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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비정형 그래프는 ‘함수의 정의나 대수식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실생활 맥락 및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중학교 1학년에서 새롭게 강조된 개념이다.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교
사의 이해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않은 교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교사가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 형성 방식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사가 비정형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교사교육에 반영할 필요성
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 교육에서 가르치는 학교수학의 한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 중등 수학교사의 MMT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가 구성한 비정
형 그래프의 옳고 그름을 가려 예비교사 지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비정형 그래프에 대하여 이들이 가
진 개인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다양한 관점에서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두 개의 문항에 대한 설문과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에 참여
한 15명의 예비교사 중 두 양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 극명한 차이를 보인 세 명의 예비교사의 MMT 특징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 및 교사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비정형 그래프, 공변 추론, 교수를 위한 수학적 의미
ABSTRACT. The informal graph is ‘a graph showing real-life contexts and irregular changes without being bound by
the definition of a function or algebraic equation’, and is a new concept that was introduced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by the 2015 revised Korean mathematics curriculum.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some teachers do
not have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informal graph. This raises the need to analyze in detail how teachers
understand informal graph and reflect it in teacher education, given that the way teachers understand mathematical
ideas closely influences the way students form mathematical ideas. The present study analyzes the mathematical
meaning for teaching of prospective mathematics teachers on the informal graph to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for
one area of school mathematics taught i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pecifically, we examined three of the 15
prospective participant teachers' ways of reasoning with two items all of which required them to draw and interpret
informal graph through questionnaire and semi-structured interview. We paid attention to mathematical meaning for
teaching of each the three teachers, who were chosen due to the distinctive ways they coordinated two quantities,
brought forth in reasoning with informal graph. Finally, the conclusions and the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Informal Graph, Covariational Reasoning, Mathematical Meaning for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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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편, Thompson과 그의 동료들(Thompson, Hatfield,
Yoon, Joshua, & Byerley, 2017; Thompson, 2016)

중학교 ‘함수’ 영역의 그래프 지도와 관련하여

은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상황에서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현직교사들을 대상으로 공변 추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p. 29).”라고

론 수준을 분석하였다.

명시한 것과 달리(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hompson et al.(2017)은 487명의 한국과 미국

and Technology, 2011),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

의 중등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두 양 사이의 불

정에서는 성취기준에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규칙한 변화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시하고 비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p.

정형 그래프를 그리게 한 후, 교사들의 그래프를

32).”라고 명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시작점의 위치와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두 가지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다루었던 함수 개념을

채점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한국 교사는 총 366

중학교 2학년으로 상향이동 함으로써 비정형 그래

명(고등학교 264명, 중학교 102명)으로 이들 중

프1)를

고등학교 교사의 34명(12.9%), 중학교 교사의 11

그리고 해석하는 활동을 강조한 것이다.

비정형 그래프는 다양한 현상을 바탕으로 한

명(10.8%)만이 두 채점 기준 모두에서 가장 높은

다는 점에서 Freudenthal의 교수학적 현상학에 따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121명의 미국 교사는

른 함수 지도와 관련이 있으며, 불규칙한 변화를

모두 고등학교 교사로, 이들 중 6명(5%)만이 두

다룬다는 점에서 그래프의 수치적인 값에 초점

채점 기준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을 두지 않는 질적 접근(Krabbendam, 1982) 및

Thompson(2016)은 96명의 미국 고등학교 교사

변하는 두 양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미지를

를 대상으로 시간-변위 그래프를 통해 이동 거

바탕으로 한 공변 추론(Saldanha & Thompson,

리-변위 그래프를 해석하도록 하는 실생활 맥락

1998)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의 문항을 제시하여 교사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그동안 함수 그래프와 관련하여 교사 지식을
다룬 연구(예: Kim & Kim, 2002; Lee, Kim, &

분석하였는데, 이 중 30명(31.25%)의 교사만이
가장 높은 공변 추론 수준을 보였다.

Park, 2016; Shim & Choi, 2009)들은 주로 구체적

교사가 수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방식이

인 식으로 표현되는 정형 함수를 제시하여 교사

학생들의 수학적 아이디어 형성 방식에 밀접한

가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비

영향을 주기 때문에(Thompson, 2013; Zaslavsky,

정형 그래프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예: Kim &

1994), 교사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하여 높은 수

Shin, 2018; Park, Shin, Lee, & Ma, 2017; Carlson,

준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나,

Jacobs, Coe, Larsen, & Hsu, 2002)들은 주로 학생

Thompson et al.(2017)과 Thompson(2016)의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새롭게 교육과

결과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지

정에 도입되는 비정형 그래프를 지도해야 할 교

않은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

사들의 비정형 그래프 이해와 관련된 국내연구

며, 이러한 교사들이 비정형 그래프를 어떻게 이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교사교육에

1)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그래프를 ‘함수의 정의나 대수식 자체에 얽매이지 않고 실생활 맥락 및 불규칙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정의하였다.
2019, Vol. 29,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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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

기와 해석하기에서 응답 수준이 가장 높은 예비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교육 및 교사 전문성

교사 1명과 그래프 그리기와 해석하기에서 응답

계발의 시작이 되는 예비 중등 수학교사(이하,

수준이 가장 높지 않으면서 같은 수준인 예비교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Thompson et al.(2017)과

사 2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

Thompson(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정형 그래

고 해석하는 수준의 차이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문항을 제시하여 예비

MMT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비정형 그래프를 그

교사들이 비정형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

리고 해석하는 수준이 같은 예비교사들의 MMT

는지 알아보고,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사

는 어떠한지 밝힘으로써 2015 개정 수학과 교육

들 간의 이해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과정에 새로 도입되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예비교사들의 교

비교사 교육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수를 위한 수학적 의미(Mathematical Meaning for

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Teaching, MMT)를 분석하고자 한다. MMT는
Thompson(2013)이 주장한 것으로, 교사지식을 이

ㆍ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할 때 나타

해하기 위해서 교사의 선언적 지식(declarative

나는 예비 중등 수학교사 세 명의 MMT는

knowledge)보다는 교수를 위한 수학적 의미에 중

어떠한가?

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념이다(Yang & Lee, 2019;
Thompson 2016). 비정형 그래프는 일정한 형태
나 규칙이 있는 그래프가 아니므로, 이를 분석하

II. 이론적 배경

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이 비정형 그래프를 그
리거나 해석할 때 갖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1. 비정형 그래프와 공변 추론

의미(meaning)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역량은 공

MMT를 분석함으로써 예비교사가 구성한 비정

변 추론(Covariational Reasoning)과 밀접한 관련

형 그래프의 옳고 그름을 가려 수학적 지식의

이 있다. 비정형 그래프는 함수의 정의나 대수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비정형 그래프에

자체에 얽매이지 않는 질적 그래프이므로, 이를

대하여 예비교사들이 가진 개인의 의미에 주의

다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변하는 두 변

를 기울임으로써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다양한

수의 값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

관점에서 풍부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변 추론을 통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예비교사들을 대상으

여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로 Thompson et al.(2017)과 Thompson(2016)의 비

Saldanha & Thompson(1998)은 두 개의 양의

정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문항을 통해

속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대상을 형성할 때 곱셈

예비교사들의 MMT를 분석하였다. 그래프 그리

적 대상(multiplicative object)2)을 형성한 것이라

2) 곱셈적 대상(multiplicative object)은 수학교육 인지심리 연구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인식 주체가 두 대상이
가진 각각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한 결과로서 사고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
며, 이는 카르테시안 곱집합이라는 수학적 정의와 구분된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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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levels of covariational reasoning(Thompson & Carlson, 2017, p. 435)
수준

설명

매끄러운 연속 공변
(Smooth Continuous Covariation, SCC)

한 변수의 값의 변화(증가 또는 감소)와 다른 변수의 값의 변화가 동
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두 변수는 매끄럽고 연속적으로 변한
다고 생각한다.

덩어리 연속 공변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 CCC)

한 변수의 값의 변화(증가 또는 감소)와 다른 변수의 값의 변화가 동
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두 변수는 덩어리 연속 변화(chunky
continuous variation)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값의 조정
(Coordination of Values, CV)

순서쌍 ( )의 이산적인 집합을 만들면서 예측을 통해 한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의 값과 조정하는 것이다.

값의 총 조정
(Gross Coordination of Values, GCV)

“이 양은 그 양이 감소하는 동안 증가한다.” 와 같이 두 양의 값의 전
체적인(gross)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각각의 양의
값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대신에 두 양의
값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느슨하고, 곱셈적이지 않은 연결을
생각한다.

값의 조정 전
(Precoordination of Values, PCV)

두 변수의 값이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한 변수가 변하고
나서 두 번째 변수가 변하고, 다시 첫 번째 변수가 변함). 곱셈적 대상
으로서 두 양의 값에 대한 순서쌍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정 없음
(No Coordination, NC)

변수가 함께 변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값에 대한 조정 없이 두 변수 중 한 변수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고 하였는데, 공변 추론은 곱셈적 대상을 형성함

끄러운 연속 공변(SCC) 수준까지 6단계로 구체

으로써 한 양의 값이 변화하는 순간마다 동시에

화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하

다른 양의 값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을 진행하는

한, Carlson et al.(2002)는 공변 추론을 서로 관계

과정에서 Thompson과 동료들에 의해 제작된 문

를 맺으면서 변하는 두 양을 조정하는 인지적

항별 채점 기준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예비교사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한 양의 값을 추적하

의 의미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되었고 이에

면서, 다른 양 또한 매 순간 값을 갖는다는 사실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연구 방법에 기술하였다.

을 인식하는 정신적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공변

개념을

바탕으로

Carlson

et

2. MMT의 의미

al.(2002)이 공변 추론 수준을 제안하였고, 이후
Thompson(2016), Thompson & Carlson(2017) 등이

Thompson(2013)은 교수를 위한 수학적 지식

Carlson et al.(2002)의 공변 추론 수준을 수정 및

대신에 교수를 위한 수학적 의미라는 표현을 사

보완하여 공변 추론 수준 프레임을 개발하였다.

용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잘 가르치

개발된 프레임 중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

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가진 수학적 의미가

Carlson(2017)의 공변 추론 수준 프레임을 기반으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의미

로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MMT를

는 개인이 어떤 의도를 갖고 지식을 사용하는지,

분석하였다. Thompson & Carlson(2017)은 Table

또는 개인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1과 같이 공변적으로 추론하는 행동 방식을 가

포함하는 것으로서, 지식이 선언적, 객관적인 것

장 낮은 조정 없음(NC) 수준부터 가장 높은 매

과 달리 의미는 개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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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할 수 있다. 교사의 수학적 지식을 분석한

Thompson(2013)은 교사들의 수학적 의미를 분

연구들은 대체로 연구자가 생각하는 수학적 지식

석하여 이들이 수학적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를

을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교사들이 그 지식을 알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수학적 지식

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분석한 후, 연구에 참여

을 습득하고 활용할 때 일어나는 개인의 의도

한 교사 집단의 특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자 한

및 이해가 어떠한지 중점을 두었다. 즉, MMT는

다. 그러나 교사들은 때때로 참이거나 정당하다고

Figure 1과 같이 수학 교수 활동에서 나타나는

할 수 없는 개념 또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사들 스

교사의 지식 및 교사의 의도와 이해 모두를 포

스로 아이디어를 구성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특정

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이 없다고 분석되었더라도 교사가 가진 의미
는 적절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 있
으며, 교사 집단의 특성이 곧 교사 개인의 특성이
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사 개인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MMT를 분석함으로써 교사의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 이면에 있는 교사의 수학적
이해가 어떠한지 심도 있게 드러낼 수 있다.
둘째, MMT를 분석하면 수업의 계획 및 실행

Figure 1. Mathematical meaning

시, 교사의 교수학적 의사 결정을 이해하고 학생

for teaching

들이 어떠한 수학적 의미를 얻게 될 것인지 예
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ompson은 교사의

이를 바탕으로 Byerley & Thompson(2017)은

MMT가 교사의 교육적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모든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수학에 대한 의미

주고, 더 나아가 학생들의 최종 학습에 영향을

를 지니며, 그 의미가 생산적인지 아닌지 또는

미친다고 하였다. 즉, 교사들은 수업에서 학생들

일관성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교사가 가르치

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한

고 있는 수학적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고

즉, MMT는 교사가 가진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

자 노력하며, 이는 교사가 자신이 가진 의미를

리는 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교사 지식의 옳고

인식하고 있는지, 교사의 의미가 일관성이 있는

그름에 관계없이 교사가 가진 총체적인 수학적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

의미에 초점을 두는 교사 중심(teacher-centric)의

서 MMT 분석을 통해 교사들이 개념을 아는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의 여부뿐만 아니라 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

그의

동료들(Thompson,

2013;

의미에 대해 풍부하게 파악함으로써 교사가 수

Thompson, 2015; Thompson, 2016; Byerley &

업 중 행하는 교수학적 행동 및 학생과의 상호

Thompson, 2017; Thompson & Milner, 2018)이 주

작용에서 전달하는 수학적 의미를 파악하고, 학

장한 MMT 연구의 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들이 어떠한 의미를 구성하게 되었는지를 확

Thompson과

첫째, MMT 분석을 통해 교사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의 수학적 이해가 어떠한지 심층적으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MT 분석을 통해 드러난 교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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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의 수업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중요 자

다. 본 장에서는 각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원이 될 수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MMT를 인식

제시하고자 한다.

하고 개선한 수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수학적 의미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1. 연구 참여자 및 설문 문항

것이다. MMT 분석을 통해 교사가 수학적 지식
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 중

교사 자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수학을 가르치고

등 수학교사의 MMT를 분석하기 위해 충청권에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교사가 어떤 수학적

소재한 K 대학교 수학교육과의 2018학년도 학부

지식을 잘 알고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4학년에 재학한 15명의 예비 중등 수학교사 중

의미를 갖고 가르치는 경우가 드러나게 된다.

세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5명의 예비교사는 모

즉, 교사 스스로 자신의 부적절한 수학적 의미에

두 제2저자의 수학교육 수업을 수강하고 있었으

대해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개선하여 더 나

며, 비정형 그래프의 의미 및 필요성, 그리고

은 MMT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할 수 있으

2015 수학과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함수 영역

므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생산적인 수학적 의

에서 비정형 그래프가 새로 도입됨을 인식하고

미를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을 교사가 실행할 수

있었다. 또한,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과제인 호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리병 문제 상황3)의 경우, 이들 모두 3학년 교직

이에 본 연구에서는 MMT를 분석하여 예비교

필수 과목으로 수강한 제2저자의 수학교육과정

사들이 비정형 그래프 문제를 그리거나 해석할

및 교재연구 수업에서 접해 본 경험이 있었으나,

때 나타나는 수학적 지식의 옳고 그름뿐만 아니

그 외의 비정형 그래프 상황의 문제를 다뤄 본

라 예비교사들의 수학적 의미까지 폭넓게 밝히

경험은 없는 것으로 사전에 확인되었다.

고자 한다.

이후 예비교사 15명의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및 해석하기의 응답을 분석하고 그룹화하였다.

III. 연구 방법

그 결과, 15명 중 5명(33.3%)의 예비교사들은 모
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나머지
12명(66.7%)의 예비교사들은 그렇지 않았다.4) 본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 중

연구에서는 그룹을 대표하는 세 예비교사(TL,

등 수학교사의 MMT를 분석하기 위해 Thompson

NL, EP)를 선정하여 이들의 MMT를 분석하고자

et al.(2017)의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는 문항과

한다. 예비교사 TL은 그래프 모양 수준과 그래

Thompson(2016)의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

프 해석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예비교사

항을 설문하고 면담하였다. 이후 MMT 분석을

NL과 EP는 모두 TL과 달리 그래프 모양 수준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Thompson과 동료들에 의해

해석 수준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그래프 모양

제작된 문항별 채점 기준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수준과 해석 수준이 서로 같다. 즉, 가장 높은

예비교사의 의미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되었

수준인 예비교사 TL과 그렇지 않은 예비교사

3) Lee & Park(2018) 연구를 참고 바람.
4) 15명의 예비교사들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Hwang(2019) 연구를 참고 바람.
2019, Vol. 29,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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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의 사례를 비교하여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수준 차이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MMT
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동일한 수준인 예비교사
NL과 예비교사 EP의 사례를 비교하여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는 수준이 같은 예비교
사들의 MMT는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
사들의 MMT를 밝히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예비교사들에게 실생활 및 불규칙한 변화와 관
련된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문항
을 제시하였다.

Figure 2. Accurate graph for task
(Thompson et al., 2017, p. 106)

본 문항의 의도는 Figure 2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변하는 두 양을 곱셈적 대상으로서 인
식하여 공변 추론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

Table 2. The task of graphing and interpreting
informal functions

프를 그래프의 모양과 시작점의 위치라는 두 가

영역

문항

그리기

불규칙한 변화 관련 비정형 그래프 그리
기 문항(Thompson et al., 2017; Figure 2)

해석하기

것이며, 이를 위해 Thompson et al.(2017)은 그래

실생활 관련 비정형 그래프 해석하기 문
항(Thompson, 2016; Figure 3)

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래프의 모양은 두 양  에 대해 공변적 사
고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의도한 것이다.
Thompson et al.(2017)에 의하면, 그래프는  의
값이 동시에 변하면서 매 순간마다 포착한 대응

먼저,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와 관련된 예비교
사들의 MMT를 분석하기 위해 Thompson et
al.(2017)의 불규칙한 변화 관련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문항을 활용하였다. Thompson et al.(2017)
은 교사들에게 동영상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게
하였는데, 동영상은 눈금이 없는 좌표축 위에 
와 의 초깃값에 해당하는 막대가 각각 놓인 상
태에서 시작하여  가 동시에 변하는 모습을
6번 반복해서 보여준다. Thompson et al.(2017)은
교사들에게 동영상을 1회 보여준 후, 좌표평면에
의 값에 따른 의 값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
프를 그리도록 하였다.

점의 자취로 생성된다.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의 값을 관찰할 때 의 값을 인식하
고, 의 값을 관찰할 때 의 값을 인식해야 하
며, 매우 작은 변화 동안 두 값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두 값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
시작점의 위치는 그래프를 구성하는 여러 점
들 중 특별히 한 점에 대하여 공변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보고자 한 것이다. 좌표평면에  의
초깃값이 막대의 길이로써 각각 나타내어진 것
을 보고,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작점을
표시할 수 있는지 보았다. Thompson et al.(2017)
은 그래프의 시작점을 찍는 데 중점을 둠으로써,
 를 각각 독립적으로 변하는 양으로 생각하
는 것이 아닌,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는 곱
셈적 대상으로 파악하여 시작점의 위치가 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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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동시에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문항의 의도는 예비교사들이 가장 적절한

본 연구에서는 Thompson et al.(2017)과 동일한

공변 추론에 해당하는 선택지 d를 답하여, 이동

방식으로 예비교사들에게 동영상을 1회 보여준 후

거리와 변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동 거리

그래프를 그리도록 하였으며, 이후 Thompson &

의 매우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그 변화 정도가

Carlson(2017)의 공변 추론 수준 프레임과 Thompson

변위의 변화와 같으므로 직선 형태가 나오고, 변

et al.(2017)에서 개발한 그래프의 모양과 시작점의

위의 방향에 따라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파

위치에 대한 채점 기준을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

악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들의 의미가 포함되도록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

서는 Thompson(2016)의 문항을 그대로 예비교사

렇게 개발한 분석틀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들에게 제시하되, 선택형 문항의 단점을 보완하

다음, 비정형 그래프 해석하기와 관련된 예비

기 위해 응답 선택의 이유까지 추가 설문하였다.

교사들의 MMT를 분석하기 위해 Thompson(2016)

이후 Thompson(2016)의 채점 기준을 본 연구에

의 실생활 관련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하기 문항

참여한 예비교사들의 의미가 포함되도록 수정

을 활용하였다. Thompson(2016)은 Figure 3과 같

및 보완하였고, 이렇게 개발한 분석틀을 분석에

이 공이 고무줄로 벽에 매달려 있을 때 공을 아

활용하였다.

래로 세게 한 번 미는 상황을 제시하고, 시간에
따른 공의 변위 그래프와 이동 거리에 따른 변

2. 자료 수집 방법

위 그래프를 비교하여 해석하도록 하였다. 문항
에 제시된 5개의 선택지 중 b, c, d는 공변적 사
고를 포함하고, 나머지 a, e는 공변 추론과 관련
이 없는 사고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방법과 면담법을 활용
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실생활 및 불규칙한 변화를 포함하는 비
정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두 문항을 예
비교사들에게 설문하였고, 설문 후 예비교사들의
응답지와 개인 정보를 익명화하였다.
이후 수집된 응답지를 바탕으로 전체 예비교
사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일대일 면담을 진
행하여 추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의 목적은
응답에서 드러나지 않은 예비교사들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MMT를 분석하
기 위한 질문 목록을 미리 준비하여 면담하되,
예비교사들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면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여 진행하였
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Figure 3. The task of analyzing informal
functions (Thompson, 2016, p.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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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진행 과정을 녹음하였고, 면담 종료 후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수집한 녹음자료
및 전사 자료는 익명화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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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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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경우는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점을 유한개 찍고 점들 사이

가. 분석틀 개발

를 이은 경우는 이산적인 변화에 주목한 것이므
로 값의 조정(CV)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예비교사들의 응답을

Table 4, 5의 분석틀은 Thompson et al.(2017)의

개방 코딩을 통한 질적 분석을 통해 예비교사들

그래프의 모양 및 시작점의 위치에 대한 채점

의 의미를 파악한 후, Thompson과 동료들에 의

기준 중 본 연구에서 수집된 예비교사 응답 데

해 제작된 문항별 채점 기준을 본 연구에 참여

이터에서 나왔지만, 채점 기준에 없는 수준은 분

한 예비교사들의 의미가 포함되도록 수정 및 보

석틀에 추가하고, 나오지 않은 수준은 삭제하여

완하였고, 이렇게 개발한 분석틀을 분석에 활용

예비교사들의 의미가 분석틀에 반영되도록 정교

하였다. 제1저자가 실행한 분석의 전 과정은 공

화하였다. Table 4는 그래프의 극값의 개수 및

변 추론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물을 게

증감에 따라 수준을 나눈 것이고, Table 5는

재한 제2저자와 당시 같은 대학원에 재학하였던

 좌표를 오차범위 이내로 찍었는지에 따라

교사-연구자와 함께 논의되고 수정 및 검토되어,

수준을 나눈 것이다.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Table 6의 분석틀 역시 Thompson(2016)에서 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분석틀은 Table 3, Table

발한 채점 기준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예비교사

4, Table 5, Table 6으로, 이는 각각 Thompson &

들의 의미를 반영하여 정교화하였다. 선택지 b,

Carlson(2017)의 공변 추론 수준 프레임(Table 1),

c, d의 내용은 Thompson & Carlson(2017)의 공변

Thompson et al.(2017)의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추론 수준에서 각각 덩어리 연속 공변(CCC), 값

채점 기준, Thompson et al.(2017)의 그래프의 시

의 총 조정(GCV),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에

작점 위치에 대한 채점 기준, Thompson(2016)의

해당하는 공변적 사고이다. 그리고 비 공변적 사

채점 기준에 예비교사들의 의미가 반영되도록

고인 선택지 a, e 중 먼저 선택지 a에 담긴 주제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한 것이다.5)

적 사고(Thematic Thinking, TT)는 이동 거리와

Table 3의 분석틀은 Thompson & Carlson(2017)

직선이라는 주제에 집중하여 단순하게 이동 거

의 공변 추론 수준 프레임(Table 1)에서 예비교

리는 반드시 직선으로 나타내어져야 한다고 생

사들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두 변수에 해당하는

각하는 사고이다. 선택지 e의 형태 사고(Shape

것을 값과 값으로 바꾸고, 각 수준에 대한 설

Thinking, ST)는 공의 움직임과 그래프의 모양을

명을 , 값의 변화에 맞춰 문장을 변형하였다.

동일시하여 공이 위아래로 직선 운동하기 때문

또한, 평균 변화(변화율)와 순간 변화(변화율)에

에 그래프도 직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초점을 맞춘 경우를 반영하기 위해, 평균 변화

이다. 또한, 선택지 d를 선택하여 매끄러운 연속

(변화율)에 주목한 경우는 덩어리 연속 공변

공변(SCC)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의미

(CCC) 수준으로, 순간 변화(변화율)에 초점을 맞

를 지니는 경우가 있어, 선택지 d는 그 의미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5) Thompson et al.(2017)의 그래프의 모양에 및 시작점 위치에 대한 채점 기준, Thompson(2016)에서 개발한 채
점 기준에 대한 내용은 Hwang(2019, p. 43-47)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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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항별 분석틀 설정

Table 4. Shape of Graph
수준

세 예비교사(TL, NL, EP)의 MMT를 분석하기
위해 불규칙한 변화 관련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B4a
B4b

문항(Thompson et al., 2017)과 실생활 관련 비정
형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Thompson, 2016)의 분
석틀을 설정하였다. Thompson et al.(2017)의 불

B3a
B2a

규칙한 변화 관련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문항은
먼저, 세 명의 예비교사들이 그린 그래프의 모양
을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분석틀(Table 4)로 판
단한 후, 공변 추론 수준 분석틀(Table 3) 및 그

B2b
B1
B0

설명
4개의 극솟값(오름차순), 3개의 극댓값(오름
차순)
4개의 극솟값과 3개의 극댓값을 갖고, 오름
차순 무시
그래프의 극값이 6개 또는 8개이며, 극솟값
과 극댓값은 모두 오름차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증가, 2 5개나 9 12
개의 극값을 갖고, 극솟값과 극댓값은 모두
오름차순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증가, 2 5개나 9 12
개의 극값을 갖고, 오름차순 무시
그래프가 1개 이하의 극솟값을 갖고, 그렇
지 않으면 단조증가 함
위의 어느 수준과도 맞지 않을 때

～

～

～

～

래프의 시작점 위치에 대한 분석틀(Table 5)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Thompson(2016)의 실생

Table 5. Placement of initial point

활 관련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은 비정형 그래프

수준

해석하기 문항의 분석틀(Table 6)을 바탕으로 분

A2

석하였다. 이와 같이 문항별로 설정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예비교사들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A1
A0

설명
정확한 위치로부터  좌표 모두 ±0.75cm
오차범위 이내에 점을 찍은 경우
정확한 위치로부터 좌표 또는 좌표 중에
서 둘 중 하나만 ±0.75cm 오차범위 이내에
점을 찍은 경우
그외

Table 3. Levels of Covariational Framework
수준
매끄러운 연속 공변
(Smooth Continuous
Covariation, SCC)

덩어리 연속 공변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 CCC)
값의 조정
(Coordination of
Values, CV)
값의 총 조정
(Gross Coordination of
Values, GCV)
값의 조정 전
(Precoordination of
Values, PCV)
조정 없음
(No Coordination, NC)
2019, Vol. 29, No. 4

설명
값의 변화와 값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며, 두 변수는 매끄럽고
연속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한다. 값의 한 작은 변화 구간 및 값의 여러 작은 변화
구간들 사이에서, 값의 순간적인 변화(변화율)에 따른 값의 순간적인 변화(변화율)
에 주목한다. 값이 일정하게 변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값의 순간적인 변
화를 파악하여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린다.
값과 값이 연속적인 값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변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연
속적인 값들 사이에 있는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다. 값의 평균적인 변
화(변화율)에 따른 값의 평균적인 변화(변화율)에 주목한다. 값의 한 변화 구간에서
의 값의 변화는 파악할 수 있으나, 값의 여러 변화 구간 사이에서의 값의 순간적
인 변화는 파악할 수 없다.
값과 값의 순서쌍 ( )의 이산적인 집합을 만들면서 예측을 통해 의 값을 의
값과 조정하는 것이다. 좌표평면에 순서쌍 ( )의 값을 유한개 찍고 점들 사이를 이
어 그래프를 그린다.
“값이 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와 같이 두 양의 값의 전체적인(gross)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각각의 양의 값들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며, 대신에 두 양의 값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느슨하고, 곱
셈적이지 않은 연결을 생각한다.
값과 값이 동시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곱셈적 대상으로서 두 양의 값에 대
한 순서쌍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값과 값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
고 각각 파악하여 그래프를 그린다.
값과 값이 함께 변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값에 대한 조정 없이 값
과 값 중 한 양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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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amework about interpreting informal
graph
보기

수준

a. 이동 거리는 반드시 직선으
로 나타내어져야 하므로

주제적 사고 (TT)

b. 총 이동 거리에서의 1만큼
의 변화는 변위에서의 1만큼
의 변화에 대응되기 때문에

덩어리 공변적 사고
(CCT)

c. 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공의 총 이동 거리는 변위의
변화와 관련 있으므로

변화의 조정 (CV)

d. 총 이동 거리의 어떤 작은
변화도 그 변화 정도가 변위
에서의 변화 정도와 같으므로

e. 그래프는 공의 움직임을 나
타낸 것이고, 따라서 그래프는
공의 선형적 움직임을 나타내
는 직선이 되기 때문에

697

다.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분석틀(Table 4)에 의
하면 예비교사 TL은 4개의 극솟값과 3개의 극댓
값을 오름차순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렸으므로
가장 높은 수준인 B4a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매끄러운 연속 공변
(SCC)
& 의미 적절
매끄러운 연속 공변
(SCC)
& 의미 부적절

형태 사고 (ST)

IV. 결과 분석 및 논의

Figure 4. The graph of TL

예비교사 TL이 구성한 그래프에 대하여 [면담
발췌문 1]과 같이 면담하였다.
[면담 발췌문 1]
면담자: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는 어디인가요?
TL: (그래프상의 점선들을 가리키며) 제가 그린
시작점의 위치는 여기  랑  , 이렇게 직사

본 장의 1절에서는 Thompson et al.(2017)의 불

각형 모양으로 봤을 때 겹쳐지는 꼭짓점을

규칙한 변화 관련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문항과

(   )라는 좌표로 보고 점을 찍었고, 그래

Thompson(2016)의 실생활 관련 그래프 해석하기

프는 그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

문항에 대한 세 예비교사의 MMT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2절에서는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
교사별 MMT의 특징과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렸어요.
면담자: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는
지 설명해주세요.
TL: 동영상에서   의 끝점이 바뀌는 것을 보
여주었는데   각각의 끝점에서 축에 평
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   )로

1.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 및 해석하기에

서 나타나는 MMT

보고   가 같이 그려지는 점을 계속 관찰
하여 연속적으로 그렸어요.
면담자: 어떻게   가 같이 그려지는 점을 계
속 관찰할 수 있었나요?

가. 예비교사 TL

TL: 네.  는 일정한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파악했구요. 그

예비교사 TL은 Thompson et al.(2017)의 그래
프 그리기 문항에 대하여 Figure 4와 같이 그렸

래서  값의 변화만 파악하면 되는데,  값
은 매 순간마다 순간의 높이를 보고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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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를 동시에 순

TL: 일단, 이동 거리와 변위라는 지표가 뭘 나

서쌍 (   )로 보고 계속 관찰하여 그래프

타내는 건지 생각해봤는데, 이동 거리는 만

를 그렸습니다.

약에 원점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나 음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양의 방향으로만 바뀐

예비교사 TL이 그린 시작점의 위치 수준은 정
확한 위치로부터  좌표 모두 ±0.75cm 오차범
위 이내에 점을 찍은 경우로, Table 5의 그래프

다고 하면 이동 거리는 변위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고, 음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절댓
값을 씌우면 이동 거리와 똑같다고 생각했
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보기를 봤

의 시작점 위치에 대한 분석 기준 중 A2 수준으

는데, 변화량이 같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TL은 그래프의 시작점

기울기를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가장 유사

위치를 찍을 때  의 값을 각각 파악하여 점

한 보기가 선택지 d인 것 같아서... 그 아주

선으로 나타내었으며, 두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직사각형을 그렸을 때 겹쳐지는 점을 ( )라
놓고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를 찍었다.
이후 찍은 시작점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
예비교사 TL은  가 변하는 매 순간 각각의
끝점에서 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을 ( )라 놓고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작은 변화에 대해서 변화의 정도가 같기
때문에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고 직선은 기
울기라는 값을 지니는데, 이동 거리의 변화
량 분에 변위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서...
면담자: 다른 선택지에 대하여 정답이 아닌 이
유를 설명해주세요.
TL: 선택지 a에서 이동 거리가 반드시 직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닌 그래프도

그렸다는 점에서 값의 조정(CV) 수준 이상이고,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

그러한 ( )의 변화를 매 순간 계속 관찰할 때,

구요. 선택지 b는 선택지 d와 헷갈리는 보

 의 변화를 각각 파악하면서 동시에 순서쌍

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무조건 각각 1

으로 결합하여 연속적으로 그렸으므로 매끄러운

만큼만 변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했어

연속 공변(SCC)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요. 0.5, 0.1, 0.01과 같이 1보다 작은 변화
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지 b도 잘
못된 보기라고 생각했구요. 선택지 c는 말

값의 변화를 보기 위해 높이를 보면서  의

은 맞는데 이동 거리와 변위의 변화가 관

변화를 각각 따로 파악한 후, 순서쌍 ( )의 변

련은 있지만, 그것이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화를 계속 관찰하면서 두 양  의 변화를 동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선

시에 고려하였다.

택지 e는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진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는데 반드시

Thompson(2016)의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에서

직선 운동이 그래프가 직선으로 표현되는

예비교사 TL은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에 해당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 운동도 시간-변

하는 공변적 사고를 포함한 선택지 d로 답하였

위 그래프가 곡선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

으며,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 발

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췌문 2]와 같이 면담하였다.
예비교사 TL은 선택지 d로 응답한 이유로, 먼
[면담 발췌문 2]
면담자: 선택지 d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9, Vol. 29, No. 4

저 이동 거리와 변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
하고, 변위의 방향을 무시하면, 즉, 변위에 절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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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씌우면 이동 거리와 같아짐을 파악하였다.

[면담 발췌문 3]

이후 이동 거리의 변화와 변위의 변화가 같기

면담자: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는 어디인가요?

때문에 변화량이 같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아주
작은 변화에 주목하여,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해서
도 이동 거리와 변위의 변화 정도가 같아서 직
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선택지
b가 잘못된 이유로, 1보다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이
동 거리와 변위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아
주 작은 변화에 대해 두 양이 매끄럽고 연속적
으로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였으므로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선택지 a, c, e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도 옳은 근
거를 제시하였다.

NL: (시작점을 가리키며) 여기에 찍었어요.
면담자: 그 점을 어떻게 찍었나요?
NL: 네. 시작점은 동영상에 처음 나와 있는 곳
을 시작점으로 잡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면담자: 처음 나와 있는 곳을 어떻게 파악했나
요?
NL: (   축 위의 막대 끝을 각각 가리키며) 동
영상을 보니  의 위치가 여기이고,  의 위
치가 여기인데, 두 개가 만나는 점부터 시
작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시작점으로 정해
서 그렸어요.
면담자: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나
요?
NL:  는 일정하게 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는  축을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움직

나. 예비교사 NL

이고,  가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는  는  축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움직

예비교사 NL은 Thompson et al.(2017)의 그래
프 그리기 문항에 대하여 Figure 5와 같이 그렸

여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면담자: 네.   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다. 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분석틀(Table 4)에 의

NL: 사실 정확한 규칙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하면 예비교사 NL은 3개의 극솟값과 3개의 극댓

때  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는 아

값을 오름차순으로 그래프를 그렸으므로 B3a 수

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간 것의 반만큼

준으로 분석되었다.

올라가고 다시 올라간 것의 반만큼 내려가
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비교사 NL은 시작점의 위치를 찍고 그래프
를 그릴 때 동영상의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였
다. 시작점의 위치 수준은 정확한 위치로부터
 좌표 모두 ±0.75cm 오차범위 이내에 점을
찍은 경우로, Table 5의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에
대한 분석 기준 중 A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
Figure 5. The graph of NL

러나  의 위치를 파악하고 두 개가 만나는
점을 시작점으로 정했을 때, 명확한 근거에 의해

예비교사 NL이 구성한 그래프에 대하여 [면담
발췌문 3]과 같이 면담하였다.

서가 아닌 동영상을 보고 추측하여 점을 찍었다.
이후 찍은 시작점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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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
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의 움직임을 보
았기 때문에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그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변화를 가

니까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면담자: 다른 선택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NL: 사실... 나머지 보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머
지 보기가 틀렸다고 생각해서 d를 고른게
아니라 d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것이

음수인 구간과 양수인 구간으로 나눠서 관찰하

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기에 대해 설명을

고, 의 움직임을 이전의 반만큼 내려갔다가 올

못하겠어요.

라가는 것을 반복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가 양
수 또는 음수일 때, 그리고 가 올라갈 때와 내

예비교사 NL은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 수

려갈 때로 나누어 각각의 한 변화 구간 내에서

준의 선택지 d를 선택하였으나 응답의 근거가

 의 변화는 관찰하였지만, 여러 변화 구간들

적절하지 않았다. 예비교사 NL은 기울기의 개념

사이에서의 변화 및 그래프의 전체적인 변화에

을 일정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로만 이해

초점을 두지 않았으므로 덩어리 연속 공변(CCC)

하고 변화율로써 기울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며,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변하는 두 양의 각

이동 거리와 변위의 작은 변화에 주목한 것이

각의 변화는 파악하였으나, 두 양을 동시에 고려

아니라 한 점에서의 변위의 변화에만 주목하여

할 때 매 순간의 변화보다는 그래프의 증감에

한 점에 대하여 변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

대한 대략적인 변화를 고려하였다.

가 같기 때문에 직선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본

Thompson(2016)의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에서

문항에서 그래프의 모양이 기울기가 일정한 직

예비교사 NL은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에 해

선이 됨을 설명할 때, 기울기는 두 양의 변화에

당하는 공변적 사고를 포함한 선택지 d로 답하

대한 개념을 포함하므로 이동 거리와 변위의 변

였으며,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

화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예비교사

발췌문 4]와 같이 면담하였다.

NL은 이동 거리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변위와 이동 거리의 변화량 개념을 생각하지 못

[면담 발췌문 4]

했다. 또한, 선택지 d와 비교했을 때 선택지 b가

면담자: 선택지 d로 응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에서도 변위의 특정한 값

NL: 기울기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 0과 이동 거리의 특정한 값인 1을 비교함으

일정하게 감소하고 증가한다는 것은 한 점
에 대하여 변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
가 같다고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했어요.

로써 부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동 거리와
변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시도하였지만,

면담자: 그럼 선택지 d와 비교했을 때, 선택지

이동 거리의 변화량에 따른 변위의 변화량을 고

b의 경우에는 왜 답이 아니라고 생각

려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선택지가 정답이 아닌

했나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NL: 이동 거리가 1만큼 변했다는 것은 변위가
1만큼 변하는 것과 관련이 안 될 수도 있
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

다. 예비교사 EP

는... 공이 위아래로 이동을 하잖아요. 공이
0.5 만큼 내려가고 다시 0.5 만큼 올라가고

예비교사 EP는 Thompson et al.(2017)의 그래프

그러면 변위는 0인데 이동 거리는 1이 되

그리기 문항에 대하여 Figure 6과 같이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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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모양에 대한 분석틀(Table 4)에 의하면

이렇게  랑  를 따로 따로 관찰을 하고,

예비교사 EP는 3개의 극솟값과 3개의 극댓값을

곡선으로 이어지게 그렸어요.

오름차순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렸으므로 B3a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 EP는 시작점을 찍고 그래프를 그릴
때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각각
의 변화에만 주목하였다. 시작점의 위치 수준은
정확한 위치로부터  좌표 모두 ±0.75cm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Table 5의 그래프의 시작
점 위치에 대한 분석 기준 중 A0 수준으로 분석
되었다. 예비교사 EP는 그래프의 시작점을 처음
에 축 위에 있는 막대 끝을 가리키면서 의
값은 고려하지 않았다. 다시 질문 하였을 때,

Figure 6. The graph of EP

  각각의 막대의 끝점을 가리키면서 대답하
였으나 순서쌍 ( )의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예비교사 EP가 구성한 그래프에 대하여 [면담
발췌문 5]와 같이 면담하였다.

이후 찍은 시작점으로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
도 또한  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하고 그래프를 그렸

[면담 발췌문 5]

으며,  의 변화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 그리

면담자: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나요?

고 위와 아래라는 변화의 방향에만 주목하면서

EP: (  축 위의 막대 끝을 가리키며) 여기요.

 의 순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즉,

면담자: 그 점이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인가요?
EP: 아 아닌가. (  축 위의 막대 끝을 가리키며)
 는 여기서 시작하고, (  축 위의 막대 끝

단순한 변화 방향에만 주목하였으므로 값의 조

을 가리키며)  는 여기서 시작했던 것 같

정 전(PCV)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은데...
면담자: 어떻게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었는
지 설명해주세요.
EP:

두 변수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각각의

 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도

Thompson(2016)의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에서
예비교사 EP는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에 해당
하는 공변적 사고를 포함한 선택지 d로 답하였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래프가 이어지기 때

으며, 그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 발

문에 곡선으로 표현했어요.

췌문 6]과 같이 면담하였다.

면담자: 네.   의 변화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EP: 처음에는  만 봤어요.  가 점점 줄어들더

[면담 발췌문 6]
면담자: 이 문항에서 선택지 d를 응답하셨는데

니 다시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에

각 보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는  의 변화를 봤는데요. 처음에 아래쪽으

EP: 문제에서는 이동 거리에 대한 변위를 나타

로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고, 또 다시 조

낸 거잖아요. 근데 선택지 a에서 단지 이

금 길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동 거리는 직선으로 나타내어져야 하기 때

는 위쪽에서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거예요.

문에는 반드시 직선이어야 하나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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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었구요. 선택지 b에서는 1만큼 이동

못했다. 또한, 다른 선택지에 대한 설명에서도

한다고 해서 변위가 1만큼 변한다고 하기

수학적 내용이 아닌 불확실한 내용을 근거로 제

에는 그래프가 1씩 변할 때 1씩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시하였다.

선택지 c에서는 이동 거리는 변위의 변화
와 관련이 있겠지만 그게 직선으로 나타내

2. 논의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뭔가 왼쪽
그래프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

가. 세 예비교사의 MMT

택지 e에서는 그래프는 공의 움직임을 나
타낸 것이긴 한데 실제 움직임을 나타냈다
기 보다는 이동 거리가 이만큼 변했을 때

세 예비교사가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

변위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나타낸 거긴 한

석할 때 나타난 MMT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데... 아... 이 문제 너무 어려웠어요.

과 같다.

면담자: 그럼 선택지 d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
요?
EP: 변위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 처음 위치부터
나중 위치까지의 변화량을 말하는 것 같은

예비교사 TL이 가진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MMT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래프의 모양 수준
및 그래프 해석하기 수준이 모두 최고 수준이며

데... 당연히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처음 위

그 의미도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교사

치는 나중 위치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

TL은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에서 시작점을 찍을

서 변화량을 나타낸다는 게 약간 이동했을

때 두 양의 값을 각각 파악한 후, 두 양의 값을

때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런거를 물어보

동시에 고려하여 직사각형을 그려 겹쳐지는 점

는 거잖아요. 비율로 생각을 해서 약간 좀
기울기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었다. 즉, 변하는 두 양을

서 직선으로 나타내어지는가 하고 생각이

동시에 고려하는 공변 추론의 아이디어를 바탕

들어서 하긴 했는데 사실 너무 헷갈려서

으로 시작점을 찍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것은

Saldanha

&

Thompson(1998)이 말한 두 양 사이의 곱셈적 대
예비교사 EP는 선택지 d로 응답하여 정답은

상(multiplicative object)을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맞혔지만, 전반적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데 어

있다. 두 양 사이의 곱셈적 대상을 형성함으로써

려움을 겪고 있었다. 선택지 c에 대한 설명에서

두 양 중 한 양의 값이 즉각적이고, 지속해서 변

드러나듯,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고 문

하는 매 순간마다 다른 양 또한 변하면서 가지

항에 나타나 있는 시간-변위 그래프와 같이 곡

는 값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교사 TL은

선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한 두 양 사이의 곱셈적

프가 직선으로 나타내어지는 이유로 기울기와

대상을 형성한 결과물인 ( ) 순서쌍의 변화를

비율의 개념 및 변화량의 개념이 필요함을 추측

매 순간 관찰하여 그림으로써 매끄러운 연속 공

하고, 약간 이동했을 때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를

변 추론을 하였다. 특히, 한 양의 값이 일정한

생각한 점에서 이동 거리와 변위의 관계를 다소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

미흡하게나마 두 양의 관계를 관련지어 보려고

탕으로 다른 양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파악한

시도했다고 볼 수 있으나 공변 추론을 하지는

두 양의 변화를 순서쌍으로 결합하고, 순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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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이

룰 때 필요한 수학적 의미인 한 양이 매 순간

러한 예비교사 TL의 비정형 그래프를 그릴 때의

변할 때마다 다른 양의 변화를 동시에 생각하는

MMT는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할 때의 MMT에서

매끄러운 연속 공변 추론에 관한 MMT는 확인

도 일관성 있게 드러나, 두 양 사이의 공변 추론

할 수 없었다. 예비교사 NL은 비정형 그래프를

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해석하였다. 예비교사 TL

해석할 때 기울기를 생각하기 위해 한 양의 변

은 비정형 그래프의 두 양 사이의 변화를 파악

화에 따른 다른 한 양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았

하기 위해서 한 양의 아주 작은 변화에 주목해

다. 즉, 두 양의 관련성을 다소 미흡하게 파악하

야 한다고 하였다. 즉, 한 양의 1만큼의 변화에

였으며, 두 양 중 한 변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거

따른 다른 양의 변화를 넘어서 1보다 작은 변화

나, 또는 두 양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변화량의

에 대해서도 두 양의 변화 정도가 같아짐을 그

비로써 기울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양의

래프를 통해 해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 양의

특정한 값에만 주목함으로써, 두 양 사이의 변화

순간적인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매끄러운

를 동시에 고려하는 공변 추론을 하지 못했다.

연속 공변 추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 EP가 가진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사 NL이 가진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MMT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래프의 모양 수준과

MMT의 특징을 정리하면, 그래프의 모양 수준과

그래프 해석하기 수준이 예비교사 NL과 같은 수

그래프 해석하기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

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니면서 그 의미가

며, 그 의미가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 비정형 그래프

비정형 그래프 그리기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기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극솟값이 1개 부

극솟값이 1개 부족한 B3a 수준으로 그려 비교적

족한 B3a 수준으로 그려 비교적 정답에 가깝게

정답에 가깝게 그렸다고 할 수 있고, 그래프의

그렸다고 할 수 있었으나,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

시작점 위치도 정확히 찍었으나, 적절한 의미를

를 잘 찍지 못했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적절한 의

지니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났다. 시작점을 찍을

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래프의 시작점을 찍을 때

때는 동영상의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했기 때문

두 양의 초깃값을 각각 파악할 수 있었으나, 두

에 공변의 개념을 생각하여 두 양을 동시에 고

양을 동시에 생각하여 순서쌍으로 표현되는 정

려해서 찍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

확한 시작점의 위치를 생각해내지 못하였는데,

단되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변하는 두 양의

이는 두 양을 동시에 생각하는 공변적 사고에

변화를 각각 파악하면서 동시에 고려하였으나,

대한 MMT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두 양의 변화를 매 순간 생각하기보다는 일정

래프를 그릴 때도 두 양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

구간 안에서 두 양의 변화를 대략 파악하였다.

는 것을 알고 있지만, 두 양의 변화를 동시에 고

즉, 한 양의 값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

려하여 변화하는 매 순간의 그래프의 점을 그리

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양의 변

지 못하고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 관찰하고 그렸

화를 관찰함으로써 두 양을 동시에 고려했지만,

으며, 두 양의 변화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 그리

매 순간의 변화보다는 그래프의 증감에 대한 대

고 위와 아래라는 변화의 방향에만 주목하는 값

략적인 변화를 고려하는 덩어리 연속 공변 추론

의 조정 전 수준의 의미를 지니었다. 따라서 비

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정형 그래프를 다

정형 그래프를 그릴 때 예비교사가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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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학적 의미인 변하는 두 양을 동시에 고려

순서쌍으로 그래프의 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러

하는 공변 추론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

한 순서쌍을 매 순간 만들어나가며 연속적으로

비교사 EP가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할 때의

그래프를 그려 매끄러운 연속 공변을 하였지만,

MMT는 기울기, 비율, 변화량 등의 개념을 바탕

예비교사 NL은 곱셈적 대상을 형성하지 못하고

으로 그래프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다소 미

동영상의 시각적인 정보에 의존하였으며, 일정

흡하게 두 양을 관련지어 보려고 하였으나, 공변

구간 안에서의 그래프의 증감에 대한 대략적인

추론을 하지 못했다. 그래프가 직선으로 나타나

변화를 고려하여 그래프를 그려나가는 덩어리

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등 전반적으로 그

연속 공변을 하였다. 또한, 두 예비교사 TL과

래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신의 응

NL은 모두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할 때 두 양이

답에 대한 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서로 관련되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

즉, 비정형 그래프를 다룰 때 필요한 두 양 사이

나, 예비교사 TL은 한 양의 변화에 따른 다른

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MMT를 지니지 못했

양의 변화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한 양의 아주

다고 판단되었다.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다른 양의 변화가 어떠한
지 생각하면서 매끄러운 연속 공변을 하였지만,

나.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MMT
비교

예비교사 NL은 한 변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두 양의 변화량이 아닌 특정한 값에만 주목하여
두 양 사이의 공변 추론을 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세 예비교사의 MMT 특

다음으로, 비정형 그래프의 모양 수준과 해석

징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형 그래

수준이 같은 두 예비교사 NL과 EP의 MMT는

프를 다루는 수준 차이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비정

MMT는 어떠한지 보기 위해, 그래프의 모양 수

형 그래프를 그릴 때 두 예비교사 모두 매끄러

준과 해석 수준이 다른 두 예비교사 TL과 NL의

운 연속 공변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두 양의

MMT를 비교하였으며, 비정형 그래프를 다루는

값을 각각 파악하고, 두 양이 함께 변화하고 있

수준이 같은 예비교사들의 MMT는 어떠한지 보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 양을 동

기 위해, 그래프의 모양 수준과 해석 수준이 같

시에 고려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비교

은 두 예비교사 NL과 EP의 MMT를 비교하였다.

사 NL은 두 양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정 구간 안

비정형 그래프의 모양 수준과 해석 수준이 다

에서의 한 양의 변화에 따른 다른 양의 변화를

른 두 예비교사 TL과 NL은 모두 비정형 그래프

파악함으로써 그래프를 그렸지만, 예비교사 EP

를 그릴 때 변하는 두 양을 각각 파악하면서 동

는 두 양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 두 양을 각각

시에 고려하였으며, 한 양의 일정한 변화를 파악

따로 관찰했으며, 각각의 양이 변화하는 방향만

하고 다른 양의 변화를 파악했다. 그러나 두 양

을 주목하여 그래프를 그렸다. 특히, 예비교사

사이의 곱셈적 대상(multiplicative object)의 형성

EP는 예비교사 NL과 달리 그래프의 시작점을

정도, 즉, 두 양 사이의 변화를 공변적으로 인식

찍을 때부터 두 양을 곱셈적 대상으로 결합하지

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비교사 TL은

못하여 시작점의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변하는 두 양 사이의 곱셈적 대상을 형성하여

또한, 두 예비교사 NL과 EP는 모두 비정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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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를 해석할 때 두 양이 서로 관련지어 변하고

수 있지만 두 양 사이의 곱셈적 대상을 형성하

있다는 것을 다소 미흡하게 파악하여 공변 추론

여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양의 변화를 파악하

이러한 수준은 각각 Thompson & Carlson(2017)

려 시도할 때 두 양 사이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

의 공변 추론 수준에서 매끄러운 연속 공변

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예비교사 NL은 두

(SCC), 덩어리 연속 공변(CCC), 값의 조정 전

양 중 한 변수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두 양의

(PCV)에 해당한다. 비정형 그래프를 잘 구성한

변화량이 아닌 특정한 값에만 주목함으로써 두

예비교사의 두 양 사이의 변화에 대한 MMT는

양 사이의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려고 했다고

매끄러운 연속 공변 수준이고, 그렇지 않은 예비

볼 수 있었으나, 예비교사 EP는 그러한 시도도

교사들의 두 양 사이의 변화에 대한 MMT는 덩

하지 못하고 두 양이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만

어리 연속 공변 수준과 값의 조정 전 수준으로

모호하게 추측하였다.

나타난 점으로 볼 때, Thompson et al.(201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두 양 사

V. 결론 및 제언

이의 곱셈적 대상을 형성하고 두 양 사이의 변
화를 매 순간 연속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비정형
그래프를 잘 구성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

본 연구에서는 예비 중등 수학교사들을 대상

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그린 그래프의 모양

으로 실생활 및 불규칙한 변화 상황의 비정형

수준이 같다고 하더라도 두 양 사이의 변화에

그래프 문항을 설문하고 반 구조화된 면담을 통

대한 MMT는 일정 구간 안에서만 두 양 사이의

해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비정형 그래프를 그리

관계를 인식하거나, 두 양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

거나 해석할 때 나타나는 예비교사 세 명의

하고 두 양을 따로 파악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MMT 분석 결과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이는 같은 비정형 그래프를 구성하였더라도 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인이 가지고 있는 MMT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첫째,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이 된 세 명의 예비

말해주며, 비정형 그래프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

교사들(TL, NL, EP)이 비정형 그래프를 그릴 때

를 공변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은 개인이 가지고

두 양 사이의 변화를 공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

있는 수학적 의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에 따라 MMT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수 있었다.

두 양 사이의 공변을 인식할 때의 MMT는 두

둘째, 본 연구의 분석 초점이 된 세 명의 예비

양의 변화를 곱셈적 대상인 순서쌍으로 결합하

교사들(TL, NL, EP)이 비정형 그래프를 해석할

고 매 순간 두 양의 변화를 관찰하여 연속적인

때의 MMT는 그래프에 제시된 두 양 사이의 관

그래프를 구성하는 수준, 일정 구간 안에서 두

계를 파악할 때 어디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다르

양의 대략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그 구간 내에서

게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이 두 양의 변화를 파악

는 연속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나 작은 구

할 때 아주 작은 변화에 주목한 경우에는

간 또는 여러 구간 사이에서의 변화를 생각하지

Thompson & Carlson(2017)의 공변 추론 수준에

는 못하는 수준, 그리고 두 양의 변화량이 아닌

서 매끄러운 연속 공변(SCC) 수준의 추론을 할

변화 방향만을 인식하면서 두 양을 각각 파악할

수 있었고, 한 양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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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량이 아닌 특정한 값에만 주목한 경우,

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정형 그래프를 다루는 예

그리고 두 양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 경

비교사들의 공변 추론과 관련된 MMT가 어떠한

우에는 두 양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공변

지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비교사 교육이 이루어

추론을 하지 못했다. 비정형 그래프를 잘 해석한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교사는 매끄러운 연속 공변에 해당하는
때,

때 예비교사 개인에 초점을 맞춰 예비교사들의

Thompson(201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본 연

MMT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예비

구에서도 변하는 두 양 중 한 양의 아주 작은

교사들의 그래프 모양 및 해석 수준이 다르면

변화에 대해 다른 양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이

예비교사들의 MMT 또한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비정형 그래프를 잘 해석하는데 관련이 있음을

래프 모양 및 해석 수준이 같더라도 예비교사들

확인하였다. 또한, 공변 추론을 통해 비정형 그

의 MMT가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는 예비

래프를 해석하지 못한 예비교사들일지라도 예비

교사 개인이 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때

교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MMT는 두 양 중 한

의도하고 이해하는 수학적 의미가 다를 수 있음

양의 변화 또는 특정한 값에 대해 주목하거나,

을 뜻한다. 앞으로 비정형 그래프에 대한 예비교

두 양의 변화에 전혀 주목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 개인의 MMT가 어떠한지 분석하는 후속 연

나타났다. 이는 같은 수준으로 비정형 그래프를

구 및 예비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MMT를

바탕으로

해석한

점으로

볼

둘째, 예비교사들에게 비정형 그래프를 다룰

해석하였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MMT는 다
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비정형 그래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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