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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 층위 분석
1)

이 유 빈 (울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조 정 수 (영남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삼각함수와 관련된 과제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함수 개념 이해 정도를 Hitt(1998)의 층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들의 함수 이해 정도를 층위 분석을 통해 단계를 구분한 후 이해 관점을 과정과 대상 관점으

로 다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함수 개념 이해의 정도 층위는 3단계에서 불완전성을 보였다. 그리

고 함수의 이해의 관점은 그래프 해석에서 과정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수적 표상의 조작이 중요시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각함수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와 함께 문제 해결과 그에 따른 표상 체계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함수 개념 이해 층위 5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모델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Ⅰ. 서론

함수는 수학 학습에서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며 함수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은 수학 학습의 목표이다

(Eisenberg, 1992: NCTM, 2000). 함수 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은 크게 과정 관점과 대상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리고 함수 개념의 과정과 대상 관점은 함수를 나타내는 표상인 대수식, 표, 그래프와 관련이 있다

(Moschovich, Schoenfeld, & Arcavi, 1993).

대수식과 표, 그래프는 함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상(Moschovich, Schoenfeld, & Arcavi, 1993)이다. 특히

대수적 표상과 그래프 표상은 함수 개념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Yerushalmy & Swidan, 2012). 또

이 두 표상을 조작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Yerushalmy &

Schwartz, 1993).

Bannister(2014)는 함수를 나타내는 표상들 중 그래프 표상과 대수적 표상의 변환과 함수 개념의 이해 관점인

과정과 대상 관점을 연결하는 능력을 유연성(flexibility)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유연성은 함수를 학습하는데 중

요한 요소라고 언급하면서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함수의 그래프 표상을 과정 관점과 대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표상 변환과 함수를 이해하는 관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표상연구에서는 표상의 종류에 관

한 연구, 이러한 표상들의 변환에 관한 연구(Goldin, 1987; Lesh, Post, & Behr, 1987; Monk, 1988)가 있다. 연구

자들에 따라 표상 변환의 정도에 따른 층위를 나누거나 이러한 변환 능력에 관해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고 그

정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Hitt,1998). 함수 개념 이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함수의 오개념에 관한

연구와 개념 이해 관점에 관한 연구(Moschovich, Schoenfeld, & Arcavi, 1993)등이 있다. 함수 개념에서 중요한

표상 변환과 함수의 이해의 관점을 연결하여 유연성의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함수 이해 관점 중심으로 한 연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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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nnister,2014). 하지만 표상 변환과 함수의 이해 관점을 연결하여 표상 변환 층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

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드러나 이런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함수에서 중요한 표상인 대수적 표상과 그래프 표상의 변환 과제를 통해 표상 변환의 층위를

Hitt(1998)의 층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함수 이해의 관점으로 분석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함수 개념 이해의 층위

함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함수의 서로 다른 표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Hitt, 1998). 그러

므로 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함수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상체계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매

우 중요하다(Janvier, 1987). 학습자의 함수 이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함수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상

을 사용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Dreyfus & Vinner, 1989; Dubinsky & Harel, 1992; Sfard, 1992).

Hitt(1998)는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로부터 함수 개념 이해와 표상 변환 사이의 관계에 다음과 같은 층위가 있

다고 제시하였다. 그 층위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 <표 Ⅱ-1>과 같다.

층위 단계 설명

1단계 혼합 단계 표상들이 혼합된 단계이며 개념이 불확실한 단계

2단계 분리 단계 서로 다른 표상들을 식별할 수 있는 단계

3단계 변환 단계 의미를 보존하며 표상 변환이 가능한 단계

4단계 표현 단계 두 표상 체계 사이의 일관되고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

5단계 문제 해결 단계 문제 해결과 표상 체계 사이의 일관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

<표 Ⅱ-1> Hitt(1998)의 함수 개념 이해의 층위

1단계는 함수에 대한 개념이 여러 표상들 사이에서 일관되지 않게 표현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동일

한 함수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표상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며 표상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표상들이 혼합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단계는 표상들 사이의 구분은 가능하여 서로 다른 표상들이 혼합되어 사용되지는 않

는 단계를 의미한다. 3단계는 함수 개념의 의미를 보존하며 서로 다른 표상들 사이의 변환이 가능한 단계이다. 4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표상 체계 사이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함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표상들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이다, 마지막 5단계는 4단계의 능

력을 바탕으로 이를 통해 문제 해결까지 가능한 단계를 의미한다.

2. 과정과 대상

Tall(2013)은 수학적 개념은 과정과 대상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과정과 대상 관점을 다시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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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접근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과정과 대상의 두 가지 접근법

수학적 개념을 과정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과 관련된 행동이 내면화되면서 유사한 조작을 할 수 있

는 정신적 구조가 생긴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함수를 수치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구체적인 점에 관심이 있거

나 함수가 이산 집합에 정의되었기 때문에 함수의 이산 점을 다루거나 읽거나 좌표에 위치를 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에 반해 수학적 개념을 대상 관점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앞의 과정 관점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함수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함수의 연산이 가능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함수를 형태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함수의 행동을 지켜볼 때 필요한 접근법으로 대수적 표상으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의 극값을 찾을 때 필요한 접근법이다.

Moschovich, Schoenfeld, & Arcavi(1993)는 함수 개념을 이해하는 관점을 과정 관점과 대상 관점으로 분류하

면서 과정과 대상 관점은 함수의 표상인 대수식, 표, 그래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함수의 표상 중

대수식, 그래프, 표와 과정, 대상 관점을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

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Moschovich, Schoenfeld, & Arcavi(1993)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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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는 함수 개념 형성에 함수 이해 관점인 과정과 대상 관점이 모두 영향을 주며 이들 관점은 또 함

수를 나타내는 표상인 대수식, 표, 그래프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함수를 과정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함수를 값과 값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

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함수의 두 변수 값과 값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함수를 나타내는 표상인 표, 그래프, 대수식 모두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예

를 들어, 대수식에서 과정 관점은  의 값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며 그래프 표상에서는 좌표평면

의 점들을 통해 나타난다.

대상 관점으로 함수를 이해하는 것은 함수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상인 대수식, 표, 그래프를 전체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점  을 지나고   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   를 이용하여 구하게 된다. 이때   의 그래프와 평행이라는 조건을

활용하여 의 값이 라고 결정하는 것은 대상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이다. 만약, 점  을

  에 대입하여 의 값 을 구하였다면 이는 과정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이다. 위의 예에서 다

루었듯이 함수 문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형성은 함수의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하다.

3. 표상 대응

Lesh, Post, & Behr (1987a)는 한 개의 표상을 다른 표상으로 바꾸는 과정을 번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표상들 사이의 구별뿐만 아니라 다른 표상으로 번역과 함께 같은 표상 내에서의 번역도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와 유사하게 Janvier(1987)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방법으로 같은 수학적 개념을 다

른 표상으로 나타내는 인지적인 과정을 번역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수학적 개념의 이해는 표상의 질을 높이

는 과정이며 또 표상 활동의 누적된 과정으로 보았다. 교과서에 나타나는 서술적 텍스트와 묘사적인 사진을 번

역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만든 Schnotz & Bannert(2003)는 모델 구축(model construction)과 모델 조사(model

inspection)라는 용어로 이러한 번역의 과정을 표현하였다. 모델 구축은 서술적인 표상인 텍스트나 기호를 묘사

적인 표상인 그림이나 다이어그램 등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말하며 모델 조사는 묘사적인 표상을 서술적인 표상

으로 번역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처럼 수학 개념 이해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수학 개념 이해를 표상을 선택하

고 다양한 표상을 적용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Friedlander & Tabach, 2001; Lamon, 2001).

Bannister(2014)는 한 표상에서 다른 형식의 표상으로 바꾸는 심리적 과정(시스템 사이의 매핑)을 변환, 혹은

표상 사이의 대응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하나의 표상 양식에서 다른 표상 양식으로 전환되어가는 것과 관련

되어 있는 심리적 과정이 표상 대응인 것이다. 예를 들어, 대수적 표상에서 최고 차가 1차, 상수가 3인 함수를

그래프 표상에서 기울기와 y절편으로 서로 대응시키는 과정이 표상 대응이다. 특히, 함수 영역에서 이러한 대응

은 함수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인 과정 관점과 대상 관점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S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 120명이다. 이 학교는 울산광역시의 중심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급의 수는 39학급, 교직원은 100여명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규모가 큰 학교이다.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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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자연계열은 10학급이며 한 학급의 학생 수는 과학 탐구 영역의 선택에 따라 30명에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2학년 전체 학생 수는 인문계열 4학급, 자연계열 10학급으로 약 1500여명 정도이다. 자연계열 2학년 수학 교

과 수업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적분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은 수준별 수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수준은 중, 상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 학급의 70%이상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 학교는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수

준과 학부모의 열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 지역에서 한 학교의 학생들만으로 연구를 한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삼각함수 단원을 미적분Ⅱ 수업에서 배운 자연계열 학생 120명이며 이들은 10개

의 자연계열 학급에서 임의로 선정한 4반의 학생들이다. 이들은 삼각함수를 학습하기 전 중학교에서 삼각비를

배웠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 단원을 통해 삼각함수를 배웠다.

2.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함수 개념 이해 정도를 표상들 사이의 변환 층위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

들의 함수 개념 이해의 관점을 알아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수업에서 삼각함

수를 배웠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지금까지 배운 다항함수의 형태가 아닌 주기성을 가진 삼각함수를 고등학교 2

학년에 처음 배웠다. 평소에 다루어보지 않은 함수인 경우 다른 함수보다 학생들의 주된 함수 이해의 관점이 드

러나기 좋다. 이에 연구 대상을 삼각함수 학습을 마친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 문항은 크게 두 유형이며 각 유형별 다섯 문항씩 총 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문항은 선

행연구자(Even, 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삼각함수식을 제시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이다. 두 번째 유형은 주어진 삼각함수 그래프를 보고 삼각함수식을 구하는 문

제이다.

초기의 검사 문항은 각 유형별 여섯 문항씩 총 열두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 및 수

학 교육과 교수 등의 조언을 통하여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의

문항을 삭제하여 최종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열 문항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부록에 기재되어 있다.

총 120명의 학생들에게 2017년 9월 26일과 9월 30일에 걸쳐 수학 수업 시간 한 시간 동안 문제지가 제공되었

으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50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모든 문항은 개방형 서술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0분 동안

연구자가 감독하였으며 학생들의 의문점이나 문항 진술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문항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정답지 가운데 각 유형별 네 문제 이상을 해결한 정답지만을 1차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함수의 주된 개념 이해의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어진 문제 유형의 50% 이상을 같은 관점으로 해

결한 경우에 그 학생들이 가진 주된 관점이라고 판단되어 1차 분류의 기준을 50% 이상의 문제의 해결 정답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정답만 기록한 정답지를 제외하는 2차 분류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최종 분석 자료

로 사용된 학생들의 정답지는 총 99명의 정답지이다.

3. 연구 문항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의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CAS형 그래핑 계산기인 Texas Instrument의

TI-nspir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두 가지 유형의 열개 문항들 중 유형별로 한 문항씩 제시하면 다

음 <표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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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유형2

※   sin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물음

에 답하시오.

1.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7. 주어진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

라.

<표 Ⅲ-1> 연구에 사용된 삼각함수 문제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함수의 변환에 관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함수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대상과 과정 관점으

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 분석을 위해 학생 정답지의 배점과 총점은 부여하지 않았

으며 학생들의 정답지에 기록된 문항별 정답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의 풀이에 있는 서술을

중심으로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약 서술을 서술 코드로 정하고 99명의 정답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확장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정답 유형을 기록한 뒤 유형별로 표상 층위와 함수 이해의

정도를 대상과 관정 관점을 오른쪽 여백에 기록하였다. 99명의 정답지를 가지고 1차 층위, 관점 분석을 마쳤으며

2주의 기간이 흐른 뒤 다시 한 번 2차 층위, 관점 분석을 실시하여 자료 분석의 일치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자료 분석 과정을 예시하기 위하여 번 문항과 번 문항의 최종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Ⅲ

-2>와 같다.

문항 정답 유형 층위/관점

문항3

①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범위를 제한하고 주기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정답) 4단계/대상

② 평행이동을 먼저하고 최댓값과 최솟값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정답) 4단계/대상

③ 함수식의 대수적 조작을 한 후 문제 해결(정답) 4단계/대상

④ 주기를 반영하였으나 최댓값, 최솟값을 반영하지 못함(오답) 3단계/대상

⑤ 최댓값과 최솟값은 반영되었으나 대칭이동을 못함(오답) 3단계/대상

문항8

① 대칭축을 찾아 함수식을 구함(정답) 4단계/대상

② sin에서 원점의 역할을 하는 점을 찾음(정답) 4단계/과정

③ cos에서 에 해당하는 점을 찾음(정답) 4단계/과정

④ sin함수의 모양 중심의 사고로 인해 주기의 혼돈이 있음(오답) 3단계/대상

<표 Ⅲ-2> 최종 분석 결과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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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삼각함수의 대수적 표상과 그래프 표상 사이의 변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함수에 대한 이해

의 정도를 대상과 과정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표상 변환의 층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의 함수 이해 층위는 3단계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함수를 나타내는 표상들의 식별은 가능하나 표상의 변환에서 불완전성을 보였다. 또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에서 함수를 이해하는 관점은 과정 관점이 주된 관점이었다.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처럼 비정형문제가 주어진 경우 대수적 표상 조작 중심의 사고가 일어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도

구로 개인적 표상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결과를 학생들의 정답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래프 해석의 오류

Despina(2011)는 중등학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 표상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Despina(2011)가 언급한 것처럼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함수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오답을 보여주었다.

[그림 Ⅳ-1] cos함수의 일부분으로 해석

위의 [그림 Ⅳ-1]은 주기가 큰 삼각함수 그래프를 보고 주어진 삼각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을 cos함수의 일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위로 볼록한 부분의 주

기를 통해 전체함수의 주기를 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그림 Ⅳ-2] sin함수의 일부분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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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은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그래프의 위로 볼록한 부분이 sin함수의 일부분, 즉 sin함

수의 주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여 주기를 로 기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기의

잘못된 해석은 주어진 문제의 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 값에도 영향을 주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 표상을 대수적 표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이

는 Hitt(1998)의 함수 층위 단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함수 표상의 식별은 가능하나 변환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

이므로 3단계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두 함수 표상의 식별은 가능하나 같은 수학적 의미를 서로 다른 표상으

로 나타내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대수적 표상 중심 사고

Romberg, Fennema, & Carpenter(1993)는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함수의 대수적 표상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 표

상을 배우는 학생들은 함수의 대수적 표상과 그래프 표상 사이의 대응이 잘 일어나기 힘들며 대수적 표상 조작

중심으로 사고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삼각함수를 배울 때 대수적 표상을 먼저 배우고 그래

프 표상을 배웠다. 이에 이러한 대수적 표상 중심의 사고가 이번 연구에서도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3] 대수적 표상 중심의 사고1

[그림 Ⅳ-3]은 삼각함수 식을 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에서 대수적 표상의 조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

우이다. 이 학생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에서 수업에서 배운 삼각함수의 관계를 이용하여 주어진

sin함수를 cos함수로 바꾸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림Ⅳ-4] 대수적 표상 중심 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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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삼각함수의 식으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이다. 위

의 학생은 삼각함수 중 sin함수의 성질을 사용하여 주어진 삼각함수 식을 변형하여 더 간단한 형태의 sin함수

의 형태로 변형하였으며 대수적 식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기를 구하여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

위의 두 학생 모두 대수적 표상의 조작을 통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하였으며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려내

었다. 그러나 연구 문항에서 제시된 삼각함수 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탐구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주어진 삼각

함수 식이 포함하고 있는 평행이동이나 확장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없었다. 문제의 초기 조건으로 sin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나 변화 등에 탐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여전히 학생들은 주어진 함수식의 복잡함을 대수적 조작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3. 과정 관점 중심 사고

Even(1998)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식을 찾는 문제의 경우 변수(주기, 평행이동, 진폭)의 요소를 2개 이상 변형

된 경우 함수의 과정적 접근보다 대상적 접근이 훨씬 더 생산적이며 강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요소가 2개 이상 변형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정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

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Ⅳ-5] sin함수의 기준 사고1

[그림Ⅳ-5]는 주어진 삼각함수 그래프의 삼각함수식을 구하는 문제이다. 위 학생은 우선 주어진 삼각함수를

sin함수로 표현하기 위해 sin에서 대칭점인 의 역할을 하는 점을 먼저 그래프 표상에 찍고 이 점과 함숫

값을 같이 가지는 점을 찾아 개의 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림Ⅳ-6] sin함수의 기준 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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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도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삼각함수의 식으로 바꾸는 문제이다. 이 학생은 위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sin함수로 표현하기 위해 sin에서 대칭점인 의 역할을 하는 점을 먼저 그래프 표상에 찍고

이 점이 축에서 얼마만큼 이동되었는지를 통하여 평행이동의 양을 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Ⅳ-7] cos함수의 기준 사고

[그림 Ⅳ-7]은 위의 두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삼각함수의 식으로 바꾸는 문제

이다. 이 학생은 주어진 그래프의 식을 cos함수로 표현하기 위해 의 역할을 하는 점을 먼저 그래프에 찍

고 이 점을 기준으로 평행이동의 양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 표상을 대수적 표상으로 바꾸는 문제에서 삼각함수에서 원점과 대

칭점과 같은 기준점을 그래프 표상에 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렇게 함수의 이해를  의 값이나 그들

사이의 관계, 그래프의 좌표평면의 점을 통해 이해하는 관점은 과정 중심 관점이다. 다시 말해 특정한 좌표 중심

으로 함수 전체 개형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수적 함수식을 만들어냈다. 함수 개형이 가지는 이

동이나 확대, 축소, 대칭 등에 대한 탐구, 즉 대상 관점의 함수 이해는 이 학생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다.

4. 개인 표상의 생성

Hitt & González-Martín(2015)은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비정형적인 과제를 해결할 때 학습자는 자신만의

표상을 만들고 사용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표상을 개인적 표상(non-institutional representation)이

라 하며 이러한 개인적 표상은 비정형 문제의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어진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에서 자신만의 표상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그림Ⅳ-8] 축을 나타내는 개인 표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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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은 주어진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삼각함수의 식을 찾는 문제에서 학생이 자신만의 축을 그린

것이다. 이 학생은 sin함수에서 축에 해당하는 선을 직접 그리고 이를 통해 주기와 평행이동의 양을 계산해

정답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축의 표현은 학생 개인의 기준선이자 개인 표상의 한 종류이다.

[그림Ⅳ-9] 축을 나타내는 개인 표상2

[그림 Ⅳ-9]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cos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이 학생도 위의 학생과 같이 cos함수

에서 축에 해당하는 축을 그리고 이를 통해 평행이동과 대칭들의 기호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축에 해당하는 축을 그려서 사용하는 것은 삼각함수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이 만든 표상이다.

학생들은 비정형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신들만의 표상을 만들어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도

관찰되었다. 특히, 주기성을 가지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칭성의 기준이 되는 축이나 점을 나

타내는 개인 표상이 주를 이루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삼각함수의 대수적 표상과 그래프 표상 사이의 변환에 관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함수에 대한 이

해의 정도를 대상과 과정 관점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표상 변환의 층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로부터 얻은 결론과 그로부터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함수 이해의 층위는 함수를 나타내는 표상들의 식별은 가능하나 변환에서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에

서 주어진 그래프의 일부분이 특정한 함수의 모양과 비슷함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오류는 이전의 그래프 표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그래프 표상의 해석을 통

한 문제 해결은 아니다. 다시 말해 그래프 표상을 같은 의미를 가지는 대수적 표상으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leiner(1989)는 함수의 개념은 기하와 대수라는 두 정신적 이미지 사이의 관계라고 하면서 기하에서는 그래

프 표상, 대수에서는 대수적 표상을 연결하고 이를 변환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Moschovich,

Schoenfeld, & Arcavi(1993)는 함수를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함수를 지각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 할

때 다양한 표상들 사이에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의 주장처럼 함수의 표상

중 하나인 그래프 표상의 해석은 함수의 이해 능력 중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해

그래프 표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학생들은



이 유 빈ㆍ조 정 수330

교과서에 제시된 함수의 제한된 표상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된 표상의 예

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 표상의 해석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다양한 형태의 표

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학습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둘째, 대수적 표상을 그래프 표상으로 바꾸는 문제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어진 대수적 표상의 해

석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주어진 대수적 표상을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다시 말해, 대수적 표상 조작 중

심의 사고를 함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대수적 표상의 의미와 문제의 의도가 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Even(1998)은 대수적 표상이 그래프 표상보다 우선시 되는 경우 학생들의 사고는 대수적 표상 중심으로 하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정 표상 중심으로 사고한다고 하였다. 또 학생들이 함수를 배울 때,

대수적 표상을 먼저 배우고 그래프 표상을 배울 경우(Romberg, Fennema, & Carpenter, 1993; Yerushalmy &

Schwartz, 1993) 대수적 식의 구조에 있는 패턴과 그래프 표상의 특징 사이에 대응을 보고, 사용하기 위해 요구

되는 이해의 형식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Even(1998)의 주장에

근거가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도 대수적 표상을 먼저 배우고 난 뒤 그래프 표상을 배웠으며 일반적인

수학 수업과 학습도 대수적 표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수적 표상 중심의 사고는 특정한

문제에서 더욱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다른 표상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표상 해석 능력

의 확인 기회를 놓치게 한다. 이에 교실에서 함수에 대한 표상을 배우는 내용 순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대수적

표상 이외의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는 경험과 문제 기회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함수의 그래프 표상을 대수적 표상으로 바꾸는 문제에서 과정 관점 중

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Even(1998)은 그의 연구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식을 찾는 문제의 경우와 같이 함수

의 변수(주기, 평행이동, 진폭)에 해당하는 요소가 2개 이상 변형된 경우 함수의 이해의 관점은 과정 관점보다

대상 관점이 훨씬 더 생산적이며 강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Moschovich, Schoenfeld, & Arcavi(1993)는 함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정과 대상이라는 함수의 이해 관점이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과정 관점 중

심의 문제 해결은 함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으며 더 효율적인 관점을 사용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Dubinsky & Harel(1992)은 함수의 연산이나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문제

에서 함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 Selden & Selden(1992)은 함수에 관한

대상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학생들은 두 함수의 합의 도함수는 각 함수의 도함수의 합과 같다는

것을 다루면서도 함수를 대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함수 이해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대상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의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함수와 관련된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만의 개인적인 표

상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였다. Hitt & González-Martín(2015)는 학습자들이 비정형적인 과제를 해결할 때 생

성되는 표상을 개인적 표상(non-institutional representation)이라 하며 이러한 표상은 문제 이해를 위한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의 행위를 통제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Despina(2011)는 수학 전문가와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표상은 탐구를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도구로 사용된

표상의 경우 문제에 함축된 의미나 정보를 드러내고 개념을 조작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인 표상

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표상에 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제도적인 표상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 개인적인 표상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함수의

문제 해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개인적 표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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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Understanding Level of High School Students Shown 
in Trigonometric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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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using the tasks related trigonometric functions, the degree of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 concept was examined through the level of Hitt(1998). First, the degree of the students' understanding was 
classified by level, then the concept understanding was reclassified by the process or the object. As a result, high 
school students’ concept understanding showed incompleteness in three stages. It was possible to know that the  
proces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graph is the main perspective, and the operation of algebraic representation is 
regarded as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it seems necessary to study the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can 
understand trigonometric func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It seems necessary to study a lesson model that can reach 
function concept’s understanding level 5 that maintains consistency between problem solving and represent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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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문항

문

항

1

번

※   sin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물음에 답하시오.

(1~5)

1.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풀이]

문

항

6

번

6. 주어진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문

항

7

번

7. 주어진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문

항

2

번

2.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풀이]

문

항

8

번

8. 주어진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문

항

3

번

3.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풀이]

문

항

9

번

9. 다음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문

항

4

번

4.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풀이]

문

항

5

번

5.   sin

  의 그래프를 그려라.

[풀이]

문

항

10

번

10. 주어진 그래프를 삼각함수식으로 나타내어라.

[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