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39 -

I. 서론

학교수학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학습은 할선과 

접선과의 관계 및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정연준, 2010). 특히 

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에는 극한, 변화율, 함수와 

같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이 

중에서 미분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으로 학

습자의 극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지적

하기도 한다(이동근, 2017; Hauger, 1995; Zandieh,

2000). 통상 학교수학에서는 극한 개념에 대하여 

 를 이용한 형식적이고 엄밀한 접근을 하는 것

이 아니라, ‘한없이 가까워진다.’와 같은 직관적

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수학에서의 접

근 방식은 미분계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마

찬가지이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역사발생 과정

에서 Cauchy와 Weierstrass 등이 lim
→



를 

형식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 정리한 것과 동일

한 방식으로 학습하지는 않는다. 학생들은 할선

의 기울기의 극한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 

혹은 평균변화율의 극한 값이 순간변화율과 같

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할선의 길이가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지므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이 극한 개념을 직관적

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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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rton, 1983). 직관

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면서 학생들이 그러한 

직관적인 이해의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보

이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식을 구성해가는 지에 대하

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지

식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강

요된 지식의 누적된 경험은 자칫 학생들이 미분 

관련 학습에서 공식을 암기하고 이를 기계적으

로 적용하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

이동근, 양성현, 신재홍(2017)은 학생들이 함수 

의   에서의 미분계수 ′에 대하여 

′   lim
→



를 구할 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여 값

을 구하는 절차를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절차

적으로 볼 때 미분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의 수

학자 Fermat, Descartes, Barrow등이 보여주었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식과 Fermat,

Descartes, Barrow등이 곡선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의 절차가 유사하다고 하여 양쪽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이 같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절차를 구성하기까지의 개념적 지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곡선의 접선에 대하여 연구가 한창이던 

Fermat, Descartes, Barrow와 같은 수학자들은 

  에서   을 대입하면 항진명

제가 되어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지만 양변

을 로 약분한 다음   을 대입하면 곡선 

   위에 있는 점 를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Boyer,

1959; Eves, 1979; Klein, 1953). 반면 학교수학에

서 학생들이 어떠한 개념적 지식에 근거하여, 함

수 의   에서의 미분계수 ′를 구할 

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여 값을 구하는 절차를 구성하였

는지에 대한 정보는 드문 편이다. 또한 학생들이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따르는 절차적 지식

이 추후 어떻게 다시 개념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단계로 변해가는 지에 대한 정보 역시 드

문 편이다.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관계에 대한 주

장은 다양한 편이나, 보통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서로 연속체 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Halford, 1993). 이때 절차적 지식은 연습에 의하

여 훈련이 되면 최소한의 의식적인 집중만으로

도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효율성 측면의 장점

이 있는 반면, 이러한 효율성은 동시에 유연성의 

부족이라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Rittle-Johnson &

Schneider, 2014). 그러나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라 문제풀이 절차도 숙달되

어 가면서 두 지식의 관계는 상호 관계를 맺으며

발달되어가기 때문에(Schneider & Stern, 2010),

절차적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또 어떻게 

개념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해가

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미분을 학습한 학생들도 

통상적으로 lim
→



의 값을 구하기 위하

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이동근 외,

2017),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계수를 구할 때 변

화의 세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학생들도 이러한 

절차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적인 지식에만 머물러있는 

학생들의 경우, 다항함수에 대하여는 큰 문제없

이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지만, 연속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미분 계수의 의미를 학습하

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절차적인 

방식은 지수함수   에서는 lim
→


 
의 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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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를 구하기 위하여 

lim
→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려는 학생

들은,   과 같이 분모에 있는 인수 

가 약분이 되지 않는 함수의   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과제를 접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려고 하였

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이 드러내는 자신의 절차적 지식

에 대한 고민과 표현들은 미분계수 학습 연구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여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연구에서 1) 미적분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 ‘lim
→



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학생들’을 선정한 다음, 2)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lim
→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3)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인식과 표현을 조사한 연구는 드문 것

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대

상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하나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동근(2017)에서는 미적분 학습 경험

이 없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총 20차시의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

구대상 학생들이 1) 거리함수   


에서 초에

서 초까지의 평균속력을 구한다음 2) 다시 초

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을 고민해서 3) 거리함

수   


의 초인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성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총 20차시의 

교수실험 자료 중에서 6차시에서 10차시까지의 

교수실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연구대상 학생 중 한 명은 거리함수 함수 

에서 구간  에서의 평균속력을 




로 구성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여 결과를 얻어내

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였다.

이는 미적분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거리함수 의   에서의 미분계수 

′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대상 학생들 중 한 명은 이러한 

개념적 지식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여 계산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이후 

연구대상 학생들이 절차적 지식을 구성한 이후 

과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이동근(2017)의 연구와 동일한 교수

실험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일부 차시의 

교수실험을 분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동근

(2017)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학생들을 연구대상

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해당 학생들이 

거리함수   


과   의 속력함수를 각각 

  과   으로 구성한 이후에 거리함수 

 와   의 초에서의 속력에 대한 인식

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세 명의 학생들 중,

두 명의 학생은 거리함수   


에서   에서

의 순간속력을 다른 한 명의 학생이 구성한 절

차에 의하여 값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한 명의 

학생은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

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얻은 결과가 자신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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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알고 있는 사실(거리함수   


의 속력함수

가   이 된다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라 거리함수 

  에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하는 과제에 

대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

하여 다른 두 학생에 비하여 한 명의 학생이 매

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다

양한 표현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세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수실험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두 학

생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구성적 과정을 드러

낸 학생을 중심으로 해당 학생의 표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첫째,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 에 대하여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

모에 있는 인수 에 대한 대수적 처리 방식

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은 어떠한가?

둘째, 거리함수   


     의 속력함

수가        


라는 것을 아는 상태

에서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력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Miller와 Hudson(2007)은 학습에서의 지식을 사

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으로 구

분하여 설명하였다. ‘사실적 지식’이란 기억으로

부터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정보를 뜻하며, 사칙

연산을 할 때 즉각적으로 답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개념적 지식’은 개별적인 지식들을 

서로 관련지어 연결시키는 것으로서 소수의 대

소 관계를 분수 개념으로 연결 지어 설명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절차적 지식’이란 수학 

과제를 해결할 때 일련의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하며, 수학 학습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관찰되는 지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강명희(2015)는 수학적 능력은 학생들이 

어떤 영역에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지식과 정

확한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념

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이 수학 학습

에서 학생들의 지식 형태에 대하여 개념적 지식

과 절차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Cabobi, 2009; Hiebert &

Lefevre, 1986; Rittle-Johnson & Schneider, 2014),

Hiebert와 Lefevre(1986)는 수학에서 개념적 지식

과 절차적 지식은 구별 될 수 있고, 두 형태의 

지식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의 지식

의 발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

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수학에서 개념적 지식이란 

어떤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원리와 그 영역 

안의 지식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

상적인 지식이며(Canobi, 2009), 일반적으로 개념

적 지식의 발달은 학습자가 점차 전문성을 키워

가면서 관련된 개념적 지식들이 더욱 풍부해지고 

체계화되는 것을 뜻한다(Rittle-Johnson & Schneider,

2014). 절차적 지식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데 필

요한 일련의 단계, 또는 행동의 절차에 대한 지식

으로서(Canobi, 2009), 알고리즘을 예로 들었을 때 

절차적 지식이란 정확하게 수행하면 정답이 나오

는 이미 예정되어있는 고정된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된다. 이때 학생들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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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인 인지적 부담 없이 절차적 지식을 얻게 

되며 이는 학습에 있어 장단점이 있다. 절차적 지

식이 연습에 의하여 훈련이 되면 최소한의 의식

적인 집중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해지는 효율

성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이러한 효율성은 동

시에 유연성의 부족이라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Rittle-Johnson & Schneider, 2014).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관계에 대한 주

장은 다양한 편이나, 보통은 이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이 서로 연속체 상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Halford, 1993).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관

계는 시간에 따라 만들어지고 바뀌기도 한다. 또

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의 수준이 발전함에 따

라 문제풀이 절차도 숙달되어 가면서 두 지식의 

관계는 상호 관계를 맺으며 발달되어간다고 하

였다(Schneider & Stern, 2010).

본 연구와 관련하여서, 연구대상 학생들이 거

리함수에서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이라는 

표현을 ‘초에서의 순간속력’으로 연결한 과정에 

대하여 미분계수를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의 관계

에서 살펴본 개념적 지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학생들 중 한 명은 

lim
→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면 ′를 구할 수 있

다는 절차를 구성하였는데, 이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상태에서 학생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을 적용

할 수 없는 거리함수에서 연구대상 학생들이 자

신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대하여 어떠한 고

민을 드러내는 지에 대하여 학생들의 표현을 중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 미분계수를 구하는 계산에 대한 의미

박임숙과 김흥기(2002)는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극한을 학습하는 이유에 대하여, 함수의 연속성

을 확보하여 미분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

다. 또한 lim∆→
∆
∆

에서 학생들이 

∆→라는 표현에 대하여 ∆가 아주 작은 수

라는 것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지만,

lim∆→
∆
∆

의 계산 마지막 부분에서 

∆를 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인식론적 장애

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영배, 노은환, 최정숙, 김대의, 정의창,

정찬식 외(2009)에서는 학생들이 공식을 통한 기

계적인 계산으로 치우쳐 문제를 해결하는 테크

닉에 대한 연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

였다. 또한 이러한 계산 위주의 미분 개념 학습

은 결과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정연준(2010)도 계산에 치우친 미분학습에 대하

여 단순히 순간속도를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정

도라는 것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조작에 치우치

는 것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들에서 학생들의 미분 개

념 학습에서 기계적인 계산에 치우친 학습에 대

하여 지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작 학생들이 미분계수를 구할 때 어떠한 방식으

로 접근하고 있는지와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 방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기계적인 계산에 치우친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학생들의 고민과 그들만의 논리가 담겨

져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계산의 주

체가 되는 학생이 보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계산이 왜곡되어 잘못 이용될 수도 있으나 오히

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는 표현의 주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하여 이해의 기회를 제공

한다고 볼 수 있다.

Eves(1979)에 소개된 Fermat가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

이 잘 드러난다. Fermat는 곡선 위에 있는 점에 



- 644 -

접하는 접선을 구하기 위하여 접선영(subtangen

t)1)을 찾는 과정에서 곡선    위에 있는 

점 에 매우 가까이 있는 점을 삼각형의 닮

음을 이용하여   
 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 점이 곡선위에 있다고 간주하여

  
  

를 계산을 하였다.

Fermat의 방식으로 곡선     위에 있

는 점 를 지나는 접선영을 구하면,

 












 
  

이 되는데, Fermat는 이때 를 나누어 준 다음 

다시   을 대입하여 구하고자하는 바를 계산

하였다.

당시 Fermat는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목적(접

선영을 구하는 것)을 위하여 계산을 왜곡하기는 

하였으나 이 속에는 계산의 주체인 Fermat의 극

한 개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즉, Fermat의 

계산 방식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오류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잘못된 계산 방식을 

학생들의 오개념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오개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극한 개념의 교수법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보다는, 학생들의 계산 방식을 오류

로 접근 하지 않고 그 안에 학생들의 미분계수 

혹은 극한의 개념에 대한 학생들만의 이해방식

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3. 거리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의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

물체의 운동에서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17세기 Galilei 때부터 변화율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Gravemeijer와 Doorman(1999)은 속력과 거리 관

계의 모델링을 미적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기

도 하였다.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시간, 속력, 거

리의 관계에 대한 것만이 미적분 학습을 위한 

유일한 소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역사발생과정에

서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가 미분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주요 소재였던 만큼, 거리함수와 속력

함수에 대한 논의는 미적분 관련 연구에서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이동근, 안상진, 김숙희, 신재

홍, 2016).

이동근 외(2016)는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표현을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학생들은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를 

‘거리=시간×속력’의 관계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때 ‘거리=시간×속력’의 관계식에서 시간, 속력,

거리 각각은 값을 집어넣어 다른 값을 구할 수 

있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시간과 속력

의 값이 주어지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변하는 양으로 인식하지

는 못하였다. 그러나 해당 양들을 변하는 양으로 

인식한 이후 ‘거리=시간×속력’의 관계식을 ‘거리

=시간×평균속력’의 관계식으로 수정하는 모습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이동근 외(2016)는 

거리함수에서의 함숫값에 대한 의미와 속력함수

에서의 함숫값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인

식을 드러내었다. 즉, 거리함수에서는 그 시간까

지 총 이동한 거리로 인식하였다면 속력함수에

서는 그 순간의 속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이동근(2017)에서는 학생들이 거리함수에

서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평균속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평균속력의 변화를 표현

할 수 있는 새로운 함수 관계를 구성하는 장면

1) 접선영은 축 위에서 접하는 점까지 올린 수선의 발과 접선의 절편 사이의 선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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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었다. 이때 학생들이 평균속력의 변화

를 표현한 방식은, 함수 에서 구간  에서

의 평균속력을 


로 구성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

여 결과를 얻어내었다. 예를 들어 거리함수 

  


에 대하여 구간  에서의 평균속력을 










로 표현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을 구성한 다음,  를 대

입하여 을 얻는 방식이었다. 학생들은 이 결과

를 이용하여 초에서의 순간속력이 이 되는데 

순간속력을 함숫값으로 갖는 함수는 속력함수라

는 학생들만의 이해방식에 근거하여 속력함수를 

  으로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대상인 세 명의 학생들 중,

두 명의 학생은 거리함수   


에서   에서

의 순간속력을 위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절

차에 의하여 값을 구하기는 하였지만 자신들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나누는 것에 대하여

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반면 다른 한 명의 

학생은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

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에 의하여 얻은 결과가 자신이 이전

에 알고 있는 사실(거리함수   


의 속력함수

가   이 된다는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이동근(2017)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의 관계 속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구성하고, 일부 연구대상은 

개념적 지식에 근거하여 절차적 지식을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근(2017)

의 논의 이후에 학생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

가는 지에 대한 고민과 표현에 대하여 관찰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급진적 구성주의와 교수실험

본 연구는 급진적 구성주의에 근거한 교수실

험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미분계수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그 상황에 관계된 것들의 의미를 

깊이 파악하기 위한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의 성격을 갖는다.

가. 급진적 구성주의

구성주의에서 지식은 개개인의 경험에 근거하

여 개인 내부에서 구성된다고 본다. 즉, 지식이 

교사에게서 학생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

생 스스로가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성

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학생의 능동적인 지식 구

성 과정에 초점을 둔다(이응석, 김진호, 2016).

또한 인식 주체의 경험에 의하여 구성된 지식은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계속 생장하는 것으로 보

기 때문에 지식 구성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중심

을 두며, 이러한 과정에서 존속 가능한 지식이 

구성된다고 본다(남진영, 2008). 수학교육학에서 

구성주의는 조작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급진적 구성주의로 구분하는데, 이때 급진적 구

성주의는 지식에 대한 기존의 실재론적 관점을 

부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임재훈, 홍진곤,

1998). 남진영(2008)은 급진적 구성주의에서의 지

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하여 구성이 되

므로 인식 주체에 따라 접하는 세계가 달라지며 

이러한 세계는 절대적이지 않고 개인적인 한계

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급진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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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의에서는 객관적인 실재의 존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보편적인 지식의 존재를 

주장하지도 않는다. 한편 Confrey(1990)는 구성주

의에서의 교수(teaching)에 대하여 학생들이 더 

강한 구성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하

였다. 특히 Confrey(1990)는 교사가 ‘학생들의 구

성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가능

한 많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모야야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학생들에 대한 ‘사례 연구’가 도

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교수실험

교수실험은 급진적 구성주의에 근거하여, 학습

자가 수학개념을 구성해가는 활동에 대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교

수실험은 기존의 수업방식이나 교육과정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않지만, 선행연구 자료를 중요한 자

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제시되는 상

황 대부분은 기존 교육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교수실험 과정은 미리 예견된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고 과제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마민

영, 2017).

교수실험에서는 연구자 간의 협의 하에 최초 

과제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부터는 실험 참여 학

생과의 대화나 행동 방식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과제를 구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교수실험에서 연구자가 학생들의 반응을 고려하

여 과제를 제시하는 상황은 의도적인 ‘설정

(setting)’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자의 영향력

에 해당하는 ‘반응성(reactivity)’이 개입하는 장면

으로 볼 수 있다(양은경, 신재홍, 2014). 질적 연

구의 목표는 연구자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으므로(Maxwell, 2012), 사례 연구에 적절한 방

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수실험에서

는 매 차시 실험 종료 이후 ‘진행 중 분석’ 과정

을 거쳐 연구자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즉, 교수실험은 피 실험

자의 반응과 연구자들 간의 일치된 합의 과정에 

따른 다음 과제의 투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

면서 진행된다(Glasersfeld, 1995, p. 46). [그림 

III-1]과 같이 교수실험 진행→진행 중 분석→다

음 차시 과제 결정이라는 순환과정의 반복을 거

쳐 교수실험이 종료되면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교수실험에 대한 자료(학생 반응지, 연구자

간 회의 일지, 교수실험 영상 및 전사자료)를 이

용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

을 회고분석이라고 한다. 회고분석을 거쳐 연구

자는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게 된다.

[그림 III-1] 교수실험의 도식

본 연구에서 교수 실험은 총 20차시로 구성되

었고, 이중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16차시, 17차

시와 18차시의 교수실험 자료를 집중적으로 분석

하였다. 또한 교수실험은 참여 고등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인 2016년 

5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2017년 2월 말경까지 약 

8개월간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교수실험

의 전후 맥락의 이해를 위하여 총 20차시의 교

수실험의 개괄적 흐름을 표로 작성하여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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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하였으며, 1)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의 

관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변화를 담고 있는 5,

6차의 내용과 2) 10차시의 교수실험에서 삼차함

수의 거리함수에서 학생들이 독특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속력함수를 구성한 이후, 3) 해당 방식

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수함수적 상황으로 제

시된 거리함수에서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16, 17,

18, 19, 20차시의 내용과 같이 크게 세 그룹의 

교수실험이 서로 연관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수실험에 참여한 세 명의 학

생들 중 학생B의 반응을 중심으로 전체 교수실

험 중 일부 차시(16차시, 17차시, 18차시)의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1)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 에 대하여 초에

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

모에 있는 인수 에 대한 대수적 처리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을 살펴보고,

2)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가

       


라는 것을 아는 상태

에서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

력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수실험은 차시 당 실험 시간은 

70분 내외로 진행되었다. 차시 당 실험 시간은 

사전에 정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보통 

학생들에게 다음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

자가 다른 연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을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교수실험은 학기 

중에는 방과 후에 방학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10시 경에 연구자2)와 연구대상이 교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교수실험이 진행된 

공간은 연구대상들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카메라와 오디오 녹음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이며, 연구자와 연구대상이 활동을 진행하는 

장소와 연구보조교사가 대기하면서 실험을 관찰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된 장소였다.

이 공간은 이동근(2017)에서 제시한 공간과 동일

한 구조의 공간이었으며, [그림 III-2]는 교수실험 

진행 공간에 대한 그림이다(이동근, 2017).

[그림 III-2] 교수실험 진행 공간에 대한 그림

연구자(교직경력 15년차)는 교수실험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교수실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진행

자가 실수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방향성을 제

시하기 위하여 1명의 다른 연구보조교사가 관찰

자로 참여하였다. 연구보조교사는 교수실험이 진

행되는 장소의 가벽 바깥의 교무실에서 대기하

면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인 세 명 학생들의 대화

를 통하여 교수실험을 관찰하였다. 회의실에서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연구자가 진행 도중 논의

할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에 가벽 바깥의 교무실에 대기하

고 있는 연구보조교사와의 논의를 거쳐 교수실

험 진행에 대한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이때 교

수실험이 진행되는 회의실 내부에서는 교무실 

바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은 바

깥에서 연구보조교사가 교수실험을 관찰하고 있

2) 본 연구에서 교수실험을 진행한 교사는 제1 저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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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매 차시 종료 이후 연구자들은 이전 차시에서 

보인 학생들의 사고와 행동의 의미를 공동으로 

분석하고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다음 교수실험

을 설계하였다. 이때 투입하기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실제 교수실험에 투입 여부는 연구대상 

학생들과의 교수실험 진행 중에 연구자가 판단

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자들의 협의를 거쳐 다음 

차시에 대한 교수실험이 설계되면, 연구자는 이

를 반영하여 최종 투입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차

시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교

수실험 진행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

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연구자가 다른 학생들

의 의견을 정리하여 전체 학생들에게 다시 확인

시키거나 혹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발문

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개입하기도 하였다.

2.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학생들은 서울 소

재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연구대상

자인 학생A, 학생B, 학생C3)는 연구자가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달 동안 담임교사로서 지

켜본 학생들이며, 수학 과목 학업 성취 수준은 

상이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에 적극적

이고 다른 학생들과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학생

들이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참고로 연구대상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학생A는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학영역에서 1등급이었고, 학생B는 2

등급, 학생C는 4등급으로 서로 상이한 학생들이

다.4) 이러한 의도적인 표집은 교수실험에서 연

구자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동근, 2017; Merriam, 1997). 그러나 연구

대상들의 수학 성적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교수

실험에서 학생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수학 개념

의 질적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즉, 본 연구에서

의 교수실험에서는 학생 반응에 대하여 어느 반

응이 우수하다는 식의 평가를 하지 않는다.

약 8개월간에 걸쳐서 20차시의 교수실험을 진

행하면서 중간에 선행학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세 명의 학생 모두 

교수실험 초기(2016년 5월)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 중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고차

방정식(삼차방정식, 사차방정식)과 도형의 방정

식 일부에 대한 사전 학습 경험이 있었고, 실험

이 진행되면서 여름방학 전후의 시기에는 고등

학교 1학년 수학I 과목과 수학II 과목에 대한 학

습이 일부 교육과정 범위 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분 관련 학습 용어(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

연속, 미분계수, 접선, 도함수)를 들어보았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대하여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러한 면담 과정을 근거로 

미루어볼 때, 총 20차시 교수실험 종료 시점까지 

학생들이 미적분 학습 관련 지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2017년 1월 말에 실시된 16차

시, 17차시와 18차시의 교수실험 과정에서는 학

생들이 극한 개념의 일부가 표현되기는 하였으

나, 미분과 적분 개념은 학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에 활용한 수업 과제에 대한 분

석은 <표 III-1>과 같이 차시별 교수실험 중 2개

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해당 과제를 제시

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10차시 교수

실험에서 학생들이 다항함수 형태의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가   이라는 것을 구성한 

3) 학생A, 학생B, 학생C는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학생을 지칭하는 가명이다.

4)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은 구간척도(Stanine)에 따라 1등급부터 9등급으로 구분되며 작은 값의 등급일수
록 상위권 학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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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0차시 교

수실험에서 학생들은 구간 에서의 평균속력

을 








로 표현하였는데, 이때 ‘구간 에

서의 평균속력’이라는 표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학생B를 중심으로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

면 이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같이 초

에서의 순간속력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학생들이 거리함

수에서 평균속력을 구하는 식을 구성하여 분모

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

입하는 방식으로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게 된 계기로 보인다. <표 III-1>에 

제시된 과제들은 학생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

에 대하여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로서, 연구자들의 합의하에 평균속력을 구하

는 식을 구성한 다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기 어려운 거리함수를 제시한 것이다.

차시 내용

16차시

거리함수  에서 구간 에서의 평

균속력을 구하고,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

하여라.

17차시

거리함수   에서 구간 에서의 평

균속력을 구하고,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

하여라.

<표 III-1> 차시별 교수실험에서의 주요 과제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체 20차시의 교수실험 중 논의와 

관련된 16차시, 17차시와 18차시의 교수실험 자

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으로서, 비디오카메라 

1대로 연구대상 학생 세 명에 대한 수학적 활동

을 촬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별도로 녹음된 오디

오자료의 전사과정을 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교수실험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활

동지와 연구자들이 작성한 현장노트 및 다음 교

수실험 과제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자간의 회의

일지를 수합하여 교수실험 과정 중 일어나는 교

수학적 결정 과정과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

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교수실험 중 발생했던 수

정과 재구성의 이유를 ‘IV. 연구결과’ 부분에 함

께 기술하였다.

IV. 연구결과

1. 거리함수  에 대하여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모

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표현

연구자는 16차시에 거리함수  의 초에

서의 순간속력을 구하는 과제를 세 명의 연구대

상에게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과제를 제시

한 이유는 15차시 교수실험 후반부에서 학생들

에게서 다항함수가 아닌 형태의 거리함수의 속

력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전 교수실험(10차시, 13차시)에서 학생

들이 다항함수 에서 평균속력을 구성하여 

순간속력 함수를 구성하는 학생들만의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방식이 다항함수

가 아닌 경우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연구대상 모두는 제시된 이전 10차시에서 거

리함수   


에서 보여준 방식과 마찬가지로,

16차시의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였

다. 거리함수  에서 초의 순간속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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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우선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 해당하는 식을 


으로 구하였다. 이후 

‘초에서 초까지’라는 표현에서 ‘초에서 초까

지’를 생각하여 이를 초에서의 순간속력으로 

보았다.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세 명의 학생 모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거리함수  에서 초

의 순간속력을 구하겠다고 답하였지만, 학생A와 

학생C는 자신들이 말한 대로 처리하는 것에 주

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생C는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이라는 표현은 분모가 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는 표현을 사

용하였다. 반면 학생B는 앞서 평균속력을 구한 

식 


에서  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이전 

교수실험에서 학생B가 다항함수의 속력함수를 

유사한 방식으로 구하였던 경험에 기인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B가 구성한 평균속력에 해당하는 

식 


은 직접적으로 분모에 있는 인수

가 약분되는 식은 아니었다. 학생B는 교사

가 예상하였던 것처럼 처음에는 분모에 있는 인

수 가 약분되지 않는 다는 것에 고민하였

으나, 곧 이어서 


에 


를 곱해

주어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였다.

즉,







×



 

 
 







의 과정을 거쳐 식을 변형하였으며, 학생B는 

이렇게 변형된 식에  를 대입하여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를 구성하였다. 학생B의 입장

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거리함수  의 속력

함수를  


으로 구성한 것이 된다. 학생A

도 학생B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를  


으로 구성하였으

나, 학생C는 평균속력을 표현한 식 


까

지만 표현하고 이후 과정에서 속력함수를 구성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C도 학생B의 풀이

를 보고 나서 식을 변형하여 처리한 학생B의 방

식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16차시 과제를 제시할 때 학생들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처리하지 못해서 고

민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연구자의 예상과 달

리 16차시 교수실험에서 학생A와 학생B는 식을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전에 자신이 거리함

수에서 속력함수를 구성할 때 사용하였던 분모

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

입하는 방식으로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를 

 


로 구성하였다. 즉, 이전에 다항함수 형

태의 거리함수에서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절차적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거리함수   에 대하여 초에서 초

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에 대한

처리 방식

17차시 교수실험에서 연구자는 거리함수 

  의 초에서 순간속력을 구하는 과제를 제

시하였다. 이는 이전 차시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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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생들이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

려운 과제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연구자는 이

를 통하여 학생들이 고민하게 될 것이며 표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이전(10차시, 13차시, 16차시)과 마찬

가지로 거리함수   에서 초의 순간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

력에 해당하는 식을 


으로 구하였다. 이후 

‘초에서 초까지’라는 표현에서 ‘초에서 초까

지’를 생각하여 이를 초에서의 순간속력으로 

보았다. 특히 학생들은 이와 같이 평균속력을 구

한 식에서  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분모에 있

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학생A와 학생C는 활동지에 별다른 표현을 하

지 못한 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학생B

는 평균속력을 나타낸 식 


에서 대수적으

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기는 것에 

어려움을 표현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

지 방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

어 학생B는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

기 위하여 분자에 있는 식을

   
















혹은 

  



































 

















과 같은 식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B가 분모에 있는 인수 가 나올 수 없

는 상황임에도 분자에 있는 식 을 다양하

게 변형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에서, 연구자는 학

생B의 계산 목적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에서 변화되어 대신에 를 넣었을 

때 분모 혹은 분자가 이 되어 문제가 되는 부

분을 약분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였다. 즉,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지 않아도 분

자에 있는 







가 약분이 된다면 자신이 하

고자 하는 계산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과제를 수행하려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그러나 교사가 그러한 방식으로 식을 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학생B는 분모에 있

는 인수 를 약분하려고 했다는 의견을 표

현하였다. 이에 교사는 lim
→


 
에 대하여 학

생B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

입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B가 식을 변형하며 다양한 노력을 할 때,

학생C는 “에서 를 만들 수 없는데...”

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학생B가 시도하는 여러 

시행착오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으며, 학생A

는 이전에 거리함수   


에서 속력함수를 구

하는 절차를 다시 혼자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

었다. 이에 교사와 학생C는 적극적으로 식의 변

형을 통하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

려고 시도하는 학생B의 표현을 관찰하고 학생B의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가. 학생B의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대신 를 먼저 대입하여 

를 약분하는 처리 방식

학생B는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초에서 초까지의 값을 생각할 때 분모가 

이 되는 인수를 약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 가지 대수적인 처리 방식을 시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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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학생B는 대신에 를 먼저 대입한 다음 

()라는 인수를 약분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꾸

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때 학생B는 


를 

 
라고 적었다.

그 다음 




  
로 표현을 바꾸어서 

인수  을 약분해서 결과를 


라고 적었다.

즉, 학생B는 


를 거리함수   에서 초에서

의 순간속력이라고 제시하였다. 교사가 “그렇게

(대신 를 먼저 대입한 다음 식을 정리해서 인

수  을 약분하는 방식) 해도 되는 거야?”라

고 문제를 제기하자, 학생B는 “(에서 앞쪽

에 있는 )는 (에서 뒤쪽에 있는 )보다 큰

데 한없이 가까이 가면 그 차이는 분명 은 아

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라고 답을 하였다. 교사는 학생B의 답변을 에 

를 먼저 대입하여 표현한 인수 가 실제로

는 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였

으며, 이러한 학생B의 표현을 근거로 학생B가 

인수  도 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약분하는 것

이 모두 가능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교사는 학생B에게 임의의 거리함수를 ∆라 할 

때 초에서의 순간속력이 

∆ 
 

∆
가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학생B는 그런 것 같다고 

답을 하였다. 이에 교사는 “이전에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가   

가 되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야?”라고 반문하

였다.

교사의 물음에 학생B는 거리함수   에 대

하여도 자신의 방식이 성립한다고 의견을 나타

내면서, 거리함수   의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대신에 를 대입한 



 
를 변형한 결과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학생B는 

 
를 적은 다음 분자에 있는 식 

 을 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학생

B는 인수 를 약분해서



 



  

에서 라는 결과를 얻었다. 학생B가 제시한 

는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   에서 초

에서의 순간속력 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학생B가 제시한 이전 방식

은 인수  를 약분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방

식은 인수 를 약분했다는 차이가 있기 때

문에, 분모가 이 되는 인수에 대한 학생B의 처

리 방식이 어떤 것인지 더 세밀하게 확인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

B가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가  


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B

의 방식대로 거리함수  에서 인수 

을 약분하는 방식대로 해보라고 하였다. 이에 학

생B는 초에서의 순간속력이






 




가 된다고 구성하였는데, 이는 학생B가 이전

에 알고 있던 결과인 


와 다른 결과이다. 교

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학생B에게 지적하였다.

교사의 지적에 대하여 학생B는 분모와 분자에 

동일한 를 곱해주어 식을 변형한 다음 분자는 

를 공통인수로 묶어주어 라는 인수를 

만들어내고, 분모에서는

     

로 처리하여 인수 를 만들어 주었다. 이

후 분모와 분자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결과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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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리하여 인수 를 약분해서 


를 

얻어냈다.

이상의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생B가 거리함수 

에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할 때, 초에

서 초까지의 평균속력에 해당하는 식 




에서 대신에 를 먼저 대입하여, 인

수 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초에서의 순간

속력을 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거리함수   의 구간 에서의 평균속

력 


에서 


를 곱해서 초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과정

교사는 학생B가 거리함수에서 초에서의 순간

속력을 구할 때 인수 를 처리하여 구하는 

학생B만의 방식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생B는 

자신의 방법으로 거리함수   에서의 초에서 

순간속력을 구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학생B는 자

신이 이전에 




 
 


와 같은 방식

으로 식을 변형하여 인수 을 처리하는 것

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

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와 학생B는 다시 이전에 결과를 알고 있

었던 거리함수   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

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B는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하는 방식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였다.

1) 인수 를 처리 :

 
 에서 

에 를 대입하여 결과를 로 얻음

2) 

를 곱해서 처리 : 에 를 먼저 대입한 

다음,

  
 

  
 에서 결과를 로 

얻음

학생B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해보고 난 다

음, 인수 를 약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에 를 먼저 대입하여 인수 를 처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답하였다. 학생B의 답에 

대하여 교사는 원래 학생B가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속력 가 아닌 가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형태의 값을 곱해서 식을 조정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였다. 학

생B의 반응에 대하여, 교사는 인수 에서 

두 가 서로 같은 인지를 물어보았는데, 교사

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B는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하였다. 이어서 교사는 학생B에게 “

를 곱해서 

처리할 때, 분자와 분모에 있는 가 서로 같은 

거야?”라고 물어보았고, 이 질문에 대하여는 학

생B는 같을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후 

학생B는 

에서의 와 인수 ()에서의 들과

는 다른 종류의 변수라고 답을 하였다. 교사와의 

대화에서 학생B는 자신이 사용하는 변수 에 대

하여 고민할 기회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변수 

의 종류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에 연결 지어 생각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활동 이후 학생B는 다시금 


형태가 

아닌 


를 곱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다고 예측

을 하였다. 이는 학생B가 거리함수   에 대

하여 초에서 순간속력이 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수적인 방식을 찾

아낸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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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B의 방식은 

 
에 대하여 


를 곱해

서 



 
  

  
을 얻은 다음 인수 

  을 약분하여 순간속력에 해당하는 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학생B가 다시금 대신에 

를 먼저 대입하여 인수 를 약분하는 방식

을 고수함에 따라, 교사는   


에 대하여도 성

립하는지 확인해보기를 권하였다. 학생B는 거리

함수   


에 대하여 자신의 방법이 성립하는

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거리함수   에

서와 마찬가지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에 대하여 대신에 를 넣은 










에서 


를 곱하여 식을 정리하는 방식

으로











 





 


   

 

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두 번의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를 곱하여 식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결과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과 일치함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적용하여 거리함

수   에서 초의 순간속력을 거리함수   

에서 초의 순간속력을 
 

로 제시하였다. 학

생B가 거리함수   에서 초의 순간속력을 



 

로 구한 방식을 살펴보면,




 







  


 

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학생B의 


를 곱하여 식을 정리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하여, 교사는 이전에 알고 있던 

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성립하는지 학생B 스스로

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리함수 

 에 대하여도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해

보고 결과를 비교해보도록 권하였다.

학생B는 자신의 방식을 적용하여 거리함수 

 에 대하여,


에 


를 곱하여 식

을 정리하여 









 







의 과정을 거쳐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라

고 제시하였다. 이는 이전에 학생B가 거리함수 

 의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로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결과에 해당한다.

학생B는 자신의 방법이 거리함수  에서 

이전에 알던 결과와 다르게 나오자, 자신의 방법

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거리함수에서 

초에서의 순간속력을 구할 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에 에다가 를 대입하는 

절차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한편 학생B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A와 학생C는 종종 거리함수 

  의 경우에는 


에서 분모에 있는 

를 약분할 수 없으니까 속력함수를 구할 

수 없다는 표현을 드러내었다. 연구자는 두 학생

의 표현을 통하여, 학생A와 학생C의 경우 ‘분모

에 있는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절차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학생B와 같이 자신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 자체

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준까지 받아들이

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두 학생들은 거리

함수   


에서 속력함수를 구할 때는 성립하

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학생B가 자신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을 수정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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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 내내 ‘분모에 있는 를 약분한 다

음  를 대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개념적으로 

분모가 이 되어 할 수 없는 절차라는 생각이 

있음을 드러내었었다.

V. 결론

1.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 에 대하여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에 대한 대수적 처리 방식과 학

생들의 표현

학생들은 거리함수가 다항함수로 주어진 경우 

초에서 초까지의 평균속력 


에 대한 

식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한 다음 

 를 대입하여 초에서의 속력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학생들은 거리함수에서 순간속

력을 구하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였으며, 다항

함수가 아닌 거리함수에도 자신들이 구성한 절

차적 지식을 이용하여 과제를 해결하려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거리함수가  로 

주어졌을 때, 거리함수  에서 초에서 초

까지의 평균속력 


에서는 바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

었기 때문에 식을 조절하여 약분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전 거리함수 

  


에서 시간, 속력, 거리의 변화 관계 및 변

화를 누적적으로 보는지 혹은 순간의 변화로 보

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에만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거리함수가   로 주

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학생B를 중심으

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려는 것이 

순간속력을 구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학생들은 인수 를 약분하지 

못하니까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는 구할 수 

없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 거리함수   


     의 속력함

수가        


라는 것을 아

는 상태에서 거리함수   의 초에

서의 순간속력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

학생B는 여러 방식으로 식을 조정하였어도 분

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할 수 없게 되자,

대신에 를 먼저 대입한 다음 ()라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을 수정하는 것

이 관찰되었다. 이후에도 학생B는 여러 추측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반례에 대하여 자신의 추측

을 다시 개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보여주었다.

학생B가 자신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대하여 

반성하고 수정할 때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특징

이 있었다. 학생B는 자신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

에 의하여 이미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들을 설명하지 못하면 절차적 지식에 대하여 반

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대신에 

를 먼저 대입한 다음  라는 인수를 약분하

는 것으로 절차를 수정한 이후에 


를 




라고 적은 다음 




 
로 표현

을 바꾸어서 인수 을 약분해서 결과를 


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학생B는 그러한 방식

으로 거리함수   에 적용하게 되면 거리함수

를 ∆라 할 때 초에서의 순간속력이 



∆
 

∆
이 되어 속력함수가   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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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지적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학생B는 이미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속력함

수   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

서 자신의 절차를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이러한 점은 미분계수를 구할 때 기계적으로 

값을 구하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절차적 지식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에 대한 시사

점을 제시하여준다. 결국 절차적 지식도 발달 과

정에서 변할 수 있는 지식이므로 학생들이 구성

한 절차적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데 중

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학생이 구성한 절차

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존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이 이러한 절차적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적 함의

학생들은 거리함수   


에서 초에서 초까

지의 평균속력 








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속력함수   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

식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미분계수에 대

한 지식을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의 관계 속에서 

개념적 지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데 이 과정에서 학생B는 자신이 구성한 개념적 

지식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방식’이라는 

절차에 주목하게 되면서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의 

관계에 대한 고민 보다는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특히 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적 지

식 구성에서 절차적 지식 구성으로 변화되는 과

정 사이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수학적인 지식

과 맞아떨어지는 지에 대한 경험의 여부가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학생

들이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는   라는 

지식을 개념적으로 구성할 때, 학생A와 학생C는 

 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에서 분모에 있는 인

수 를 약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학

생B가 그렇게 처리하면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

는 수학적인 지식(거리함수   


의 속력함수

는   가 된다는 것)과 맞아떨어지는 것을 주

장하며 자신의 방식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거

리함수  의 속력함수를 구할 때에도 그러

한 절차에 따라 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학생들은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고 난 다

음, 자신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근거하여 과

제 상황에 이전과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관찰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거리함수에서 속력

함수를 구성하는 과제에서 평균속력을 이용하여 

거리함수와 속력함수에서의 시간, 속력, 거리의 

변화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

여  를 대입하는 방식’이라는 절차적 지식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거리함수  에서 속

력함수를 구성할 때 평균속력을 구하는 식을 기

계적으로 구한 다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이 이전에 알고 있던 수학적 지식과 충돌할 

경우에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체계의 

완전성을 유지하려는 방식으로 절차적 지식에 

변화를 주는 장면이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거리

함수   에서 속력함수를 구성할 때,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절차적 지식은 학생B가 1) 초에서 초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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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속력 

 
에서 대신 를 먼저 대입하여 

를 약분하는 처리 방식과 2) 평균속력을 

나타내는 식에 

를 곱해서 분모가 이 되는 인

수를 처리하는 방식 및 3) 평균속력을 나타내는 

식에 


를 곱해서 분모가 이 되는 인수를 처

리하는 방식과 같이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주

장되었다. 이때 각 주장이 폐기되고 다른 주장으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학생B는 자신이 새롭게 

구성한 절차적 지식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는   ,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는  


)을 모두 설명하

지 못하면 자신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분계수 학습에 있어서, 극한을 학습한 

이후 다항함수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것을 학

습하면서 기계적으로 미분계수를 구하려는 학생

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여준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의 극한 개념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lim
→



의 의미에 대하여 ‘가 로 한없

이 가까이 갈 때,


가 ′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에서 ‘한없이 가까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항함수를 대상

으로 미분계수를 학습할 때, 가 로 한없이 가

까이 가서 문제가 되는 인수 를 약분한 다

음   에 대입한 결과가 lim
→



의 결과

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더 이상 

lim
→



의 개념적인 이해를 위하여 노력

하기 보다는 결과를 얻는데 보다 효율적인 절차

적 지식(자신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주목하

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지식들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극한 개념을 학습할 때 형

성된 이러한 절차적 지식이 다항함수의 미분계

수를 구할 때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미분계

수를 구하는 것은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방식’이라는 절차적 

지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강하게 자리매김한 

절차적 지식은 이후 학습에도 영향을 주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반응과 같이 ‘분모에 

있는 인수 를 약분하여  를 대입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를 구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결과를 가

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

이 적용되지 않는 거리함수   에서의 미분계

수를 구하는 과제에서 학생B가 보여주는 절차적 

지식의 다양한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

정한 사례에 대한 연구이므로 이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지만, 미분계수를 구성할 때 학

생들이 절차적 지식을 구성해가는 방식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해당 절

차적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과제’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구성한 절차적 지식에 대하

여 반성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추후 미분계수 학습 관련 연구에 의미 있

는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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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Change of Procedural Knowledge

Composition and Expression of Derivative Coefficient in

Exponential Function Type Distance

Lee, Dong Gun (Moonjung High School)

Kim, Suk Hui (Sunsa High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tance function average

speed and the speed function. Particularl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process of constructing

the speed function in the distance function

(irrational function, exponential function) which is

difficult to weaken the argument in the denominator.

In this process, students showed various anxieties

and expressions about the procedural knowledge

that they constructed first.

In particular, if student B can not explain all the

knowledge he already knows in this process, he

showed his reflection o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differential coefficient.

This study adds an understanding of the

calculation method of students in differential

coefficient learning.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ents who construct procedural knowledge

at the time of calculating the differential coefficient

have thought about how to provide opportunities to

reflect on the procedure they constructed.

* Key Word : distance function(거리함수), speed function(속력함수), exponential function(지수함수),

irrational function(무리함수), derivative coefficient(미분계수), procedural Knowledge(절

차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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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체 교수실험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5)

차시 교수실험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

1

소금물 농도비교 와 시간, 속력, 거리의 관계를 묻는 과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곱셈적 

사고 및 비율 개념 조사

2

3

4

5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의 관계 및 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방식 조사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적 상황(거리함수   , 속력함수    , 속력함수 

   )에서 시간, 거리, 속력의 관계에 대한 조사

속력함수   에서 거리함수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

6

7
속력함수   에서 학생들이 거리함수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

8

9 속력함수   의 구간에서의 의 변화에 따른 평균속력 구성에 대한 조사

10
속력함수   의 구간에서의 의 변화에 따른 평균속력함수의 그래프 구성방식 

조사

11
속력함수        의 변화에 대한 이해방식 조사

12

13
속력함수   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제시한 테이블에서 거리함수 구성과 그에 

따른 거리함수에서의 함숫값과 거리에 대한 이해와 표현 조사

14 거리함수   


에서 속력함수를 구성하는 방식 조사

15
속력함수    (    ⋯ )에서 거리함수를 구성하는 방식 조사

거리함수      에 대한 속력함수 구성 방식 조사

16
거리함수   의 구간 에서의 평균속력에서 인수 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접근 방식과 표현 조사
17

18

19
거리함수   의 구간 에서의 평균속력을 함숫값으로 가지는 계단 형태의 평균속

력함수 그래프의 구성과 표현에 대한 관찰

20 거리함수   의 속력함수 구성 방식과 표현에 대한 조사

5) 이동근(2017)의 연구에 제시된 자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