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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초등 과학수업뿐 아니라 수업의 성패는 교사의 교수전략이 학생들

의 주의를 얼마만큼 학습활동에 집중시켰는가에 달려있다. 학생의 

수준은 개인의 사전 경험과 인지구조, 학습 주의력과 학습 전략, 부모

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향을 받아 형성된다(Borich, 2010; Shin 

& Shin, 2014b; Shin, 2016). 학생들의 학습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의 수준과 주의 처리과정을 분석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Shin & Shin, 2013b). 그 이유는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설

계와 효과적인 교수전략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활동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언제나 학습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orich, 2010). 기존의 주의력 검사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선택적

주의, 자기통제, 주의의 지속성 등을 평가할 수 있었지만, 실제 수업에

서 학생들의 주의 특성과 처리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지필평가 형태의 주의력 검사 도구는 연구 대상의 왜곡적인 반

응에 대한 단점을 극복할 수 없다(Shin & Kwon, 2007; Shin & Shin, 

2014b).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주의 특성과 처리과정에 대한 과학

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이러한 연구는 효과적인 교수전략, 교수학습 

모형, 교수자료를 개발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Shin & Shin, 2013b). 

주의는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Bradley, 1886) 인간의 감각기관에 

따른 선택적 주의에 관한 연구(Broadbent, 1954; 1958; Choi, Ban, 

& Lee, 2004, Posner, Snyder, & Davidson, 1980), 주의와 관련된 

뇌 역에 관한 연구(Corbetta et al., 1993; 1995; Karnath et al., 2004, 

Mort et al., 2003) 등이 이루어져왔다(Shin, 2016). 시각적 주의에 

근거하여 무엇을 어떻게 볼지를 결정하고, 주의의 전환은 어떻게 이

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Shin & 

Shin, 2013b). 인간의 시각은 외부의 정보를 입력하는데 의존도가 가

장 높은 핵심 감각기관이고, 뇌 발달에 많은 향을 미친다(Bermúdez, 

2010; Cheoi & Park, 2011; Shin & Shin, 2013b; Snowden, Tnompson, 

& Troscianko, 2012). 인간은 망막으로부터 입력된 시각정보를 능동

적으로 탐색하여 병렬적으로 처리하지만(Bermúdez, 2010; Sh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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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13b; Choi, 2003; Snowden, Tnompson, & Troscianko, 2012) 

시각적 정보의 특성과 인지부하에 따라 외부자극에 의존적이거나 맹

목적인 정보처리과정도 일어난다(Shin & Shin, 2013b). 

뇌의 정보처리는 사전 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인지구조로 모듈화되

어 있고, 시각적 주의 또한 외부자극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자동 발화

한다(Shin, 2016). 주의는 크게 어떤 한 대상의 감각적 정보에 의존하

는 상향식 주의(bottom-up attention)와 개인의 인지 모듈에 의존하는 

하향식 주의(top-down attention)로 구분할 수 있다(Cheoi & Lee, 

2005; Choi, Ban, & Lee, 2004; Itti et al., 1998; Jung & Lee, 2004; 

Müller & Krummenacher, 2006; Park, Shin, & Lee., 2002; Shin & Shin, 

2013b; Tsotsos et al., 1995). 시각처리과정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Treisman & Gelade (1980)의 특징통합이론(feature-integration theory), 

Itti et al.(1998)의 현출성 지도(saliency map)기반 시각적 주의모델, 

Navalpakkam & Itti (2002)의 목표 지향적 주의 안내 모델, Choi et 

al.(2004)의 인간의 선택적 주의 모델, Wolfe & Horowitz (2004)의 

안내표상이론, Müller & Krummenacher (2006)의 시각 탐색과 선택

적 주의 모델, Lee (2009)의 생물학 기반 시선결정 선택적 주의 집중 

모델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각

적 처리과정에 대한 모델로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과 주의처리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제한점이 있다. Shin & Shin (2013b)은 문제해결과정

에서의 시선추적을 통해 초등학생의 상향식 주의, 하향식 주의, 암묵

적 주의(convert attention), 혼란 주의(aflunter attention)의 네 가지 

유형을 규명했고, 발견적 주의 모델을 제안하 다. 이 모델은 상향식 

주의와 하향식 주의에 따라 다른 두 가지 수준의 현출성 지도의 생성

과 기억과의 관계를 밝힌데 의의가 있지만, 주의 처리에서 기억체계

의 관계와 학생들이 답을 결정하는 과정 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

고, 실험실 상황(in vitro)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실제 

수업상황(in vivo)에서 주의과정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인간은 다양한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자이고, 인간의 

행동과 학습은 뇌를 기반으로 한 정보처리의 결과이다(Bermúdez, 

2010; Jensen, 2008; Lim, 2005; 2009; Shin, 2016). 초등학생들의 주

의의 특성과 주의 처리과정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행동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뇌의 생리적 활동을 

탐구하는 신경생리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 수업상황에 

fMRI, EEG, MEG 등과 같은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이로 인해 선행 연구들은 수업을 촬 하여 

관찰하거나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면담을 통한 자기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Shin, 2016). 이 연구에서는 다른 신경과학적방법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시선추적기법을 활용하고

자 한다. 최근 시선추적을 활용한 국내외 선행 연구(Carmichael et 

al., 2010; Carney & Levin, 2002; Choi, Shin, & Shin, 2012; 2014; 

Cook, Wiebe, & Carter, 2011; Jang & Shin, 2013; Jeon & Shin, 2015; 

Kim & Shin, 2014; Ko et al., 2014; Lee & Shin, 2012a; 2012b; 

Liu & Shen, 2011; Shin, Shin, & Jhun, 2013; Shin & Shin, 2012; 

2013a; 2014a; Tsai et al., 2012)에서 시선추적기법의 교육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은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주의력 검사와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의력 

검사를 실시하 고, 실제 수업상황에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인 이동형 

시선추적시스템을 적용하여 초등학생들의 시각적 주의 특성과 주의 

처리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주의력 검사와 실제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을 통해 초등

학생의 주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Figure 1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

다. 

Attention Test 

- FAIR Attention Test
 (selective, self-control, continuity)
- 155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 Research Participants Selected

⇩

Preparing Experiment
- Check ETG software and hardware 
- Experimental Design
- Pilot test practice(1 elementary student)

⇩

Experiment Running

- Eye tracking of Elementary Science Class
- Elementary 6th six mail students Participated
- Analysis of eye movement & Interview
- Analysis of student’ attention property and process

⇩
Schematization of 
Attention Process

- Post-interview of Students
- Attention Process Schematizing
- Science Education Export Conference
- Modification & Complements

Figure 1. Research Procedure 

먼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주의력 검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선택적주의, 자기통제력, 지속성주의를 분석하 다. 시선추적을 위해 

ETG(eye tracker glasses) 연구 장비와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실험을 

설계하 고, 초등학생 1명을 대상으로 사전 실험을 실시하 다. 주의

력 검사를 토대로 실제 초등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에 참가할 연구대

상을 선정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 다. 

Figure 2. The Process of Attention Sche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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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주의 처리과정은 시각적 주의 분석과 연구대상자와

의 회고적 인터뷰(retrospective interview)를 통해 Figure 2와 같이 

도식하 다. 첫째, 실제 수업에서의 연구대상의 시선추적을 통해 초

등학생의 시각적 주의를 분석하 다. 둘째, 시선추적 결과 상을 연

구 대상자와 함께 보면서 회고적 면담을 1회 실시하 고,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자의 시각적 주의에 향을 준 핵심 요인을 분석하 다. 셋

째, 초등학생의 주의에 향을 주는 핵심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초등학생들의 주의를 도식하 고, 과학교육전문가 협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완성하 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의 주의력 검사에는 ○○초등학교 6학년 155명이 참여하

고, 실제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 연구대상자는 주의력 검사를 토대로 

선정하 다. 이동형 안구추적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안구병력이 없

어야 하고, 연구 장비를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과거 안구병력이 없고, 안경을 쓰지 않는 초등학교 남학생 6명을 시선

추적 연구대상으로 하 다. 초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본 연구의 실험장비는 이동형 시선추적기와 EEG를 통합한 시스템으

로 머리가 긴 여학생들에게 적용하는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지원자에게는 연구 안내문과 참여 동의서를 발송하여 이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 고, 보호자와 학생 모두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 다. 

3. 주의력 검사도구

초등학생들의 주의력을 검사하기 위해 Moosbrugger & Oehlschlägel 

(1996)이 개발하고, 2009년 수정⋅보완한 ‘FAIR’ 검사를 활용하 다. 

FAIR는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er)의 주의력 검사이고, Oh 

(2002)가 표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사용되었다. FAIR 검사는 일정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작업을 바르게 실행하는가의 선택적 주의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력과 지속적 주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기 통제력은 얼마나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는가를 말하고, 작업의 

속도와 정확성은 양면적이다. 지속적 주의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주의 

집중이 지속되었는가를 말한다(Oh, 2002). FAIR 검사는 두 개의 검사

지로 한 검사지에 3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각 검사지에 320개의 아이

템이 제시된다. 아이템의 종류는 4개(두 점의 네모, 세 점의 네모, 

두 점의 동그라미, 세 점의 동그라미)이며, 동일한 빈도로 제시된다. 

목표 아이템은 ‘세 점의 동그라미’와 ‘두 점의 네모’로 연구대상자는 

주어진 시간에 아이템 아래로 선을 이어가며 목표 아이템에 톱니 모

양의 표시를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주의력 검사의 각 지수 산출방법은 Table 1과 같다. 이해도 지수는 

‘완벽한 표시의 원칙’으로 작업한 전체 아이템 수(T)에서 선 긋기 오

류 아이템 수(EL)를 뺀 것을 작업한 전체 아이템 수로 나누어서 구한

다. 이해도 지수는 연구대상자가 검사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대한 

평가이고, 이해도 지수가 95 % 미만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다. 선택적 주의지수는 선 오류 아이템을 제외한 작업 아이템 수

(T-EL)에 간과오류인 무답(Eo)과 오답(Ec)의 합의 두 배수를 뺀 값이

다. 자기 통제지수는 선택적 주의지수 나누기 전체 작업한 아이템 

수(T)이고, 지속성 주의지수는 선택적 주의지수와 자기 통제지수를 

곱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대상의 각 해당지수는 분석표의 백분위

(PR)와 9등급 규준점수(STN)를 토대로 해석하 다.

Index Calculation Method

Understanding (T - EL) ÷ T × 100

Selective Attention(SA) T – EL - 2(Eo + Ec)

Self Regulation(SR) SA ÷ T

Continuity Attention(CA) SA × SR

* T: total number of work items, EL: line error, Eo: no answer, Ec: 
Incorrect

Table 1. Calculation Method of FAIR Test Index

4. 연구 장비

시선추적은 외부자극에 대한 안구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측정하

여 연구 대상자가 자극의 어느 곳을 어떻게 보는가를 연구하는 방법

이다(Andrew, 2007; Duchowski, 2007; Holmqvist et al., 2011; Shin 

& Shin, 2012). 초기 시선추적기법은 눈에 코일을 넣거나 얼굴에 카메

라를 부착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게 위험하 고, 의도하지 않은 반

응을 유발했다. 최근의 시선추적기술은 적외선을 연구 대상자의 눈에 

비추어 안구 평면의 각막에서 반사되는 각막반사(corneal reflection)

와 망막(retina)에서의 적외선 반사데이터를 수집하여 동공의 상대적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주시를 분석

할 수 있다(Duchowski, 2007; Holmqvist et al., 2011; Shin & Shin, 

2012; 2013b). 시선추적은 비침습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Bojko, 2013; 

Duchowski, 2007; Shin & Shin, 2012), 유아에서부터 성인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할 수 있다(Shin, 2016). 시선추적시스템은 이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이동형은 연구대상이 직접 착용하여 실제 상황 연

Figure 3. Experimental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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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고정형은 실험실에서 자극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Shin, 2016). 이 

연구에 사용할 시선추적기는 이동형인 독일 SMI사의 ETG(Eye 

Tracking Glasses)로 안경형태이다. 현재 유선과 무선형이 모두 개발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유선형을 사용하 고, 샘플링 속도는 

30Hz이다(Figure 3). 

5. 실험 설계

이 연구에서 적용한 초등과학 수업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 6 

학년 2 학기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이고, 각 내용을 1 차시와 2 

차시로 구성하 다. 교육 내용이 연구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르래라는 같은 수업 주제를 선정하 고, 사전 조사결과 선행

학습으로 도르래 실험을 먼저 경험한 학생은 없었다. 시선추적시스템

은 본 실험에 앞서 연구대상자가 연구 장비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연구 장비를 착용하여 적응시켰다. 본 

실험에서도 연구대상자가 장비를 착용한 후 15 분간 안정화 시간을 

주어 연구 장비에 적응하도록 하 다. 안구운동 보정은 3포인트로 

실시하 고, 실험설계는 Figure 4와 같다. 

6.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의 안구운동은 동 상 형태의 상물로 수집되었고, 수

집된 안구데이터는 BeGaze(v.3.6) 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

다. 연구대상자의 안구운동은 대부분 관심 역(AOI; area of interest)

을 설정함으로써 각 AOI 에 대한 시각적 주의 정도를 도약과 응시로 

분석하 고, AOI간 응시전환을 토대로 주의 전환을 추론하 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과 주의 처리과정을 분석하는 것으

로 학생들의 시각 범위에서 관심 역을 Figure 5와 같이 AOI를 설정

하여 안구운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 고,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 시선

의 이동에 대한 근거를 정성적으로 분석하 다. 이동형 시선추적시스

템의 안구운동분석이 어려운 이유는 연구대상자의 움직임에 따라 실

험장면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AOI의 위치를 연구대상자의 시각

범위에 따라 계속해서 재조정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SMI사에서 제공하는 ASGM(automated semantic gaze mapping) 분

석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구대상자의 시선추적결과를 한 장면에 통합

하여 분석하 다(Figure 5).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주의력 검사 결과 

주의력 검사는 연구대상자 155명 중 검사지의 이해도가 .95 미만인 

11 명을 제외한 144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 고, 기술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44 명의 평균 이해도 지수는 .99 이고 선택적 주의력 평균지수는 

301.45 이다. 자기통제지수 평균은 .89 이고 지속성 지수는 281.87 

이었다. 통계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 전체 평균은 9등급 규준 점수에

서 4등급에 속하 고, 규준집단의 중간 17 % 정도에 속하 다. 선택

적 주의와 자기통제,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의 산포도는 Figure 

6과 같다.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는 .62 의 상관을 보 지만, 백분위 

규준점수로 환산할 경우 .316 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하지만 

Figure 5. Setting of AOIs & Analysis results of ASGM

Figure 4.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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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 지수 상관은 .98, 백분위 규준점수는 .85 

로 모두 매우 높은 상관을 보 다.

초등학생들의 주의 유형은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Figure 7과 같이 주의형(attentive type), 비주의형(inattentive 

type), 안이형(easygoing type), 경솔형(hasty type)으로 구분하 다. 

주의형은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가 모두 높은 학생이고, 연구대상자

의 22.2%(32명)이었다. 비주의형은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가 모두 

낮은 학생들로 연구대상자의 36.1%(52명)이었다. 안이형은 선택적 

주의는 낮지만, 자기통제가 높은 학생으로 연구대상자의 18.1%(26명)

이었다. 경솔형은 선택적 주의는 높지만, 자기통제가 낮은 학생으로 

연구대상자의 23.6%(34명)이었다. 비주의형은 무기력한 학습 참여를 

보이는 학생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지도에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

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안이형의 학생들은 자기통제지수가 높아 실

수가 적은 편이지만, 학습활동에 느긋하게 참여하 고, 또래 집단 활

동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경향이 있었다. 경솔형의 학생들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교사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편이었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주의 수준은 미성숙 단계에 있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모니터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Figure 7. Attention Type of Elementary Students

2. 안구운동 분석 결과

가. 시선 전환

문제해결에서 외부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시선이동을 토대로 학생

Variable Average S.D. Min Max Median Range S.E. Number

U

index 0.99 0.01 0.95 1.00 1.00 0.05 0.00 144

PR 35.54 22.22 1.00 99.00 32.00 98.00 1.85 144

S 4.26 1.58 1.00 9.00 4.00 8.00 0.13 144

SA

index 301.45 96.03 -56.00 518.00 306.50 574.00 8.00 144

PR 41.10 32.24 0.00 100.00 39.00 100.00 2.69 144

S 4.17 2.44 0.00 9.00 4.00 9.00 0.20 144

SR

index 0.89 0.21 -0.74 1.00 0.94 1.74 0.02 144

PR 38.85 28.39 0.00 99.00 35.00 99.00 2.37 144

S 4.06 2.12 0.00 9.00 4.00 9.00 0.18 144

CA

index 281.87 93.67 0.38 497.82 287.32 497.43 7.81 144

PR 39.90 32.04 0.00 100.00 34.50 100.00 2.67 144

S 4.13 2.40 0.00 9.00 4.00 9.00 0.20 144

* U: understanding, PR: percentile, S: separation measure(9 ratings)
* SA: selective attention, SR: self regulation, CA: continuity atten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attention test

Figure 6. Scatter diagram of Selective attention & Self regulation, 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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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각적 주의과정과 문제해결전략 등을 추론할 수 있다(Kim & 

Shin, 2014; Shin & Shin, 2013b). 이 연구에서 시선전환은 수업 도입

과 실험 안내 등의 단계에서 분석하 다. 칠판을 활용하여 실험 안내

단계에서 학생들의 시각적 주의전환을 관심 역에 따라 분석한 결과

는 Figure 8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시선전환분석을 토대로 선택적 주

의가 어떤 곳에 발생하 는지를 분석하 고,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을 분석하 다. 

칠판을 활용한 실험안내에서 학습에 유의미한 곳은 교사 설명과 

교사가 실험을 도식하는 칠판, 교과서 실험사진 등의 역이다. 전체 

연구 대상자의 칠판 역에서 교사로의 주의이동은 54회 있었고, 교사

에서 칠판 역으로의 주의이동은 47회 발생하 다. 하지만 학습과 

관련성이 낮은 형광등, 스피커, 태극기, 동료학생, 여백 등의 역에 

발생한 주의이동은 139회 다. 교사가 실험안내를 하는 동안 학생들

은 다양한 방해요인들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주의력 검사에서 학생들의 자기통제가 선택적 

주의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지 못한 연구결과 1과 일치한다. 연구대상

자 6번의 경우 학습과 전혀 관련이 없는 형광등에서 24회의 주의이동

이 발생하 고, 학습과 관련 없는 여백으로의 주의이동 또한 44회나 

발생하 다. 이러한 시각적 주의이동에 대한 원인에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과 회고적 인터뷰를 실시하 고, 연구대상자 6번과 면담의 일

부는 Table 3과 같다. 수업의 각 과정에서 학생들의 시각적 주의이동

과 회고적 인터뷰 결과를 통해 선택적 주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

고, 주의력 검사와 시선추적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결과 4에서 초등학

생의 주의처리 과정을 도식하 다. 

선생님의 실험 설명보다 자꾸 다른 곳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을 많이 보았는지는 몰랐어요. 하하... 형광등을 일부러 보려고 한 
것은 아닌데 형광등 밝기 때문인지 자꾸 형광등을 보았는데 제가 
20번이나 형광등을 보았나요?(미소), 태극기는 공부시간에 멍 때릴 때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한 곳에 집중을 잘 못해요. 여기 저기 
친구들이 움직이는 곳도 보게 되고 하하. ......<중략> TV를 본 이유는 
계속 켜져 있어서 그냥 한 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제가 본 것이 그대로 
나오네요. 

Table 3. Interview of No.6 Participant

나. 시선점유도

실험 안내에 있어 프로젝션 TV를 이용하여 동 상으로 안내한 것

보다 칠판을 사용하여 실험안내를 하 을 때 학생들의 실험에 대한 

인지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9.2908, df=155, 

P=0.0000). 칠판을 사용한 실험안내에서 발생한 도약과 응시운동시

간의 합으로 시선점유도(dwell time)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 FL : Fluorescent light, Sp : Speaker, Ta : Taegeukgi, Fr : Friends, TB : Textbook, LN : Learning Note
* ED : Experiment Desk, ET : Experiment Tools, BB : Bulletin Board, EGD : Experiment Guide Diagram
* LG : Learning Goal, Te : Teacher, WS : White Space

Figure 8. Diversion of Visual Attention

AOI
Sub

FL Sp Ta Fr LN ED ET BB EGD TV LG Te WS

No. 1 0 166 0 133 0 0 0 433 43925 2894 2762 7720 17004

No. 2 0 0 0 133 0 998 0 2795 35472 899 2163 26055 4625

No. 3 0 0 300 1298 3361 1530 3261 200 40997 100 5823 5890 4659

No. 4 266 0 5790 1631 6223 832 899 100 20831 0 1165 1597 19434

No. 5 0 0 0 0 76669 433 1431 0 4792 0 0 9917 10249

No. 6 13345 0 3727 0 2363 166 299 1863 2296 632 300 3228 30347

Mean 2268 28 1636 533 11630 660 854 898 25867 754 2035 10499 14386

* FL: Fluorescent light, Sp: Speaker, Ta: Taegeukgi, Fr: Friends, LN: Learning Note, ED: Experiment Desk, ET: Experiment Tools
* BB: Bulletin Board, EGD: Experiment Guide Diagram, LG: Learning Goal, Te: Teacher, WS: White Space

Table 4. Dwell time of A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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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선택적 주의 수준에 따라 핵심 관심 역에 대한 시선

점유도는 차이가 있었다. 선택적 주의력이 낮은 연구대상자(4, 5, 6번)

의 칠판 설명그림에 대한 시선점유율은 주의력이 높은 연구대상자(1, 

2, 3번)의 23.19% 정도 고, 특히 연구대상자 6번은 2296ms으로 매

우 짧은 시선점유율을 보 다(Table 4). 하지만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적 주의 수준과 관련 없이 과학 실험안내와 관련이 없는 

교실 앞 태극기, 스피커, 친구 모습(머리스타일, 옷, 움직임 등), TV(정

지한 화면), 관심 역으로 설정하지 않은 곳(WS; white space) 등에서

도 연구대상자마다 상이한 시선점유율을 보 다. 이는 교사는 수업설

계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주의 이동을 학습과 관련된 역으로 유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응시안구운동시간에 대한 시선점유율과 시간

에 따른 관심 역에 대한 응시시간비율은 Figure 9와 같다. Heat map

의 경우 색깔에 따른 평균응시시간은 연구 분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연구에서 붉은색은 2000ms이상, 노란색은 1400ms, 녹색은 800ms, 

파란색은 200ms정도의 평균응시시간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의 시

간에 따른 응시시간비율 그래프(sequence chart)에서 색깔은 AOI에 

따른 구분이고, 중간에 끊긴 빈 공간은 AOI와 관련 없는 곳에서의 

응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Figure 9). 이 그래프를 통해 실제 수업

에서 학습에 유의미한 역에 대한 학생들의 시각적 주의가 학생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과 학습과 관련 없는 곳으로 주의 이동

이 많이 발생하 음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다. 

3.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

선행연구(Moore & Fallah, 2001; Navalpakkam & Itti, 2002; 

Rauthmann et al., 2012; Shin & Shin, 2013b; Snowden, Tnompson, 

& Troscianko, 2012)와 연구결과 2로부터 도약과 응시운동을 분석하

여 연구대상의 주의 전환과 주의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의 안구운동과 회고적 인터뷰 분석 결과, 초등학생은 

학습 문제와 관련된 사전지식을 재인하여 지식에 의존한 하향식주의  

처리과정과 학습 대상과 그 외의 다른 감각적 정보에 의존한 상향식

주의 처리과정, 과제해결이나 특정 대상과 관련이 없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DMN) 등이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와

의 회고적 인터뷰를 통해 Figure 10과 같이 상향식주의와 하향식주의

의 특징과 주의전환의 이유를 밝힐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이 하향식주의 처리과정일 때에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학습과 관련된 역에서 집중적 주의가 발생하 다. 하향식 주의 

처리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외적 방해요인이나 학습과제의 곤란도 

상승, 모니터링과 자기통제의 미흡 등으로 인해 상향식 주의로 쉽게 

주의를 전환하 다. 반대로 초등학생들은 학습과 관련 없는 특정대상

에 대한 상향식주의가 발생하 다. 하지만 상향식 처리과정에서 우연

히 관찰 대상에서 학습에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거나 관련지식을 무의

식적으로 자각할 경우, 교사나 동료학생들에 의해 주의 전환을 강요

받았을 때 다시 하향식주의로 전환하 다. 지속적 주의력이 낮은 학

생일수록 상향식주의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고, 하향식주의에서 상향

Figure 9. Heat map & Sequence Chart

Figure 10. Features and Transition of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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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의로의 주의 전환이 더 쉽게 발생하 다. 과학수업에서 초등학생

들은 자신의 탐구적 각성을 통한 하향식주의로의 전환보다는 교사나 

동료학생의 지각적 각성에 의한 주의 전환이 더 많았다. 상향식주의

와 하향식주의 처리과정 모두에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등의 DMN로의 전환이 발생하 고, 초등학생들의 경우 그 

이유에 대해 ‘그냥’,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났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주의시스템은 과제집중모드(stay-on task mode)와 DMN이 시소

와 같은 시스템으로 주의 스위치에 의해 전환된다는 연구(Levitin, 

2014)와 일치한다. 

상향식주의에 대한 회고적 인터뷰 결과 Table 5와 같이 무기력한 

학습 참여태도, 관련지식의 부재, 낮은 초점주의, 외부의 방해 자극, 

문제해결방법 부재, 나쁜 학습 습관, 불안한 정서 상태, 학습동기 상실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현장의 수업에서 다양한 사건

과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의 경우 감각에 

의존적인 상향식주의로의 전환과정이 빈번이 발생하 다. 또한 학습

에 관련된 역에서 우연한 주의가 발생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거나 학습활동에 무기력한 참여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4. 초등학생의 주의 과정 도식화

주의력 검사와 실제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 결과를 종합하여 

Figure 11과 같이 초등학생의 주의 처리과정을 도식하 다. 초등학생

의 주의과정을 도식화를 하는 것은 실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서 주의 

처리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초등학생들의 주의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자극의 감각적 정보가 입력되면 변연

계의 파페츠 회로(parpez circuit)가 자동적으로 활성화되어 대뇌피질

에 저장되어 있는 장기기억(Long Term Memory; LTM)에서 관련 지

식을 재인하게 된다(Park, 2013; Shin & Shin, 2013b). LTM 은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 DK)과 비선언적 지식(Non-declarative 

Knowledge; NK)으로 구분할 수 있다(Lee, 2014; Park, 2013; Shin 

& Shin, 2013b). DK 는 일화기억과 의미기억을 말하고, NK 는 절차

적 기억, 점화기억, 고적적 조건화, 비연합학습 등을 말한다(Lee, 

2014; Park, 2013; Shin & Shin, 2013b).

Cause Learning Behavior of Student

Helpless 
Participation

Blind stare, Action unrelated to the learning, Consistent 
silence,, Other subjects studied etc.

Knowledge 
Absence

Failure analogy of knowledge, Don’t interact with the 
teacher, Don’t participate in cooperative learning, etc.

Low focus 
attention

Unusual Saccade, Distracting attention Switch, etc.

External 
disturbance

Switch to the gaze of the outside sound, smell, behavior,
etc.

Resolution 
Method Absence

Blindly observed for tools, Don’t specify priority 
ranking of information, etc. 

Bad study habits Legs trembling, Pencils turning, Drop, Abusive, ets.

Unstable emotion
Lack of rest, Illness, lack of sleep, family discord, fight 
with a friend, etc. 

Loss of motivation
Internal and external motivation fail, Loss expectations 
for learning and teaching medias, etc.

Table 5. Cause of Bottom-up Attention

Figure 11. Attention Process of Elementary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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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생들이 관련 지식의 재인 과정에서 관련지식의 부재, 학습

동기 부재, 무기력한 참여 등의 원인으로 인해 목표지식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각 개인의 습관적 감각에 의존하여 관찰대상의 특징에 

대한 상향식주의로 일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상향식주의 처리는 능

동적 정보 탐색(Active Information Seeking; AIS)이 아닌 수동적인 

정보 탐색과정(Passive Information Seeking; PIS)을 이끌게 된다. PIS 

과정에서도 관찰대상에 대한 정보를 형성할 수도 있는데(Shin & 

Shin, 2013b), 주로 색깔, 윤곽, 깊이, 명암 등 관찰대상의 원초적인 

정보를 형성(Raw Information Formation; RIF)한다. 학생들은 PIS과

정에서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구성하지 못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할 경우 실패(null)과정에 머물게 되고, 이러한 실패과정

이 반복되면 학생들은 혼란 주의로 일관하기도 한다(Shin & Shin, 

2013b). 상향식 주의에 의한 RIF 과정에서 인간의 ‘무의식적 지식의 

의식화’(Unconsciously Conscious of Knowledge; UCK)과정은 언제

나 가능하고(Baars & Gage, 2007; Park, 2013; Shin & Shin, 2013b), 

UCK 과정을 통해 장기기억속의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게 된다면 하

향식주의로 즉시 전환할 수도 있다. 다만, 초등학생들의 경우 상향식

주의 처리과정에서 우연히 유용한 정보를 탐색할 경우 기존의 지식과

의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기 때문에 상향식주의에 의한 지식생성은 불완전한 지식

(imperfect knowledge)형태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향식주의 처리과정은 지식에 의존한 목표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처리과정을 말한다(Shin & Shin, 2013b; Navalpakkam & Itti, 2002). 

먼저 여러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감각적 정보는 변연계의 파페츠 

회로과정을 통해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있는 LTM 의 관련 지식을 

활성화하게 된다(Park, 2013; Shin & Shin, 2013b). 관찰대상과 LTM 

지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지식이 재인되고, 이로 인해 지식에 의

존한 하향식주의가 발화된다(Shin & Shin, 2013b). 하향식주의의 발

화로 AIS 가 이루어지고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초등학생들은 

AIS 과정에서 중간적 지식(intermediate knowledge)을 형성한 후 자

신의 LTM 지식과의 비교⋅대조 등의 평가활동을 통해 최종 지식을 

생성하게 된다(Shin & Shin, 2013b). 중간적 지식과 LTM 의 적합성

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중간적 지식이 LTM 과 일치하지 않거나 적절

하지 않을 경우 재탐색(re-search)이 발생한다(Shin & Shin, 2013b). 

하지만 초등학생들은 지식에 의존한 하향식주의 처리과정에서도 과

제곤란도 증가, 주의통제의 실패, 외부의 방해 자극 등으로 인해 언제

든지 상향식주의로의 전환이 쉽게 발생한다(Shin & Shin, 2013b). 

이 모든 주의과정은 개인의 작업 기억(Working Memory; WM)의 범

위에서 일어나고(Shin & Shin, 2013b; Shin, 2016), WM 은 전전두엽

에서 활성화되어 처리된다(Baars & Gage, 2007). 상향식주의와 하향

식주의 모든 과정에서 DMN 상태로의 전환은 항상 가능하고, 주의의 

전환 스위치는 섬엽(insula)인 것으로 밝혀졌다(Levitin, 2014).  

초등학생들의 주의 처리과정의 도식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효과적인 주의이동이 어려운 이유를 추론할 수 있고, 학생들의 

선택적 주의를 학습과 관련한 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전

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Wittrock, 1989; 1991). 또한 초등학생들의 

경우 지식의 생성과정에서 학습상황과 관련된 사전지식을 유추하거

나 그 지식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선택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과학적 

사고과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의력 검사

와 실제 과학수업에서 연구대상자의 안구움직임을 이동형 시선추적

기를 활용하여 추적하 다. 주의력 검사를 통해 초등학생의 선택적 

주의, 자기통제력, 지속적주의의 관계와 주의력 수준을 밝혔고, 실제 

과학수업에서 학생의 안구운동분석을 토대로 주의 특성과 주의 처리

과정을 분석하 다.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과 주의 처리과정은 과학교

육전문가 협의과정을 통해 수정⋅보안하여 완성하 다. 이러한 연구

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실 상황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이동형 시선추적기기를 

적용하여 수업에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안구운동을 분석할 수 있었

다. 이는 교육현장에서의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한 것으로 국내외 교육연구에서 실제 교육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연

구방법 적용의 필요성을 반 한다. 한편으로 교육연구에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의 적용과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의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관찰과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육연구에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적용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개선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교육연구에

서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생들의 주의력 검사 결과,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

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지만 (.85),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의 상관

관계는 낮았다 (.32). 이를 통해 초등학생은 인지발달 단계상 자기 

통제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교사는 교수학습활동에서 학생들

의 특성을 반 하여 자신의 학습행동에 대한 모니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 주의를 요하는 교수

학습활동일수록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역에 높은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도록 교수학습활동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주의 유형을 

주의형, 비주의형, 안이형, 경솔형의 네 가지로 분류하 다. 주의형은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가 모두 높은 학생들로 22.2% 고, 비주의형

은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가 모두 낮은 학생들로 36.1% 다. 안이형

은 선택적 주의는 낮지만, 자기통제가 높은 학생들로 18.1% 고, 경

솔형은 선택적 주의는 높지만, 자기통제가 낮은 학생들로 23.6% 다. 

이는 교사가 학생 동료집단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학급

의 학생들의 주의유형과 수준은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이고, 학생들

의 주의수준에 따라 메타인지, 모니터링 등의 효과적인 교수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 과학수업에서 안구운동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주의

는 상향식주의, 하향식주의, DMN 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주의 특성

을 종합하여 초등학생들의 주의처리 과정을 도식하 다. 실제 수업에

서 초등학생들의 주의전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 다. 초등

학생들이 지식에 의존한 하향식주의 처리를 못하는 원인은 초점주의 

실패로 인한 목표 대상 지각의 실패, 목표 대상에 대한 관련지식의 

부재, 관련지식에 대한 유추의 실패, 과제의 곤란도, 자기통제의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 만약 학생이 학습과 관련된 역에 선택적 주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학생은 학생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으

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활동과 관련된 

역에 대한 선택적 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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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목표 지향적이고 지식에 의존한 하향식주의 처리를 위해서

는 학습과 관련된 사전 지식을 유추, 평가, 선택과 활용 등의 핵심 

사고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사고과정

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에서 시선추적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여

학생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고 도식한 주의 과정에 대한 추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교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더라도 학습

과 관련된 역에 학생들의 선택적 주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의미

한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 밝힌 초등학생들의 주의의 

특성과 주의처리 과정의 분석이 교사들의 효과적인 수업설계와 실제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실제 과학수업에서 시선추적과 주의력 검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주의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의 

주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SMI사의 ETG(eye tracker glasses) 이

동형 시선추적기를 사용하 고, 샘플링 속도는 30Hz이다. 사전 주의

력 검사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155명이었고, 시선추적의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6명이었다. 시선추적의 연구대상자는 

모두 과거 안구병력이 없었으며, 안경을 쓰지 않았다. 안구운동 분석

은 ‘BeGaze Mobile Video Analysis Package’ 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주의력 검사 결과, 선택적 

주의와 자기통제는 .316 으로 낮은 상관을 보 고, 선택적 주의와 

지속적 주의는 .85 로 높은 상관을 보 다. 둘째, 선택적 주의와 자기

통제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초등학생들의 주의 유형을 주의형

(attentive type), 비주의형(inattentive type), 안이형(easygoing type), 

경솔형(hasty type)으로 구분하 다. 셋째, 실제 과학수업에서 초등학

생들의 안구운동분석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주의는 상향식 주의처리, 

하향식 주의처리,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의 주의 전환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빈번

히 발생하 다. 초등학생들이 목표 지향적이고 지식에 의존하는 하향

식 주의 처리를 못하는 원인은 초점주의 실패로 인한 목표 대상 지각

의 실패, 목표 대상에 대한 관련지식의 부재, 관련지식에 대한 유추의 

실패 등으로 나타났다. 주의력 검사와 안구운동분석을 종합하여 초등

학생의 주의 처리과정을 도식하 다. 이 연구에서 밝힌 초등학생의 

주의 특성과 주의 처리과정이 효과적인 교수전략, 교수학습 모형, 교

수자료를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제어 : 초등 과학수업, 이동형 시선추적기, 주의 과정, 상향식 주의, 

하향식 주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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