 따른 패턴 발견에 대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을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의 문제해결과정 중의 시선움직임을 시선추적기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두 집단 간 표현양식에

따른 주의집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주의전환은 두

집단 모두 숫자 표현양식에서 더 많았다. 둘째, 두 집단

간의 생성방식에 따른 주의집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의전환은 두 집단 모두 증가변형 생성방식에서 더 많았

다. 셋째, 일반학생들은 두 속성 모두에서 인접하지 않은

항 간의 비교에 더 많이 집중했다. 일반학생과 다르게 수

학영재학생은 기하적 속성에서 주의전환이 더 많았다. 다

양한 유형의 수학 패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두

집단 간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

다.

Ⅰ. 서론

최근 10년간의 변화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변화보

다 크다는 말이 있을 만큼 현대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 그리

고 다양한 기능을 지닌 제품들이 범람하면서 어제까

지는 유용했던 것들이 오늘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거

나 아예 다른 것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지식을 개인에게 일일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또한 단순 계산이나 반

복 업무 등은 이미 컴퓨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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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스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에 창의성의 함양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Renzulli(1978)는 창의적 인재(또는 영재)가 갖는

특성으로 평균 이상의 지능, 창의성, 높은 과제집착력

을 꼽았으며, 그 중 과제집착력은 실제행동으로 전환

되는 동기로서 특정 문제나 과제 수행에 집중되는 에

너지를 의미한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은 일반

인들보다 훨씬 더 과제 지향적이고 그들의 일에 집중

한다(Renzulli, 1978). Mullen와 Copper(1994),

Goodman, Ravlin & Schminke (1987)는 과제 집착력

이 과제의 수행 및 학습과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정호, 김소영, 이일선, 권용주(2013)는 과제집착력

을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진 과제에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정보나 요소에 주의집

중 하여 문제해결을 지속하려는 성향으로 보았다. 어

려운 목표는 쉬운 목표에 비하여 더 많은 노력과 주

의집중이 필요하며(Locke, Shaw, Saari, & Latham,

1981), 문제나 과제를 해결할 때 선택적 주의집중이

발생한다(Sweller, 1988)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부분에 주의집중 하는 것

은 과제집착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작업 중에 어떠한 상황들이 주

의를 끌게 되면 관심을 유발한 상황과 조건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의미 있는 해석과 재

해석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을 쏟는다(Sternberg &

Davidson, 2005). 다시 말해 창의적인 학생(또는 영재)

들은 그들의 주의를 끈 영역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매

우 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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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거대한 지식 기반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성인

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고유의 기술을 가지게 된다

(Sternberg & Davidson, 2005). 따라서 영재 학생들의

주의집중양상을 파악하고 일반학생과 어떤 차이가 있

는지 아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창의

적이고 생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주의집중 능력은 인지 및 학습의 전 과정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적으로 주의집중 능력은 심리학이나 교육학 영역에서

비중 있게 연구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이명경, 김아름,

2011). 주의집중력을 측정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

보면 심리검사지를 활용하거나(오현숙, 2002), 그 밖에

학생의 행동관찰(오경애, 김성원, 1995)이나 학생 진술

또는 학부모나 교사의 관찰기록(이정철, 강순민, 김동

렬, 허홍욱, 2010)을 통한 측정이 일부 이루어졌다. 그

나마 이러한 선행 연구들도 주로 결과위주의 분석이

나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학습자의 주의집

중의 특징을 직접적이고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는 못한

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선추적(eye tracking)이 각광받고 있다. 시

선 추적은 안구 구조가 부분적인 시야의 감각만 허용

하는 한계로 인해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 계속 눈동자

를 움직이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한미향,

권승혁, 권용주, 2015). Rehder & Hoffman(2005a)이

분류활동에서의 선택적 주의에 대한 연구에서 시선

추적을 사용한지 불과 몇 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미 컴퓨터 모델의 선택적 주의 구성 요소와 맞게 연

결되는 주의력 할당의 유용한 측정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Blair, Watson, Walshe, & Maj, 2009) Rehder

와 Hoffman(2005b)은 시선 고정이 주의력 가중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시선 추적은

피험자의 주의집중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

선추적 결과를 통해 제시되는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시

선집중은 주의집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시선전환은

주의전환의 경향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다(김소영, 변

정호, 이일선, 권용주, 2012). 다시 말해, 시선 움직임

추적 시 특정 지점에서의 오랜 시선고정은 해당 지점

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고, 시선이동은 어떤 자극들에 주의집중을 나

누어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선추적을 이용한 집단 간 비교는 집단 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각 집단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변정호 외 3인, 2013). 김소영, 변정호, 이일선, 권용

주(2013)는 과학영재 판별을 위한 시선추적기반의 과

제집착력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일반학생들

에 비해 영재학생들이 문제의 정보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통해 문제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혔다. 변정호 외 3인(2013)

은 중등학생의 생물분류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의집중

과 주의전환 패턴을 시선추적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교·급이나 연령대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적 차이임

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과학교과를 대상으

로 했다는 점에서 다른 교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수학에서 대수는 문자와 여러 상징들을 활용

하여 숫자와 관계된 문제를 푸는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을 의미하며(Day & Stanley, 1857), 대수 학습의

기본은 패턴이다(Radford & Peirce, 2006). 학생들은

패턴을 관찰하고 확장하며 일반화하는 경험을 통해

변수, 대수식, 방정식 등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할 수 있다(김성준, 2002)는 점에서 패턴 활동은 패

턴의 관찰에서부터 출발한다. 문자나 그림과 같은 다

양한 기호들로 제시된 패턴은 학생들에게 시각적 자

극으로 작용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게 된다. 그리

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턴 과제가 갖고

있는 요소들에 선택적으로 주의집중을 하면서 시선의

고정과 이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과제 요소에 대한

시선의 고정이나 이동은 주의 집중과 주의 전환(또는

주의 이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시선움직임을 통해

피험자의 주의집중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한

미향, 권승혁, 권용주, 2015). 그리고 문제 해결과정에

서의 주의집중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의 문제해

결능력과 학습태도의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

만 지금까지의 패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패턴의

일반화 방법 및 과정(김남균, 김은숙, 2009; 이명기,

나귀수, 2012; 최병훈, 방정숙, 2012; 유미경, 류성림,

2013), 사고 과정의 특징(김성희, 2013; 최병훈, 방정

숙, 2011), 패턴 지도방안(우정호, 김성준, 2007; 방정

숙, 선우진, 2016)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결과중심

의 해석과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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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중의 생생한 데이터나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주

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대수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지만

수학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패턴은 수치적, 증가패턴

에 한정되어 있다(방정숙, 선우진,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패턴의 규칙성 찾기 과제에서 패

턴 유형에 따른 일반학생과 초등수학영재학생의 시선

움직임을 시선추적기(eye-tracker)를 사용하여 분석하

고, 이들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 규칙성 찾기 과제에서 수학 패턴 표현

양식(숫자, 그림)에 따른 5학년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들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은 어떠한가?

둘째, 패턴 규칙성 찾기 과제에서 수학 패턴 생성

방식(반복, 증가변형)에 따른 5학년 일반학생과 수학

영재학생들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은 어떠한가?

셋째, 패턴 규칙성 찾기 과제에서 수학 패턴 속성

(기하, 물리)에 따른 5학년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들의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에 위치한 A시의 B초등학

교 5학년 학생 중 학생, 학부모가 모두 자발적으로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일반학생 23명과 수학영재학생 16

명을 1차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높은

수준의 시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기 초

에 학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 결과 (교정)시력이 1.0

이상인 학생과 안경을 쓰지 않아도 컴퓨터 모니터에

제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생을 포함하였다. 이

와 더불어 시각적 또는 신경학적 질병이 없는 오른손

잡이 학생들을 선정하였다. 다만, 시선 추적기에서 나

오는 적외선이 안경테에 튕겨 반사되는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안경을 착용한 학생은 제외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

여 시선 추적율이 80% 미만이었던 일반학생 4명과

수학영재학생 8명을 제외한 일반학생 19명과 수학영

재학생 8명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2. 실험절차

본 실험은 학생들이 최대한 집중하고, 외부로부터

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음처리가 되어있는

방송실에서 실시하였다. 본 과제 투입에 앞서 예비과

제를 만들어 일반학생 2명에게 예비실험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험예상 소요시간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연구자는 실험방법

과 진행과정, 그리고 주의점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충

분히 설명한 뒤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선추적 실험

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방송실 부스 안에서 실

시하였다. 부스 안쪽의 책상 위에 과제가 제시될 노트

북과 시선 추적기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책상 앞에 의

자 하나를 두고, 피험자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제시된 문제를 풀고 답을 말하도록 하였다. 답을 말한

뒤에는 학생이 직접 왼쪽 마우스를 한 번 클릭하여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방해받지

않도록 학생의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후방에서 실

험장면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답변과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3. 수학 패턴 과제

패턴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그리고 학자들

마다 조금씩 다르다. Reys, Lindquist, Lambdin, &

Smith(2009), 김상미, 신인선(1997), 최혜진, 이혜은,

이수경(2007), 최병훈, 방정숙(2011), 방정숙, 선우진

(2016) 등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패턴 분류기준은 크게

표현양식, 생성방식, 속성으로 나뉘며, 학자마다 사용

한 분류기준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패턴을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턴의 유형은 분

류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하나의 패턴 과제는

패턴의 표현양식, 규칙성을 갖는 기본단위가 구성되는

생성방식, 그리고 패턴을 구성하는 개체가 갖는 속성

등이 혼재되면서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수학 패

턴 유형을 정리한 선행 연구로는 이슬기(2018)의 연구

가 있는데 본 연구가 수학 패턴 유형에 따른 결과값

을 측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슬기(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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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수학 패턴 유형과 패턴 과제

중 수학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5학년 수준과 본 연구

방법에 알맞은 과제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이슬기

(2018)의 패턴 유형과 과제 중 본 연구 과제에서 선

택․사용한 수학 패턴 유형은 [표 1]과 같고, 수학 패

턴과제는 [표 2]와 같다.

분류기준 패턴 유형

표현양식
• 숫자: 숫자로 표현
• 그림: 도형, 그림, 무늬, 기호, 문
자 등으로 표현

생성방식
:반복되는
기본 단위
생성방식

• 반복: 기본단위가 반복됨
• 증가·변형: 기본단위가 증가 또
는 변형

속성
:패턴을
구성하는
개체속성

• 기하적: 도형의 대칭, 모양을 바
탕으로 함
• 물리적: 색상, 길이, 크기, 방향
등을 바탕으로 함

[표 1] 수학 패턴 유형

[Table 1] The types of mathematical pattern

분류
기준

패턴
유형

기타
속성

문항
수

과제

표현
양식

숫자
(Numb
er)

반복-
기하

1

그림

(Pictur

e)

1

생성
방식

반복

(Repea

ting)

숫자-
기하

1

증가․
변형
(Growi
ng,
Chang
e)

1

속성

기하적
(Geom
etrical)

그림-
회전

1

물리적
(Physi
cal)

1

[표 2] 수학 패턴 과제

[Table 2] The mathematical pattern tasks

4. 시선 추적 및 분석

시선 추적 데이터 분석을 위해 과제에 관심영역

(AOI: Areas of interest)을 설정하고, AOI 내에서의

시선고정횟수와 순서를 분석하여 두 집단의 패턴 유

형에 따른 주의집중과 주의전환을 비교하였다. 패턴은

항(term)으로 이루어져 있고 패턴과제마다 항의 모양

과 크기가 달라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AOI를 모든

패턴 과제에 일괄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데이터가 포

함되거나 필요한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패턴 과제별로 항의 특성에 맞는

AOI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AOI에 머무는 시선고정과

이동을 학생들의 시선녹화장면을 보면서 일일이 기록

하였다.

패턴 항의 배치 순서에 따라 첫 번째 항은 P1, 두

번째 항은 P2,…,n번째 항은 Pn으로 명명하였다.(예를

들어 패턴 항이 ‘A B C’ 라면 A가 P1, B가 P2, C가

P3이다.) 반복, 증가변형 패턴은 덩어리로 묶을 수 있

는 경우, 덩이를 하나의 항으로 보았다.(예를 들어 반

복 패턴 ‘ABC ABC’에서 첫 번째 ABC 가 P1, 두 번

째 ABC가 P2이다. 증가변형 패턴 ‘AB ABC’에서 AB

가 P1, ABC가 P2이다.)

[그림 1] AOI 예시

[Fig. 1] AOI examples

  

본 연구는 문제영역 내 항에의 시선 고정과 항 간

의 시선이동을 주의 집중으로,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

선 역행과 순행을 주의 전환으로 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수학 패턴 표현양식(숫자, 그림)에 따른 일반

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과 주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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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의 집중

‘반복-기하’ 패턴이 숫자 표현양식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움직임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1
일반 19 6.63

-0.473
영재 8 5.63

P1↔P2
일반 19 4.16

-0.713
영재 8 3.25

P1↔P3
일반 19 1.32

-0.817
영재 8 0.88

P1↔P4
일반 19 0.00

a
영재 8 0.00

P2↔P2
일반 19 4.63

-2.989**
영재 8 2.38

P2↔P3
일반 19 3.47

-1.787
영재 8 2.13

P2↔P4
일반 19 0.05

-0.642
영재 8 0.00

P3↔P3
일반 19 5.58

-2.022
영재 8 3.88

P3↔P4
일반 19 0.58

-2.251*
영재 8 0.00

**p<.01
* p<.05
a. 두 집단의 평균이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표 3] ‘숫자반복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균횟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3]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number-repeat-geometrical' pattern

숫자 표현양식일 때 일반학생들과 수학영재학생 모

두 P1↔P1과 P3↔P3의 시선움직임 횟수가 많았다.

수학영재학생에 비하여 일반학생들의 P2↔P2와 P3

↔P4의 시선이동횟수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반복-기하’ 패턴이 그림 표현양식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움직임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림 표현양식일 때 수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 모두

P1↔P1과 P1↔P2의 시선이동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표현양식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사이

에 항 간 시선이동 횟수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1
일반 19 7.84

0.277
영재 8 8.75

P1↔P2
일반 19 5.74

-0.297
영재 8 5.13

P1↔P3
일반 19 1.47

-1.174
영재 8 0.50

P1↔P4
일반 19 0.00

1.000
영재 8 0.13

P2↔P2
일반 19 4.53

-0.894
영재 8 3.75

P2↔P3
일반 19 2.84

-1.321
영재 8 1.88

P2↔P4
일반 19 0.00

a.
영재 8 0.00

P3↔P3
일반 19 4.63

-0.887
영재 8 3.38

P3↔P4
일반 19 0.26

1.038
영재 8 0.63

a. 두 집단의 평균이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표 4] ‘그림반복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균횟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4]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picture-repeat-geometrical' pattern

나. 주의 전환

‘반복-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패턴 표현양식에 따른 주의 전환에 차이가 있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역행과 순행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숫자와 그림 표현양식 모두에서 일반학생이 수학영

재학생보다 시선의 역행과 순행횟수가 많았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현양식에 따른

시선 이동횟수를 살펴보면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모두 숫자 표현양식일 때 시선의 역행과 순행횟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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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양식

시선
움직임 학생 N 평균 표준

편차 t

숫자

역행
일반 19 13.11 25.13

-0.884
영재 8 5.13 3.83

순행
일반 19 18.58 9.14

-1.567
영재 8 13.00 6.32

그림

역행
일반 19 9.53 9.20

-0.382
영재 8 8.13 7.30

순행
일반 19 17.32 9.09

-0.361
영재 8 16.00 7.43

[표 5] ‘반복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의 패턴 표현양식에 따른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역행과 순행횟수 평균

[Table 5]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pro-saccade and anti-saccade in the problem

area of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repeat-geometrical' pattern

according to expression of pattern   

2. 수학 패턴 생성방식(반복, 증가변형)에 따른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과 주의 전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1
일반 19 6.63

-0.473
영재 8 5.63

P1↔P2
일반 19 4.16

-0.713
영재 8 3.25

P1↔P3
일반 19 1.32

-0.817
영재 8 0.88

P1↔P4
일반 19 0.00

a
영재 8 0.00

P2↔P2
일반 19 4.63

-2.989**
영재 8 2.38

P2↔P3
일반 19 3.47

-1.787
영재 8 2.13

P2↔P4
일반 19 0.05

-0.642
영재 8 0.00

P3↔P3
일반 19 5.58

-2.022
영재 8 3.88

P3↔P4
일반 19 0.58

-2.251*
영재 8 0.00

**p<.01
* p<.05
a 두 집단의 평균이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표 6] ‘숫자반복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균횟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6]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number-repeat-geometrical' pattern

가. 주의 집중

‘숫자-기하’ 패턴이 반복 생성방식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움직임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반복 생성방식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모두

P1↔P1과 P3↔P3의 시선이동횟수가 많았다. 그리고

일반학생의 P2↔P2와 P3↔P4의 시선이동횟수가 수학

영재학생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숫자-기하’ 패턴이 증가변형 생성방식일 때 일반학

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

임 횟수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7]과 같

다.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1
일반 19 2.53

0.519
영재 8 3.13

P1↔P2
일반 19 7.26

1.187
영재 8 10.25

P1↔P3
일반 19 2.05

-0.532
영재 8 1.63

P1↔P4
일반 19 0.05

-0.642
영재 8 0.00

P2↔P2
일반 19 9.42

0.107
영재 8 9.75

P2↔P3
일반 19 9.53

-0.115
영재 8 9.13

P2↔P4
일반 19 0.00

a
영재 8 0.00

P3↔P3
일반 19 13.63

0.055
영재 8 13.88

P3↔P4
일반 19 0.16

-0.168
영재 8 0.13

a 두 집단의 평균이 0이므로 t-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표 7] ‘숫자증가변형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

학영재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

균횟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7]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picture-growth·change-geometrical' pattern

증가변형 생성방식일 때 일반학생들은 P3↔P3, P2

↔P3, P2↔P2순으로 시선이동이 많았고, 수학영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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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P3↔P3, P1↔P2, P2↔P2순이었다.

증가변형 생성방식에서 두 집단 사이에 문제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횟수의 평균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나. 주의 전환

‘숫자-기하’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패

턴 생성방식에 따른 주의전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문제영역 내의 시선 역행과 순

행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8]과 같

다.

생성
방식

시선
움직임 학생 N 평균

표준
편차 t

반복

역행
일반 19 13.11 25.13

-0.884
영재 8 5.13 3.83

순행
일반 19 18.58 9.14

-1.567
영재 8 13.00 6.32

증가
변형

역행
일반 19 17.11 14.73

0.250
영재 8 18.63 13.63

순행
일반 19 27.37 21.52

0.239
영재 8 29.38 14.96

[표 8] ‘숫자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의 패턴 생성방식에 따른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역행과 순행횟수 평균

[Table 8]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pro-saccade and anti-saccade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number-geometrical' pattern

according to creation method of pattern

반복 생성방식에서는 일반학생이, 증가변형 생성방

식에서는 수학영재학생의 역행과 순행횟수가 더 많았

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성방

식에 따른 시선 이동횟수를 살펴보면 일반학생과 수

학영재학생 모두 증가변형 생성방식일 때 시선의 역

행과 순행횟수가 더 많았다.

3. 수학 패턴 속성(기하, 물리)에 따른 일반학생

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과 주의 전환

가. 주의 집중

‘그림-회전’ 패턴이 기하적 속성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움직임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2
일반 19 2.53

0.111
수학영재 8 2.63

P1↔P3
일반 19 0.74

0.034
수학영재 8 0.75

P1↔P4
일반 19 0.21

0.736
수학영재 8 0.38

P1↔P5
일반 19 0.05

0.636
수학영재 8 0.13

P1↔P6
일반 19 0.21

0.587
수학영재 8 0.38

P2↔P3
일반 19 1.79

0.127
수학영재 8 1.88

P2↔P4
일반 19 0.26

-0.504
수학영재 8 0.13

P2↔P5
일반 19 0.05

0.773
수학영재 8 0.25

P2↔P6
일반 19 0.00

1.426
수학영재 8 0.38

P2↔P7
일반 19 0.00

1.000
수학영재 8 0.13

P3↔P4
일반 19 1.53

0.441
수학영재 8 1.75

P3↔P5
일반 19 0.16

0.785
수학영재 8 0.38

P3↔P6
일반 19 0.32

0.222
수학영재 8 0.38

P4↔P5
일반 19 1.84

-0.712
수학영재 8 1.50

P4↔P6
일반 19 2.26

-4.371**
수학영재 8 0.00

P4↔P7
일반 19 0.00

1.000
수학영재 8 0.13

P5↔P6
일반 19 2.26

0.130
수학영재 8 2.38

P6↔P7
일반 19 0.53

0.306
수학영재 8 0.63

**p<.01

[표 9] ‘그림회전기하’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

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균횟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9]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of math in 'picture-rotation-geometrical' pattern

기하적 속성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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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P2를 가장 많이 응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P1과

P2간의 시선응시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아 앞

쪽 항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이동경로 학생구분 N 평균 t

P1↔P2
일반 19 1.68

0.098
수학영재 8 1.75

P1↔P3
일반 19 0.16

-0.212
수학영재 8 0.13

P1↔P4
일반 19 0.05

-0.642
수학영재 8 0.00

P1↔P5
일반 19 0.11

0.947
수학영재 8 0.25

P1↔P6
일반 19 0.21

-2.191*
수학영재 8 0.00

P2↔P3
일반 19 1.95

-0.925
수학영재 8 1.50

P2↔P4
일반 19 0.37

-2.689*
수학영재 8 0.00

P2↔P5
일반 19 0.37

-0.499
수학영재 8 0.25

P2↔P6
일반 19 0.21

0.217
수학영재 8 0.25

P3↔P4
일반 19 2.32

-1.943
수학영재 8 1.50

P3↔P5
일반 19 0.21

-2.191*
수학영재 8 0.00

P3↔P6
일반 19 0.26

-0.047
수학영재 8 0.25

P4↔P5
일반 19 1.95

-1.362
수학영재 8 1.38

P4↔P6
일반 19 0.47

-1.110
수학영재 8 0.25

P4↔P7
일반 19 0.05

1.148
수학영재 8 0.25

P5↔P6
일반 19 2.16

-0.713
수학영재 8 1.75

P6↔P7
일반 19 0.37

-0.859
수학영재 8 0.13

*p<.05

[표 10] ‘그림회전물리’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

재학생의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움직임 평균횟수

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Table 10]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eye movement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picture-rotation-physical' pattern

기하적 속성일 때 수학영재학생들이 P4와 P6간의

시선이동이 없었던 반면, 일반학생들은 2.26회 응시하

면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간 P4↔P6에서의 시선

이동횟수 평균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림-회전’ 패턴이 물리적 속성일 때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 집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움직임 횟

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물리적 속성일 때 일반학생들이 P3↔P4, P5↔P6,

P2↔P3/P4↔P5, P1↔P2 순으로, 수학영재학생들은 P1

↔P2/P5↔P6, P2↔P3/P3↔P4, P4↔P5순으로 시선움

직임횟수가 많았다.

물리적 속성일 때 P1↔P6, P2↔P4, P3↔P5에서 일

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사이에 시선이동 횟수의 평균

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학영재학생들은 P1↔P6,

P2↔P4, P3↔P5 세 가지 모두에서 시선이동이 없었던

반면, 일반학생들은 시선이동이 있었다.

나. 주의 전환

‘그림-회전’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패턴 속성에 따른 주의 전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역행

과 순행 횟수 평균을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속성
시선
움직임 학생 N 평균

표준
편차 t

기하적

역행
일반 19 4.42 4.35

-0.023
영재 8 4.38 5.55

순행
일반 19 8.63 4.45

0.546
영재 8 9.75 5.78

물리적

역행
일반 19 4.53 2.78

-1.780
영재 8 2.63 1.77

순행
일반 19 8.32 4.04

-1.249
영재 8 7.00 1.41

[표 11] ‘그림회전’ 패턴에서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

생의 패턴 속성에 따른 문제 영역 내에서의 시선 역

행과 순행횟수 평균

[Table 11] Independent t-test of the average number

of pro-saccade and anti-saccade in the problem

area for the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in 'picture-rotation' pattern according

to property of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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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적 속성에서는 수학영재학생들의 역행과 순행

평균의 합이 더 컸고, 물리적 속성에서는 일반학생의

역행과 순행횟수가 더 컸다. 하지만 두 집단 간의 역

행과 순행횟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속성에 따른 시선 이동횟수를 살펴보면 일반학

생은 기하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비슷한 수준이었

던 반면, 수학영재학생은 기하적 속성일 때 시선의 역

행과 순행횟수가 더 많았다.

Ⅳ. 결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반복-기하’ 패턴에서 표현양식(숫자, 그림)

에 따른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주의집중과 주의

집중을 방해하는 주의전환에 큰 차이가 없음을 통하

여 반복-기하 패턴의 표현양식에 따른 지도는 영재학

생이나 일반학생의 차이를 두기 보다는 일반학생들에

게도 ‘반복-기하’ 패턴의 과제를 많이 해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패턴 지도 초기에 제공해 주는 것이 바

람직하다 할 것이다.

둘째, ‘숫자-기하’ 패턴의 과제에서 역시 영재학생

과 일반학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아 이러한 숫자-기하 패턴의 과제는 영재학생들에게

좀 더 심도 있는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증가변형 생성방식에서 주의전환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증가변형의 과제의 제시와 해

결 지도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림-회전’ 패턴에서 영재학생들은 기하적

속성에서 일반학생은 물리적 속성에서 주의전환이 많

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때 각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이러한 속성에 따라 주의집중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넷째,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패턴 표현양식, 생성방

식, 속성에 따라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 간의 주의

집중과 주의전환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의 전환은 문

제해결과정을 방해하고(Barbot et al., 2011; Yeshurun

et al., 2008) 과제 수행을 위해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

중하는 능력은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변정호 외 3인, 2013). 따라서 다양한 유형

의 패턴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패턴 유형에

따른 일반학생과 수학영재학생의 이러한 차이를 고려

하여 문제해결에 불필요한 주의 전환을 줄이고, 문제

해결에 관련 있는 주의 집중을 증가시키는 교육과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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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and Attention Shifts of 5th General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Based on the Types of Mathematical Pattern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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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attention and attention shift of general students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about pattern by the types of mathematical patter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eye 
movements dur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 of 5th general and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using 
eye track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ntional style 
between the two groups.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ention according to the 
generation method between the two groups. The diversion was more frequent in the incremental strain 
generation method in both groups. Third, general students focused more on the comparison between 
non-contiguous terms in both attributes. Unlike general students,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s showed 
more diversion from geometric attributes. In order to effectively guide the various types of mathematical 
patterns, we must consider the distinction between attention and attention shift between the two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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