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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의 관점에서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 분석1)

최 명 숙*․정 다 래**․김 준 석†***

Ⅰ. 서론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은 자연 과학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적 모델로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매끄러운 곡선의 활용 범위

는 유체의 운동과 별들에서의 열의 유동 및 인

공위성의 운동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을 이루는 운

동하는 입자의 일(work), 힘 또는 유출(flux)은 선

적분(line intergral)에 의해 구하기 때문에 활용 범

위가 매우 넓고 중요하다. 따라서 매끄러운 곡선

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

하여도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매끄러운 곡선은 고정된 부드러운 곡

선으로만 인식되어 ‘속도’의 개념이 간과되어 중

요하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끄러운 곡선을 속도의 관점에서 재조명해 봄

으로써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하여 역동하는 수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Churchill(1995)은 “곡선(curve)은 실수 를 매개

로 연속함수   ,  로 이루어진 평면상의

점집합   이다.”으로 곡선을 정의한다(p.84).

그리고 경로(path)는 실수에서 곡선(curve)을 연결

하는 사상(map)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속도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졌다.

그러므로 미적분학에서 곡선이라는 것은 단순

히 고정된 기하학적인 곡선과는 다른 개념으로 매

개변수방정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운동하는 입자

의 궤적을 의미한다.

토마스(2009)는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

은 속도 벡터가 연속이고, 속도 벡터가 영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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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종이에 곡선을 그려 뾰족한 점이 없어 눈에 보이는 모양이

부드러우면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 매개변

수 방정식이 움직이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방향과 속도를 모델링하여 만들어

진 본래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끄러운 곡선을 시각

적으로 고정된 곡선으로만 이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부드러운

곡선이라도 그 곡선을 표현하는 경로에 따라 속도가 불연속이 되거나 속도가 이

되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닌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동일

한 곡선을 나타내는 다양한 속도의 경로를 제시하여 속도의 연속성을 구체화 하여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분석한다. 아울러 매끄러운 곡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적

인 시각에서 동적인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미적분학의 전반적인 분야가 석

화 같은 수학에서 역동하는 수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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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경로에 의하여 표현된 곡선(curve)이

다.” 라고 매끄러운 곡선을 속도의 관점에서 정

의한다(p1049).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 매개변수에 관

한 내용이 속도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에서 매개변

수 가 단순히 변수 , 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매개변수 가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수리적 모형이라는 본래

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을 움직이는 곡선이 아닌 고정된 곡

선으로 이해한다.

특히 매끄러운 곡선은 ‘매끄러운’이라는 용어

의 어감이 주는 언어적학적인 오해로 인하여 단

순히 고정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해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이 미적분

학을 처음 배울 때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기

하학적으로 [그림Ⅰ-1]과 같이 뾰족한 점이 있

으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고, 뾰족한 점이 없

고 눈으로 보아 부드러운 곡선이면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잘 못 인식할 수 있다.

[그림Ⅰ-1] 뾰족점이 있는 곡선 

물론 뾰족한 점이 있으면 매끄러운 곡선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부드러운 곡

선이라도 곡선을 표현하는 경로의 속도가 불연

속이 되거나 속도가 이 되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한다.

그 이유는 대수방정식에 의한 매개변수 방정

식을 나타낸 경로의 속도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곡선을 나타낸다. 하지만 다른 속도의 경

로가 동일한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

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일한 곡선의 직교좌

표 방정식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낼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일한 곡선에 내재된 다양한 속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곡선을

나타내는 다양한 속도의 경로를 제시하여 매끄

러운 곡선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Ⅱ장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의

수학적 분석으로 1절은 매끄러운 곡선의 정의

를 분석하고, 2절은 매끄러운 곡선을 벡터함수

로 해석하고, 3절은 매끄러운 곡선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Ⅲ장은 매끄러운 곡선의 교수학적 분석으로

1절은 대표적인 곡선의 교수학적 분석으로 포

물선, 원, 사이클로이드, 쌍곡사이클로이드 등

을 교수학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기하학적으

로 부드러운 곡선이라도 곡선을 표현하는 입자

의 속도가 불연속이거나 속도가 가 되어 매끄

러운 곡선이 아닌 예를 제시한다. 그래서 동일

한 곡선을 표현하는 입자의 속도가 다른 다양

한 경로를 제시하여 속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2절은 고등

학교 교과서의 매개변수 개념을 방향과 속도의

관점에서 설명하여 매끄러운 곡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Ⅱ. 매끄러운 곡선의 수학적 분석

1. 매끄러운 곡선의 정의 분석

가. 경로(path)와 곡선(curve)의 정의

한 물체가 주어진 시간 구간 에서 평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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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움직이는 물체의 곡선

위의 점의 좌표를 매개변수 로 나타내면 시간

∈에서      가 된다. 역으로 시간 

에서 정의된 경로(path)  를 좌표평

면의 기하학적인 점으로 대응하는 사상(map)의

함수 값으로 나타내면 곡선(curve)을 구성한다.

우리는 종종 곡선이라고 하면 종이에 연필로

직선이나 원이나 포물선을 그려서 생기는 눈에

보이는 기하학적인 곡선을 생각한다. 그러나 미

적분에서 곡선이라는 것은 [그림Ⅱ-1]에서처럼

실수 집합에서 공간으로 가는 경로(path)의 함수

값의 집합을 곡선이라고 한다. 그리고 실수에서

공간의 곡선으로 보내는 사상(map)을 경로라 정

의한다.

그래서 경로는 다양한 속도를 나타낼 수 있

는데 경로가 다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곡선을

나타낸다. 하지만 경로가 달라도 동일한 곡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한 곡선에 내재된

다른 속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

다. 따라서 부드러운 곡선을 나타내어도 속도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

한 사실을 학생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림Ⅱ-1] 경로에 의해 나타낸 곡선

나.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의 정의

속도  ′가 연속이고, 속도  ′≠인 경로

에 의해 표현된 곡선을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이라고 한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은 정지

하지 않고 운동방향을 바꾸지 않으며 갑작스런

속도의 변화가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입자의

궤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s번 미분한 벡터함수가 연속일 때, s-

매끄러운 곡선(s-smooth curve)이라 한다. 또한

∞번 미분해도 벡터함수가 연속일 때, ∞-매끄러

운 곡선(∞-smooth curve)이라 한다.

특히 [그림Ⅱ-2]와 같이 유한개의 매끄러운 곡

선이 하나로 이어질 때 이것을 구분적으로 매끄

러운 곡선(piecewise smooth curve)이라고 하는데

첨점(cups)이 있을 경우 구분적으로 나누어 적분

을 할 수 있으므로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림Ⅱ-2]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곡선

다. 곡선(curve)의 종류

단순 곡선은 시작점과 끝점을 제외하고 서로 교

차하지 않을 때의 경우로, [그림Ⅱ-3]의 (ㄱ)을 단

순 곡선(simple curve)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시

작점과 끝점을 제외하고 시간 구간 에서 평면위

의 점으로 대응하는 사상(map)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는 사상을 단순 곡선이라 하고 (ㄴ)처럼 만나는

점이 있으면 단순하지 않은 곡선(not simple curve)

이라 한다.

(ㄱ)단순곡선 (ㄴ)단순하지 않은 곡선

[그림Ⅱ-3]

또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닫힌 곡선(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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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이라 하는데 [그림Ⅱ-4]의 (ㄱ)은 단순 닫힌

곡선(simple closed curve)이라 하고, (ㄴ)은 단순하

지 않은 닫힌곡선 (not simple closed curve)이다.

(ㄱ)단순닫힌곡선 (ㄴ)단순하지 않은 닫힌곡선

[그림Ⅱ-4]

이와 같이 다양한 곡선의 종류가 있는데 학

생들은 이러한 곡선을 눈에 보이는 고정된 기

하학적인 곡선으로 이해하기 쉽다.

따라서 곡선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운동하

는 점의 구성으로 곡선을 이해하여 방향과 속

도의 관점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매끄러운 곡선을 벡터함수로 분석

하나의 물체가 평면을 움직일 때 그려지는 곡

선은 매개변수 방정식       또는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위치벡터인 벡터함수  로 나

타낼 수 있다. 이로써 시간에 따른 운동하는 입

자를 해석할 수 있는 수리적 모형으로 속도의 개

념을 바탕으로 매개변수 방정식이나 벡터함수를

사용하여 곡선을 표현한다.

시간 구간 에서 입자의 경로(path)에 의해 나

타내어진 점 는 시간 에서 원점 으로부터 입

자의 위치 까지 위치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점는 곡선(curve traced by )를 구성한다.

이 곡선은 벡터함수  로 표현하여

미분하면 속도벡터 ′ ′′가 된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의 정의인 ‘경로의 속도

벡터가 연속이고 영벡터가 아니다’는 사실을 설

명하기 위해 벡터함수의 극한과 연속 및 미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가. 벡터함수의 의 정의

벡터함수    가 의미하는 것은

    일 때이다.

[예제] 곡선    ≤ ≤을 나타내는 경

로가     ≤ ≤라고 할 때,

속도′    ≤ ≤가 된다.

  에서      이므로, 속도′  가

되는 점이 있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나. 벡터함수의 극한의 정의

벡터함수를  라 하고, 한 벡터

함수를 라 하자.

임의의 양수 에 대하여, 적당한 양수 가 존재

하여   인 모든 에 대하여 

을 만족할 때, lim
→ 

 로 쓴다.

[예제]  cos sin에 대하여,

lim
→


 cos


sin


  이다.

다. 벡터함수의 연속의 정의

벡터함수 가 lim
→ 

 을 만족할 때,

경로 는 점   에서 연속이라고 한다.

[예제]  ≤  ≤에서 정의된 벡터함수

 sin  는  가      에서 불연

속이므로, 는      일 때 불연속이다.

라. 벡터함수의 미분의 정의

벡터함수  의 미분계수는 속도

′ 


 lim
→


 
 ′′

여기서, ′ ′가 존재할 때, 는 미분가

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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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5] 속도 벡터

[그림Ⅱ-5]에서 경로 에 의하여 표현된 곡

선을 C라 할 때, 속도 ′는 접선(tangent)벡터

를 나타낸다.

토마스(2009)는속도′가 연속이고 속도가

이 아닐 때, 즉  가 동시에 이 아닌 연속인

1계 미분계수를 가질 때 경로 에 의해서 표

현된 곡선이 매끄럽다(smooth)라고 매끄러운

곡선을 정의 하고 있다(p.1049).

[예제] 곡선   을 나타내는 경로가 다음과

같을 때

     ≤  ≤

    ≤  ≤

위 경로를 미분하면 속도 벡터함수가 된다.

′   ≤  ≤

   ≤  ≤

lim
→ 

′≠′이므로 는   에서 속도′
가 불연속이어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3. 매끄러운 곡선의 역사적 분석

프란초프 카프라(2011)는 “함수․변수․매개

변수의 개념은 궤적을 표현하기 위해 등비곡선

을 연구하면서 17세기부터 조금씩 개발되기 시

작했고 위대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고트프리

트 빌헬름 라이프니츠에 의해 18세기에야 명확

히 형식화 했다.”고 말한다(p.271).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궤적의 곡선에서 움직이

는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였다.

프란초프 카프라(2011)는 “수학에서 매개변수에

따라 행로가 달라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린 [그림Ⅱ-6]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컨대 자루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의 속도가 다른

매개변수에 따라 다르게 그려지는 곡선을 기하

학적으로 나타내어 움직이는 현상을 매개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속변수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풀이한 선구라 할 수 있다.” 고 곡선에 대한 역

사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p.271).

[그림Ⅱ-6] 압력이 가해진 물의 궤적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선이나 곡선으로 된

형태의 연속적인 변화를 다루려고 한 노력을 통

해 그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적인 곡선 위에 움직이는 속도 개념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가시적으로 표현하

는데 그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적인 곡선

이 아니라 곡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운동으로

파악하여 그림을 그리려 시도했던 것처럼 움직

이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

적인 모델인 매끄러운 곡선은 속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Ron Larson(2011)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에피

사이클로이드 아치의 길이를 1658년 영국의 건

축가이자 수학자인 렌(Christopher Wren)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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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하였다. 그는 성바오로 성당을 비롯한 런

던내의 많은 빌딩과 교회를 건축한 것으로 유명

하다."라고 매끄러운 곡선의 길이를 구한 역사적

인 계기를 설명한다.

[그림Ⅱ-7] 에피사이클로이드

에피사이클로이드(epicycloid curve)는 한 원이

다른 원의 원주 위를 굴러 갈 때 움직이는 원의

고정점이 그리는 자취를 의미한다.

반지름이 1인 원이 반지름이 4인 큰 원의 원주

위를 움직인다. 작은 원주의 한 점의 자취곡선인

에피사이클로이드는 [그림Ⅱ-7]과 같다(p.492).

경로   cos cos ,   sin sin으로 표현

되어 한 바퀴 도는 에피사이클로이드의 길이를 구할

때   와   


에서 뾰족점을 가진다는 사실에 유

념하여 매끄러운 곡선의 구간인   와   


의 사

이에서 곡선의길이를 구하여 4배를 해서 계산했다. 즉,

  









 



 
 





 





sinsin  cos cos 

 

Ⅲ. 매끄러운 곡선의 교수학적 분석

동일한 곡선이라도 다양한 속도의 경로로

표현될 수 있는데 곡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

의 속도에 따라 눈에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

이지만 매끄러운 곡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을 통하

여 매끄러운 곡선은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속도의 관점에서 교수학적 분

석을 한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을경로의 속도가 연

속이고 속도가 이 아니다는 두 가지 관점에

서 분석한다. 이 때 매끄러운 곡선의 개념을 속

도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이 예를 제시한다.

첫째, 경로의 속도가 이 되어 매끄러운 곡

선이 되지 않는 예를 든다.

곡선   을 다음 경로로 나타내자.

      또는        ≤ ≤

위의 경로를 미분하면 다음 속도함수가 되고

′   ′  와 ′  ′  

  에서 둘 다 속도가 이 되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둘째, 경로의 속도가 불연속이 되어 매끄

러운 곡선이 되지 않는 예를 든다.

곡선   을 다음 경로로 나타내자.

        ≤  ≤

       ≤  ≤

위의 경로를 미분하면 다음 속도벡터가 되고

′       ≤  ≤

      ≤  ≤

lim
→ 

′≠′이므로   에서 속도가 불연

속이다. 그러므로 경로는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절에서는 대표적인 곡선인

포물선, 원, 사이클로이드, 쌍곡사이클로이드 등

을 분석하여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속도의 관

점에서 분석한다. 2절에서는 매개변수로 표현된

곡선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내용을 방향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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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매끄러운 곡선의

개념이 고등학교 교육에 맞는 쉽고 적합하게 도

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1. 대표적인 곡선의 교수학적 분석

곡선   의 경로는       ,  

또는     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들

모두 표현방식을 다르지만 같은 경로를 나타낸

다. 그래서 본 절에서는     으로 표현하

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포물선   의 곡선

동일한 곡선   을 나타내는 속도가 다른

경로를 다양하게 제시하여 매끄러운 곡선의 개

념을 분석한다.

1)  ≤ ≤에서     을 좌표평면 위

에 곡선으로 나타내면 [그림Ⅲ-1]처럼 포물선으

로 그려지며 운동하는 점의 속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일 때 점에서 시작하여,   일

때 원점에 도달한 다음,   일 때 점

에 도달한다.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방향과 속

도를 설명해야 한다.

 ≤ ≤에서 경로      을 미분하면

속도 ′  가 되는데 속도가 연속이고 속

도′≠ 이므로, 경로    는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그림Ⅲ-1]     의 곡선  

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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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일 때 매개변수 에 대하여  의

변화 추이를 <표Ⅲ-1>를 만들어 살펴보면 시간

→일 때, 의 속도가 으로 접근하지만 의 속

도가 으로 접근하지 않아   에서 속도가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  ≤에서   은 평면 위에서

포물선    을 움직이는 경로이다. 그러나 운

동하는 점의 방향과 속도가 경로     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매개변수 에 대하여  의 변화 추이를 [그림

Ⅲ-2]와 <표 Ⅲ-2>를 만들어 살펴보면  가 →

일 때 원점으로 빠르게 접근하여 원점 주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서   에서 속도가 이

되는 점이 존재하므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그림Ⅲ-2]     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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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일 때 점에서 시작하여,   일 때

원점에 도달한 다음, 방향을 바꾸어 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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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라 다시   일 때 점로 돌아오므

로 [그림Ⅲ-2]에서 뾰족한 점이 생긴다.

경로    ( ≤ ≤)을 미분하면 속

도′  가 된다.   에서 속도′ 

이 되어 경로 은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3) ≤ ≤에서   의 경로를    

라 하면 속도는 ′  이다.   에서 속

도′ 이 되어 경로 는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그림 Ⅲ-3]     의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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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일 때 점에서 시작하여,   일 때

원점으로 도달한 다음,   일 때 점로

진행되는데,   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서   에서 속도가 이 된다는 사실을 [그림Ⅲ

-3]과 <표 Ⅲ-3>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4) 평면 위의 곡선   의 경로가

   ≤  ≤

  ≤  ≤
라 할 때 미분하면,

속도 ′   ≤  ≤
  ≤  ≤

가 된다.

여기서, 속도′가   에서 불연속이므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곡선   을 형성하는 입

자의 속도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이

아닐 수도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속도가 불연속이 되거나 속도가 인

경로를 만들어 속도와 방향에 중점을 두고 다

양한 경로를 제시한다면 매끄러운 곡선을 정확

하게 이해 할 수 있다. 이로써 동일한 곡선을

표현하는 경로의 속도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나. 단위원(unit circle)의 곡선

동일한 원     의 두 경로를 살펴보자.

 cos  sin 와  cos  sin 

[그림Ⅲ-4] 두 경로의 동일한 단위원

이 두 개의 경로는 동일한 원을 나타내지만

다른 속도의 경로이다.

동일한 원을 표현하는 속도가 불연속이 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속도가 불연속어

서 매끄러운 곡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

하게 한다.

경로   cos sin ≤  ≤
cos sin  ≤  ≤

일 때

속도′   sin cos  ≤  ≤
sin cos  ≤  ≤

이다.

두 개의 속도가 다른 경로를 이어 놓으면 속

도가 불연속이 되므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경로를 따라 원운동을 한

다면 속도  ′가   에서 속도가 불연속이



- 31 -

므로 경로가 나타내는 곡선은 매끄러운 곡

선이 아니다.

따라서 원은 부드럽기 때문에 무조건 매끄

러운 곡선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속도가 불연속

이 되는 경로를 제시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

하다.

다. 사이클로이드(cycloid curve)의 곡선

  sin  cos은 단위원을 굴려 나타나

는 점의 경로는 [그림Ⅲ-5]처럼 그려진다.

[그림Ⅲ-5] 사이클로이드

위의 경로를 미분하면 다음의 속도벡터가

′  cos sin가 되고   에서 ′ 이

므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모든 첨점(cups)에서는 속도가 이거나 속도가

불연속이어야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는 속도가 연속이므로 운동방향

을 바꾸기 위해   에서 속도가 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서 접선의 기울기

가 무한대이므로 수직 접선을 갖고 있어서 곡선의

경사가 매우 급해도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가 이

되므로 뾰족점이 있으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cos
sin

lim
→
 cos
sin

 lim
→
sin
cos

 ∞

그러나 경로    sin  cos는 시간 구

간을 축소하여 ≤  ≤에서 분석하면 [그림Ⅲ

-6]처럼 속도가 이 되는 시각   는 이 구간

을 벗어나기 때문에 구간  ≤  ≤에서 경로

는 매끄러운 곡선이다.

반면에 경로   sin  cos는 시각

  에서 속도가 이 되어, 구간 ≤  ≤에서

[그림Ⅲ-6]처럼 뾰족점이 있어서 매끄러운 곡선

이 아니다.

[그림Ⅲ-6] 경로 로 표현된 곡선

경로 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간

≤  ≤에서 은 매끄러운 곡선이고, 는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라. 쌍곡사이클로이드(hypocycloid curve)

구간  ≤  ≤에서 cos sin을 미분하

면 속도′ cossin sincos가 된다.

  





일 때, 뾰족한 첨점(cups)이 4개

있는데 이 첨점(cups)에서 속도′ 이 된다.

따라서 기하학적으로 뾰족한 첨점이 있으면 속

도 ′ 이거나 속도가 불연속이므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그러나  cos sin은   에서 속도

′≠가 되고 [그림Ⅲ-7]처럼 뾰족점이 없어서

 에서 매끄러운 곡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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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7] 곡선  cos sin

반면에  cos sin은  에서 속도

′  가 되는 뾰족점이 있어 [그림Ⅲ-8]에서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그림Ⅲ-8] 곡선 cos sin

같은 구간  에서 경로의 속도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 아닐 수도 있어서 시간 구간을

축소하여 다른 속도의 경로를 비교하여 매끄러

운 곡선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체험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매개변수의 교수학적 분석

직교좌표 방정식    만으로는 시간에 따

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매개변

수 방정식      으로 나타낸다. 그러나 고

등학교 교과서에 한 가지 형태로만 표현하고 있

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점의 위치와 운동하는

방향과 속도의 관점에서   의 동일한 곡선

에 내재된 다양한 속도를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매개변수 을 단

지  를 연결하는 매개체로만 인식하여 시각

적으로 고정된 곡선으로 이해한다.

매개변수가 운동하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만

들어진 본래의 의미에 적합하게 속도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가르칠 때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곡선   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방

정식        ≤ ≤을 한가지 경로(path)

의 형태로만 가르치면 속도와 방향을 비교하지 못

하여 정적인 곡선으로 생각하거나 매개변수를 두

변수의 매개체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곡선   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방정식

을      ≤  ≤와 같이 다르게 제

시하여 설명하면 [그림 Ⅲ-9]처럼 방향과 속도의 개

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림 Ⅲ-9] 방향과 속도가 다른 두 곡선

가. 매개변수로 나타낸 직선

고등학교 교과서 기하와 벡터 정상권(2009)

의 공간에서 매개 변수 를 이용한 직선의 방

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p.155).

---교과서 인용----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

의 방정식을 구하여 보자.

      

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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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수

여기서  ≠  ≠  ≠일 때, 를 소거하

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두 점   ,   를 지나는 직선

의 방정식은

 


 

 
 



---교과서 인용 중략---

위에서 매개변수 를 소거하고 두 점을 지나

는 직선의 방정식을 직교좌표   에 관한 관

계식인 공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직선

의 방정식을 공식에 대입하여 구하고 있기 때

문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속도와 방향성에 대하

여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매개변수 만 사용하여 한 가

지 형태로 표시하므로 방향과 속도의 개념이 간

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마스(2006)는 매개변수는 한 가지 방식으

로 표현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매개변수를 다양

하게 표현하여 방향성과 속도의 관점에서 가르

칠 것을 제안 한다(p.1016).

[예제]  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구하라.

(1) 점를 기준으로 택하면

   

 

   

(2) 점를 기준으로 택하면

  

   

  

이와 같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는 가에 따

라 매개변수 방정식이 달라지고 시간 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림Ⅲ-10]에서 확

인할 수 있다. 그래서 방향과 속도를 염두에 두

고 움직이는 현상을 고려하여 가르쳐야 한다.

[그림Ⅲ-10] 점P에서 점Q로 진행하는 직선

또한 점 Q를 기준으로 매개변수 를 으로 바

꾸면    ,   ,   으로 표현

되고 동일한 직선이라도 속도가 확실히 달라진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을 구성하는 점의 운동 방향과 속

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가르치면 움직이

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매개변

수의 본래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Ⅱ 정상권(2009)에 나온

매개 변수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을 살

펴보자(p.143).

---교과서 인용----

좌표평면위의 점P의 좌표가 각각 의 함

수   

   
으로 주어졌다고 하자.

위의 두 식에서 를 소거하여  의 관계식

을 구하면    를 얻는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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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같은 곡선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좌표평면위에서 곡선위의 점 P의

좌표를 라 할 때, 와 를 각각

  
  

인 함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를  의 매개변수라 한다.

---교과서 인용 중략---

단순히 를 소거하여  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으로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를 와

를 연결하는 매개채로만 인식하기 쉽고 매개변

수 개념이 방향과 속도의 개념을 모델화 하여 만

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동일한 곡선    를 나타내는 매개

변수를        한 가지 형태로만 가르치

는 경향이 있어서 위의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동일

한 곡선을 나타내는 속도가 다른 다양한 매개변수

방정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림Ⅲ-11] 곡선    

동일한 곡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속

도가 다른 다양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또는        등으로

나타내어 가르친다면 [그림Ⅲ-11]에서 곡선 위

를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의 관점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미분

매개변수에 의한 미분법에 관한 고등학교 교

과서 수학Ⅱ정상권(2009)의 매개변수 미분법의

[예제]을 살펴보자(p.144).

---교과서 인용---

[예제]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에서 


를 의 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에서 


 ,    에서




  , 따라서 












 


 

---교과서 인용 중략---

위의 [예제]에서 왜 매개변수의 미분법을 사

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이 인식하기 쉽지

않다.

변수 을 소거하면   


 인 직교

좌표 방정식이 되고 이것을 미분하면 


 

이 되어 더 간편하게 미분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개 변수 를 사용하여 미분을 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하기 때문에 매개변수 미분법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매개변수 미분법은

시각 에서 속도가 다르면 점의 위치가 달라져

서 시각 에 따라 에 대한 의 변화율이 달라

진다.

그래서 매끄러운 곡선의 중요 개념인 속도에

중점을 두고 시각 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달라지

는 과정을 설명을 하여 매개변수의 미분을 곡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의 관점에서 지도하면 매개

변수의 미분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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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같은 시각에 움직이는 입

자의 속도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달라져서 변화율

이 다른 값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

를 들어 제시한다.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매개변수 방정식

이      일 때,   에서 입자가 점 을

지나므로 순간변화율은 


 이므로 4가 된다.

[그림Ⅲ-12]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이     

일 때,   에서 입자가 점 을 지나는 순간

변화율은 





 이므로 8이 된다.

그러므로 같은 시각   일 때 매개변수방정

식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다르므로 


의 값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곡선   을 따라 움직이는 입자의 운

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서 매개변수

방정식에 따라 점의 위치가 달라지므로 순간변화

율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

다. 그래서 동일한 곡선 위를 움직이는 속도가 다

른 다양한 매개변수 방정식을 설정하여 가르칠

것을 제안 한다.

[그림Ⅲ-12]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라.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적분

다음은 고등학교 교과서 적분과 통계 윤재한

(2009)에 나타난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자(p.75)

---교과서 인용---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위치는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곡선    (≤ ≤)의 길이 은

  에서  까지 점 P가 실제 움직인 거리와

같다. 즉,

 






 



 
 









′ 





′ 

---교과서 인용 중략---

한 가지 방법인      으로 표현하여

곡선의 길이를 구하고 있다. 이것만으로 동일

한 곡선 위를 움직이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제

시하지 않아서 속도의 관점에서 곡선의 길이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속도가 불연속이 되거나

속도가 이 되면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므로 곡

선의 길이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동일한 곡

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에 따라 곡선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매개변

수 방정식을 두 가지 이상 사용하여 비교한다.

그리고 동일한 곡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속

도의 연속성을 구체화 하여 곡선의 길이를 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시간   에서   까지   위

를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 보자.

매개변수를      라 놓으면, 움직인 거

리는





 




 

이다.

매개변수를      라 놓으면, 움직인 거

리는





   




 

으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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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의 길이는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곡선

의 길이는 경로와 무관하게 독립이다. 그러나

동일한 곡선에서 경로의 속도가 다르면 같은

시간   에서   까지 움직인 거리가 달라져

서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지므로 곡선의 길이가

달라진다.

또 하나의 예로   sin의  에서 [그림

Ⅲ-13]의 곡선의 길이는 변수 에 대한 변수 

의 변화율에 따라 곡선의 길이가 결정된다.

[그림Ⅲ-13]   sin의  에서 길이

그래서 같은 시간에 움직인 곡선의 길이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에 따라 점의 위

치가 달라지므로 곡선의 길이는 달라진다.

[그림Ⅲ-14] 경로가 다른 곡선의 길이

예를 들면,   에서   까지   sin위를 움

직일 때 경로가      sin일 때와 경로가

      sin일 때 속도가 다르므로 [그림Ⅲ-14]

에서 같은 시간에 움직인 곡선의 길이가 달라진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입자의 속도가 불

연속인 경로와 속도가 이 되는 경로를 만들어

곡선의 길이를 효과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가르

쳐야 한다.

예를 들면 평면위의 곡선   을 경로

   ≤  ≤

  ≤  ≤
로 나타내면 매끄러운 곡

선이 아니다.

속도′    ≤  ≤
   ≤  ≤

속도가   에서 불연속이 되므로 ≤  ≤에

서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곡선의

길이를 ≤  ≤와  ≤  ≤으로 나누어 구간별

로 곡선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다른 예로 경로    (≤  ≤)을 미

분하면 속도가 ′  가 된다.   에서

속도 ′ 이 되기 때문에 경로   은

매끄러운 곡선이 아니다.

속도가 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

와 ≤  ≤로 나누어 구간별로 곡선의 길이를

따로 구해야 한다.

Ron Larson(2011)의 대학 미적분학에서는 매

끄러운 곡선일 때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고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함수 의 그래프가 곡선의 길이가  에

서 존재할 충분조건은  ′이 연속이다. 미분계수

가 연속인 그래프를 매끄러운 곡선이라 하고

매끄러운 곡선(smooth curve)일 때 호의 길이가

존재하며  



′ 이다.(p.299).

그런데 고등학교 교과서의 적분과 통계 윤재

한(2009)에서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용어를 대신

하여곡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로 우회

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p.74)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매끄러운 곡선

의 용어' 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곡선 C는 구간Ⅰ

에서      로 나타낼 때, ′ ′이 구간

Ⅰ에서 연속이고 ′≠ ′≠일 때 곡선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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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끄러운 곡선의 중요

개념인 속도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가르칠

수 있는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교수 학습의 방

법을 개발해야 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매끄러운 곡선의 개념을 속도의 개념을 구체

화하여 미적분학의 전반적인 이해의 과정을 새

롭게 바라볼 수 있는 교수학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곡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적

인 시각에서 동적인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

어 석화 같은 수학에서 역동하는 수학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운동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개발된 매개

변수가 속도의 관점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충

분하게 서술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은 매개변수

가 두 변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곡선의 직교좌표 방정식을

한 가지 경로의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속도의 경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에서 미적분학을 처음 배우는 학

생들은 매끄러운 곡선이 기하적인 형태인 곡선

개념과는 달리 부드러운 곡선이라고 해도 경로

의 속도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이 아닐 수도 있

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매개변수의 개념을 속

도의 관점에서 자연현상과 동떨어지지 않게 가

르칠 수 있는 수학적 의미와 이해를 포함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발전해

야 한다.

그러나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용어가 어려워

고등학교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도입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매끄러운 곡선의 개념을 `경로

의 속도가 연속이고 속도가 가 아니다'라는 개

념을 염두에 두고 속도의 연속성을 구체화하여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쉽고 적합한 방법으로 도

입할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본 눈문에서는 매끄러운 곡선의 의미를 경로

의 속도가 불연속이 되거나 속도가 이 되면 눈

에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이라도 매끄러운 곡선

이 되지 않는다는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매끄러운 곡선의 수학적 분석이나 역사

적 분석에 대한 좀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후

속 연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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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true

meaning of smooth curve and to let people understand

the smooth curve by way of velocity. It is true that

it is not easy for us to perceive smooth curve because

when there are no cups in the curve and the shape

of the curve looks smooth, we often perceive it is

smooth curve. However, even when the shape of curve

looks smooth, it happens that it is not smooth curve.

When the particle moves on the curve, depending

on the velocity, it can be smooth curve or not. That

is, even though the shape looks smooth, when the

velocity is discontinuous or it is 0, it is not smooth

curve.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to teach smooth curve by way of

velocity. In other words, when parameter of path for

the smooth curve is taught in the calculus of high

school, it needs to be understood by way of velocity.

Finally, this paper tries to suggest that we need to

shift our paradigm in teaching of smooth curve from

fixed curve to dynamic curve.

* Key Words : Smooth Curve(매끄러운 곡선), Parameter(매개변수), Velocity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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