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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변 추론1)

길승호2)․신재홍3)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공변 추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학생마다 또래교수자와 또
래학습자의 역할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상호또래교수과정을 통한 교수 학습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또래교수자로서 자신의 공변 추론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고, 또래학습자로서 다른 학생의 공변 추론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상호또래교수과정을 통한 교수 학습과정에서 비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질집단으로 모둠을 형성하였다. 양적 그래프 유형 4문항, 질적 그래프 유형 4문항을 모둠에 제시하고
총 8차시에 걸친 상호또래교수를 진행하여 나타난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호또래교수과
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 경험의 기회를 제공 받아 공변 추론 수준의 상승이
일어났다.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변 추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추론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제해결 결과의 피드백을 위해 최소한의 교사의 개입이나 수준 높은 또래의 중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주요용어 : 공변 추론, 상호또래교수, 또래교수자, 또래학습자

Ⅰ. 서론

함수는 다양한 현상 속의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고 표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
다. 함수의 그래프는 수학적 개념의 이해를 더 깊고 풍부하게 하고, 내용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전이시
키는 핵심적인 표현 수단일 뿐 아니라 영역을 연결하고 전체의 흐름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송정화, 권오남, 2002). 이러한 함수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이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도입(교육부, 2015, p. 33)”할 것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변화율 또는 공변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학생
들이 함수의 내용을 대수적 계산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김구연, 전미현, 2017), 학교수학에
서 함수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도를 위해서는 두 양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문
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Carlson, Jacobs, Coe,
Larsen, & Hsu (2002)은 “서로 관련이 있는 두 양이 변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면서 두 양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인지적 활동(p. 354)”이라 정의된 공변 추론을 함수를 학습하는 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함수 학습에 있어 공변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함수 학습에서 공변 추론 수준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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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공통으로 공변 추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대부분 Carlson et al. (2002)의
공변 추론 수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김채연, 신재홍, 2016;
마민영, 신재홍, 2016; 마민영, 신재홍, 이수진, 박종희, 2016; 모성준, 2013; 문혜선, 2015; 서창범, 2016;
윤호연, 2017). 그러나 박종희, 신재홍, 이수진, 마민영(2017)은 그래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공변 추
론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준을 세분화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며,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는
Thompson & Carlson (2017)의 공변 추론 수준에 따른 해석이 학생의 수준을 세분화할 수 있고,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는 Carlson et al. (2002)의 공변 추론 수준에 따른 해석이 학생의 수준을 자세히 파악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인수 학습에서 교수 학습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수 학습을 구성하고자 또래교수
에 주목하게 되었다. 또래교수는 단순히 교사가 학습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또래교수자가 또래학습자에게 필요한 비계(Scaffold)
를 제공하고, 또래학습자는 또래교수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나간다(이정미, 2007).
또래교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수학 교과와 같이 계통성이 강한 과목에서 학습 결손이 발생할 때,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다음 단계 학습이 어렵고 자연스럽게 수학 학습부진아가 양성될 수 있고(김미
경, 2011),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습 이해 정도가 낮은 학생 또한 학습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백정
은, 권혁진, 2007). 이러한 수학 학습부진아 양성을 예방하기 위해 또래교수는 다인수학급에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 선택하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
자 모두 학업적인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백정은, 권혁진, 2007; 이규명, 박은혜, 2000; 정미진,
권성룡, 2011). 또래교수자는 또래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시도
를 하며 이미 형성된 개념에 대한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의 성적 차이가 적
을수록 학습자들 사이의 담론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발전된다(김가현, 2015). 또래교수는 또
래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교수자에게도 학습 내용 반성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정미진, 권성룡, 2011), 또래교수는 또래교수자
가 또래학습자를 가르치는 일방적인 상황보다는 또래 상호 간에 양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이경은, 2016). 따라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유능
한 또래의 도움과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어지는 또래교수 중 학생들이 또래교수자의 역할과
또래학습자의 역할을 모두 경험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호또래교수를 공변 추론 학습의 교수 학습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변 추론과 또래교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사 주도적인 지도방안에 추가로 활용 가능한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사의 개입을 최소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활발
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알아보고자 ‘상호또래교수과정에
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는 어떠한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공변 추론

함수 그래프는 여러 수학 영역들을 연결하고 여러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써 수학적 의사소통 면
에서 중요한 역할과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 여러 특징을 탐구할 발견 도구로서 작용한다(이화영, 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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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장경윤, 2009).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단지 그래프를 그리
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김선희, 백희수, 2016),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량을 연속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마민영 외, 2016). 함수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이 공변 관점에서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함수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
부터 대학수학까지 함수 학습 전반에 걸쳐 의미가 있다(이동근, 문민정, 신재홍, 2015). 또, 함수의 그
래프는 수치적인 값에 초점을 두는 양적 접근과 수치적인 값에 초점을 두지 않은 질적 접근으로 구분
할 수 있다(김남희 외, 2011, 재인용; Krabbendam, 1982). 양적 접근은 정확한 수치적인 자료를 활용
하여 좌표평면 또는 좌표공간에 순서쌍을 점으로 표현하고 선으로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변화하는 특
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접근이란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변화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산의 모양대로 그래프를 그린 뒤 산의 정상과 경사의 변화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주어진 상황을 수치적인 값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김남희 외, 2011).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함수를 학습할 때,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공변 관점에
서 관찰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Confrey & Smith (1994)는 공변과 대응을 구분하고, 공변을 두 변수의 값이 변함에 따라 값을 조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Carlson et al. (2002)은 공변 추론을 다양한 함수적 상황에서 변화를 인식
하여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공변 추론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상황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외적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문혜선, 2015), 중학교 수준에서도 공변 추론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통해 함수 학습
에서 공변 추론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마민영, 신재홍, 2016). 또, 교수 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에서 교사 주도적인 발문을 통한 학생들의 공변 추론에 대한 연구들(모성준, 2013; 문혜
선, 2015; 김채연, 신재홍, 2016; 마민영, 신재홍, 2016; 마민영 외, 2016; 윤호연, 2017)과 그래프 유형
(양적, 질적)에 따라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세분화하는 적절한 분석틀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연구
(박종희 외, 2017)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학생이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발문하는 것이나 문제 상황의 이해를 돕기위해 주어진 과제를 변형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
의 공변 추론 수준의 상승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양적 그래프 유형과 질적 그래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공변 추론 수준을 적용해야 그 수준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함수적 상황(양적, 질적)을 제시하여 두 변수의 변화관계를 인식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적용한 공변 추론 수준은 다음과 같다.
Thompson & Carlson (2017)의 공변 추론 수준은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

을 세분화할 수 있기 때문에(박종희 외, 2017),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이 양적 그래프 유형의
공변 추론 수준을 판단하는 틀로 사용하였고, 그 수준은 <표 Ⅱ-1>과 같다.

수준 설명(기준)
조정 없음 ∘두 변수 중 한 변수 변화에 초점을 둔다.
값의 조정 전 ∘두 변수의 값이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값을 순서쌍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값의 전체적인 조정 ∘“이 양이 증가할 때, 저 양은 감소한다.”와 같이 값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값의 조정 ∘한 변수의 값( )과 다른 변수의 값( )을 순서쌍(  )의 이산적인 수집을 한다.

덩어리 연속 공변 ∘두 변수는 덩어리 연속 변화(구간으로 나누어 생각 또는 평균변화율)로 인식한다.
부드러운 연속 공변 ∘두 변수가 부드럽고 연속적(예, 순간변화율 또는 변곡점)으로 인식한다.

(Thompson & Carlson, 2017, p. 441)

<표 Ⅱ-1> 양적 그래프 유형에 적용한 공변 추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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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lson et al. (2002)의 공변 추론 수준은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세분화
할 수 있기 때문에(박종희 외, 2017),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이 질적 그래프 유형의 공변 추론
수준을 판단하는 틀로 사용하였고, 그 수준은 <표 Ⅱ-2>과 같다.

수준 설명(기준)
조정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의 값을 조정하거나 좌표축에 두 변수의 이름 붙인다.

방향
∘한 변수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의 변화 방향을 조정하거나 증가하는 직선 구성한다.
∘입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 방향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표현한다.

양적 조정 ∘점을 찍거나 할선 구성한다.
∘입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량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표현한다.

평균변화율
∘정의역(전체를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에서 구간별 할선 구성한다.
∘입력의 일정한 증가량을 고려하면서 (입력에 대한) 출력의 변화율(평균변화율)에 대한 인식을 언
어로 표현한다.

순간변화율∘오목성 변화(변곡점)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부드러운 곡선 구성한다.∘함수의 정의역 전체에서 변화율의 순간적인 변화(순간변화율)에 대한 인식을 언어로 표현한다.
(Carlson et al., 2002, p. 357-358)

<표 Ⅱ-2> 질적 그래프 유형에 적용한 공변 추론 수준

2. 또래교수(Peer tutoring)

또래교수는 또래교수자(tutor)가 또래학습자(tutee)마다 다양한 형태의 개별화된 교수를 제공하는 교
수 전략으로 짝을 이루어 연습하기, 반복하기, 개념 설명하기를 통해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 모두의
학업적인 성취와 사회적인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다(Wagner, 1990). 또래교수는 삼대일(또래교수자 3
명, 또래학습자 1명) 또래교수가 일대일(또래교수자 1명, 또래학습자 1명) 또래교수보다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냈다(백정은, 권혁진, 2007). 다인수학급에서 한 명의 교사가 모든 학습자를 지원하는 것
이 불가능하므로 기본 학습 과정을 마친 학습자가 또래교수자로서 동료학습자를 지원하며, 자신이 학
습한 내용의 반성과 가르치는 과정에서 내용 재구성 등의 학습 기회를 얻고, 또래학습자는 동료의 도
움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또래교수의 한 방법인 상호또래교수를 주목하고
자 한다(정미진, 권성룡, 2011). 또래교수 활동에서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가 부족한 또래학습자는 또래
교수자로부터 성공적인 학습을 제공받는 것 이외에 또래교수자가 또래학습자를 가르치면서 개념과 원
리를 이해하게 되고, 또래교수는 그 목적에 따라 학급전체또래교수(Classwide peer tutoring), 상급학
생또래교수(Cross-age peer tutoring), 상호또래교수(Reciprocal peer tutoring) 등 다양한 방법과 형태
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다(최계현, 한혜숙, 2013).

3. 상호또래교수(Reciprocal peer tutoring)

상호또래교수는 학생의 역할이 또래교수자 또는 또래학습자로 정해져 있는 또래교수와 달리 학생들
이 학업적인 성취를 높이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여 모든 학생이 또래교
수자와 또래학습자의 역할을 교대로 진행한다. 학생별로 교수자의 입장과 학습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고, 감독하고, 평가하고, 격려하는 형태의 활동을 구조화하여
만든 상호또래교수는 하나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서로의 이익을 촉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전략이다(Fantuzzo, King, & Heller, 1992). 이러한 상호또래교수와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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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상호또래교수 활동은 또래교수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활동을 통해 수학적 개념 및 원리에
대한 이해가 향상시키고(최계현, 한혜숙, 2013), 또래교수자로서의 역할에서 경험하는 성공경험과 또래
학습자로서의 역할에서 경험하는 대리경험을 통해 수학 문제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킨다(최계현, 황우현, 2014). 상호또래교수가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수학성취도의
구성요소 중 이해, 적용에서 효과적이고(정보경, 2006), 학생들의 수학성취도와 수학적 자기효능감 향
상에 효과적이며, 수학학습 부진아를 위한 대안적 교수방법이 될 수 있다(박현화, 2007). 또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된다(이규명, 박은혜, 2000).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상호또래교수가 다인수 학급에서 교사의 수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교사 주도적인 교수
학습에서 벗어나 학생 주도적인 교수 학습을 진행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상호또래교수를 활용한 교수 학습방법으로 공변 추론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교사의 수업 효율성과 학생의 학습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기 위해
30명의 학생을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4)를 활용해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
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 12명을 선별하였다. 선별한 학생들의 연구 참여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선으로 동의를 구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12명의 학생을 총 3모둠(A, B, C)으로 구성하여 최종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둠의 구성은 학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에서 수준 높은 또래의 도움이나 모
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이질집단5)으로 구성하였다. 모둠별로 가장 낮은 공변 추론 수준의 학
생을 1번으로, 가장 높은 공변 추론 수준의 학생을 4번으로 구성하여 2017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모둠별 8차시의 상호또래교수를 진행하였다.

2. 연구 방법

교수 실험법은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의 수학학습과 추론을 경험하는 것으로(Steffe & Thompson,
2000),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기 위해 교수 실험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교수 실험법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며, 교사의 적절한 발문과 과제제시 상황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학생이 대신 또래교수자로서 수행하는 상호또래교수를 통한 교수 학습을 진행하고자 [그림 Ⅲ
-1]과 같은 상호또래교수과정을 구성하였다. 상호또래교수과정은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반응을 녹
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과 후에 모둠별로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총 8차시(차시별 1문항)에
걸쳐 진행하였다.

2)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내용은 [부록1]을 참고(p. 26).
5) 이질집단: 모둠을 구성할 때, 성별은 같지만 공변 추론 수준이 서로 다르도록 4명씩 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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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8차시

개인별 문제해결(문항별 10 ～ 15분)

상호또래교수(문항별 5 ～ 10분)

[그림 Ⅲ-1] 상호또래교수과정

상호또래교수과정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학생들에게 규칙을 설명해 주지시켰다. 1단계는 개
인별 문제해결로 차시별(문항별)로 10～15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여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다. 2단계는 상호또래교수로 모둠별로 5～10분 정도 정해진 교수 순서6)에 따라 진행
하도록 주지시켰다.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는 1번(수준이 가장 낮은 학생) 학생이 또래교수자로서 자신
의 공변 추론 과정을 또래학습자에게 설명하고, 또래교수자 이외의 다른 학생(2, 3, 4번)들은 또래학습
자로서 1번 학생의 공변 추론 내용에 의문점에 대해 문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더 이상 의문점이 없
는 경우 2번 학생이 또래교수자 역할을 진행하고 나머지 학생(1, 3, 4번)들은 또래학습자로서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해 문답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마찬가지로 3번, 4번 학생도 또래교수자의 역할을 진
행하고 되면, 모든 학생은 또래교수자의 역할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의견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의견을 수정(1차)하고, 다시 1번 학생부터 또래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4번 학생까지 또래교
수자의 역할을 수행한 뒤 수정(2차)을 통해 최종 의견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1번 학생부터 4번 학생
까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공변 추론을 또래교수자로서 발표한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상호또
래교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줄 것과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
해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외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자유로
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둠별 학생 주도의 교수 학습 상황을 녹음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학생이 대신 수행하는 방법으로 상호또래교수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전 차시의 문항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다음 차시
의 문항을 보완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호또래교수과정을 설계하면서 총 4문항의 현재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와 총 8문항의 상호또래교수 활동지를 사전에 모두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상호
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 상호
또래교수 활동지, 녹음내용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는 학생들의 현재 공변 추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박종희 외(2017)의

논문에서 사용된 과제 4문항을 사용하였다. 과제를 있는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질적 그래프 유형의 2
문항에는 ‘수치적인 표현을 가능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규칙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상호또래교수 활동지7)([문항])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양함 함수적 상황

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공변 추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양적 그래프 유형의
문제 상황과 질적 그래프 유형의 문제 상황을 참고하여,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맞게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에 대한 정보는 다음 <표 Ⅲ-1>과 같다.

6) 정해진 교수 순서: 모둠별로 공변 추론 수준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 순(1 → 2 → 3 → 4)으로 의
견을 발표하도록 연구자가 미리 정해 학생들에게 알려준 순서이다.

7) 상호또래교수 활동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항 내용은 [부록2]를 참고(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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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상호또래교수과정이 잘 드러나는 녹음파일에 대한 전사자료와 공변 추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기 위해 박종희 외(2017)의 결과를 참고하
였다. 양적 그래프 유형의 문제 상황에서는 <표 Ⅱ-1>의 공변 추론 수준을 사용하고, 질적 그래프 유
형의 문제 상황은 <표 Ⅱ-2>의 공변 추론 수준을 사용하였다.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분석하는 내용을 참
고하였다. 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와 전사자료에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 과정에서 <표 Ⅱ-1>, <표
Ⅱ-2>의 공변 추론 수준에 따른 설명(기준)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을 근거로 찾아 최대한 분석의 일
관성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였다.

Ⅳ. 결과분석

1.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부
록1]의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를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에 걸쳐 해결하도록 제시한
뒤 양적 그래프 유형과 질적 그래프 유형 각각에 적합한 공변 추론 수준에 따른 설명(기준)에 근거하
여 현재 공변 추론 수준을 측정하였다. 측정한 수준 중 더 높거나 같은 수준을 학생별 현재 공변 추
론 수준으로 결정하여 <표 Ⅳ-2>의 현재 수준에 기록하였다. 모둠별로 8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상호
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이 변화를 기록한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문항번호 문항 내용 그래프 유형

[문항1] 시간(가로)에 따른 양초가 타들어간 속력(세로)을 나타낸 일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시
간에 따른 양초가 타들어간 높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양적

[문항2] 시간(가로)에 따른 양초가 타들어간 속력(세로)을 나타낸 이차함수 그래프를 보고 시
간에 따른 양초가 타들어간 높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다.

양적

[문항3] 원기둥의 그릇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를 때, 시간(부피)에 따른 물의 높이의 변화를그래프로 그리는 것이다. 질적

[문항4]
높이가 고정되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은 원기둥에 대하여 반지름의 길
이에 따른 원기둥 부피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다. 질적

[문항5] 물이 가득 찬 50L짜리 양동이에 구멍을 뚫었더니 3분에 5L씩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갈때, 시간에 따른 남아있는 물의 부피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다. 양적

[문항6]

15m 건물 옥상에서 운동장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발사 6분 후에 가장 높은 높이
33m에 도달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발사 14분에서 14분 30초 사이에 땅에 떨어지
는 상황을 시간에 따른 로켓의 속력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이다.

(단, 로켓의 높이는 이차함수의 형태이다.)

양적

[문항7] 시간에 따른 물의 높이를 나타낸 그래프 3가지를 보고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랐다면
어떤 모양의 그릇인지 그리는 것이다. 질적

[문항8]
일정한 속도로 아래 두 용기에 각각 물을 따를 때 용기에 담긴 물의 높이 변화를 그
래프로 그리는 것이다. 질적

<표 Ⅲ-1> 상호또래교수 활동지([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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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은 그래프 유형(양적, 질적)에 따라 서로 다른 공변 추론 수준을 적용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세분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양적 그래프 유형과 질적 그래프 유형에
대한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와 상호또래교수가 학생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

학생들은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 “값의 전체적인 조정”, “값의 조정”,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 중
하나의 수준으로 공변 추론 수준이 측정되었다. 양적 그래프 유형의 경우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
에서 “값의 조정” 수준으로 상승(A-1 학생), “값의 조정” 수준에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 상승
(B-2, C-2 학생)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명확하게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는 A-1 학생과 B-2 학생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변 추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에서 “값의 조정” 수준으로 “값
의 조정” 수준에서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의 상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항1]
A-1: 난 이렇게 그렸어.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양초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어([그림 Ⅳ-1] 참고).

…(중략)…
A-2: 나도 다 A-1학생이랑 A-3학생이 그렸던거랑 똑같이 그렸는데 그..뭐라고 해야되지? 만약에 분동안 양
초를 녹인다고 할 때 1분씩 나누게 되면 5번이 나뉘게 되잖아, 그러면 그 1분동안 각 1분동안 녹는 양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1분이 지나면 막 1cm녹고 그 다음에 2분이 지나면 1cm에다 1cm를 더하
니까 2, 3분 지나면 3, 4분 지나면 4, 5분 지나면 5까지, 너희가 그렸던 거랑 똑같이 그렸어.

A-4: (주어진 문제 상황의 시간-속력 그래프를 보면서)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속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점점 더 빨리 많이 녹잖아, (이차함수 형태의 곡선 그림을 가리키며) 그
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그렸거든? 이게 보면 속력이 시간 분의 거리잖아. 근데 여기서 거리는 높이라고 할
수 있잖아(문제상황에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대입하면, 거리를 높이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 그니까
속력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할 수가 있잖아. 이해가 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분의 로 구하니까 시
간분의 높이 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점점 높아지
니까 이렇게 그렸어. 속력이 점점 높아지는 그래프로. …(중략)…

A-1: 근데 왜 반듯하지 않아?
A-4: 뭐가 반듯해?

[발췌문1] A-1 학생의 공변 추론(“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 경험)

이름 양적 그래프 유형 이름 질적 그래프 유형
현재 수준 수준 변화 현재 수준 수준 변화

A-1 값의 전체적인 조정 값의 조정 A-1 방향 양적 조정
A-2 값의 조정 값의 조정 A-2 양적 조정 양적 조정
A-3 값의 조정 값의 조정 A-3 양적 조정 양적 조정
A-4 덩어리 연속 공변 덩어리 연속 공변 A-4 양적 조정 평균변화율
B-1 값의 조정 값의 조정 B-1 방향 양적 조정
B-2 값의 조정 덩어리 연속 공변 B-2 양적 조정 양적 조정
B-3 값의 조정 값의 조정 B-3 양적 조정 양적 조정
B-4 덩어리 연속 공변 덩어리 연속 공변 B-4 평균변화율 평균변화율
C-1 값의 조정 값의 조정 C-1 양적 조정 평균변화율
C-2 값의 조정 덩어리 연속 공변 C-2 양적 조정 양적 조정
C-3 덩어리 연속 공변 덩어리 연속 공변 C-3 양적 조정 평균변화율
C-4 덩어리 연속 공변 덩어리 연속 공변 C-4 평균변화율 평균변화율

<표 Ⅳ-1>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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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학생은 [문항1]에서 또래교수자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양초가 타들어가기 때문에 증가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했고, [그림 Ⅳ-1]의 (a)에서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사용하여 그
래프를 그린 이유에 작성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A-1 학생은 기존의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보다
높은 “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이산적인 수집을 활
용한 추론의 근거를 관찰할 수 없어 아직은 “값의 조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문항1]
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또래교수자로서 A-2 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초가 일정하게 녹는다고
생각할 때, 1분이 지나 1cm가 녹으면, 2분이 지나면 2cm, … , 5분이 지나면 5cm와 같이 양초가 녹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1, 1), (2, 2), … , (5, 5)라는 이산적인 수집을 활용한 추론을 설명했다. 또, A-4 학
생은 “거리=시간×속력” 공식과 그래프의 기울기를 고려하는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추론을 설명했
다. 그러나, A-1 학생은 또래학습자로서 [문항1]에서 “값의 조정” 수준 이상의 공변 추론을 들었지만,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 이상의 공변 추론을 한다는 어떤 근거도 관찰할 수 없었다.

(a) 수정 전 (b) 수정 후

[그림 Ⅳ-1] A-1 학생의 [문항1]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그런데, A-1 학생은 A-4 학생의 그래프가 왜 반듯하지 않은지에 의문을 가졌고, A-4 학생은 그래
프를 곡선으로 그려야하는 이유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초가 타들어가는 높이가 점점 더 커지는 상
황으로 이야기해주면서, 기울기가 점점 커져야하는지를 이해했는지 묻는 모습을 보였다. A-1 학생의
자신의 의문점에 대해 묻고, 답을 듣는 과정에서 [그림 Ⅳ-1]의 (b)와 같이 그래프를 곡선 형태로 수
정하는 모습에서 공변 추론 수준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상호작용을 통해 교수 학습이 이루어
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학
습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A-1: (A-4 학생이 그린 이차함수 형태의 곡선 그래프를 가리키며) 왜 휘었어? 여기가 아직 이해가 안갔어.
A-4: 여기가 이해가 안갔다고?
A-1: 여기가 왜 휘게 그렸는지...
A-4: 그니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양이 많아. 그니까 제곱 생각해보면  ,  ,  , 이렇게 하면은  
이고,  고,  고... 씩만 늘어나는데 여긴 늘어나는 수가 더 많잖아. 점점 갈수록. 이거 기울기
얘기는 이해했어? 기울기 얘기는 이해했어? …(중략)…

A-1: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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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
A-1: (주어진 시간-속력 이차함수 형태의 곡선 그래프를 가리키며) 나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속력이 빨라
지잖아, 이 그래프가. 그래서 그러므로 양초가 타들어가는 높이도 점점 빨라질 거라 생각해서 그래프를 똑
같이 그렸어. …(중략)…

A-4: 하아... 내가 이게 흠... 잘 모르겠어. 그냥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거리가 늘어나는게 점점 빨라지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네? 근데 A-3 학생이 맞는 것 같아. A-3 학생 말대로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근데 내
가 좀 헷갈리는 건 어제 그래프([문항1])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시간에 따른 속력이 어제보다는 다 낮단 말
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더 낮아져야 하는건지 더 커져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 그니까 6초였을 떄 속력은
똑같은데 그 안에 그 전까지 속력이 어제 속력보다 다 낮으니까 어제랑 똑같이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A-1: 그럼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A-3: 잘 이해가 안 됬어. 어제랑 달라? 이게?
A-4: 어제는 직선이고 오늘은 곡선이잖아. …(중략)…
A-1: (A-4 학생의 공변 추론을 듣고) 맞아, 네 얘기 듣고 저렇게 생각했어.

[발췌문2] A-1 학생의 공변 추론(“값의 조정” 수준으로의 변화)

[문항2]에서 A-1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속력이 빨라지므로 양초가 타들어
가는 높이도 점점 빨라질 것(높이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렸다고 자신의 공변
추론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또, [그림 Ⅳ-2]와 같이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시간이
3일 때, 속력이 2, 시간이 6일 때, 속력이 8임을 순서쌍으로 표현하고, 이 때 거리가 각각 6과 48이 됨
을 활용하여 공변 추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A-1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양초가 타들어가는 높이가 증
가한다는 값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공변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문항1]에서 나타난 공변
추론보다는 구체적으로 시간이 3일 때 속력이 2이므로 거리가 6임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시간에 따른
속력을 이용하여 거리를 수치로 표현하는 이산적인 수집을 통한 “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
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문항1]과 마찬가지로 A-1 학생, A-3 학생은 A-4 학생의 공변 추론에서 이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자 A-4 학생이 자신이 추론한 내용에 대해 답을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A-1 학생은 A-4 학생의 공변 추론을 듣고, 자신의 추론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Ⅳ-2] A-1 학생의 [문항2]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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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5]
A-1: ([그림 Ⅳ-3]의 (a) 참고)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그 이유는 3분에 5리터씩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
간다고 했으니 부피는 일정하게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다 보면 양동이 안에 있는 50리터짜리 물이 다 빠져나
가 없을 테니 물의 부피가 한 지점에서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될 것이다. 그 한 지점을 30분으로 정했어.

…(중략)…
A-1: 나는 수정을 그래프의 변화는 딱히 두지 않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 3분에 5리터씩 일정하
게 물이 빠져나간다고 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분에 45리터가 되고 6분에 40리터가 되고 12분에 30
리터가 돼. 그러므로 그래프는 기울어진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한 지점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된다. 그
한 지점은 30분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 구체적으로.

[발췌문3] A-1 학생의 공변 추론 수준 상승(“값의 조정” 수준)

[문항5]에서 A-1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분에 5리터씩 일
정하게 물이 빠져나가면 부피가 일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50리터의 물이 다
빠져나갈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시간을 30분으로 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항5]의 상황만으로는 A-1
학생이 “값의 조정” 수준에서 이산적인 수집을 통해 물이 빠져나간 시간을 30분으로 정하고 그래프를
그렸다고 판단하기 부족할 수 있지만, [문항1], [문항2]에서 보여준 이산적인 수집의 모습과 모둠내 수
준 높은 공변 추론을 듣고 자신의 공변 추론을 수정했던 모습에서 이산적인 수집을 통한 공변 추론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 수정 전 (b) 수정 후

[그림 Ⅳ-3] A-1 학생의 [문항5]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또, A-1 학생은 [문항5]에서 상호또래교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듣고, 자신의 공변 추론에서 부족했던 구체적인 수치적
표현을 추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높이의 변화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것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래
프로 그리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Ⅳ-3]의 (b) 참고). 따라서 처음에 진행했던 공변 추론 과정에 이산적
인 수집을 활용하여 표현한 [그림 Ⅳ-3]의 (a)와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에서 A-1 학생의 공변 추론
수준이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에서 “값의 조정” 수준으로 상승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항1]
B-2: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활용하며) 나는, 이거를 해보면 시간 분의 타들어가는 높이가(3, 12), (6, 48)
이 나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이 나왔어.

B-3: 왜 (3, 12)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B-2: 옆에 시간 분의 속력 그래프를 보면 (3, 4)가 맞아 떨어지는데 이걸 거속시 공식을 이용하면 그러면 시
간 분의 높이가 (3, 12)가 나와. …(중략)…

B-4: 어... 나는 좀 다른 거 같은데, (3, 12)하고 (6, 48)을 이어서 곡선 그래프가 나왔어. 위로 올라가는 거.
B-3: 왜 곡선이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B-4: 어... 이게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이가 증가하는데, 시간이 증가하는 거 보다 높이가 증가하는 폭이 커
서 곡선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어.

[발췌문4] B-2 학생의 공변 추론(“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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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문항1]에서 (3, 12), (6, 48)의 순서쌍을 이용하여 직선 그래프를 그렸
다고 설명했고, B-3 학생은 B-2 학생에게 (3, 12)를 찾아낸 이유에 대해 묻는 모습을 보였다. B-2 학
생은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3의 시간에 속력이 4이기 때문에 양초의 타들어간 높이가 12
가 됨을 찾아 (3, 12)로 표현했다는 답변과 [그림 Ⅳ-4]의 (a)에서 속도가 점점 빨리지기 때문에 타는
길이가 더 들어간다(길어진다는 의미)고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B-2 학생은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활용하여 이산적인 수집을 통한 공변 추론의 모습과 속도가 점점 빨라져 타는 길이가 더 길어
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추론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래프의 개형이 직선으로 표현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른 타들어가는 높이의 변화가 점점 커지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항1]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또래학습자로서
B-3 학생이 B-4 학생에게 곡선 그래프로 나온 이유에 대한 물음에서 B-4 학생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높이가 증가하는데 시간의 증가량보다 높이의 증가량이 더 커서 곡선 그래프가 나온다고 답변하
는 모습을 보였다. B모둠 학생들은 평균변화율(기울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덩어리 연
속 공변” 수준의 추론을 B-4 학생에게 설명듣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B-2 학생은 [그림 Ⅳ-4]의 (b)
와 같이 공변 추론을 수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B-2 학생은 “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a) 수정 전 (b) 수정 후

[그림 Ⅳ-4] B-2 학생의 [문항1]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B-2 학생은 [문항2]에서 또래교수자로서 처음 공변 추론을 설명할 때와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B-4
학생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그려진 이유에 대한 물음에 “거리=시간×속력” 공식을 활용하는 모습과 왼
쪽의 그래프가 곡선이니까 오른쪽 그래프도 곡선이어야 한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왼쪽 그래프
가 곡선이니까 오른쪽 그래프도 곡선이어야 한다는 B-2 학생의 언급만으로는 직선과 곡선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말하는 것인지 주어진 그래프가 곡선이므로 변화량이 점점 더 커지
기 때문에 곡선으로 그려야함을 인지하고 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덩
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문항2]
B-2: 나는 아까 그래프 했던 거랑 비슷하게 거속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로 주어진 시간-속력 그래프를 가
리키며)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3, 2)가 나오니까 거속시 공식을 이용하면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가리키
며) 오른쪽 그래프에는 (3, 6), (6, 48)이 나와서 증가하는 거 같은데 왼쪽이 곡선이니까 오른쪽도 곡선일
거라고 생각했어. …(중략)…

B-4: 근데, 그래프가 모두 다 곡선으로 그려지는데... 너도 여, 아니 왜 곡선으로 그려졌는지 알 수 있을까?
…(중략)…

B-2: 맞아. 오른쪽도 왼쪽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똑같이 곡선이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

[발췌문5] B-2 학생의 공변 추론(“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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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5]에서 B-2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처음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할 때, 물이 3분에 5리터씩
빠져나가니 3분에 45리터, 6분에 40리터가 남고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30분 후에 모든 물이 사라져 점
점 감소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고,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직선 그래프를 그렸다고 말했다. (3,
45), (6, 40)과 같은 이산적인 수집을 통한 추론에서 “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
고, 일정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직선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에서 평균변화율이 일정함을 인식하는 추론
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림 Ⅳ-5] B-2 학생의 [문항5]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그러나 또래학습자로서 B-4 학생의 (0, 50), (30, 0)의 점을 물이 일정하게 감소하므로 곡선 그래프
가 아닌 직선 그래프로 그렸다(평균변화율이 일정하여 직선으로 표현)는 “덩어리 연속 공변” 추론을
들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림 Ⅳ-5]와 같이 이산적인 수집이외에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추론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 완벽한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에 도달했다
고 판단할 수 없었다.

[문항5]
B-2: 나도... 50리터로 시작해서 3분에 5리터씩 빠져나가니까 3분에 35리터, 6분에 40리터, 9분에 35리터 이렇
게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30분 후에 모든 물이 없어지니까 50리터에서 점점 일정하게 B-1 학생 말처럼 직
선으로 감소하다가 마지막 30분때에는 축에 닿게 그리면 될 거 같아. …(중략)…

B-4: 나도 너네처럼 오른쪽으로 감소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고, 거기... (0, 50)이랑 (30, 0)이랑 쭉 이어지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어. 이게 물이 일정하게 감소하므로 곡선 그래프가 아닌 직선 그래프를 그렸고.

…(중략)…
B-2: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의 의견이 맞고 물론 더... 많이 꼼꼼하게 한 의견도 있었지만 이
정도 하면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수정하지 않았어.

[발췌문6] B-2 학생의 공변 추론(“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의 변화)

[문항6]
B-2: 어 나는... 처음의, 처음의 거속시 공식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어서 그건 안했고, 일
단은 미터 옥상에서 미터까지 도달했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거니까 처음에 6분까지는 올라가는 거니까
속력이 좀 느려질 거 같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는 속력이 빨라질 건데 점점 빨라지다가 땅에 도달하
면 속력이 이 되니까 U자가 나올 거 같아.

B-3: 내가 B-1 학생에게 질문할 게 있는데 네가 그린 그래프는 높이에 따를 그래프 같아. (B-1 학생이 그린 그
래프를 가리키며) 이 그래프는 속력 변화를 표현하라고 했는데, 내가 봐서는 높이의 그래프를 표현한 거 같아.

B-1: 내가 봐도, 그래 보이는데, 어, 속력에 따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
B-3: 그래 일단 내 의견을 말을 해 볼게. 어 일단은... 이 속력에 따른 거니까 처음에 로켓이 발사를 하고 이제 
분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 같고, 다시 떨어지면은 속력이 증가
해서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떨어질 거 같고, 이제 땅에 떨어지면은 속력이 이 되니까...그렇게, 이렇게 그렸어.

B-4: 음 나도 너네 둘의 의견하고 같아. 위로 던지면서 거기 공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떨어지면서 공의 속력
이 점점 빨라지는 U자 모양의 그래프를 그렸어.

[발췌문7] B-2 학생의 공변 추론 수준 상승(“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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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6]에서 B-2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15미터에서 출발해서 6분에 최대 33미터에 도달한다고 설
명했고, 속력이 좀 느려질 거 같다는 표현과 속력이 빨라지다가 0이 된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공변 추
론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 “값의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적인 표
현을 활용하는 이산적인 수집을 통해 공변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B-3 학생이 또래교수자로 로켓
이 발사되고 6분을 기준으로 6분 이전과 6분 이후를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속력을 고려하는 추론과
B-4 학생의 공(로켓을 잘못 표현함)을 위로 던지면 공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추론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공변 추론에서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전과 후
를 비교하며 속력 그래프를 추론하는 모습은 시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추론하는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B-2 학생이 다른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들으며, 자신이 생각한 공변 추론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기 전
까지 시간을 구간1, 최고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구간2로 설정하고 [그림 Ⅳ-6]과 같
이 구간별 속력을 고려하는 추론을 보여주었다. B-2 학생의 구간으로 나누어 추론하는 모습에서 “값
의 조정” 수준보다 높은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B-2
학생은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또래학습자로서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지속적으로 들었고, 또래교수
자로서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하는 반복학습을 통해 기존의 “값의 조정” 수준에서 “덩어리 연속 공
변” 수준으로 그 수준이 한 단계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6] B-2 학생의 [문항6]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또,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B-3 학생이 B-1 학생의 그래프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자, B-1 학생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

학생들은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 “방향”, “양적 조정”, “평균변화율” 수준 중 하나의 수준으로 공변
추론 수준이 측정되었다. 질적 그래프 유형의 경우 “방향” 수준에서 “양적 조정” 수준으로 상승(A-1,
B-1 학생), “양적 조정” 수준에서 “평균변화율” 수준으로 상승(A-4, C-1, C-3 학생)하는 모습이 주로
관찰되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명확하게 수준 상승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질적 그래
프 유형에서는 B-1 학생과 C-3 학생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는 공변 추론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방향” 수준에서 “양적 조정” 수준으로의 상승과 “양적 조정” 수준에서 “ 평균변화율” 수준으로의 상
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B-2: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미터부터 미터를 구간 이라고 놓고 미터부터 바닥까지를 구간
라고 놓으면 구간 과 는 높이가 다르잖아. 은  ... 미터고 는 미터니까 아마도 보단 가 더
속력이 빠를 거 같아서 U자 모양이여도 오른쪽 부분이 더 긴U자 모양이 맞는 거 같아..있는 물의 부피의 변
화라 생각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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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의 (a)와 같이 B-1 학생은 [문항3]에서 또래교수자로서 예전에 곡선 그래프를 경험해봤
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곡선 그래프로 예상하고 그렸다고 설명했다. B-2 학생이 B-1 학생의 추
론 결과에 왜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냥 그럴 거 같았다는 대답이후에 원기둥 모양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B-2 학생의 물음에 대한 B-1
학생의 답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렸고, 원기둥이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처음에 [그림 Ⅳ-7]의 (a)와 같이 그려낸 모습으로 보아 시간이 지
나면 물의 높이는 증가한다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는 “방향”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호또래교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B-1 학생은 원기둥에 물을 채우면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
가하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로 표현하는게 옳은 것이라고 자신의 기존 공변 추론
을 [그림 Ⅳ-7]의 (b)와 같이 수정하여 표현했다. 부피(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가 옳은 추론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이 높이가 일정
하게 증가할 것이라 추론하는 “양적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양적 조정” 수준의 추론을 한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다.

  

(a) (b)

[그림 Ⅳ-7] B-2 학생의 [문항3]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또, B-1 학생이 B-3 학생의 읜견을 듣고 나니 그게 맞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림 Ⅳ-7]
의 (b)에서 그래프를 수정한 모습에서 다른 학생들의 공변 추론과 자신의 공변 추론의 차이를 생각하
며, 더 나은 추론으로 자신의 추론을 보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문항3]
B-1: 나는 옛날에 구 모양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게 곡선그래프가 나와서, (주어진 원기둥 그림을
보며) 얘도 원 모양이니까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B-2: ([그림 Ⅳ-7]의 (a)에 그린 그래프를 보며) 근데 왜 여기 일정하게 증가 안하고 좀 다르게 표현했어?
B-1: 그냥 그럴 거 같아서 했는데 원기둥이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중략)…
B-1: 나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곡선 그래프에서 직선 그래프로 수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원기둥은 높이와
부피가 높아질수록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니까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게 옳은 거 같아.

…(중략)…
B-1: B-3 학생의 의견을 듣고 나니까 그게 맞는 거 같기도 해.

[발췌문8] B-1 학생의 공변 추론(“양적 조정” 수준으로의 변화)

[문항4]
B-1: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면 부피도 변하니까 언제 변할 수 있으니까 직선 그래프가 아닌 곡선 그
래프가 나올 거 같아. …(중략)…

B-3: 나는 너네들과 좀 다르게 직선으로 그렸어.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밑면의 넓이는 또 반
지름의 제곱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넓이가 일정하게 넓어질 거고, 넓이가 또 일정하게 넓어지면
은 부피가 또 일정, 높... 이가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게 커질 거 같아서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어.

[발췌문9] B-1 학생의 공변 추론 수준 상승(“양적 조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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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에서 B-1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처음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할 때, 반지름이 달라지면
부피도 변하기 때문에 곡선 그래프가 나온다고 설명했고, [그림 Ⅳ-8]의 (a)와 같이 곡선 그래프로 그
려서 자신의 추론을 표현했다. [문항3]에서와 같이 아직은 B-1 학생이 명확하게 입력의 변화를 고려
하면서 출력의 변화량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여전히 “방향”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B-1 학생은 또래학습자로서 B-3 학생의 부피는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밑넓이
가 넓어지고, 밑넓이가 넓어지면 부피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다는 추론과 B-4 학생의 반지름이 길어지면 부피가 점점 증가하는 곡선 그래프라는 추론을 들었
다. 그런데, B-1 학생은 자신의 공변 추론을 최종 수정하여 설명할 때, [그림 Ⅳ-8]의 (b)에 작성된 수
정한 이유와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곡선 그래프가 나왔다는 말에서 여전히 “양
적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문항7]에서 B-1 학생은 또래교수자로
서 처음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할 때, 3종류의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시간
이 지남에 따른 물의 높이 변화량을 인식하여 3종류의 그릇을 밑면의 넓이가 서로 다르고, 높이도 서
로 다른(높이 또는 밑넓이) 모양의 그릇을 적절하게 표현했다. B-1 학생이 3가지 그릇을 올바르게 그
려내는 모습에서 서로 다른 3가지 그래프에서 입력의 일정한 증가량을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율(평
균변화율)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차이를 파악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양적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문항7]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B-3 학생이 또래교수자로서
B-1 학생과 같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설명할 때, B-2 학생의 추론에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
였다. 또래학습자로서 B-2 학생은 B-3 학생의 의문점과 공변 추론에 대해 들으며, 자신의 공변 추론
에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B-1 학생은 기존의 “방향” 수준보다
한 단계 상승한 “양적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
생들은 다른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듣고, 자신의 공변 추론과 비교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보완하여 옳
은 공변 추론으로 수정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B-4: 음... 나는 수현이 그래프와 똑같이 그렸는데, 이유는 거기 그 원기둥 부피가 밑면× 높이인데 여기에 높
이가 고정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부피 변화가 원기둥 밑면 변화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 원기둥, 밑면...
밑면... 거기 그 넓이는 점점 증가하잖아. 거기 그 1× ...   ,   ,  로 점점 증가해서 점점 증가하는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 …(중략)…

B-1: 그럼 이렇게...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수정하면 되겠다. …(중략)…
B-1: 나는 아까 그렸던 그래프와 같이 그렸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린 그래프가 반신반의했는데 친구
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내 의견도 맞는 거 같아서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곡선 그래프가 나왔어.

[문항7]
B-1: 나는 첫 번째 그래프는 높이가 높고 시간이 적으니까 높이가 높은 직사각형 모양의 그릇이 나올 거 같
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높이와 시간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로 봐서 정사각형 모양
의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비해서 높이가 낮으니까
낮고 넓은 직사각형 모양의 그릇이 나올 거 같아. …(중략)…

B-3: 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원이 말처럼 그릇이 생겼으면 우리 예전에 그렸던 것처럼 구간을 나눠서 좀
그래프가 변하는 모양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2번 가운데 그래프를 기준으로 하면은 1번
그래프는 더 급격히 증가하니까 2번 그래프보다 좀 더 폭이 좁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2번... 도 3번은 완만
하게 이렇게 증가하니까 2번 그래프의 그릇보다 폭이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

B-2: 나도 B-3 학생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B-1 학생과 B-3 학생의 말이 맞는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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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정 전 (b) 수정 후

[그림 Ⅳ-8] B-1 학생의 [문항4]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문항3]에서 C-3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원기둥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르는데 원기둥의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단면은 모두 같기 때문에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C-3 학생이 추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C-1 학생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은 자신의 공변 추론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또, 시간이 지남에 따른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증가된다는 생각에서 증
가하는 직선 그래프를 그리는 모습은 입력의 변화에 따른 출력의 변화량이 일정함을 인식하며 추론하
는 “양적 조정” 수준의 공변 추론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a) 수정 전 (b) 수정 후

[그림 Ⅳ-9] C-3 학생의 [문항3]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상호또래교수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C-3 학생은 또래학습자로 C-1 학생의 추론을 듣고, 계속 흔들
렸다고 이야기한 뒤, 시간이 어느정도 흐르면 높이가 일정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C-3
학생은 자신의 추론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어느 순간부터는 물
의 높이가 일정해질 것이라 판단해 그래프를 [그림 Ⅳ-9]의 (a)에서 (b)와 같이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상호또래교수과정이 공변 추론 수준의 상승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추론의 수준 상승이외에 서로의
공변 추론을 설명하고 듣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른 학생의 추론에서 자신의 추론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문항3]
C-3: 우선 원, 원기둥 그릇을, 일정한 속도로 물을 따라야 되잖아. 거기서 원기둥을 원기둥의 밑면과 평행하게
어느 쪽을 자르더, 자르더라도 밑면, 밑면은 같잖아.

C-1: 밑면이 같, 밑면이 그니까...
C-3: 잘라 놓으면.
C-1: 밑면의 넓이가 같다고?
C-3: 응, 그래서 물이 차서 있는 게 같으니까, 높이도 일정하게 증가하게 된,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생각하다
가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생각한다 하고 솔직히 각도는 어느 쪽으로나, 든 든, 아니, 든 
든 든 어차피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그냥 그렸어. …(중략)…

C-3: C-1의 의견을 듣고 계속 흔들렸는데, 여기.. 원기둥의 높이가 정해..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 써 있으니까, 채우다 보면 멈출 거라 가정하고 해가지고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원기둥
의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가지고 넘쳐 흘러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된다고 썼어.

[발췌문10] C-3 학생 공변 추론(“양적 조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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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4]에서 C-3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원기둥의 부피가 

임을 알고, 높이가 일정하면 부피는

반지름에 제곱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지름이 1을 기준으로 1이하일 때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1보다 클
때는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C-1 학생이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그래프의 기울기가) 조금
씩 급해지다가 점점 갈수록 (더) 급해지는 것이라는 물음에 구체적으로 반지름이 1일 때를 기준으로
부피가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C-3 학생은 입력의 일정한 증가량을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
율(평균변화율)의 인식하는 추론과 정의역(반지름의 길이)을 구간으로 나누어 추론하는 모습에서 “평
균변화율”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10] C-3 학생의 [문항4]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그러나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 수치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 C-1 학생이 수치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아주 작을 때라고 표현하며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
다. C-3 학생이 질적 그래프 유형에 대해 자신의 공변 추론을 표현하여 전달하는 방식이 서투른 모습
을 보였지만, “평균변화율” 수준의 공변 추론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 [그림 Ⅳ-10]과
같이 [문항4]의 활동지에는 수치적인 표현이 없었지만, 추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표현에서 서
투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질적 그래프 유형의 문제 상황을 자주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
었지만, 연구 목적에서 벗어나 그 원인을 추가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문항4]

C-3: 나는..원기둥의 부피가 이 반지름이고 가 높이일 때, 

 이잖아.  잖아. 거기서 


가 정해

져 있잖아. 그니까 원기둥의 부피는 에 따라서 변동이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원기둥의 부
피는 점점 급해..증가할수록 천천히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한 이유가 1, 1이하, 반지름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 만약에 2분의..아니다. 이게 제곱을 하면 더 작아
지지. 그니까 여기선 천천히 부피가 천천히 증가하다가 여기선 1이상일때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지.

C-1: 그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도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게, 그 경사가 조금씩 조금씩 더
급해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이렇게 급해진다? 그거지. 조금씩 급해지다가, 그니까 점점 갈수록 급해진다
는 거지.

C-3: 맨 처음에는 천천히 증가하다가 1이상일 때 1미만보다 급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반지름이 증가하게 되
면 급격하게 된다. …(중략)…

C-1: 뭐? 아니 그거. 수치적인 표현 사용하지 않고 얘기해달라 했었잖아.
C-3: 반지름의 길이가 아주 작아.. 아주 작을 때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거기서 급격하게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발췌문11] C-3 학생 공변 추론(“평균변화율” 수준으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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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7]
C-3 : 이번 편에서, 일정하게 나눠 주면, 높이가 각 간격마다 커지잖아. 그렇지? 그지? 어 난 그래서 그니깐
이게 기울기도, 제일 가, 크고, 거, 각이 일정한 시간마다 그, 채워지, 높이가 커지니까 그거... 가로로 보나
세로로 보나 높이의 길이가 더 긴 그 모양은 상관없는데, 난 직육면체로 했고, 두 번째는, 일정한 시간으로
나누면, 거의, 높이가 일정하, 거 높이가 일정하잖아 거기. 그리고 이게 한 난 로 보고 정육면체 비슷
하게 그렸어. 그 다음 마지막은 일정하게 나오면 증가하는 높이가 더, 좀 작잖아. 다른 거에 비해가지고. 그
래가지고 가로나 세로가 높이보다 더 긴 직육면체가 돼. 질문 없지?

[발췌문12] C-3 학생 공변 추론 수준 상승(“평균변화율” 수준)

[문항7]에서 C-3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주어진 시간-물의 높이 그래프에서 시간을 일정한 구간으
로 나누어 물의 높이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인식을 통해 [그림 Ⅳ-11]과 같이 그릇의 모양을 밑면이
사각형인 기둥으로 표현했다. 또, [그림 Ⅳ-11]의 (b)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로 생각해 정육면체 비
슷하게 그리고 나머지 두 그래프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그릇의 모양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a) (b) (c)

[그림 Ⅳ-11] C-3 학생의 [문항7]에 대한 공변 추론 학습지

C-3 학생은 시간-물의 높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므로 [그림 Ⅳ-11]의 (b)의 그래프를 기준
으로 다른 두 종류의 그릇의 모양을 [그림 Ⅳ-11]과 같이 상대적으로 높이가 높거나 밑면이 넓은 형
태로 나타내는 추론을 보여주었고, 정의역(시간)을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추론에서 입력의 일정한
증가량을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율을 인식하는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어 “평균변화율” 수준의 공변
추론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상호또래교수과정을 관찰하던 중 학생들에게 상호또래교수과정이 주는 긍정적인 측

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관찰되어 그 부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3)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4 학생이 자신의 부족한 공변 추론을 보완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B-1 학생이 자신의 공변 추론
에 확신이 없었지만, 상호또래교수가 진행됨에 따라 확신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
면으로는 B모둠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문항2]
A-4: 하아... 내가 이게 흠... 잘 모르겠어. 그냥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거리가 늘어나는게 점점 빨라지는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네? 근데 A-3 학생이 맞는 것 같아. A-3 학생 말대로 좀 더 가파르지 않을까? 근데 내
가 좀 헷갈리는 건 어제 그래프([문항1])는 직선이었잖아. 근데 시간에 따른 속력이 어제보다는 다 낮단 말

[발췌문13] A-4 학생의 부족한 공변 추론을 보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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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문항2]에서 시간-속력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기존에 학습한 [문항1]의
직선그래프와 [문항2]의 곡선그래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기울기(평균변화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그
래프를 그리려는 모습으로 모둠내에서 가장 높은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의 공변 추론을 보였다. 그
러나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4 학생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하
는 학생이었지만, 주어진 문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공변 추론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상호또래교수를 통해 A-3 학생의 (6, 8)이후 더 가파르게 표현해야한다는 말과 A-2 학생이
[문항1]과 [문항2]가 공통으로 지나야하는 점이 있다는 추론에서 힌트를 얻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A-4 학생은 6초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문항1]과 [문항2]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
고, 처음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부족했던 추론 과정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B-1 학생은 또래교수자로서 [문항4]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면 부피가 변하다고 언급하는 부분
에서 변수(반지름)의 변화에 따라 다른 변수(부피)의 변화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 수준의 추론을 보
이고 있으며, 직선이 아닌 곡선 그래프라고 언급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상호또래교수가 진행되면서
또래학습자로서 B-3 학생이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B-2, B-4 학

이지. 그래서 기울기가 더 낮아져야 하는건지 더 커져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 그니까 6초였을 떄 속력은
똑같은데 그 안에 그 전까지 속력이 어제 속력보다 다 낮으니까 어제랑 똑같이 그리면 안 될 것 같아.

…(중략)…
A-4: 처음에는 어제 그냥 그 포물선 그래프보다 좀 낮게 그린 다음에 여기(6초를) 넘어가서 부터는 점점 빠
르잖아, 점점 빠른데부터 더 가파르게 그리고

A-3: (6, 8)부터 더 가파르게..
A-4: 그니까 여기 지점이 (6, 8)인거잖아. 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헷갈리네.
A-2: ((6, 8)을 가리키며) 이점에서 만나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점하고 이점하고
만나야 되지 않아? 똑같아야 되지 않아? 이점을 지나야 되지않아?

A-4: 잠깐만, 잠깐만. 이점이 뭐야?
A-2: (6, 8)을 지나야 되지 않아?
A-4: 높이가?
A-2: 그래프..이 기울기? 뭐라고 그러지.. (6, 8)을 지나야 된다는 거 아닌가?
A-4: 아～ 그러면 굳이 8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속력이 8이라고 높이도 8은 아니잖아. 그치? 그냥 그 6초부
터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만 하면 될 것 같아.

[문항4]
B-1: 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달라지면 부피도 변하니까 언제 변할 수 있으니까 직선 그래프가 아닌 곡선 그
래프가 나올 거 같아.

B-2: 그런데 너는 왜 곡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B-1: 왜 이렇게 생겼냐면... 어... 나는, 그, 너가 그린 그래프처럼 그렇게 생긴 그래프를 아직 배운 적이 없어
서 곡선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중략)…

B-3: 그럼 니가... 거의 이 밑면의 넓이 변화와 똑같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은 반지름이 일정하게 길
어질수록 밑면의 넓이도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직선이 맞다고 생각해.

B-4: 아 그게... 거기 반지름... 이... 반지름... 거기 그 거에 제곱을 해서, 제곱을 해서... 밑... 넓이를 구하는 거
니까 제곱을 하면 할수록 이게 수치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위로 증가하는 곡선 그래프가 나올 거 같아.

B-2: 근데 이게 반지름 길이는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의 제곱만큼이니까 그러면 그 값
이 증가하는 건 일정하지 않지 않을까?

B-4: 음...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아서 곡선 그래프가 나온 거...
B-1: 맞아. …(중략)…
B-1: 나는 아까 그렸던 그래프와 같이 그렸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그린 그래프가 반신반의했는데 친구
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내 의견도 맞는 거 같아서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곡선 그래프가 나왔어.

[발췌문14] B-1 학생이 자신의 공변 추론에 확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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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의견을 듣고 곡선 그래프가 맞다고 동의하는 모습과 자신의 처음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그래프
형태를 곡선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신의 공변 추론
에서 부족하다고 인지했던 부분을 다른 학생들(수준이 자신보다 낮은 학생일지라도)과 공변 추론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변 추론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공
변 추론과 다른 학생들의 공변 추론의 과정 및 결과를 비교하여 그 과정 및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자
신의 공변 추론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 학습에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B모둠 학생들은 [문항1]에서 B-4 학생의 수학적으로 올바른 결과가 아닌 다른 3명의 학생들의 잘못
된 결과로 상호또래교수를 마무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처음에는 B-4 학생이 다른 3명의 학생들에게
직선이 아닌 곡선 그래프가 그려져야함을 주장했지만, 다른 3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선 그래프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점점 B-4 학생도 자신이 주장한 곡선 그래프가 정답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른 3명의 학생의 지속적인 주장에 B-4 학생이 확신이 흔들리며, 직선
그래프가 옳은 추론이라 인정함으로써 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공변 추론 학습이 교사 주도적인 학습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과 차별화를
두기 위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교수 학습의 주를 이루도록 교수방법을 선정하
고자 하였다.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기존의 교사의 역할을 학생이 대신 수행하는 형태로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의 다인수 학급의 지도 부담을 덜고, 학습의 효율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상호또래교수를 교수 학습방법으로 선정하였다. 그래프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을 세분화할 수 있는 공변 추론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박종희 외(2017)의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함수적 상황을 제시하여 상호또래교수를 진행하였다. 주어진 문제 상황마다
자신의 공변 추론과 다른 학생의 공변 추론을 비교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과정을 자신의 공
변 추론에 적용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하며 수준이 높아지는 학생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공변 추론 수준의 상승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호또래교수과정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말할 수 있다.

[문항1]
B-1: 왜 계속 곡선이야..?
B-3: 어 그걸 자세히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B-4: 아 이게 시간이, 시간 증가하는 폭보다 높이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커지니까. 이게 (1, 1)하고 이게 그
래프를 보면 내가 대략 값을 한번 씩 구했는데 (1, 1) 그 다음에 (2, 6), (3, 12), (4, 24), (5, 35나 6)정도?
그 다음에 (6, 48)정도로 계속 증가해서.

B-2: 근데 옆에 그래프가 직선으로 곧게 나아가니까 이거에 관련 된 그래프니까 오른쪽 것도 직선이여야 하
지 않을까?

B-4: 음...
B-3: 그리고 보통, (3, 12)랑 (6, 48)을 해서 이렇게 점 두 개를 찍고 연결을 하면 거의 이 옆에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 직선이 나올 거 같아.

B-1: 내 생각도 동일해.
B-4: 음... 그러면 직선 그래프가 맞는 거 같아.

[발췌문15] B모둠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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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아 공
변 추론 수준의 상승이 일어난다. 학생들은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또래교수자로서
자신의 공변 추론을 설명하고, 또래학습자로서 다른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듣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
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양적 그래프 유형에 대한 상호또
래교수과정에서는 Thompson & Carlson (2017)의 공변 추론 수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
하고, 그 수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양적 그래프 유형에서는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과 “값
의 조정” 수준의 학생들이 각각 “값의 조정” 수준과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값의 전체적인 조정” 수준의 학생들은 “이 양이 증가할 때, 저 양은 감소한
다.” 와 같이 값의 전체적인 이미지만을 형성하여 추론하는 모습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추론
하는 학생들의 공변 추론을 자신의 공변 추론에 추가하여 이산적인 수집(순서쌍)을 활용한 “값의 조
정”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값의 조정” 수준의 학생들은 평균변화율(기
울기)을 활용한 추론이나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추론이 가능한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질적 그래프 유형에 대한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는 Carlson et
al. (2002)의 공변 추론 수준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고, 그 수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
다. 질적 그래프 유형에서는 “방향” 수준과 “양적 조정” 수준의 학생들이 각각 “양적 조정” 수준과
“평균변화율”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방향” 수준의 학생들은 입력의 변
화를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 방향에 대해서만 인식하거나 증가(또는 감소)하는 직선(또는 곡선) 그래
프를 구성하는 추론에서 입력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량에 대한 인식을 통해 추론하는 “양
적 조정”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양적 조정” 수준의 학생들은 정의역을
구간으로 나누어 생각하거나 입력의 일정한 증가량을 고려하면서 출력의 변화율에 대한 인식을 통해
추론하는 “평균변화율” 수준으로 그 수준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표 Ⅳ-2>의 수준
의 변화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이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
만, 학생들의 상호또래교수과정을 분석해보면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듣
고, 자신의 추론에 적용 및 보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학생
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유지하지 못해 상승했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모성
준(2013)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존재하여 대부분의 학
생들의 8차시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수준의 상승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속
적으로 학생들이 상호또래교수를 진행하여 반복적인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의 역할 수행을 통한 공
변 추론 학습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충분히 학생들의 공변 추론 수준이 상승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공변 추론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추론의 완성도를

높인다. 학생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던 부분에 대해 또래교수자로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래교수과 관련된 이경은(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이 상호또래교
수과정에서 학생들은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 역할을 교대로 수행하면서 일방적인 의사소통보다 양
방적 의사소통이 진행되며 자신의 공변 추론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자신의 추론에 확신을 갖는 긍정
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A모둠의 [문항2]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A-4 학생은 모둠내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의 학생이지만, 자신의 추론에 부족함을 느끼던 부분을 자신보다 낮은 수준의 A-2 학생
과 A-3 학생의 설명에서 힌트를 얻어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B모둠의 [문항4]의 상
호또래교수과정에서 B-1 학생은 모둠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학생으로 자신의 공변 추론에 대해 자
신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그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와 같은 언급)이 관찰되었지만, 다른 학
생들의 공변 추론 설명을 들을 때, 자신의 공변 추론과 그 과정이나 결과가 같은 경우 자신의 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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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정미진, 권성룡(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이 상호
또래교수과정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또래교수자와 또래학습자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또래교수자로서 가르치면서 배우거나 느낄 수 있는 것과 또래학습자로서 추론을 전달받으며 배우거나
느낄 수 있는 것을 모두 학습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라 말할 수 있다. 또, 김미경(2011)의 연구 결
과와 같이 교사 1인이 다인수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교사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학생
을 통해 개별교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한 교수 학습방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문제해결 결과의 피드백을 위해 최소한의 교사의 개입이나 수준 높은 또래의 중재가 필요하

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상호또래교수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안내하는 것 이외에 모든 과정에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교수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래서 상호또
래교수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개인의 의견을 모아 결과를 이끌어내는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 하지만, B모둠의 [문항1]의 상호또래교수과정에서 B-4 학생은 가장 높은 수준을 공변 추론을 통해
올바른 추론 결과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했지만, 다른 학생 3명이 자신들의 잘못된 추론의 결과가
정답일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에서 결국 B-4 학생이 자신의 추론을 수정했고, 결론적으로
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로 의견이 모으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김미경(2011)의 연구에 따르면 또래교수자가 추론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데 연구 목적이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항1]의 상
호또래교수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잘못된 결과로 의견을 모으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또래교
수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교수 학습과정인 상호또래교수과
정이 진행되는 동안이 아닌 상호또래교수과정이 마무리되어 어떤 문제해결 결과를 도출해낸 후에 교
사나 그 문제해결 결과의 정답을 알고 있는 수준 높은 또래의 중재를 통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다음 단계의 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공변 추론 수준의 이질집단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상호또래교수과정
을 통해 공변 추론 수준의 변화를 알아봤으나 모둠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변 추론을 하는 학생
의 공변 추론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공변 추론이 같은 모둠을 구성하여 상호또래교수과정을
진행하여 수준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고, 공변 추론 수준이 같은 모둠과 다른 모둠의 상호또래교수과
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대조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미분개념을 배우지 않아 “덩어리 연속 공변” 수준이나

“평균변화율” 수준 이상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덩어리 연속 공
변” 또는 “평균변화율” 수준의 공변 추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값의 조정” 또는 “양적 조정” 수준
이하의 공변 추론을 주로 하는 모습으로 보아 미분개념을 학습한 학생을 포함한 모둠을 대상으로 상
호또래교수를 통해 다른 학생들이 “부드러운 연속 공변” 수준이나 “순간변화율” 수준에 도달하는지와
“부드러운 연속 공변” 수준이나 “순간변화율” 수준의 공변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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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riational Reasoning of Ninth Graders in Reciprocal Peer
Tutoring Process

Gil, Seung Ho2)․Shin, Jaehong3)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ed eight reciprocal peer tutoring classes where each student
took either role of a tutor or a tutee to study covariational reasoning in ninth graders.
Students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teach their peers with their covariational
reasoning as tutors, and at the same time to learn covariational reasoning as tutees. A
heterogeneous group was formed so that scaffolding could be provided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 total of eight reciprocal peer tutoring worksheets were collected:
four quantitative graph type questions and four questions of the qualitative graph to the
gro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In reciprocal peer tutoring, students
who experienced a higher level of covariational reasoning than their covariational
reasoning level showed an improvement in covariational reasoning levels. In addition,
students enhanced the completeness of reasoning by modifying or supplementing their
own covariational reasoning. Minimal teacher intervention or high-level peer mediation
seems to be needed for providing feedback on problem-solv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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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공변 추론 수준 확인 활동지

[부록2] 상호또래교수 활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