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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추상적인 수학 개념에 대한 사고는 그 외적 표현에 의해 매개된다. 한 개념의 다양한 표현은 개념의 서로
다른 정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지 과정을 지원한다. 개념의 다양한 표현과 의미 있고 유창하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표현 유창성은 학생들의 이해를 다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렌즈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에 대한 대학생들의 표현 유창성을,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표현을 체계적으로 조합
한 표현 변환 문항 틀로 평가하였다. 각 표현 변환 능력 수준 및 하나의 연결망으로써 각 능력의 연결 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관 분석 및 계층적 군집 분석을 사용하여 문항 간 학생 성취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일부 문항에서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으나, 미분계수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표현
하는 문항 및 비 대수적 함수 표현에 미분 개념을 적용하는 문항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또한 연결이 기대
되는 여러 표현 능력 간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현 능력의 연결망으로써 미분 이해의 강-약점 및 특징에 대
한 분석은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학생들의 이해를 토대
로 미적분 교수 학습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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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nal representations of mathematical concepts facilitate individuals’ thinking about those concepts.
Multiple representations of a concept can convey different information and facilitate different cognitive processes.
Students’ understanding of a mathematical concept can be revealed in their interactions with representations, and
therefore the representational fluency was used as a multi focal lens to examine how and what students understand of
it. In this study, 34 university students were assessed for representational fluency about the derivative concept, using
items requiring translations from the input representation of function to the output representation of derivative that vary
systematically algebraic, graphical, numerical and verbal representations. The students’ achievement levels of each item
were analyzed, associ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clustering were also conducted to infer the degree of connections
between abilities to translate function-derivative representations as a connected knowledge network. Although there was
high achievement of some item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got low achievement in several items, which involve
verbal representation of derivative and applying derivative concept to functions represented non-algebraically, and there
were few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two translation abilities, which need to be interconnected. The
finding showed students’ strength, weakness and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 understanding as a connected network of
representational abilities. This analysis provided rich evidences about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of the
derivative and could contribute to explor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alculus teaching and learning based on
students’ understanding.
KEY WORDS: Derivative, Multiple Representations, Representational Fluency

1) 이 논문은 2018년도 인천대학교 자체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Received: Oct 10, 2018 / Reviewed: Nov 14, 2018 / Accepted: Nov 21, 2018
- 573 -

대학생들의 미분 개념에 대한 표현 유창성 분석

574

I. 서론

정의된다(Zbiek, Heid, Blume, & Dick, 2007, p.
1192). 개념의 의미는 다양한 표현에 분산되어

전통적인 미적분 교육에서는 주로 식으로 주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념 이해는 이러한 표현

어진 함수에 대한 미적분 계산과 이를 적용한

(들)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Lesh & Doerr, 2003). 따라서 개념의 다양한 표

그러나 복잡한 함수식도 능숙하게 미분하는 학

현과의 ‘의미 있고 유창한’ 상호작용 능력인 표

생들이 미분 계수 값의 의미와 미분 개념의 바

현 유창성은 수학 개념에 대한 학생 이해의 본

탕인 변화율 및 극한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질을 드러낼 수 있는 렌즈이다(Zbiek et al., 2007,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Sahin, Yenmez, &

p. 1196).

Erbas, 2016; Orton, 1983)

함수는 식, 좌표 평면 위의 그래프, 함수 값

수학적 표현이란 수학적 개념 혹은 관계를 기

데이터, 종속 관계의 언어적 기술 등 다양한 표

술하는 식, 그래프, 표, 다이어그램, 이미지, 언어

현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써, NCTM

적 기술, 구체적 모델 등의 구체적 표현(사상)을

(2000)의 학교 수학의 원리와 규준, CCSSM

말한다(Stacey & Turner, 2014, pp. 96, 112). 미분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Mathematics),

계수는 ‘대수적’으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래

AP 미적분학 등 여러 교육과정에서 함수 개념에

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수치적’ 근삿값으로

대한 ‘표현 유창성’과 다양한 표현 중 상황에 가장

평균 변화율, 함수의 순간 변화율로 ‘언어적’으

적합한 표현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 표현할 수 있다. 미분의 서로 다른 측면을 부

능력인

각하는 각 표현은,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

(Acevedo Nistal, Van Dooren, Clarebout, Elen, &

및 다른 각도에서 미분에 대한 유연한 사고 기

Verschaffel, 2010))’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

회를 제공한다.

교 수학에서 함수는 흔히 대수-기호적 식 혹은

‘표현

유연성(representational

flexibility

Lesh, Post 그리고 Behr(1987, p. 36)은 표현의

그래프 표현과 동일 시 된다(Vinner, 1992). 대부

관점에서 수학 개념(예: 미분)의 이해를, a) 다양

분의 학생들은 함수식이라는 대수적 표현을 선

한 표현에 내포된 (미분)개념을 인지할 수 있고,

호하며, 다른 표현이 더 적절한 경우에서도 대수

b) 각 표현 안에서 (미분)개념을 유연하게 조작

적 표현을 고집한다(Dreyfus & Eisenberg, 1990;

할 수 있으며, c) 한 (미분) 표현에서 다른 표현

Knuth, 2000). 학생들은 함수의 여러 표현 간 변환

으로 변환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및(Adu-Gyamfi 2007; Thomas, Wilson, Corballis,

같은 맥락에서 표현 유창성(representational fluency)

Lim, & Yoon, 2010), 함수의 여러 성질에 대한

은, 개별 표현과 절차적 개념적으로 상호 작용

다양한 표현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능력 및 한 개념에 대한 여러 표현 간 변

(Adu-Gyamfi & Bossé, 2014; De Bock, Neyens, &

환 능력, 한 표현으로부터 개념의 의미를 다른

Van Dooren 2016; De Bock, Van Dooren, &

표현으로 옮기기, 표현 변환을 통하여 개념에 대

Verschaffel 2015; Moschkovich, Schoenfeld, &

해 추가적 정보를 모으기, 다양한 표현으로부터

Arcavi, 1993). 특정 함수 표현에서는 함수 정의

개념의 의미를 도출하고, 다양한 표현을 관통하

및 성질에 대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

여 의미를 일반화하기 등을 포괄하는 능력으로

이 다른 함수 표현이 주어질 경우 동일한 지식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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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에 종종 실패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주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

어진 함수 표현에 따라 학생들의 함수 정의 성

한 표현으로 제시된 함수에 대하여, 미분을 대수

질 이해 및 적용 능력이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

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

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다(Elia, Gagatsis, & Gras,

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미분에 대

2005; Elia, Panaoura, Eracleous, & Gagatsis, 2007;

한 표현 유창성을 조사함으로서, 대학생들의 미

Gagatsis & Shiakalli, 2004; Gerson, 2001; Hart,

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심도 있게 탐색하는

1991; Hitt 1998; Markovits, Eylon, & Bruckheimer,

것이다.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분

1986). 개념 이해 및 적용 능력이 특정 표현 내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과 “미분을 대수적 그래

에서만

현상

프적 수치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2

불완전하고

차원 구조를 갖는 표현 유창성을 탐색하기 위하

비 일관적인 개념 구조를 추론할 수 있는 징후

여, 함수가 정의되는 네 표현(대수 식, 그래프,

이다.

수치적 표, 언어적 표현)으로부터 미분의 네 표현

ㆍ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compartmentalization)”은

“구획화

학생들의

ㆍ

ㆍ

ㆍ

ㆍ

ㆍ

ㆍ

학생들은 미분을 도함수 공식을 적용하는 계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표현)으로의

산 절차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Gooya, 1988;

표현 변환 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성취 수준

Jung, 2003).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분 계수가 그

및 성취 수준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

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 있다.

알지만, 접선의 기울기와 미분의 해석적 정의를
연결하지 못한다(Amit & Vinner, 1990; Hähkiöniemi,

1. 대학생들의 미분에 대한 표현 유창성은 함수

2006; Park, 2017). 또한 평균 변화율 개념이 약

와 미분의 입-출력(대수-기호적, 그래프적, 수

하며, 미분 계수를 실세계 맥락의 변화율로 해석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Bezuidenhout, 1998;

치적, 언어적)표현 조합에 따라 어떻게 나타
나는가?

Jones, 2017). AP 미적분학 교육과정 및 여러 연

2. 각 표현 변환 문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

구자들(Gleason & Hughes-Hallett, 1992; Sofronas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존재하는가? 각 문

et al., 2011)이 미분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핵심

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 간 연관 관계는

요소로 미분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이해를 강조

ㆍ

ㆍ

하고 있다. 또한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표현

ㆍ

학생들의 미분 개념 구조와 관련하여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 및 간에서 미분 계산 해석 능력을 분석한

이와 같은 “다양한 표현과의 상호작용 능력의

Kendal과 Stacey (2003), 그 외에도 Amoah &

연결망”으로서의 미분에 대한 표현 유창성 분석

Laridon(2004), Flanders(2015), Santos & Thomas

은,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다양한 표현의 측면에

(2003)등이 표현을 초점으로 학생들의 미분 이해

서 진단함으로써 미적분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

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과의 상호 작

색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각 표현 능력
에 대한 개별적 진단 이상의 표현 능력의 연결
망으로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접근한 연구는 아
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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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관계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각 표현 마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와 그 표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1. 표현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 표현은 개념에 대
표현은 자신 외에 다른 대상을 기호화, 묘사,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부호화하는 하나의 기호 혹은 기호 글자 대상

수 있다. 따라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그

들의 배열이다(Goldin & Shteingold, 2001, p. 5).

개념의 다양한 의미를 통합하고, 개별 표현이 갖

여러 연구자(예를 들어, Goldin & Kaput, 1996;

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다(Ainsworth, 2006).

ㆍ ㆍ

Hiebert & Carpenter, 1992)들이 내적 표현과 외적

각 표현들이 제공하는 수학적 대상에 대한 다

표현을 구별하고 있다. 내적 표현은 개인이 실재

른 정보는 수학적 대상을 조작하고 사고하는 다

에 대해 구성한 내적 형식화에 대응하는 심상이

른 방식을 지원하고 촉진한다(Ainsworth, Bibby,

며, 외적 표현은 표 단어 기호 다이어그램 등

& Wood, 1998). 학생들은 문제 해결에서 다양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모든 외재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인 기호 조직체를 말한다(Dufour-Janvier, Bednarz,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유

& Belanger, 1987). 학생들이 개념에 대해 상호작

연성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용하는 외적 표현의 형식은 개념에 대한 내적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Spiro &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으로 어떤 개

Jehng, 1990),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념의 내적 표현은 외적 표현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

의해 드러날 수 있다(Hiebert & Carpenter, 1992,

(Savelsbergh, Jong, & Ferguson-Hessler, 1998).

ㆍ ㆍ ㆍ

해결자의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한다

p. 66). 특히 이 논문에서는 ‘(외적) 표현’을 함수

함수는 다양한 표현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수

및 미적분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외적 표현인

학 개념 중 하나로, 다양한 함수 표현(들)과의

‘대수적 식, 그래프, 수치적 (표), 언어적 표현’에

유창하고 의미 있는 상호 작용 능력은 CCSSM,

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AP미적분

다양한 외적 표현 사용의 교육적 이점은 잘

학, 개혁적 미적분학에서 강조하는 함수에 대한

알려져 있다. 한 개념이 수반하는 다양한 정보

학습 목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CCSSM 고등

중, 각 표현은 그 표현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

학교 함수 규준에서는,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

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반면 그 표현이 효과적

적 표, 언어적으로 표현된 두 함수의 성질을 비

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보 유형이 있는 경우가

교할 수 있다(NGA, 2010, pp. 69-70)”와 같이 다

많다(de Jong et al., 1998, p. 32). 예를 들어 함수

양한 표현으로 제시된 함수의 분석 능력을 강조

에 대한 대수-기호적 식 표현은, 독립변수와 종

하고 있다. AP 미적분학의 표현에 대한 수학적

속변수의 관계를 압축적이며 미적분의 절차적

관행 규준(Collegeboard, 2016, p. 9)에서도 학생들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대수식으로 나타낸

이 “함수의 다양한 표현을 연결 짓기, 공학 도구

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의 공변 관계를 시각적

를 사용하여(혹은 사용 없이) 기호적 그래프적

ㆍ

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와 비교할 때 대수-기호적

ㆍ수치적ㆍ언어적으로 개념 전개하기, 함수의 수

식 표현에서는 상대적으로 두 변수 사이의 공변

학적 특징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다양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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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확인하기, 함수의 어떤 표현에서도 수학 내

표현에서는 실패하거나, 혹은 개별 표현에서의

용을 추출하고 해석하기, 한 함수 표현으로부터

개념 이미지를 각각 갖고 있으나 두 개념 이미

다른 표현을 구성하기” 등의 표현 유창성을 언

지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이 학생의 개념 이

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

해는 각 표현에 구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교 함수 영역의 ‘교수 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편 서로 관련된 여러 개념의 연결에 실패할 때

서는 “다양한 상황을 일상 언어, 표, 그래프, 식

개념에 대해 구획되어 있으며, 개념 측면의 구획

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상호 변환 활동을

화는 각 개념이 선수 혹은 후속 개념과의 연결

하게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2)”와

없이 다루어질 때 흔히 발생 한다(Gerson, 2001).

같이 함수 표현 사이의 변환 활동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함수 이해를 다룬 여러 연구들이 특

있다. 특히 개혁적 미적분학 교과서(e.g., Hughes-

정 함수 표현에서 함수 정의 및 성질에 대한 지

Hallett et al., 2009; Hughes-Hallett, Lock, Gleason,

식을 적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다른 함수 표현

& Flath, 2010)에서는 개념적 이해를 증진하기

이 주어지면 동일한 지식을 적용하지 못하는, 표

위한 방안으로 미적분학의 제 개념을 그래프적,

현에 대한 구획화 사례를 보고해왔다. 예를 들어

수치적, 해석적,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4

학생들은 구간마다 다른 식으로 정의된 관계는

원칙(Rule of Four)”를 일관적으로 강조하였다.

함수가 아닌 것으로, 같은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

다양한 표현의 사용은 대수-기호적 표현이 대부

하면 함수로 인지하는 등 제시된 표현에 따라

분을 차지하는 전통적 미적분학과 개혁적 미적

함수 여부를 비 일관적으로 판단한다(Markovits

분학의 가장 큰 차별화 지점 중 하나이다.

et al., 1986). 다양한 표현에서 함수 관계를 인지

ㆍ

하는 능력은 함수 정의 진술 능력과 연관이 부

2. ‘연결’ 로서의 이해와 구획화

족한데, 함수 정의 진술 능력과 함수 인지 능력
사이의 연관을 분석한 Elia et al. (2007)에 따르

Hiebert와 Carpenter(1992, p. 67)는 새로운 수학

면, 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진술했던 그룹이나 불

적 아이디어 절차 사실의 ‘이해’란, 이에 대한

충분한 정의를 서술했던 그룹에서 주어진 표현

내적

으로부터 함수 관계를 정확히 인지한 비율은 비

ㆍ ㆍ

표현이

학습자의

기존

지식

연결망

(network)과 연결이 형성되어 그 일부가 되는 것

슷하게

나타났다.

일차

이며, 이해의 정도는 이러한 연결의 수와 강도로

Bossé, 2014)및 선형 정비례 반비례 관계(De

ㆍ

함수(Adu-Gyamfi

&

결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지식 구조가 서로 연

ㆍ
Bock et al., 2015)의 인지도 식ㆍ그래프ㆍ수치적

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

표라는 주어진 함수 표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

는 구획화(knowledge compartmentalization: Gerson

다. 뿐만 아니라 함수의 주기 개념 이해, 함수의

2001; Mandl, Gruber, & Renkl, 1993, p. 168)”는

대수적 연산 능력도 함수 표현에 따라 다르게

지식을 특정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한적

나타날 수 있으며(Gerson, 2001), Hart(1991)는 기

인 이해(limited understanding)를 초래한다. Gerson

호-대수적 식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는 미적

(2001)은 수학 지식의 구획화를 ‘표현’과 ‘개념’

분 개념을 적용하나 그래프로 정의된 함수에 대

측면의 구획화로 분류하였다. 어떤 개념을 특정

해서는 미적분 개념을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

표현 내에서 이해하고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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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a와 그 동료 연구자들(Elia & Gagatsis, 2008;

울기)의 극한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미분에 대한

Elia et al., 2005; Elia et al., 2007)은 다양한 표현

관계적 이해는 (평균)변화율 접선의 기울기 극

을 수반하는 과제들에 대한 학생 반응 사이의

한 등의 개념 및 미분 정의에서 이들의 역할과

함의(implicative relation)및 유사 관계(similarity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Sahin et

relation)를 함의 및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사

al., 2016, p. 179). 그러나 학생들은 미분의 기초

용하여 표현에 대한 구획화 경향을 추적하였다.

개념인 변화율 기울기 극한의 의미 이해와 이

그 결과, 동일한 대수식의 표현 변환에서도 주어

러한 기초 개념을 미분 정의와 통합하는데 어려

진 입력 표현(예: 언어적 혹은 그래프 표현)이

움을 겪는다(Sahin et al. 2016).

다를 경우 표현 변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유사하지 않았다. 또한 한 표현 변환(예를 들어,

→

대수식에 대한 그래프 언어적 표현 변환)과제
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같은 식에 대

→

한 다른 유형의 표현 변환 과제(언어적 그래프

ㆍ

ㆍ

ㆍ

ㆍ

Zandieh(2000)도 AP 미적분학을 학습하는 고등

ㆍ

ㆍ
적ㆍ언어적) 표현과 미분의 기초 개념인 비ㆍ극
한ㆍ함수의 과정-대상 층(process-object layer)을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기호적 그래프적 물리

조합한 미분 개념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특히 비

표현)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함의 관계도 나타

ㆍ극한ㆍ함수는 동적인 ‘과정’인 동시에 다음 단

나지 않았다(Elia et al., 2005, p. 179). 이와 같이

계의 과정이 그 위에 작용할 수 있는 정적인 ‘대

다양한 표현을 수반하는 과제 간 비 일관적인

상’인, 과정-대상의 이중적 측면을 가진 과념

반응 패턴은, 학생들이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을

(procept)이다(Selden & Selden, 2001, p. 241).

한 개념의 다른 측면이 아닌 별개 개념처럼 인

Zandieh(2000)는 ‘과정-대상 개념’에서 ‘과정’의

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Elia et al., 2005; Elia et

인지 없이 ‘대상’만을 고려하는 이해를 의사 대

al., 2007).

상(pseudo-object) 혹은 의사 구조 개념(pseudo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분 계수를 계산하고 그

structural conception)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값이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로 표현된다는 사

증분 대 증분의 비율 과정에 대한 인지 없이 비

실은 알고 있지만(Jung, 2003; Orton, 1983; Park,

를 경사도로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비에 대

2017), 수치적 언어적 미분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한 ‘의사 대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극한에 대

부족하다(Bezuidenhout 1998; Jones, 2017). 대부분

한 의사 대상은 극한 과정(limit process)은 모른

의 학생들이 미분의 다양한 표현을 연결하지 못

채 극한 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극한 값만을 참

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 표현으로부터 얻은

조하는 이해이다. 의사 대상 혹은 의사 구조 개

정보를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지 못한다(Sullivan

념은 마치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없이 ‘전

1995, p. 67).

체’를 이해하는 것처럼(Zandieh, 2000, p. 108)”,

ㆍ

특히 Orton(1983), Sahin et al. (2016), Zandieh

과정-대상의 양면을 가진 개념에 대하여 ‘과정’

(2000)등의 사례 연구는 표현 측면 뿐 아니라 미

없이 ‘대상’만을 조작하는 이해로 ‘과정과 대상

분 계수의 기초 개념들과 관련된 구획화 경향을

이 분리된’ 개념 측면의 구획화로 볼 수 있다.

보고하고 있다. 미분 계수 ′ 는  → 일 때 평

Zandieh(2000)는 AP 미적분학을 학습하는 우수한

균 변화율

     
(그래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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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문항 1과 2에 대한 네 학생(    )
의 성취 수준이 위와 같이 주어졌다고 하자. 두

․

학생    의 문항 1 2에 대한 성취 수준을 살
Elia et al.(2005, p. 176)는 다양한 표현을 수반

펴보면, 문제 1에서  보다 성취 수준이 더 높은

하는 문항들에 대한 정답률 혹은 학생 프로토콜

 가 문제 2에서도  보다 수준이 더 높음을 관

분석으로 (표현에 대한) 구획화 경향의 징후를

찰할 수 있다. 이렇게 두 학생 간 문항 1과 2의

포착할 수는 있으나, 학생들의 구획화 경향을 체

성취 수준 변화 방향이 일치하는 쌍을 일치 쌍

계적・전반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concordant pair)이라 한다. 반면 (    )쌍과 같

고 지적하였다. Elia & Gagatsis(2008), Elia et al.

이 두 문항에 대한 성취 수준 변화 방향이 정반

(2005), Elia et al.(2007)은 표현에 대한 구획화는

대인 쌍을 불일치 쌍(discordant pair)이라고 부른

한 개념을 다른 표현으로 제시하는 과제 혹은

다. 이와 같이  학생 중 일치 쌍의 개수를 ,

(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표현 사이의 변환 과제

불일치 쌍들의 개수를  라 하면, Kendall의 tau

들에 대한 학생들의 비 일관적인 혹은 모순적인

는 두 문항 간 학생 성취 수준의 순위 연관 정

반응 패턴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는 점에 주

도(혹은 두 문항 간 성취 수준의 일관성 정도)를

목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한 개념에 대해 다양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한다(Giventer, 2011, p. 234).

한 표현을 수반하는 문항 간 학생 반응 사이의

일치쌍의갯수   불일치쌍의 갯수
 


연관을 계층적 군집 분석 및 함의 관계 분석으
로 탐색하여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구획
Elia와 그 동료 연구자들(Elia & Gagatsis, 2008,
Elia et al., 2005, Elia et al., 2007)의 접근과 같
이, 다양한 표현을 수반하거나 표현 변환 문항들
에 대한 학생 반응 간 연관 관계를 분석함으로
써, 학습자들의 표현에 대한 지식 구획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Kendall의 tau는
두 문항 간 학생 이해 수준의 순위 연관(정도)을
측정할 수 있는 비 모수 연관 계수로써, 두 순위
자료 집합에서 순위 일치 쌍과 불 일치 쌍의 개
수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rgyrous, 2011, p. 142).






 

문





문 



 





예를 들어 위 예에서 문항 1과 2의 는
 

 로




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두 문항의 성

취 수준 집합에 모두 일치 쌍만 존재한다면(즉,
임의의 두 학생에 대해 두 문항의 성취 수준 순
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tau 값은 1이 된다.
만약 두 문항에 대한 성취 수준 간 연관 혹은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독립적이라면), 일
치 쌍과 불일치 쌍의 개수는 비슷할 것이며 tau
연관 계수는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Giventer,
2011, p. 233).
동 순위 자료(tie)가 존재하는 자료 집합에서
사용하는 Kendall tau-b  연관 계수는 위 식에
서의 분모를 동 순위 자료 쌍의 개수를 고려하
여 조정한 값으로 계산 한다2). 양의 값은 한
문항의 성취 수준이 더 높은 학생이 ‘일관적으
로’ 다른 문항에서의 성취 수준도 더 높은 단조

2) Kendall tau-b 계산식은 Nelsen(2011) 혹은 Giventer(2011, pp. 233-234)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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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monotone relationship)의 정도를 의미한다

합에서, 각 문항에 대한 학생 반응의 유사 정도

(Nelsen, 2011). 반면 음의 값은 두 문항의 성취

에 의한 군집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자들

수준이 역방향(즉 한 문항의 성취 수준이 더 높

은 문항 군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은 학생이 다른 문항에서는 비교 학생보다 성취

상대적으로 일관적 혹은 비 일관적으로 반응하

수준 더 낮음)으로 변하는 경향성을 표현한다.

는 문항(군)을 탐색하여 학생들의 표현에 대한

(tau-b) 연관 계수는 두 문항 간 학생 성취 수

구획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준의 연관(혹은 일관성 정도)을 통계적으로 평가

이상과 같이 두 표현 변환 문항 간 학생 수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개념 구조에서

에 대한 Kendall tau-b 연관 분석과 다양한 표현

두 문항에서 평가하는 표현 혹은 이해 사이의

문항들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유사성(혹은 반응

연결(혹은 비 연결)정도를 추정하고 구획화 현상

일관성)에 의한 군집 분석은, 연결망으로써의 학

을 진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생들의 미분 이해 구조를 추론하는 데 유용한

군집 분석(clustering analysis)의 목적은 전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집합으로부터 서로 유사한 혹은 연관이 있

III. 연구 방법

는 대상들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함으로써 생
성되는 군집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Romesburg,
2004). 한 군집 내 대상 간에는 서로 유사성 혹
은 연관이 높고, 다른 군집에 속하는 대상 간에

1. 미분에 대한 표현 유창성 검사 도구

는 상대적으로 그 사이의 유사성 혹은 연관이
낮도록 군집화가 진행된다(Anderberg, 1973). 특

본 연구에서는 미분 개념에 대한 표현 유창

히 계층적 군집 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성을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된 함수에 대하여,

은 군집 개수에 대한 가정 없이, 각 대상의 속성

미분을

들을 측정한 관찰 변수 벡터 간 거리에 의해 매

표현하는 능력”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연

단계에서 가장 가까운 대상들부터 단계적으로

구에서 사용한 검사 도구는 미분에 대한 학생들

군집을 형성하며 군집 간 관계를 파악하는 탐색

의 표현 유창성을 관찰하기 위해, (함수) 입력

적 통계 분석 방법이다. 군집 결과로부터 연구

표현으로부터

질문을 제기하고, 관찰된 군집 결과를 설명할 수

(Algebraic), 그래프(Graphical), 수치적(표; Numerical),

있는 가설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가설을 검증하는

언어적(Verbal) 표현을 체계적으로 조합한 4×4

등 군집 분석은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실행할

분석틀로 설계하였다3).

ㆍ

ㆍ

ㆍ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으로

(미분)출력

표현까지

대수적

수 있다(Romesburg, 2004).
Elia & Gagatsis (2008), Elia et al. (2005), Elia

가. 입력 표현

et al.(2007)는 다양한 표현을 수반하는 문항 집
3) 연구자는 각 표현 조합에 부합하는 문항 설계 시 다양한 표현을 강조하는 개혁 지향적 미적분학 교과서
(Connally et al.,2011; Hughes-Hallett et al., 2009; Hughes-Hallett et al., 2010) 의 연습문제 및 AP 미적분학 문제
를 참조하여, 각 문항에서 요구되는 표현 변인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상황 맥락을 우리나라 학생들에 맞
게 각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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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ultiple (source-target) representations of function and derivative
(함수의) 입력 표현

(미분의) 출력 표현

(대수)식으로 정의된 함수
      

대수적 표현
(Alebraic)

미분 계수
 ′  

     

lim 

→

그래프로 정의된 함수

접선의 기울기

수치(표)로 정의된 함수

평균 변화율로
미분 계수의 근삿값 구하기

그래프 표현
(Graphical)

수치적 표현
(Numerical)

매 년( )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순록의 개체 수(마리)
년

1945

1950

1955

1960

개체 수

40

165

678

2793

    
′  ≈ 
    

언어적으로 정의된 함수
언어적 표현
(Verbal)

순간변화율로 해석

약 복용량  (㎎)은 환자의 체중  ㎏  의
함수      으로 볼 수 있다.
    일 때,  ′     이라고 한다.

    일 때,  ′     은, 체중 60㎏에서 체
중 변화에 대한 약 복용량의 순간 증가율이 6㎎㎏
임을 의미한다. 즉, 체중 60㎏일 때 몸무게가 1㎏ 증
가한다면, 약 복용량은 40㎎에서 약 6㎎가량 증가할
것이다.

문항에서 함수가 제시된 표현에 따라 다음 네

하게 사용되나 전통적인 미적분학 교과서에서는

입력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수식(Algebraic

가장 간과된 함수 표현이다(Cuoco, 1994). 한편,

formula; A)은 비 가산 개의 함수 대응 관계를

현상에 대한 가설, 예측, 실험 데이터에 기초하

정확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대수식이

여 변수 사이의 함수 관계를 언어적으로 기술하

함수에 대한 유일한 표현은 아니며, 컴퓨터는 함

는 것은 실제 현상에 미적분을 적용하기 위한

수 관계를 수치적 표 혹은 그래프로 쉽게 나타

첫 번째 단계이다.

낼 수 있다. Table 1의 그래프는 태아의 주수와
몸무게의 함수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직관적

나. 출력 표현

인 표현이다.  와  사이의 함수 관계를 두 변인
에 대한 실험 혹은 관찰 결과 얻은 유한 개 데

미분의 대수적 표현인 미분 계수 ′ 는 평균

이터 순서쌍     ,     , ⋯     이라는 수

변화율(차분 비)의 극한으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치적 (표) 표현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수치적

미적분 교육에서는 대수식으로 주어진 함수의

표는 다른 형태의 시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적분 계산을 강조해왔으나, 이러한 미적분 계

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내재적인 시각화로써, 자

산은 미적분 정의에 포함된 기초 개념들에 대한

연스럽고 쉬워 신문 등 일상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절차적 알

생활에서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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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the items assessing representational fluency about the derivative concept
미분
출력 표현

대수적 미분
(Algebraic)

그래프적 미분
(Graphical)

수치적 미분
(Numerical)

언어적 미분
(Verbal)

대수식으로
주어진 함수
(Algebraic)

함수식에서
미분 계수 계산

접선 및 접선 위의
점 좌표 구하기

미분 계수로
평균 변화율
근삿값 구하기

함수의 순간 변화율을
언어적으로 해석하기

그래프로
주어진 함수
(Graphical)

접선의 그래프에서
접점의 미분 계수
표현 & 계산

함수 그래프에서
주어진 접선 기울기의
점 찾기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 근삿값 구
하기

접선 기울기
언어적 해석하기

수치(표)로
주어진 함수
(Numerical)

함수표로부터
미분 계수
근삿값 계산

주어진 함수표에
해당하는
그래프 찾기

표에서
평균 변화율 계산

평균 변화율
언어적 해석

언어적으로
기술된 함수
(Verbal)

함수 관계의
언어적 표현에서
미분 계수 표현․계산

함수의 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리기

함수의
언어적 표현에
부합하는 수치표 찾기

함수-변화율
언어적 표현을
상황적으로 해석하기

함수
입력 표현

고리즘으로 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함수

각 표현 유창성 문항의 입-출력 표현 변인 조합

       의    에서의 미분 계수는 도

을 A-G와 같이 입력-출력 표현 쌍의 약자 기호

함수에 값을 대입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계산

로 표기하였다. 각 문항의 특징은 행(입력 표현)

의 수행은 미분 계수를 정의하는 기본 개념인

과 열 구조(출력 표현)별로 살펴볼 수 있다. 한

비와 극한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가능하다. 그래

행의 문항들은 ‘각 입력 표현으로 주어진 함수’

프적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 그래프에

로부터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

서 접선 기울기를 찾기 위해 할선 기울기의 극

분 표현으로의 변환’을 수반하는 문항이며, 같은

한을 취하는 과정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열의 네 문항은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

해석적 과정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Asiala,

어적 입력 표현으로 주어진 함수’로부터 ‘각 미

Cottrill, Dubinsky, & Schwingendorf, 1997).

분 표현으로의 변환’을 수반한다. Table 2는 각

ㆍ

ㆍ

ㆍ

ㆍ

ㆍ

ㆍ

수치적 표로 정의된 함수는 비록 모든 값에

각 하나의 (함수) 입력 표현과 (미분) 출력표현이

대한 함수 값 정보나 ‘식’이 없어도, 주어진 점

조합된 4×4 문항 틀의 요약이며, 세부 문항은 부

을 포함하는 점점 더 작은 근방에서의 평균 변

록 2에 제시하였다.

화율을 계산함으로써 미분 계수 ′  의 근삿값

예비 문항 설계 후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근삿값으로 계산되

세 전문가(수치 해석학 전공 박사, 수학 교육학

는 수치적 미분은 과학과 공학에서 광범위하게

박사, 고등학교 수학 교사)에게 각 문항의 입-출

사용되고 있다. 언어적 미분은 미분계수를  가

력 표현, 세부 문항 내용 및 언어적 표현, 각 표

1 단위 변할 때  변화량의 비율로 상황적으로

현 조합 문항 후보 중 선택 등에 대한 자문 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정을 거쳤으며, 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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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거의 완전한 이해(3점)’, (상당한 계산 오
류를 포함할 수 있는)문제의 수학적 개념과 원

2. 연구 참여자

리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2점)’, (중대한 계산
오류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의 수학적 개념 및

수도권 소재 대학 수학교육 전공 대학생 34명

원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이해(1점)’ 및 ‘이해

(1학년과 4학년 각 17명)이 연구 참여에 동의하

의 결여 (0점)’의 등간 척도(interval scale)로 코딩

여, 약 1시간동안 본 검사 문항을 해결하였다.

하였다4).

검사 당시 1학년 학생들은 대학 미적분학 강의
에서 도함수(미분 계수, 도함수 개념, 도함수 공

나. 표현 변환 능력 간 연결 척도:

식, 선형 근사) 및 도함수 응용 중 평균값 정리
까지 학습한 상태였으며, 4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Kendall tau-b와 문항 벡터 간 유클리드 거리

의 수학교육과 전공 필수 수학 과목을 이수한

연구자는 각 표현 변환 문항 별 학생 성취 수

상태였다.

준뿐만 아니라, 표현 변환 문항에 대한 성취 수
준 간 연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Kendall의 tau-b를

3. 자료 분석 방법

이용한 연관 분석5)과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선택하였다. Table 2에서 한 행의 네 문항은 동

가. 질적 자료의 코딩 방법

ㆍ

일한(입력)표현으로 주어진 함수로부터 대수적

ㆍ

ㆍ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분으로의

변환을

표현 유창성 검사 문항은 미분 계수 계산과

수반하므로, 이들 문항에 대한 성취 수준 간 연

같이 단 하나의 답이 있는 닫힌 문항 뿐 만 아

관은 학생들의 사고에서 미분의 다양한 표현 사

니라, 미분 계수의 근삿값 계산, 순간 변화율의

이의 연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해석 등 풀이와 답의 범위가 좀 더 다양한 개념

한편, 각 열의 네 문항은 함수의 네 입력 표현으

적이고 열린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검

로부터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분

사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질적 반응을 양적 자

중 한 표현으로의 변환 과제이다. 따라서 같은

료로 변환하기 위하여, 각 문항을 총체적 점수화

열의 네 문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 간 연관은,

평가 틀인 Illinois 루브릭에 따라 각 문항에 대

해당 열의 미분 표현에 있어 함수 입력 표현으

한 성취 수준을 문제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로 인한 구획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대한 ‘완전한 이해(4점)’, (약간의 절차적 실수를

사용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는) 문제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에

ㆍ

ㆍ

ㆍ

본 연구에서는 표현 유창성 문항에 대한 군집

4) Illinois 루브릭의 점수화에 따른 각 세부 문항의 평가 틀은 연구자와 10년 이상 미적분학 강의 경험을 가
진 수치 해석학 전공 보조연구원이 독립적으로 가채점 후 합의를 통해 도출하였다.
5) 연구자가 흔히 사용되는 Pearson 상관 계수가 아닌 Kendall의 tau-b 연관 계수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각 문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 데이터의 정규성 검토 결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Pearson 상관 분석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으며(Clark-Carter, 2009, pp. 297-298), 둘째
본 연구에서 관심 있었던 연관은 Pearson 상관 계수가 측정하는 두 변량 사이의 선형 관계(linear
relationship)의 정도가 아니라 Kendall의 tau-b가 측정하는 두 변량 사이의 단조 관계(monotone relationship)이
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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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한 학생 34

있지만, 군집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명의 성취 수준을 34개의 벡터 성분으로 나타내

수 있는 별도의 가설 검정 절차를 가지고 있지

어 16문항을 34차원 문항 벡터로 표현하였다. 두

는 않다. 연구자는 이와 같이 표현 변환 문항에

문항 사이의 유사성은 문항 벡터(아래 행렬의

대한 학생 반응 간 연관 관계를 탐색하기 위하

열벡터)간의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하였다.

여, 다른 ‘연관’의 개념 및 서로 다른 장 단점

문 문 문





     
     
⁝

 

⁝ ⁝
  

문
⋯ 
⋯ 
⁝
⋯  



         ⋯    
문문  

ㆍ

을 가지고 있는 두 척도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
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검사 도구 및 연구 참여자와
관련하여 다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ㆍ

ㆍ

ㆍ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거리가 가까운 문항(벡터)들이 한 군집으로 묶

입출력 표현 변인을 조합한 검사 도구는, 참여

여 형성된 군집 간 거리는 집단 간 평균 연결법

학생들의 집중도 저하, 검사 시간 부담 및 동일

으로 계산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생 성취 수준

문제 유형의 반복으로 인한 간접 학습 효과 때

벡터 사이의 거리에 의한 문항 군집 분석 결과

문에 해당 표현 변환 능력을 한 문항으로 조사

를 표현하는 덴드로그램은 전체 문항 중 각 학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참

생의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유사한(강한 연관

여자들은 수도권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혹은 일관적인)문항(군)과 상이한(약한 연관 혹

수학교육 전공의 학생들로써, 한국 대학생으로

은 비 일관적인)문항(군)들이 무엇인가를 시각적

일반화 가능한 표본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따라

인 수형도로 보여줄 수 있다. 문항 군집 결과로

서 본 사례 연구에서 보고할 학생들의 미분 이

부터 학생들의 미분 이해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해 구조는, 전체 모집단으로의 일반화보다는 이

연결이 강한 혹은 연결이 약한 이해 및 능력들

와 같은 학생 이해 구조의 존재를 밝히는 것을

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이러한 군집 결과를 설

목적으로 한다.

명할 수 있는 가설에 대해 탐색할 수 있다.
Kendall의 tau-b를 이용한 연관 분석은 등간 척
도인 성취 수준에서 순위 정보만 사용하여 두

IV. 연구 결과

문항의 성취 수준 간 순위 연관을 계산한다. 그
리고 도출된 연관 계수가 우연에 의한 결과인지

1. 각 문항 성취 수준 및 연관 분석 결과

아니면 참된 연관의 증거인지를 통계적인 가설
검정 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반면 계층적 군집분

Table 3은 각 문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의

석에서는 tau-b에서 사용하지 않은 성취 수준의

사 분위 수이다.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인 문항

크기(magnitude)까지 사용하는 ‘거리’로 전체 문

은 함수식에서 미분 계수를 계산하는 A-A문항으

항을 학생 반응의 유사 정도에 의해 군집화하고,

로, 100%의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함수식의 미

문항 군집 결과로부터 표현 변환 능력의 연결망

분 계수를 순간 변화율로 해석하는 A-V 문항의

으로써의 학생들의 미분 이해 구조를 탐색할 수

성취도가 가장 낮았으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제한적인 이해(1점)수준 이하에 그쳤다.

2018, Vol. 28, No. 4

이 지 현

Table 3. The quartiles of the achievement level
for each representational fluency item
사분위수
25
50(중위수)
75
25
50(중위수)
75
25
50(중위수)
75
25
50(중위수)
75

A-A
4.0
4.0
4.0
G-A
2.0
4.0
4.0
N-A
0.0
3.0
4.0
V-A
0.0
2.0
3.0

A-G
3.0
4.0
4.0
G-G
4.0
4.0
4.0
N-G
4.0
4.0
4.0
V-G
4.0
4.0
4.0

A-N
1.0
4.0
4.0
G-N
1.0
3.0
4.0
N-N
3.0
4.0
4.0
V-N
4.0
4.0
4.0

A-V
0.0
1.0
3.0
G-V
1.0
2.0
2.25
N-V
2.0
3.0
4.0
V-V
1.0
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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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기울기)이었다. 반면 언어적 미분(순간 변
화율)은 모든 함수 입력표현에서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식으로 주어진 함수에 대하여 대수적・

ㆍ

ㆍ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분 문항의 만점 학
생 비율은 대수적(A-A: 100%), 그래프적(A-G:
67.6%) 수치적 미분 문항(A-N: 64.7%)이었으나,
언어적 미분(A-V문항)의 만점 비율은 14.7%에
그쳤다. 그래프적 미분과 수치적 미분(A-G와
A-N, =   ), 수치적 미분과 언어적 미분(A-N
과 A-V, =   )의 성취 수준 간에는 정적 연
관이 나타났다. 그러나 미분 계수로 접점 근방에
서 접선 위 좌표를 구하는 그래프 표현(A-G)과
미분 계수를 순간 변화율로 해석하는 언어적 미
분(A-V)의 성취 수준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연

Table 4는 SPSS를 이용하여 산출한 각 문항

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의 성취 수준 간 Kendall  연관 계수이다6). 특

‘접선의 기울기’와 ‘순간 변화율’의 연결이 약함

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는 두 문항의 성

을 시사하고 있다.

취 수준 사이에 정적 연관이 존재하며(즉, 두 문

그래프로 주어진 함수로부터 다양한 미분 표

항의 성취 수준이 일관적이며), 정적 연관의 정

현으로의 변환을 요구하는 네 문항 중, 그래프에

도를 표현한 값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서 주어진 접선 기울기의 점을 인지하는 G-G문

지 않은  값은 두 문항의 성취 수준 간 통계적

항의 만점 비율은 97.1%였으나 접선의 두 좌표

으로 유의미한 정적 연관(혹은 성취 수준 간 일

로부터 기울기를 계산하여 미분 계수 값을 표현

관성(consistency))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하

하는 G-A문항의 만점 비율은 70.6%에 머물렀다.

며, 이는 두 문항에서 평가한 표현 혹은 이해의

또 접선 기울기의 수치적 근삿값을 구하는 G-N

약한 연결 혹은 구획화 현상을 추정할 수 있는

문항의 만점 비율은 41.2%, 접선 기울기를 언어

지표이다.

적으로 해석하는 G-V문항은 14.7%에 그쳤다. 그
래프적 미분과 대수적 미분 성취 수준 사이에서

ㆍ

ㆍ

ㆍ

가.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분 표현
능력

약한 정적 연관이 있었으나(G-G와 G-A,=   ),
그 외의 다른 문항 조합에서는 유의한 정적 연
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네 문항의 전체적인 성취

함수의 네 입력 표현에서 전반적으로 성취도

수준 및 연관 관계는, 그래프로 주어진 함수에서

가 가장 높았던 미분 표현은 그래프적 미분(접

학생들의 이해가 대수적 미분과 그래프 미분에

6) Table 4에서 A-A문항은 모든 학생이 동일하게 만점을 받아, 타 문항 성취 수준과의 연관 계수를 산출할
수 없어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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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제한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미적분학에서는 대수식으로 정의된

수치(표)로 제시된 함수로부터 미분의 다양한

함수의 미적분을 주로 다루지만, 수치적 표 그래

표현 네 문항 중, 수치적 표에 부합하는 그래프

프, 언어적 기술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도 미분

찾기(N-G)는 91.2%, 표로부터 평균 변화율 계산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틀(Table

(N-N)문항의 만점 비율은 67.6%였다. 그러나 평

2)에서 한 열의 네 문항은 함수의 다양한 표현으

균 변화율로 미분 계수 근삿값 계산(N-A)의 만

로부터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미분

점 비율은 44.1%, 평균 변화율의 해석 문항(N-V)

표현 중 한 미분 표현으로의 변환 과제이다.

ㆍ

ㆍ

ㆍ

ㆍ

ㆍ

ㆍ

은 41.2%에 그쳤다. 네 문항(N-A, N-G, N-N,

대수 식 그래프 수치적 표 언어적 기술로

N-V)중 그래프와 대수적 미분의 성취 수준 사이

주어진 함수에서 대수적 미분(미분 계수 계산

에서만 약한 정적 연관이 나타났다(N-G와 N-A,

및 표현)능력을 평가하는 네 문항 중 A-A문항은

=+.30). 이와 같이 학생들은 평균 변화율과 미

모든 학생이 만점, G-A문항은 만점 비율이

분 계수의 연결(N-A), 평균 변화율의 상황적 해

70.6%, N-A문항은 44.1%, 그러나 함수에 대한

석(N-V)에 성취 수준이 저조하였으며, 이러한 평

언어적 기술로부터 미분 계수를 표현・계산하는

균 변화율의 개념적 이해 능력은 평균 변화율의

V-A문항에는 만점을 받은 학생이 없었다. G-A와

계산 능력(N-N)과도 연관이 없었다.

V-A문항 성취 수준 사이에서는 약한 정적 연관

언어적으로 기술된 함수(및 변화율)정보를 다

(=   )이 나타났으나, 그 외 입력 표현 조합

양한 미분 표현으로 변환하는 네 문항 중, 그래

성취 수준 간에서는 유의미한 정적 연관이 나타

프적 미분(V-G)은 88.2%, 수치적 미분(V-N)은

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함수식에서 미분 계

91.2%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미분 계

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학생 중 상당수

수로 표현 계산하는 대수적 표현(V-A)에서는

의 학생들이 식 외에 다른 함수 정보(함수(및 변

만점을 받은 학생이 없었으며, 순간 변화율을 상

화율)에 대한 그래프, 함수 값 표, 언어적 기술)

황적으로 해석하는 언어적 미분(V-V)의 만점 비

를 사용하여 미분 계수를 표현 계산에 실패할

율은 14.7%에 그쳤다. 한편, 언어적 미분의 성취

뿐만 아니라, 대수적 미분 이해가 주어진 함수

수준은 대수적 미분(V-V와 V-A, =   )및 그

표현에 따라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

래프적 미분 성취 수준과 약한 정적 연관이 나

음을 보여주고 있다.

ㆍ

ㆍ

타났다(V-V와 V-G, =   ). 학생들은 함수 및

다양한 함수 표현으로부터 그래프적 미분(접

그 변화율에 대한 언어적 정보를 시각적이고 구

선의 기울기)능력을 평가한 네 문항(A-G, G-G,

체적인 그래프나 수치적 표 표현으로는 비교적

N-G, V-G)은 네 문항 모두 만점 학생 비율이

쉽게 변환하였으나, 보다 추상적인 대수적 언어

60%이상으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중 A-G

적 미분 표현으로의 변환은 어려워함을 알 수

와 G-G문항 성취 수준 사이에서는 약한 정적 연

있었다.

관(=   )이, G-G와 V-G 문항 성취 수준 간에

ㆍ

는 상당한 정적 연관(=   )이 있었다.
나.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분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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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s (Kendall’s tau-b) between achievement levels of abilities to translate between
representations
Note: N=34. p*<0.05, p**<0.01(단측 검정); A=Algebraic, G=Graphical, N=Numerical(Tabular), V=Verbal
 (영가설): 두 표현 변환 문항의 성취 수준 간 연관이 없다( =0);
 (대립가설): 두 표현 변환 문항의 성취 수준 간 정적 연관이 있다(  >0).
A-G
A-G
A-N
A-V
G-A
G-G
G-N
G-V
N-A
N-G
N-N
N-V
V-A
V-G
V-N
V-V

A-N
.48**

A-V

G-A

G-G

G-N

G-V

N-A

N-G

N-N

N-V

V-G

V-N

V-V

.15

.15

.30*

-.35

.12

-.14

.01

-.05

.30*

V-A
.41**

-.01

-.04

.16

.48**

.31*

.28*

.08

.56**

.19

.02

.03

.31*

.39**

.29*

-.02

.48**

.35*

0.18

.17

.29*

.16

.05

.03

.21

.34*

.38**

-.04

.38**

.32*

.10

.11

.18

.02

.23

.26*

.29*

.35*

-.19

.28*

.19

.13

.22

-.05

.28*

.18

.20

.50**

-.05

.23

.15

.34*

-.08

.22

-.01

-.02

.44**

.15

.17

.15

.01

.11

.28*

.01

.23

.20

.32*

.30*

.19

.08

.07

.45**

.17

.28*

.25

.21

-.02

.19

-.10

.00

.17

-.06

.19

-.20

-.05

.10

.26

-.04

.20

.15

-.29

.29*

.21

.28*
.19

N-N, V-N)에서는 60%이상의 학생들이 만점을

A-V, G-V, V-V 문항의 만점 비율은 모두 14.7%

받았으나, G-N 문항의 만점 비율은 41.2%에 그

에 머물러 상당히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언어적

쳤다. 또한 위 네 문항 사이의 모든 조합 간 유

미분의 성취도는 네 미분 표현 중 가장 낮았지

의미한 정적 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

만 이들 문항 간 네 조합 (A-V와 G-V(+. 29),

어, 표에서 평균 변화율 계산(N-N)과 그래프에서

A-V와 V-V(=   ), G-V와 N-V(=   ), G-V

접선 기울기 근삿값으로 평균 변화율(할선의 기

와 V-V(=   )에서 약한 정적 연관이 나타나,

울기)을 계산하는 문항(G-N)의 성취 수준 사이에

언어적 미분 능력은 함수 입력 표현의 변화에도

는 유의미한 정적 연관이 없었으며, 이는 학생들

비교적 일관적인 양상을 보였다.

의 수치적 미분 적용 능력이 표와 그래프라는
함수의 입력 표현에 따라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

2. 문항 군집 분석 결과

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에 언어적 미분

Figure 1은 16개 표현 변환 문항을 각 문항에

((순간)변화율의 해석)적용 능력을 평가하는 네

대한 학생 성취 수준을 성분으로 가진 벡터로

문항(A-V, G-V, N-V, V-V)중, 표에서 평균 변화

표현하고, 문항 벡터 간의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

율을 해석하는 N-V 문항의 만점 비율은 41.2%

한 문항 간 유사성에 의한 계층적 군집 분석 결

였으나 나머지 대수식 그래프 언어적 표현으

과이다. 덴드로그램의 계층 구조는 전체 문항 중

로 주어진 함수로부터 (순간)변화율을 해석하는

각 학생의 성취 수준이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문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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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ndrogram of the representational fluency items
according to similarity of students’ achievement levels
항(군)과 비 일관적인 문항(군)이 무엇인지를 시

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집 3은 네 군집 중 가장

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군집화 일정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 문항 군으로, 네 문항 모

표의 계수 변화폭 및 해석 가능성을 검토하여

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부분적인 이해(2점) 이

다음의 네 군집을 채택하였다.

하에 그쳤다. 군집 4는 그래프에서 평균 변화율

첫 번째 군집 1(A-A, G-G, V-N, V-G, N-G,

로 접선 기울기의 수치적 근삿값을 계산하는

N-N, N-V, G-A)은 N-V 문항(중위 수 3)를 제외

G-N과 수치 표로 주어진 함수에서 평균변화율로

하고 모두 중위수가 4로, 즉 절반 이상의 학생들

미분 계수의 근삿값을 구하는 N-A 두 문항으로

이 만점을 받았던 높은 성취도의 문항 군이다.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문항은 47% 정도의 학

군집 2는 함수식으로부터 미분의 그래프 표현

생이 부분적인 이해(2점)이하의 성취에 그친 문

(A-G)과 수치적 표현으로의 변환(A-N)의 두 문

항이었다.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문항 모두 절반 이상

이와 같이 학생 성취 수준의 유사성에 의한

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으며(중위수 4), 두 문

문항 군집 결과에서, 언어적 표현과 관련된 문항

항의 성취 수준 사이에는 유의미한 정적 연관(

들이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관찰

=+. 48)이 있었다. 군집 3은 식 그래프 언어적

할 수 있다. 언어적 표현을 수반하는 군집 3과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계수를 변화율로

그 외 군집 간 약한 유사 관계는, 언어적 표현을

해석하는 언어적 미분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수반하는 변환(군집 3의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

(A-V, G-V, V-V)과 함수 변화율에 대한 언어적

이 다른 표현 변환 문항과 상대적으로 ‘상이한

정보로부터 미분 계수를 표현 계산하는 V-A 문

(혹은 비 일관적인)’성취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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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집 3으로부터 학생들의 인지구조에서

간 유사성(혹은 이질성)은 표현 조합 외에도 각

(순간) 변화율이라는 언어적 표현과 미분의 다른

표현이 투영하거나 요구하는 변화율과 극한이라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표현사이의 연결이

는 개념적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

약함을 추론할 수 있다.

고 있다.

ㆍ

ㆍ

한편, 변화율과 극한은 그로부터 미분 계수가
정의되는 기초 개념이다. 그러나 변화율 ‘과정’

V. 결론 및 논의

의 인지 없이 최종적인 비의 값 혹은 기하학적
인 기울기로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의사 대상
개념(pseudo object conception)으로도 전형적인

수학 개념의 외적 표현은 개념을 지시하고 의

미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Zandieh, 2000, p.

사소통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념에 대한 사

125). 검사 문항 중 변화율에 대한 의사 대상 개

고와 조작을 매개한다(Duval, 2006). 개념의 각

념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항들이 군집 1

표현들은 개념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을

의 소그룹(A-A, G-G, N-G, V-G, V-N)을 형성하

부각할 수 있으므로, 개념의 풍부한 의미는 어느

고 있으며, 그 외 나머지 문항들은 변화율에 대

한 표현이 아닌 여러 표현을 통해 볼 수 있다.

해 의사 대상 이상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극한

따라서 개념의 다양한 표현과의 유창하고 의미

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

있는 상호작용 능력인 표현 유창성은 개념 이해

없이 최종 산물인 극한 값이라는 ‘대상’만 참조

의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분 개념과

하는 의사 대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표현과의 상호작용

다(Zandieh, 2000, p. 122). 특히 군집 4를 형성하

능력을, 함수의 입력 표현으로부터 미분의 출력

는 두 문항(G-N, N-A)은, 최종 극한 값만을 참조

표현으로의

하여(즉, 의사 극한 개념으로도) 해결 가능한 다

표현을 체계적으로

른 문항들과 달리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

로 평가하였다. 특히 각 표현 변환 능력 뿐 만이

구한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아니라 하나의 연결망으로 각 능력들이 어떻게

ㆍ

ㆍ

ㆍ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어적
조합한 표현 변환 문항 틀

이와 같이 표현 변인 조합이 다르더라도 변화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현 변환

율 및 극한에 대해 비슷한 이해 수준을 요구하

문항에 대한 학생 성취 수준 사이의 관계를 연

는 문항 간 학생 성취 수준은 일관적인 경향이

관 분석 및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으로 탐색하

있었으며, 이러한 군집 결과는 표현 변환 과제

였다.

ㆍ

간 학생 반응 유사성(혹은 일관 연관성)의 결정

미분의 네 표현 중 접선의 기울기로서의 그래

요인이 각 표현에서 투영 혹은 요구하는 미분의

프적 미분은 함수의 모든 입력 표현에 걸쳐 성

하위 개념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취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변화율로 해석하는

있다. 이와 같이 미분의 하위 개념인 변화율 및

언어적 미분은 네 미분 표현 중 가장 성취도가

극한 이해 요인과 관련된 표현 변환 문항 군집

낮았다. 또 언어적 미분의 성취 수준은 그래프적

구조는, 첫째 각 표현 마다 미분(및 그 하위)개

미분 성취 수준과 전반적으로 연관이 부족하였

념에 대해 투영하거나 요구하는 정보가 상이하

으며, 이는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접선의 기울

며, 둘째, 표현 변환 문항들에 대한 학생 반응

기와 변화율 개념 사이의 연결이 약한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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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각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정의된 함수에 미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연

미분의 다양한 표현 능력을 분석한 결과, 예를

결이 기대되는 여러 표현 변환 능력 간 연관이

들어 그래프로 정의된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타나지 않았다.

를 인지하는 그래프적 미분과 접선의 좌표로부

한 양의 변화에 따른 다른 양의 변화 비율을

터 기울기를 계산하여 미분 계수 값을 표현하는

기술하는 미분은 수학 뿐 아니라 물리, 화학, 생

대수적 미분에는 70%이상의 학생들이 만점을

물 및 공학, 경제학 등 타 학문 분야에서도 폭

받는 우수한 성취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평균

넓게 활용되는 유용한 개념이다. 미분 계수를 변

변화율로 접선 기울기의 근삿값을 구하는 수치

화율이라는 일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수학적

적 미분 및 접선 기울기를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모델링에서 수학적 결과를 실세계 맥락에 적용

언어적 미분의 성취 수준은 저조하였으며, 그래

하는 해석 과정에 해당하며, 이러한 언어적 해석

프적 미분과 대수적 미분의 성취 수준 사이에서

능력이 부족하면 미분 개념을 다른 학문 분야에

만 정적 연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네 문항의

서 응용하기 어렵다. 한편, 수학이 적용되는 많

성취 수준 및 연관 관계로부터, 그래프로 주어진

은 분야에서 등장하는 함수는 명확한 함수식이

함수에서 학생들의 이해가 대수적 미분과 그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식

프적 미분에 구획된 경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외에 그래프 혹은 수치적 표로 제시된 함수에

있다.

대해서도 할선 기울기 혹은 평균 변화율로 미분

미분에 대한 표현 유창성의 두 번째 차원은

계수의 근삿값을 구해 미분을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된 함수에 미분 개념을 적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이와 같이 미

용하는 능력이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

분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 및 비 대수적

들이 대수식으로 주어진 함수로부터 미분 계수

함수에 미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를 정확히 계산해냈으나, 상당 수 학생들이 식

겪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 미분을 응용

외의 함수 정보(그래프, 수치 표, 함수・변화율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에 대한 언어적 기술)로부터 미분 계수를 표

이상과 같은 대학생들의 미분 이해의 약점은,

현・계산하는 데 실패하였다. 또한 이들 문항 간

주로 대수 식 혹은 그래프로 정의된 함수에 대

성취 수준의 연관 분석 결과로부터, 학생들의 대

하여 미분 개념을 평균 변화율의 극한 및 접선

수적 미분 개념 적용 능력이 주어진 함수 표현

의 기울기라는 그래프 표현을 중심으로 다루며

에 따라 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수치적 및 언어적 미분 표현은 거의 다루지 않

확인할 수 있었다.

는 학교 수학 및 전통적인 미적분학 교수 관행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전체 표현 변환 16

과 무관하지 않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 외적 표

문항 중 9문항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만점

현의 편중된 사용은 학생들의 이해가 특정 표현

을 받는 등 높은 성취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미

에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편, 학생

분 계수의 의미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항 및

성취 수준의 상대적인 유사성에 의한 문항 군집

비 대수적 함수 표현에 미분 개념을 적용하는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저조한 표현 변환 능력

문항에서는 상당히 낮은 성취 수준에 그쳤다. 또

및 표현 변환 능력 간 연결이 나타나지 않은 원

다양한 미분 표현 사이의 연결, 다양한 표현으로

인이 변화율 및 극한과 같은 기초 개념 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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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soning in representations of linear

미분에 대한 다양한 표현 변환 문항에 대한
대학생들의 성취 수준 및 그 연관 관계에 대한
본 사례 연구의 양적 분석은, 다양한 표현과의

fun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2(1), 167-192.
Ainsworth, S. (2006). DeFT: A conceptual framework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 및 오류의

for

구체적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보완될 필요

representations. Learning and Instruction, 16(3),

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 및 수학 외의 다른 전공

183-198.

considering

learning

with

multiple

대학생 등 다른 학생 집단에 대한 반복 연구도

Ainsworth, S. E., Bibby, P. A., & Wood, D. J.

미적분 교육이 학생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학생

(1998). Analys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집단 별 미분 이해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기여

multi-representational learning environments. In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양한 표현을 초점으

M. W. Van Someren, P. Reimann, H. P. A.

로 하나의 연결망으로서의 학생들의 미분 이해

Boshuizen, & T. de Jong (Eds.), Learning with

구조를 분석한 본 연구의 시도가, 다양한 표현을

multiple representations (pp. 120-134). Amsterdam:

사용하는 미적분 과제 설계 등 미적분의 개념적

Pergamon.

이해 및 다른 분야에서의 응용 능력 향상을 위

Amit, M., & Vinner, S. (1990). Some misconceptions

한 미적분 교육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

in calculus: Anecdotes or the tip of an

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ceberg? In G. Booker, P. Cobb & T. N. de
Mendicuti (Eds.), Proceedings of the 14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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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표현 유창성 문항 성취 수준 분포(명/%)

문항

0
이해의 결여

1
제한적인 이해

2
부분적인 이해

3
거의 완전한 이해

4
완전한 이해

A-A

0
(0.0%)

0
(0.0%)

0
(0.0%)

0
(0.0%)

34
(100.0%)

A-G

4
(11.8%)

2
(5.9%)

1
(2.9%)

4
(11.8%)

23
(67.6%)

A-N

6
(17.6%)

4
(11.8%)

0
(0.0%)

2
(5.9%)

22
(64.7%)

A-V

12
(35.3%)

8
(23.5%)

1
(2.9%)

8
(23.5%)

5
(14.7%)

G-A

4
(11.8%)

0
(0.0%)

5
(14.7%)

1
(2.9%)

24
(70.6%)

G-G

0
(0.0%)

0
(0.0%)

0
(0.0%)

1
(2.9%)

33
(97.1%)

G-N

2
(5.9%)

8
(23.5%)

6
(17.6%)

4
(11.8%)

14
(41.2%)

G-V

5
(14.7%)

9
(26.5%)

12
(35.3%)

3
(8.8%)

5
(14.7%)

N-A

9
(26.5%)

1
(2.9%)

6
(17.6%)

3
(8.8%)

15
(44.1%)

N-G

1
(2.9%)

2
(5.9%)

0
(0.0%)

0
(0.0%)

31
(91.2%)

N-N

0
(0.0%)

1
(2.9%)

5
(14.7%)

5
(14.7%)

23
(67.6%)

N-V

4
(11.8%)

0
(0.0%)

5
(14.7%)

11
(32.4%)

14
(41.2%)

V-A

10
(29.4%)

6
(17.6%)

9
(26.5%)

9
(26.5%)

0
(0.0%)

V-G

2
(5.9%)

1
(2.9%)

0
(0.0%)

1
(2.9%)

30
(88.2%)

V-N

1
(2.9%)

0
(0.0%)

0
(0.0%)

2
(5.9%)

31
(91.2%)

V-V

6
(17.6%)

8
(23.5%)

12
(35.3%)

3
(8.8%)

5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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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분에 대한 표현 유창성 검사 문항

출력

대수적(Algebraic)

입력

1. 함수       에서 미
분계수 ′의 값을 구하여라.

그래프적(Graphical)

수치적(Numerical)

8. 다음 그림은 함수
       와   에서
의 접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접
선 위의 점 A, B, C의 좌표를 찾아
라.

언어적(Verbal)

4. 다음 표는    근방에서
   의 함숫값을 나타내고 있
다.   에서의 미분 계수 값을
이용하여, 위 표에서 누락된 두 값
(①, ②)의 근삿값을 구하여라(근삿
값을 구하는 과정을 명시하시오).

10. 함수    에서 가   
로부터 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의 변화에 대
해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
시오.

대수적

11. 다음 그림을 함수 의 값 및
미분 계수를 이용하여 표현해보시
오.
(a)  
(b)  ′ 

3. 다음의 접선 기울기를 갖는 점
을 함수의 주어진 점(A, B, C, D,
E, F)중에서 찾아 쓰시오.











? ①



? ②

2. 아래 그래프는 임신 주수 t(주)
에 따른 태아의 몸무게(kg)의 함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c)
(a)에서 구한  25(주)에서의 접선
기울기를 태아의 몸무게와 관련하
여 해석해 보시오.




그래프

기울기
-3
-1
0

점

기울기
1/2
1
2

점

(a)  25(주)에서 이
선 기울기의 근삿값을
(b)  35(주)에서 이
선 기울기의 근삿값을

그래프에 접
구하여라.
그래프에 접
구하여라.

(d)  25(주)와  35(주)에서 접
선 기울기의 값 중 어느 값이 더
큰가? 또한 이것이 태아의 몸무게
와 관련하여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
지 설명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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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함수 값의 표이다.


 
표













(a)위 표의 정보를 이용하여  ′
의 근삿값을 구하여라(근삿값을 구
하는 과정을 명시하시오)

위 정보를 적절한 함수의 미분
계수 값으로 표현하여 보시오.
(※함수의 독립-종속변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고, 단위 및
미분 계수를 취하는 정의역의 값
도 명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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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표는 1945년부터 1960년까
지 각 해(  년)에 어떤 지역에 서식
하는
순록의
개체
수(마리)
   를 나타내고 있다.
년
개체수

13. 2018년 4월 27일, 모 방송사
의 저녁 8시 뉴스는 평점 4.3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뉴스 제작진은 이 평점에서 0.1
점 상승하면, 500만원의 수익이
증가한다고 추정하였다.
언어적

12 (b) 다음 네 그래프 중에서
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고르고,
그렇게 고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9. 신제품이 출시된 후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그 제품을 구입한 총 사
용자수는 증가하지만, 사용자 수의
증가율은 둔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품 출시 후 경과 시간  의 미분
가능한 함수로서 제품 소비자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시오.

1945
40

1950
165

1955
678

(c) (a)에서 구한 1945년에서 1950
년 사이의 평균변화율의 의미를 순
록의 개체 수 맥락에서 해석하시
오.

1960
2793

(a) 위 표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의 순록 수
 (마리)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
라.
(b) 1955년에서 1960년 사이의 순
록 수  (마리)의 평균변화율을
구하여라.
5. 누수 발생 분 후 물탱크에 있
는 물의 양을 (L)라 하자.
누수 발생 후 6분까지 물 양의
감소율은 점점 작아진다고 할 때,
다음 표 중 각 시각의 물의 양
을 나타낸 표를 고르시오.

(d) (a)와 (b)에서 구한 평균변화율
중 어느 값이 더 큰가? 또한 이것
이 순록의 수와 관련하여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보라.

7. 약의 복용량  (㎎)은 환자의 몸
무게 (㎏)의 함수   로
볼 수 있다.
  이라고
할
때,
′  의 의미를 몸무게 및 약
의 복용량과 관계하여 해석해보시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