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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울기는 변화율의 기저가 되는 개념으로 변화율 관점에서 기울기를 이해하는 것은 미적분을 학습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변화율 관점에서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를 개발하고,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CMP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는 기울기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비와 비례 개념과 곱셈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두 교과서의 비교 분석을 위해 학습 경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설명 방식, 기울기 도입
맥락, 시각적 표현(이중수직선과 띠 그림), Beckmann & Izsák(2015)의 다중 묶음 관점과 변동 부분 관점을 분석틀
로 사용하였으며, 그 연구 결과로 기울기 도입방식에 대한 신중한 고려, 형식적인 개념 지도에서 벗어나 비례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지도 방법, 용어 및 설명의 일관성이 중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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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slope in terms of the rate of change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developing meaningful calculus concepts. The purpose of our study was two-fold: Firstly, we attempted to develop a
learning trajectory for the slope of a linear function using the rate of change; secondly, we used the trajectory to
compare Korean mathematics textbooks with those of the U.S. standard-based curriculum CMP. After developing a
learning trajectory of slope for the linear function via an in-depth analysis of the past literature, we compared and
contrasted the textbooks of the two countries. Specifically, we analyzed how the textbooks of the two countries defined
and described the terminologies, how they introduced the slope concept including the way how slope was represented
(e.g., double number line and strip diagram), and finally the affordance of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f
proportional relationships. Our results suggest that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method to introduce the slope concept,
the consistency of the terminology usage and explanations, and the devising of instructional materials that enhance the
student awareness of the invariant relationship between two quantities using proportional reasoning are imperative for
students’ meaningful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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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적인 기록된 교육과정의 예이다. 따라서 교과서
에서 기울기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제시하고

함수는 실생활, 자연 현상, 사회 현상 등에서

있는지는 학생들의 기울기 개념 형성에 영향을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변화 현상을 수학적으로

미칠 수 있으므로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

이해하는 수단이다(Johnson, 2012). 이런 변화 현

가 있다.

상을 이해하기 위해 두 변량이 서로 관계되어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변화율 관점에

변화할 때 이를 조정하는 활동은 중요하며 이는

서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가 어떠

변화율과 관계있다(Carlson, Jacobs, Coe, Larsen,

한지를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

& Hsu, 2002).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율은

로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Connected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수학

Mathematics Project(이하, CMP) 교과서를 비교,

Ⅱ에서 다루며, 구체

평균변화율로 세분된다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학 교과서 구

(Ministry of Education, 2015a). 하지만 이 개념들

성 방식 및 지도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

은 이전 학습내용과 무관하게 학습되는 것이 아

고자 한다. 이에 연구자들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니라 학생들이 일차함수에서 그 외의 함수로, 평

설정하였다.

적으로 순간변화율과

균변화율에서 순간변화율로 학습내용을 확장하
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울기’의 개념이
재구성되면서

이루어진다(Nagle,

Moore-Russo,

Viglietti, & Martin, 2013). 이와 같이 기울기는

⦁ 변화율 관점에서 일차함수의 기울기 개념
형성을 위한 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CMP 교과서는 어떠한가?

변화율의 기저가 되는 개념으로, 변화율 관점에
서 기울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한국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변화율 관점에서 기울기는 어떤 개념에서부터

CMP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기에 앞서 학습 경

비롯되며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할 수 있는지 살

로란 무엇이며,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

경로는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울기와 변화율에 관련된 학습 경로에 주목하였
다. 학습 경로에 대한 설명은 학자들마다 다양하
지만, 공통된 생각은 비형식적인 아이디어에서

II. 이론적 배경

점점 더 복잡한 이해로 시간에 따라 발전하도록
연구자가 추측하고 경험적으로 보완하여 설명하

1. 학습 경로

는 것이다(Wilson, Mojica, & Confrey, 2013). 한
편, Stein, Remillard, & Smith(2007)는 교육과정을

학습 경로라는 말은 원래 Simon(1995)의 가설

기록된 교육과정, 의도된 교육과정 또는 교사의

학습 경로라는 용어에서부터 비롯되었다. Simon

수업 계획, 실행된 교육과정으로 분류하고, 이와

(1995)의 가설 학습 경로는 학생들의 학습이 수

같은 순서를 거치면서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

업의 목표를 향해 어떻게 발달하는 지에 대한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록된 교육과정은

예상으로, 교사의 수업 계획 구상을 나타낸다.

출판된 서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교과서는 대표

이는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가설 학습 과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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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학습 목표는 학습의 방향

구결과를 바탕으로 분수 영역에서 핵심적인 세

을 정의하며, 가설 학습 과정은 학생들의 사고와

가지 분할조작과 그 위계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이해가 학습 활동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하는

기반으로 한국과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지를 예상하는 것으로, 가설 학습 경로는 학습

비교 분석하면서 두 나라의 교과서가 학습자의

활동과 학습 과정의 상호작용을 확고히 한다.

분수 학습 발달에 의미 있는 위계로 구성되지

Clements & Sarama(2004)는 Simon(1995)의 가설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학습 경로와 같이 학습 경로를 수학적 목표, 발

본 연구는 변화율 관점에서 일차함수의 기울

달 경로, 수업 활동이나 과제의 3가지의 요소로

기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개념에서부터 시작하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소인 수학적 목표는 앞으

고 기울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하는지 살펴

로의 학습을 대표하고 학생의 사고에 중심이 되

보고자 선행 연구를 통해 학습 경로를 개발하였

는 수학적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두 번째 요소인

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일차함수의 기울기

발달 경로는 학생들이 수학적 목표를 성취하기

에 대한 학습 경로는 비와 비례 개념으로 구성

위해서 정교하게 발달시키는 사고 수준을 의미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는 다음 절에

한다. 즉, 다양한 수준에서 학생들의 사고와 학

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습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
학적 주제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발달시키면서

2.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

따르는 일반화시킨 경로를 말한다. 세 번째 요소

개발

인 수업 과제는 학생들이 참여할 학습 활동으로
발달 경로의 각 단계에서 더 높은 사고 수준으

Ellis(2013)는 기울기를 함수에 의해 관련된 두

로 발달을 돕기 위해 설계된다. 교사는 이전 수준

양이 서로 함께 변할 때 한 양의 변화에 관한

에서 목표 수준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촉진하기

다른 한 양의 변화율이라 하였다. 이는 기울기가

위해 이와 같은 과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그래프 상에서 두 양 사이의 변화 관계를 나타

Confrey, Maloney, Nguyen, Mojica, & Mayers

내는 것으로 함수의 변화율과 관계있음을 의미

(2009)는 학습 경로를 학생들이 수업에서 마주칠

한다.

수 있는 경험들을 순서대로 배열한 연결망이라

변화율은 함수에 대한 연구에서 간단히 비율

고 정의하면서 연구자의 추측에 의해 학습경로

(rate)로 표현하기도 한다(Byerley, Hatfield, &

를 만들고 경험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였다.

Thompson, 2012; Ellis, 2013; Lobato & Ellis,

이와 같이 학습 경로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2010). 따라서 변화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비

다양하지만, 공통된 생각은 비형식적인 아이디어

율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비율은 보

에서 점점 더 복잡한 이해로 시간에 따라 발전

통 비(ratio)와 함께 비교하여 정의하는 데, 비와

하도록 연구자가 추측하고 경험적으로 보완하여

비율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기존

설명하는 것이다(Wilson et al., 2013). 한편, 국내

연구를 통해 비와 비율에 대한 정의는 크게 4가

ㆍ외 학습 경로를 기반으로 수학교과서를 분석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비는 같은 특성을

한 논문은 많지 않다. 최근 Shin & Lee(in press)

가진 양을 비교하는 것이며, 비율은 시간과 거리

는 Steffe와 동료들의 오랜 교수실험을 통한 연

와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진 양을 비교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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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비는 두 양이 얼마만큼 관련되는지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비율은 시간과 다른

4개마다 사과 3개의 관계는 배는 사과의

한 양 사이의 비이다. 셋째, 비는 양들 사이의
순서쌍과 같은 이항관계이며, 비율은 한 양의 단
위와 다른 한 양 사이의 관계로 내포량(intensive
quantity)이다. 넷째, 비는 두 양을 곱셈적으로 비
교한 결과이며, 비율은 반영적으로 추상화된 일


의



관

계로 추상할 수 있다. 이는 일정한 비의 전체적
인 축적으로 내면화된 비(interiorized ratio) 또는
비율이라 한다(Thompson, 1994).
한편, 일차함수는 비례 추론과 관계가 있다.
Karplus, Pulos, & Stage(1983)는 비례 추론을 일

정한 비이다(Thompson, 1994; Lobato & Ellis,

차함수 관계가 존재하는 두 변수 사이의 추론이

2010). 네 번째는 Thompson(1994)의 정의로 세

라고 하였듯이, 일차함수는 비례와 긴밀한 관계

번째에서 구분한 비와 비율을 비를 구성하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비
는 두 양을 구체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곱

에 있다. 이는 불변하는 비를 유지하면서 연속적
으로 동시에 변하는 공변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Lobato & Ellis, 2010). 비례는 중학교에서 가장

셈적 비교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집합

핵심적인 사고 중 하나로 대수적 사고와 함수적

은 3개의 대상, B집합은 2개의 대상이 있을 때,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

첫 번째 방법은 3:2와 같이 두 집합을 하나의 전

고, 초등학교의 분수와 측정에 대한 이해에 영향

체로 보고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1.5:1과 같이 두 집합 중 하나의 집합 안
에 있는 단위의 수로 다른 집합의 양을 측정하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 양이 독립적이고 정적
인 상태로 곱셈적으로 비교될 때 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지는 두 양을 비교한 결과로 고정된 값
을 가지게 되면 비율을 구성하게 된다. 비율은
곱셈적 비교의 결과가 불변한다는 점에서 중요
하며, Thompson(1994)은 비율을 반영적으로 추상
화된 일정한 비라 하였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
의 비가 3:4인 바구니 안에 배가 24개 있을 때
사과가 몇 개있을지 생각해 보자. 첫 번째 방법
은 3개의 사과와 4개의 배, 6개의 사과와 8개의
배, 18개의 사과와 24개의 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비를 반복함으로써 만들어진 축적으로 내
재화된 비(internalized ratio)라 한다. 두 번째 방
법은 사과와 배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비는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한 양의 값도 변할 수 있다
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두 양 사이에 일정한 비
2018, Vol. 28, No. 1

을 끼친다(Ellis, 2013). 비례는 두 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두 양의 대응하는 값이
변할 때 두 양의 비는 일정하게 된다(Lobato &
Ellis, 2010). Thompson(1994)의 비율은 무수히 많
은 값을 가지는 두 양을 비교한 결과로 고정된
값을 가지는 것으로, 이는 비례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차함수는   와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 의해 표현된 관계는 비례이
지만     에 의해 표현된 관계는 비례가
아니다. 그러나     의 형태의 일차함수는
변화율 관점에서 비례를 인식할 수 있다. 우선
  의 형태부터 살펴보면,   는  이
불변하는 비일 때 비례 관계를 표현한다(Ellis,
2013). 일차함수와 비례 사이의 관계를 식과 그
래프 상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경
과된 시간을 나타내고 가 여행한 거리를 나타
낼 때   와 같이 거리와 시간을 식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양변을 로 나누면


  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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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의 값에 그에 대응하는 의 값의 비

치인 비의 집합이다. 또한 비와 비례 개념은 곱

는 2.5와 동치인 비의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다.

셈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울기 또는

그래프에서도 일차함수를 동치인 비의 집합으로

변화율 역시 곱셈적 사고와 관련된다. 그러나 두

생각할 수 있다. 기울기 공식은 임의의 두 점에

변수사이의 변화를 곱셈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대해

  
   으로
   

표현되지만,   의 형태

의 일차함수는 기울기 공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
다.   의 기울기는 선에 있는 임의의 의
값과 그에 대응하는 의 값의 비로 구한다. 10:4
또는


인



비를 구하기 위해 점 (4,10)을 사용하

고, 20:8 또는


인



비를 구하기 위해 점 (8,20)

쉽지 않다. 이를 대신하여 Carlson et al.(2002)처
럼 입력값이 균등할 때 산출값의 덧셈적인 변화
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도함수를 구하기
위한 극한과정에서 의 값의 변화량이 점점 작
아지기 때문에 변화율은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
고 생각하게 되어(Byerley et al., 2012) 고등 수학
까지 일관성 있게 연결할 수 없게 된다.

을 사용한다. 이와 같이 같은 속도를 표현하는
무한히 많은 동치인 비로 순서쌍을 생성하기 때
문에    그 자체가 기울기를 표현한다.

3. 비례 관계의 두 가지 관점과 일차함

수의 기울기

    의 형태의 일차함수는 비례가 아니지
만, 기울기 또는 변화율 관점에서 비례를 인식할

Beckmann & Izsák(2015)는 비례 관계의 두 가

수 있다.     의 기울기는   와는 달

지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도형의 합동, 닮음, 기

리 공식

  
   에서
  

의 값과 의 값들 사이

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에 대한 설명은 Beckmann & Izsák(2015)의 두 가
지의 관점과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
로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비와 비례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비례
추론에 대한 견고한 토대를 가진 학생들은 기울
기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것이고,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계산하는 데 있어 실수를 덜 할 것이
다(Lobato & Ellis, 2010). 여기서 비례는 비의 개
념을 바탕으로 하며 Thompson(1994)의 비율의
의미와 관련된다. 학습 경로에서 밝힌 비와 비례
의 의미를 바탕으로 기울기 또는 변화율의 의미
를 해석하면, 이는 두 변수가 변화하는 정도를
곱셈적으로 비교한 결과 일정한 값을 가지는 동

울기와 같이 다른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설
명하였다. 앞에서 Thompson(1994)은 비를 두 가
지 관점에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하나는 두 집
합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집합 중 한 집합 안에
있는 단위의 수로 다른 집합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런 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값을 가지는 두 양을 비교하여 고정된 값을 가
지게 되면 비율을 구성하게 된다. 또한, 비율은
비례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Beckmann & Izsák(2015)의 비례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Thompson(1994)의 비와 비
율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였다는 판단 하에 이
를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Beckmann & Izsák(2015)는 곱셈, 나
눗셈, 비례 관계를 곱셈의 승수와 피승수를 바탕
으로 M ∙ N  P 로 통합하여 Table 1과 같이 분
석하였다. 여기서 M, N, P는 상수, , 는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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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나타낸다. M은 승수로 그룹의 수, N은 피

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3과 2의 비로 복숭아

승수로 한 그룹 안에 있는 단위들의 수, 이들의

주스와 포도 주스를 혼합할 때, 복숭아 주스 3컵

곱인 P는 M개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단위들의

과 포도 주스 2컵을 하나의 묶음(batch)으로 정

수이다. 나눗셈을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 것처

하고,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 부분의 크기는 고

럼 비례 관계는  ∙   과  ∙   을 만족

정시키고 부분의 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하는 , 의 값의 쌍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양의  단위와 두 번째 양의  단위에

Beckmann & Izsák(2015)는 공변량과 불변량으로

대한 한 쌍의 양은 합성 단위 또는 묶음을 형성

비와 비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중 묶음

하고, 새로운 한 쌍의 양이 원래의 합성 단위 또

(multiple batches) 관점과 변동 부분(variable part)

는 묶음의 배수를 이룬다면 이들도  와  의

관점1)을

비 관계에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임의의 양수

제시하였다(Figure 1 참고).

에 대해 첫 번째 양의  단위와 두 번째 양의
 단위는  와  의 비 관계를 이루게 된다. 여
기서  와  는 곱셈의 순서에 따라 은 동등
한 크기의 그룹의 수,  와  는 각 그룹의 크기
를 의미한다(Beckmann & Izsák, 2015). 또한 같은
비 관계를 갖는 다른 양을 만들기 위해 묶음의
수를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M ∙ N에서 M을 조
작하는 것과 같다(Beckmann & Izsák, 2014a). N
은 한 그룹 안에 단위들이 몇 개 있는지를 다루
는 나눗셈에서 비롯하며, 첫 번째 양의 1단위당
Figure 1. Variable part and multiple batches

두 번째 양의 단위인 단위 비율(unit rate)을 유도

(Beckmann & Izsák, 2015, p. 22)

할 수 있다. 한편, 이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
면 이중수직선(double number lines)과 결합할 수

다중 묶음 관점은  ∙   형태의 두 양사이

있다. 이중수직선은 비안에 있는 두 값을 수직으

의 비례 관계로 합성 단위(composed unit) 추론이

로 정렬하여 길이로 표현하고 조정하는 시각적

Table 1. Overview of multiplicative relationships following M ∙ N  P (Beckmann & Izsák, 2015, p. 19)
M∙ N  P
(그룹의 수) ∙ (한 그룹 안에 있는 단위들의 수)=(M개의 그룹 안에 있는 단위들의 수)
∙  
∙  
 ∙  
N의 M개의 그룹 안에
한 그룹 안에 몇 개의 단위가
몇 개의 그룹이 있는가?
몇 개의 단위가 있는가?
있는가?
(나눗셈-포함제)
(곱셈)
(나눗셈-등분제)
 ∙  
∙  
 ∙  
고정된 양들의 변동 수
변동 부분의 고정된 수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다중 묶음)
(비례 관계-변동 부분)
1) 본 연구는 Yim과 Lee(2015)에서 번역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2018, Vol.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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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이다. 각 수직선은 고정된 비를 유지하기 위

사이의 비례 관계로, 현재까지 거의 간과된 관점

해 같은 인자로 늘리거나 줄이며 양들 사이의

이다. 예를 들어 3과 2의 비로 복숭아 주스와 포

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공변은 이중수직

도 주스를 혼합할 때, 복숭아 주스의 부분의 수

선의 위, 아래의 움직임으로 시각적으로 명확하

는 포도 주스의 부분의 수의

지만 두 양사이의 일정한 곱셈적 관계 또는 함
수 관계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다(Orrill & Brown, 2012; Beckmann & Izsák,
2015). 한 측정 공간에서 다른 측정 공간으로 변
형시키는 것은



나 
의





배이다.



3과 2의

일정한 비를 유지하면서 복숭아 주스와 포도 주
스의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분들의 수는
고정시키고 부분들의 크기 을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임의의 양수 에 대해 첫 번째 양의 단

곱을 생각할 수 있다.

위와 두 번째 양의  단위는  와  의 비 관계

앞의 예와 같이 복숭아 주스의 양을  (또는

에 있게 된다. 여기서 과  은 M ∙ N에서의

), 포도 주스의 양을  (또는 )로 나타내면,

곱셈의 순서와 일치하며  와  는 부분의 수, 

 

은 모든 그룹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한 같은 비

 ∙   을 통해


 ∙    또는


 


 ∙     이


된다. 그러나 의 값이 자연수가 아닐 때, 이 관
점은 변동 부분 관점보다 곱셈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Beckmann & Izsák, 2014b). 마지막으로 3과
2의 비를 일차함수의 기울기로 해석하면, 포도
주스 1컵당 복숭아 주스


컵을



나타내는 단위

비율을 의미한다. 포도 주스 1컵과 복숭아 주스

컵은



하나의 묶음을 이루고 같은 비 관계를 유

지하는 다른 양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묶음
의 수를 변화시킨다. Figure 2의 왼쪽과 같이 그
래프에서 오른쪽으로 1, 위로


만큼



반복적으로

움직인 것이다(Beckmann & Izsák, 2014a).

의 관계를 갖는 다른 양을 만들기 위해서 부분
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은 N을 조작하는 것과
같다(Beckmann & Izsák, 2014a).  ∙   에서
M은 그룹의 수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나눗셈
에서 비롯되며,  부분이  부분의 몇 배인지를
의미한다. 즉, M은 첫 번째 양과 두 번째 양을
관련시키는 척도 인자이다. 이 관점은 띠 그림
(strip diagrams)과 결합하여 상대적 크기로 는
의



배인



함수 관계를 만들며 그려진 부분들

의 수를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여준다. 띠 그림은
양 사이의 비 관계를 부분의 수로 보여주면서
공변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도구다. 이와 같
이 띠 그림의 시각적 특성과 비에 대한 명확한
연결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비와 비례 문제를 풀
기 위한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Cohen, 2013).
학생들은 식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띠 그림으로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일차함수의
대수적인 표현에 도움을 준다. 다중 묶음 관점과

Figure 2. Two perspectives applied to the slope
(Beckmann & Izsák, 2014a, p. 117)

마찬가지로 한 측정 공간에서 다른 측정 공간으
로 변형시키는 것은



나





의



곱셈을 생각할

수 있다. 복숭아 주스의 양을 (또는 ), 포도
변동 부분 관점은  ∙   의 형태의 두 양

주스의 양을  (또는 )로 나타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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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나   ∙     이

된다.

    

변화)=⦁(의 변화)이 된다. 이를  에서

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식 형태로

 로의 변화에 적용한다면

이와 같이 식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부분의

  이 되어 동치인 형태인     가 된

크기가 공변할 때 부분의 수가 같도록 하는 것

다(Beckmann, 2017).     의 일차함수의

은 불변과 공변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그래프는   와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되며, 일정한 변화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Figure 2의 오른쪽은 띠 그림으로 기울기를 해석

한편, 변동 부분 관점은 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다중 묶음 관점에서 연
속적인 변화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묶음의 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변동 부분 관점에서 연속
적으로 변하는 부분들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보

일차함수의 기울기를 변동 부분 관점으로 해
석하면 선위의 임의의 점에 대해  좌표를 만들
기 위해  좌표의 몇 개의 그룹이 필요한지를 나
타내는 것으로 Figure 2의 오른쪽처럼 선을 따라
점이 움직이면서 부분들은 확대되거나 축소된다.
일차함수를   와     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일차함수   에서  은 전체의 양
을 비교하기 위한 승수로 비례상수다. 비례상수
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비로 변하는 양들 사이의
비의 값이며, 비의 값은 두 양이 A와 B의 비 관

÷  


또는


÷ 의


몫 또는

분수를 말한다. 이 관점에서 비례상수는 비례 관
계에 있는 양에 대해 두 번째 양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양의 몇 개의 그룹이 필요한지를 나타
내기 때문에 비례상수



는



선의 기울기가 된다.

    형태의 일차함수에 대해 살펴보기 위
해 의 변화와 의 대응하는 변화는 항상 A와
B인 같은 비 관계이며, 비의 값


을



이라 하

자. 여기서  은  에서 대응하는 변화에 대한 
의 변화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그룹의 수이다.
그러므로 ⦁(의 변화)=(의 변화)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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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좌표축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띠 그림은 변화율 또는 기울기를
식과 연결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Beckmann & Izsák, 2014b).
다중 묶음 관점은 비례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변동 부분 관점은 공변량 사이의

다 더 어려울 수 있다.

계에 있을 때

     ∙

함수 관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측정
공간을 다른 측정 공간으로 변형시킬 때 변동
부분 관점은 부분들의 수, 다중 묶음 관점은 그
룹의 크기를 변화시킨다. 부분들의 수를 변화시
키는 것이 크기를 변형시키는 것보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다중 묶음 관점보다 변동 부분 관
점이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중
묶음 관점과 변동 부분 관점은 비례 관계에 대
한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발달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기울기나 변화율과 같은 주제를 설명하는
데 새로운 길을 제공할 수 있다(Beckmann &
Izsák, 2015).

III.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일차함
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를 바탕으로 한국
의 교과서와 미국의 CMP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
한 교과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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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School Mathematics)과 1991 학교수학의 원리

비례를 바탕으로 하며, 비례는 Thompson(1994)의

와

비율의 개념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

Mathematics)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중학

므로 교과서에서 비, 비례, 비율, 기울기에 대한

교(6-8학년) 학생들을 위한 규준 기반 교과서

개념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2009 개정

(Standard-based Curriculum)로, 1995년 초판이 나

에 따른

교육과정2)에서

규준(Principles

and

Standards

for

School

비와 비례, 비율은 초등

온 이래 2006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2014년에 미

학교 6학년에서 학습하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국의 국가수준 수학과 교육과정인 Common Core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학습한 정비례를 바탕으로

Standards for Mathematics에 맞춰(alignment) 가장

  의 형태의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학습한다.

최근 개정판인 3판을 발행되었다. MiC와 CMP

기울기 개념은 중학교 2학년에서 학습한다. 따라

모두 학생들에게 친밀한 실세계 문제 상황을 제

서 분석 대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 아이디어

초등학교 6학년 1, 2학기 수학 교과서와 인터넷

를 탐구하게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에서 교사 인증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CMP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과서와 유사하게 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 2학년 수

학의 계통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였고, 수

학 교과서 11종을 선정하였다.

학적 표현 능력과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

CMP는 Mathematics in Context(이하, MiC)와
더불어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서 본 연구에서는 CMP(3판)을 비교 대상 교과서

Science

로 선정하였다. 2014년에 개정된 CMP 교과서에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수학교육자들이 중심이

서 비와 비율에 관한 내용은 6학년 ‘Comparing

되어 NCTM의 1989 학교수학을 위한 교육과정

Bits and Pieces’에서 처음 학습하고, 7학년에서

과 평가 규준(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비와 비율, 비례, 기울기의 개념을 학습한다. 6학

Table 2. List of textbooks used for analysis
국내 수학 교과서

CMP 교과서

6학년 1학기, 2학기 수학교과서

㈜금성출판사 정상권 외 6명
㈜대교 허민 외 8명
㈜두산동아 우정호 외 16명
㈜두산동아 강옥기 외 8명
㈜미래엔 이강섭 외 10명
㈜비상교육 김원경 외 8명
㈜지학사 신항균 외 6명
㈜천재교육 류희찬 외 9명
㈜천재교육 김서령 외 10명
㈜천재교육 이준열 외 7명
㈜좋은책 신사고 황선욱 외 8명

Comparing Bits and Pieces:
Ratios, Rational Numbers, and Equivalence

Stretching and Shrinking:
Understanding Similarity
Comparing and Scaling:
Ratios, Rates, Percents, and Proportions
Moving Straight Ahead:
Linear Relationships

2) 현재 2015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교과서는 1학년만 출간되었다. 따라서 교과 내용의 연계
성을 위해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교 1, 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i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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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amework for analysis of textbooks
요소
용어의 정의
도입 맥락

분 석 내 용
비, 비율, 비례, 기울기에 대한 각 용어의 정의 및 설명 방식은 어떠한가?
기울기를 도입하는 맥락은 어떠한가?

시각적 표현

비, 비율, 비례, 기울기 단원에서 사용한 시각적 표현(이중수직선, 띠 그림)은 어떠한가?

비례 관계의
두 가지 관점

비, 비율, 비례, 기울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 다중 묶음, 변동 부분의 2가지의 관점 중 어
떤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가?

년에서는 유리수를 설명하기 위해 동치 분수의

바탕으로(Orrill & Brown, 2012), Beckmann &

개념을 바탕으로 비, 단위 비율을 학습한다. 7학

Izsák(2015)에서 사용한 이중수직선과 띠 그림에

년은 5개의 영역(비율과 비례 관계, 수 체계, 표

초점을 두어 시각적 표현을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현 및 방정식, 기하학, 통계 및 확률)으로 구성되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교과서에서는 Beckmann

는데, 비례 관계는 주된 주제로 하나의 영역을

& Izsák(2015)의 2가지 관점 중 어떤 관점을 택

이룬다. 7학년 CMP 교과서에서 ‘비율과 비례 관

하였는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Table 3과 같은 분

계’에 해당하는 교재는 ‘Stretching and Shrinking’,

석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

‘Comparing and Scaling’, ‘Moving Straight Ahead’

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학 교과서와 미

이다. 한국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비에 대한 내용

국의 CMP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은 6학년 ‘Comparing Bits and Pieces’에서부터 시
작하므로 CMP 교과서도 6학년과 7학년의 교과
서를 채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교과서는 다음

IV. 연구 결과

의 Table 2와 같다.

1. 한국의 수학 교과서
2. 분석틀 및 분석 방법
일차함수의 기울기의 학습 경로를 구성하는
본 연구는 한국 수학 교과서와 CMP 교과서에

개념은 비와 비례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하였

서 비와 비율, 비례, 기울기의 개념을 비교 분석

다. 이는 2009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초등학

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

교 5~6학년의 ‘규칙성’ 영역과 중학교 ‘함수’ 영

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

역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5~6학년군의 ‘규칙성’

다. 비와 비율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비

영역은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례와 기울기에 대한 정의도 다양할 수 있기 때

정비례와 반비례이다. 이와 같이 비와 비례에 대

문에, 비와 비율, 비례, 기울기의 정의와 이에 대

한 내용은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주제로 학습 내

한 설명 방식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

용 성취 기준에 다음의 Table 4와 같이 설명하였

울기 개념은 분석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도입

다. 중학교의 ‘함수’ 영역은  함수와 그래프,

맥락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한편, 비례 추론

 일차함수와 그래프,  일차함수와 일차방정

에서 시각적 표현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식의 관계,  이차함수와 그래프이다. 그러나

2018, Vol.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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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tterns of the 5th and 6th grade cluster in the 2009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p. 26)
 비와 비율

① 두 양의 크기를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비로 나타낼 수 있다.
② 비율을 이해하고, 비율을 분수, 소수,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비례식과 비례배분

① 비례식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간단한 비례식을 풀 수 있다.
② 비례배분의 뜻을 알고, 주어진 양을 비례배분 할 수 있다.

 정비례와 반비례

①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와 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표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③ 실생활에서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의 예를 찾고, 이와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용어와 기호> 비, 기준량, 비교하는 양, 비율, 백분율, 비례식, 비례배분, 정비례, 반비례, 비례상수, :, %

ㆍ
① 두 양을 비교할 때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낼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면서 비
<교수 학습상의 유의점>
의 개념을 도입한다.

② 속력, 인구밀도, 축척 등과 같이 타 교과 및 실생활에서 비율이 적용되는 예를 찾아보고, 그와 관련된 간
단한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③ 두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도입할 때에는     와   × 인 경우만 다룬다.
④ 속력과 거리, 속력과 시간과 같은 실생활의 예를 통해 정비례와 반비례 관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⑤ 규칙성 영역의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 전략 비교하기, 주어진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나 부족한 정보
찾기,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과정의 타당성 검토하기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한다.

중학교 학습 내용 성취 기준에는 비, 비례, 기울

법으로 절대적 비교 방법인 뺄셈과 상대적 비교

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기울기는 <용어와 기

방법인 나눗셈을 대비하고, 비는 두 수를 상대적

호>에서 언급되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에서는

으로 비교하기 위해 몇 배인지를 기호 :를 사용

비례와 관련된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고, 중학교

하여

에서는 비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지만 명시적

Education, 2015c). 교과서에서 비율은 Table 5와

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율은

같이 비의 값이라 하며,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선택 교육과정

로 나누어 비를 분수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

의 미적분

다. Thompson(1994)이 말한 비율은 비례의 의미

율과 평균변화율에 포함된 단어로 사용되었다.

가 포함된 반면에 교과서에서 말한 비율은 비를

Ⅰ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순간변화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Ministry

of

단순히 분수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가. 비

Figure 3은 비를 설명하기 이전에 제시되는 문
제로, 활동 1에서 두 양 사이의 비를 구하고 활

비는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에서 학습

동 2에서 이와 동치인 비 관계에 있는 양을 표

한다. 비를 설명하기 위해 두 수를 비교하는 방

로 나타내어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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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finition of the terminologies described in Korean textbooks
요소

영역

비

규칙성

설명
1)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기호 :을 사용합니다. 두 수 7과 1을 비교할 때, 7:1이라
쓰고 7대 1이라고 읽습니다. 7:1은 7이 1을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입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104)
2) 비 150:200에서 기호 :의 왼쪽에 있는 150은 비교하는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200은 기
준량입니다.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눈 값을 비의 값 또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교하는 양
비율  비교하는 양 ÷기준량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107)
기준량

비례

규칙성

1) 비 2:3에서 2와 3을 비의 항이라 하고 기호 : 앞에 있는 2를 전항, 뒤에 있는 3을 후항
이라 합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비례식       에서 바깥쪽에 있는 두
항 2와 6을 외항, 안쪽에 있는 두 항 3과 4를 내항이라 합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d, p. 41)
2) 두 양 , 에서 가 2배, 3배, 4배 로 변함에 따라 도 2배, 3배, 4배 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와 는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와 가 정비례할 때,    ×,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값 2, 3, 4 를 비례
상수라고 합니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d, p. 139)

⋯

⋯

기울기

함수

⋯
⋯

일반적으로 일차함수     에서 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며, 그 비율은 의 계수 와 같다. 이 비율 를 일차함수     의 그래
프의 기울기라고 한다. (Kim et al., 2012, p. 153)

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문항이지만 비뿐만 아
니라 비례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비의
개념이 비례의 개념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4. Problem using double number lines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114)

Figure 5. Problem using strip diagrams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115)
Figure 3. Problems of ratio and rate
(Ministry of Education, 2015b, p.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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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과 띠 그림을 이용한 문항이 있다. Figure 4

작이 어려울 뿐 아니라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

는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을 구하는 문

다(Ministry of Education, 2015e, p. 262). 정비례

제로 이중수직선과 유사한 문항이며, Figure 5는

관계는 중학교 1학년 일차함수    그래프의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을 구하는 문제

바탕이 된다. 정비례와 비례상수에 대한 교과서

로 띠 그림이 활용된 문제이다. Beckmann &

의 설명은 Table 5와 같다. 비례상수는 와 가

Izsák(2015)에서 사용된 띠 그림은 이중수직선처

정비례 관계일 때 모든 의 값에 대하여 에

럼 두 측정 공간을 위와 아래로 배열하였지만

대한 의 비율로 항상 일정한 값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띠 그림은 두 측정 공간을 선분처럼

비례상수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어려운 개념으로

나란히 한 줄로 배열하였다. Figure 5와 같이 배

강조하여 지도하지 않는다(Ministry of Education,

열할 때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쉬우

2015e, p. 260).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용어를 설

며 전체 양을 강조할 수 있다(Beckmann, 2017).

명함에 있어 ‘와 가 정비례할 때,    × ,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
니다. 이때 일정한 값 2, 3, 4 ⋯를 비례상수라고
   × ,    × 

나. 비례

합니다.’와 같이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비례와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교 5~6학년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비례식과 비례배분’

규칙성 영역 중  비례식과 비례배분,  정비

단원뿐만 아니라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서는

례와 반비례와 [중학교 1~3학년군] 함수 영역이

이중수직선이나 띠 그림을 사용한 문항은 없었

다. ‘비례식과 비례배분’은 6학년 2학기에 학습

고, 문제 상황을 대부분 Figure 7과 같이 언어적

하며, 비례가 아니라 비례식을 다룬다. 두 개의

설명, 표, 식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두 수

비가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

사이의 대응관계를 언어적 설명, 표와 식으로 표

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서

현해보는 활동은 함수 개념을 이해하는 기초가

에서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

된다.

용하여 나타내는 식’이라고 하였으며(Table 5 참
고),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는 Figure 6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다루고 이를 일반화하여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
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는 비의 성질을 설명
한다.
‘정비례와 반비례’도 6학년 2학기에 학습하며,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후에 다루는 내용이다. 이
단원은 불연속량을 소재로 하여 대응 규칙 및
정비례 관계를 설명한 후, 연속량을 소재로 하여

Figure 6. Problems with the property of ratio

비례 관계를 설명한다. 불연속량인 경우는 대응

(Ministry of Education, 2015d, p. 42)

조작이 명백하여 정비례 관계가 직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으나 연속량인 경우는 구체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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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표로 나타내는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정비
례와 반비례’ 단원에서도 학습하지만, 그래프는
중학교 1학년에서 처음 학습한다. 한편, 중학교
1학년 함수 단원에서도 표, 그래프, 식에 대한
활동만 있을 뿐 이중수직선이나 띠 그림을 사용
Figure 7. Problems concerning direct proportion

한 설명이나 문항은 없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d, p. 139)
다. 기울기

표 사용한 10종의 교과서(Her et al., 2012, p. 139)

표 없는 1종의 교과서(Chung et al., 2012, p. 127)

Figure 8. Graph of function   

Figure 9. Description of the slope

(Kang et al., 2012, p. 146)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표와 식으
로 나타내어 함수 개념을 학습하며(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11, p.31), 초

Figure 10. (Her et al., 2012, p. 140)

등학교 6학년에서 배운 정비례와 반비례를 바탕
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학습한다. 다음 Figure 8

기울기는 중학교 2학년에서 학습한다. 교과서

은   의 예를 통해   의 그래프를 설명

마다 약간의 설명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기

한 것이다. 의 값과 그에 대응하는 의 값을

울기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의 값의 증가량에

표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고, 의 값의 간격을

대한 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다. 모든 교과서

점점 작게 하여 그에 대응하는 의 값을 같은

는     ,     과 같이 간단한 일차함

방식으로 표와 좌표평면에 나타낸다. 이때 의

수의 예를 통해 기울기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를

값을 수 전체로 하면 함수   의 그래프는

위해 11종의 교과서 중 10종의 교과서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고 하였다. 함수적 상

의 값의 변화량을 동일한 1간격으로 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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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의 교과서
(Her et al., 2012, p. 139)

3종의 교과서
(Kim et al., 2012, p. 153)

Figure 11. Ways to introduce slope
하고, 표의 상단과 하단부분에 화살표를 사용하

도출한다.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진 두 직선을

여 의 값의 변화량과 그에 대응하는 의 값의

비교하는 상황으로 도입한 교과서는 Figure 11의

변화량을 Figure 9의 위쪽처럼 표현하고 있다.

가운데와 같으며, 11종의 교과서 중 총 7종이었

11종의 교과서중 1종의 교과서만 표를 사용하지

다. 이는 동치인 비를 형성하여 직선의 기울기는

않았다. 한편, 교과서는 Figure 10과 같이 함수식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보다는 서로 다

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를 구하는 문항이 대부분

른 가파름을 가진 두 경사로의 비교를 통해 기

이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구성

울기가 클수록 더 가파르다는 성질을 파악하는

하고

탐구하기보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기울기 단원에서 대표적으로

    에서 의 값은 그래프의 기울기와 같

다루는 성질이 아니다. 기울기 단원에서 학습하

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답하는 문제에 가깝다. 기

는 성질은 ‘기울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

울기는 학습 경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프

거나 일치한다.’ 또는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

상에서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래프 상황에서

치하면 기울기가 같다’이며, 문제 상황을 통해서

의미가 있다.

만 서로 다른 기울기의 직선을 비교할 뿐이다.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기울기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실생활의 소

나머지 3종의 교과서는 Figure 11의 오른쪽처럼

재는 크게 스키장, 휠체어, 사다리차, 미끄럼틀이

경사도의 식을 제시하고 형식적으로 수치적인

다. 실생활의 소재를 통해 기울기를 도입하는 방

값을 대입하여 각각의 경사도를 구하였다. 한편,

식을 수학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3가지다. 한 직

이중수직선이나 띠 그림과 같은 시각적 표현은

선 상에서 기울기가 항상 같음을 비교, 서로 다

없었다.

른 기울기를 가진 두 직선 비교, 경사도 식을 제
시하고 수치적인 값을 대입하여 경사로를 구하

라. 다중 묶음과 변동 부분 관점

는 것으로 구분된다. 한 직선 상에서 기울기는
항상 같은 상황으로 도입한 교과서는 1종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표와 식을 주로 사용

Figure 11의 왼쪽과 같다. 이 교과서는 기울기의

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래프가 추가되어

정의에 따라 계단이 1개, 2개일 때의 수를 대입

표, 식, 그래프를 주로 사용한다. Lobato &

하여 한 직선 상에서의 기울기가 같다는 성질을

Ellis(2010)는 Beckmann & Izsák(2015)에서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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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비례의 2가지의 관점과 유사하게 표, 그래

있는 데, 이는 덧셈적 사고와 관련된다. 따라서

프, 식이 주어질 때 비를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가 가능한 문항이다.

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의 값이 그에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서는 의 값의 균등한

대응하는 의 값의 몇 배인지를 생각하는 곱셈

변화를 이루는 문항이 대부분으로 덧셈적 사고

적 비교이며, 다른 하나는 합성 단위를 형성하여

와 곱셈적 사고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Beckmann

다른 순서쌍을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 Izsák(2015)의 두 가지 관점을 구체적으로 파

에서 표현된 표와 그래프, 식 자체만으로는 비와

악하기도 어렵다. Ministry of Education(2015e)은

비례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비례 개념은 덧셈적 사고 이후에 발달

Beckmann & Izsák(2015)의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하기 때문에, 비례 개념을 처음 도입할 때 덧셈

관점인지 알 수 없고, 문제가 제시되는 맥락을

적 사고를 토대로 곱셈을 중심으로 한 곱셈적

살펴야 한다.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

Figure 3은 6학년 1학기 ‘비와 비율’ 단원의

과서에서는 불연속량을 소재로 하여 정비례 관

문항이다. 활동 2에서 모둠의 수에 따른 남학생

계를 이해시키고, 다시 연속량을 소재로 하여 비

의 수와 여학생의 수를 표로 표현하고, 남학생

례 관계와 그 관계식을 제시한다. 불연속량인 경

수와 여학생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 대응 조작이 명백하여 그들 사이의 정비례

두 수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두 양

관계가 직관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으나 연속량

사이의 관계를 나눗셈을 통해 곱셈적으로 비교

인 경우는 구체적인 조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는 비의 정의와 관련된 활동으로 변동 부분

대체로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Ministry of

관점과 관련된다. Figure 6은 6학년 2학기 ‘비례

Education, 2015e). Ministry of Education(2015e)은

식과 비례배분’ 단원에서 소개된 내용으로 1:5의

의 값의 균등한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전항과 후항에 각각 3을 곱하여 3:15임을 알고,

이 역시 덧셈적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

1:5=3:15를 파악하고 있다. 비의 성질은 1과 5를

자들은 판단하였다.

하나의 묶음으로 정하고 같은 비를 유지하는 다

중학교 1학년   의 그래프와 중학교 2학

른 쌍을 형성하기 위해 이 묶음의 배수를 구성

년의 기울기 단원에서도 Beckmann & Izsák(2015)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중 묶음 관점

의 두 가지의 관점 중 어떤 관점을 따르는지 파

에 가깝다.

악할 수 없었다. 중학교 1학년에서   의 그

6학년 2학기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에서는

래프를 표현하는 활동에서도 표를 바탕으로 그

Figure 7과 같이 의 값과 의 값을 표와 식으

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하였으며, 표와 그래프를

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점이 없

표와 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표현하는 지에 대한

기 때문이다. Figure 9와 같이 중학교 2학년 기

세부적인 활동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Lobato

울기 단원에서는 다중 묶음 관점과 같이 단위

& Ellis(2010)에서 말한 것처럼 비와 비례를 두

비율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고, 변동 부분 관점처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럼 부분들의 수에 초점을 두지도 않았다. 예로

이와 같은 문항은 의 값의 변화가 1인 경우 

제시한 함수를 기울기의 정의에 따라 그래프와

의 값의 변화만을 고려하여 문항을 해결할 수도

표로 표현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한국 교과서

2018, Vol.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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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비와 비례의 개념이 도입되는 초등학교

에서 학습하지만, 7학년에서 학생들은 기울기에

6학년 1학기에서 변동 부분 관점과 다중 묶음

관련된 비형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8

관점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6학년 2학기의 ‘정

학년 ‘표현과 방정식’ 영역에서 비례하는 관계,

비례와 반비례’ 단원, 중학교 1학년 함수의 그래

선, 일차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면서 기울

프, 중학교 2학년 기울기 단원에서는 Beckmann

기를 학습한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단위 비율로

& Izsák(2015)의 관점을 찾을 수 없고 정의에 의

해석하면서 비례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고,

해 형식적으로 접근함을 확인하였다.

직선위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왜 같
은지를 닮음 삼각형을 사용하여 학습한다. 또한

2. CMP 교과서

두 개의 움직이는 물체 중 어느 것의 속력이 더
큰 지 결정하기 위해 거리-시간 그래프와 거리-

미국의 수학과 교육과정 규준인 The Common

시간 식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다른 방법으로

Mathematics(이하,

표현된 두 개의 비례 관계를 비교한다. 8학년

CCSSM)은 6학년과 7학년의 ‘비와 비례 관계’ 영

‘함수’ 영역에서는 기울기가 변화율과 관계있음

역에서 비와 비례를 다룬다. 6학년에서는 비와

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른 방식(식, 그래

단위 비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비표(ratio table),

프, 표, 언어적 표현)으로 표현된 두 함수가 있을

테이프 도표(tape diagram), 이중수직선, 식을 사

때, 어느 함수의 변화율이 더 큰 지를 비교하여

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한다. 테이프 도표는

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CCSSI, 2010). 7학년과

띠 그림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며(Yim, & Lee,

8학년의 기울기와 변화율에 관련된 수학적 내용

2015), 따라서 6학년의 CCSSM에서는 문제 해결

규준에 대한 설명의 일부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Core

State

Standards

for

방법으로 띠 그림과 이중수직선의 시각적 표현
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7학년에서는 비례 관계

가. 비와 비례

를 분석하고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분수의 비와 관련하

CCSSM에서는 6학년에서 비와 비율을 도입하

여 단위 비율을 학습하고, 표, 그래프, 식으로 비

기 때문에 6학년 Comparing Bits and Pieces에서

례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비례상수를 언어적 표

비의 개념을 학습한다. 비는 두 양을 비교하는

현, 그래프, 표, 식, 그림으로 표현한다. CCSSM


것으로, 3과 5의 비를  ,   와 같이 분수나


에서는 비례상수를 단위 비율이라 한다.
기울기는 8학년 ‘표현과 방정식’, ‘함수’ 영역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교과서에서 비의 개념은 유리수를 학습하기 위

Table 6. Part of the CCSSM related to grades 7 and 8 (CCSSI, 2010, p. 46, 52)
7학년: 기울기는 선의 가파름을 비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래프에서 비례 관계는 단위 비율로 나타낸
다.
8학년:   에서 비례 상수()는 기울기이고, 그래프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이해한

  또는   )를 인식하기 위해, 의 값이 A양만큼 변할 때
다. 또한 선형 방정식(    )에서 비례( 


의 값은  양만큼 변한다면 선의 기울기는 일정한 변화율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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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finition of the terminologies described in CMP textbooks (Lappan et al., 2014a, 2014b, 2014c)
용어

영역

설명

비

비율과 비례 관계
기하학

Comparing Bits and Pieces, Stretching and Shrinking에서 설명
비는 두 양의 비교이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10cm이고 가로
의 길이가 8cm라고 하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는 10:8이다.

비율

비율과 비례 관계
표현 및 방정식

Comparing and Scaling에서 설명
비율은 다른 단위로 측정된 두 양의 비교이다.

비례

비율과 비례 관계
기하학

Stretching and Shrinking에서 설명

동치인
비

비율과 비례 관계
기하학

Stretching and Shrinking에서 설명
동치인 비는 동치 분수와 같은 것으로, 10:8과 5:4는 동치인 비이다.

비례
상수

비율과 비례 관계
표현 및 방정식

Comparing and Scaling에서 설명
한 변수에 일정한 수(상수)를 곱하여 다른 변수의 값을 구할 때, 일정한 승수
를 비례상수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의 가격에 대한 단위 비율은 13
달러일 때 피자의 가격과 피자의 수를 관련시킨 식은   이며, 13은 비례
상수이다.

기울기

비율과 비례 관계
표현 및 방정식

Moving Straight Ahead에서 설명
선의 가파름은 rise와 run의 비 또는 수직 변화와 수평 변화의 비이다. 이러한
비를 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기울기는 = 수직 변화/수평 변화=rise/run

두 비가 동등하다는 것을

 
 과




같이 식으로 표현한 것을 비례라 한다.

해 사용된 개념으로, 동치 분수의 개념을 바탕으

내용은 Stretching and Shrinking과 Comparing and

로 비, 단위 비율을 설명한다. 한편, Comparing

Scaling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Stretching and

Bits and Pieces에서는 Figure 12와 같이 띠 그림

Shrinking을 학습한 후 Comparing and Scaling을

을 소개하고 활용하였다. 띠 그림은 한국 교과서

학습한다. Stretching and Shrinking은 ‘비율과 비

와 마찬가지로 두 측정 공간을 선분처럼 한 줄

례 관계’ 영역이자 ‘기하학’ 영역으로 비, 동치인

로 배열하였다.

비, 비례 개념을 학습한다. 이 교재에서 비는 두
양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직사
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10cm이고 가로의 길이가
8cm이면 가로에 대한 세로의 비는 10:8라 하였
다. 비는 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
치인 비는 동치 분수와 같다. 10:8과 5:4는 동치

Figure 12. Problems using strip diagrams
(Lappan et al., 2014a, p. 51)

인 비이며, 이를

 
 과




같이 두 개의 동치인

비가 동등하다는 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를 비
7학년은 비례 관계가 주된 주제로 비에 대한
2018, Vol.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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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양을 비교한 결과라고 한 반면에, CMP 교과

른 단위로 측정된 두 양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서에서 비는 곱셈적 비교인지 덧셈적 비교인지

와 같은 두 비율을 비교한다. 그러나 비의 개념

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교하였는지가 생

과 마찬가지로 비율도 두 양을 곱셈적인지 덧셈

략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Figure 13은 두

적인지와 같이 어떻게 비교하는지 설명이 없다.

직사각형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비례한

단위 비율은 6학년 Comparing bits and Pieces에

다면 두 직사각형은 닮음관계에 있음을 설명한

서 처음 학습하는 내용으로, 두 번째 양의 단위

것이다. 학생들은 비와 비례에 대한 내용을 기하

가 1인 비율이다. 7학년 Comparing and Scaling에

영역에서 닮음을 설명할 때 처음으로 접한다. 또

서는 6학년에서 배운 단위 비율을 바탕으로 비

한 비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례상수를 설명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비를 분수로 표현하여 닮음에 활용하는 측면이

Table 7과 Figure 14와 같다. Figure 14는 그래프

강하다. 이 교과서에서는 이중수직선이나 띠 그

에서 단위 비율과 비례상수를 구하는 문제로 기

림을 활용하지 않았다.

울기에 대한 비형식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Figure 16은 두 측정 공간을 시간과 거리로 각각


놓고  과   을 수직으로 정렬하여 길이로 표


현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교과서에서는 이중수직선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확인하였다.

Figure 13. Explanation of the ratio and rate
(Lappan et al., 2014b, p. 84)
한편, Comparing and Scaling에서는 Stretching
and Shrinking에서 학습한 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 비를 비교하고, 이를 응용을 한다. 비, 동치인
비, 비례의 개념은 Stretching and Shrinking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문제를 다루며, 새
롭게 학습하는 개념은 비율, 비례상수이다. 이
단원은 두 수의 뺄셈과 곱셈이 혼합되어있는 상
황에서 비교 명제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하는 데, 비는 곱셈과 관련된다는 언급이 없다.
Stretching and Shrinking과 마찬가지로 두 비를

Figure 14. Problems concerning constant of

비교하고, 특히 두 비가 동치인 비일 때 이를 분

proportionality and unit rate

수의 형태로 쓰고 등호를 사용하여 서로 같도록

(Lappan et al., 2014c, p. 48)

놓는다면 비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율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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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패턴이 일정한 비율을 포함하며 이를 그래
프에서 가파름, 표에서 의 값의 단위 변화에
대해 의 값의 변화,     식에서 의 계
수  으로 살펴본다. 즉,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래프, 식, 표에서의 활동은 일관되게 의
값에서의 단위 변화에 주목한다(Figure 15 참고).

Figure 17. Problems concerning slope
(Lappan et al., 2014d, p. 89)
Figure 15. Problems concerning unit change
(Lappan et al., 2014d, p. 15, 99)

기울기는 도입 소재로 계단의 가파름을 사용
하고 있다. 계단의 가파름은 한 계단의 rise와
run의 비에 의해 결정되며, 계단의 가파름을 구
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선의 가파름을 구하기 위
한 방법을 설명한다. 일련의 계단에서 아래 단계
에서 위의 단계로 그려진 선은 한 점에서 각 계
단과 만난다. 한 계단의 rise와 run은 각각 선 위
의 두 점사이의 수직 변화와 수평 변화이다. 따

Figure 16. Problem using a model similar to a

라서 선의 가파름은 rise와 run의 비이며, 이 비

double number lines (Lappan et al., 2014c, p. 79)

를 선의 기울기라 하였다. 계단이 한 칸일 때의

나.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는 것은 의 값의 단위 변화로 기
울기를 도입하는 것이며, 교과서 전반에서 의
값의 단위 변화에 주목하였던 것과 일관성을 보

기울기는 Moving Straight Ahead에서 학습한다.
이 교재는 일차함수를 선형 관계라고 표현하였
다. 선형 관계는 모든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이다. 선형 관계는 모든 변

2018, Vol. 28, No. 1

인다(Figure 17 참고). 또한, 의 값의 단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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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항상 같음을 유
도한다. 이와 같이 기울기 도입 소재는 동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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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집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비례의 개념과 관

유도한다. 이 교과서에서는 일차함수의 변화율이

련되며, 한 직선 상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기

일정하다는 것을 표, 그래프, 식에서 일관성 있

울기는 항상 같다는 기울기의 성질과도 연결된

게 의 값의 단위 변화에 대한 의 값의 변화

다. 그러나 기울기 단원에서는 이중수직선이나

로 살펴본다. 한국 교과서에 대한 설명에서 의

띠 그림을 활용하지 않았다.

값의 변화가 1인 경우 의 값의 변화만을 고려
하는 것은 덧셈적 사고라 하였다. 따라서 이 교

다. 다중 묶음과 변동 부분 관점

과서에서는 덧셈적 사고와 곱셈적 사고가 가능
하다. 그러나 CCSSM에서는 Table 6과 같이

Comparing Bits and Pieces와 Stretching and

  에서 기울기는 단위 비율 및 비례상수와

Shrinking은 비의 개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비

관련되어 비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CCSSM

를 분수로 표현하여 각각 유리수와 닮음에 활용

의 내용을 CMP 교과서에서 반영하였다고 보았

하는 측면이 강하다. 비를 분수로 표현하는 수치

을 때, CMP 교과서에서 기울기는 단위 비율과

적인 표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Beckmann &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기울기 단원은 덧셈적 사

Izsák(2015)의 관점과 관련시키기 어렵다. 한편,

고와 곱셈적 사고 모두 가능하며, 곱셈적 사고는

Comparing and Scaling에서는 비율과 비례상수를

Beckmann & Izsák(2015)의 다중 묶음 관점과 관

학습하는데, 이는 Beckmann & Izsák(2015)의 다

련된다. 한편, Figure 17은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중 묶음 관점과 관련된다. 비례상수는 한 변수에

대한 문제로, 의 값이 5만큼 변할 때마다 의

일정한 수(상수)를 곱하여 다른 변수의 값을 구

값이 3만큼 변하는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할 때의 일정한 승수이다. 예를 들어 피자 한 판

이다. 이는 의 값의 단위 변화는 아니지만 합

의 가격에 대한 단위 비율은 13달러일 때 피자

성 단위 또는 묶음의 배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의

표현하면

수 있다. Moving Straight Ahead에서는 전반적으

  이며, 13은 비례상수라고 하였다. 이와

로 다중 묶음 관점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할 수

같이 비례상수를 단위 비율을 바탕으로 설명하

있다. 이와 같이 CMP 교과서에서는 비의 개념

였다. 이는 CCSSM에서 비례상수를 단위 비율이

이

라고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다중 묶음 관점은

Stretching and Shrinking은 Beckmann & Izsák

 ∙   형태의 두 양사이의 비례 관계와 관련

(2015)의 관점 중 어떤 관점을 택하는지를 파악

된다.  은 한 그룹 안에 단위들이 몇 개가 있는

하기 어렵고, Comparing and Scaling과 Moving

지를 다루는 나눗셈에서 비롯되며, 첫 번째 양의

Straight Ahead에서는 단위 비율과 관련된 활동을

1단위당 두 번째 양의 단위인 단위 비율을 유도

통해 다중 묶음 관점임을 확인하였다.

가격과

피자의

수를

식으로

도입되는

Comparing

Bits

and

Pieces와

한다. 따라서 단위 비율과 관련된 활동은 다중
묶음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ving Straight Ahead에서는 일차함수의 기울

V. 결론 및 제언

기를 학습한다. 기울기를 설명하기 위해 계단을
도입 소재로 사용하여 의 값에서의 단위 변화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일차함수의 기울

에 따른 의 값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기에 대한 학습 경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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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의 CMP 교과서를 비

않지만 문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다. 그러나 대

교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서로 다른 비를 가진 비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하지 않는 두 직선을 비교하는 상황을 통해 기

첫째,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는

울기를 도입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기울기에 대한

비, 비례 개념이 필요하며, 각 개념은 곱셈적 사

성질은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아

고를 바탕으로 한다. 기울기는 그래프에서 한 양

니며, 기울기를 정의하기에 앞서 기울기의 성질

의 변화에 관한 다른 한 양의 변화율로(Ellis,

을 도입 소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

2013), 함수에 대한 연구에서 변화율은 비율로

다. 또한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에

표현된다. 그러므로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는

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울기는 비례 개념을

비율에서부터 탐색되었다. 비율에 대한 정의는

바탕으로 하지만 교과서에서 기울기를 도입하기

학자들마다 다양하다. 그 중 Thompson(1994)의

위한 소재는 서로 다른 두 비 사이의 관계로 비

정의는 비의 개념을 바탕으로 두 양의 대응하는

례가 아니다. CMP 교과서에서도 한국 교과서와

값이 변하더라도 비는 여전히 일정하다는 비례

같이 실생활의 소재로 도입하지만, 대부분의 한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 본 연구자들은 판단하였

국 교과서에서는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가진 두

다. 또한, 다른 선행 연구를 통해 일차함수의 기

직선에 주목하고 CMP 교과서에서는 한 직선 상

울기는 비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학습

에서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

경로는 Thompson(1994)의 정의를 따랐다. 이와

었다. 구체적으로 CMP 교과서는 계단을 소재로

같이 일차함수의 기울기에 대한 학습 경로는 비

하여  의 값의 단위 변화에 주목하며 기울기는

와 비례 개념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각 개념

항상 일정함을 설명하였다. 이는 교과서 전반에

은 비의 개념을 토대로 형성되고 비는 두 양을

걸쳐  의 값의 단위 변화에 주목한 것과 일관성

곱셈적으로 비교한 결과이기 때문에, 비, 비례,

있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내용이 그 단원에서

기울기는 모두 곱셈적 사고를 토대로 한다. 따라

말하고자 하는 정의나 성질과 연결되는 것은 학

서 기울기 개념에 대한 학습 경로는 학생들에게

생들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례 추론의 경험과 곱셈적 사고를 제공할 필요

셋째, Beckmann & Izsák(2015)의 두 가지 관점

가 있음을 시사하며, 학생의 학습, 효과적인 수

을 통해 한국 교과서는 기울기 개념을 형식적으

업과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로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등학교 교과

둘째, 기울기 도입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

서에서 비와 비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과서에서 기울기는 일차

다중 묶음 관점과 변동 부분 관점을 모두 살펴

함수     에서 의 값의 증가량에 대한 

볼 수 있었다. 기울기는 표와 그래프를 통해 예

의 값의 증가량의 비율로 그 비율은 이며 항상

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두 가지 관점 중 어떤 관

일정하다고 하였다. 또한 동일 단원에서 ‘기울기

점을 따르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기

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하거나 일치한다.’와

울기 단원에서는 비례적 사고가 부족하며 형식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일치하면 기울기가 같다’

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CMP

는 기울기의 성질을 학습하며, 서로 다른 기울기

교과서는 기울기 개념을 다중 묶음 관점에서 제

를 가진 두 직선의 성질은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시하고 있어 비례적 사고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

2018, Vol. 28,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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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었다. 다중 묶음 관점과 변동 부분 관점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Confrey et al.(2009)는

은 모두 비례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으로 CMP

이를 경험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교과서는 변동 부분 관점에 해당하는 비례적 사

실제 학생들과의 실험을 통해 학습 경로를 보완

고가 부족하고 비례적 사고를 두 가지 관점에서

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비와 비례관계

상호보완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은 있

를 바탕으로 기울기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연

다. 따라서 교사들은 기울기를 비례적 사고와 관

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CMP 교과서에서

련된 두 가지의 관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

는 비례상수와 기울기를 단위 변화와 관련하여

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례 추론에서 시

일관성

각적 표현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많은 만큼, 초

Izsák(2015)는 비와 비례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등학교에서 사용한 이중수직선과 띠 그림을 확

기울기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장해 중학교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를 통해 비와 비례의 의미가 잘 포함되도록

있게

설명하였고,

Beckmann

&

넷째, 용어 및 설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한

기울기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국 교과서와 CMP 교과서에서는 모두 비례상수

통해 의미 있는 교과서 개발 및 학생 지도 방안

와 기울기를 학습한다. CMP 교과서에서는 비례

을 모색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상수와 기울기를 단위 비율과 관련하여 설명하
였고, CMP 교과서 중 Comparing and Scalin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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