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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변량 자료 지도의 중요성은 꾸준히 강조되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된 .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상관관계이다 상관관계는 내용의 중요성과 세계. 

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된 이후 개정 2007 2015 

교육과정에서 복원되었다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의 범위와 도입 방법은 . 

제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논의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과정에서 7 , 

복원된 내용 요소들을 보면 여전히 직관적으로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파

악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최근까지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관관계. 

에 관련된 개념과 추론을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학생들의 추론 수준을 확

인하는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그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수학에서 상관관

계를 배우지 않아도 비형식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 , 

들이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며 그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꾸준, 

히 논의되어왔던 상관관계와 일차함수의 연계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 

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의 특성이 무엇이며 상관관계 추론, 

전략과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등 학생들의 추론 및 이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비 

형식적 지식을 조사 분석하여,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한 상관관계의 지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에 입각. 

하여 이론적 표본추출에 따라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중학교 학년 2, 3

학생 명을 연구대상으로 설문 검사를 실시한 후 명의 학생들을 선정40 12

하여 면담을 시행하였다 실험과제의 내용은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 ‘

기 와 산점도에서 적합선 그리기 이며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비형’ ‘ ’ , 

식적인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그에 따른 이해를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비

형식적인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조사한 후 상관관계 추론전략과의 연관

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생들의 비형식적 상관관계 추론전략은 맥락적 지식  , 

사용전략 가지 분포 파악 전략 가지 패턴 파악 전략 가지 의 세 가(3 ), (3 ), (4 )

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세 전략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서

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학생들은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 

기 위해 기본적으로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을 사용하며 맥락

적 지식 사용전략은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분포 파악 전. 

략과 패턴 파악 전략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전략을 비교 분석했을 때 가8

지 상관관계 추론전략 유형을 도출하였다.

둘째 가지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분포 파 , 8 , 

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

이 높았으나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 

기도 하며 맥락적 지식은 통합 형태에 따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이때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은 학년별 차이. , 

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전략별 문항 오답유형을 분석했을 때 추후 개, , 

념의 형식화 과정에서 오개념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셋째 학생들의 비형식적 적합선 그리기 전략은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 

사례 이외의 전략을 포함하여 가지가 발견되었으며 적합선 그리기 전15 , 

략은 모델링의 정교화 수준에 따라 중심 형태에 대한 대략적 추측‘ · ’, 

부분적 자료의 조작을 통한 일반화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당화‘ ’, ‘ ’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때 의 학생들이 상관관계의 방향성에 맞게 . , 90%

직선을 그릴 수 있었다. 

넷째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 , 

과 상관관계 추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정교화 , 

수준이 높았으며 학생들은 양 음의 상관관계에 따라 전략이 변화하기도 , /

하였는데 문항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범주 변화 유형은 상향 이동, (5

가지 하향 이동 가지 같은 범주 내 이동 가지 으로 구분할 수 있었), (5 ), (9 )

다 이러한 변화는.  수학적 모델링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은 어려움 및 

대처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통계 교육에서 비결정론적 세계관 맥, 

락 의존적 성격 자료 기반적 논증을 고려한 통계적 사고의 지도에 대한 ,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와 일차함수를 연계한 도입의  

가능성과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개념 형식화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주요어 상관관계 비형식적 지식 산점도 적합선 연결성: , , , , 

학  번 : 2019-2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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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경제 교육 음식 의학 스포츠 여론조사 시청률 등 우리가 일상생활 , , , , , , 

에서 접하는 통계적 정보는 다양하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은 여러 . 

가지 분야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접하고 실생활의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

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1) 더 나아 

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미래 기술의 ,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통계 교육의 비전을 세워야  한다. 실제로 실생활 

에서 우리는 날씨와 가정에서의 전기소비량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 등과  , 

같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한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의 값을 

예측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이 상관관계이다. .

우리나라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실생활 중심의 통계적 소양  2015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계 교육과정을 재정립하여 내실화하고자 하

였다 박경미 외( , 2015). 이에 따라 중학교 학년 확률과 통계 영역에3 이 

변량 자료 지도를 위한 상관관계 가 추가‘ ’ 되었다.2) 이변량 자료를 지

도할 필요성은 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예NCTM ( , NCTM,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통계를 실생활과 1989; NCTM, 2000) 

관련짓고 적용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그 중요성과 국제적인 동향을 반영

하여 추가된 것이다 박경미 외( , 2015).

상관관계는 제 차 교육과정까지 중학교에서 다루어지다가 학습 부담  7

경감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부터 삭제되었는데 개정 교육과정2007 , 2015 

에 상관관계가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 만큼 그간의 우리나라에서 상관관

계와 관련된 논점들을 고려하여 통계 교육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간 . 

국내에서의 상관관계와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보면 크게 연계성을 고려한 

1)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 해석하여 미래를 예측하 2015 , , 

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민중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것이 통계 교육의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 2015).
2) 성취기준으로  “ 수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9 05-08] ,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 , 2015).



내용조직 및 도입 시기 예 이경화 이영하 최지영 최지영( , , 2004; , , 2005; , 

김화경 외 와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 이해 노아라 유연주2004; , 2016) ( , , 

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2013) . 

제 차 교육과정 당시 이경화 는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상관관계가  7 (2004)

어떠한 교수학적 변환을 거쳐 가르칠 지식으로서 교과서에 제시되는지 

비교한 결과 학교 수학에서 상관관계가 연계되지 않은 고립된 지식으로 ,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상관계수와 특이점의 교수학적 변환과, 

정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고 상관도가 아니라 산점도에 나타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이영하 최지영 은 당시 나 단계에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 (2005) 9-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한 상관관계 지도방안으로 자료를 분

석할 때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

료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일차함수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 

상관관계를 일차함수와 연계하여 고려할 때 최지영 는 일차함수와 , (2004)

상관관계의 도입 시기가 년의 격차가 생기기 떄문에 당시 나 단계의 1 9-

통계를 나 단계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상관관계의 8- . 

개념을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직선의 근방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

하여 정의한다면 상관관계의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가 삭제된 이후에 이영하. 2007 , 

김소현 은 중 과정의 상관관계 내용 변화가 삭제보다는 개선이 더 (2012) 3 

나았을 것이며 상관관계의 재도입을 고려했을 때 회귀 문제로 확장하여 

직관적으로 적합선을 그리게 하는 활동 또는 테크놀로지 기기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노아라 유연주 는 제 차 교육과정에서 산점도 분할표. , (2013) 7 , 

에 관한 초보적인 수준의 지식만을 학습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관

관계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이해도가 그리 높지 , 

않은 수준이며 여러 가지 오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논점에서 새롭게 복원된 상관관 



계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제 차 교육, 2015 7

과정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며 회귀직선이나 이상치를 도입하지 않은 

채 비형식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등 제 차 교육과정 당시 연구에7

서 지적된 상관관계 교육의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김화경 외( , 

이성민 이에 선행연구의 논점을 재조명하여 상관관계를 다2016; , 2020). 

루는 개념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 학생

들이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즉 상관관계의, 비형식적 지식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변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서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인 만큼 심리학 수학교육 통계교육 과학교육 , , ,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존재한다 예( , Inhelder & Piaget, 1958; 

통계가 수학과는 달리 Carlson et al., 2002; Zieffler & Garfield, 2009). 

비결정론적 맥락 의존적 자료 기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생, , 

활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비형식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데 이때, 

비형식적 지식은 형식적인 학습이 이뤄지기 전에 실생활 경험으로부터 

학생이 자연스럽게 획득한 지식 또는 사전지식 그리고 스스로 발명한 지

식도 포함한다(백선수 김원경, , 2005).

상관관계에 대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는 이론에 근 RME

거하여 상관관계 개념 지도 관점을 분석하고 적용한 연구 조동민( , 2007),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관관계 개념의 이해도를 조사한 연구 노아라( ,

유연주 제 차 교육과정의 산점도와 상관관계 단원을 중심으로 통, 2013), 7

그라미를 활용한 수업에서 중학교 학년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 수준 연3

구 오인석 중학교 학년 고등학교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기울기( , 2019), 2 , 2

에 대한 학습량에 따른 적합선 개념 연구 이문경 등이 ( , 2020) 있다 학생. 

들의 비형식적 지식은 학교 수학에서 습득한 지식의 형식화를 위해 교

수 학습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

의 정의를 모르는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 적합선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있을 . , 



뿐 그간 교수 학습에서 상관관계와 함수 단원의 수학적 연결성 구현에 ·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상관관계와 적합선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개념이 ‘

다른 개념의 획득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또는 한 절차가 다른 절차’ ‘

의 획득에 어떤 영향’3)을 주는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한편 상관관계를 교육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학습하기 전에 학생들이 이 , 

미 일상생활 및 경험 기초적인 그래프 교육 등에 의해 비형식적으로 지, 

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예 문은혜 이광( , , 

호 문은혜 이광호, 2018; Swatton, 1994; Moritz, 2004; Casey, 2015). , 

은 우리나라 초등학생 학년을 대상으로 가상적 자료생성과정을 (2018) 5, 6

통해 공변동적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학년 학생의 학, 5 39.1%, 6

년 학생의 가 비형식적으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표현51.1%

할 수 있음을 밝혔다. 공변동 은 이변량 자료 사이의 연관성 에 관한 것으 

로 공변동적 사고는 두 변량  간의 관계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

이 있다(Moritz, 2004; Zieffler & Garfield, 2009). 하지만 학생들이 산점 

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많은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과

이다 예 노아라 유연주( , , , 2013; Moritz, 2004; Liu et al., 2009; Batanero 

이에 대해 는 점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et al, 1996). Moritz(2004)

것 이변량 자료에 주목하는 것 사전신념을 잠시 보류하고 자료에 기초, , 

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점도 그래프를 언어적으로 . 

해석하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공변동적 추론 수준을 제시한 

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자료더라도 질문 형태에 따라 학생Swatton(1994)

들의 반응이 달라지며 학년 학생들이 이변량 자료를 보고 패턴의 변화, 6

를 비교적 잘 인지하였으나 그 이유를 진술하는데 적합한 방향성을 파, 

악하여 이변량의 관계성을 묘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3) 김진호 는 수학에서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사이의 결합에 관한 관점으로  (2002)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을 때 형식적 지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며 ,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획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는 한 절차가 다른 절차의 “ ” “

획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같은 성질 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역이 등한시되” 

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있다 이는 단순히 그래프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도 그 전략 및 방법에 . 

따라 개념을 형식화할 때 학생들이 겪을 어려움이 각기 다른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산점도의 언어적 해석을 공변. 

동적 추론 수준으로 구분하기 전에 학생들이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어

떤 전략을 이용하여 비형식적으로 추론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변동적 추론은 함수와 연계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 

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데 이는 회귀분석과 연결된

다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상당수의 국가들이 두 종. , , , , , 

류의 측정 자료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자료의 상관관계를 잘 표현

하는 적절한 함수 즉 적합선 을 찾는 일련의 학습 과정, (line of best fit)

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기술하고 해결하도록 교육과정이 구

성되어 있다 김화경 외( , 2016) 특히 학생들의 비형식적 적합선 추론 방. 

식을 연구한 에 이어 의 연구에 따르면 Casey(2015) Casey & Nagle(2016)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 적합선 추론에 영향을 준다 또한 . Groth et 

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적합선을 이해하고 활al.(2018)

용하는 인지과정에서 직선은 자료추정의 도구로서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

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 

은 산점도로 자료를 표현함과 관련이 있다 이는 적합선 추론이 기울기 . 

개념 이외에도 산점도에서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즉 상관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종합해보면 상관관계 내용의 중요성과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 내용이 중학교 학년에 추가된 만큼 학생들3

이 상관관계에 대해 어떠한 비형식적 지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토, 

대로 상관관계 개념을 어디까지 다루어야 할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산점도를 보고 상 

관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적합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조사 분석하고 , ·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전략 수준에 따라 상관관계의 이해도가 어떠하며 

적합선을 그리는 전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비형식적 지식과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한 상관관계의 지도 방향에 대 

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 는 통계 교육에서 비결정론적 세계관, 

맥락 의존적 성격 자료 기반적 논증을 고려한 통계적 사고의 지도에 대,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관관계 개념 형식화와 학습위계에 , 

대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 

를 설정하였다.

1.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산점도를 보고 두 변량 사이의 관

계를 추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2.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전략에 따라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차

이가 있는가?

3. 학생들은 산점도에서 비형식적으로 적합선을 그리기 위해 어떤 전략

을 사용하며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전략에 따라 적합선을 그리는 전략

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론적 배경. Ⅱ

산점도와 적합선1. 

 

상관관계 (correlation)는 두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의미한다(Howell, 2004).

좁은 의미에서는 두 변량에 대하여 한 변량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른 변

량의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량의 선형 관계를 의미한다, 

강금식 정우석( , , 2013) 두 변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파악한 후 더 나. 

아가 변화하는 두 변량 사이의 다양한 정보를 상관분석(correlation 

과 회귀분석 으로 얻을 수 있다 상관분석이analysis) (regression analysis) . 

란 두 변량 사이의 선형 관계의 강도(strengt 와 방향 을 요약h) (direction)

하는 수치를 구하는 기법이며 회귀분석이란 , 상관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적 분석법으로 한 변량의 값으로 다른 변량의 값을 예측해야 

할 경우, 두 변량 사이의 함수적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회귀식

을 구하고 값을 예측하는 모델을 산출하는 기법이다(regression equation)

강금식 정우석( , , 2013). 

 상관관계는 주로 상관계수를 구하여 선형적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도입되는데 학교 수학에서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계를 비형식적으로 다루

는 것은 자연스러운 교수학적 변환이라 할 수 있다 이경화 또한 ( , 2004). 

상관관계는 모델링 관점에서 회귀분석과 함께 다룰 수 있는데 미국 영 , 

국 호주 싱가포르 중국 대만 교육과정에서는 회귀직선을 상관관계 관, , , , 

련 내용 요소로서 다루기도 한다 김화경 외 우리나라에서도 상관( , 2016). 

관계를 함수 영역과 연계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되어 왔는데

예 김미경( , , 2003; 이영하 최지영 이효선· , 2005; , 2012 이와 관련된 내) 

용 요소가 바로 적합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에 대한 비

형식적 지식을 연구하기 위해 산점도와 적합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가 산점도와 상관계수  . 

산점도 는 두 변량의 측정값을 순서쌍으로 하여 좌표평면 위 (scatterplot)

의 점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산점도를 보면 두 변량 사이의 대체적인 관. 

계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 아니면 그 밖의 패턴이 있는지 두 변, 

량 사이의 관련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량 간

의 관련성 및 예측을 위한 분석을 할 만한 자료인지를 미리 판단할 때 

사용한다.

이때  한 변량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량의 값도 대체로 증가하

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량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며, , 

반대로 한 변량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변량의 값이 대체로 감소하

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두 변량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 

한편 양의 상관관계도 없고 음의 상관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두 변량 사

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또한 . 산점도에 찍힌 점들이 어떤 직선을 

중심으로 흩어진 정도에 따라 상관관계의 강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산점도의 점들이 한 직선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양 또는 , (

음 의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변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의 ) . 

강도를 산점도에서 시각적 판단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이 강도를 나. 

타내 주는 척도가 바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이다) . 

상관관계의 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값으로서 상관계수는 일반적으 

로 피어슨 이 개발한 피어슨 상관계수를 가리킨(Pearson, K., 1857~1936)

다 피어슨 상관계수. ( 는 변량 ) , 의 순서쌍이  ,  , ..., 

 일 때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의된다, .




 



 


 



 



 



 
 



 



식을 살펴보면 상관계수는 두 변량의 공분산 을 각 변량의  (covariance)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이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공분산은 이변량 자료에서 두 확률변수의 관계 . , 

정도 및 방향을 측정하는 연관성의 척도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한

다.

 공분산


 



 
 



공분산의 값이 양수이면 두 변량이 같은 방향으로 음수이면 반대 방향 , 

으로 평균으로부터 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만일 두 변량이 독립적이어. 

서 선형 관계가 아니면 공분산의 값은 이 된다 공분산은 두 변량이 선. 

형으로 움직이는지 관계가 양 인지 음 인지 방향을 밝혀줄 뿐이며 , (+) (-)

선형 관계의 강도를 알려주진 않는다 또한 공분산은 단위에 영향을 받. 

지만 상관계수( 는 단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 과 사이의 값을 갖게 

되며, 이 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하고1 , 이 에 가

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한다. 이 에 가까우면 상관관계가 0

없다고 판정한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량이 연속변수일 때 사용되며 두 변량이 이분 

된 질적변수일 때는 파이 계수 두 변량이 서열척도에 의(phi coefficient), 

한 비연속변수일 때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Spearman rank order 

한 변량은 연속변수이고 다른 변량이 이분 변수일 때는 양correlation), 

류 상관계수 등 변량의 척도에 따라 구하는 상(point-biserial correlation) 

관계수가 달라진다 그림 은 산점도에 따른 피어슨 상관계수를 나. [ -1]Ⅱ

타낸 것이다.



그림 산점도에 따른 상관계수 비상교육 지도서 [ -1] ( , Ⅱ

p.267)

  

  나 회귀직선과 적합선. 

두 변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두 변량 사 

이의 선형 관계를 수학적 함수 모델로 설정하는 것이 선형 회귀분석 

(linear regression analysis)이다 이때 선형 회귀분석. 에 쓰인 선형함수 모 

델을 회귀직선 이라 한다(regression line) .4)

상관계수가   또는 (  이 아니라면 산점도에 나타난 점을 모두 연결) 하

여 직선을 그릴 수 없다 따라서 산점도에 나타난 점들을 대표하는 회귀. 

직선에 대하여 값에 따라 회귀직선으로 추정된 값과 실측 자료값 사이

의 차이가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직선을 회귀직선으로 선택하려면 그 ,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 이때, 대표적으로 선형함수 모델과 실측 자료 

사이의 차이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최소제곱법 이 (least square method)

쓰인다. 

만약 모집단의 자료가 준비된다면 그로부터  회귀직선을 구할 수 있겠

지만 대체로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게 된다 모집단 회귀직선을 추 . 

4) 두 변량  사이의 관계가 직선 외의 다른 것 즉 곡선 , 에 의해 가장 잘  나타날때 비선형

적 관계(curvilinear relationship)라고 하는데 비선형적인 사례의 경우 또한, 하나 또는 두  

변인 모두의 분포에서 극단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직선으로 매우 우수한 근사

치를 얻을 수 있다(Howell, 2004).



정하기 위해 표본자료에 가장 잘 맞는 표본회귀직선(sample regression 

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회귀직선 이line) (estimated regression line)

라고도 부른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이때  는 가 일 때의 기대되는 의 값이고 회귀직선의 기울기 , 은 

가 변할 때 가 변하는 정도이다 또한 두 변수 . 와 의 상관계수 을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는 각각 와 의 표준편차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회귀직선의 기울기  은 상관계수와 관련이 있지

만 기울기 값이 크다고 상관관계가 강한 것은 아니다 즉 상관관계가 , . , 

강하거나 약한 정도는 회귀직선의 기울기의 크기와는 관련이 없다.

상관관계가 두 변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자연스 

럽게 회귀직선과 연결되지만 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회귀직선을 구하는 

것은 학교 수학에서 상관계수를 도입하지 않은 채 산점도를 통해 상관관

계를 파악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복잡한 계산과 내용이 학생들, 

에게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비형식적으로 최적합선. , (line of 

을 추정하는 과정은 상관관계와 관련된 회귀직선 및 회귀분석의 best fit)

기초학습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적합선 은 산점(line of fit or trend line)

도에 제시된 자료의 경향을 나타낸 직선이며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회귀, 

직선은 최적합선을 추정하는 방법 중 한 알고리즘으로 구한 직선인 것이

다.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는 것은 추후 최소제곱적합선 



과 같은 형식적인 회귀직선을 배우는 데에 발판이 되(least squares line)

기 때문에 중요하다(Casey, 2015). 교육과정에서도 년 이상 동안 NCTM 20

예 적합선에 대한 내용이 ( , NCTM 1989, NCTM 2000) 포함되어 있 기도 

하다.

최소제곱법의 대안으로 적합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 

은 최소절대편차법Hung(1997) (least absolute deviation, LAD)5)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계산 없이 손쉽게 그릴 수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 

자료의 수가 적을수록 정답률이 높지만 많은 학생들이 , 이를 그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은 회귀직선을 도입하기 전 미적분학에 대한 지식이 없 Edwards(2005)

고 대수에 대한 지식도 미약한 학생들도 조합이나 펜과 종이 간단한 , , , 

계산기 사용만으로 회귀 절차를 배울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하였다 바. 

로 중앙값 기울기 알고리즘 을 이용한 적합선 그- (median-slope algorithm)

리기이다. 이때 알고리즘을 통해 얻는 적합선의 식은 다음과 같다 , .

 

여기서  개의 점 중 두 점을 지나는 가능한 모든 조합 개의 직선들

의 기울기 중앙값이 ,  절편 중앙값이 이다. 

은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의 예시로 적합선을 구하는 방법 Edwards(2005)

을 설명하고 있다 점 .  ,  ,  ,  ,  이 

찍힌 산점도에서 적합선을 구하기 위해 먼저  개의 직선들의 기울

기와 절편을 구한다. 그림[ -2]Ⅱ 는 기울기와 절편의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 개의 직선들을 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10 .

값에 따라 회귀직선으로 추정된 값( 과 실측 자료 값) ( 사이의 차이) 






 
의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다(Hung, 1997).



그림 중앙값 기울기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합선 그리기 과정[ -2] - (Ⅱ Edwards, 

2005, pp. 416-417) 

 

이렇게 구한 개의 기울기 값의 중앙값과  10 절편의 값의 중앙값을 구

한 후 중앙값 기울기 선을 계산하면 된다, - .

은 최소제곱 회귀직선의 기울기가  Lipovetsky & Conklin(2001) 개의 점 

중 두 점을 지나는 가능한 모든 조합 개의 직선들의 기울기의 가중평

균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때 가중치는 각 점이 평균으로부터 .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두 점 사이의 제곱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상관관계에 관한 추론 및 이해2. 

그동안 심리학 과학교육 수학교육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관관 , , , 

계와 관련된 개념 추론 및 이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남주현 , 

이영하 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고찰했을 때 상(2005) , 

관관계를 조건부 분포의 변화 관계 로서 확률적 상관과 대략적인 ‘ ’ ‘

일차함수의 관계 로서 함수적 상관으로 구분 지었다 이 절에서는 상관’ . 

관계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을 논하기 위해 상관관계에 관한 추론 및 이

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상관관계에 관한 추론과 발달  . 

상관관계 개념의 발달에 관련된 연구는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처 

음 시작되었는데 심리학자인 의 연구에 따르면 , Inhelder & Piaget(1958)

상관관계 개념은 확률개념과 관련 있으며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비례 확률 조합에 대한 이해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 (Batanero et 

al., 1996 따라서 은 상관관계 개념의 발달). Inhelder & Piaget(1958) 을 형 

식적 조작기(stage Ⅲ6) 에서 확률개념에 관한 발달의 가장 마지막 단계)

로 보아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학생들 ( -A, -B)Ⅲ Ⅲ 의 상관관계 개념

에 대해 연구하였다 . 

blue eye() brown eyes( )

blond hair() (∙) ( ∙)

brown hair( ) (∙ ) ( ∙ )

표 눈과 머리카락 색에 대한 분할표[ -1] Ⅱ

6) 는 보존 분포의 법칙도 없는 단계 산만한 확률적 반 Inhelder & Piaget(1958) , (stage ), Ⅰ

응과 분포의 영역 결정 단계 가능성 오차 변동을 기반으로 하는 법칙의 분포와 (stage ), Ⅱ

결정에 관한 설명 단계 로 나누었다(stage )Ⅲ 남주현 이영하( , , 2005).



그들은   표 과 같은 [ -1]Ⅱ 분할표에서 2×2 , , , 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눈과 머리카락 색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

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상관계수, ( 를 수치로 나)

타냈을 때 가장 형식화된 수준으로 보았다.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 말하는 상관계수는  , Inhelder & Piaget(1958)

비례 조합 확률과도 관련된 것으로 각 조합에 근거하여 , , 와 , 와 을 

각각 결합하여 와 을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개의 개체를 구성

하여 그 차 까지 고려한 후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대각선 관점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후에도 진행되. 

었는데 예 상관관계를 ( , Allan & Jenkins, 1983, Shaklee & Tucker, 1980), 

위와 같이 대각선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하였다 남주현 이영하 예를 들어( , , 2005). , 표 에서 [ -1]Ⅱ  ,   , 

  ,  일 경우 


와 


의 값이 


, 


로 서로 같게 된다. 

즉 눈의 색깔이 파란색이거나 갈색이거나 관계없이 금발이 확률은 항상 , 




인 것이다 눈의 색깔과 머리카락 색깔은 서로 독립사건이며 이는 상. 

관관계 없음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가 말하는 , Inhelder & Piaget(1958)

상관계수를 구하면 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에 는 . Jenkins & Ward(1965)

대안책으로 상관계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분할표에서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에 관 

심을 두고 있다. 는 심리학에서 연구된 상관관계P rez Echevarr a(1990)é í



에 대한 추론과 그 발달 수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Batanero et al., 

1996).

Level 1 분할표에서 하나의 부분 대체로 (  에만 집중함) .

Level 2 분할표에서 와  또는  와 를 비교함.

Level 3 분할표에서 와  그리고  와 를 비교함.

Level 4 
분할표에서 ,,, 모두 고려하지만  

가산적인 비교 를 함(additive comparisons) .

Level 5
분할표에서 ,,, 모두 고려하며 

승법적 비교 를 함(multiplicative comparisons) .

표 심리학에서 연구된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과 그 발달 [ -2] Ⅱ

수준 재인용(P rez Echevarr a, 1990; Batanero et al., 1996 )é í

남주현 이영하 는 의 실험에서 처음 연구 , (2005) Inhelder & Piaget(1958)

된 상관관계 개념을 통계학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Inhelder & Piaget

의 상관은 상관의 일부인 확률적 상관에 국한되어 있음을 밝혔다 예를 . 

들어 의 실험에서 나타난 살의 은 상관계, Inhelder & Piaget(1958) 14 Vec

수를 구하고자  


, 


를 계산하여 비교해보고, 


, 


를 계

산해서 비교하는 추론 과정을 보인다 이에 대해 남주현 이영하 는 . , (2005)

의 추론 과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건부 확률분포의 개념으로 연Vec , 

결되는 추론이라고 한다 즉 의 상관관계 개념은 비례. , Inhelder & Piaget , 

확률 조합에 국한되어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 개념은 조건부 확, (

률 분포로써 분포에 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할표 ) .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부 확률 분포의 개념을 반영하여 상관관계를 분( )

포개념이나 분포에 관한 추론의 일부로써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 

그들은 통계 또는 수학교육학에서 많은 연구들이 발달 단계와 관련하여 

심리학적 의견을 따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되고 있지만 분포의 비교를 통한 기초적인 상관관계의 도입 시기를 중, 

학교 학년보다 더 앞당겨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3 .

상관관계에서 분포에 관한 이해의 중요성은 몇몇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예 과 ( , Cobb et al., 2003; Gravemeijer, 2000). Cobb et al.(2003)

은 이변량 자료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지식으로서 분포Gravemeijer(2000)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하였다. 는 학생들이 단일변Cobb et al.(2003)

량 분포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림 와 같이 [ -3]Ⅱ 산

점도를 개의 셀로 나누어 각 셀에서 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등 서로 다4

른 셀 에서 분포비교를 해봄으로써 이변량 자료를 잘 해석(vertical slices)

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림 산점도에서 미니툴을 이용한 분포비교의 예[ -3] (Ⅱ Cobb et al., 2003, 

p.59) 

  

 

는 학생들이 자료를 탐색하면서 분포에 대한 이해를  Cobb et al.(2003)

발달시키기 위해 미니툴 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학생들(Minitool)

의 학습경로를 관찰한 결과 학생들은 이변량 분포의 서로 다른 셀들 안, 

에서 분포를 비교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했을 때 학생들이 산점도에, 

서 전체적인 자료의 경향과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이영하 김소현 은 상관관계의 용어가 여러 분야에서 다르게 쓰인 , (2012)

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용어를 구분하였는데, Inhelder & Piaget(1958)

가 생각한 상관관계는 조건부 분포의 변화 관계 를 뜻하는 반면 우“ ” , 



리나라나 외국 교과서에서의 상관관계 내용은 대략적인 일(correlation) “

차함수의 관계 를 뜻하는 함수적 상관을 의미한다 이때 두 변수 사이” . , 

에서 선형 관계의 방향 파악은 공변동(covariation)7)과 관련이 있다 그동. 

안 다양한 분야에서 상관관계와 관련된 추론으로서 공변동적 추론

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covaritional reasoning) . Zieffler & 

에 의하면 공변동적 추론은 선형함수와 같은 수학적 형식Garfield(2009) , 

산점도를 통한 통계적 형식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시험성적이 , ‘

잘 나온다 와 같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예측을 언어’

로 나타내는 질적인 형식으로 표현된다.

앞서 살펴본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분할표에서 상관관계를 분석 

하고 어떤 현상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와 원인이 무엇인가

에 관심을 둔다 의 연구 이후 사람들이 일상생활. Inhelder & Piaget(1958)

에서 겪은 경험 고정관념으로 상관관계를 추론하기도 하여 수학적인 방, 

법으로만 추론하지 않음을 보여준 연구들이 존재한다 예( , Jennings et al., 

1982; Crocker, 1981; Batanero et al., 1996). 

통계교육에서는 주로 공변동에 대한 추론 수준과 학생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 , Batanero et al., 1996; Zieffler & 

는 통계적 공변동에 대한 추론Garfield, 2009; Moritz, 2004). Moritz(2004)

은 언어로 표현된 공변동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가상적인 자료생성 산점, 

도를 언어로 진술하거나 주어진 진술을 평가하는 언어적 그래프 해석, 

어떤 값을 읽거나 내삽하는 수치적 그래프 해석의 세 가지 능력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고 보며 각 능력에서 공변동에 대한 추론 수준을 수준0 -

비통계적 수준 단일측면 고려 수준 부적절한 공변동 수준 적절한 , 1 - , 2 - , 3 -

공변동으로 제시하였다. 

과학교육에서도 언어적 그래프 해석에서 공변동에 대한 추론 수준을  

연구한 결과가 존재하는데 은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 Swatton(1994) 6

점도 직선 그래프를 보여주고 두 변량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 

공변동은 두 변량이 어떻게 함께 변화하는지 방향성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공

분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



물어보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언급한 변량의 개수에 따라 반응을 구분

한 결과 특정 변량에 집중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논리적 사고 중 하나. 

인 상관논리8)가 과학이나 사회 영역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

듯이 우리나라 과학교육 분야에서도 상관 논리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

이 존재한다 예 임청환 정진우 박종윤 외( , , , 1991; , 2002).

수학교육에서의 연구는 대수나 미적분에서 흔히 쓰이는 함수개념 또는  

이변량 자료의 추론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 , Carlson et al., 2002; 

이변량 자료의 추론이 미분이나 변화율을 이해하는 Nemirovsky, 1996),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해석이 미흡

하다는 결과이다 중학교에서 함수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에서 한 양이 . 

변함에 따라 다른 양이 하나씩 정해지는 두 양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

하여 도입한다 함수의 도입내용과 상관관계는 실생활의 다양한 변화 현. 

상 속에서 두 변량의 변화 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는 함수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써 공변과  Confrey & Smith(1994)

대응을 구분하였는데 학생들에게는 공변적 접근 방식이 더 쉽고 직관적, 

임을 발견하였다 이때 공변은 . , 의 값이 에서 로 움직일 때, 

의 값이 에서 로 조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Confrey & Smith, 

공변동에 대한 추론은 종종 이변량 자료의 대응이나 변량 사이의 1994). 

변이에 초점을 맞추며 어느 한 측면을 토대로 다른 한 측면을 다룬다, 

학생들은 함수적 관계를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재귀적 패(Moritz, 2004). 

턴 공변적 관계 대응 관계(recursive patterns), (co-variation relationships), 

의 세 가지 유형을 종종 사용하는데 함수를 (correspondence relationship) ,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귀적 패턴을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공변적 관

계 대응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onfrey & Smith, 1991; Blanton et 

여기서 재귀적 패턴은 단일 수열 값의 변이를 파악하는 것으al., 2011). 

로 단일 변수의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공변적 관계는 두 변량이 서. 

8) 상관논리는 상관과 관련된 사고로서 논리적 사고력을 구성하는 논리 중 하나이다. 논 

리적 사고력에는 보존 변인,  통제 확률 비례 조합 상관 논리가 있다 김영신 박현철, , , , ( , , 

상관논리는2009).  비례 조합 확률논리를 바탕으로 하며 초기 형식적 조작기에도 형성, , , 

되기 어려운 상위 사고 능력이다(Inhelder & Piaget, 1958).



로 어떻게 관련되어 변화하는지 파악한다 대응 관계는 재귀적 패턴과 . 

공변적 관계를 넘어서서 두 양 사이의 일반화된 상관관계를 함수 규칙으

로 확인하는 것이다 은 양적 추론을 기반으로 . Thompson & Carlson(2017)

공변동적 추론에 대한 수준을 선행 이론을 통합하여 표 과 같이 공[ -3]Ⅱ

변동적 추론을 여섯 가지 수준으로 설명하였다.

수준 설명
부드러운 연속 공변

(smooth continuous 

covariation)

한 변수 값에서의 증가나 감소 이후 내용에서 변화 와 다른 ( , )

변수 값에서의 변화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 

든 변수는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덩어리 연속 공변

(chunky continuous 

covariation)

한 변수 값에서의 변화와 다른 변수 값에서의 변화를 동시

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변수는 덩어리 연속 변. 

화 로 변한다고 생각한다(chunky continuous variation) .
값의 조정

(coordination of

 value)

한 변수의 값( 과 다른 변수의 값) ( 의 순서쌍) ( 들의 이)

산적인 수집을 만드는 것에 관한 예상과 조정이다.

값의 전체적인 조정

(gross coordination of 

values)

이 양은 증가하는 반면에 저 양은 감소한다 와 같이 함“ , .”

께 변하는 양의 값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개. 

별적인 값들이 함께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대신에 . 

두 양의 값에서 전체적인 변화 사이에 곱셈적이지 않은 연

결을 상상한다.
값의 조정 전

(pre-coordination of 

value)

두 변수는 함께 변하지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 

각한다 곱셈적인 대상으로 값의 순서쌍을 만드는 것을 생각. 

하지 않는다.
조정없음

(no coordination)

함께 변하는 변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다 값의 조. 

정을 하지 않고 두 변수 중 한 변수 변화에 초점을 둔다, .

표 공변동적 추론에 대한 수준[ -3] (Ⅱ Thompson & Carlson, 2017, p.441)

 

  나 상관관계와 적합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 

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 수준 오개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 

왔다 예( , Mevarech & Kramarsky, 1997; Liu et al., 2009; Moritz, 2004). 

은 상관관계를 이미 학습한 대만의 고등학생 명 Liu et al.(2009) 25



살 을 대상으로 산점도(grade-12, 18 ) 를 보고 판단하는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연구하였는데 가지의 오개념과 그 원인을 표 와 같이 제시7 [ -4]Ⅱ

하였다. 

명칭 오개념
학생수

(%)

오개념의 원인

언어
일상
경험

사전
지식

학습
자료

M1
상관계수가 인 산점도는 1(-1)

기울기가 인 직선으로 표현된다1(-1) .
17

(68%)
*

M2 상관계수가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
15

(60%)
* *

M3
상관계수가 이면 두 사건은 0

독립이다.

15

(60%)
* *

M4
상관계수가 일 때만 선형적 1(-1)

관계로 나타난다.
10

(40%)
*

M5 양의 상관이 음의 상관보다 강하다.
10

(40%)
*

M6
절댓값이 큰 음의 상관은 약한 

상관이다.

5

(20%)
*

M7 상관이 인과관계라고 생각한다.
5

(20%)
* * *

표 상관관계에 대한 오개념과 그 원인[ -4] (Liu et al. 2009, p.801Ⅱ

은 상관계수가 또는 인 산 M1 1 1(perfect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점도는 기울기가 또는 인 직선으로 그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1 1 . –

를 들어 그림 의 그래프 은 상관계수가 또는 인 산점도로 [ -4] < 1> 1 1Ⅱ –

생각하고 그래프 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과< 2> . 

서에서 상관계수가 또는 인 산점도를 대부분 기울기가 또는 로1( 1) 1( 1)– –

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임을 학생들의 인터뷰 결과에서 알 수 있다. 

그래프 < 1> 그래프 < 2>
       

그림 오개념의 예[ -4] M1 (Liu et al. 2009, p.801)Ⅱ



는 상관계수가 기울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M2 . 

의 원인과 비슷하게 교과서 학습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으며 그림M1 , [ Ⅱ

의 그래프 과 같은 예시에서 기울기와 상관계수가 똑같이 이기 -4] < 1> 1

때문에 산점도에서 기울기와 상관계수 사이에 관련이 있고 서로 같다는 , 

추론을 한다는 것이다.

는 상관계수가  M3 0(zero correlation)이면 두 사건이 아무런 영향을 주

지 않는다고 즉 독립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9) 그 이유로는 언어적  

표현으로 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0’ ‘ ’

고 몇몇의 교과서에서는 상관계수가 이라는 것을 두 변수 사이에 아무0

런 관련이 없다고만 설명하고 상관관계가 특별히 선형적인 관계를 의미

한다는 것과 두 변수 사이에서 곡선적 관계와 같이 다른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는 상관계수가 또는 일 경우에만 선형적 관계로 나타난다고 생 M4 1( 1)–

각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교과서에서 상관계수가 또는 일 경우에만 . 1( 1)–

직선으로 표현되며 몇몇 교과서에서는 선형적 관계라는 것이 산점도에, 

서 직선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설명한다.

는 양의 상관을 음의 상관보다 강한 상관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 M5 . 

것은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라는 사전지식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 ’ . 

이러한 오개념이 있는 학생은 상관계수가 와  인 것 중  인 관

계가 당연히 더 강한 상관관계라고 생각한다.

는 절댓값이 큰 음의 상관관계는 약한 상관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M6

다 이것 또한 . ≺이기 때문에 수치적 비교에 의해 생긴 오개념

이라 할 수 있다.

은 상관을 인과성과 관련짓는 것인데 M7 , 축을 원인, 축을 결과라고 

생각하여 상관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잘못 해석할 수 있고 언, 

어적 측면에서 상관을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경험을 통해 ,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상관이 있.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상관계수는 이 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0 . 



는 지를 자신의 일상 생활적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

으며 자료에 근거한 판단과 경험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간에 인지적 충

돌을 일으킨다(Jennings et al., 1982 Batanero et al., 1996; Moritz, 2004)

는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외에 산점도를 이용한 상관관계 연구에서 산점도의 측정 단위 때문 

에 피험자들이 상관관계를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정하는 연구 결과가 존

재한다 측정 단위가 (Cleveland et al, 1982; Stranhan & Hansen, 1978). 

달라짐에 따라 분포된 자료들이 더 멀리 떨어져 보이거나 가까이 밀집되

어 있거나 기울기가 다르게 보이는 등 시간적 표현 변이가 이루어진다. 

또한 일부만 조사된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집단에까지 일반화하는 상관 

추론의 일반화의 문제와 오류의 가능성을 무시한 채 몇 가지 상관관계 

결과로 추이적으로 묶는 오류가 존재한다 김소현( , 2012).

우리나라에서도 제 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학년 때 상관관계를 배운  7 3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개념 이해에 대한 조사연구 노아라( , 

유연주 가 존재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산점도 상에 드, 2013) . 

러난 상관관계의 강도를 판단하는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회귀. 

직선을 기준으로 점들이 직선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판단하기보다 점들의 

밀집도나 회귀직선의 기울기 등과 상관관계의 강도를 혼동한다 이에 노. 

아라 유연주 는 두 변량 사이의 선형적 관계성의 의미가 제대로 지, (2013)

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상관관계의 강도와 관련. , 

된 서술이 실생활 맥락에서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경우 학생들은 그 의미

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료의 분포적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선행연구 예 ( , Batanero et al, 1996; 

Zieffler & Garfield, 2009; Cleveland et al, 1982; Stranhan & Hansen, 

결과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1987, Jennings et al., 1982; Liu et al., 2009) 

과 같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 공변동적 판단에 큰 영향 - 
을 미친다.



상관관계가 없는 두 사건을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 .

양의 상관관계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 .

샹관관계가 양수인 것이 음수인 것보다 강한 상관이라고 믿는다 - .

상관계수와 적합선의 기울기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

음의 상관관계일 때 양의 상관관계보다 공변동에 관한 사고에 어려움을 겪는 - 
다.

자료나 그래프 상의 두 변수의 관계를 실제보다 덜 상관이 있다고 파악하는  - 
경향이 있다.

공변동적 사고를 근거로 인과관계를 유도해내려는 경향이 있다 - .

산점도의 측정 단위가 달라짐에 따라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정한다 - .

산점도에서 점들이 모두 직선 위에 있을 때만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다음으로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적합선이 형 , , 

식적인 회귀직선을 도입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중요한 내용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이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은 최소제곱법을 처음에 배우기 (Casey, 2015). Sorto et al.(2011)

전에 학생들의 사전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8

산점도 위에 적합선을 그리는 방법을 조사하고 이 방법들이 최소제곱법

과 얼마나 비슷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적합선을 그릴 때 거리를 최소. 

화한다는 개념이 학생들에게는 자연적인 것은 아님을 밝혔다. Sorto et 

은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적합선을 그리는지 이해하기 위해 al.(2011)

급여와 직업 만족도에 관한 개의 표본자료를 예시로 주고 세 개의 과제8

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 그림[ -5]Ⅱ 과 같은 산점도에서 적합선을 

그리는 문제이며 두 번째 과제에서는 적합선을 그린 기준을 설명하게 하

였다 세 번째 과제는 . 그림[ -6]Ⅱ 와 같은 산점도 두 개를 주고 두 개 중 ,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할 때 어떤 것을 고를지 그 이유와 계산 방법, 

을 묻는 문제이다. 



그림 급여와 직업만족도의 산점도[ -5] Ⅱ

(Sorto et al., 2011, p.50)

그림 두 개의 다른 적합선[ -6] (Sorto et al., 2011, p.51)Ⅱ

그 결과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의 응답 결과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중심에 대한 중앙값 개념의 일반화이다 예. 

를 들어 이 범주에 속하는 명의 학생들은 직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점8 , 

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에 의하. Sorto et al.(2011)

면 이 범주에 해당하는 적합선의 개념은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

소화하려는 아이디어를 포함하진 않는다 그 대신 학생들의 아이디어는 . 

선을 기준으로 위 아래 점의 개수를 맞추거나 점들의 평균을 잡거나, , , 

점들의 평균적인 경향을 찾는 방식으로 직선을 자료의 중심에 놓으려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중심에 대한 평균 개념의 일반화이다 예를 들어 점들이 모 . , 



여 있는 서로 다른 부분에서 중앙점들을 따라 잇는 방법이다. Sorto et 

에 의하면 이는 중앙값 중앙값 선al.(2011) - (media-median line)10)을 그리

는 방법과 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료의 경향에 따라 그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점과  . 

마지막 점을 잇고 모든 점과 그 추세에 가장 가깝게 그리는 것이다. 

는 첫 번째 두 번째 과제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반응 Sorto et al.(2011) , 

중 하나의 특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시각적으로 적합선을 찾을 수는 있지

만 자신이 생각한 전략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 

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앙값 전략을 쓴 학생은 똑같이 직선을 기. , 

준으로 위 아래 점의 개수가 같은 수평선 예, ( ,   , 는 값들의 중앙

값 을 보고 적합하지 않다고만 판단할 뿐 왜 그들이 그린 것보다 적합) , 

하지 않은지는 설명하지는 못한다 세 번째 과제에서는 그전 과제에서 . 

나타나지 않았던 점들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고려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직선에 대해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언급한 소수의 학생이 존재하

였다. 

는 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형식적 적합선  Casey(2015) Sorto et al.(2011)

추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점도 위에 11~14

구부러지지 않는 와이어를 놓는 과제를 통해 적합선 추정에 대한 의미, 

전략 및 방법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놓을 수 있는지 적합선을 어떻게 , 

해석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인식한 적합선에 대. 

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4 .

예상되는 두 변수의 관계 표현 -

자료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양상 -

자료를 예측하기 위한 도구 -

점들의 평균 -

10) 중앙값 중앙값 선은 적합선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자료집합을 세 집합으로 나 -

누고 각 집합에서 의 중앙값, 의 중앙값을 계산하여 요약 자료를 설정한 후 이를 이

용하여 그리는 선이다(Wilson, 2010).



학생들이 적합선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가지로 분류하였다 7 .

점을 가장 많이 지나게 그리기-

직선을 기준으로 나뉜 영역의 점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기-

모든 점에 가장 가깝게 그리기-

맥락적 지식을 기반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예측한 결과를 반영하기-

가장 낮은 점과 높은 점의 중간으로 나누기-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 지나게 그리기-

첫 번째 점에서 시작하여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게 그리기-

의 연구와 비교하면 모든 점들의 평균이나 중앙의 관 Sorto et al.(2011) , 

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 연구에서도 존재하며 명의 학생Casey(2015) , 7

들이 모든 점에 가깝게 직선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을 , 

가장 많이 지나게 그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비형식적 지식으로서 상관관계3. 

앞서 살펴보았듯이 산점도와 적합선에 대한 내용은 상관과 회귀의 관점에 , 

서 실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통계적 절차로서 서로 연결된다 따라서 가르칠 . 

지식으로서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의 범위는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본 . 

절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상관관계 내용을 토대로 상관관계와 적

합선 추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행 연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비형식

적 지식으로서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비형식적 지식의 의미와 중요성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수학을 일반적으로 학교 수학 또는  ‘ ’ 

형식적 수학 이라 부른다 즉 순수수학으로부터 학교에서 가르치고 ‘ ’ . , 

배울 목적으로 변환이 이루어진 지식을 학교 수학이라고 통상적으로 지



칭한다 김진호 비형식적 지식은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 , 2002). 

정의되어 왔는데 학교 밖에서 획득한 지식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획, , 

득했더라도 직접적인 지도 없이 학생 스스로 개발한 지식 실생활 경험, 

을 통해 구성한 지식 등이 그 예이다 여러 정의의 공통점은 학교 안에. 

서든 밖에서든 직접적인 형식적 지도 없이 생성된 지식이라는 특성이다

장혜원 백선수 김원경 는 선행연구 예( , 2009). , (2005) ( , Baroody & Coslick, 

에서의 비형식적 지식의 정의를 고찰하여 1998; Carpenter et al., 1999)

비형식적 지식을 특정한 수학 개념에 대하여 학교 수학을 배우기 전에 “

획득한 지식 즉 학생이 실생활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획득한 지식과 , 

사전지식 그리고 스스로 발명한 지식 으로 정의한다, ”(p. 142) .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교 수학을 배우기 전에 일상 경험과 사전지식 

으로부터 갖게 되거나 스스로 발명한 지식을 비형식적 지식이라고 하였

다. 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교 수학을 배우기 이 Baroody & Coslick(1998)

전에 소박한 수 세기 전략을 발명하는 등 나름대로 비형식적 지식을 갖

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상 경험에 기초한 비형식적 지식은 한계를 갖기, 

도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비형식적 지식을 사용하기도 하. , 

지만 사용할 수 없을 때 종종 자신감을 잃는다 이러한 비형식적 지식, . 

의 특성에 근거했을 때 학생들이 갖는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과의 

연결이 수학교육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몇몇 연구에서는 비형식적 지식이 수학의 학습 현장인 교실에서  ,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예( , Ginsburg, 1996; Carpenter et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은 선행 지식의 깊이와 폭에 의해 그 al., 1999). 

이해정도가 결정된다는 구성주의의 관점에 근거하였을 때 김진호, (2002)

는 그 선행 지식은 아동이 형성한 비형식적 지식이어야 하며 학교 수학, 

을 학습하는데 비형식적 지식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연결 결합에 대한 논의가 소홀히 여겨, 

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국 비형식적 지식은 학교 수학 즉 형식적 지식과 연결되어 학생들의  , 

수학학습을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 간의 차이점 유사점을 연구하여 비형식적 지식과 형식적 지식의 , 

결합을 돕는 교수학적 방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통계학과 수학. 

의 차이가 비결정론적 사고 맥락 의존적 사고 자료 기반적 사고임에 , , 

근거했을 때 실생활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비형식적 지식을 

연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수학교육 분야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비 

형식적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예 장혜원 전형( , , 2009; 

옥 이경화 홍은숙 강완 이춘재 전평국 특히 통계 , , 2008; , , 2008; , ; 2006). 

영역에서 비형식적 추리11)에 대한 연구 예 박민선 외 지영명( , 2011; , 

이정연 이경화 도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수학교육 분야에2020; , , 2017)

서 비형식적 지식에 대한 연구는 산술에 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나 상관관계와 적합선에 관한 비형식적 지식 고찰  . 

현행 교육과정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은 산점도를 통해 직관적으로  

상관관계의 존재성과 두 변수 사이에서 선형 관계의 방향만 파악하는 수

준에 그치고 있다 교과서에 따라 적합선이 그려진 산점도 또한 제시하. 

여 상관관계의 강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체로 적합선 없이 산점도에 대한 시각적 또는 직관적인 해석이 주된 

학습 내용이다.

이때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영향 , 

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관관계에 관한 비형식적 지. , 

식은 맥락적 지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일상생활 경험 상식 등으로. , 

부터 형성된 두 변수 사이 관계에 대한 선입견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예 가 있다( , Jennings et al., 1982) . 

11) 비형식적 통계적 추리의 정의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표본으로부터 모집단 

에 대한 정보를 도출하는 것과 이를 논증하는 데에 비형식적 통계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정연 이경화( , , 2017).



개인의 선입견으로 판단이 안 될 경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잘못 파, 

악하는 경우가 존재 예( , Batanero et al., 1996; Crocker, 1981., Moritz, 

하는데 에 의하면 맥락 은 비형식적 2004) , Pfannkuch(2011) (data-context)

통계적 추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학생들이 관찰한 자, 

료 패턴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개념 형성과정에나 새로 

습득한 이론을 적용하려 할 때 학생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에 관한 비형식적 지식은 패턴 규칙 대응 등과 같은 함 , , , 

수적 지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상관관계와 함수를 연결하여 두 변량 . 

사이의 대략적인 직선 관계식을 통해 자료를 예측하고 함수의 유용성을 , 

느끼게 하는 등 함수와의 수학적 연결성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가 존재한

다(예, 김미경 최지영, 2003; , 2004). 공변동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산점

도의 각 자료 를 모아 전체 로 보고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 패턴을 파악, ,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직선과 (Cobb et al., 2003; Groth et al., 2018). , 

같은 수학적 모델로 연결 지어 판단하는 학생들도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Groth et al., 2018). , 

도움이 되는 요소가 함수적 지식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상관관계에 관한 비형식적 지식은 대푯값 분포 등 통계적 지식 , , 

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상관관계는 일차 함수적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 

조건부 확률 분포의 개념이 반영된 확률적 상관관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

다 이영하 김소현 산점도에서 은 학년 학생들( , , 2012). Cobb et al.(2003) 8

에게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 패턴을 파악하기 위한 전략으로 수직으로 , 

나누기 구간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법, 4 . 

은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분포의 이해가 도움이 된다는 가설에 기반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통계 협회에서 발표한 초 중등학생을 위한 통계 . ·

교육 평가 및 지침에 대한 가이드 라인인 교육과정GAISE (Franklin et 

al., 2007)에서 상관관계를 다루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수준에서는 두 , A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하고 수준에서 간단한 상관계수를 비형식, B 

적으로 구하는 과정을 통해 상관관계의 정도를 정량화한다 수준에서. C 



는 회귀분석의 관점에서 피어슨 상관계수를 도입할 수 있다 수준에서. B 

는 비교적 간단한 상관계수로서 를 다음과 같QCR(Quadrant Count Ratio)

이 도입한다. 

그림 각 변수의 평균으로 나뉜 산점도[ -7] (Franklin et al., 2007,Ⅱ  p.49)

 그림 와 같이 [ -7]Ⅱ 산점도를 의 평균( 을 지나는 수직선과 ) 의 평균

( 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어 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각 사분면의 점의 ) 4 . 

개수를 파악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을 계산하여 상관관계를 대략적으QCR

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QCR 
모든 사분면의점의개수

사분면과 사분면의점의개수  사분면과 사분면의점의개수 

이것은 각 사분면의 점의 개수를 기반으로 계산된 수치이므로 한계점 

을 갖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수준에서 피GAISE C 

어슨의 상관계수를 도입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각 사분면의 자료 개수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 

것은 앞서 살펴본 의 상관계수와 유사하다는 것Piaget & Inhelder(1958)

을 알 수 있다.

 



그림 각 변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점도를 [ -8] Ⅱ 분할표로 변환한 결과(Franklin 

et al., 2007, p.96) 

교육과정 부록에는 그림 와 같은 산점도는 그림 와 같 GAISE [ -7] [ -8]Ⅱ Ⅱ

이 분할표로 요약될 수 있고 분할표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2 , 

로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QCR . 

QCR 
모든 점의개수

일치하는점의개수  불일치하는점의개수 
12)

 

이는 몇몇 연구에서 의 상관계수가 한계점이 있 Piaget & Inhelder(1958)

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분할표뿐만 아니라 산점도에서도 학생들이 분포 , 

비교를 통해 비형식적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분포는 자료집합을 개별적인 값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 

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개념 구조이다(Bakker & Gravemeijer, 

2004 산점도에서 ). 지엽적으로 일부분의 자료에만 집중한다면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며 실제로 , 

학생들에게는 산점도에서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자료의 일부

분 한 점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분포에 대, (Moritz, 2004). 

한 이해는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 Sorto et 

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점들의 평균 중앙값을 al.(2011), Casey(2015) , 

생각하여 적합선을 추론하기도 한다. Zawojewski & Shaughnessy(2000)에 

12) 표 과 비교해보면 일치하는 점의 개수는  [ -1]Ⅱ  불일치하는 점의 개수는 , 을 

의미한다.



따르면 평균 중앙값과 같은 중심을 나타내는 여러 값들 중에 의미있는 , 

것을 선택하려면 자료 전체에 대한 분포의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박

민선 외 는 자료집합 비교 활동에서 중학생들이 자료값 비교기준(2011) , , 

퍼짐 표본과 같은 통계적 요소에 주목함을 확인하였고 이춘재와 전평, , 

국 은 초등 학년 학생들이 대푯값에 대해 형식적으로 학습하기 (2006) 5, 6

이전에 알고리즘에 의한 산술평균 균형값 최빈수 중앙값 중간값 최대, , , , , 

최소의 중간값 최대값 최소값 범위수 등 이미 다양한 비형식적 개념들, , , 

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산점도 위의 

자료값들을 하나의 자료집합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푯값과 분포에 대

한 개념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비형식적 적합선 추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선행연 , 

구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인식 기울기 개념 자료의 전, , , 

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산점도에서 두 변. 

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과 적합선 추론은 상관분석과 회귀분

석이 서로 밀접한 통계적 기법인 것처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선행 연

구 예 이영하 최지영 에( , , , 2005; Casey & Nagle, 2016; Groth et al., 2018)

서 알 수 있다 산점도에서 학생들의 비형식적 적합선 추론 방식을 연구. 

한 에 의하면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인식은 적합선을 그리Casey(2015)

는 전략 및 방법에도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자료를 예측하기 위한 , 

도구 또는 자료들이 보여주는 어떠한 양상으로서 적합선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점들을 최대한 많이 지나게 적합선을 그리는 특징이 있었다 또. 

한 가장 낮은 점과 높은 점의 중간으로 나누기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 , 

지나게 또는 중간 점 지나게 그리는 학생들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특정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의 . Casey & Nagle(2016)

연구에 따르면 직선의 기울기 개념이 적합선 추론에 영향을 준다 이는 . 

가 최소제곱Lipovetsky & Conklin(2001)  회귀직선의 기울기가 가능한 모

든 경우의 적합선의 기울기의 가중평균과 관련이 있다는 이론적 사실과

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의 연구에 따르면 비형식적 . Groth et al.(2018)

적합선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하는 인지과정에서 직선은 자료추



정의 도구로서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산점도로 자료를 표현함과 관련

이 있다. 

회귀직선은 두 변량의 관계를 선형함수로 모델링 하는 것으로 적합선  , 

그리기는 상관관계를 해석한 결과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과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관관계 추론 수준이 높다는 것은 두 변. , 

량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수학적 

모델링 과정 중 하나이다 이점에 근거했을 때 적합선에 대한 비형식적 . , 

지식이 직선의 기울기 개념뿐만 아니라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관련이 있, 

을 수 있고 그 전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요약해보면 상관관계를 형식적으로 학습하지 않아도 두 변수 사이의  , , 

관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비형식적인 지식이 심지어 중학교 3

학년 이전에도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상관관계 적합선 , , 

각각에 대한 연구만 있을 뿐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각각의 비형식적 지식이 어떠하며 각각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획득에 어떤 영향을 주. “

는가 또는 한 절차가 다른 절차의 획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 

등의 결합이 학교 수학의 학습과 지도에서 등한시되고 있지만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김진호 따라서 본 연구에서( , 2002). 

는 상관관계 적합선 추론에 대한 비형식적 전략을 파악하고 상관관계에 , 

관한 비형식적 추론전략 및 방법에 따라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Ⅲ

본 연구는 와 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으로 설문 검 Strauss Corbin(1990)

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개방코딩 축코딩 선(open coding), (axial coding), 

택코딩 을 통해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근거이(selective coding) . 

론 접근방법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

어진 근거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이다(Strauss & Corbin, 1990). 

최지영 에 의하면 근거이론방법은 현상에 적합한 개념적인 틀이 아(2012)

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부족하

여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때 유용하다 이 방법론을 .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미 연구된 상관관계에 . , 

대한 비형식적 지식 유형을 결과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상관관계에 대한 추론을 어

떻게 구성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둘째 상관관계를 배우. , 

지 않은 학생들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전략 및 방법에 따라 

문제 상황에서 범하는 오류 및 인지적 장애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상호작용적 관점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주의와 실용주의로부터 비롯된 근거이론이 적합하다 셋째 우. , 

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형성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가 적합 하며 비형식적인 적합(Merriam, 1998)

선 추론에 대한 분석 방법으로 와 의 연Casey(2015) Casey & Nagle(2016)

구에서 근거이론을 사용한 바 있다. 

1. 연구의 대상과 표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서울 소재의 중학교 학 2

년 명과 학년 명으로 총 명의 학생이다16 3 24 40 .13) 중학교 학년 학생 2, 3



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실험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좌표평면 비, 

례와 같은 기초적인 함수 지식과 평균 범위와 같은 기초적인 통계 지식,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초등학교 통계의 주요 과정으로서 평균. , 

간단한 그림그래프 그리기와 자료수집 및 해석을 배웠고 함수개념의 기

초인 비와 비율개념을 배운 상태이다 중학교 학년 학생은 중학교 학. 2 1

년 때 통계 단원에서 자료의 정리와 해석 함수 단원에서 좌표평면과 그, 

래프를 배운 상태이며 중학교 학년 학생은 중학교 학년 때 함수 단원3 2

에서 일차함수와 그래프를 배운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와 이 제시한 이론적 표본추출 Strauss Corbin(1990)

(theoretical sampling)방법에 따라 표집하였다 개방적 표본추출. (open 

을 위해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중학교 학년 학생들을 sampling) 2, 3

년 월에 수시로 모집하여 설문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관적이고 다2021 3 . 

양한 표본추출 을 위해 이론적으로 관(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

련 있는 요소들을 토대로 설문 검사를 당일 검토 후 추가적으로 다양한 , 

수학 성취 수준 및 표현 수준의 학생들을 수시로 모집하였으며 명의 40

검사 결과의 개방 코딩 이후 범주의 구체화를 위해 면담대상자를 선정하

였다 또한 부족. 한 범주를 메우기 위한 차별적 표본추출 (discriminate 

로서 면담 추가 문항을 구성하여 년 월에 면담을 통해 보sampling) 2021 4

충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표 과 같다. [ -1] . Ⅲ

기간 진행 내용

2020.09.~2020.12.
문헌 검토 및 설문 검사 문항 개발

예비 검사 실시 명(9 , 2020.11.)
2020.12.~2021.02. 신청 및 승인IRB 

2021.03.~2021.03.
연구대상자 모집 및 설문 검사 실시

면담 추가 문항 개발
2021.03.~2021.04. 설문 결과 명 분석 및 개인 면담 명 실시(40 ) (12 ) 
2021.04.~2021.06. 연구자료 분석

표 연구 진행 과정[ -1] Ⅲ

13) 설문 검사와 면담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 학교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각각  

분 분 이내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40 , 20 (IRB No. 

2103/001-002). 



2. 실험과제

근거이론은 현상학적 방법론과는 달리 심층 면담 이외의 자료들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면담자료 이외의 경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담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경험에 대한 참여자의 , 

해석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윤견수( , 2013).

따라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 , 

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설문 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설문 검사를 통해 , 

학생들의 문제해결 전략 및 과정을 분석한 후 면담 추가 문항 개발 및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부록 에 게재하였다. < > .

가 설문 검사 문항  . 

설문 검사 문항은 같은 답을 쓰더라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상 

관관계에 대한 문제해결 전략과 인지적 장애를 파악할 수 있고 비형식적 

지식 유형을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문항에 왜 그렇게 생

각했는지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선행 연구. (Moritz, 

를 참고하여 산점2004; Swatton, 1994; Casey, 2015; Sorto et al., 2011) ‘

도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 와 산점도에서 적합선 그리기 문항 ( 1, 2, 3)’ ‘ (

로 선정하였다4)’ . 모든 문항의 소재는 중학교 학년 교과서에 제시된 3

소재로 구성하였다.

문항 유형 내용 참고문헌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문항 ( 1, 2, 3)

1. 산점도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해석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2.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 , 

없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1. Moritz(2004). 

의   Task 2 

  Q2b, Q2d, Q2d*

2. Swatton(1994).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에서는 산점도에서 상관관계에 대한 비‘ ’

형식적 지식과 그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문항 과 문항 는 . 1 2

과 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를 참고하여 연구 Moritz(2004) Swatton(1994)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하였는데 문항 은 주어진 산점도를 보고 두 1

변수 사이의 관계를 언어로 진술하는 문항으로 언어적 표현으로 인해 , 

상관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문항 는 주어진 진술을 평가하는 진위형 문항으로 (Swatton, 1994), 2

구성하였으며 일부점이나 점들의 분포 일부분 또는 점들의 밀접 ‘ ’ ‘

정도 에 집중하거나 일상생활 및 경험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 ‘ ’

어려움을 느낄 만한 산점도로 구성하였다.

그림 문항 의 산점도 상관계수[ -1] 1 ( : 0.93, -0.91, 0.03)Ⅲ

산점도에서 적

합선 그리기

문항 ( 4)

1. 산점도에서 한 변수의 변화에 대한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가? 

2. 산점도에서 적합선을 그릴 수 있는가 이? 

때 어떠한 기준으로 그리며 어떤 기준으, , 

로 최적합선을 찾는가?

1. Moritz(2004).

의   Task 2 Q2c

2. Casey(2015).

3. Sorto et al.(2011).

표 설문 검사 문항 범주표 [ -2] Ⅲ



그림 문항 의 산점도 상관계수[ -2] 2 ( : 0.93, -0.97, 0.01)Ⅲ

 

 

문항 은 주어진 상관관계에 알맞은 산점도 그래프 모두 찾는 과제로  3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없음을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 , 

하고자 하였다 문제에 제시된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있는 대로 모두 골. 

라야 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전략들을 모두 종합해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관관계의 강도가 학생들의 상관관계 이해에 미치는 영향, 

상관관계 없음에 대한 이해 등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의 특징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그림 문항 의 산점도 상관계수[ -3] 3 ( : 0.99, 0.56, -0.99, -0.56, -0.04, 0.01, Ⅲ

0.01, 1)



산점도에서 적합선 그리기 과제에서는 산점도에서 한 변수의 변화에 ‘ ’

대한 다른 변수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자료의 전체 분포를 직선으, 

로 표현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적합선을 그리는지를 조사하고자 , 

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 는 . 4 Casey(2015), Sorto et al.(2011), Moritz(2004)

의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를 재구성하였다. 

문항 는 주어지지 않은 자료에 대한 예측을 요구하는 문제로  4-(1), (2)

자료를 전체적인 관점 또는 선형으로 파악하여 추론을 할 수 있는지 자, 

료를 예측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제이다. Casey

와 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적합선을 접한 학생들은 주어지지 Nagle(2016)

않은 자료를 예측할 때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보다는 주변의 지엽적인 특

징에 주목하며 자료의 전체적인 증가 감소와 같은 경향을 인지하지만 , , 

이를 즉각적으로 직선과 연결시키지는 못한다.

문항 는 주어진 산점도에서 비형식적으로 적합선을 그리는 전 4-(3), (4)

략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학생들에게 자를 제공하여 자를 이용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 와 같이 Casey(2015) [ -4]Ⅲ

과 상관계수 에서 명의 학생 중 명이 상관Task 1 Task 3( 0.96, 0.76) 33 25–

관계의 방향성에 맞게 적합선을 추론할 수 있었다. 

그림 의 과제에서 학생들이 표현한 적합선과 최소[ -4] Casey(2015)Ⅲ

제곱 적합선 빨간색 선 의 비교( ) (Casey, 2015, p.15)

따라서 문항 목적에 맞게 문항 는 의 과제처 4-(3), (4) Sorto et al.(2011)

럼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 두 개에서 적합선, 



을 그리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의 연구에서 학생들, Casey(2015)

에게 빈번히 나타난 전략14)을 이용하여 직선을 그리면 최소제곱 회귀직

선과는 차이가 나게 구성하였고 일변량만 인식하는 학생들을 구분하기 , 

위해 값이 같은 점도 포함하였다. 

문항 상관계수4-(3) : 0.79 문항 상관계수4-(4) : -0.79

문항 의 그래프 4-(5)

그림 문항 의 산점도[ -5] 4Ⅲ

또한 는 학생들에게 나타난 적합선 그리는 방식 중 가장  Casey(2015) ‘

많은 점을 지나도록 그리기 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함을 밝힌 바 ’

있다 따라서 문항 은 두 개의 적합선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 4-(5)

14) 의 연구 결과 가지의 방법 중 학생들에게 빈번히 나타난 방법은 다음  Casey(2015) 7

세 가지 순으로 나타났다 점을 가장 많이 지나게 그리기 직선을 기준으로 나뉜 . ‘ ’, ‘

영역의 점의 개수를 똑같이 맞추기 모든 점에 가장 가깝게 그리기’, ‘ ’



문제로 최소제곱 회귀직선 과 많은 점을 지나는 직선 중 어느 ‘ ’ ‘ ’

것이 더 적합해 보이는지 그리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과제이다.

예비검사 시 교과서에 실린 그림 과 같은 산점도는 점이 아닌 면 [ -6] , Ⅲ

으로 판단하여 순서쌍을 읽기 힘들어하는 학생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위

적인 모양이 아닌 산점도로 변경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문항 전. 

과 후의 응답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항별로 검사지를 단

면 출력하여 학생들이 한 면씩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문항이나 이후 문

항을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림 예비검사 중 인지적 장애를 일으킨 산점도[ -6] Ⅲ

  나 면담 추가 문항. 

면담은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분 이내로 개별 실시하였다 첫째는 학 20 . 

생들의 문항에 대한 해석 및 전략을 심층적으로 알기 위한 것으로 자신, 

이 작성한 검사지를 토대로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둘째는 축 코딩을 통해 발견된 인과적 현상과 현상 간의 상호작용 .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면담목적을 전제로 , 주요 질문과 추가 문항, 

면담 절차를 어느 정도 구조화하고 면담상황에 따라 유연성있게 진행하 

였다 모든 면담 과정은 녹음 후 전사하였다. .

축 코딩을 통해 발견된 인과적 현상과 현상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 추가 문항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분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지 함수적 지식이 부족한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 그림 의[ -7]Ⅲ 추가 

문항 를 제시하여 학생의 함수적 지식을 파악하였다 그래프를 보고 점2 . 

들이 일직선으로 찍혔을 때에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구성하였으며 만약 추가 문항 의 그래프를 보고 두 , 2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은 추가 문항 을 제시하여1 , 

순서쌍을 파악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다.

추가 문항 의 그래프< 1 >

추가 문항 의 그래프< 2 > 

그림 함수적 지식 파악을 위한 면담 추가 문항 과 [ -7] 1 2Ⅲ

또한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한 산점도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 , 

할 때 학생들의 분포에 대한 이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림[ Ⅲ



의 -8] 추가 문항 과 를 제시하였다 추가 문항 은 한 점에서의 3 4 . 3 , 

의 값의 비교를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학생의 경우 모든 점에서 

를 만족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추가 문항 는 산점도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의 일부분에4

만 집중하는 학생의 경우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 알아보고자 하

였다.

추가 문항 의 그래프< 3 >

추가 문항 의 그래프< 4-(1) >

추가 문항 의 그래프< 4-(2) >

그림 분포에 대한 이해 파악을 위한 면담 추가 문항 과 [ -8] 3 4Ⅲ



설문 검사 응답 결과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적합선을 상관관계의 방향성과 맞게 그리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에 연. 

구자는 학생들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적합선 그리기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가 문항 를 구성하였다 추가 문항 는 문항 5 . 5 2

의 그래프 위에 최소제곱 회귀직선을 추가한 문항으로 학생들이 해결한 

설문 검사 문항 와 같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을 하나 그릴 수 있다고 4

했을 때 문항 에 대한 해결과정에서 이전에 판단했던 것과 달라지는 , 2

게 있는지 적합선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 

다.

문항 반  < 2_1 >                  문항 반  < 2_2 >

그림 면담 추가 문항 의 그래프[ -9] 5Ⅲ

3.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

근거이론 방법에서 연구의 신뢰성은 자료의 코딩 분석 제시하여 이론 , , 

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윤견수 근거( , 2013). 

이론에서 이론을 찾을 때까지 자료와 자료를 비교하고 범주와 자료를 , 

비교하며 범주와 범주를 비교하는 등 지속적인 비교, (constant 

과정은 분석기법으로서 중요하며 이런 작업을 되풀이해 나comparison) , 

가는데 더 이상 범주의 속성과 차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지점

을 이론적 포화 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윤견수(theoretical saturation) ( , 



이때 이론과 관련된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수2013). 

집이 바로 이론적 표본추출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표집 절차에 따라 설문 검사 시 연구자는  40

명의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하고 검사 직후 학생들의 답안을 , 

살펴보며 글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 등 불분명한 답안에 대해 질문하

고 메모하였다 설문 검사 분석 직후 심층적인 비형식적 지식 분석을 위. 

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하지 않은 응답이나 특이점이 있는 명12

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설문 검사 . 

응답 자료와 개인 면담을 전사한 자료가 본 연구의 연구자료이다 연구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상관관계 추론, 

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화 둘째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 조사, , ,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전략 및 특징 분석으로 나뉜다, .

먼저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분석하기  , 

위해 와 이 제시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Strauss Corbin(1990) , , 

로 진행하였으며 코딩 결과는 수학교육 전공 전문가 인의 검토를 거쳐 , 3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개방코딩

(open coding)

→

강제

축코딩

(axial coding)

→

요약화

선택코딩

(selective coding)

자료의 해체 검사, , 

비교 개념화 범주화 , , 

과정 개방된 표본추. 

출

핵심 코드 간의 관

계를 구조적 관계도

로 표현함 연관적이. 

고 다양한 표본추출 

식별된 코드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핵심 

코드 선택 차별적 표. 

본추출

표 와 의 근거이론 코딩 과정 요소 [ -3] Strauss Corbin(1990) 3Ⅲ

개방 코딩은 자료를 해체시켜 범주나 그 속성 그리고 차원의 위치를 알 

아보는 절차로서 설문 검사 응답 자료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같은 현상

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들을 그룹지었는 데 그 예가 표 이, [ -4]Ⅲ

다 은 선행 이론이나 문헌이 경험의 차원을 생각해내. Strauss & Corbin



거나 개념적 질문을 만드는데 유용한 분석 도구가 되며 특히 이론적 표, 

본 추출 과정에 필요한 초기 아이디어를 제공한다고 본다 윤견수( , 2013).  

표 는 문항 에서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알기 위한 [ -4] 1, 2, 3Ⅲ

일차적인 시도로서 연구자가 사전에 선행연구로부터 만든 이론적 틀에 

의해 현상을 구분한 것이다.

현상
속성과 차원

속성 빈도( ) 차원 사용 전략( )

일상생활 경험
전혀 없음 일부분 모양 및 함수개념에 집중, 
부분적 경험 모양 및 함수 +
빈번함 경험 부분+

일부분에 집중

전혀 없음 모양 및 함수개념에 집중
부분적 사용 부분 모양 및 비례개념+

빈번함

최고 최저점 최빈값 밀집된 부분 우, , , , 

측상단 하단 한 점에서의 의 값의 , , x, y

차이

전체적인 모양에 집중
전혀 없음 경험 및 부분에 집중
부분적 사용 부분 모양 모양 함수개념+ , +
단독 사용 모양 형태, 

구체적인 함수적 지식 

도입

전혀 없음 경험 부분 모양에 집중, , 

부분적 사용 모양 함수 부분 함수+ , +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대한 개방 코딩 결과[ -4] Ⅲ

그 결과 학생들은 문항별로 사용한 전략이 다양하였으며 같은 현상 속 , 

에서도 전략 속성과 차원이 다양하였다 특히 기울기 비례관계 함수식 . , , , 

등 구체적인 함수적 지식을 도입한 현상에서는 단독적으로 함수적 지식

만을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학생이 없었고 최고점 최저점 최, , , 

빈값 밀집된 부분 등 분포적 측면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 

과 경험 및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도 판단하는 점에 근거했을 때 일차, 

원적으로 전략을 구분하기보다는 맥락 분포 패턴, , 을 파악 하는 전략에 

따라 다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 

예를 들어 상관관계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문장  ‘값이 ○○할수록 대

체로 값이 □□하다 를 해석하기 위해 점들의 전체적 경향에 주목하.’

기보단‘값보다 값이 ○○한 점이 다수이다 라고 해석하거나 점들이 .’



모여있는 부분에서 ‘값이 ○○할수록 값이 □□하다 와 같이 판단’

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대체로 라는 의미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 ‘ ’ ‘

많은 부분이 값이 ○○할수록 값이 □□하다 라고 파악하거나 전체 ’ , 

점들의 추세가 대체로 그러한 분포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존재하였‘ ’

다 이러한 사례는 점들의 분포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대체로 를 어떻. ‘ ’

게 해석하는지 패턴 파악의 관점에서 , ‘값이 ○○할수록 값이 □□하

다 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에 ’ .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맥락 분포 패턴 파악, , 으로 

구분하여 전략 유형을 분류하였고 분류가 애매한 경우와 분포 함수의  , , 

이해 수준이 파악 불가한 경우 면담 추가 문항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

다 특히 분석과정에서 분포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지만 비례 관계로 문. , 

제를 비교적 잘 해결한 학생과 함수적 지식이 부족하지만 분포에 대한 

이해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의 오답 원인과 전략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기 위해 차별적 표본추출을 하였다. 

면담 종료 후 연구자료를 토대로 맥락 분포 패턴 파악 전략의 하위  , , 

수준들을 구체적으로 차원화하여 축 코딩을 발전시켰고 표 총([ -1]), , Ⅳ

가지 가설적 전략 수준에 기초하여 연구자료를 다시 비교 36(=3×3×4)

분석한 결과와 같이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가지 유형으로 구분8

할 수 있었다 표([ -3]). Ⅳ

이러한 과정은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범주화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다 . 

문항 에서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 역시 4 과 Sorto et al.(2011)

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례 이외에 점들과 최대한 가깝게 직선Casey(2015)

을 그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존재하며 양 음의 상관관, /

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하거나 같은 문항에서 여러 전략을 통합하, 

여 사용한 학생들도 존재하여 수학적 모델링의 관점에서 표현의 정교화 

수준에 따라 표현 범주를 구분하였다 표([ Ⅳ-14]). 

둘째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상관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알아보기  , 

위해 문항 에 대하여 전략별 문항 반응 빈도분석을 통해 학생들1, 2, 3

의 오류 및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전략 및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비모 , 

수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대략적인 연관성을 확인 후 사례별 분석을 통

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른 적합선 . 

그리기 전략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서열측정치 가운데 Goodman, 

의 의 와 의 Kruskal gamma, Kendall tau-b Stuart tau-c15) 의 , Somers

를 통계 프로그램인 을 통해 유의 수준 에서 계산하였다D(delta) R 0.05 . 

분포 패턴 파악 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은 코딩 결과 각각 서열척도, 

로써 서열측정치를 계산하는 것이 적합하며 관련성에 대한 서열측정치, 

는 한 변인 상에서의 한 개인의 순위가 다른 변인 상에서의 그 개인의 

순위와 통계적 관련 정도를 기술해준다 민윤기 윤영채 이러한 관( , , 2004). 

계성의 서열측정치는 만약 한 변인 상에서 높은 순위가 매겨진 개인이 

다른 변인 상에서도 높은 순위가 매겨질 때 즉 일치 관찰 쌍의 개수와 , 

반대로 다른 변인 상에서 낮은 순위가 매겨질 때 즉 불일치 관찰 쌍의 , 

개수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변인들이 완전 순위화된 경우 의 . Kendall

의 값이 이라면tau-b 0.40 (0.70+0.30=1, 0.70-0.30=0.4 이기 때문에 대략 쌍0 ) 

의 가 일치 쌍이며 나머지 는 불일치 쌍이 얻어질 것으로 추정70% , 30%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의 서열측정치는 과 사이의 값을 가지면. 1 +1 –

서 양과 음의 관계성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계성이 강할수록 측. 

정치의 절댓값은 커지며 의 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칭적이다, Somers D . 

즉 의 를 제외한 측정치들은 변인 가 독립변인으로 가정할 때, Somers D y

와 종속변인으로 가정할 때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진다 또한 동률 의 . (tie)

발생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서열 변인의 교차 분류의 경우 두 개인이 동, 

일한 유목에 포함될 수 있다 즉 동률이 발생하게 되는데 세 가지 서열. , 

측정치 중 감마는 동률을 이룬 쌍들이 계산에서 제거되기 때문에 많은 

동률을 가지는 표의 경우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민윤기 윤영채( , ,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서열측정치를 모두 계산하여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분석. Ⅳ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론전략1.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 ‘

기 과제 문항 의 판단 이유를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산점도를 언’ ( 1, 2, 3) . 

어로 진술하거나 문항 주어진 진술을 평가하는 언어적 그래프 해석( 1), 

문항 을 위해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의견이나 일반적( 2, 3)

인 상식 등 맥락적 지식에 기초하는 경우 가장 높은 점 낮은 점과 ‘ ’, , 

같이 점들의 일부 또는 점들이 밀집된 부분 점들의 평균과 중앙 등 , 

분포 파악에 기초하는 경우 그리고 전체적인 증감 형태 함수적 지‘ ’, , 

식 등을 활용하여 점들의 패턴 파악에 기초하는 경우 로 특징지을 수 ‘ ’

있었다 이때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전략을 일관적으. , 

로 사용하기보다는 문항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표, [

는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1] ‘ ’Ⅳ

들을 세 가지 차원에 따라 범주화하여 학생들의 전략 특징을 구체화한 

것이며 표, [ -2]Ⅳ 는 상관관계 추론전략 사례별 빈도수와 비율을 나타낸

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분포 파악과 패턴 파악을 통해 상관관. 

계를 추론하였으며, 맥락적 지식은 단독적으로 사용하기보다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에서 상관관계 추론 전략 이하  ‘ ’ (

상관관계 추론전략 은 ) 분포 파악과 패턴 파악의 12(=3×4)가지 가설적 전

략 유형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 순서쌍으

로 분류하였을 때 가지 유형이 존재하였다 이때 맥락적 지식의 통합 8 . 

형태에 따라 하위 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상14 . 

관관계 추론전략으로서 표[ -3Ⅳ 의 가지 유형에 따라 연구 문제를 분석] 8

하기로 하였다. 



맥락적 지식 사용전략

맥락적 지식의 통합 형태( )

분포 파악 전략

자료집합에 대한 관점( )

패턴 파악 전략

좌표평면에서 공변동 이해( )

C0. 개인적 경험이나 신
념이 풀이 과정에서 드
러나지 않은 경우

국소적 관점D1.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일부분에서만 자료를 
해석함 개별적인 자료값 . 
또는 그것들 중 몇 개에 
주목하여 자료에 대한 국
소적 관점을 가짐. 

P0. 비수학적
개인적인 의견이나 직감으
로 판단하여 뚜렷한 전략
이 파악되지 않음.

대략적인 P1. 의존성 파악
점에서의 값의 크기 x, y
비교에 주목함 값이 . ‘x ~
이면 값이 이다 와 같y - ’
이 두 변수 사이의 의존성
을 인지할 수 있음.C1.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을 확대하여 잘못 
해석한 경우

D2. 국소적에서 전체적관점
으로 전환 

문항에 따라 자료를 국소
적으로 해석하기도하고 자
료의 전체를 관찰하기도 
함 개별적인 자료값 또는 . 
점들의 밀집 또는 퍼짐 정
도에 주목하여 자료를 국
소적으로 해석하거나 개별
적인 점들의 모임으로서 
자료의 전체를 관찰함. 

P2. 대략적인 이미지 파악
값이 증가할 때 값이 ‘x y

증가한다 우상향한’,‘
다 와 같은 대략적인 이’
미지를 가짐.

C2.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이 자료 해석에 도
움을 준 경우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이 
자료 해석 결과와 충돌할 
때는 자료 해석에 더 기초
함. 

D3. 전체적 관점
자료를 어떤 특징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하여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관
점을 가짐 분포의 다각적. 
인 측면 평균 퍼짐 을 통( , )
해 자료의 변이성을 관찰
할 수 있음.

P3. 함수적 지식으로 확인
두 양 사이의 일반화된 관
계를 기울기 비례추론 하, , 
나의 직선으로 이미지 형
성 함수식과 비교하는 등 , 
함수적 지식으로 확인함.

표[ Ⅳ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세 가지 차원에 따른 범주 구체화-1] 

차원 전략 빈도수 (%)

맥락적 지식 

사용전략

C0 25 (62.5%)
C1 6 (15%)
C2 9 (22.5%)

분포 파악 전략
D1 5 (12.5%)
D2 11 (27.5%)
D3 24 (60%)

패턴 파악 전략

P0 1 (2.5%)
P1 8 (20%)
P2 15 (37.5%)
P3 16 (40%)

표[ Ⅳ-2] 상관관계 추론전략 사례별 빈도수와 비율



본 연구에서 말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분석 초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맥락적 지식 사용전략 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 , ‘ ’

학생들의 맥락적 지식의 통합 형태를 의미한다 맥락적 지식을 사용한 .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용한 경우에는 상관관계 해석을 , 

할 때 맥락적 지식이 방해가 된 경우와 도움이 된 경우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맥락적 지식을 사용한 문항 전체에서 오답한 경우 뿐만 아니

라 그림 와 같이 그 중 일부에서 오답인 경우도 에 해당한다[ -1, 2] C1 . Ⅳ

문항 특성에 따라 맥락적 지식만으로 판단할 때 정답이 가능한 문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문항도 있기 때문이다. 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일부C1

에서 오답을 보인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 자료 해석 결과가 크게 다르지 , 

않은 문항 과 달리 학생들이 가진 맥락적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1

문항 와 의 경우는 상관관계를 잘못 파악하였다2 3 .

문항 의 응답< 1-(2) >

문항 의 응답< 3-(2)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 C1 1Ⅳ



문항 의 응답< 1-(1) >

문항 의 응답< 2-(1)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2] C1 2Ⅳ

 

에 해당하는 학생은 그림 과 같이 그들이 가진 맥락적 지식으로  C2 [ -3]Ⅳ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문항에 따라 개인적인 의견 없이 자료 해석에

만 집중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을 . , 

토대로 해결한 문항에서 올바르게 상관관계를 추론하였다 이는 학생들. 

이 가진 맥락적 지식과 자료 해석 결과 사이에 인지적 충돌이 발생할 때 

자료 해석에 더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문항 의 응답< 2-(1) >

문항 의 응답< 3-(1)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3] C2Ⅳ

 표[ Ⅳ 에서 맥락적 지식을 사용한 학생 수 비율이 를 차지하며-2] 37.5% , 

의 비율이 각각 인 것을 보면 맥락적 지식이 자료를 C1, C2 15%, 22.5% , 

해석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본인이 생각한 답에 확신을 주기도 한다는 ,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분포 파악 전략은 학생들의 자료집합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 , 

다 상관계수가 또는 이 아닌 경우. 1( 1) , – 주어진 독립변수( 의 값에 대하)

여 종속변수( 상에서의 단일변량분포를 관찰) 하고(Hawkins et al., 1992), 

축 방향으로 점들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서 산점도에서 극단적으로 한 개의 점에만 집중하는지 부분에만 집중하, 

는지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진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

라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 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또는 부D1

분에만 집중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점들이 밀집된 부분 한 변수의 . , 

값이 최대인 부분 최고점과 최저점 그리고 우측상단 우측하단과 같이 , , 

등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학생이 에 해당한4 D1

다.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4] D1Ⅳ

 

에 해당하는 학생은 문항에 따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또는 부분 D2

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예 문항 점들이 ( , 2), 축 상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예 문항 문항 에는 전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 , 1, 3) . 

어 전체적 경향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예외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 

오답한 경우 양의 상관에서는 점별 접근으로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지만 , 

음의 상관에서는 국소적인 부분에만 집중한 경우 점별로 ,  의 값 차이

에만 집중하여 오답하거나 부분적으로 국소적 관점에 의해 오답한 경우

가 에 해당한다 분포에 대한 관점이 국소적에서 전체적으로 전환되고 D2 . 

있는 과도기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문항 의 응답< 2-(1) >

문항 의 응답< 3-(1)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5] D2Ⅳ

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산점도를 보고 점들을 어떤 특징을 가진 하나 D3

의 집단으로 생각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그 안에서 밀집된 부분이나 

퍼짐 정도에 따라 비율적으로 전체를 조망하거나 점들의 대푯값을 고려

하는 등 분포의 다각적 측면을 통해 자료의 변이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6] D3 1Ⅳ



음 반 그래프에서 차 점수랑 차 점수를 보고 모여 있는 점들은 이 점S3j : ... (1 ) 1 2 , 

가운데에 있는 점이나 한 점을 보고 생각을 하고

연구자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점이나 점을 대표하는 거를 보고: ?

네 두세 개를 보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점수를 따로 보고서 생각을 S3j : . 

해서 풀었어요

연구자 그럼 여기서 반 그래프에서 밀집된 부분 대표하는 점은 뭐야: (1 ) ?

을 가리킴S3j : (1,1.5), (3,3)

풀이 과정 중 대표하는 점을 표시한 그림<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 [ -7] D3Ⅳ S3j의 예시2

패턴 파악 전략은 학생들이 좌표평면 위에서 공변동의 언어적 표현  

‘값이 할수록 ○○ 값이 하다 을 이해한 방법을 의미한다 하나’ . □□

의 점 즉 순서쌍 , 에서 와 의 대응을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순서쌍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 점들의 경향 증감 패턴을 파악하기 , , 

위해 사용한 전략에 따라 구분하였다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 

은 두 변수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때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학

생들의 전략이 애매한 경우 면담을 통해 분포 파악의 관점과 함수적 지

식 수준을 파악 후 학생들에게 나타난 전략 유형을 세분화하였다, .

 에 해당하는 학생은 패턴 파악 전략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면담을 한 P0

결과 대부분 개인적인 의견이나 직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에, 

만 근거하여 판단을 요구할 경우 비일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 

차 점수가 높아도 차 때 더 못하면 높지 않으니까 와 같이 개인적‘1 2 ’

인 경험에 의해 판단하거나 차 점수가 높고 차 점수가 낮아서 와 ‘1 , 2 ’

같이 일부분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 

물으면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다른 문항에서도 잘 모르겠다며 일관하였

다 순서쌍을 읽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다수의 점들을 보고 패턴을 파. , 



악하는 것은 접근부터 어려워하였으며 일직선으로 찍힌 점이더라도 어려

워하였다 이러한 비수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문항 에서도 . 4-(1), (2)

찾아볼 수 있었는데 나뭇잎을 산점도 위에 그려서 점이 나타내는 모양, 

이 나뭇잎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8] P0Ⅳ

에 해당하는 학생은 주목한 점에서  P1 , 의 값의 크기 비교만을 통해 

패턴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 ‘값에 비해 값이 크다 작다/ ’, ‘값과 

값이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 와 같이 순서쌍 안에서 / ’ , 의 값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변수가 변화한다는 것은 알지만 동시에 순서쌍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9] P1Ⅳ



에 해당하는 학생은 순서쌍에서  P2  의 값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산점

도를 보고 이 양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양이 증가한다 와 같이 대략‘ ’

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각선 점점 올라가는 모양 등 . , 

변화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파악하는 경우 상상한 모양대로 점이 찍히, 

는지 확인하여 파악하는 경우가 에 해당한다P2 .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0] P2Ⅳ

 

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략적인 변화를 파악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함 P3

수적 지식으로 두 변수 사이의 일반화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 

들어 대략적인 일차함수 또는 정비례 반비례와 비슷한 모양인지 확인하, 

는 경우 기울기 개념을 사용하여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는 경, 

우 그래프의 형태를 선 그래프로 바꿔 확인하는 경우 모두 에 해당한, P3

다.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1] P3 1Ⅳ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2] P3 2Ⅳ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3] P3 3Ⅳ

그림 에 해당하는 학생의 예시[ -14] P3 4Ⅳ



결론적으로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에서 학생들의 상관관계 추 ‘ ’

론전략을 분포 파악과 패턴 파악 전략을 조합하여 분류한 결과는 표[ Ⅳ

-3 과 같다] . 표 [ -4Ⅳ 는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학년별 빈도수와 비율을 나]

타낸다.

 

전략 

구분
상관관계 추론전략 특징

해당 

사례

D1P0

자료만 보고 해석을 요구했을 때 한 점의 순서쌍을 보고 의 값을 x, y

구할 순 있지만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는 일부분에 근거하여 판단, 

하며 개인적인 의견이나 직감에 의존하기 때문에 판단전략이 일관되, 

지 않고 이유를 설명할 때는 모르겠다 라고 대답함‘ ’ . 

명C1 1

D1P1

좌표평면을 등분하여 우측상단 하단에만 집중하거나 점들이 밀집된 4 , 

부분 등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분에서 국소적으로만 자료

를 해석함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의 각 점에서 의 값의 비교에 . x, y

집중함.

명C0 1

명C2 3

D2P1

각 점에서 의 값의 차이에 집중함 값이 크면 값도 비슷하게 x, y . x y

큰지 작은지 점별 비교하여 자료의 전체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점들이 /

밀집된 부분이나 예외적인 부분 등 일부분에 더 집중하여 전체적 경

향을 파악하는데 오류를 보임. 

명C1 2

명C2 1

D2P2

종종 일부분에서 의 값을 비교하거나 점들의 밀집 또는 퍼짐 정x, y

도에 따라 자료를 국소적으로 관찰하여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는데 

오류를 보이지만 점들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전체적

인 증감 이미지로 전체적 경향을 파악함.

명C0 5

명C2 2

D2P3

자료의 전체적인 경향보다는 빈도 비교의 관점에서 값의 최대빈도

수를 표현함 예( , ‘ 만원이 제일 많이 팔렸다 만원0 4 ’. ‘0 15 , ℃ ℃ 

만원 만원이 개로 제일 많다 일차함수는 모르10-15 7 , 25-30 2 ’). ℃ ℃ 

지만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 

하고 있는지에 따라 상관관계를 판단함.

명C0 1

D3P1

일차함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그래프를 보고 곧바로 전체적인 

증감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지만 각 점에서 의 값의 점별 비교x, y

를 통해 패턴을 파악함 자료의 변이성을 고려할 때는 밀집된 부분에. 

서는 대표하는 점 잡기,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눠보기 등 여러 측면 , 

을 통합함 구간별 대표하는 각 점의 모임으로서 전체를 파악하기 때. 

문에 자료에 대한 국소적 관점을 가지지 않음.

명C2 1

D3P2
점들의 전체 분포를 생각하고 점들의 모양이 증가 감소하는지에 따, , 

라 판단함.

명C0 5

명C1 1

명 C2 2

D3P3
점들의 전체 분포를 생각하고 점들의 증감 이미지를 형성할 뿐만 아, 

니라 구체적인 함수식 기울기 등 함수적 지식으로 판단을 확인함, . 

명C0 13

명C1 2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가지 유형과 특징[ -3] 8Ⅳ



전략 구분

학년별 빈도수와 백분율

학년2 학년3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D1P0 0 0 1 4.2

D1P1 2 12.5 2 8.3

D2P1 1 6.3 2 8.3

D2P2 4 25 3 12.5

D2P3 1 6.3 0 0

D3P1 0 0 1 4.2

D3P2 3 18.8 5 20.8

D3P3 5 31.3 10 41.7

계 16 24

표[ -4Ⅳ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학년별 빈도수와 비율]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때 가지의 상관관계 추론전략이 존재하였으며 맥락적 지식의 통합 8

형태에 따라 하위 가지 사례가 존재한다 가지 전략별 차이를 살펴보14 . 8

면 다음과 같다 전략과 전략의 차이는 점들의 전체를 파악할 . D1P1 D2P1

수 있는 지 여부이다 똑같이 순서쌍 비교를 통해 패턴 파악을 하지만. , 

전략의 학생들은 모든 문항에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또D1P1

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며 전략은 문항 과 같이 점들이 비교적 고, D2P1 3

르게 분포되어 있는 산점도에서는 각 점들의 모임을 전체로 보는 등 전

체적인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략과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략은 전략과 달  D2P1 D2P2 , D2P1 D2P2

리 그래프를 보고 곧바로 대략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다 문항에 . 

따라 점들의 전체를 파악하긴 하지만 순서쌍 안에서 ,  의 값의 비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두 값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로 관계를 파악한다 점. 

이 아닌 직선 그래프를 보고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판단하지 못하며, 

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는 오히려 점으로 찍힌 그래프보다 직선 D2P1

그래프가 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편 상관관계 추론전략 가지 유형 중 흥미로운 유형은 전략과  , 8 D2P3

전략이다D3P1 . 이 전략들은 분포 파악 전략 또는 패턴 파악 전략  둘 중 



하나의 전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형으로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보면 분포 패턴 파악 전략이, 상호보완 작용을 하였다. 전략 D2P3

의 학생은 면담 결과 문항 에서는 빈도 비교의 관점으로 점들이 밀집된 1

부분에서 값이 크다고 해석하는 등 빈도수를 값으로 생각하여 이변량 

자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밀집된 부분의 점의 개수에 집중하지만 산점도

에서 주어진 진술을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정비례 반비례의 사전지식을 , 

판단 근거로 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 D3

수 있다 전략의 학생은 면담 결과 두 변수 사이의 패턴을 순서쌍. D3P1

의 비교만으로 파악한다 이 때문에 직선 그래프보다 점들이 찍혀있는 . 

그래프를 더 쉽게 이해하며 수학 문제처럼 보이는 함수 그래프에서는 ,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곧바로 파악하기는 힘들어했다 하지만 충분한 . 

시간이 주어지면 약한 상관관계의 산점도라도 각 점에서  의 값의 비

교를 위해 같은 , 값에 여러 개의 값이 있으면 그것을 대표하는 점을 

하나 생각하거나 구간별로 나눠 대표하는 점을 생각하여 전체적인 추세, 

를 파악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른 문항별 이해2. 

이 절에서는 표 [ -3Ⅳ 에서 분류한 가지 상관관계 추론전략 유형에 따] 8

라 학생들의 문항별 상관관계의 이해를 조사해본다.

  가 문항 . 1

문항 은 월평균 최고 기온과 아이스크림 핫 팩 라면의 판매량 사이 1 , , 

의 관계를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문항이며,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 

로 유추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 해석 결과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항이

다. 문항  에서 학생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1 답

을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였는지 언어적 표현 유형에 따라 구분하였다. 

에 의하면 그래프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Baroody & Coslick(1998)  그래프



에 표현된 상황을 실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는 

지식을 점유해 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김선희 이종희( , , 

따라서2003).  학생들의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문제해결과 추론 과정에서

의 이 해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양 음의 상관관계 와 상. ‘ / ’ ‘

관관계 없음 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유형에 따라 응답 결과를 분류한 결’

과는  표 과[ -5, 6]Ⅳ 같다 표 . [ 를 보면 상관관계 없음 에 대한 학-6] ‘ ’Ⅳ

생들의 생각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유형 양 음의 상관관계 에서 언어적 표현의 예‘ / ’

맥락적 

이해

맥락적 지식을 사용하여 상식 일반적인 내용을 표현하거나 , 

그래프의 시각적 효과를 표현함.

예 기온이 높으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는다( , ‘ ’, 

추울 때 핫팩을 많이 산다 알아보기 쉽다 온도에 따라 아이‘ ’, ‘ . 

스크림 판매량이 많아지는 게 알아보기 쉽다 평소에 자주 보는 ’, ‘

그래프 모양이라서 잘 보인다’) 

빈도 비교

의 관점

자료의 전체적인 변화보다는 빈도 비교의 관점에서 값의 최대

빈도수를 표현함.

예( , ‘ 만원이 제일 많이 팔렸다 만원 만0 4 ’, ‘0 15 , 10-15 7℃ ℃ ℃ 

원 만원이 개로 제일 많다, 25-30 2 ’)℃ 

패턴/변화

의 관점

두 변수 사이의 변화를 표현함. 

예 기온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많이 팔린다( , ‘ ’)

표 문항 양 음의 상관관계 의 언어적 표현과 이해양상[ -5] 1-(1), (2). ‘ / ’Ⅳ



유형 상관관계 없음 에서 언어적 표현의 예‘ ’

맥락적 

이해

맥락적 지식을 사용하여 상식 일반적인 내용을 표현함, . 

예 라면은 그냥 많이 먹는다( , ‘ 라면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나들’,‘

이가기 좋은 날씨이다 라면은 기온에 따라 먹는 음식이 아니기 ’, ‘

때문에 기온과는 상관없이 판매량이 다르다’)

빈도 비교

의 관점

자료의 전체적인 변화보다는 빈도 비교의 관점에서 값의 최대

빈도수를 표현함. 예( , ‘ 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다0-5 ’)℃

패턴/변화

의 관점

점들의 패턴이나 분포를 표현하거나 예 일정하지 않다 판( , ‘ ’,‘

매량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다’) 변화를 파악하여 관 ‘

계가 없다 고 서술함’ .

결정불가
뒤죽박죽이어서 잘 모르겠다 또는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 

고 서술함. 예 파악할 수 없다 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 ‘ ’, ‘ ’)

인과 

관계적 

관점

두 변수 사이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서술함.

예 라면판매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

표 문항 상관관계 없음 의 언어적 표현과 이해양상[ -6] 1-(3). ‘ ’Ⅳ

 문항 에 대한 1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른 응답 유형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표 과 같았다[ -7] .Ⅳ 문항 에서 양 음의 상관관계를 대부분의 학생 1 /

들이 공변동적 사고에 기반하여 패턴/변화의 관점으로 진술하였다 양의 (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87.5%, 90%). Moritz(2004)는 학생들이 산점도를 

언어적 표현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적적한  

공변동을 표현한 것을 가장 상위수준으로 보았다. 하지만 학생들이 똑같

이 패턴/변화의 표현을 하였어도 판단 이유에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략별 학생들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전략의 학생들은 더울수록 차갑고 시원한 것을 찾기 때 D1P1, D2P1 ‘

문 더운데 누가 뜨거운 것을 먹을까요 핫팩은 몸을 따뜻하게 ’, ‘ ’, ‘

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이미 날씨가 더워서 몸이 뜨거워졌기 때문 과 ’

같이 자료 해석보다는 경험이나 신념 등에 의해 파악하거나 그래프를 ‘

보면 기온이 가장 낮을 때 판매량 수가 적어 보이고 기온이 높을 때 판

매량 수가 많아 보여서 와 같이 국소적 관점으로 관계를 파악하였다’ .



전략

구분

해당

사례

양 음의 상관관계 의‘ / ’

언어적 표현  

상관관계 없음 의 ‘ ’

언어적 표현 
문항1-(1) 문항1-(2) 문항1-(3)

맥
락

빈
도

패
턴

맥
락

빈
도

패
턴

맥
락

빈
도

패
턴

불
가

인
과

D1P0 명C1 1 1 1 1

D1P1
명C0 1

명C2 3
4 4 1 3

D2P1
명C1 2

명C2 1
1 2 1 2 1 1 1

D2P2
명C0 5

명C2 2
7 7 5 2

D2P3 명C0 1 1 1 1
D3P1 명C2 1 1 1 1

D3P2

명C0 5

명C1 1

명 C2 2

1 7 8 8

D3P3
명C0 13

명C1 2
15 15 13 1 1

계 4 1 35 3 1 36 4 1 30 4 1
비율(%) 10 2.5 87.5 7.5 2.5 90 10 2.5 75 10 2.5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의 응답 결과[ -7] 1Ⅳ

전략의 학생들도 역시 명은 개인적 경험에 의해 명은 국소적관 D2P2 2 , 1

점으로 파악하였는데 앞에서와 다르게 나머지 명의 학생은 점들이 이4 ‘

루는 모양이 올라가는 듯 하여 점들의 모양이 내려가는 듯 하여 와 ’,‘ ’

같이 그래프의 전체적 증감 이미지를 파악하였다.

전략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과 전체적 증감 이미지로 파 D3P2

악하고 있으며 전략에 이르면 전체적 증감 이미지로 판단하는 학생 D3P3

명 기온이 증가할수록 핫팩의 판매량이 줄어들지만 분포도가 크며 8 , ‘

평균차가 크기에 평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와 같이 모양과 평.’

균을 고려하는 학생 명 정비례 기울기 함수를 도입하여 관계 파악의 1 , , , 

근거로 제시하는 학생 명 직접 점들을 이어보면서 비형식적으로 추세5 , 

선을 생각하는 학생 명으로 점점 추론전략이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1 . 

한편 문항 에서 상관관계 없음 , 1 ‘ ’의 산점도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래프를 보고 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고 , 



결론 내리거나 뒤죽박죽이어서 잘 모르겠다는 결정 불가의 표현이 나타

나기도 하였고 두 변수 사이의 영향력을 고려한 인과 관계, 를 표현하기

도 하였다 또한 점들의 패턴이나 분포를 표현하거나 관계가 없음을 표. , 

현한 학생이 전체의 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학생들 사이에서도 판단 75%

이유가 상관관계 추론전략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과 전략에서는 기온과 상관없이 판매량이 일정하다 와 같 D1P1 D2P1 ‘ ’

이 자료를 잘못 해석하거나 라면은 계절과 상관없이 맛있기 때문에, ‘ ’

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 파악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략부터, D2P2

는 그래프 에 판매량을 나타낸 점들이 무작위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 3

에 랜덤하게 찍히고 있는 것 같다 등 점들의 패턴과 분포에 근거해’‘ ’ 

서 파악하는 학생이 존재한다 와 전략에서는 라면은 여름. D3P2 D3P3 ‘ , 

겨울 등 기온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아니다 와 같은 맥락적 사고에 기’

초한 학생들도 존재하지만 자료 해석에 근거한 학생들의 답안을 보면 , 

그래프를 선 그래프로 바꿨을 때 불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점들의 ‘ .’,‘

모임에 규칙들이 없다 기온에 따라 판매량이 제각각이다 기온.’,‘ .’,‘

마다 판매량의 비례관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좌표의 점.’,‘

의 위치가 향하는 방향이 없기 때문이다 와 같이 나름의 기준으로 올.’

바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 전략의 응답 결과를 보면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은  D2P3 D3P1 D2P3

점이 거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와 같이 점이 가장 많은 부분에 집‘ .’

중하여 ‘ 만원이 제일 많이 팔렸다 고 설명하였다 이 학생은 문0 4 ’ . ℃ 

항 전체에서 모두 일관되게1 점이 많이 찍혀있는 부분이 가장 많이 팔 

렸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였다. 전략의 학생은 여름은 더운 온 D3P1 ‘

도니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어 잠깐이라도 몸의 온도 등을 낮추는 것 

같다 라는 이유로 얼음 냉면을 예로 들어 문항 의 관계를 월 .’ , 1-(1) ‘

평균 최고 기온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가운 아이스크

림을 먹게 되는 것 같다 라고 서술하였다 이 학생 역시 문항 전체.’ . 1 

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공변동을 설명했지만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맥락

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나 문항 . 2

문항 는 줄넘기 단 뛰기 차 점수와 차 점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2 2 1 2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진위형 문항으로 문항 에 비해 일상생활에서의 경, 1

험과 상식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며 점들의 분포 형태가 ,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소적 관점으로 자료를 관찰하는 학생들이 상관

관계를 파악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은[ -8]Ⅳ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의 응답 결과이다2 .

전략

구분

해당

사례

문항 의 응답 결과2
문항2-(1) 문항2-(2) 문항2-(3)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D1P0 명C1 1 0 1 1 0 0 1
누적정답률(%) 0 100 0

D1P1
명C0 1

명C2 3
3 1 1 3 4 0

누적정답률(%) 60 40 80

D2P1
명C1 2

명C2 1
2 1 1 2 2 1

누적정답률(%) 62.5 37.5 75

D2P2
명C0 5

명C2 2
5 2 7 0 6 1

누적정답률(%) 66.7 66.7 80
D2P3 명C0 1 1 0 1 0 1 0
누적정답률(%) 68.8 68.8 81.3
D3P1 명C2 1 1 0 1 0 1 0
누적정답률(%) 70.6 70.6 82.4

D3P2

명C0 5

명C1 1

명 C2 2

7 1 7 1 8 0

누적정답률(%) 76 76 88

D3P3
명C0 13

명C1 2
14 1 14 1 15 0

누적정답률(%) 82.5 82.5 92.5
계 33 7 33 7 37 3

문항 정답률(%) 82.5 82.5 92.5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의 응답 결과[ -8] 2Ⅳ



문항 의 정답률은 각각 로 대체로 높 2-(1), (2), (3) 82.5%, 82.5%, 92.5%

은 정답률을 보이지만 각 전략에서 누적 정답률을 보면 D1P0, D1P1,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낮다는 것D2P1, D2P2 

을 알 수 있다 각 전략에서 오답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이 응. 

답한 판단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전략에서는 대D1P0, D1P1, D2P1, D2P2 

부분 국소적 관점에 의한 오답이었으며 이와 달리 전략에서D3P2, D3P3 

는 맥락적 지식에 의해 오답을 한 경우였다 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 

같다.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은 문항 에서 차 점수가 높아도 차  D1P0 2-(1) ‘1 2

때 더 못하면 높지 않아지니까 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판단하여 오’

답하였고 문항 에서는 국소적 관점에서 차 점수가 높고 차 점수, 2-(3) ‘1 2

도 높다 는 이유로 상관관계가 없는 산점도를 양의 상관관계로 파악하’

였다 이때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실시. 

한 결과 판단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상관관계를 자료에, 

만 근거하여 해석하는 것을 요구하였을 때 특정 점에 집중하는 모습을 , 

보였으나 파악 전략이 뚜렷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로 일관하며 어려‘ ’

워하였다 또한 문항 에서는 차 점수가 높고 차 점수가 낮아서. 2-(2) ‘1 2 ’

라는 이유로 정답을 골랐으나 면담 시에는 차 점수가 큰 부분의 점의 , 1

개수와 차 점수가 큰 부분의 점의 개수를 비교하여 오답하였다2 . 

연구자 그럼 이 반 그래프만 보고 판단해볼까 그래프만 보고도 차 점수가 높을: 1 ? 1

수록 대체로 차 점수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2 ?

아니요S3l : 

연구자 그럼 동의하지 않다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 ?

네 음 여기가 밀집된 부분을 가리키며 다 낮아가지고S3l : ... ( ) ...

연구자 밀집한 부분을 가리키며 여기가 다 낮아서: ( ) ? 

네 낮은 사람이 더 많아서요S3l : 

연구자 아 낮은 사람이 많아서 뭐가 어떤 점수가 낮은 사람이 많아서: . ? ?

그냥 점들이S3l : ...

연구자 아 그냥 점들이 밑에 있으니까: ?

네S3l :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오답 사례을 보면 예를 들어 문항  D1P1 , 

에서 우측상단에 있는 한 점에서 차 점수는 낮지만 차 점수는 2-(1) ‘1 2

높기 때문에 오답한 경우 문항 에서 밀집된 부분만 보고 차 점’ , 2-(2) ‘1

수에 비해 차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오답한 경우처럼 모두 국소적 관2 ’

점에 의해 오답을 한 경우였다. 

연구자 그럼 반 그래프도 보면 여기서는 차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차 점수: 2 ‘1 2

가 낮다 에 동의했잖아 그 이유는 뭐야’ ?

음S3l : ....

연구자 그러면 반 그래프를 보고 차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차 점수가 낮: 2 ‘1 2

다 에 동의해’ ?

아 아닌 거 같아요 S3l : ..

연구자 틀린 거 같아 왜: ? ?

차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적은데 차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S3l : 1 2 .

연구자 아 차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적은데 차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 ~ 1 2

아닌 거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 그래프에서 동의한 이유를 차 . ? 3 1

점수가 높고 차 점수가 높아서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본 거야2 ?

음 차 점수도 높고 차 점수도 높은 상태S3l : ..........1 2 ..

연구자 어느 점이: ?

음 모르겠어요S3l : .......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의 문항 에 대한 설명 [ -15] D1P0 S3l 2Ⅳ

차 점수가 일 때 차 점수가 을 넘기 때문에S2j : 1 7 2 7 !

연구자 그러면 이 점 우측 상단 만 본 거야: ( ) ?

네S2j : 

연구자 그러면 얘네들 다른 점을 가리키며 은 안 본 거야: ( ) ?

얘네들은 말고 그냥 제일 큰 점수를 보고 그냥 그거에서 한 거예요S2j : .

연구자 아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 ~ ?

네S2j : 

연구자 그럼 는: 2-(2) ?

여기는 차 점수에 비해 차 점수가 작기 때문에 S2j : 1 2

연구자 이것도 어딜 본 거야: ?

이것도 제일 밑에꺼S2j : 

연구자 아 요거 우측하단: ( )?



또한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중 그림 의 학생 는 양 음의  , D1P1 [ -17] S2o /Ⅳ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고를 때 양의 상관관계는 우측상단 음의 , 

상관관계는 제 사분면에서 우측하단이나 제 사분면에 점이 위치해야 한1 3

다고 생각한다 이 학생은 .   꼴의 산점도에서도 우측상단과 우측하단

만 보고 값이 축에서 가운데 값보다 크면 양의 상관 가운데 값보다 , 

작으면 음의 상관이라고 파악하며 오류를 보였다.

네S2j : 

생략-- --

여기 축이랑 축의 값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달라요S2j : (x y ) .. 

연구자 아 차 점수랑 차 점수랑 달라서: 1 2 ?

네S2j : 

연구자 그러면 차 점수랑 차 점수가 같으면 관계가 있는 거 같고: 1 2

네S2j : 

연구자 무작위면 관계가 없는 거 같아: ?

네S2j : 

연구자 아 그래서 차 점수가 차 점수에 비해 큰지 작은지를 보는 거야: 1 2 ?

네S2j : 

생략-- ---

연구자 이 두 점 우측상단 좌측하단 에서 차 점수가 차 점수보다 작아 차 점수: ( , ) 1 2 . 1

보다 차 점수가 더 크다면2 ?

그러면 차 점수가 높다고 하죠S2j : 2

연구자 그러면 차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차 점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야: 1 2 ?

네S2j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 -16] D1P1Ⅳ S2j의 문항 에 대한 설명 2

연구자 그러면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수학성적이 낮은 학급을 골라라 하면 : 

대체로 점들이 어디에 있어야 해?

하단 부분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S2o : ?

연구자 여기 값만 작은 부분: ?(y )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중 오답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문항 에 D2P1 2-(1)

서 언제나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라는 이유로 ‘ ’ 와 

의 값이 비슷한 경우에만 양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고 둘의 값이 확실, 

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여 오답한 경우 문항 , 

에서 특정 부분만 생각하여 차 점수 높은 학생도 차 점수에서2-(2) ‘1 2

도 좋은 기록을 만들었다 는 이유로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라고 파악한 ’

네S2o : 

연구자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추가 문항 그래프 이렇게 되어있으면: ( 4 1) ?

국어는 낮은데 수학은 높은 애들이 많은 거죠S2o : 

연구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서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대체로 수학성적이 높다고 할 : 

수 있어?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높다구요S2o : ?

연구자 응: 

있지 않아요 요기 이렇게 있어서 우측상단 점들 존재S2o : ? ( )

연구자 그럼 추가 문항 의 그래프 는 이건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 ( 4 ) 2 ? 

다?

네S2o : 

생략-- --

연구자 그러면 값이 높을수록 값이 낮다 를 판단하려면 어느 부분을 봐: ‘x y ’ ?

여기나 여기요 제 사분면의 우측하단과 제 사분면S2o : ... ( 1 3 )

학생이 설명할 때 주목하는 부분을 표시한 그림< >

제 사분면의 우측상단은 양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때 제 사분면의 우측하단이나 ( 1 , 1

제 사분면은 음의 상관관계를 판단할 때 주목한다3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의 면담 추가 문항 에 대한 설명[ -17] D1P1 S2o 4 Ⅳ



경우 등 국소적 관점에서 산점도를 파악하여 오류를 보였다.

또한 우측상단 우측하단에만 집중하는 학생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파악 , 

하기 어려워하였는데 예를 들면 문항 에서 차 점수가 낮게 나온 2-(2) ‘1

아이들이 차 점수에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음의 상관관계2 ’

가 아니라고 파악한 경우이다 이러한 국소적 관점에 의한 오답의 사례. 

는 문항 에서도 관찰된다 정도에 분포하던 학생들이 로 2-(3) . ‘2~6 5~7

올랐기 때문 이라는 이유로 상관관계 없음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양의 ’

상관관계로 파악하였다.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는 각 점에서  D1P1, D2P1  의 값만 비교

하여 기울기가 보다 작은 양의 상관관계 산점도를 보고 양의 상관관계1

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보였다 예를 들어. , 그림 에서와 같[ -18, 19]Ⅳ

이 특정 점에서  의 값을 비교하여 값이 값보다 더 크거나 비슷하

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생각하고,  의 값의 차이가 많이 나면 양의 상

관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연구자 일 때 정도 되고 그래서: 3 3 ?

네 맞아요S3b : 

연구자 차 점수랑 차 점수랑 비숫해서: 1 2 ?

네S3b : 

연구자 그럼 만약에 차 점수랑 차 점수랑 안 비슷하면 추가 문항 보여주면서: 1 2 , ( 3 ) 

이게 반의 그래프라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차 점수와 차 점수 사이의 관4 . 1 2

계가 어때 보여?

네 그럼 관계없어요S3b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 -18] D1P1Ⅳ S3b의 면담 추가 문항 에 대한 설명 3

연구자 그러면 추가문제 을 보여주면서 반의 그래프라고 할게 가 차 점수: ( 3 ) 4 . x 1 , y

가 차 점수 그러면 점들을 다 보면 차 점수가 차 점수보다 다 높아 이럴 2 . 1 2 . 

때는 차 점수랑 차 점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 같아1 2 ?

차는 잘했지만 차는 대충했다S2h : 1 2 ?

연구자 아 차는 잘했지만 차는 대충했다 그러면 차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로 : 1 2 . 1 2

차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어?

아니요S2h : .



전략에서는 대체로 의 언어적 표현을 밀집된 부분에 집중해서  D2P2 ‘ ’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문항 에서 차 점수가 거의 다 차 점2-(1) ‘2 1

수보다 낮다 차 점수가 낮은 곳에 찍힌 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1 ’

와 같은 이유로 오답을 하였다. 

유일하게 문항 에 오답한 학생들은 모두 전략에  2-(3) D1P0, D2P1, D2P2

해당하는 학생이었는데 모두 우측상단의 점만 파악하던가 특정 부분에서

의 , 의 값의 비교를 통해 값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 오류를 보였다.

점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전략에서도 오답한  D3P2, D3P3

학생이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국소적인 관점에서 자료 해석의 문제보다, 

는 한번 실수하면 끝이라서 체육 실기평가는 운이 대체로 필요하기 ‘ ’,‘

때문이다 줄넘기라는 같은 시험을 봤는데 차와 차 결과가 반대로 ’,‘ 1 2

나오는 건 우연일 뿐이다 와 같이 개인적인 생각과 자료 파악 결과 사’

이에 인지적 충돌을 일으켜 오답하였다.

 문항 에서 2 와 전략의 응답D2P3 D3P1  결과를 보면 분포 파악 전략과 패

턴 파악 전략의 상호보완작용을 볼 수 있었다. 두 전략의 학생 모두 문

항 에서 정답지를 골랐는데2 ,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은 D2P3 분포 형태가 

균일하지 않은 상태를 인지하였지만, 주어진 산점도를 정비례 또는 반비 

례 그래프와 비교하여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전략에  D3P1

해당하는 학생은 산점도에서 점들의 분포 형태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간별로 대표하는 점들을 잡아서 그 점들의  의 값들을 비교함으로

연구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할 거 같아: ?

차 점수가 높다고 해서 차 점수가 높지 않다S2h : 1 2 .

생략-- --

연구자 아 그럼 차 점수가 높을수록 차 점수가 높으려면 차 점수가 차 점수랑 : 1 2 2 1

비슷하거나 아님 더 잘 봐야 한다?

네S2h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 -19] D2P1Ⅳ S2h의 면담 추가 문항 에 대한 설명 3



써 정답지를 고를 수 있었다.

 다 문항  . 3

문항 은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개의 산 3

점도 중에서 양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없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 , 

로 모두 고르는 문항으로 문항 의 정답률은 각각 , 3-(1), (2), (3) 60%, 

이다 문항 은 본인의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모두 종합해야 해50%, 35% . 3

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다른 문항에 비해 낮고,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문항D3P2, D3P3 6

별 정답률은 각각 로 모두 미만으로 매우 낮다17.6%, 5.9%, 11.8% 20% . 

반면 전략의 학생들은 정답률이 문항별로 각각 D3P2, D3P3 91.3%, 82.6%, 

로 전체 학생들의 문항 정답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52.2%

다. 

전략

구분

해당

사례

문항 의 응답 결과3
문항3-(1) 문항3-(2) 문항3-(3)

정답 오답 정답 오답 정답 오답
D1P0 명C1 1 0 1 0 1 0 1

D1P1
명C0 1

명C2 3
0 4 0 4 0 4

D2P1
명C1 2

명C2 1
0 3 0 3 0 3

D2P2
명C0 5

명C2 2
3 4 1 6 2 5

D2P3 명C0 1 0 1 0 1 0 1
D3P1 명C2 1 0 1 0 1 0 1

D3P2

명C0 5

명C1 1

명 C2 2

6 2 5 3 4 4

D3P3
명C0 13

명C1 2
15 0 14 1 8 7

계 24 16 20 20 14 26
문항정답률(%) 60 50 35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의 응답 결과[ -9] 3Ⅳ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오답의 특징과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전략별로 문 

항 응답 결과와 판단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표 와 같았다[ -10,11,12] . Ⅳ

표 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상관관계 추론전략[ -10,11,12] , Ⅳ 수준이 낮을 

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골라야 하는데 음의 상관관계를 고르거나 그 반대

의 경우와 같이 정답과 전혀 관련 없는 답지를 고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국소적 관점에서 자료값의 비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비

롯되었다 볼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 없음에 해당하는 그래프로 만을 고른 학생은 오답자  , E

명 중 명으로 그래프 는 직관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26 22 , E

쉬운 반면 그래프 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학생은 전략F, G D3P3

에서도 명 중 명뿐이었다 이는 그래프 가 학생들에게는 상관관15 8 . F, G

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그래프로 자연스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셋째 상관관계 없음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를 택한 학생은 명이었는 , H 3

데 이들 모두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었다 명 중 명은 맥락적 지D2P1 . 3 2

식에 의해 오답을 한 경우이며 명은 모든 점에서 , 1  의 값이 같기 때

문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이것은 전략의 특징 중 점D2P1 

들의  의 값의 차이 유무로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특징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문항 에서3 도 와 전략의 응답 D2P3 D3P1  결과를 보면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의 상호보완작용을 볼 수 있었다. 전략에 해D2P3

당하는 학생은 강한 상관관계만 답으로 골랐는데 면담 결과 정확한 답을 

고르기 위해 하나만 택한 것이고 약한 상관관계, 의 산점도 또한 정비례 , 

반비례 그래프와 비교하여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전 D3P1

략의 학생은 면담 결과 음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F로 변경하

였는데, 이는 음의 기울기에 대한 낮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

다. 이 학생은 음의 상관관계이면서 일직선으로 찍힌 그래프를 보고  곧



바로 공변동을 이해하기보단 , 점별 비교를 통해 파악하였는데 ,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전략과 D2P1, D1P1 

는 다르게 기울기가 낮, 더라도 양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고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전략

구분

문항 양의 상관관계 고르기3-(1) ‘ ’ 
응답

결과
답안 판단 이유 예시( )

명 

수
D1P0 오답 C,D 국어성적이랑 수학성적 두 부분이 다 높아서 1

D1P1 오답

C
다른 학급에 비해 수학성적과 국어성적이 
높아보이고 또는 높은 성적에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아 보인다

4없다 대체로 높으려면 그래프 상위부분에 우측 상단에 
모여있어야함

H 수학성적이 높으니까 국어성적도 값이 올라간다
G 떨어지는 사람 없이 모두 평균을 유지했기 때문

D2P1 오답
A,B 둘다 우측상단으로 많이 분포되어서

3H 일정하게 수학이 상승하면 국어 역시 상승한다
D 점들이 중간에 모여있으니까

D2P2

정답 A,B,H

수학성적과 국어성적의 점수가 동일하게 맞는 부분-

이 어느정도 일치하기 때문

점들이 점점 올라가는 듯한 모양-

전부 국어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수학성적이 같이 -

오른다

3

오답
A,H

와 학급의 그래프가 모양으로 국어성적이 낮-A H / 

은 학생은 수학성적도 낮고 높은 학생은 높기 때문

이다. 

수학성적이 높아질수록 국어성적도 높아지기 때문-

이다

2

H 국어 성적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학성적도 오름 1
C 수학도 높고 국어도 높아서 1

D2P3 오답 A 수학점수가 높을수록 국어점수도 높기 때문 1

D3P1 오답 A,B,F,H

와 는 둘다 대체적으로 수학과 국어성적이 동일A B

하며 는 수학보다 국어가 조금 더 높지만 비율이 F

비슷하고 는 수학과 국어의 성적이 동일하다H

1

D3P2 정답 A,B,H

는 가지런히 위로 올라감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A . 

대체로 수학성적이 높고 는 보다 덜하지만 위로 , A H

올라감 도 보다 덜하지만 위로 올라간다. B A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6



오답

A,H 대체로 국어성적과 수학성적이 같아서 1

A,B,G,H
국어성적이 증가할수록 수학성적도 증가하기 때문이

다
1

D3P3 정답 A,B,H

국어성적이 높아질수록 수학성적이 높아지는 비례-

관계를 골랐다

같이 가 증가할수록 가 증가하는 모양의 그- y=x x y

래프와 비슷한 그래프

기울기가 약 정도이다- 1

국어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수학성적이 높은 쪽에 -

주로 분포하고 국어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수학

성적이 낮은 쪽에 분포해서

각 점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그을시 국어성적이 높-

을수록 수학성적도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분포도가 

크지 않기에 평균차가 크지 않아 확률이 높을 것이

다

국어성적이 높은데 수학성적이 높은 부분이 연속적-

으로 발생하는 학급

15

계 40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오답유형과 원인 [ -10] 3-(1) Ⅳ

전략

구분

문항 음의 상관관계 고르기3-(2)‘ ’

응답

결과
답안 판단 이유 예시( )

명 

수

D1P0 오답 없다 없는 것 같다 1

D1P1 오답

C 수학성적이 낮으면 국어성적이 높다

4D 수학성적은 높지만 국어성적이 낮아서

F 하단에 몰려있다 국어성적은 높은데에 사람이 많고. , 
수학은 점수가 낮은데에 다 몰려있음

D2P1 오답
B 그렇게 보임

3C,F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 성적이 높지 않아서
없다 국어와 수학이 서로 연관있는 과목이 아님

D2P2

정답 C,D 점들이 점점 내려가는 모양 1

오답

C
그래프가 모양으로 학생들의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

수학성적은 낮다
3

D,G 국어성적이 올라가면서 수학성적이 떨어진다 1
F,G 수학은 그래프가 높으나 국어는 낮기 때문 1

없다

를 제외하고 에 점을 보면 숫자가 무A,B,H C,D,E,F,G

방비하게 찍혀있거나 대체로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

다 수학과 국어의 점에 맞는 점이 없어서( )

1



전략

구분

문항 상관관계 없음 고르기3-(3) ‘ ’
응답

결과
답안 판단 이유 예시( )

명 

수
D1P0 오답 E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서 1

D1P1 오답 E 각자다르다 관게없이 퍼져있다 자기수준대로 , , 
나온듯하다 띄엄띄엄 분포되어있다. 4

D2P1 오답

A,B,C,D,E

,F,G,H
국어점수가 높다고 수학점수가 높은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관련있지 않다 1

E,H 는 아무곳이나 분포 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E , H
모든지 잘한다는 것을 보여줌 1

H 일직선 수학성적과 국어성적이 다 같아서. 1

D2P2

정답 E,F,G
는 골고루 분포되어있고 는 두 성적 중 하나는 E , F,G

거의 같고 다른 하나만 바뀌기 때문이다
2

오답

B,D,E
성적을 나타내는 점들이 무작위하고 규칙성 없이 흩

어져 찍혀있기 때문에
1

E
여러 군데로 퍼져있다 발견 가능한 패턴이 보이지 , 

않는다 
4

D2P3 오답 E 여러군데로 퍼져있다 1

D3P1 오답 E
학생들의 성적이 고루고루 국어와 수학에 관련없이 

성적이 다양한 것 같다.
1

D3P2
정답 E,F,G

불규칙 는 국어성적이 증가해도 수학성적에는 별 , F

영향이 없다 는 퍼져있기 때문에 는 수학성적이 . E , G

증가해도 국어성적에는 별 영향이 없다

4

오답 E 점들이 일정하지 않음 규칙적이지 않고 무작위, 4

D3P3 정답 E,F,G
해당 학급의 그래프에서는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없었고 일정한 규칙이 있어도 학급은 국어성적만 F
8

D2P3 오답 C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 성적이 낮다 1

D3P1 오답 A,B

국어 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을 것 같고 그

래프가 수학 밑 쪽에선 국어 위쪽으로 쭉 뻗어있기 

때문에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 성적이 낮은 것 

같은 를 골랐다A,B 

1

D3P2

정답 C,D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 성적이 낮아짐 5

오답
C 대체로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낮아짐 1
D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가 낮아지기 때문에 1
C,F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도 낮았다 1

D3P3
정답 C,D 그래프 모양과 구체적인 함수식으로 확인 14
오답 없다 모든 경우 다 그래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다 1

계 40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오답유형과 원인 [ -11] 3-(2) Ⅳ



 결론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학년에 따른 차이보다는 추론전략

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 Ⅳ-13]은 학년별 문항 와 의 오답 빈도 2 3

수와 백분율을 나타낸다 그 결과 학년별 문항 오답률은 학년 . 2 33.3%, 3

학년 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32.6% .

문항

유형

오답 빈도수와 백분율

학년2 학년3

빈도수
비율

(%)
빈도수

비율

(%)

2-(1) 2 2.1 5 3.5

2-(2) 2 2.1 5 3.5

2-(3) 2 2.1 1 0.7

3-(1) 7 7.3 9 6.3

3-(2) 8 8.3 12 8.3

3-(3) 11 11.5 15 10.4

계 32 33.3 47 32.6

표[ -13Ⅳ 학년별 문항]  와 의 오답 빈도수와 비율2 3

빈도수 학년 명 학년 명에게서 나타난 문항별 오답: 2 16 , 3 24

의 횟수

비율 빈도수 학년별 학생수 문제수 소수 둘(%) : /N (N: × (6), 

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높았고 학급은 수학성적만 따로 높아서 서로의 관, G

계가 나타나는 그래프가 아님.

국어성적이 높을수록 수학성적이 높은 곳에 주로 분

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을수록 수학성적이 

높은 곳에 분포해있지 않아서

오답 E
분포가 다양하다 마구잡이로 일정하지 않게 분포, ,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지을 수 없음
7

계 40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오답유형과 원인 [ -12] 3-(3) Ⅳ



적합선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3. 

문항 를 통해 학생들의 적합선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을 분석한 결과 4 ,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범주를 정교화 수준에 따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

으며 문항별 그리기 전략이 변화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절, . 

에서는 학생들이 그린 적합선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살펴본 후 상관관

계 추론전략에 따른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특징과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

서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특징을 분석해본다.

  가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과 그 결과. 

문항 에서 적합선을 그리기 위해 사용한 전략들을 범주화하여  4-(3), (4)

빈도 분석한 결과 표[ -14]Ⅳ 와 같으며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 

수 있다. 

표현
범주 전략 특징 예시( )

문항별빈도수

4-(3)
양의 
상관

4-(4)
음의 
상관

<1>
중심· 
형태에 
대한  
대략적 
추측 

비수학적 자료 소재의 시각적 특징을 기준으로 그림 점들의 중. ‘
앙에 선을 그리면 나뭇잎 모양이 되기 때문에’ 0 1

두점 
잇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 두 점을 이음 좌표평면 끝과 .‘
끝 중간에 있는 두 점 만 선분으로 이음 원점과 ’, ‘ ’ ,‘
 의 값이 같은 점 원점과 시작점’,‘ ’

5 0

단순
모양 

단순 점들의 추세 형태를 보고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 
맥락적 지식을 기반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예측한 결과
를 반영하여 그림.
‘대각선 비슷해서 길이가 길수록 너비가 줄어’, ‘ ’, ‘
들어서 대략 모양 점점 상승 하강 기울’, ‘ ’ ‘ , ’,‘↗
기가 양수여서 특이점 제외하고 형태 파악’, ‘ ’

8 7

가운데 대략적으로 점들 사이에 그림 점 사이를 지난다.‘ ’, 
점들 가운데 지난다 대략 중간정도 지난다‘ ’ ‘ ’ 1 7

가깝게 대략적으로 가깝게 그림 잘 모르겠다 가까운 곳에 점.‘ . 
들이 모이게 그림’ 0 2

평균 대략적으로 평균을 생각하여 그림 대략 평균이 이 정.‘
도’ 3 2

비례 대략적 형태를 비례관계로 추측하여 그림. 2 1

계(%) 19
(47.5%)

20
(50%)



첫째 학생들의 비형식적 적합선 그리기 전략은 다양하며 그 전략에 대 , 

한 표현 및 방법이 얼마나 정교한지에 따라 가지 표현 범주로 구분할 3

수 있었다 적합선 그리기는 직선이라는 도구를 통해 상관관계를 일반화. 

하는 수학적 모델링과 관련이 있다 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 Casey(2015)

들의 비형식적인 적합선 추론 사례를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적합선 그리

기 전략을 분류했을 때 같은 전략이더라도 수학적 모델링의 정교화 과, 

정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 [표 -15Ⅳ 와 같이 같은 평균을 고]

려해도 그 전략의 정교한 정도가 달랐다 따라서 대략적 추측에 의해 그. 

린 경우 평균점이라고 생각하는 한 점을 지나게 그린 경우 점들의 형, , 

태를 파악하고 구간별 평균점을 비형식적으로 계산하여 그 점들을 지나

게 그린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2>
부분적 
자료의 
조작을 
통한 
일반화

최대한 
많은점 가장 많은 점을 지나게 그림. 6 5

개수 
맞추기

점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직선을 기준으로 점의 개수를 
맞추거나 상승과 하락의 횟수를 비교하여 그림 선 , . ‘
양 옆에 개수가 비슷함 선을 기준으로 점의 개수를 ’ ‘
맞춰가며 그림 상승과 하락의 비율이 ’‘ 2:1’

2 2

반으로 
나누기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 기준 직선을 기준으로 제일 -y :‘
멀리 있는 두 점의 중간에’
값의 최댓값과 최솟값 기준 길이가 가장 긴 것과 -x :‘

짧은 것 사이 길이의 최소 최댓값을 지나게’, ‘ , ’

1 3

평균점 
잡기

그래프 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점 하나를 잡아서 
그 점을 지나게 그림 저점이 이 그래프의 평균을 나. ‘
타내고 있는 점인 것 같기 때문’

2 0

직선 
근처로 
가깝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생각하여 최대한 점들과 가깝
게 그림 가장 많은 점을 지나고 위 아래 근처로 점이 . ‘
많이 분포 최대한 많은 점과 가깝게 선 근처에 ’, ‘ ’,‘
점들이 가까이 붙어있을수록 정확하다 직선과 점들’, ‘
의 거리가 가깝게 기울기를 고려하여 가깝게’, ‘ ’

6 5

계(%) 17
(42.5%)

15
(37.5%)

<3>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당화

기울기 
조정

점들의 형태를 파악한 후 직선의 기울기를 조절함 가능. 
한 기울기를 모두 고려하여 평균값을 구함. 1 1

평균점 
계산 

점들의 형태를 파악한 후 구간별 평균점 사잇값 을 계산( )
하여 점들을 이음. 3 3

영역 
좁히기

가능한 직선을 모두 포함하는 너비가 큰 선 영역 을 ‘ ( )
그린 후 그 선 영역 을 축소화 시켜서 직선의 위치와 ( ) ’
각도를 구함

0 1

계(%) 4
(10%)

5
(12.5%)

표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과 표현 범주에 따른 문항별 빈도수[ -14] Ⅳ



해당

사례

평균인 것 같‘

다’

길이가 이고 너비가 ‘ 15cm

인 점에 직선이 맞닿아 있10cm

는 이유는 저 점이 이 그래프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는 점인 것 

같기 때문이다’

똑같은 길이에 개인 너비가 ‘ 2

나오면 똑같이 선을 개로 연결2

해야 한다 그 점들의 평균값으. 

로 직선을 그었다’

표현

범주

중심 형태에 ·

대한 대략적 

추측

부분적 자료의 조작을 

통한 일반화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당화

[표 -15Ⅳ 평균을 고려한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가지 사례와 구분] 3

결론적으로 일차로 분류한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중심 형태에 대한  , ·

대략적 추측 부분적 자료의 조작을 통한 일반화 체계적 분석을 통한 , , 

정당화 총 가지 단계로 범주화하였으며 하위 가지 전략이 존재하였3 15

다 그 외에 전략으로 따로 구분 짓진 않았지만 적합선을 그릴 때 특이. 

점을 고려하는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의 연구 사례처Casey & Nagle(2016)

럼 함수적 지식에 의해 원점, 절편을 고려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 

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과 의 연구에서 발견된 사례 이외에  , Sorto et al.(2011) Casey(2015)

정교화된 전략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먼저 특이점을 제외한 상태에서 . 

직선을 생각한 후 특이점을 고려하여 평균치의 변화를 기울기로 나타내

는 기울기 조정 전략과 직선 두 개로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 ’ 

설정한 후 영역을 축소화하여 직선의 방향과 기울기를 정하는 영역 좁‘

히기 전략이 존재하였다 두 전략 모두 점들과 최대한 가깝게 직선을 ’ . 

그리기 위해 평균을 고려한 정교화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 

전략을 사용하여 그린 적합선은 표[ -16Ⅳ 과 같이 회귀직선과 거의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

략
적합선을 그린 결과 회귀직선

기

울

기

조

정

영

역

좁

히

기  

    

[표 -16]Ⅳ 기울기 조정 영역 좁히기 전략을 사용하여 그린 적합선과  ‘ ’, ‘ ’ 
회귀직선 비교

셋째 , 양 음의 상관관계 통틀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가지 전략/ 3

은 단순 모양 최대한 많은 점 직선 근처로 가깝게(18.75%), (13.75%), 

전략이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적합선을 예상되는 두 변수(13.75%) . 

의 관계 표현으로 또는 점들의 평균으로 생각하며 점들을 최대한 많이 , , 

지나게 그리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의 연구 결과에서도 관Casey(2015)

찰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최빈값과 평균을 .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 예 이춘재 전평국( , Konold & Higgins, 2003; , , 

와도 유사하다 이춘재 전평국 은 초등학생 학년을 대상으2006) . , (2006) 5, 6

로 대푯값에 대한 비형식적 개념을 조사하였는데 학생들이 평균 개념과 

관련 있는 균형값의 개념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균. 

형값은 좌우의 값이 대칭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예

상되는 대푯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자료들과의 차이를 구해보고 차



이가 이 되는 수를 말한다 이춘재 전평국 이는 직선 근처로 가0 ( , , 2006). 

깝게 전략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사용한 다른 전략들과도 연결된다.  

결과적으로 문항 에서 학생들이 그린 적합선을 살펴보면 양의  4-(3), (4)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산점도의 상관관계 방향과 일치하게 그렸

으며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의 학생들만 상관관계 방향과 일치하게 , 90%

그렸다 나머지 의 학생들은 수평선 명 을 그리거나 꺾은선 명 을 . 10% (3 ) , (1 )

그렸다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별 적합선을 그린 결과는 . [표 -17Ⅳ 과 ]

같다 이때 초록색 선은 해당 산점도의 회귀직선이다. .

표현 범주 추측<1>- 표현 범주 일반화<2>- 표현 범주 정당화<3>-

표[ -17] Ⅳ 문항 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별 결과 초록색 선4-(3), (4) ( : 

회귀직선)



나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연관성  .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라 적합선 그리기 전략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분포 파악 전략 패턴 파악 전략 각각의 수준별 적합선 그리 , 

기 범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할표와 두 변량 사이의 연관성을 측

정해주는 TauB/C, Gamma, Somers D16)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 

는 상관관계 추론전략은 분포 패턴 파악 전략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가, 8

지 유형이며, 맥락적 지식 사용전략은 전략의 특징상 수준을 서열화하여 

구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표 은 상관관계 추론전 [ -18]Ⅳ

략 수준에 따른 문항 의 양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4-(3)

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분포 파악 전략(D)

패턴 파악 전략(P)

표[ -18Ⅳ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양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 

연관성

는 다른 서열측정치와 다르게 비대칭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Somers D 적합D(

선 그리기 전략상관관계 추론전략 의 값을 구하였다| ) . 



표 는 상관관계 추론전략 수준에 따른 문항 의 음의 상관관 [ -19] 4-(4)Ⅳ

계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 수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분포 파악 전략(D)

패턴 파악 전략(P)

표[ -19Ⅳ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음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 

연관성

표 을 보면 적합선 그리기 범주가 상관관계 추론전략 수준별로  [ -18,19]Ⅳ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이 적합선 그리기 

전략과 양의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빈도분석을 한 결과 표 와 같았다 이때 양 음의 상관관계[ -20] . , /Ⅳ

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한 경우도 존재하므로 양 음의 상관관계에서 , /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모두 나타내었다 해당 수준에서 처음 등장(N=80). 

한 전략일 경우 음영 처리하였다.



전략

구분

해당

사례

문항 적합선 그리기 전략 표현 범주4-(3),(4) ‘ ’/ 

비
수
학
적

두
점 
잇
기

단
순
모
양

가
운
데

가
깝
게

평
균

비
례

최
대
한 
많
은
점

개
수
맞
추
기

반
으
로 
나
누
기

평
균
점
잡
기

직
선
가
깝
게

기
울
기
조
정

평
균
점
계
산

영
역
좁
히
기

중심 형태에 대한 <1> , 
대략적 추측

부분적 자료의 <2> 
조작을 통한 일반화

체계적 <3> 
분석을 
통한 

정당화

D1P0 명C1 1 1 1

D1P1
명C0 1

명C2 3
2 3 1 2

D2P1
명C1 2

명C2 1
2 1 2

D2P2
명C0 5

명C2 2
3 3 2 1 2 2 1

D2P3 명C0 1 2

D3P1 명C2 1 2

D3P2

명C0 5

명C1 1

명 C2 2

2 2 2 1 1

D3P3
명C0 13

명C1 2
3 2 1 3 4 1 2 6 1 6 1

계(N=80) 1 5 15 8 2 5 3 11 4 4 2 11 2 6 1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 분할표[ -20] Ⅳ

음영 해당 수준에서 처음 등장한 전략(N=80, : ) 

유형의 학생들 중에는 점들 전체를 대표하는 직선을 그리는 대 D1, D2 

신 명확한 부분만 끊긴 형태로 그리는 학생이 존재하였다 그들 중 한 . 

학생은 특정 점 이후부터는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직선

으로 그렸는데 특이점을 고려하여 직선을 그리는 방법 대신 끊긴 선분을 

그림으로써 이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에서 직선을 끊기게 그린 예[ -20] D1, D2Ⅳ

유형부터는 학생들이 답한 적합선을 그린 이유에 평균 가깝 D2 ‘ ’, ‘

게 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적합선을 점들의 ’ . 

평균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자료의 퍼짐이나 변이성을 고려(Casey, 2015), 

하는데 분포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전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 와 연결된다 하지만 유형의 학생(Konold & Higgins, 2003) . D2 

들은 그림 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못하고 대략적[ -21]Ⅳ

인 추측에 의해 평균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에서 평균을 고려한 예[ -21] D2Ⅳ

 

대략적 추측에 의해 가깝게 그린 전략은 음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 ’

을 그릴 때 와 전략에 해당하는 각 한 명의 학생들이 사용한 D2P1 D2P2



방법이다 전략의 학생은 잘 모르겠음 가까운 곳에 점들이 모여 . D2P1 ‘ . 

있어서 를 이유로 수평선을 그렸고 전략의 학생은 너비와 길이’ , D2P2 ‘

의 점을 보아 제일 가까운 곳에 선을 그렸습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음.’

의 상관관계의 방향성에 맞게 직선을 그렸다 두 학생이 그린 적합선의 . 

차이는 대략적인 증감 이미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즉 패턴 파악 , 

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에서 가깝게 그린 예[ -22] D2 ‘ ’ Ⅳ

실제로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적합선을 그릴 때 수평선을 그린 경우는  

그림 과 같이[ -23]Ⅳ  가지의 사례뿐이었다 모두 패턴 파악 유형에 3 . P1 

해당하는 학생이었는데 상관관계 추론전략이 으로 분D1P1, D2P1, D3P1

포 파악 수준은 모두 다르지만 면담 결과 특히 음의 기울기를 갖는 함, 

수 해석을 어려워하는 등 함수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이었다.



 

전략의 학생이 그린 그래프<D1P1 > 

전략의 학생이 그린 그래프<D2P1 >

전략의 학생이 그린 그래프<D3P1 >

그림 음의 상관관계에서 수평선을 그린 예[ -23] Ⅳ

한편 따로 전략 범주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함수에 대한 사전지식의 영 , 

향을 받아 원점 기울기를 고려한 학생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 

그림 와 같이 모두 유형부터 발견되었다[ -24] P2 . Ⅳ



그림 에서 원점과 기울기를 고려한 예[ -24] P2Ⅳ

전략의 학생부터는 개수 D2P2 ‘ 맞추기 반으로 나누기 와 같이 대 ’, ‘ ’

략적 추측에 의해 직감적으로 가운데를 지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점들 

가운데를 지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림 전략에서 개수 맞추기 로 그린 예[ -25] D2P2 ‘ ’Ⅳ

그림 전략에서 반으로 나누기 로 그린 예[ -26] D2P2 ‘ ’Ⅳ

 



전략의 학생부터는 대략적 추측에 의해 점들과 가깝게 또는 평균 D3P2

을 고려하여 직선을 그리기보다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비형식적으로 

비교하여 직선 근처로 가깝게 그리거나 평균이라고 생각되는 한 점을 잡

아서 그 점을 지나게 그리는 등 부분적 조작을 통해 일반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림 전략에서 직선 근처로 가깝게 그린 예[ -27] D3P3 ‘ ’ Ⅳ

그림 전략에서 평균점 잡기 로 그린 예[ -28] D3P2 ‘ ’Ⅳ

전략에서는 적합선을 그리는 방법이 보다 더 정밀해진 학생들이  D3P3

존재하였다 평균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직감적으로 평균이 아닌 구간. , 

별 평균값을 비형식적으로 구하여 적합선을 그린 학생이 존재한다 학생. 

들이 그린 적합선을 보면 모든 점들의 평균점,  을 지나지 않은 경우

도 있지만 이는,  최소제곱 회귀선에 대한 논의를 향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Sorto et al., 2011).



그림 전략에서 평균점 계산 으로 그린 예[ -29] D3P3 ‘ ’Ⅳ

또한 그림 와 같이 함수적 지식에 의해 시작점 절편 을 고려한  , [ -30] ( )Ⅳ

학생이 존재한다.

그림 전략에서 시작점 을 고려한 예[ -30] D3P3 ‘ ’Ⅳ

특이점과 기울기를 고려한 학생들도 존재한다 특이점을 고려한 학생은  . 

특이점을 배제하고 직선을 그린 학생과 먼저 특이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 

직선을 생각한 후 특이점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높여 그린 학생 두 부류, 

로 나눌 수 있다.



그림 전략에서 특이점을 배제한 예[ -31] D3P3Ⅳ

그림 전략에서 특이점을 배제한 [ -32] D3P3Ⅳ

상태에서 직선을 생각한 후 다시 특이점을 

고려하여 기울기를 조절한 예

특이점을 배제한 상태에서 직선을 생각한 후 평균치를 고려하여 다시  

특이점을 포함하여 기울기를 조절한 학생은 기울기 조정 전략으로 구‘ ’

분되었는데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그림 과 같이 영역 좁히기 전[ -33] ‘ ’Ⅳ

략을 유일하게 사용하였다.

그림 전략에서 영역좁히기 의 예[ -33] D3P3 ‘ ’Ⅳ

 

또한 이 학생은 문항 에서 좀 더 적합한 직선을 고르기 위해 사용 4-(5)

한 전략을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능한 직선들의 기울기로 범위를 설정



한 후 기울기의 평균값을 고르는 등 더 정교화하였다.

그림 전략에서 최적합선을 구하기 위한 계산의 예[ -34] D3P3 1Ⅳ

 

문항 에서 또 다른 전략의 학생은 점들과 가까운 직선을 고르 4-(5) D3P3

기 위해 직선과 점들의 거리를 그래프 위에 표현하여 비교를 통해 최적

합선을 정당화하였다.

그림 전략에서 최적합선을 구하기 위한 계산의 예[ -35] D3P3 2Ⅳ



문항 의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면 표 과 같다 두  4-(5) [ -21] . Ⅳ

개의 적합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명의 학생 중 명이 최소제곱 회귀40 29

직선인 직선 을 택하였고 명이 점을 많이 지나는 직선 를 택하였1 , 11 2

다 한편 직선 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관관계 추론전략별로 고루 분포되. 2

어 있었는데 그들의 판단 이유를 보면 몇몇 학생들은 최대한 점을 많이 , 

지나는 게 더 평균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비형식적. 

으로 적합선을 추론할 때 점을 최대한 많이 지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쓴

다는 선행연구 와 학생들은 도수가 가장 높거나 다수가 위치(Casey, 2015)

하는 자료 값을 전형적으로 생각하며 이때 최빈값이 분포의 위치와 도, 

수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주로 최빈값을 이용하여 

분포를 요약한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또한 (Konold & Higgins, 2003) . 

문항에 대한 맥락과 사전지식 때문에 직선 를 선택하기도 하였는데 2

의 한 학생은 두 직선 모두 대표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 중 고르D3P3 ‘

자면, 절편의 값을 고려하여 나뭇잎의 너비가 이 되면 안 되기 때문0

에 직선 보다 직선 가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였다’ 1 2 .

전략

구분

문항 둘 중 더 적합한 직선 고르기4-(5) ‘ ’

답안 판단 이유 예시( ) 명수

D1P0 직선1 그래프에 있는 점들 중앙 쪽에 있어서 1

D1P1

직선1 점들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서 아무 점도 거치지 않아서 . 
맞는 것 같다. 2

직선2
직선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다 점들 위로 가기 때문에 . 
대표하는 직선인 것 같다 직선 보다 직선 가 점을 많이 . 1 2
지나간다.

2

D2P1
직선1 직선 는 너비가 인 것 부터 시작해서 아래의 것을 알 수 2 6 6 

없어서 평균이라고 생각해서. . 2

직선2 직선 은 얼핏 보면 평균적이지만 직선 가 더 평균적인 것 1 2
같다. 1

D2P2
직선1

직선 은 모든 선을 생각하여 선을 그었지만 직선 는 직선1 2
을 그릴 때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점만 이용하여 그려서. 
직선 이 를 더 존중한 것 같아서 평균값이 이 정도 일1 17,19 . 
것 같아서 직선 는 매우 치우친 듯한 느낌이 들고 직선 . 2 , 1
은 중심에 맞는 듯한 느낌

4

직선2 개의 점들 중 반을 지나가는 직선이기 때문8 
직선에 점이 제일 많이 지나기 때문 3

D2P3 직선2 점을 따라서 선분을 그렸기 때문 1

D3P1 직선2
길이 너비 의 나뭇잎은 다른 나뭇잎들에 비해 나뭇잎17, 19
의 너비가 넓어 다른 나뭇잎들과 다르게 특이하고 큰 나뭇잎
이라 생각하였다.

1



마지막으로 전략과 전략의 학생의 답안을 살펴보면 전략 D2P3 D3P1 D2P3

의 학생은 상관관계를 추론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 정비례 반비례에 , 

대입하여 해결한 학생이다 산점도 위에 대표하는 직선을 그려야 하는 . 

상황일 때는 최대한 많은 점 지나기 전략을 일관되게 사용하였는데 ‘ ’ 

그림 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 -36] , Ⅳ

많은 점을 지나기 위해 직선이 아닌 곡선을 그렸고 이는 면담에서도 정, 

비례 반비례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 학생은 문항 에서도 점을 따, . 4-(5) ‘

라서 선분을 그렸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직선 를 골랐다’ 2 .

그림 전략 학생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 -36] D2P3Ⅳ

D3P2
직선1

최대한 많은 점과 가깝게 해서
평균적으로 그린 직선이라면 점들의 중간을 지나친 직선 이 1
자료를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다.

7

직선2 가장 높은 점과 낮은 점만 비교했을 때 저 직선이 중간에 있
는 것 같기 때문 1

D3P3

직선1

가장 많은 점을 가장 가까이에 지나는 직선이라서
첫 시작점부터 그래프에서 직선이 가장 길이와 너비가 비례
하게 그렸기 떄문
직선 은 대체로 모든 점이 분포하는 경향을 더 잘 표현한 1
것 같아서 가능한 모든 직선 중 평균을 표현한 직선. .

13

직선2

에서 그래프와 값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 점을 10,12,20 (
그래프가 지나기 때문)
둘 다 가장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직선 와 좀 2
더 비슷한 거 같으며 직선 의 경우 길이가 인 경우 너비1 5~7
가 으로 나오기에 더더욱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0 .

2

계 40

표 상관관계 추론전략별 문항 응답결과 [ -21] 4-(5) Ⅳ



전략의 학생은 길이가 커질수록 잎이 앞의 모양이 커지기 때문 D3P1 ‘

에 길이가 길면 길수록 넓이도 같이 커진다고 생각된다 학교의 나’, ‘

뭇잎들 모두 길이와 너비가 비슷한 모양의 나뭇잎들이며 길이가 긴 나뭇

잎은 있지만 너비가 넓은 나뭇잎은 거의 없고 길이는 길지만 너비는 좁

은 나뭇잎들이 많은 것 같다 와 같이 맥락적 지식을 기반으로 상관관계’

를 예측한 결과를 반영하여 단순 모양 파악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 

그림 과 같이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수평선을 그렸다 면담 결과 수[ -37] . Ⅳ

평선을 그린 것은 점별 비교를 하는 상관관계 추론전략의 영향뿐만 아니

라 음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적 지식수준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흥미. 

로운 점은 문항 에서 직선 를 택한 이유이다 이 학생은 같은 산점4-(5) 2 . 

도에 대해 문항 에서는 직선 과 같은 그래프를 그렸다가 문항 4-(3) 1 , 

에서는 직선 를 선택했다4-(5) 2 . 

그림 전략 학생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 -37] D3P1Ⅳ



그림 전략 학생의 문항 에서 직선 를 선택한 이유[ -38] D3P1 4-(5) 2Ⅳ

면담 결과 이 학생은 맥락적 지식과 순서쌍에서의   의 값 비교에 집

중하기 때문에 처음 문항 에서 적합선을 그릴 때 4-(3)  가 비슷한 값

인 점 즉,  꼴의 직선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더 적합한 직, 

선을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두 그래프를 비교한 후 꼭 길이와 너비가 , ,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따라서 특이점의 존재를 파악하여 . 

문항 에서는 직선 가 적합하다고 생각이 변하였다4-(5) 2 .

결론적으로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의 방향성만  , 

놓고 봤을 때 음의 상관관계에서 수평선 또는 꺾은선을 그린 명의 학, 4

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적합선을 그릴 수 있었다 이 점. 

에 근거했을 때 어느 정도 패턴 파악을 할 수 있지만 분포에 대한 이해, 

의 부재로 인해 상관관계를 잘못 추론한 경우 적합선 그리기를 활용한, 

다면 도움이 될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차별적 표본추출에 의한 면담 결과 직선의 형태로 찍힌 점들을  , 

공변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은 적합선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문항 에서 오답을 한 학생들은 그림. 2 [ Ⅳ

과 같이 적합선이 그래프에 포함된 면담 추가 문항 를 보고 정-39.40] 5

답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직선을 그으니까 음 차 점수가 증가할수록 차 점수도 S3x : ( ) ... ...1 2

증가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직선을 그어보니까 그전에 판단했던 것과 다르게 보여: ?

네S3x : 

연구자 반 그래프는: 2 ?

그건 반대로 가 증가할수록 가 감소하는 거 같아요S3x : x y

연구자 그러면 이 직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 거 같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 ? 

거 같아?

직선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S3x : 

그림 적합선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된 사례 학생 [ -39] 1( S3x)Ⅳ

연구자 우리가 문제 번에서 대표하는 직선을 그은 것처럼 문제 그래프 위에 대: 4 , 2 

표하는 직선을 그었어 추가 문항 를 보여주면서 직선이 있을 때와 없을 . ( 5 ) 

때 달라 보이는 게 있니?

달라보여요 있을 때는 뭔가 정리가 잘 된 거같고 없을 때는 약간 흐느적. . ..? 

거리는 흐느적은 아닌데 뭐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 .

연구자 아 있을 때 그럼 도움이 더 되는 거 같아: ?

네 도움이 되는 거같아요.

연구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에서 가 증가할 때 는 어떻게 변화하지: x y ?

가 증가할 때요 가 증가해요x ? y

연구자 두 번쨰는: ?

가 증가할 때 가 줄어들어요x y

그림 적합선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된 사례 학생 [ -40] 2( S2j)Ⅳ

  

 

반면 각 점의 값만 비교하여 변화를 파악하거나 함수 그래프가 익숙하 , 

지 않은 학생은 어차피 점들을 보고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적합선

을 잘 활용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의 학생은 적합선이 도. [ -41]Ⅳ

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문항 에서 오답한 똑같은 이유로 오답을 하였, 2

다.



학생들 중에는 적합선이 그려지지 않은 산점도가 보기에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는데 그 예가 그림 이다 그림 의 [ -42, 43] . [ -42] D2P3Ⅳ Ⅳ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는 일차함수를 배우지 않은 중학교 학년 학생S2c 2

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뿐만 아니라 직선 그래프도 정비례 반비례, , 

와 비슷한지 비교하여 판단한다 설문 검사에서 문항 의 정답을 맞혔지. 2

만 적합선이 그려진 것 보다 점들만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었다, , .

연구자 이런 직선이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같아: ?

네S3e : 

연구자 예를 들면 번 문제에 대표할 수 있는 직선 하나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 2

자 추가 문항 를 보여주면서 이 그래프 첫번째 그래프 를 보면 차 점수와 . ( 5 ) ( ) 1 2

차 점수의 관계가 어떤 것 같아?

차 점수가 낮을수록 차 점수도 낮다S3e : 1 2 .

연구자 두 번째 그래프는: ?

차 점수가 높을수록 차 점수가 높아진다S3e : 1 2 .

연구자 차 점수가 높을수록 차 점수가 높아진다 요기 요기 아래 그림에 표시한 : 1 2 ? (

부분 를 보는 거야) ?

     

네S3e : 

그림 적합선을 상관관계 추론에 활용하지 못한 사례 학생 [ -41] ( S3e)Ⅳ



연구자 만약에 문제 에서 추가 문항 를 보여주면서: 2 ( 5 )

제가 비례곡선을 좋아합니다S2c : .

연구자 문제 도 추가 문항 번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야: 2 5 ?

네S2c : 

연구자 : 그럼 직선이 만약에 문제 에도 그어져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거 같아2 ?

이게 그 하지만 점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이 없고 그냥 이 상태S2c : 

문제 로 있는 게 더 나은 거 같아요( 2) .

연구자 이 선이 이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이라고 해도: ?

네S2c : 

연구자 그래도 점들만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

네S2c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의 적합선 인식 사례[ -42] D2P3 S2cⅣ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은 자료를 전체적인 관점으로 조망하지만  D3P1 S3j

상대적으로 함수적 지식이 부족하여 일차함수를 해석하기 어려워하였는

데 설문 검사에서 문항 의 정답을 맞혔다 이 학생 역시 산점도 위의 , 2 . 

적합선보다 산점도 위의 자료점으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더 쉬워 보

였다.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점들은 개인의 수치를 의미하고 직선은 전체를 의S3j : . 

미하잖아요 근데 각각 다르고 이건 직선 설명하지 못하는 점들도 있으니까 . ( ) 

이런 거 실제 측정치가 아닌 직선 위의 점 보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 . 

직선을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할 거 같은 데...

연구자 직선을 보면 동일한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냥 직선이 있는 것보다 점들만 : 

있는 게 낫다는 거지?

네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나은 거 같아요S3j : . 

연구자 이 직선이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

네S3j : 

그림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 의 적합선 인식 사례[ -43] D3P1 S3jⅣ



다 모델링 관점에서 문항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변화  . 

표  [ 에서 보면 각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비율이 문항 의 양-14] 4-(3)Ⅳ

의 상관관계와 문항 의 음의 상관관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4-(4)

수 있다 먼저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가 양 음의 상관관계에서 어떠한 . , /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 사이의 

분할표와 두 변인 사이의 연관성을 측정해주는 TauB, Gamma, Somers 

D17) 통계량을 계산한 결과 표 와 같았다 [ -22] .Ⅳ

표[ -22]Ⅳ 문항별 양 음의 상관관계 적합선 그리기 전략 범주의 연관성 ( / ) 

 

표 [ -22]Ⅳ 에서 보면 양의 상관관계에서 적합선 그리기 전략이 높은 범, 

주에 해당하는 학생은 음의 상관관계에서도 높은 범주에 해당하는 전략

으로 적합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의 변화가 .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다른 전략을 사용한 사례를 빈도 분석한 

결과 표[ -23Ⅳ 와 같다] . 



문항별 범주 

변화 유형

적합선 그리기 전략 괄호 표현 범주( : ) 상관관계

추론

전략

빈도수
문항4-(3)

양의 상관관계
→

문항4-(4)

음의 상관관계

상향이동

두점잇기(1) → 최대한많은점(2) D2P2

5
두점잇기(1) → 반으로나누기(2) D2P2
평균점잡기(2) → 기울기(3) D3P2

비례(1) → 개수맞추기(2) D3P3
단순모양(1) → 평균점계산(3) D3P3

하향이동

최대한많은점(2) → 비수학적(1) D1P0

5
최대한많은점(2) → 가운데(1) D2P2
개수맞추기(2) → 가운데(1) D3P2

직선근처가깝게(2) → 가운데(1) D3P2
평균점계산(3) → 모양(1) D3P3

같은 범주 내 

이동

두점잇기(1) → 가운데(1) D1P1

9

두점잇기(1) → 단순모양(1) D1P1
평균(1) → 가운데(1) D2P1
평균(1) → 가깝게(1) D2P1

두점잇기(1) → 가깝게(1) D2P2
단순모양(1) → 가운데(1) D2P2
평균점잡기(2) → 반으로나누기(2) D3P2
기울기조정(3) → 영역좁히기(3) D3P3
단순모양(1) → 평균(1) D3P3

계 19

표[ -23Ⅳ 문항별 적합선 그리기 전략 변화 사례] 

문항에 따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이 변화한 사례는 총 가지이며 그  19 , 

중 범주가 변화한 사례는 상향이동 가지 하향이동 가지이다 본 연구5 , 5 . 

에서 산점도에서 적합선 그리기 과제는 자료의 예측을 위해 자를 이‘ ’

용하여 점들을 대표하는 직선을 그리는 모델링 활동에 해당한다 각 사. 

례를 살펴보았을 때 적합선 그리기 전략이 변화한 것은 수학적 모델링, 

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은 인지적 장애 및 대처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은 비형식적 추론을 경험하게 되. 

는데 이는 가추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백도현 이경화 백도현 이( , , 2018). , 

경화 은 수학적 모델링과 가추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2018)

모델링에서 가추적 사고를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추측을 통해 “

가능한 유효한 설명을 제시하여 적절한 수학적 모델을 도출하게 하는 사



고”(p.228)로 정의하였다.

 수학적 모델링에서 가능한 유효한 설명은 그럴듯한 추측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과대 코드화된 가추, 

과소 코드화된 가추 창조적 가추 메타 가추, , 18)로 설명할 수 있다 백도. 

현 이경화 는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에서 가추적 사고의 작용과정을 , (2018)

그림[ -44Ⅳ 와 같이 나타내었다] .

 
그림 수학적 모델링에서 가추적 사고의 [ -44] Ⅳ

작용과정 백도현 이경화( , , 2018, p.233)

그들에 의하면 모델링에서 가추적 사고는 가변적 특성이 있다 즉 모 . , 

델링 과제의 수준 학습자의 수학적 역량 교수 학습 환경, , 19) 등에 따라  



가추의 작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항에 따라 적합선 그리기 전략이 변. 

화한 사례를 살펴보면 문항의 특성과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에 의해 변, 

화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먼저 상향이동의 경우 양의 상관관계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 , , 

이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사전지식을 활용하

였다가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앞서 사용한 전략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

서 전략을 바꿔 좀 더 정밀해진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때 양의 상관관계. 

에서 활용한 사전지식의 공통점은 자료의 시작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의 상관관계에서 두 점 잇기 전략을 쓴 두 명의 학생은 모

두 원점과 자료의 첫 번째 점을 이었는데 음의 상관관계에서 그들 중 한 

명은 반으로 나누기 전략을 사용했다 학생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양. 

의 상관관계에서는 첫 번째 점이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원점과 이었지‘

만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시작점이 아래에 있지 않아서 전략을 좀 ’ ‘ ’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 명은 음의 상관관계에서 최대한 . 

점 많이 지나기 전략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면 두 . , 

점을 연결할 때 원점과 시작점만 생각하다가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다른 

점들도 모두 지나야 하는 것을 생각하여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 

사례로 양의 상관관계에서 평균점 잡기 전략을 사용한 학생은 직선의 , 

방향을 설정한 후 원점과 평균점 하나를 잡아서 두 점을 이었다가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먼저 직선의 방향을 설정했을 때 원점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 조정 전략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을 가추적 사고의 작용과정으로 해석해보면 양 , 

의 상관관계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가능하

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추측한 과소 코드화된 가추적 사고 의 작용으‘ ’

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략만으

로 해결하지 못하여 창조적 가추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수학 학습. 

에서 모호성이 주는 긍정적인 잠재력에 주목한 조진석 이동환 의 , (2018)



연구에서 관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이러한 사례들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모호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상향이동의 사례 중 특이한 점은 그림 과 같이 양의 상관관계에 [ -45]Ⅳ

서는 직선을 그렸다가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점들의 추세를 올바른 방향으로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 그리기를 

거부한 사례이다.

 

양의 상관관계에서 비례전략을 사용한 이 학생은 전체적인 추세를 고려 

한 후 각 점을 보고 첫 시작점부터 비례한다고 생각하여 원점과 시작점

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다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상승과 하락의 비율을 . 

비교함으로써 전략을 바꿨는데 점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은 하되 상승, ‘ , 

과 하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우하향한다는 ’ 

것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은 선을 그렸다 이는 전략적으로는 부분. 

적 조작을 통해 일반화한 것으로 범주가 상향이동 했지만 점들을 대표하

는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 의하면 학생들은 직선을 자료의 추세를 나타내는 도구로써 직관적으

로 자연스레 받아들이진 않는다, (Groth et al., 2018; Casey & Nagle, 

그림 상향이동 중 직선 그리기를 거부한 사례[ -45] Ⅳ



이는 곧바로 직선을 수학적 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2016). 

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 학생은 문항 의 문제해결 과정을 보. 1, 2, 3

았을 때에도 상관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연구자가 , 

직선을 모델링의 도구로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은주 이종희 는 모델에 대한 사고와 추론을 촉진 , (2004)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모델을 미리 제공해주는 것보다 자신의 비형식적

인 상황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몇, 

몇 학생들은 문항 을 해결할 때 하나의 직선이 아닌 나름의 비4-(1), (2) , 

형식적 상황 모델로 자료를 전체적 관점으로 파악하여 주어지지 않은 자

료를 예측하였다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예측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자료. 

를 전체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한다 문항 (Moritz, 2004). 

에서 적합선을 그리기 위한 과정으로 문항 를 통해 존4-(3), (4) 4-(1), (2)

재하지 않는 자료를 학생들이 어떻게 예측하는지 살펴본 결과, Casey & 

의 사례처럼 지엽적인 특징에 주목하여 주변 자Nagle(2016), Moritz(2004)

료값을 통해 예측한 경우도 있지만 그림 과 같이 가능한 직선들의 , [ -46]Ⅳ

사잇값을 이용한 학생도 존재하였으며 그림 과 같이 모호성을 해, [ -47]Ⅳ

결하기 위해 특이점을 제외한 범위를 설정한 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학

생도 존재하였다. 

그림 문항 에서 가능한 직선의 기울기를 통해 자료를 예측한 예[ -46] 4-(1),(2)Ⅳ



그림 문항 에서 특이점을 제외하여 자료를 예측한 예[ -47] 4-(1),(2)Ⅳ

하향 이동의 경우 음의 기울기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 기인한 사례가  , 

있다 예를 들면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게 그렸다. 

가 문항 맥락의 시각적 특징을 활용하여 나뭇잎을 그려 해결한 학생이 

존재하는데 이 학생은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문제에서도 음의 기울기를 , 

갖는 함수에 대한 해석을 어려워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은 상관관계를 파. 

악할 때 양의 상관관계보다 음의 상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Moritz, 

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적합선을 추론하는데 양의 상2004). Casey(2015)

관관계보다 음의 상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특성에 따라 더 발전시키지 않고 기존 전략을 포기하는 경 

우도 존재하였는데 하향 이동한 사례 중 한 학생은 점들과 직선 사이의 , 

거리가 최소가 되어야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정확한 계산식은 모르겠지

만 양의 상관관계에서는 점들과 최대한 가깝게 그렸다가 음의 상관관계, 

에서는 앞의 전략을 포기하고 대략적 추측에 의해 점들 사이에 그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적합선 그리기 범주 변화의 원인을 문항 특성에서 찾을 수 있 , 

다 양의 상관관계에서 사용 가능한 전략이 음의 상관관계에서 점의 분. 

포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능하여 전략을 바꾼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상. 

향이동 하향이동 같은 범주 내 이동 모두에 해당될 수 있다 같은 범주 , , . 



내 이동 사례 중 기울기 조정 에서 영역 좁히기 로 전략을 바꾼 ‘ ’ ‘ ’

학생은 모호성을 인식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항 에서 더 적합한 4-(5)

직선을 찾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하여 자신의 방법을 정당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창조적 가추를 넘어서 메타 가추에 이른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와 산점도에서 적합선 그 ‘ ’ ‘

리기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비형식적 상관관계 추론전략과 그에 따른 ’

상관관계의 이해를 조사 ·분석하고 학생들의 비형식적 적합선 그리기 전

략을 조사한 후 상관관계 추론전략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중학생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어 1

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맥락적 지식 사

용전략 분포 파악 전략 그리고 패턴 파악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었, 다. 

이때 세 가지의 전략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 서로 밀접한 관련을 , 

맺고 있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으. 

로 상관관계를 추론하였고 맥락적 지식은 단독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부

분적으로 통합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 

전략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응답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가지 전략 유형8

을 도출하였으며 맥락적 지식의 통합 형태에 따라 하위 가지 사례가 14

존재하였다. 이러한 연구 문제  을1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비형 , 

식적 방법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 

비형식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은 문은혜 이광호 의 , (2018)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추출 시 상관관계에 대. 

한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결과에서 상관관계 . 

추론전략이 한 가지의 유형으로만 나타난다면 형식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항별 심지어 한 문항 안에서도 다양한 전략 유형이 나타난 , , 

것으로 보아 비형식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관관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실제로 산점도를 보고 상관관 , 

계를 파악할 때 함수에 대한 지식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학교 수학. 

에서 상관관계는 함수적 상관 즉 산점도에서 두 변량이 선형적 관계를 , 



만족할 때 대략적인 일차함수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영하 김소현( , , 2012). 

실제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서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하는 ‘값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값이 증가 감소한다 라는 상관관/ .’

계의 언어적 표현에서 대체로 에 주목하여 분포를 고려하는 경우와 ‘ ’

할수록 하다 를 파악하기 위해 패턴 파악에 주목하는 경우‘ .’○○ □□

가 존재하였다 산점도에서 상관관계를 추론할 때 분포 이해의 중요성은 .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예, Cobb et al., 2003; Moritz, 

2004). 에 따르면 학생들이 하나의 점에만 주목하기 때문에  Moritz(2004)

산점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학생들의 분포 파악 패턴 파악. , , 

맥락적 지식의 사용전략의 각 요소는 선행연구에서 관찰된 결과와도 유

사하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요소의 결합에 대한 관점으로 학. , 

생들의 비형식적 상관관계 추론전략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로 학. , 

생들이 상관관계를 추론할 때 각 전략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비형식적 상관관계 추론전략이 형식화된 전략과 유사한  ,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추론 여부와 관계없이 산점도를 개의 . , 4

구간으로 나누어 점을 비교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보고서에 GAISE 

제안된 방법과 유사하다 또한 비형식적으로 산점도 위에 추세선을 그어 . 

확인해보는 전략과 구간별로 대표하는 점들을 잡아서 확인해보는 전략들

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산점도가 직선의 형태인지 확인하고 그 강도를 , , 

대략적으로 직선 근처에 점들이 모여있는지 파악하는 교과서에 제시된 

방법과 유사하다 하지만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점의 분포를 비교하는 . 4

과정에서 국소적 관점에 의해 오답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비

형식적 전략들이 형식화 과정에서 상관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연구 문제 와 관련하여 가지 상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라 문항별 이해 2 8

도를 살펴본 결과 분포 패턴 파악 수준이 높을수록 상관관계에 대한 이, 

해 수준이 높았으며 맥락적 지식은 통합 형태에 따라 상관관계를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방해가 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연구 문제 를 2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분포 패턴 파악  , , 전략 중 하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두 전략이 상호보완작용을 하였다 자료집합을 .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공변동을 대략적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는 , 

상위 두 전략 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대체로 상관관계에 D3P2, D3P3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 이와 다르게 분포 패턴 파악 전략 중 하나. , 

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D2P3, D3P1 . 

전략의 학생은 국소적인 관점으로 자료를 보기도 하지만 정비례D2P3 , 

반비례 그래프로 문항을 해결한다 이 학생은 일차함수 그래프를 배우지 . 

않아서 ‘값이 할수록 ○○ 값이 하다 의 언어적 표현을 정비례’ , □□

반비례 그래프로 변환한 후 모든 그래프를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로 대, 

입하여 해결하였다 이 학생은 문항 에서 빈도 비교의 관점으로 자료의 . 1

국소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해석에서 오류를 보였으나 문항 의 정답을 , 2

맞혔으며 문항 에서는 강한 상관관계만 답으로 제출하였는데 면담 결, 3

과 더 정확한 것을 고르기 위해 그렇게 답한 것이고 약한 상관관계 , 의 

산점도 또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분포 파악 유형이 에  . D3

못 미치더라도 ‘값이 할수록 ○○ 값이 하다 의 언어적 표현을 ’□□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상관관계를 비교적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

다고 볼 수 있다 전략의 학생은 함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만 . D3P1 

분포에 대한 이해와 맥락적 지식을 사용하여 문항을 해결한다 순서쌍 . 

읽기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못 푸는데 맥락적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 

있을 정도로 함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전략과 다른 . D2P3 

점은 문항 에서 그래프 를 양의 상관으로도 보고 음의 상관으로도 본3 F

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다각적인 분포 파악을 통. 

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전략과 다르게 . D1P1, D2P1 

기울기가 낮은 양의 상관관계의 산점도를 보고도 올바르게 파악하였다. 

따라서 전략의 경우 분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함수적 지식을 보D3P1

완하였지만 분포 파악 와 같이 기초적인 분포 이해 수준에 도달했을 , D2

경우에는 함수적 지식이 상관관계 추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학년에 따른 차이보다 상관관계 추론전, 

략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중학교 학년 2, 3

학생으로 학년 학생들은 2 학교 수학에서 일차함수를 배우지 않았고 학, 3

년 학생들 은 일차함수를 배운 상태이다. 문항 와 문항2  의 3 학년별 문항 

오답률은 학년 학년 로 큰 차이가 나지 않2 33.3%, 3 32.6% 았다. 또한 학2

년 학생들이 일차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에서 이해도가 D3P3

차이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상관관계 추론전략 중 상위수

준에 해당하는 D3P3 전략에서 학년과 학년을 비교해보면 2 3 학년 학생2

들은 마음속으로 점들을 선 그래프로 대체시키든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나 비례관계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는 일차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 

에 학년의 사례처럼 직접적으로 일차함수개념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배3 , 

운 함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상관관계에 대한 형식적 지식과 학생들의 비형식적 지식에서 차 , 

이가 존재하였다 상관관계 없음 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다양하였. ‘ ’

는데 상관관계 없음에 해당하는 산점도를 언어로 진술할 때 그래프만 , ,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와 같은 결정 불가의 표현 또는 두 변수 사이‘ ’

의 영향력을 서술하는 인과 관계적 관점 등 가지 표현 유형이 존재하였5

다 문항 의 상관관계 없음 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모두 고르는 문제. 3 ‘ ’

에서 문항 정답률은 에 불과하였는데 그래프 와 같은 경우 대부분35% E , 

의 학생들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없어 보

였지만 수평선이나 수직선과 같은 직선 형태를 보이는 그래프 의 , F, G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꼴이나,  꼴의 직선 주변에 분포되어 있

는 산점도를 상관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받아들이는 것은 패턴이나 규칙, 

직선 형태 여부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워하였

다 상관관계 개념에 대한 차이도 존재하였는데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 , 

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 점에서 의 값과 의 값이 차이가 있는지 없, 

는지로 판단하여  의 그래프를 상관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생각하기

도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두 변수의 값 사이에 차이가 . ‘



있다 없다 로 상관관계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넷째 상관관계 추론전략 중에는 추후 상관관계 학습이 이루어질 때 오 , 

개념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과 . D1P1 D2P1 

전략에서 특정 점이나 자료의 일부를 보고 각 점에서  의 값 비교에

만 집중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였다.

  

 1) 양의 상관이지만 각 점에서    인 경우 양의 상관이라 생각하지 않음

 2)   꼴의 산점도에서 값이 축에서 가운데 값보다 크면 양의 상관 가운, 

데 값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이라고 파악함

 3) 문항 의 그래프 음의 상관 를  3 C( ) 축, 축에 각각 값이 큰 점이 있어서 양

의 상관이라고 생각함

첫 번째 기울기와 관련된 오류는 이미 학교 교육에서 상관관계를 배운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오개념과 비슷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관련된 . 

오류는 이변량 자료를 분리하여 단일변량의 변화에 주목한 데서 기인한 

거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함수 단원에서 순서쌍의 대응뿐. 

만 아니라 ‘값이 할수록 ○○ 값이 하다□□ 와 같은 두 변수 사이’

의 공변동적 관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 

각 점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료를 전체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능

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는 점별 접근. Moritz(2004)

의 발달이 언어적 해석에서 단순히 단일 값을 고려하는 단계로 시작하여 

점들 사이의 비교를 거쳐 모든 점들에 대해 일반화하는 식으로 점진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교수학적 중재가 . 

있다면 위와 같은 전략의 학생들도 상관관계 추론에서 비형식적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또 다른 예로는 점들의 빈도 비교를 . 

통해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다음과 같은 오류를 보였다, . 

 4) 특정  값 근방에 점이 더 많이 찍혀있으면 그때의 , 값이 크다고 잘못 생

각함

이는 자료를 해석하고 대표하는 값으로 최빈값의 개념을 이용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산점도는 자료를 좌표평면 위에 표시하기 때문에 동일한 . 

이변량의 값을 복수 사례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상의 유. 

의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료값을 산점도로 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깨닫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연구 문제 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분석한 결과 3 , 

선행연구의 유형 이외의 전략이 존재하여 범주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

다 적합선 그리기는 수학적 모델링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모델링의 관점. 

에서 표현의 정교화 수준에 따라 중심 형태에 대한 대략적 추측‘ · ’, 

부분적 자료의 조작을 통한 일반화 체계적 분석을 통한 정당화‘ ’, ‘ ’

로 구분하였다 의 학생들이 상관관계의 방향성에 맞게 직선을 그렸. 90%

는데 양 음의 상관관계에 따라 학생들의 전략이 변화하기도 하였다 상/ . 

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른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살펴본 결과 분포 파악 

전략과 패턴 파악 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각각 적합선 그리기가 정교해졌

다 이러한 연구 문제 을. 3 분석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첫째 학교 교육을 통해 적합선 개념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다양한   , 

비형식적 방법을 이용하여 적합선을 그릴 수 있었다 가지 전략 중 양. 15

음의 상관관계를 통틀어 가장 많이 사용한 세/  가지 전략은 단순 모양

최대한 많은 점 직선 근처로 가깝게 전략이다(18.75%), (13.75%), (13.75%) . 

이러한 전략들은 학생들이 비형식적으로 자료를 대표하는 값으로 최빈

값 평균 균형값의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 이춘재 전평국, , ( , , 

와 연결된다 학생들은 적합선 그리기를 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어2006) . 

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함수 대푯값 분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의 영, , 

향으로 적합선을 그릴 수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전략 중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사례 이외의 기울기 조 ‘

정 전략과 영역 좁히기’ ‘ ’전략이 발견되었다. 이  전략을 사용하여 그

린 적합선은 회귀직선과 거의 일치하였다. 또한 기울기 조정 전략은 ‘ ’

형식화된 전략과 유사하였다. 이 전략은 점들의 평균치를 생각하여 기울 

기를 조정하기도 하고 최적합선을 그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울기를 생 



각해 본 후 평균값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는 가 제안한  Edwards(2005)

중앙값 기울기 알고리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셋째, 상관관계 추론전략 수준이 높을수록 적합선 그리기 전략 이 정교

해졌으며 음의 상관관계에서 가지 사례 이외 학생들이4 모두 적합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적합선, 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였다. Sorto et al.(2011)에 따르면 학생들에

게 본인이 사용한 전략을  똑같이 적용하여 하나는 적절한 방향으로 그려

진 직선, 다른 하나는 수평선 을 제시하였을 때, 몇몇 학생들은 둘 중 수

평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뿐 왜 그러한지는 설명하지 못 , 하였다. 

이는 적합선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추론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반면 , 산점도 그래프 해석하기‘ ’과제

에서 오답을 한 학생들도 적합선을 적절한 방향으로 그릴 수 있었는데, 

적합선 그리기 활동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면

담을 실시한 결과, 적합선을 상관관계 추론에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활

용하지 못하는 사례로 나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직선으로 찍힌 점. 들

을 공변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학생들은 오답한 문항 에 적합선이 포2

함되면 정답지를 고를 수 있었고 적합선이 산점도에 포함되면 상관관계, 

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분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오답을 한 경우 적합선이 자료에 대한 관점을 전체적 관점으로 전환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적합선을 상관관계 추론, 

에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적합선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그전, 의 사용했던 문제해결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여 오답 

하였고, 각 점의 값만 비교하거나 함수 그래프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 

우 적합선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결론으로부터 교수·학습 지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

첫째 , 분포 패턴 파악 전략의 상호보완, 작용 사례와 맥락적 지식의 통 

합 형태를 참고하여 함수와 통계 단원 의 지도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관관계를 추론하는데 산점도를 언어로 진술하거나 주어진 진술

을 평가하는 능력은 중요하다. 이때  ‘값이 할수록 ○○ 값이 하□□

다 와 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 이해하고 그래프로 변환하는 과정은 공변

동에 대한 추론을 발달시킨다(Moritz, 2004).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정비례 반비례를 포함하여 함수, 단원을 지도할 때 대응의 관점뿐만 아니 

라 두 변수 사이의 변화의 관점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함수. 

지도 방안과 관련된 연구 예( , Confrey & Smith, 1991; Blanton et al., 

2011)와 비슷한 맥락으로 예를 들어, ‘값이 할수록 ○○ 값이 하□□

다 와 같은 언어적인 표현을 비롯하여 대응적사고 공변적사고 등 다양’ , 

한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 맥락적 지식의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이 자료 해석과정에서 답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하지만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개인적인 경험이나 신념, D3P2, D3P3 

을 확대해석하여 오답한 경우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통계 단원을 지도할  . 

때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것과 자료 해석을 통해 발견한 것을 적절히 통, 

합하여 추론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관관계와 적합선의 수학적 연결성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생들 , 

의 비형식적 지식을 활용한 지도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적합선 . 

그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의 연구에서처럼 기울Casey & Nagle(2016)

기 개념뿐만 아니라 분포개념을 포함한 상관관계 추론전략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정교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 . Casey & 

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 정Nagle(2016) . 

적 동적인 실세계의 함수적 현상을 표현하는 실세계 상황, ‘ (real world 

과 두 변수의 공변동을 묘사하는 함수적 성질situation)’ ‘ (fuctional 

로 기울기를 개념화한 학생의 경우 적합선을 비교적 정확하property)’

게 추정할 수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기울기 개념은 산점도에서 상관관계, 

를 추론하는 전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함수적 지식과 관련 있는 

패턴 파악 전략에서 전략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낮고 중P0, P1 ( 2 : 

중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합선을 상관관계의 방향에 맞게 18.8%, 3 : 25%) 

그린 점에 근거했을 때 상관관계를 일차함수와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법, 



도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합선이 상관관계 추론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합선이 

단순히 상관관계 추론을 위한 기계적인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점들의 추세를 올바르게 파악했지만 직선 그리기

를 거부한 학생이 존재하였는데 이 학생은 점들을 대표하는 도구로 직선

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직선을 모델링 도구로 .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관관계 개념이 왜 두 변수 사이의 

선형적 관계에 집중하는지 깨닫게 하는 방법도 강구 해볼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현. 행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단 

순히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파악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시기 적절하

게 적합선을 도입한다면 상관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이 보다 풍부하

게 형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수학적 모델링 관점에서 학생들의 적합선 그리기 전략의 변화를  , 

살펴보았을 때 적합선 그리기 과제는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도움이 되기

도 한다 수학에서 모호한 상황은 새로운 수학적 아이디어를 형성하는 . 

원천이 될 수 있다 조진석 이동환 또한 모델링에서 추론을 발달( , , 2018). 

시킴에 따라 비형식적 수준과 형식적 수준 사이에 연결성이 만들어진다

신은주 이종희 학생들은 그들의 수학적 역량 또는 문항의 특성( , , 2004). 

에 따라 기존의 전략이 적용되지 않을 때 적합선 그리기 전략을 변화시

켰는데 이때 창의적 가추 메타 가추가 작용하여 전략이 더 정교해진 학, 

생들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문항 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문항4

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예측할 때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4-(1), (2) , 

기울기들의 사잇값을 활용하거나 특이점을 제외하는 등 비형식적인 상황 

모델을 설정하여 자료의 전체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형식적. 

인 지식을 보았을 때 적합선 그리기와 같은 과제가 수학에서 연계성을 , 

높이기도 하지만 통계에서 중요한 특이점과 점들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

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의 

사결정을 하는 통계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줄 거라 여겨진다.



 넷째 교과서에 실린 산점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실제 자료로 , ,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비 검사 때 일부 교과서에 실린 산점도처럼 . 

인위적으로 생긴 산점도를 면으로 생각하는 등 이상하게 여기는 반응이 

존재하였으며,  꼴이나,   꼴의 직선을 처음 접하는 학생은 일직선

으로 찍힌 점보다 실제 자료같이 분포되어 있는 산점도가 더 이해하기 

쉽다고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상관관계에 대한 비형식적 지식은 유의미한 학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비형식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학생, 

들이 문항 해결을 위해 사용한 전략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그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논점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상관관계를 배

우지 않은 중학교 학년 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미 다양한 비형식적 지2 , 3

식들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더 풍부한 통

계적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료 예측하기 예측을 위한 적합선 그리, 

기 등 좀 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적· . , 

합선에 대한 개념과 그 유용성을 느끼는 정도가 학생들마다 달랐으며 상

관관계 추론전략에 따라 지식이 형식화되었을 때 오개념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존재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고려하여 비

형식적 지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 적절한 교수학적 

변환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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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formal knowledge of 

Correlation

-A Focus on Scatterplot and Line of Best Fit-

LEE Da Yeo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teaching about bivariate data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A key concept related to this is a correlation. The 

correlation was included in the revised 2015 Korean Mathematics 

curriculum after being removed from the revised 2007 curriculum to 

reflect the importance of content and global trends. Although the scope 

and introduction method of the concept of correlation has been 

discussed since the 7th curriculum, looking at the content elements 

included in the current curriculum, it is still 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e scatter plots and correlation at an intuitive. Until 

recently, most of the studies on correlation have theoretically revealed 



the concepts and reasoning related to correlation or have confirmed 

students’ reasoning levels. Among these studies, One of the notable 

aspects of these studies was that students could form informal 

knowledge of correlations even if they did not learn correlations in 

school mathematics. Yet Korean students' informal knowledge of 

correlation is largely undocumented. Especially, Unanswered questions 

include: what strategies do students use to identify correlations?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informal knowledge of correlation?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informal knowledge of the line of best 

fit? and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correlation and linear 

function, which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y and the fitted 

line drawing strategy?

 Therefore,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and 

analyzed the informal knowledge found in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not learned about corre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correlation guidance considering 

mathematical connectivity. For this purpose,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method, 40 8th and 9th grader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oretical sampling a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fter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on 40 students, a task-based interview was 

conducted individually with 12 students. The contents of the 

experimental tasks are ‘interpreting a scatter plots’ and ‘drawing a 

fitted line on a scatter plots’. Through the task, students' informal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i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correlations 

were analyzed. After examining students' informal fitted line drawing 

strategies, the relationship with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ies was 

analy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udents’ informal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ies could be 



typified in three dimensions: ‘Contextual knowledge use strategy(3 

types)’,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rategy(3 types)’, and ‘Pattern 

identification strategy(4 types)’, and the three strategies we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rather than independently being used. The 

students used both the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rategy and the 

Pattern identification strategy to identify the correlation in the scatter 

plots, while the Contextual knowledge use strategy tended to be 

partially integrated. Finally, 8 types of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ies 

were fou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students’ strategies based on 

the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rategy and Pattern identification 

strategy.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8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ies, the higher the level of the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rategy and Pattern identification strategy, the higher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correlation. The Distribution identification 

strategy and the Pattern identification strategy sometimes played 

complementary roles, while contextual knowledge helped or hindered 

problem-solving depending on the type of integration. At this time, the 

difference in the understanding level of correlation was not significant 

by grad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correct answer types for each 

strategy, it was possible to find cases where a concept could be 

misconceiv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 concept later and also 

possible to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tudents' informal 

knowledge and formal knowledge.

 Third, For students’ informal fitting line drawing strategies, 15 

strategies were found, including strategies other than those found in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ophistication of modeling, 

the fitted line drawing strategy could be typified in 'rough guessing 

about the center or shape', 'generalization through manipulation of 



partial data', and 'justification through systematic analysis’. 90% of 

students were able to draw a straight line consistent with the direction 

of the correlation.

 Four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y and the fitted line drawing strategy, the 

higher the level of the correlation reasoning strategy, the higher the 

level of sophistication of the fitted line inference strategy. The 

students' strategies also changed according to the positive/negative 

correlation, and the types of category change for each item were 

upward movement (5 types), downward movement (5 types), and 

movement within the same category (9 types). These change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difficulties and coping methods experienced by the 

students in the process of mathematical model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is a kind of study on 

reasoning and understanding in statistical education, It can provide basic 

data on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and mental processes in statistics 

learning characterized as context-dependent, non-deterministic, and 

data-based. And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by connecting correlation and linear function and the necessity of 

formalizing concepts using students' informal knowledge. 

keywords : correlation, informal knowledge, scatterplot, line of best fit,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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