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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학생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4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회(1회: 3 ~ 4시간)의 임상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네 학생 모두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내재화된 비 수준을 보였고 이를 내재화된 비를 기반으로 한 세 가지
비례 추론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고 해석할 때 네 학생 중 두 학생은
‘값의 조정’ 수준, 한 학생은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 그리고 마지막 한 학생은 ‘부드러운 연속 공변’ 수준을 보
였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학생의 경우 비례 추론 수준에 따른 학생의 공변 추론 방식에는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함수의 연속성을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
과를 통해 비례 문제와 함수 그래프 그리기와 해석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학생이 두 양을 분할 및 반복하는 방
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비례 추론, 공변 추론, 비례, 함수, 반복적 비교 분석법
ABSTRAC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roportional reasoning and covariational reasoning,
clinical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four 7th grade students. Students participated in four interviews each of which
took about three-four hours. The analysis of the data suggest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ll four students conceived
ratio as ‘internalized ratio’ but how they reasoned with the ratio concept were somewhat different, which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of proportional reasoning. Secondly, there were differences in how the four
students conceived two quantities in graph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tasks. Specifically, two of the four students
showed ‘coordination of values’ level, one showed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al reasoning’, and the other showed
‘smooth continuous covariational reasoning’. Thirdly, there was little relationship as to how students conceived ratio
and how they reasoned with quantities in function task. All four students perceived the continuity of function in
various ways. We have finalized our study by suggesting students' ways of partitioning and iterating of two quantities
in proportion and function tasks as potential theoretical constructs to distinguish how students reason.
KEY WORDS: proportional reasoning, covariational reasoning, proportion, function, constant comparati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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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하고 이를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적용하였으며,
Byerley & Thompson(2017)은 공변 추론 관점에

함수는 변화하는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설명한 바 있다. Ma &

것으로, 다양한 변화 현상 속에서 수학적 관계를

Shin(2017)은 함수와 비례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이해하고

된다(Castillo-

자 학생들의 비례 문제 해결 전략에 따른 일차

Ministry

of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 연

Education, 2015a). 최근 연구에서도 함수 학습에

구에서 학생들은 비례 해결 전략에 따라 그래프

서 공변하는 양들 사이의 변화 관계에 주목하며

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즉, 높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e.g., Carlson, Jacobs,

은 비례 추론 수준에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한

Coe, Larsen, & Hsu, 2002; Kim & Shin, 2018;

학생은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무수히 많은 점의

Park, Shin, Lee, & Ma, 2017). 공변 추론은 두 양

집합으로 해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변할 때 두 양을 조정하

해당하는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일차함수의 그

는 인지 활동으로(Carlson et al., 2002), 초기 함

래프를 특정 점에만 주목하였다. 그러나 함수를

수 학습에서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추론 방식

통해 학생들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두 양 사이의

이자 이후 학생들이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데 핵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공변 추론과 비례

심이 되기에 함수 학습 전반에 걸쳐 중요하다

추론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

(Chazan, 2000).

생들이 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

Garsow,

표현하는
2012;

데

도움이

NCTM,

2000;

일차함수      ( ≠ , 는 상수)는 의

려할 필요가 있다.2)

값의 변화량과 의 값의 변화량이 일정한 비례

이에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공변 추론과 비례 개념은 분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례 추론

하여

&

과 다양한 함수적 상황을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

Stage(1983)도 일차함수 관계가 존재하는 두 변

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변 추론을 분석하고

수 사이의 추론을 비례 추론이라 하였듯이, 일차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함수와 비례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처럼 정비

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생각할

수

없다.

Karplus,

Pulos,

례, 일차함수의 기울기, 함수의 변화율 등은 두

· 연구 문제 1 :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함수의

양 사이의 변화 관계뿐만 아니라 비례적 사고가

연속성에 대한 인식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필요한 수학 개념으로(Kwon, Park, & Park, 2007;

가?

Park & Lee, 2018), 초등학교에서 형성된 비례
지식이 함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함수와 비례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Beckmann

· 연구 문제 2 : 두 변수를 연속적인 변화로
인식한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 사
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 Izsák(2015)는 비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제
2) Thompson(2011)은 인지 주체가 연속적인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간을 구성하고 그 구간을 재
귀적으로 분할하며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남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Thompson(2011)의 주장을 토대로 학생들이 함수의 연속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양
을 분할하여 구간을 생성하는 방식과 그 구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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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mann & Izsák(2015)은 이런 비례 관계에 대
한 두 가지 관점(다중 묶음 관점, 변동 부분 관
점)을 제시하였다. 다중 묶음(multiple batches) 관

1. 비례 추론

점은 두 양 사이에 하나의 묶음을 정하고 묶음
비례 추론은 두 양 사이의 다중 비교(multiple

의 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숭아

comparisons)(Post, Behr, & Lesh, 1988)와 곱셈적

주스와 포도 주스를 3:2의 비로 혼합할 때, 복숭

비교를 통해 공변(covariation) 및 불변성을 인식

아 주스 3컵과 포도 주스 2컵을 하나의 묶음으

하는 것이다(Post, Behr, & Lesh, 1988; Shin &

로 정하고 이 묶음의 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Lee, 2019). 여기서 다중비교는 비나 비율을 비교

변동 부분(variable part) 관점은 두 양 사이의 곱

하는 것으로, 비나 비율 자체가 두 양을 비교한

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분의 수는 고정하고

것이기에 다중비교라 한다. 예를 들어 물 100mL

각 부분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 소금 50g을 넣은 컵 A와 물 150mL에 소금

복숭아 주스와 포도 주스를 3:2의 비로 혼합할

30g을 넣은 컵 B 중 어떤 컵에 들어 있는 물이

때, 주스의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 복숭아 주스

더 짠지 비교하는 것이다. 공변은 두 변수가 동

부분의 수는 포도 주스 부분의 수의  배 관계


시에 변하는 것으로 두 양 중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첫 번째 양과 함께 변하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레몬즙 2컵에 탄산수 5컵을 넣어
레몬에이드를 만들 때, 레몬즙이 4컵, 6컵, 8컵,

…이 되면 탄산수도 10컵, 15컵, 20컵, …과 같이
두 양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공변이라 하며, 공



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비와 비율의 정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는 같은 특성을 갖는 양을 비
교하는 것이며, 비율은 시간과 거리와 같이 다른
특성을 갖는 양을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 비는
두 양이 수치적으로 얼마만큼 관련되는지 표현


변 관계를 통해 레몬즙은 탄산수의  배라는 불


한 것이며, 비율은 시간과 다른 한 양 사이의 비

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례 추론

를 나타낸다. 셋째, 비는 순서쌍과 같이 두 양

은 초등학교의 분수, 측정과 관계있으며(Ellis,

사이의 이항관계이며, 비율은 한 양의 단위와 다

2013), 중등 교육 과정에서 도형의 닮음과 삼각

른 한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내포량

비, 함수의 기울기와 미분계수, 확률과도 연결되

(intensive quantity)이다. 넷째, 비는 두 양을 곱셈

기 때문에(Beckmann & Izsák, 2015), 초등 수학

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비율은 비의 반영적 추

뿐만 아니라 중등 수학에서 중요하다.

상화를

통해

일정함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례

(Thompson, 1994; Lobato & Ellis, 2010). 특히,

(proportion)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Thompson(1994)은 비와 비율을 세분화하여 비,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비례

내재화된 비(internalized ratio), 비율(또는 내면화된

는 비 개념을 바탕으로 두 비가 동치 관계를 이

비(interiorized

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례는 두 양의 대응하

(1994)이 정의한 각 용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

는 값이 변해도 두 양 사이의 비는 일정한 관계

위해, 어떤 바구니 안에 사과와 배가 3:4의 비

를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배가 24개 들어 있다면 사

비례

추론에서

형성하는

비(ratio),

것이다(Lobato

비율(rate),

&

Ellis,

2010).

ratio))로

구분하였다.

Tho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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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몇 개 있는지 생각해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개념의 재구성을 통해 두 양 사이의 불변하는

위해 3:4의 비 그 자체를 두고 비교할 수도 있

곱셈 관계를 인식하여 비율 개념을 형성하도록

고, 0.75:1과 같이 두 양 중 한 양에 있는 단위의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와 비율 개념을

수로 다른 양을 측정할 수도 있다. 비 개념은 이

가르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과서의 내용

와 같이 두 양이 구체적이고 정적인 상태로 곱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는 두 양의 크

셈적으로 비교될 때 형성된다. 내재화된 비는 비

기를 비교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데, 예를 들어

를 반복하여 만들어진 축적으로, 사과 3개와 배

두 수 7과 1을 비교할 때 7이 1을 기준으로 몇

4개, 사과 6개와 배 8개, 사과 18개와 배 24개와

배인지를 7:1로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는 두

같이 (3, 4)의 합성 단위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수 A, B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A가 B의 몇

것이다. 비율은 비를 무수히 반복하면서 두 양

배인지 기호 :을 사용한다. 이때 왼쪽에 있는 7

사이의 일정한 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은 비교하는 양이며 오른쪽에 있는 1은 기준량

것이다. 즉, 배 4개마다 사과 3개의 관계를 통해

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배는 사과의  의 관계를 추상하는 것으로,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한 양의 값도 변할 수 있다
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두 양 사이에 일정한 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Thompson
(1994)에서 설명한 비, 내재화된 비, 비율의 개념
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여기서 비 개
념이 비율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두 비의 동치
관계를 형성하는 비례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무한히 많은 동치인 비를 인식하는 비율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순간변화율로 인식하는 것
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후 미적분학 학습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Lobato & Ellis,
2010). 우리나라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나눈 값을 비의 값 또는 비율이라 하며,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낸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p.107). 학습자가 임의의 두 수(양의 유리
수) A, B에 대해 비율 수준으로 개념을 이해하
기 위해서 학습자는 동치인 합성 단위의 반복적
인 구성을 통해 공변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양 사이의 불변하는 곱셈적인 관계로 인식하
는 것이 주요한 인지 요소라고 판단한다(Shin &
Lee,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ompson(1994)
에서 강조한 비 개념의 재구성을 통한 비율 개
념 구성 이론을 토대로 중학교 1학년 그래프 단
원을 학습하기 전의 학생 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들이 갖는 비의 개념에 따른 비례
추론이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분석하였다.

Thompson(1994)의 비율 관점에서 학생들이 비의

Table 1. Ratio, internalized ratio, rate (Thompson, 1994)
용어
비(ratio)
내재화된 비
(internalized ratio)
비율(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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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variational reasoning (Thompson & Carlson, 2017, p.441)
수 준

설 명

부드러운 연속 공변
(smooth continuous
covariation)

한 변수 값에서의 증가나 감소(이후 내용에서, 변화)와 다른 변수 값에서의 변화
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모든 변수는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덩어리 연속 공변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

한 변수 값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 값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
각한다. 또한 모든 변수는 덩어리 연속적 변화(chunky continuous variation)로 변한
다고 생각한다.

값의 조정 (coordination of
value)

한 변수의 값(  )과 다른 변수의 값(  )의 순서쌍들의 이산적인 수집  을 만드
는 것에 관한 예상과 조정이다.

값의 전체적인 조정(gross
coordination of values)

“이 양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 양은 감소한다.”와 같이 함께 변하는 양의 값에 대
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개별적인 값들이 함께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대신에 두 양의 값에서 전체적인 변화 사이에 곱셈적이지 않은 연결을 상
상한다.

값의 조정 전
(pre-coordination of value)

두 변수는 함께 변하지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곱셈적인 대상
으로 값의 순서쌍을 만드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조정 없음
(no coordination)

함께 변하는 변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다. 값의 조정을 하지 않고, 두 변
수 중 한 변수 변화에 초점을 둔다.

2. 공변 추론과 함수의 그래프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은 부피의 각 증
분에 대한 높이 변화를 생각하는 것으로, 구간

공변 추론은 두 양이 서로 관계되어 변할 때

안에 있는 모든 값을 생각하지만 각각의 값은

변하는 두 양을 조정하는 인지 활동으로(Carlson

생각하지 못한다. ‘부드러운 연속 공변(smooth

et al., 2002), 변화율 개념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continuous covariation)’은 구간마다 부피와 높이

함수 학습에서 중요하다. Thompson & Carlson

가 동시에 부드럽게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2017)은 Table 2와 같은 공변 추론 수준을 제시

각 구간 안에서도 부피와 높이가 부드럽고 연속

하였는데, Figure 1과 같은 모양의 병에 일정한

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덩어리

속도로 물을 붓는다고 할 때 각 수준을 설명하

연속 공변’은 고정된 구간에서의 변화만을 인식

면 다음과 같다. ‘조정 없음(no coordination)’은

하는 반면에, ‘부드러운 연속 공변’은 임의의 구

병 안에 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간에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들어간 물의 양과 물의 높이를 조정하지 못하며,
‘값의 조정 전(pre-coordination of value)’은 물의
양이 증가한 이후에, 물의 높이가 올라가는 것으
로 인식하는 것이다. ‘값의 전체적인 조정(gross
coordination of values)’은 부피가 증가할 때, 높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으며, ‘값
의 조정(coordination of value)’은 물 컵의 수(부
피)에 따른 높이에 초점을 두며, 부피나 높이의

Figure 1. Bottle problem (Carlson et al., 2002,

중간 값을 생각하지 못한다. ‘덩어리 연속 공변

p.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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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함수의 그래프는 두 양 사이의 변화 관

세히 연구하였으나, 수학의 다른 영역(특히, 비

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례)과 공변 추론을 분석하여 함수를 도입하는

서 공변 추론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식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상의

Moore & Thompson(2015)은 그래프에 대한 학생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들의 이해를 설명하기 위해 정적 형태 사고
(static shape thinking)와 창발 형태 사고(emergent
shape thinking)으로 구분하였다. 정적 형태 사고

3. 비례와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는 그래프를 지각적 형태와 단서를 기반으로 철
사와 같은 줄로 이해하는 것이다. 창발 형태 사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비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고는 어떻게 만드는 지와 무엇이 만들어지는 지

비례와 함수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를 동시에 상상하여 그래프를 공변량 사이의 관

Beckmann & Izsák(2015)는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계를 기록하는 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

비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그래

서 창발 형태 사고는 그래프 전체에서 두 양의

프 상에서 기울기 3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중

변화 관계를 지속적으로 생각해 양 사이의 관계

묶음 관점은 오른쪽으로 1, 위로 3씩 단위 비율

를 유기적으로 이해하게 되어, 공변 추론과 관련

(unit rate)로 이동하는 것이며, 변동 부분 관점은

있다. 또한 좌표계의 특정 라벨링과 방향에 영향

선 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 의 크기는 의 크기의

을 받지 않아 동일한 공변 관계를 나타내는 모

3배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Byerley & Thompson

든 좌표계에서 흔적을 구성할 수 있다.

(2017)도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Thompson

&

함수의 그래프 상황에서 공변 추론을 살펴본

Carlson(2017)의 공변 추론으로 설명한 바 있는

국내 연구로는 Kim & Shin(2018), Park et al.,

데, 이는 Beckmann & Izsák(2015)의 비례에 대한

2017) 등이 있다. Park et al.(2017)은 중학교 3학

두 관점과 일치한다. 즉, ‘부드러운 연속 공변 추

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질적 그래프

론’은 와 가 함께 변할 때 임의의 의 크기

와 양적 그래프를 구성하고 해석할 때, 두 양 사

는 임의의 의 크기의 3배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의

al.(2002)와

변동 부분 관점과 일치하며, ‘덩어리 연속 공변

Thompson & Carlson(2017)의 공변 추론 수준틀

추론’은 가 1씩 변할 때마다 는 3씩 변하는

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변 추론을 파

것으로 다중 묶음 관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악하는 데 있어 수치적 접근의 분석과 비수치적

일차함수는 변화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두 양 사

으로 파악하는 질적 접근의 분석이 모두 중요하

이의 변화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비례와 관련

다고 하였다. Kim & Shin(2018)은 질적 그래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서에

초점을 두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네 명이 그래

서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형식적으로 접근하여

프를 구성하고 해석할 때 보인 특징을 연구하였

비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상황이 부족

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재귀 분할을 생성할

한 편이다(Kwon et al., 2007; Park & Lee, 2018).

변화

관계를

Carlson

et

수 있는지의 여부, 매끄러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Ma & Shin

지의 여부에 따라 사고에 차이를 보였다. 이 연

(2017)이 있다. 이들은 학생들이 비례 문제를 해

구들은 함수의 그래프 상황에서 공변 추론을 자

결하는 전략과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2020, Vol. 30,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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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높은 수준의 비례

법으로 임상면담을 선택하였다. 임상면담은 인간

추론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일차함수의 그래프

의 사고 뒤에 숨겨진 추론 과정을 이해하기 위

를 무수히 많은 점의 집합으로 해석하였으며, 상

해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사고 과정을 부분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비례 추론 전략을 사용한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은 임상면담 동

학생은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몇 개의 점에 주목

안 자신의 이전 개념과 추론 과정을 사용하기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함수는 연속적

때문에, 연구자는 학생의 사고 뒤에 숨겨진 세계

인 변화 현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Clement, 2000). 이 장에

연속적인 변화로 인식하는 것과 비례 추론 사이

서는 본 연구의 대상, 사용한 과제, 분석 방법을

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중학생들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
여준 비례 추론 수준과 다양한 함수적 상황을

1. 연구 대상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공변 추론 수준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충청도 소재의 W중학교 1학년 네
명의 학생(A, B, C, D)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2) 자

III. 연구 방법

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3)
정규 수학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면담이 2019년 1월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비

11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학생들의 방학

례 추론과 함수의 그래프에서 공변 추론 사이의

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사례연구방법(Merriam, 2007)을 사용하였다. 사례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을

연구는 특정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살펴보기 위해서는 수학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

이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사례 자체에 대한 깊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면담은 4일간 매일

이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밝혀낸 내

3~4시간씩 (A 학생과 B 학생), (C 학생과 D 학

용이 현실에 시사점을 제공한다(Ryu, Jung, Kim,

생)으로 짝을 지어 동시에 진행하였다. 네 학생

& Kim, 2018). 이와 같은 사례연구방법이 본 연

은 모두 학교 성적이 우수한 편이다. A 학생과

구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B 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으로 친한 편이며, C

째,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동안 비례와 함수

학생과 D 학생은 서로 다른 반 남학생으로 친하

에 대해 드러난 특징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

지는 않지만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면담에

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참여한 네 명의 특징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례를 이해하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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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학생

특징

A

여학생으로 공부에 열의가 있으며 성실한 태도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성적도 우수한 편이다. 양에
대한 이해보다는 식과 형식적인 공식을 써서 푸는 방법에 익숙하며, 그래프와 그림을 사용한 문제
해결을 어려워한다.

B

여학생으로 평소 수업시간에 교사의 풀이가 복잡하다고 투덜거리며 수업을 재미없어 하였다. 면담에
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식, 그래프, 그림으로 자유자재로 표현하였다.

C

남학생으로 평소 조용한 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학교 성적도 우수하였다. 면담
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였으며, 문제 상황을 식과 그래프로 능숙하게 표현하였다.

D

남학생으로 평소 수학 수업을 경청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학생이다. 그러나 연구 초반에 연구자
에게 잘 보이고자 C 학생의 풀이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2. 과제

비례 추론에 관련된 문항은 학생들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정

실제 면담에서는 비례 추론에 관련된 과제 4

답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Smith & Thompson,

개, 공변 추론에 관련된 과제 7개(일차함수 2개,

2007), 본 연구는 그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

그 외 함수 5개)를 사용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

록 하였다. 그림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 학생들

서 사용된 과제는 Table 4와 같다. 이는 일차함

의 양적 추론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

수 상황보다는 변화율이 변하는 상황에서 학생

생들의 언어적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들의 공변 추론을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Park

때 학생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다

et al., 2017), 일차함수에 관련된 상황은 분석에

(Smith & Thompson, 2007). 따라서 학생들이 내

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생들마다 문제를 해결하

용을 형식적으로 학습하고 표기할 수 있더라도

는 방식이 일정하였기 때문에 비례 추론에 대한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필

과제 1개, 공변 추론에 대한 과제 1개를 대표로

요가 있어(Hackenberg, Norton, & Wright, 2016),

선정하였다. 그러나 B 학생과 C 학생은 공변 추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그림으로 문제를 해결하

론 과제에서 수준 구분이 쉽지 않아 과제 2개를

였다. [과제 1]은

추가하였다.

합성 단위를 반복적으로 더하여 문제를 해결할

비례 추론에 관련된 문항으로

수 없고, 더 작은 단위로 나눈 후, 이를 더하거
나 곱해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문제에서 주어

Table 4. Task type
과제
유형
비례
추론

과제
번호
1
2

공변
추론

[추가]
3, 4

날짜
A
C
A
C

학생,
학생,
학생,
학생,

B
D
B
D

학생(2019.01.14.)
학생(2019.01.14.)
학생(2019.01.11.)
학생(2019.01.11.)

B 학생(2019.01.11.)
C 학생(2019.01.11.)

진 두 양이 자연수의 몫으로 간단히 떨어지는
경우보다 복잡한 추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추론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공변 추론을 살펴보기 위한 문항은 [과제 2]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은 다양한 현상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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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B 학생과 C 학생은 두 양을 연속적인 변화로

식이 명확하지 않아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구분

인식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부드러운 연속 공변

하기 어려웠다. [과제 3], [과제 4] 역시 시간에

추론’인지 ‘덩어리 연속 공변 추론’인지는 구분

의존하는 변수이나 학생들에게 익숙한 상황이

이 쉽지 않았다.

아니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명
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제 1] 옷감 1m의 무게가  kg이다. 옷감  kg



은 몇 m인가?

또한, Thompson & Carlson(2017)는 Table 2의
공변 추론 수준을 [과제 2]와 은행의 적금 상황
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두 가지 상황은 모두

[과제 2] 일정한 속도로 병 안에 물을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두 양 사이의 변화 관계

채울 때 물의 양(또는 시간)에 따

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본 연구자들은 [과제 3]

른 높이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과 [과제 4]처럼 실생활의 문제 상황에 Table 2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과제 3] 다음은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자료이다.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3. 분석 방법

온도( ℃)

10

20

30

40

50

학생의 필기 자료, 언어, 제스쳐 등을 분석하

부피(mL)

1.75

1.90

2.00

2.20

2.3

기 위해 카메라 세 대와 녹음기 한 대를 배치해

[과제 4] 물을 가열하면서 측정한 온도를 다음과 같
이 표로 나타내었다. 가열 시간에 따른 플라스
크 속 물의 온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시간 0 1 2 3
4
5 6 7 8
9
10
온도 25 31 36 41.5 46.5 51 57 63 68.5 73.8 78.5
시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온도 82.5 86.5 90 93 95.5 98 100 100 100 100 100

면담 상황을 녹화 및 녹음하였다. 카메라 두 대
는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 활동지를 촬영하였으며, 카메라
한 대는 면담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촬영하였
다. 녹음기는 카메라에 녹화되지 않을 경우를 대
비하여 추가로 배치하였다. 임상면담 동안에 자
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연구

따라서 B 학생과 C 학생에게 [과제 3], [과제

문제에 부합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4]를 추가로 제시하여 공변 추론 수준을 구분하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반복적 비교분석법(Glaser

였다. [과제 3], [과제 4]는 변수에 대한 인식을

& Strauss, 201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복적

살펴볼 수 있는 문항이다. 실생활과 관련된 상황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은 질적

은 대부분 시간 또는 시간에 의존하는 변수를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분석 방법으로, 개방 코

사용한다. 시간에 의존하는 변수는 시간의 흐름

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절차를 따른다(Ryu et

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것으로 온도나 나이

al., 2018). 개방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읽으면서

등이 있는데, 한쪽으로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

연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자

에 다른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살펴보면 된

료를 분류하는 것으로, 연구 문제와 관련해서 중

다(Leinhardt et al., 1990). [과제 2]도 한 변수가

요해 보이는 모든 자료를 코딩하는 작업이다. 개

시간에 관련된 변수이지만, 독립변수에 대한 인

방 코딩이 이루어진 후에는 범주화 작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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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범주화는 개방 코딩을 통해 비슷하게 분류

Table 1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분석에 필요

해 놓은 자료를 상위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에

가 없는 범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교하고 범

이름을 붙이는 작업이다. 개방 코딩은 자료의 이

주를 수정하였다. 연구 대상이었던 네 명의 학생

름을 부여하고, 자료를 비슷한 주제들로 묶는 반

들은 ‘한 양의 인식’에 해당하는 자료가 없었으

면, 범주화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비

며 두 양 사이의 불변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해

슷한 점과 다른 점, 그리고 복수의 주제를 하나

‘비율’에 해당하는 자료도 없었다. 따라서 분석

로 묶을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기 때문에

틀에서 ‘한 양의 인식’과 ‘비율’을 제거하였다.

개방 코딩보다 추상적이다. 범주화 작업을 마치

‘내재화된 비’는 합성 단위를 반복적으로 더하는

게 되면 범주가 잘 구성되었는지를 개방 코딩

덧셈적 비교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을 통해 간단

전 단계의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절차

한 자연수 형태의 두 양에 대해 합성 단위를 반

가 필요하다. 구성된 범주가 수집된 자료를 잘

복적으로 더하는 학생(예, (1, 5), (2, 10), (3, 15)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범주를 확정하고, 원

을 형성)과 분수처럼 복잡한 형태의 두 양에 대

래 자료를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분류할 수 없

한 합성 단위를 형성하고, 이를 분할 및 반복할

게 되면 범주를 수정하게 된다. 범주 확인의 과
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범주가 연구 문









수 있는 학생(예, (  ,  )를 등분하여 (  ,  )
 
 






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잘 표현하고 있다고

를 형성하고, (  ,  )를 3번 반복하여 (1,  )를
 


연구자가 확신하게 될 때 자료 분석의 과정은

형성)을 모두 ‘내재화된 비’로 분류하기에는 학

끝나게 된다(Ryu et al., 2016; Glaser & Strauss,

생들 간의 차이가 있어 각각 ‘내재화된 비1’과

2011). 본 연구는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

‘내재화된 비2’로 범주를 수정하였다.

론을 개방 코딩하기 위해 비례 추론은 Table 1,

그러나 B 학생과 C 학생은 복잡한 형태의 두

공변 추론은 Thompson & Carlson(2017)의 수준

양에 대해 합성 단위를 분할하고 반복할 수 있

틀(Table 2)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류하였다. 우선

었지만, B 학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하고 반

비례 추론에 대한 분석 작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복하였으며, C 학생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분할

같다.

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학생의 활동은

학생들의 전사 자료, 활동지를 분석하면서 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재화된 비 3’의 범주

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를 추가하였다. ‘내재화된 비 3’은 복잡한 형태

부분을 분류하였다. 이후 범주화 작업을 하면서

의 합성 단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할과 반복을

Table 5. Level of proportional reasoning derived from using constant comparative method
수준

내용

1

(비) 두 양을 동시에 인식하여 합성 단위 구성

2

(내재화된 비 1) 두 양에 대한 합성 단위를 반복적으로 더하거나 간단한 자연수 배수를 형성

3

(내재화된 비 2) 분수량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두 양에 대한 합성 단위를 한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
어 분수량의 합성 단위를 형성하고, 이를 반복할 수 있음.

4

(내재화된 비 3) 분수량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두 양에 대한 합성 단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분수량의 합성 단위를 형성하고, 이를 반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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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며, ‘내재화된 비 2’는 한 가지

본 장에서는 학생들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의 방법으로 분할과 반복할 수 있다. 이를 반영

과정에서 나타난 비례 추론과 함수적 상황을 그

하여 수정한 범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래프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공

Table 5를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범주가 잘 구성

변 추론을 분석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

되었는지 확인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고자 한다. 우선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잘 표현하였다고 판단하여 Table 5를 최종적인

나타난 학생들의 비례 추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비례 추론 수준틀로 확정하였다.

같다.

공변 추론은 일차적으로 Thompson & Carlson
(2017)의 수준틀(Table 2 참고)을 바탕으로 자료
를 분류하였다. 공변 추론에 대한 분석 과정은

1. 비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비례 추론

비례 추론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다. 학생들과 면
담한 전사 자료와 활동지를 분석하면서 연구 결
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
을 분석하였다. 이후 범주화 작업을 하면서
Table 2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분석에 불필
요한 범주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비교하고 범주를



[과제 1]은 “ 
kg이 1m”일 때, “ 
kg은 몇 m"



인지를 묻는 미지값 문제이다. 이 문제는 두 양
이 자연수 배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다. 네 명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추론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겠다.

수정하였다. 연구 대상이었던 네 명의 학생들은
모두 ‘조정은 없다’ 수준과 ‘값의 조정 전’ 수준
이 없어 분석틀에서 제거하였다. 또한 B 학생과
C 학생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변하
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과제 2]에서 ‘부드러운
연속 공변’과 ‘덩어리 연속 공변’의 분류가 명확

가. 내재화된 비 1을 보인 A 학생
A 학생은 Figure 2와 같이 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학생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하여([과제 3], [과제 4]) ‘부드
러운 연속 공변 추론’과 ‘덩어리 연속 공변 추
론’의 범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다음 장에
서 비례 추론은 Table 5를, 공변 추론은 Table 2
에서 ‘조정은 없다’와 ‘값의 조정 전’을 제외한

Figure 2. Expression of [Task 1] of A student

네 수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IV. 연구 결과

<발췌문 1>




A 학생 : 1m가  kg일 때,  (kg에 해당하는


옷감의 길이)3)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

3) 학생은 괄호 안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자들은 문맥상 괄호와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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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깐  에다가  을 나눴을 때, 몇인지 나



<발췌문 2>

온 값에 1m를 곱했어요.

A 학생 : 여기를 끊고. (  에 해당하는 지점마


연구자 :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줄래?
A 학생 :

① 1m가


kg이잖아요.







다 실선으로 바꾼다.) 여기(전체를) 15등분

똑같이 2m일




해서, 그 중에 8kg해서 이만큼이  kg이고



때는  이렇게 계속 커지니깐  에다가



전체를 1m로 잡았을 때,  가 이만큼이고,



을



그 다음  가 이만큼이고,  ,  가 이만큼




나눴을 때, 몇인지 나온 값에 1미터를

곱했어요.







이고...
연구자 :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

학생 A는 식을 통해 해결한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발췌문 1>의
같이 2m일 때는
(1m,


kg)을



① “1m가


이렇게




kg이잖아요.





똑


kg)을



A 학생 : 그러니깐  kg이 몇 m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몇 m인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커지니깐”처럼

하나의 합성단위로 형성하여 합성

단위의 배수인 (2m,

야?

예를 들어 설명하였

다.

(중략)


A 학생 : 이게 딱 봐도  인데...(웃는다) 이걸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야 하지?


연구자 : 이게 이제는 딱 봐도  가 된거야?



그러나 A 학생은 그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Figure 3과 같이 1m를 1kg에 대응시켜 그렸



A 학생 : 여기서 이것을(  를  으로) 나누면



가



되는 거잖아요

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1m에 해당하는 무게

연구자 : 그림 상에서는?



kg을 대응시키지 못하여 (1m,  kg)을 등분하




A 학생 : 그러니깐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A 학생은 (1m,  kg)을

하나의 비로 형성하여 간단한 자연수 배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지만, 비를 등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1’을 보였다.


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곱해서 1되었


으니깐

나. 내재화된 비 3을 보인 B 학생


B 학생은 한 칸당 ( 
,



 )에



해당하는

그림을 Figure 4과 같이 표현하였다.

Figure 3. Diagram of [Task 1] of A student
Figure 4. Diagram of [Task 1] of B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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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3>
B 학생 : 일단은 옷감을 그렸는데요.

① 이것은



1칸당  kg을 나타낸 것이구요. 그래서 이

것(빨간색)은 10칸이고 이것(하얀색)은 8칸

또한, <발췌문 3>의

이잖아요.





깐, 이것도 5:4니깐  가 나올 것이라고 생

각을 했습니다.


B 학생 : 1m짜리는  kg이고, 이를 분모를 15







로 바꾸면  kg이잖아요.  kg이랑  kg



차이가 나잖아요.

이잖아요.



②


를




로



나누면





그러니깐  kg의 길이는  m



라는 의미잖아요.
B 학생 :

③



와  사이의




차이는 5배잖아





요.  kg에 해당하는 옷감의 길이는  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②


“
를



kg의




로



길이는



와 
사이의




나누면

m라는



차이는 5배잖

해당하는 옷감의 길이는


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m니




m.”와




 )의



같이, (1m,


 )을




5등분하여 ( 
,


합성 단위를 찾고 (1m,


단위 ( 
,



 )을




빼 (
,



 )에서




 )의



합성

답을 도

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B 학생은 (1m,

(
,


연구자 : 다시 설명해줄래?

③“


kg에



아요.

깐

(중략)

그러니깐

의미잖아요.”,

인데, 이것(빨간색)은 1m이고, 이것(하얀색)
은  m라고 하면, (1) 이것과 이것은 5: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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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



10등분한

합성단위로 형성하고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1m,


 )을




5등분한 ( 
,



 )을



합성 단위

로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즉, B
학생은 주어진 양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분할하고



m니깐  m.







반복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3’을 보였다.

연구자 :  만큼 차이가 나는 데 어떻게  가


되는거지?


다. 내재화된 비 2를 보인 C 학생과 D 학생



B 학생 : 휴...  와  가 5배만큼 차이가 나






니깐  에 해당하는 것은  m잖아요.



C 학생과 D 학생은 [과제 1]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의 방식으로 분할과 반복하는 모습을 보


kg를



B 학생은 옷감 1m의 무게

한 칸당 ( 
,


 )을





하는


kg의





3>의

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2’로 분석하였다. C
학생의 추론과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타냈으며, 구하고자


길이는 ( 
,


 이다(<발췌문



10등분하여

①참고).


 )를



8배한

이와 같이 B


학생은 주어진 양인 (  
kg)을 10등분하여




(
 ,   )으로



구하였고, 이 비를 반복하였다.
Figure 5. Diagram of [Task 1] of C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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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4>

<발췌문 5>


kg이니깐  의




C 학생 : 1m의 옷감이


를 15로 바꾸면  가 돼서


①

D 학생 : 1m짜리 옷감이  kg인데 네모m의



kg짜리



옷감은  kg이었잖아요.  kg을 분모가 15



옷감이 5개면 1m가 되니깐, 나누기를 하면


m가  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


kg이라고



고 나선

하니깐,

개로 나눌 수 있어가지고,


kg짜리




m에





분모




kg이고,



로 바꾸면

kg인데




kg과의



차이는



그러기 위해서는  m씩 1m짜리


4

옷감을 잘라야 분모가 15인 옷감의 무게가

4를 곱하

나올 것 같아서 잘랐는데,  ×  =  이니

 



면  m가 나와요.




①

깐



연구자 : 여기서 왜  로 쪼갤 생각을 했어?







C 학생 :  로 쪼개야지  에 대입이 가능할


거 같아서...분모는 15로 같고, 분자는 10이


m당




kg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차이가  kg이니깐 네모m는 1m보다  m


모자란 옷감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


모m는  m일거라고 구했어요.


랑 8의 약수가 2가 생각이 나서...

C 학생은 <발췌문 4>의

①

D 학생은 <발췌문 5>의

“
kg짜리


5개면 1m가 되니깐, 나누기를 하면

고 하니깐,

m에



4를 곱하면

을 5등분하여

kg에




kg이라



4개로 나눌 수 있어 가지고,


m가



나와요.”처럼 (1m,



(
m, 
kg)의




 )



비를 형성하였으며,


해당하는 길이를 구하고자 ( 
m,



kg)



을 4배하였다(Figure 5 참고). 이와 같이 C 학생은
주어진 양인


(  
kg)을




(
m, 
kg)로



등분할

하고 이 비를 반복하여 ‘내재화된 비 2’를 보였다.

1m보다


m




m일거라고



어진 두 양인 (1m,


 )을



구했어요.”처럼 주


5등분하여 ( 
m,

kg)을 형성하였다. 이때, (1m,
빼

네모m는

모자란 옷감일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네모m는


kg)을





m당 
kg이라





kg이니깐



는 것을 얻었어요. 차이가



m가 
kg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고 나선

kg짜리



옷감이

①“



(
 ,   )을










 )에서




(
m,

구하여


의





답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D 학생은 주어진
양인 (1m,


 )을




분할하여 ( 
m,



kg)의



비를

형성하고, 이 비를 다른 비와 결합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2’를 보였다.
종합하면, A 학생은 비에 대해 간단한 자연수
배수로 관계를 설명할 수 있지만 비를 등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1’을 보였다. C
학생과 D 학생은 한 가지의 방식으로 합성 단위
를 분할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2’로 판단하였다. B 학생은 두 가

Figure 6. Diagram of [Task 1] of D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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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식으로 합성 단위를 분할하고 반복하는 모

박 종 희ㆍ이 수 진

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3’을 보였다.

295

생각했어요. (한참 후) 이쯤 끊어서 4개로
생각했는데,

2. 함수 상황을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공변
추론

② 여기(아래 반구)에서는 물을

채우니깐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고, 이
쯤(폭이 가장 넓은 부분) 부분에서는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멈
춰있는 것으로 했어요. 여기(위 반구) 부분
은 이게(아래 반구) 뒤집어 있는 것이라고

[과제 2]는 Figure 1과 동일한 문제 상황으로
두 양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문제이다. 네 명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추론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생각해서 여기(폭이 가장 넓은 부분)보다
채워지는 것이 더 가파를 것이라고 생각해
서 여기(폭이 가장 넓은 부분)보다 더 가파
르게 그렸고, 여기서(원기둥 부분)는 더 가
파르게 이렇게 쭉 올라갈 거 같아요. 그래
서 더 위로 그렸어요.

가. ‘값의 조정’ 수준을 보인 A 학생과 D 학생

연구자 : 구간을 4개로 쪼개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구간은 직선 모양으로 증가하는 거

A 학생과 D 학생은 [과제 2]을 그래프로 구성

야?
A 학생 : 음... 그럴 거 같은데...그럴 거 같아요.

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순간에서만 두
양을 생각해 ‘값의 조정’수준을 보였다. A 학생
의 추론과정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학생은 [과제 2]를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누
어 생각하고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아랫부분의
반구는 <발췌문 6>의

① “이렇게(아래 반구) 갈

때는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고, 물을 채우
니깐 높이는 올라갈 거잖아요.”,

②

“여기(아래

반구)에서는 물을 채우니깐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각했고”와 같이, 전체적인 증가상태만을 표현
하였다. 폭이 가장 넓은 구 부분은 물이 들어가
Figure 7. Graph of [Task 2] of A student

는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에 완만한 형태의
선을 그렸고, 구의 윗부분은 가장 폭이 넓은 부

<발췌문 6>
A 학생 : 높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①

분보다 물이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급경사의
이렇게

선을 구성하였다. 원기둥부분은 폭이 가장 좁기

(아래 반구) 갈 때는 높이가 올라간다고 생

때문에 구의 윗부분보다 더 급경사의 선을 구성

각했고, 물을 채우니깐 높이는 올라갈 거잖
아요. 그 다음 이쯤(폭이 가장 넓은 부분)

하였다.

지점에서는 높이의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

이와 같이, A 학생은 연속적으로 시간과 물의

생각해서 약간만 올라가게 그렸고, 그 다음

높이가 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특

(위 반구) 높이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여

정 순간에서 시간과 높이를 생각하여 좌표평면

기보다(폭이 가장 넓은 부분) 가파르게 올

상에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

라갈 거라 생각했고, (원기둥의) 경계지점이
여기서 올라갈 때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서 A 학생은 ‘값의 조정’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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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는 상황을 정지 상황으로 본거 같아
서 이쪽이 반구니깐 입체잖아요. 원기둥도
부피니깐 정지 상황으로 생각을 해서 부피
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 이것을 자로 연결한 이유는 뭐야?
D 학생 : 양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를 써서 그리는 것이라고 배워서...

Figure 8. Graph of [Task 2] of D student
[과제 2]는 수치가 없는 문제 상황이지만, D
<발췌문 7>
D 학생 : 저는 저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했는

학생은 수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여 그래프로 표

데 일단 200mL라고 생각하고 높이는 맥시

현하였다. 또한, 구 부분은 물이 들어감에 따라

멈 15cm라하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저는

폭이 연속적으로 변하지만 D 학생은 <발췌문 7>

물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을 때,

의

①

구의

가장 밑 부분은 물을 수용할 수 있는 부피
가 작기 때문에 높이가 빨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프에서 80mL에 해당하는 부

① “구의 가장 밑 부분은 물을 수용할 수 있

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높이가 빨리 올라갈 거
라고 생각해서 그래프에서 80mL에 해당하는 부

분까지는 빠르게 올라가게 했는데요. 구의

분까지는 빠르게 올라가게 했는데요. 구의 가운

가운데 부분은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면적

데 부분은 단면으로 잘라봤을 때, 면적이 가장

이 가장 넓은 부분이라서 가장 높이가 천천

넓은 부분이라서 가장 높이가 천천히 올라가는

히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120mL구

구간이라고 생각해서 120mL구간까지는 느리게

간까지는 느리게 올라간다고 썼고,

구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다시 높이가 급

올라간다고 썼고, 구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에요. 원기둥

는 다시 높이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에 해당하는 부분은 좁고 길기 때문에 높이

거에요. 원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은 좁고 길기 때

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200mL까

문에 높이가 빠르게 올라갈 거라 생각해서

지는 높이 올라가게 그렸어요.

200mL까지는 높이 올라가게 그렸어요.”와 같이

연구자 : 그럼 앞부분이랑 뒷부분의 속도가 서
로 같을 것처럼 그렸는데, 속도는 같은거

인 속도를 결정하여 선분 4개가 결합된 형태로

야?

표현하였다.

D 학생 : 네.
연구자 : 모양이 서로 다른데? 여기는 폭이 일
정하고 여기는 폭이 점점 넓어지는 상황인
데? 원기둥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볼래?
D 학생 : 높이가 높고 폭이 좁기 때문에 높이
연구자 : 그래서 앞부분의 직선과 원기둥부분은
서로 속도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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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췌문 7>의

② “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정지상황으로 본거 같아서 이쪽이 반구
니깐 입체잖아요. 원기둥도 부피니깐 정지상황으
로 생각을 해서 부피가 같으면 되지 않을까 생
각을 했어요.”와 같이 D 학생은 물이 들어가고

가 빠르게 오를 것이다.

D 학생 : 네. (고민한다. 한참 후)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해당하는 상대적

② 제가 들어

있는 상황을 정지 상태로 인식하여 그래프를 구
성하였다. 따라서 D 학생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몇 개의 이산적인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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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하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값의 조정’ 수

거 같아서...그런데 혹시나 틀릴까봐 만약에

준을 보였다.

내가 채운다면 얼마나 채워질 것인가를 생
각해봐서 하나씩 찍어봤어요. 내가 그린 게

나. ‘부드러운 연속 공변’수준을 보인 B 학생

조금만 수정하면 맞을 거 같아서 수정했어
요. 점 간격에는 별 의미가 없는데...
연구자 :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래?

B 학생은 [과제 2]를 보자마자 한 번에 그래프

B 학생 : 이렇게 잘라서 보면 되요. 여기까지가

를 구성하였다. 이후 일정한 간격으로 점을 계속

반구, 여기까지가 위의 반구, 여기는 제일

찍어 자신이 그린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맞는
지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윗부분이거든요. 근데

①

반구에는 반구에

회전축이 있다고 하고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면적이 커지니깐 좀 빨리 올라가다
가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위쪽
은 똑같은 반구니깐 더디게 올라가다가 빠
르게 올라갈 거 같아서 그렇게 했고, 원기
둥은 일정하게 채워질 거 같은데 자른 면적
이 제일 작아서 제일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급경사적인 것으로 그렸어요.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 B 학생
은 4개의 구간(아래 반구, 가장 폭이 넓은 부분,
Figure 9. Graph of [Task 2] of B student
<발췌문 8>
B 학생 : 물이 병에 들어가는 속도가 일정하잖

윗 반구, 원기둥)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그
러나 <발췌문 8>의

① “반구에는 반구에 회전축

이 있다고 하고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르면 면적

아요. 그래서 병을 가로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 커지니깐 좀 빨리 올라가다가 속도가 더뎌질

아래에서부터 면적이 커지다가 다시 작아지

것이라고 생각했고”처럼 반구 안에서의 속도 변

잖아요. 그러니깐 면적이 작을 때는 좀 빨

화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때, B 학생은 속도의

리 높이가 올라가니깐, 높이가 좀 빨리 올
라가다가 또 작게 가다가 제일 면적이 클
때는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곡선을 따라 접선을 그리
면서 접선이 가파르면 빠른 속도, 접선이 완만하

변화를 좀 적게 넣었고, 그리고 이거랑 반

면 느린 속도라 하였다. 이와 같이 B 학생은 두

대로 똑같은 반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올

양을 연속적인 관계로 파악함을 알 수 있다.

라갔다가 원기둥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채워
지니깐 제일 면적도 작고 해서 빠르게 채워
질 거 같아요.
연구자 : 처음에는 한 번에 쓱 그렸잖아. 그 이

B 학생은 두 양을 연속적인 관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B 학생에게 [과제 3]과
[과제 4]를 추가로 제시하여 두 변수에 대한 이

후에 점을 찍어봤는데 이것은 왜 찍어본 거

해를 세밀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제 3]은 온

야?

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표를 보고

B 학생 : 그냥 이거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
각에 그렸어요. 자세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에 생각을 하고 이후에 수정하는 게 나을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다. [과제 3]은 보편적으
로 온도를

축, 부피를  축으로 설정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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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온도를  축, 부피를  축으로 설정한 다

아요. 온도는 대부분  축에 놓다보니깐 그래프

음에,  의 변화에 따라  의 변화로 그래프를 읽

를 그릴 때 그게 익숙해진 거 같아요.”와 같이

었다.

이전 경험에 비추어 익숙한 상황 때문이라고 하
였다. 추가로 제시된 [과제 4]는 시간에 따른 온
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끓는점 문제이다. [과제
3]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좌표축 설정과 다르
게 B 학생은  축을 온도,  축을 시간으로 설정
하여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Figure 10. Graph of [Task 3] of B student
<발췌문 9>
연구자 : 그래프에 대해 설명해볼래?
B 학생 : 부피를  축으로 하고, 온도를  축으
로 했을 때,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부피도 증가한다.

Figure 11. Graph of [Task 4] of B student

연구자 : 앞의 문제에서는 시간을  축에 쓰고
높이를  로 쓰면서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

<발췌문 10>

이의 변화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온도가 올

B 학생 : 여기(  축)를 시간, 분으로 놓고 여기

라갈수록 부피가 증가합니다.’라고 설명했는

(  축)를 온도로 놓았습니다. 음...온도가 조

데, 방향이 바뀐거네? 아까는  축을 먼저

금 들쭉날쭉 올라가다가 온도가 100 ℃ 에

읽었는데, 지금은  축을 먼저 읽었네?

달한 이후에 그 온도가 계속 유지된다.

B 학생 : 네. 그냥 편한대로 읽는 거예요.

연구자 : 시간을  축에 둔 이유는 뭐야?

연구자 : 왜 온도를  축에 둔거야?

B 학생 :

①

① 왜냐하면요

보통  축을 더 길게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칸이

것 같아요. 온도는 대부분  축에 놓다보니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서 좀 적은 양을

B 학생 :

깐 그래프를 그릴 때 그게 익숙해진 거 같
아요.
연구자 : 부피가  축에 놓는 것은 익숙하지 않

 축에 두었습니다.
연구자 : 숫자가 없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선만
보고 속도를 해석해볼래?

아?
B 학생 : 부피는 온도가 아니라 다른 거랑 했

B 학생 :

②

(중략)

 축이 온도니깐 완만하게 이동할

을 때 시간이랑 부피할 때는 본 적 있는데,

수록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에서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것을 뒤집어서(시간-온도의 그래프) 생각
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온도가 빠르게 올

B 학생이 온도를  축으로 정한 것은 <발췌문
9>의

①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해서 그런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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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갔다가 다시 더디게 올라갔다가 빨리 올
라갔다가 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빨라졌
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빨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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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따라서 B 학생처럼 [과제 3]을 추
가로 제시하여 변수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변

B 학생은 시간을  축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추론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우선 [과제 2]를

 축을 더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C 학생이

<발췌문 10>의

① “왜냐하면요 보통

길게 그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칸이

보인 추론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 많이 소요될 거 같아서 좀 적은 양을  축
에 두었습니다.”처럼 그래프를 가로방향으로 길
게 보이는 싶었기 때문이다. [과제 4]가 수치가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 B 학생은 곡선의 가파름
의 정도를 속도로 바꾸어 설명하였다. 즉, B 학
생은 손으로 곡선을 연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발
췌문 10>의

② “ 축이 온도니깐 완만하게 이동

Figure 12. Graph of [Task 2] of C student

할수록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것
을 뒤집어서(시간-온도의 그래프) 생각을 하면

<발췌문 11>

되겠죠. 여기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C 학생 : 처음에는 병이 아래는 좁으니깐 높이

더디게 올라갔다가 빨리 올라갔다가 좀 느려졌

가 빨리 올라가고 중간부터는 넓이가 많아

다가 빨라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빨라졌다가 다시 유지가 되는...”처럼
직선의 가파름을 속도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과제 3]과 [과제 4]를 통해 B 학생
은 변수는

축과  축 어디에도 설정가능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해석할 때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로 방향을 신경 써서 설명
하였다. 즉, B 학생에게 좌표축 설정은 중요하지

서 적게 올라가다가 다시 좁아져서 빨리 올
라가다가 일정해져요.
연구자 : 다시 설명해볼래?
C 학생 : 여기 좁은 부분에서 넓은 부분까지는
올라가면서

① 물이 증가하는 양이 점점 감

소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높이가 올라가는 양이 증가해서...그러다 여
기부터는 일정해요.
연구자 : 여기서 물의 양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않았으며,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

C 학생 : 물의 양은 계속 일정하게 들어가요.

었다. 이는 B 학생이 두 양을 부드럽게 변하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깐

연속 상황으로 생각하는 영향을 주어 ‘부드러운
연속 공변 추론’ 수준을 보였다.

②

좁은 곳에서는 높이가 빠르게 오르고 넓이
가 넓은 곳에서도 물의 양은 일정하게 들어
가니깐 천천히 들어가고 여기 원기둥 부분
에서도 물의 양이 일정하게 들어가니깐 일

다. ‘덩어리 연속 공변’수준을 보인 C 학생

정하게 올라가요.
연구자 : 중간부분 설명 다시 해볼래?

C 학생은 [과제 2]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파악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덩어리

C 학생 : 중간부분은 넓은 곳에 물이 들어가다
가 점점 좁은 곳으로 물이 들어가니깐 높이
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연속 공변’인지 ‘부드러운 연속 공변’인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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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이 증가하는 양이 점점 감소

랫부분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는 양으로 정하

하면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높이

고, 왼쪽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썼던 것으로 기

가 올라가는 양이 증가해서...”와 같이 높이 변화

억을 해서...”와 같이

를 변화량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며,

이기 때문에 값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C 학생은

②

“좁은

곳에서는 높이가 빠르게 오르고 넓이가 넓은 곳
에서도 물의 양은 일정하게 들어가니깐 천천히
들어가고 여기 원기둥 부분에서도 물의 양이 일
정하게 들어가니깐 일정하게 올라가요.”와 같이

축은 일정하게 변하는 양

따라서 C 학생은 두 양의 변화를 연속적인 것
으로 인식하였으나,

의 값을 균등한 덩어리로

설정하여 의 값의 변화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덩어리 연속 공변’수준을 보였다.

변화율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C 학생
은 두 양을 연속량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구체
적으로 ‘부드러운 연속 공변’인지 ‘덩어리 연속

3.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 사

이의 관계

공변’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네 명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인 비
례 추론 수준과 공변 추론 수준을 정리하면 다
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Comparison of students' proportional
reasoning and covariational reasoning
비례 추론

Figure 13. Graph of [Task 3] of C student

A 학생
D 학생

<발췌문 12>

C 학생

C 학생 :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의 크기를

B 학생

내재화된 비1
내재화된 비2
내재화된 비3

공변 추론
값의 조정
덩어리 연속 공변
부드러운 연속 공변

보는 그래프여서...과학시간에는 간격이 똑
같은 거였던 것 같아서...
연구자 : 아래  축을 왜 온도로 잡았어?
C 학생 :

① 과학시간에 아랫부분은 계속 일정

A 학생은 비례 문제를 해결할 때 비를 형성하
여 간단한 자연수 배수로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하게 증가하는 양으로 정하고, 왼쪽을 변화

비를 등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1’

가 있는 것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해서...

을 보였다. 또한, 연속적으로 변하는 함수적 상

연구자 : 과학시간에 알려주신 거야?
C 학생 :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평소에 본 그
래프 문제들로 다 그렇게 나와서...

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몇 개의 특정 순간에
서만 두 양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구성하여
‘값의 조정’ 수준을 보였다.

C 학생은 [과제 3]을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

축을 온도,  축을 부피로 설정하였다. 축을
온도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2020, Vol. 30, No. 2

① “과학시간에 아

D 학생은 비례 문제를 해결할 때, 두 양에 대
한 비를 형성하여 이를 한 가지의 방식으로 합
성 단위를 분할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

박 종 희ㆍ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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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내재화된 비 2’를 보였다. 그러나 연속적

공변 추론은 A 학생과 D 학생이 모두 연속성을

으로 변하는 함수적 상황을 그래프로 구성할 때,

인식하지 못하고 값의 조정을 보였다. C 학생과

D 학생은 A 학생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이산적

D 학생은 비례 추론에서 동일하게 내재화된 비

인 값을 조정하고 표현하였기 때문에 ‘값의 조

2를 보였지만, 공변 추론에서 C 학생은 덩어리

정’ 수준을 보였다.

연속 공변, D 학생은 값의 조정 수준으로 서로

C 학생은 비례 문제를 해결할 때 두 양에 대

다른 수준을 보였다. B 학생과 C 학생은 공변

한 비를 형성하여 이를 한 가지의 방식으로 분

추론에서 두 양 사이의 연속성을 인식하였지만,

할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화

B 학생은 부드러운 연속 공변, C 학생은 덩어리

된 비 2’로 판단하였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함수

연속 공변 수준을, 비례 추론은 B 학생은 내재

적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C 학생은 두 양

화된 비 3, C 학생은 내재화된 비 2로 각각 위



계적으로 대응된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값을 균등한 덩어리로 나누어 값의 변화에 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목하였기 때문에, ‘덩어리 연속 공변’수준을 보

하였다.

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첫째, 학생들이 비례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

였다.
마지막으로, B 학생은 비례 문제를 해결할 때,

는 방식이 동일하더라도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두 양에 대한 비를 형성하여 이를 두 가지 방식

인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 C 학생과 D 학생은

으로 분할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비례 문제에서 ‘내재화된 비 2’로 동일한 비례

‘내재화된 비 3’을 보였다. 연속적으로 변하는

추론 수준을 보였다. 즉, 두 학생은 두 양에 대

함수적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 B 학생에게

해 하나의 비를 형성하고 한 가지의 방식으로

좌표축 설정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독립변수에

분할 및 반복하였다. 그러나 함수적 상황을 그래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로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프로 구성하고 해석할 때, C 학생은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B 학생은 두 양을 매

한 간격으로 나누어

순간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부드

점을 두어 ‘덩어리 연속 공변’을 보였고, D 학생

러운 연속 공변 추론’을 보였다.

은 두 양 사이의 연속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몇

축을 균등

 값의 연속적인 변화에 초

몇 정지된 순간에서 두 양의 값을 좌표평면에

V. 결론 및 제언

점을 찍고 연결하여 ‘값의 조정’을 보였다. 이와
같이 두 학생은 동일한 비례 추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학생 네 명을 대상으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은 두 양 사이의 관계

로 비례 문제를 해결할 때 보인 비례 추론과 함

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비례 추

수적 상황을 그래프로 구성하고 해석할 때 드러

론은 두 양 사이의 관계를 곱셈적으로 생각하는

난 공변 추론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ㆍ분석하였

것이며, 공변 추론은 두 양 사이의 변화 관계를

다. A 학생과 D 학생은 비례 추론은 각각 내재

궁극적으로 연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

화된 비1, 내재화된 비2로 다른 수준을 보였으나

펴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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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과 공변 추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의

학생과 C 학생은 두 양을 연속적인 변화로 인식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비례 추론과 공변 추론

하였지만, 독립 변수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부

사이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드러운 연속 공변 추론’과 ‘덩어리 연속 공변 추

둘째, 분석에 사용된 과제들은 비례 문제를 그

론’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Thompson(2011)은 학

림으로 해결하기, 두 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표

생들이 연속적으로 변화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하고 해석하기처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음

구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구간을 재귀적

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인식한 B 학생과 C 학

으로 분할하면서 그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남을

생은 주어진 양을 분할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

상상해야

관성 있는 추론 방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두

Shin(2018)은 재귀적 분할의 결과, 찰나와 같이

변수를 연속적인 변화로 이해한 학생은 B 학생

한 점에서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 학생들은

과 C 학생뿐이다. B 학생은 비례 문제에서 두

부드러운 추론을 하는 반면, 분할을 반복함에도

양에 대한 비를 형성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결과가 덩어리로 남아있

분할 및 반복하면서 ‘내재화된 비 3’을 보였으

는 학생들은 덩어리로 추론하는 것이라 하였다.

며, C 학생은 두 양에 대해 형성한 비를 한 가

본 연구에서 B 학생과 C 학생은 독립 변수의 분

지의 방식으로 분할 및 반복하였기 때문에 ‘내

할 방식에 따라 연속 공변 추론 수준에 차이를

재화된 비 2’를 보였다. 이와 같이, B 학생과 C

보였고, 이는 Kim & Shin(2018)의 결과와 일치한

학생은 분할 및 반복하는 방식에 따라 비례 추

다. 이와 같이 분할 및 반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론에 차이가 있었다. Shin & Lee(2019)는 분수

는 비례 추론과 연속 공변 추론에 대한 차이와

스킴 및 조작이 비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

관계있었다.

한다고

하였다.

또한,

Kim

&

할을 함을 설명하였다. 여기서 스킴 및 조작은

셋째, 학생들의 비례와 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

분할 및 반복에 대한 방식과 관련이 있어 분할

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연속성에 대한 인식이

및 반복은 비례 추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A 학생은 비례 문제에서

한편, 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고 해석할 때, B

합성 단위를 형성하고 이를 자연수 배수로 표현

학생과 C 학생은 독립변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하여 내재화된 비 1을 보였고, 연속 함수 상황을

에 따라 공변 추론에 차이를 보였다. 우선, B 학

그래프에 몇 개의 점을 표현하여 ‘값의 조정’ 수

생은 좌표축에 변수를 자유롭게 설정하였으나

준을 보였다. C 학생은 비례 문제에서 두 양에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방향으로 일관성

대한 비를 형성하고 이를 한 가지의 방식으로

있게 해석하였다. 또한 그래프 위에 접선을 연속

분할, 반복하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2’를 보

적으로 표현하면서 접선의 가파름으로 두 양의

였으며, 연속 함수 상황을 A 학생과 다르게 연

변화를 해석하여 ‘부드러운 연속 공변’을 보였

속적인 변화로 인식하였으나,

값을 균등한 덩

축을 균등한 양을 갖는 변수로

어리로 나누어 값의 변화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설정하고 균등한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나누어 

‘덩어리 연속 공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B 학

축에 해당하는 양의 변화만을 인식하였기 때문

생은 비례 문제에서 두 양에 대한 비를 형성하

에 ‘덩어리 연속 공변’을 보였다. 이와 같이 B

고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분할하고 반복하는

다. C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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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재화된 비 3’을 보이

작에 따라 비례 문제 해결에 차이가 있기 때문

고, 연속 함수 상황을 두 양이 매 순간 연속적으

에(Shin & Lee, 2019), 구체적으로 분할 및 반복

로 변하는 ‘부드러운 연속 공변 추론’을 보였다.

을 스킴 및 조작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Ma & Shin(2017)은 중학생들이 비례 추론 능력

같은 제언을 토대로 의미 있는 후속 연구를 기

에 따라 그래프 표현과 해석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한다.

고 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비례 추론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무수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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