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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일곱 고등학생들의 미분계수 개념 이해를 다양한 맥락(기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 응용 맥락)
및 과정-대상 다층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각 맥락에서 비율-극한 층의 과정-대상 이해를 진단하기 위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기호 그래프 물리적 맥락에서 비율 층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보였던 학생들도 평균변
화율 값이 두 변화량의 곱셈적 비교 결과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 한편 극한 층에 대하여, 일부 학생들
은 극한 과정을 상기하지 못하거나 그 일부만을 상기하는 등 불완전한 이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학생들의 미
분계수 개념 이해 양상을 통하여, 비율-극한의 다층 구조 및 다양한 맥락의 학습 기회와 관련하여 현행 미분 교
수 학습이 어떤 측면이 부족한지를 진단하는 것은 미적분 교육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핵심어: 미분계수, 다양한 맥락(혹은 표현), 과정-대상 이론, 변화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explore seven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derivatives at
a point in terms of multiple contexts (symbolic, graphic, numerical/verbal, physical, applied contexts) and also the
process-object layers. Student participants who demonstrated a structural conception of the ratio layer in symbolic,
graphic, and physical contexts revealed a weak understanding of rate values as the results of comparing two quantities
multiplicatively. As for the limit layer, some participants failed to think of the limit process, or could only think of
the partial limit process. The analysis of students’ understanding may suggest, in terms of multiple contexts and the
process-object layers, which aspects are lacking in current high school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s of derivatives.
KEY WORDS: Derivative, multiple contexts(or representations), the process-object theory, rate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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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하여 학생들의 미분 이해 양상을 분석해왔다.
미분의 맥락 혹은 표현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

이해는 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로,

자들이(Kim, 2017; Park, 2017; Oh, 2018; Choi,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는 것은

2000; Han, 2013) 접선과 도함수의 그래프 표현

그 개념의 교수 학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

및 기호적 정의 이해를 주 초점으로 우리나라

본 토대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분계수와 같은

학생들의 미분 이해에 대해 분석하였다. Lee,

수학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Ryu, & Cho(2015)는 미분계수 개념과 그 발생

가? 많은 연구자들이(예를 들어, Skemp 1971;

맥락 및 대수 기하 응용 맥락 사이의 연결의

Hiebert & Carpenter, 1992 등) ‘이해’에 대한 다

관점에서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조사하였으며,

양한 개념화를 제시해왔다. 특히 Sfard(1991)는

미분계수 개념의 대수적 그래프적 수치적 언

많은 수학 개념에 ‘조작적인 과정’과 ‘구조적인

어적 표현 능력을 분석한 Lee(2018)의 연구, 또

대상’이라는 두 측면이 공존한다는 점에 주목하

한 사회과학 맥락에서 학생들의 미분 개념 적용

고, 한 개념을 조작적인 과정인 동시에 정적인

능력을 보고한 Joo & Lee(2018)의 연구 등이 있

구조로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을 때 그 개념을

지만,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호적 그래프

완전히

표현 외 다른 표현(혹은 맥락)을 고려하여 미분

이해했다고

보았다.

      
′    lim  에서도

→

일 때 비율(평균변화율)

도함수

정의

우변에서는  →

․ ․

․

․

․

․

이해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
다. 한편 Choi(2018)는 평균변화율에 대한 과정-

      
을



계산하

대상 이해를 분석하였다. Lim(2005)은 미분에 관

는 무한 과정을, 그 좌변에서는 우변의 무한 과

한 설문 문항을 Zandieh의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

정이 하나의 완결된 대상이 된

관찰할

류하고, 기호 그래프 언어적 맥락에서 비율-극

수 있다. 이와 같이 도함수는 정의역의 각 값에

한-함수층 설문 문항들의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대하여, 그 함숫값이 ‘평균변화율(비율)’의 ‘극한’

특히 Lim(2005)은 함수층 문항의 정답률이 그에

으로 정의되는 ‘함수’이다. Zandieh(1997, 2000)는

선행하는 비율 및 극한 층 문항의 정답률보다

그 각각이 ‘과정’이자 ‘대상’인 ‘비율’, ‘극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양

‘함수’라는 미분의 다층 구조 및 개념에 대한 사

상을 비율-극한 층에 대한 이해 없이 함수층에

고를 매개하는 다양한 맥락(혹은 표현)을 고려한

대한 이해만 가지고 있는 의사 구조적 이해로

이차원 분석틀을 이용하여 미분에 대한 학생들

해석하였다. 그러나 Lim(2005)은 미분을 구성하

의 개념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Zandieh의 분석틀

는 각 하위 개념의 과정-대상 이해를 구체적으

은 ‘과정 대상’, 또한 ‘비율 극한 함수’로 더

로 포착하지는 못했다.

→

 ′   를

→ →

․

․

상위 단계의 인지적 추상화가 진행되는 개념의

이 연구는 Zandieh의 이차원 분석틀로 일곱 고

‘깊이’와 함께 개념의 다양한 표현 혹은 맥락이라

등학생들의 미분계수 개념 이해를 분석한 사례

는 ‘너비’를 반영하고 있으며, 여러 연구들(Jones

연구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 Watson, 2017; Likwambe & Christiansen 2008;

충분히 탐색되지 않은 ‘기호 그래프 수치/언

Roorda,

Vos, & Goedhart, 2010; Roundy et al.,

어 물리 응용 맥락’ 및 ‘과정-대상 다층 구조’

2015)이 Zandieh의 이차원 분석틀을 수정 및 확장

관점에서 학생들의 미분계수 이해를 분석하는

2019, Vol. 29, No.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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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

주목하였다. 그녀는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서도

과 같다.

일반적으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인식이 구조적

․

․

․

1) 기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적

맥락에서

인식보다 선행한다고 추측하고, 특히 계산적인

학생들의 미분계수의 비율-극한 층 과정-대상

조작으로부터 추상적인 대상으로의 이행 과정을,

이해는 어떠한가?

과정에 익숙해지고 실제적인 수행 없이도 과정에

2) 응용 맥락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

대한 사고가 가능하게 되는 ‘내면화(interiorization)’,

의 미분계수의 비율-극한 층 과정-대상 이해

여러

는 어떠한가?

(condensation)’, 앞 단계의 과정이 하나의 완전한

3) 학생들의 미분계수에 대한 과정-대상 이해 양

과정

단계를

하나로

축약하는

‘압축

정적 구조로 정착되어 그것을 바탕으로 더 상위

상이 미적분 교수 학습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

의

단계에서의

내면화가

시작되는

인가?

(reification)’의 세 단계로 설명하였다(Sfard, 1991,

‘실재화

pp. 18-20).
자연스러운 개념 발달 과정에서, 어떤 수학 개

II. 이론적 배경

념에 대한 구조적 인식은 조작적 과정으로부터
내면화-압축-실재화 단계를 거친 산물이다. 그러

1. 수학 개념에 대한 과정-대상 이해

나 교수학습에서 어떤 개념의 조작적 근원을 생
략한 채 구조적 정의로 추상적인 대상으로서의

․

Sfard(1991)는 수 함수와 같은 많은 수학 개념

개념을 학생들에게 바로 주입한다면, 학생들은

에는 구조적인 대상과 조작적 과정의 양 측면이

과정으로부터의 실재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구조적 대상’과 ‘조작

못한 채 그 대상의 특정 표현(예를 들어 함수에

적 과정’은 수학적 개념 자체의 존재론적 특성

서 함수식이나 그래프)을 마치 대상 그 자체처

이자 수학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심리적 인식

럼 생각하게 될 수 있다(Sfard, 1991, pp. 21-23;

(conception)이다. 어떤 수학적 개념을 ‘대상’으로

Sfard & Linchevski, 1994, pp. 220-222). Sfard &

구조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개념을 마치 시 공

Linchevski(1994, p. 220)는 특정 표현에 의존하여

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사물과 같이 정적인 구조

어떤 수학 개념을 대상처럼 조작하나, 대상이 태

로 참조하는 것을 말한다(Sfard, 1991, p. 4). 반면

동하는 조작적 과정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

어떤 개념을 조작적인 ‘과정’으로 인식한다는 것

을 때 이러한 개념 인식을 “의미론적으로 역전

은 그것을 정적인 대상보다는 “과정, 알고리즘,

된(semantically

행동 그 자체” 혹은 “이러한 과정의 산물”로 보

(quasi-structural approach)”이라고 불렀다.

는 것이다(Sfard, 1991, p. 4, 33).

․

Sfard는 수, 함수 개념에 대한 역사 발생적

debased),

의사

구조적

접근

2. 미분계수 개념의 과정-대상 다층 구조

인지 심리적 분석을 통하여, 많은 수학적 개념이
처음에는 조작적인 과정으로 인지되며, 차후에

Zandieh는 Sfard(1991)의 과정-대상 논의를 미

상위 단계에서의 수학적 필요성으로 인해 조작

분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다음과 같

적인 과정이 구조적 대상으로 전환된다는 점에

이 ‘과정’이자 ‘대상’인 비율-극한-함수의 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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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분석하였다(Zandieh, 1997, pp. 65-69). 미
분 개념의 가장 바닥 층은 비율 층으로,

Table 1의 이차원 분석틀에서 각 셀은 조작적

 증분

과정이자 구조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을  증분으로 나눈 결과로 비율(혹은 평균변화

Zandieh(2000, p. 107)는 그에 내재된 조작적 ‘과

∆
율) 
을
∆

정’과 유리되어 ‘의사-구조적(Sfard, 1991)’으로

얻는다. 극한 층에서는

 증분이

0에

∆
들이

∆

가까이 감에 따라 두 증분의 비율

특

인식된 ‘대상’을 ‘의사 대상(pseudo-object)’이라고
불렀다.

정한 실수 값에 한없이 다가가는 극한 과정을

Zandieh(1997, 2000)는 AP 미적분학 BC 과정을

통하여, 해당 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이라는 대상을

학습 중이었던 12학년 미국 고등학생 9명을 대

얻게 된다. 마지막 함수층에서는 정의역의 각



상으로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하여, “미분이

값과 해당 점에서의 순간변화율 값 사이의 대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와 같이 학생이 가지고

과정을 대상화하여 도함수

얻을 수 있다.

있는 미분에 대한 개념 이미지를 환기하는 질문

이와 같이 미분 개념의 세 층은 과정이자 대상이

및 문제 해결에 대한 각 학생들의 반응을 Table

며, 하위 층의 대상이 상위 층의 과정에서 사용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Zandieh는 의사

되는 방식으로 하위 층이 상위 층에 포섭된다.

구조적 및 구조적 인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틀에

 ′   를

한편, 한 개인이 어떤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도식적으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미분이 무엇

개념 이미지는 그 개념의 다양한 표현을 포함하

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학생이 한 점

는데(Zandieh, 1997, p. 64), 특히 비율/극한/함수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언급했으나 그 이상의

층은

표현

추가적인 설명을 못했다면, Zandieh(2000, pp.

가진다2).

114-115)는 이 학생이 (접선의) 기울기는 알고 있

Zandieh는 비율-극한-함수층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으나 (  증분)/(  증분)의 비 과정에 대한 언급 없

표현을 행과 열로 고려한 2차원 분석틀(Table 1)

이 기울기라는 그래프 표현만을 참조하고 있으

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미분 이해를 분석하였다.

므로, 그래프 표현의 비율 층에 (비율 층에 대한

각각

․ ․ ․

그래프 언어 물리 기호적

(representation)

혹은

맥락(context)을

구조적 인식을 의미하는 닫힌 원이 아닌)의사
Table 1. Two dimensional framework for

구조적 인식을 나타내는 열린 원으로 코딩하였

analys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다. 또한 (접선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할선 기울

derivatives(Zandieh, 2000, p. 106)

기의 극한 과정에 대한 의식 없이)극한 과정의

다양한 맥락(표현)
과정-대상 층

그래프
맥락

비율

언어적
맥락

물리적
맥락

결과인 해당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만 언급했기
기호적
맥락

에 그래프 표현의 극한 층에 의사 구조적 인식
을 의미하는 열린 원으로 코딩하였다.

극한

Zandieh(1997, 2000)는 연구 참여자들이 AP미

함수

적분학을 학습 중이었던 우수 고교생들이었음에

․

2) Zandieh (2000, p. 105)는 미분에 대하여 그래프, 언어, 물리, 기호적 ‘표현’ 과 미분의 실생활 응용 ‘맥락’
까지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표현(representation)’과 (그래프 언어 물리 기호적) 표현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의) ‘맥락(context)’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도 Zandieh의 용례를
따랐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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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m   lim 
  
∆  →  ∆
→

함수층에 대하여 ‘대상’의 바탕을 이루는 ‘과정’
에 대한 의식 없이 소위 ‘의사-대상’만을 조작하

극한의 정의에 의하여, 주어진 점  근방에서,

는 의사 구조적 인식을 보였으며, 한 표현에서의

′   와 평균변화율  의 차이를 임의의 주어
△

과정 이해를 그와 동치인 다른 표현에서의 과정
이해로 전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보고하
였다.
Zandieh(1997, 2000)는 분석틀에서 의사 구조적
및 구조적 인식으로 코딩한 사례들을 제시하였
으나, 각 셀의 이해 평가를 위해 사용한 구체적

․

인 인터뷰 질문과 의사 구조적 구조적 인식에
대한 코딩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Jones & Watson, 2017). Jones & Watson(2017)은
Zandieh 연구의 이와 같은 방법론적 모호성을 보
완하기 위하여, 이차원 분석틀의 셀 별로 이해를
평가하기 위한 인터뷰 질문 목록 및 이러한 질

․

△

진 오차 이내로 만들 수 있는  의 작은 근방
△ 을 택할 수 있다. 만약 함수  의 그래프를

점    를 중심으로 충분히 확대한다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 근방에서 근사적으로 일차
함수 △   ′ △ 의 그래프와 같으므로, 일차
함수와 유사하게 ′   를  근방의 충분히 작은
 증분과 곱하면, 이에 대응하는  증분의 근삿값

을 얻을 수 있다(Callahan, 2010, p. 4).
이와 같이 일차함수의 기울기 혹은 미분계수
를 “  변화량이  변화량의 몇 배인가?”를 기술하
는 변화율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 ․

△
이

△

수반하

문에 대한 의사 구조적 구조적 인식의 코딩 정

는 나눗셈 분수 비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

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요로 한다. ÷ 의 나눗셈 혹은 나눗셈의 결과인
분수

3. 학생들의 비율-극한 층 이해


의



의미는 “분할( 는 개의 크기로 등

분할 수 있다)”, “할당( 로부터 특정 크기를 
개 만들어 낼 수 있다)”, “상대적 크기(relative

중학교 수학 2에서는 일차함수를     와
같이  가  의 일차식으로 표현되는 함수로 정의
하는데, 임의의 두 점 사이의   증분 △ 와
△
△ 를 생각하면 원래의 일차함수 식을   으
△

로 다시 쓸 수 있다. 따라서 원래     의 
의 계수 혹은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인 는 △
에 대한 △ 의 비율이므로, 를 승수(multiplier)
로 사용하여 주어진 임의의 독립 변수 변화량과
곱하면 이에 대응하는 종속 변수의 변화량을 구
할 수 있다. 일차함수와 달리 비선형 함수의 변
화율 혹은 기울기는 점마다 변한다. 그러나 함수
 가 다음과 같이 정의역의 한 점  에서 미

분 가능하다고 하자.

size: 는 의 배이다)”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Simon, 1993; Thompson & Saldanha, 2003;
Choi, 2018, pp. 24-31), 앞에서 논의한 일차함수
의 ‘일정한’ 변화율 혹은 ‘순간변화율’의 이해 및
이를 이용한 양적 추론을 위해서는 나눗셈을 한
변화량의 다른 변화량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구
하는 연산으로, 그 결과로 얻은 분수를 한 변화
량의 다른 변화량에 대한 상대적 크기 값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이
학생 및 교사들도 나눗셈이나 분수를 상대적 크
기를 구하는 연산 혹은 결과로 해석하지 못한다
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Byerley, Hatfield, &
Thompson, 2012; Byerley & Thomps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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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의 의미에

Simon, 1993)
예를 들어 7:5라는 비, 그리고 이 비의 값 혹

대하여 ‘가로로 3만큼 갈 때, 세로로 2만큼 올라

은 단위 변화율 1.4(= )은, ‘기준량 5와 비교하

간다’라고 해석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제시된

는 양 7’ 혹은 ‘기준량 1에 대한 비교하는 양

‘고정된 덩어리(chunk)’) 3 외의 다른  변화량에

1.4’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4:10=21:15=0.7: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변화량이  변화량의

…

…

0.5 (혹은 1.4/1=7/5=14/10 )등 이와 동치인 곱
셈적 관계를 표현하는 동치류이다. Simon &
Placa(2012)는 변화율 이해는 두 양의 일정한 곱
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측정 척도로서의 비율
(ratio-as-measure)’ 을 바탕으로 하지만, 전통적인
수학교육과정에서는 척도로서의 비율의 의미에
대한 학습 기회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일차함수에서 기울기는

변화량
으로

변화량

정





배라는 점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기울기 계산의
나눗셈이  변화량과  변화량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
는 것이다(Stump, 2001a, p. 216; Coe, 2007, pp.
206-208). 고등학교 교사들의 기울기 의미를 조
사한 Byerley & Thompson(2017)은 많은 교사들
의 기울기 이해가 위와 같은 ‘덩어리 의미’에 머
물러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의되는데, 여러 연구들이(Byerley & Thompson,

평균변화율은 변화하는 두 양 사이의 “가설적

2017; Stump, 1999, 2001a; 2001b 등) 학생 또한

인” 곱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다(Musgrave &

일부 교사들도 기울기를 두 변화량의 곱셈적 관

Carlson, 2017, p. 139). 예를 들어, Figure 1에서

계를 나타내는 변화율로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대나무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tump(1999)는 예비

  
  일 은

  

및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기울기에 대한 인식조

․

수직증가량
사 결과, ‘기하학적 비( 
) 대수적 비
수평증가량

․물리적 성질(경사/기울어진 정도/각)․
함수적 성질(함수의 두 변수 사이의 변화율)․
(일차함수식의 의) 계수․삼각비 인식(경사각의
탄젠트)․미적분학적 인식(미분계수)’의 일곱 범

키의

시간에

대한

평균변화율

대나무 키가 25-28일 사이에

(만약 성장속도가 3일 동안 같다고 가정하면) 하

㎝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루 동안 70

  
(
)
  



주를 도출하였는데(Ibid, p.129), 대부분의 교사들
이 기울기를 ‘기하학적 비’로 이해했지만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 변화량의 비율’이라는
함수적 성질로 인지하지는 못했다. 한편, Byerley

Figure 1. Introduction of the average rate of

& Thompson(2017)은 독립 및 종속 변수 변화량

change(Woo et al., 2014, p. 108)

사이의 일정한 곱셈적 관계를 표현하는 일차함
수 기울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족한 이해 양

물리에서 어떤 물체의 ‘평균 속력’은, 주어진

상을 ‘덩어리 의미(chunky meaning, Ibid, p. 172)’

시간 동안의 물체의 실제 운동과 관계없이, 만약

라고 불렀다. 덩어리 의미는, 예를 들어  과

이 물체가 이 속력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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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했다면, 동일한 거리만큼 이동했을 것이

수  ”이 부족한 의사 구조적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점을 말해준다(Holton & Brush, 2005, p.

고 지적하였다.

68). 이와 같이 (비선형) 함수  의 구간  
위에서의 평균변화율

  
은,

 

주어진 구간

에서 원래의 비선형 함수와 동일한 종속 변수
변화량을 낳을 수 있는 일정한 변화율 값이다.
수학과 강의 조교들을 대상으로 평균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조사한 Musgrave & Carlson(2017)은,

미분계수 개념의 두 번째 층은 함수의 극한이
다. Cottrill et al.(1996)은 미적분학을 배우는 학
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함수의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많은 연구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복
잡한 인지 과정임을 발견하였다.
al.(1996)는

함수

극한의

발생적

Cottrill

et

분해에서,

lim  의 극한 과정은 하나의 과정이 아니

상당 수 강의 조교들도 평균변화율에 대해 기하

→

학적인 할선의 기울기 혹은 평균변화율의 계산

라, 정의역과 공역에서의 두 극한 과정(정의역의

공식 이상을 알고 있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 ; 공역에서 함숫값   →  ) 이 함수 에

Choi(2018)는 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변

의해 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Cottrill et al.,

화율 및 그 하위 개념(나눗셈, 분수, 비율, 기울

1996, pp. 177-178) Cottrill et al.(1996)의 아이디

기)의 의미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어를 미분계수에 적용하면, 미분계수의 극한 과

평균변화율을 할선의 기울기로 알고 있었으며,

정은 ‘  증분이 0에 가까워지는 정의역의 극한

산술 평균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과 ‘평균변화율이 순간변화율에 가까워지는

세 학생 모두 평균변화율을 △ 가 ∆ 의 몇 배

공역의 극한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두

인지를 알려주는 수치적 비율로 생각하지는 않

극한 과정은 주어진 임의의 양수  에 대하여 ‘

았다. Choi(2018)는 이와 같이 ‘변화율’로서의 평

∆
  ∆  →     ′    ’을 만족하는 양수
∆

균변화율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나눗셈, 분수,
비율, 기울기 의미에 대한 약한 이해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Choi(2018, p.
124)는 이 학생들이 교과서의 통상적인 평균변

를 찾는 과정으로 조정된다.

4. 교과서에서의

미분계수의

과정-대상

다층 구조

화율 계산 문제를 거의 다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변화율을 두 변화
량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해
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학생들이 평균
변화율에 대해 평균변화율 값이라는 대상은 계
산하나 이에 선행하는 “ ∆ 에 대한 △ 의 상대
적 크기 측정을 위한 나누기 과정”, “상대적 크
기 의미를 가지는 몫으로서의 분수

△
”로서의

△

대상, “두 양의 변화량을 관련시키는 일정한 상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학습했던 교과서
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미분계수의
과정-대상 다층 구조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본다3). 초등학교 교과서 5-2에서는 두 양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를 도입한 뒤, 기준량에 대
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비교하는 양)/(기준량)’
을

비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p. 108).

3)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초등학교 수학은 2007개정 교육과정으로, 중학교부터는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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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definition of derivatives at a

Ⅰ

point in the High School Calculus

(Woo et al., 2014, p. 110)

Figure 2. Slopes in the Middle School
Mathematics 2(Kim et al., 2013, p.128)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Woo et al., 2014, p. 112).

Ⅰ

중학교 수학 2(Kim et al., 2013)에서는 일차함

한편, 미적분 과 비슷한 시기에 학습하는 고등학

수를  에 대한 일차식으로 나타나는 함수로 정

교 물리 (Kwak et al., 2016, pp. 27-28)에서는 같

의한다. 일차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직선이

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혹은 같은 시간

 증가량
으

 증가량

동안 이동한 거리로 물체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되는데, 이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로 구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이 일차함수 식에서
 의 계수 와 같음을 설명하고 있다(Figure 2).

Ⅰ

고등학교 미적분 에서는 함수  에서  증분
에 대한  증분의 비율을 평균변화율로 정의하고,
함수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된다
는 점을 설명한 후, 미분계수 ′ 의 기호적 정
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Figure 3). 이와

Ⅰ

같이 미적분 에서는 비율(평균변화율) 과정( ∆
와 ∆ 의 곱셈적 비교) 및 극한 과정(‘∆ 가 0으
로 가는 정의역의 극한 과정’과 ‘평균변화율이 순
간변화율에 가까워지는 공역에서의 극한 과정’ 및
두 극한 과정의 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없이
비율 및 극한 대상을 이용하여 미분계수를 기호적
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
미’에서는 ∆ 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할선의
기울기(평균변화율)가 해당 점 근방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극한 과정을 그래프

2019, Vol. 29, No. 4

Ⅰ

있는데, 특히 ‘단위 시간 동안 이동 거리’를 속력
이라고 정의하고, 물체의 이동 거리를 걸린 시간
으로 나누어 속력을 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
다. 또, 빠르기가 계속 변하는 물체의 경우 ‘운동
중의 속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변위를 걸
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정의한다(Ibid, p. 28). 또한 순간 속도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매 순간의 속력과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며, 이러한 순간 속도는 미분 개념에 대한
참조 없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위를 그 사
이에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음을 설명

Ⅰ

하고 있다(Ibid, p. 28). 미적분 에서도 ‘속도와 가
속도’ 소단원에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다루

Ⅰ

고 있는데, 물리 과 달리 시각  에서의 점 P의
위치함수  를 도입한 뒤 평균 속도를  의
평균변화율로, 순간 속도를  의 순간변화율로
설명하고 있다(Woo et al., 2014, p. 160).

․

이 지 현 이 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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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전반 인터뷰에서 사용한, 연구자들
이 Jones와 Watson(2017)이 제시한 인터뷰 질문

․

이 연구의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분석 방법은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질문 및 문제 목
록이다. 연구자는 미분계수에 대한 개념 이미지

다음과 같다.

탐색을 위한 일반 질문(“미분계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를 시작으로 기

1. 연구 참여자

→

→ ․ →

호 그래프 수치 언어 물리 맥락 순으로 학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터뷰 당시(2019년 1

생들의 비율-극한 층 이해를 탐색하기 위한 질

학기) 서울 남부 지역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자

문을 차례로 하였으며, Table 2에 제시된 질문

연계열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 참여 홍보

외에도 학생 답변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학생의

후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 중 미적분

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추가 질문을 하

고사 성적 담당 수학 교사 의견을 종합하여 가

였다. 전반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학생마다 차

능한 넓은 범위의 학생 이해를 관찰하기 위해 7

이가 있어 40-90분 정도 소요되었다.

Ⅰ․모의

․

․

명 학생(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을 최종 선정하

Table 3의 두 응용 맥락 문제는 ‘자연 사회

였으며, IRB 연구 참여 동의서 획득 후 인터뷰

맥락 및 실세계의 현상으로부터 수학적 모델로

를 진행하였다. 7명 학생들의 작년 미적분

형식화’ 및 ‘수학적 모델로부터 실세계 현상에

신 성적 분포는 2등급(3명), 3등급(2명), 4등급(1

대한 해석’이라는 모델링 단계를 반영하여 연구

명), 5등급(1명)이었으며, 올해 실시된 6월 모의

자들이 재구성한 것이다4). 응용문제 1은 자연

평가 성적은 2등급(2명), 4등급(2명), 5등급(3명)

맥락에서 혈중 약물 농도 데이터를 미분계수로

으로, 고등학교에서 수학공부를 놓지 않은 2-5등

형식화하는 문제였으며, 응용문제 2는 경제 맥락

급(상위 4%-60%)사이의 학생들이었다.

에서 미분계수 값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제이다.

Ⅰ내

후반 인터뷰에서는 두 응용문제를 제시한 후 학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생이 혼자 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을 부여하였다. 학생이 두 문제에 대해 답을

이 연구의 주 자료원은 참여 학생들과의 개별

쓴 후 연구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을

․

인터뷰로, 이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는 두 부분

요청하였으며,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비율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반 인터뷰에서는 ‘기

극한 층 이해를 보다 명확히 포착하기 위한 추

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 맥락’ 에서의 미분

가 질문을 하였다. 응용문제에 대한 후반 인터뷰

층에 대한 과정-대상 이해를,

소요 시간도 15분에서 30분 정도까지 학생에 따

후반 인터뷰에서는 응용 맥락 문제 해결을 통하

라 편차가 있었다. 각 학생과의 인터뷰는 녹음/

여 미분계수의 비율 극한 층에 대한 이해를 살

녹화되었으며 추후 분석을 위해 각 학생의 응답

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을 인터뷰 질문/문제 별로 전사하였다. 또한 인

․

계수

․
비율․극한

․

․

4) 응용문제 1은 개혁 지향 미적분 교과서 Hughes-Hallett et al.(2010)에 제시된 상황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이
제작한 문항이며, 응용문제 2도 같은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단위와 수
치를 수정한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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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iew questions and tasks for assessing students’ process-object understanding

․

․

․

of derivatives at a point in symbolic graphic numerical/verbal physical contexts
인터뷰 질문

각 질문의
해당 맥락/층

‘미분계수(예:  ′   )’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Zandieh, 1997).
‘미분계수’의 정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Jones & Watson, 2018)? 함수      에
대하여    에서의 미분계수  ′   를 정의에 따라 계산해 보세요.

식

     



또는

   
의

 

의미가 무엇입니까(Jones & Watson, 2018)? 함수

에 대하여 가 2에서 4로 변할 때 의 평균변화율을 (식으로 표현하고) 계산해
보세요. 이 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lim 의 의미가 무엇입니까?(Jones & Watson, 2018)
→

함수     의 그래프가 위와 같을 때, 그래프에서    에서의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호적 표현

기호적 표현
비율
기호적 표현
극한

그래프 표현

직선의 기울기란 무엇입니까(Jones & Watson, 2018)?

그래프 표현
비율

위 그래프에서   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을 어떻게 찾거나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한 근삿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 표현
극한

함수   에 대하여     이고    에서의 미분계수  ′   의 값이  ′     라고 할
때, 이 값들로부터 이 함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말해보세요.

수치/언어적 표현

함수   에 대하여     이고,     입니다.
 의 값이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변화율 값의 의미를 설명해보세요.

수치/언어적
비율

함수   에 대하여     이고    에서의 미분계수  ′   의 값이  ′     라고
합시다. 이때  가    로부터 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   값을 이용하여   값
에 대해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    로부터 2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Jones & Watson, 2018의 문항 수정)

수치/언어적
극한

순간속력과 미분계수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Jones & Watson, 2018)

물리적 표현

다음은 어느 컬링 선수가 출발점에서 스톤을 놓은 후 초, 초, 초가 지났을 때의 스톤
의 위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5초에서 초까지의 스톤의 평균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Lee et al., 2019, p. 98)?

컬링 선수가 스톤을 던진 후 초가 되었을 때, 스톤의 순간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요? ‘순간속력’에서 ‘순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또, ‘순간’ 속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
야 할까요(Jones & Watson, 2018) ?
2019, Vol. 29, No. 4

물리적 표현
비율

물리적 표현
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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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erview tasks in the applied contexts
응용 맥락 문제 1

어떤 약을 투약 0.5분 후 혈중 약의 농도는 1( ㎍㎤)이다. 또 0.1분이 더 지난 0.6분

자연맥락

후 혈중 약의 농도는 0.97( ㎍㎤)이 된다고 한다. 위 정보를 함수의 미분계수를 이

→

실세계 현상 수학적 모델 용해 표현해 보십시오. 이 미분계수의 단위는 무엇이 될까요?
응용 맥락 문제 2
사회맥락

→

수학적 모델 실세계 현상

상품 판매량  (개)은 상품 가격  (원)의 미분 가능한 함수   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라고 할 때, ′   의 의미를 해석해보시오.

터뷰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필기 및 응용

를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한 최종 코딩 프레임

과제에 대한 답안도 같이 수합하였다.

을 기반으로 두 과제에 대한 각 학생들의 반응

인터뷰 종료 후 연구자들은 전반 인터뷰의 각

․

․

․

을 코딩하였다. 이상의 ‘기호 그래프 수치/언

․

․

맥락 비율 극한 층 탐색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어 물리적 맥락’ 및 ‘응용 맥락’에서의 비율

반응을 (과정 이해 없이 ‘(의사)대상’을 다루는)

극한 층에 대한 과정-대상 이해를 코딩한 코딩

‘의사 구조적 인식’ 혹은 ‘(대상 뿐 아니라 대상

프레임 및 코딩 결과는 연구 결과에 제시하였다.

근저의 과정도 이해한)구조적 인식’으로 코딩하
기 위하여, 선행 연구(Zandieh, 1997, 2000; Jones

IV. 연구 결과

& Watson, 2017) 및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을 반
영하여 예비 코딩 프레임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
하여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각 학생들의 인터
뷰 자료를 검토하면서 학생들의 각 맥락에서의

․

․

1. 기호 그래프

․수치/언어․물리적

맥락에서의 미분계수 과정-대상 이해

비율 극한 층 이해를 세 수준(구조적 인식
(Closed circle: 약자 C로 표기함), 의사 구조적

Table 5는 네 맥락의 비율-극한 층에 대한 학

인식(Open circle: 약자 O로 표기함), N(해당 층

생들의 과정-대상 이해를 탐색하기 위한 인터뷰

이해 결여)으로 코딩하였다. 코딩 결과 비교 및

질문목록에 대한 일곱 명 학생들의 반응을 Table

학생들의 반응 해석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코딩

4의 프레임(coding frame)에 따라 코딩한 결과를

프레임을 수정하여, 두 연구자가 학생들의 반응

요약한 것이다. 다음은 각 맥락별로 인터뷰에서

을 각자 재 코딩하였다. 두 연구자 간 코딩이 일

드러난 학생들의 비율-극한 층 과정-대상 이해를

치하지 않았던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는 토론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통하여 코딩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후반의 응용문제 해결 인터뷰 역시 각 문제

가. 기호적 맥락

해결에서 비율-극한 층 내용 요소를 추출한 뒤,

“미분계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곱 학

각 문제 해결에서의 학생 반응을 고려하여 각

생들은 공통적으로 해당 점에서의 (접선 혹은

층에서의 학생 이해에 대한 예비 코딩 프레임을

함수의)기울기를 떠올렸다. 다섯 학생(학생 2, 3,

구축하여 두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4, 6, 7)들은 미분계수 혹은 도함수의 기호적 정

두 연구자는 예비 코딩 프레임으로 코딩한 결과

의를 정확하게 기억했으며, 학생 6을 제외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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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ding definition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interview questions of the ratio-limit layer in each context.
해당 층 이해 결여(N)

의사 대상 혹은 의사 구조적 인식(O)

구조적 인식(C)

     
   
차분몫 식(  ,  )서술 혹은 주어진
차분몫 식을 서술하거나 구체적인 함수에서 평균변화율



기호적-비율

기호적-극한

구체적인 함수에서 평균변화율 값을 계산할 수 있음. 그러 값을 계산하고, 평균변화율의 의미를 할선의 기울기로
설명
나 평균변화율의 의미는 설명하지 못함.
차분몫 앞에 lim 혹은 lim 와 같은 극한 기호를 기술 정의역에서  → 혹은   →0에 따라, 차분몫(평균변
→
→
극한에 대해 전혀 말하지
함. 그러나 극한과정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정의역의 극 화율)이 순간변화율에 다가가는 공역의 극한과정도 설명
못함
할 수 있음.
한과정( → 혹은   →0)만을 설명함.
직선의 기울기를 기하학적 이미지(기울어진 정도)로 인 기울기를“증분/증분, △△, 값이 변화함에 따라
식
서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등으로 분석적으로 인식

그래프적-비율

[모눈종이 위 함수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의 근삿값 과
제 해결] ‘함수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라는

그래프적-극한

접선에 대한 기하학적 이미지(대상)는 가지고 있으나, 접선
이 생성되는 극한 과정을 떠올리지 못함

해당 점을 포함한 가까운 근방에서의 할선(혹은 평균변화
율)의 기울기라는 접선이 생성되는 극한과정을 참조하여
접선 기울기의 근삿값을 구함.

수치적․ 언어적
-비율

주어진 정보로 평균변화율 값을 정확히 계산하나, 계산 평균변화율을 변화량이 변화량의 몇 배인지를 알려주
절차 혹은 두 점의 기울기라는 그래프 표현 외에 평균 는‘비율’로,
변화율 값을 변화량과 변화량의 곱셈적 관계를 알려 (만약 주어진 구간에서 이 함수의 변화율이 일정했다면)
의  단위 변화에 대응하는 값의 변화량으로 이해
주는 비율로 생각하지는 못함.

미분 계수 값을 이용한
수치적․ 언어적 가까운 근방의 함수 값
-극한
추측 가능성에 대한 이해
전무

[  ′   값을 이용하여    근방의 함수 값 추측 과제]
주어진 미분 계수를 이용하여 그 근방의 함수 값에 대
한 추측가능성을 이해하고, 해당 점에 더 가까울수록 더
좋은 근삿값을 얻을 수 있음을 이해함.

주어진 미분 계수를 이용하여 해당 점에 가까울수록 그
근방의 함수 값에 대한 더 좋은 근삿값을 얻을 수 있음
을 이해하며, ′값을 변화율로 사용하여   근방에
서의 구체적인 함숫값 혹은 함숫값의 변화를 추측

평균 속력은 계산하나, 평균 속력의 단위는 모름

평균 속력 및 그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

물리적-비율

물리적-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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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속력 계산 실패

순간 속도가 한 ‘순간’에서의 속력이며, 또한 순간속
순간 속도가 “한 점”에
해당 시각에서의‘순간’속력의 근삿값을 주어진 시각
력 측정을 위해 순간 근처의 정보가 필요성을 이해함.
서의 순간변화율임을 이
을 포함한 짧은 시간 간격에서의 평균 속력으로 구할
그러나 순간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하지 못한 반응
수 있음을 이해
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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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ding result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ratio and the limit layers

․

․

․

in the symbolic graphic numerical/verbal physical contexts
(C: structural conception/O: pseudo-structural conception/N: no understanding of the corresponding layer)
(맥락, 층)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학생6

학생7

(기호, 비율)

O

C

C

C

O

O

C

(기호, 극한)

N

O

C

C

N

O

C

(그래프, 비율)

C

C

C

C

C

C

C

(그래프, 극한)

O

O

C

C

O

C

C

(수치적/언어적, 비율)

O

O

O

O

O

O

O

(수치적/언어적, 극한)

C

O

C

C

N

N

O

(물리적, 비율)

N

O

C

C

N

O

C

(물리적, 극한)

O

O

C

C

O

N

C

학생은 비율

     
의



의미를 그래프에서

할선의 기울기로 설명하였다(비율 층 구조적 인
식). 미분계수 정의를 쓰지 못한 학생 1과 5, 정
의를 썼으나 정의의 비율

     
이



무엇

인지를 설명하지 못한 학생 6도 구체적인 함수

의 극한과정은 떠올렸으나, 공역의 극한 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못했거나(학생 6), 평균변화율이
아닌 종속변수의 변화를 생각하였다(학생 2). 이
와 같이 극한 과정에 대해 부분적인 이미지를

․

가지고 있었던 학생 2 6의 사례를 의사 구조적
인식으로 코딩하였다.

및 구간이 주어졌을 때 해당 평균변화율 값(비
율 대상)은 정확히 계산해냈으나, 이 세 학생

․․

나. 그래프 맥락

(1 5 6)은 평균변화율에 대해 계산 절차 밖에
설명하지 못해 비율 층에서 의사 구조적 인식으

일곱 연구 참여자 모두 직선의 기울기를 기

로 코딩하였다. 극한 층에 대하여, 미분계수 정

하학적 표상 뿐 아니라 “  증분/  증분”, “  값이

의를 기억하지 못한 학생 1과 5는 미분계수의

변화함에 따라서  값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

극한 개념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세

타내는 것”등으로 분석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함

학생(학생 3, 4, 7)은 미분계수 정의에서 증분

수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미분

이 0으로 감소함에 따라(정의역의 극한 과정),

계수의 기하학적 표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

평균변화율이 순간변화율에 가까이 간다는 점

나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학생에 따라 차이

(공역의 극한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학생

가 있었다.

․

2와 6은 미분계수 정의에서 극한을 기호적으로

다음 Figure 4 5는 모눈종이 위에 제시된 함

표현했으며 증분이 0에 가까워지는 정의역에서

수 그래프에서    에서의 접선 기울기 근삿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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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udent 5’s response

Figure 5. Student 7’s response

(Coded as a ‘pseudo-structural conception’ of the

(Coded as a ‘structural conception’ of the limit

limit layer in the graphic context)

layer in the graphic context)

을 구하는 그래프 맥락/극한 층 인터뷰 과제에

조작하는 의사 구조적 인식으로 코딩하였다.

대한 학생 5와 7의 반응이다. 두 학생이 구한 근
삿값이 같으나, 두 학생의 접근 방법에서는 몇

․ 언어적 맥락

다. 수치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학생 5는   
에서의 접선부터 그린 다음 접점   및 접점과

일곱 연구 참여자 모두 주어진 함숫값 정보로

다소 떨어져 있는 접선 위 점  를 잡아 그 기

부터 평균변화율을 정확히 계산하였다. 인터뷰에

울기를 구했으나(Figure 4), 학생 7은 접선을 그

서 이렇게 구한 평균변화율 값의 의미를 함수와

리지 않고 접점의 좌표와 모눈종이 상에서 제

관련하여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보도록 하였을

일 가까운  에서의 함숫값을 구해 두 점 사이

때, 세 학생(3, 5, 6)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의 평균변화율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였다

기울기’라는 그래프 표현 외에는 말하지 못했다.

(Figure 5).

학생 1 2 4 7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

최종 극한 대상인 접선의 이미지 정보만 사용

라는 기하학적 표현 외의 평균 변화율의 의미를,

하여 기울기를 계산한 학생 5와 비교하여, 접점

아래의 수치/언어적 맥락 비율 층 인터뷰 발췌문

과 모눈 상에서 가장 가까운 점을 선택하여 평

에서와 같이 설명하였다.

균변화율 값으로 접선 기울기의 근삿값을 계산
한 학생 7의 접근은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학생 7 외에도 세 학생(3, 4, 6)
이 접점 근방에서의 평균변화율로 접선의 기울
기의 근삿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함수 그래프와
오직 접점에서만 만나는 직선’이라는 접선에 대
한 기하학적 이미지에만 의존하여 접선 기울기

․․

[학생 1]

I:  가 2에서 5로 변할 때 평균변화율 값의 의
미를 설명해 볼 수 있을까?
S1: 얼마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값
지

…그게 평균변화율....

의 근삿값을 구한 학생 1 2 5의 반응을 접선

[학생 4]

의 극한 과정에 대한 의식 없이 극한 대상만을

I: 평균변화율의 의미가 뭐야? 말로는..

2019, Vol. 29,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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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 4는 구간에서

I: 함수 입장에서는?

의 평균변화율이 “(해당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

S4: 음.. 확률통계에서 나오는 평균값처럼, 얘
네들이 변화하는, 그런 정도에 대한, 평균값?
이 함수가 이만큼 변화한다는 것에 대한 평
균값?

에) 접하는 직선들의 기울기를 다 다 더해가지
고서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 7과
학생2도 “(해당 구간에서의)  값들의 평균”으로

I: 평균값? 평균값이라는 것이 뭘까?

평균변화율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학생 4와 7의

S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점들이 접하는

언어적 표현은 ‘평균변화율’에서의 ‘평균’을 통

직선들의 기울기를 다 다 더해가지고서 나누
는 것...

계에서의 평균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생 4가 말한 ‘접선의 기울기를 더

[학생 7]

한다’는 것을 적분으로 보아 학생 4의 표현을

I: 함수 입장에서는,  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  

평균변화율 값의 의미가?
S7: 그, 1부터 4까지, 이 사이에, 그래프들이 어
떻게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구불구불한 그래
프를 그리며), 이 그래프의,  값들에 대한 
값들의 평균?



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언급은 결과

적으로 평균변화율과 동치인 언어적 표현이지만,
학생 4 역시 기울기에 대해 ‘덩어리 의미(Byerley
& Thompson, 2017, p. 172)’이상 표현하지 못했

I: 평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야?

다2). 한편, 학생 7의 반응은 평균변화율을 구간

S7: 여기 있는 것들 다 더해요(자신이 그린 그

에서의 함숫값의 평균과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

래프에 점을 찍으며), 다 더한...제가 만약에
5개의 값들이 있다고 하면(위에서 그린 그래
프 위에 5개의 점을 찍으며), 5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 나누기 5?
I: 5개 값들의... 어떤 5개의 값들을 말하는 거
니? 점이니까 점의 어떤 수치 값?

준다.
한편 수치적/언어적 맥락에서의 극한 층 이해
를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이고 ′   일 때,    주변의 

과  의 함숫값을 추측해보도록 하였다. 다음

S7:  값들의 평균이요..

은 이 과제에 대한 두 학생의 인터뷰에서 발췌

I: 평균변화율이란 것은  값들의 평균이다. 1부

한 것이다.

터 4까지에 있는 점들의  값들의 평균?
S7: 네.

학생 1은 평균변화율을 “  로는 얼마만큼 변했
고,  로는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나타내는 값
이라고 설명하였는데, 평균변화율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화량의 곱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비
율이라기보다는 두 변화량을 병렬적으로 열거하

…

S2: 어 3에서요, 엄청 0.1이 상대적으로 작잖아
요, 그러니까 2, 2에 가깝게 증가하지 않을까

…

요? 3에서, 5에 가깝게 그러니  이 5에
가까울 것 같아요.
I: 한 번 써볼래?  이 5에 가까울 것 같

… 5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거야?

다

S2: 이게 순간변화율이라는 의미니까,  일
때 순간적으로 2만큼 올라간다는 의미잖아

2) 학생 4는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3/5라는 직선 기울기에 대해 ‘가 5만큼 변화함에 따라 가 3만큼 변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임의의  변화량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울기 값을
주어진 두 변화량의 관계에 한정하여 인식하는 것을 Byerley와 Thompson(2017)은 (기울기에 대한) ‘덩어리
의미’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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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래서  일 때  는 3인데, 0.1이 좀
작으니까, 2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동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며) 어떡하지?
I: 그런 거면 어떡해? 그런 거여도 3.2라는 수가

I: 그럼 만약에  가 1에서 0.1 만큼 증가한다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했었잖아? 그게 아니라 1에서 2만큼 증가한

S1: 그 부근일 것 같아요.

다면 어떨까?

I: 그럼    라는 것이 정확한 값이야?

S2: 예측은 못할 것 같아요.

학생 1: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학생 1, 수치

․

I: 왜?

적 언어적 맥락 극한 층 인터뷰).

S2: 왜냐하면, 1에서만 순간적으로 2 증가한다
는 것을 알지, 다른 값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

…(학생

2, 수치

적 언어적 맥락 극한 층 인터뷰).

학생 2는    에 상대적으로 가까울수록 미분
계수 ′ 를 이용하여 더 좋은 함수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학생 2는
기호적 맥락 극한 층 인터뷰에서 공역의 극한
과정에 대해 평균변화율이 아닌 종속변수의 변
화에 주목했었는데, 수치적 맥락에서도 미분계수
값 ′ 을 그 근방 구간   에서의 평균변화
율이 아닌 종속변수 변화량의 근삿값으로 해석
하여  ≒  라고 답하였다. 반면 학생 1은
   에 상대적으로 가까울수록 더 정확한 함수

․

학생 1 외 학생 3 4도 비율 층 인터뷰에서
두 변화량의 곱셈적 관계라는 평균변화율의 의
미를 언어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 세 학
생은 극한 층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변화량에
대하여, 주어진 미분계수 값을 변화율로 해석하
여 주어진  변화량과 미분계수 값을 곱하여 해
당 점 근방에서의 함숫값 혹은 종속변수의 변화
량을 구할 수 있었다. 학생 2와 7은 구체적인 근
삿값을 정확하게 구하지 못한 채  과 
근삿값의 상대적인 정확도만 평가하는데 그쳤으
며(극한 층 의사 구조적 인식), 학생 5와 6은 미
분계수를 통해 그 주변의 함숫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의 근삿값을 구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음과 같이
′   로부터 ∆   에 대응하는 ∆ 가 

라. 물리적 맥락

임을 추론했으며, 이를 통해  의 근삿값을
 로 구하였다.

․․․

일곱 학생 중 네 학생(2 3 4 5)이 순간 속
력과 미분계수의 관련성을 설명하였다. 학생 2와

I: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에 대해 알 수 있
는 것이 있을까?
S1: 가 0.1 증가했으니까..0.2만큼  가 변할 것
같은데요.
I: 왜?
S1: 왜냐하면 얘 2가  변화량분의  변화량이니
까, 근데  가 0.1 변했으니까  도 0.2 변해

…3.2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생각했
을 때는… 이러한 함수라고 가정한다면(일차
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며), 이렇게 될 텐데,
계속 고민했던 게, 이게 이렇게 되면(마구 요

2019, Vol. 29, No. 4

5는 순간 속력과 미분계수 모두 어느 한 순간
혹은 한 점에서의 값이며, 따라서 매 순간 변하
는 값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보았다. 학생 3
과 4는 미분계수와 순간 속력이 모두 한 ‘순간’
에서의 값이라는 대상에서의 공통점 외에도, 다
음과 같이 “한 순간에서의 값”을 얻어내기 위한
극한 과정의 공통점을 알고 있었다.

I: 순간 속력과 미분계수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해?

․

이 지 현 이 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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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 순간 속력도, 어떻게 보면 그 점에서의 속

기호 그래프 수치 맥락에서 일곱 학생 모두

도? 잖아요. 순간 속력이 그래서 계속 그

평균변화율을 모두 정확히 계산했으나, 물리적

…

한 점에 대한 기울기 값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점에 대한 속력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기울기도 이쪽으로, 이쪽으로

…

․․

맥락에서는 세 명(학생 3 4 7)만이 평균 속도
값 및 그 단위까지 정확하게 썼다. 학생 2와 6은

갈꺼구, 미분계수도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평균 속력은 맞게 계산했으나 단위를 누락하거

(Figure 6의 왼쪽 그림을 그리며) 한 점에서

나 잘못 썼으며, 학생 1과 5는 평균 속력을 구하

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계속 이쪽으로 보내는

는 데 실패하였다. 한편 다음은 물리적 맥락 극

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I: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
야?
S4: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약에  는 2에서 순

…

한 층 질문(“컬링 경기에서 스톤을 던지고 5초
후 순간 속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학생 2와 3의 반응이다.

간 속력을 구한다고 하면은 (Figure 6의 오
른쪽 그림을 그리며) 계속 2로 보내가지고,

…

양 옆에서 계속 2로 보내가지고

I: 5초에서의 순간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까?

I: 양 옆에서 2로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인지?

S2: 이게 가속도가 일정해요?

S4: 순간 속력이니까, ‘한 순간’의 속력을 알려

I: 이게 실험 데이터들이잖아, 이거 말고도 추가

고 하는 거잖아요. 속력은 변하니까, 그래서
이점이 될 때, 이 점이 되려고 계속 가는 그

적으로 데이터 모을 수 있다고 치고...
학생 2: 이거 정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을 것

한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즉  가 2가 아닌

같아요.

점에서 계속    로 갈려고 할 때 어느 한

I: 어떻게?

점에 수렴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처럼 얘도

S2: 예를 들면 이 구간에서는 시간 간격을 0초

계속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에서 5초, 평균변화율처럼, 5초 증가할 때

할 때, 계속해서 한 값으로 수렴할 거니까

10m 갔죠, 이게 평균 속도잖아요. 여기서 이

(학생 4, 물리적 맥락 일반 질문 인터뷰)

거처럼 다 평균 속도 구하고, 이렇게 값을

…

…

유추한 다음에 그걸 알아내면, 극한을 보내

학생 4는 그래프 맥락에서 할선 기울기가 해
당 점으로 다가감에 따라 한 점에서의 접선 기
울기에 가까워지듯이, 예를 들어 2초에서의 순간
속력은 2초가 아닌 점에서 2초에 가까이 접근하
면서 기울기(평균변화율)를 구하면 거의 순간속
력에 일치하게 된다고 보았다.

는 거죠...
I: 어, 어떤 극한?
S2: 5초일 때의 극한을 보내는 거죠, 미분계수
의 정의처럼, (자신이 쓴 정의
      

  ′   를 짚으며)
lim 

→

이렇게 ′ 의 값을 알아낸 다음, 그럼  에다
5를 대입해서

… 구하면 나올 것 같아요.

I:  에다 5를 대입하면,  는?
S2:  는 0으로 가구요.
I: 그럼  라는 식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한
건가?
S2: 아까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했잖아
요. 그거처럼 약간 점찍듯이 그래프도 유추

Figure 6. Student 4’s drawing
during the physical context interview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략)
I: 아까  라는 식을 찾은 다음에, 이런 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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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을 하겠다고 했잖아, 극한 계산해

두 학생 모두 스톤을 던진 후 5초 때의 순간

서 음, 그런데 만약에 그 식을 찾지 않고,

속력을 구하기 위하여 5초 근방의 스톤 속력 혹

…

…

순간 속력을 측정한다면, 그 순간의 속력을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이 값
도 측정해서 알 순 있는데  식은 몰라.

…

은 위치 정보가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 학생 3은
순간 속력이 나오는 극한 과정을 참조하여, 5초

점은 많이 아는데 그럴 때, 순간 속력은 어

근방의 짧은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 값들로

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해당 시각의 순간 속력을 근사할 수 있다고 생

S2: 그 점을 대충 이어, 그래프처럼

…, 5초일 때

똑같이 접선을 그려보면...(학생 2, 물리적 맥
락 극한 층 인터뷰)

각하였다. 그러나 학생 2는 극한 과정을 생각하
기보다는, 스톤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의 식을
찾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I: 5초에서 순간 속력을 구하려면 어떤 데이터

아니면 그 그래프에서 해당 점에서의 접선을 그

가 더 있어야 할까? 5초에서 순간 속력을 구

어 그 기울기로 순간 속력 값을 찾을 수 있다고

하려면?

보았다. 학생 4와 7도 학생 3과 같이 순간 속력

S3: 5초 주변에서 가까운 그 구간? 이라고 해야
하나?, 4.8초, 4.9초, 5.1초 이렇게 가까운 것
들을 측정해서, 방금 구한 것처럼 평균속력

에 이르는 극한 과정을 참조하여 5초 때의 순간
속력을 그 시각을 포함한 짧은 시간 구간에서의

을 구해가지고, 차이가 작잖아요, 그럼 아까

평균 속력 값으로 근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물

말했던 것처럼 순간속력이 나올 수 있을 것

리적 맥락 극한 층에 대한 구조적 인식). 한편

같아요.

학생 1과 5는 물리적 직관으로 ‘순간적인 빠르

I: 그때 순간속력에서 '순간'이라는 의미가 무엇
일 것 같아?
S3: 5초에서, 자동차로 하면 딱 계기판을 봤을
때, 그때 그 속력 (중략)
I: 되도록 정확한 순간 속력을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기’가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순간적인
빠르기를 측정하기 위해 순간 근처의 정보가 필
요하다는 점은 인지했으나 어떻게 순간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
였다(물리적 맥락 극한 층에 대한 의사 구조적

S3: 초 단위를 더 적게 줄인다던가, 해가지고
계속 초의 차이를 줄여나가다 보면, 거의...
더 가까운 값에 가지 않을까?
I: 그렇게 해서 참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식).

․

․

․

기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적 맥락에 걸쳐
일곱 학생들의 미분계수 비율 층에 대한 이해

․․

S3: 변화하는 거니깐, 수학에서 극한도 뭐, 예를

양상을 살펴보면, 학생 3 4 7의 경우 수치/언

들어 무한히 가면은 이 값이 여기에 갈 것이

어적 표현 외 모든 맥락에서 비율(평균변화율)

다 예측하는 것이니까, 계속 줄여 나가서 완

값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알고 있는 구조적 인

…

벽한 정확한 값은 완벽한 정확한 값에 아주
가까운 값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학생 3,
물리적 맥락 극한 층 인터뷰).

․

․

식을 보였다3). 이들 세 학생은 평균변화율을 기
 


 

호적 차분몫( 
), 함수 그래프의 두

․

3) 기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적 맥락에서 미분 계수 과정-대상 다층 구조에 대해 우수한 이해를 보였
던 학생 3 4는 미적분 내신 성적도 우수했으며(2등급), 과정-대상 다층 구조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학
생 6은 내신 성적도 저조했다(5등급). 그러나 그 외 학생들의 경우 과정-대상 다층 구조에 대한 이해도와
미적분 내신 성적은 비례하지 않았는데, 학생 1 2 5는 내신 성적(2 3 3등급)에 비해서는 과정-대상 다
층구조에 대해서 저조한 이해를 보였다. 반대로 학생 7은 내신 성적은 높지 않았으나(4등급) 과정-대상 다
층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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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ding definition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applied problem 1
해당 층
이해 결여(N)

문제 1
비율 층
평균변화율

의사 구조적 인식(O)

구조적 인식(C)

주어진 맥락에서 평균변화율 값은
주어진 맥락에서 평균변화율 값 및 단위
평균변화율 계산
계산했으나, 평균변화율의 단위를
실패
를 정확하게 이해함
모르거나 의미를 잘못 해석함

평균변화율을 이
극한 층
평균변화율로 용한 미분계수 값
근사 가능성에
미분계수
근삿값 표현
대한 이해 없음

평균변화율로 미분계수의 근삿값
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해 평균변화율 값을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
하나, 평균변화율을 특정한 점에서 계수 값과 연결함
의 미분계수 값과 연결하지는 못함

Table 7. Coding result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applied problem 1
문제 1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학생 6

학생 7

비율 층

C

O

C

O

O

N

C→O

극한 층

C

O

O

C

N

N

C→O

점을 잇는 할선의 기울기, 또한 물리적 맥락에서

과정에 대한 의식 없이 최종 극한 대상만을 생

∆
으로

∆

각하거나, 정의역의 극한 과정(정의역에서 미분

의 평균 속도로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계산되는 변화율이 ∆ 와 ∆ 의 곱셈적 비교 결
과를 나타내는 값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부족
했다.

∆ 을 0으로 줄이는 과정)은 인지했으나 이러한
정의역의 극한 과정에 따른 공역의 극한 과정

․․

한편 학생 1 5 6은 그래프 맥락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계수가 정의되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증분
임을

 증분

알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

울기 이해를 기호적인 차분몫 혹은 물리적 맥락

․
기울기․순간

(즉, 순간변화율에 가까워지는 평균변화율 접선
의 기울기에 가까워지는 할선의

속도에 가까워지는 순간 근방의 평균 속도)을
잘 떠올리지 못했다.

의 평균 속도에 연결 혹은 전이하는 데 실패하

․

였다. 또, 학생 2 7의 경우 평균변화율을 함숫

2. 응용 맥락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값의 평균으로 해석하는 등 평균변화율에 대해

학생들의 미분계수 과정-대상 이해

맥락 간 모순적인 의미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각 맥락에서의 학생들의 극한 층 이

미분계수의 두 응용 맥락 문제 해결에서 드러

해를 살펴보면, 학생 3과 4는 모든 맥락에 걸쳐

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하여, Table 6 8은 기

극한 대상(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

호 그래프 수치/언어 물리적 맥락에서의 분석

순간 속도) 뿐 아니라 극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과 유사하게 각 과제 해결에서의 비율-극한 층

보였다. 그러나 학생 1 2 5 6의 경우 극한 층

이해 요소를 추출한 뒤 학생들의 이해를 코딩한

에서 과정-대상 양 측면에 대한 이해를 보였던

프레임이며, Table 7 9는 두 과제에 대한 학생

맥락이 하나 이하였다. 특히 이 학생들은 극한

들의 응답을 코딩한 결과이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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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용문제 1: 시간에 따른 혈중 약물 농도
정보를 미분계수로 표현하기

두

응용문제 1은 시간에 따른 혈중 약물 농도 정
보를 미분계수로 표현하는 과제였다. 혈중 약물
농도( ㎍㎤)를 투약 후 시간  (분)의 함수  라
하면, 주어진 정보로부터 0.5분에서 0.6분 사이의
시간 변화에 따른 혈중 약물 농도의 평균변화
율은

  
  ㎍㎤․분  이며,

  

잘못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 5는

주어진 0.1

점을

지나는

  
      )을
(  
  

하여

 ′     을

직선의

방정식

구한 뒤 이 식을 미분

얻었다. 그러나 학생 5는 자

신이 계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변화율인지는
물론 그 단위도 알지 못했다. 또한
이라고 썼으나

  을

 ′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

근삿값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
지 못했다.

분 시간 간격이 충분히 짧아 그 동안 약물 농도

응용문제 1에서 극한 층 이해는, 평균변화율로

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위 정보

미분계수 근삿값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관찰할

  
′  혹은     
  

수 있었다(Table 6의 극한 층 (의사) 구조적 인식

는

미분계수로

㎍
     와
㎤․분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코딩 설명 참조). 학생 1은 미분계수의 정의도

․

․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며 기호 그래프 물리

응용문제 1 해결 과정에서 비율 층 과정-대상

․

적 맥락에서 극한 층에 대해 저조한 이해를 보

이해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평균변화율의 계산

였으나, 응용문제 1의 이산적인 맥락에서 미분계

단위 인식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수를 평균변화율과 연결하여 자신이 구한 평균

(Table 6의 비율 층 (의사) 구조적 인식 코딩 설

변화율 값이 0.6에서의 미분계수를 근사할 수 있

명 참조). 다섯 학생 1 2 3 5 7이 주어진 정

다고 썼다(Figure 7).

․

․․․․

보에서 평균변화율을 정확히 계산하였으나, 학생

한편, 학생 7은 앞의 다양한 맥락 인터뷰에서

4와 6은 계산 과정에서 농도 변화량과 변화율을

평균변화율을 함숫값의 평균이라고 언어적으로

혼동하는 등 부족한 이해를 보였다. 한편 학생 2

해석했던 학생으로, 문제 해결 초반에는 주어진

와 5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율 과정에 대한

정보로부터 평균변화율 및 그 단위까지 정확히

부족한 이해를 보였다(비율 층 의사 구조적 인

썼었다(Figure 8). 그러나 학생 7은 인터뷰에서

식). 학생 2는 평균변화율의 단위를
닌

㎍㎤
라고

분

㎍㎤
이

분

아

썼는데, 이 단위 오류는 이 학생

이 평균변화율 값이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 근
삿값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
해

고민하다가

자신이

계산한

평균변화율(

이 자신이 정확히 계산했던 비율 값의 기준량을

Figure 7. Student 1’s response to tas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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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tudent 7’s response to tas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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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미분계수 값은 근사적으로 1500원 근방에
서의  증분에 대한  증분의 비율로 볼 수 있으
므로,  원 근방에서는 가격 상승분(원)의 약

변화율을 이용한 미분계수 근사 가능성에 대해

두 배만큼 판매량(개)이 감소할 것임을 예측할

더 이상 생각하기를 포기하였다. 위와 같이 학생

수 있다. 응용문제 2는 문제에 극한 대상(

7은 처음에는 평균변화율 및 그 단위도 정확하

′   )이 주어져 있으므로, 미분 계수 해

게 구했으며, 이 평균변화율 값이 0.5 혹은 0.6에

석 과정에서 드러난 비율 극한 과정에 대한 학

서의 미분계수 근삿값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들의 이해를 의사 구조적-구조적 인식 대신

고려했으나 인터뷰 과정에서 불거진 평균변화율

해당 과정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범주(과정에 대

에 대한 맥락 간 모순적인 의미로 인해 결국 이

한 완전한 이해(C), 부분적 이해(O), 과정 이해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학생 7의 문제

결여(N))로 Table 8 9와 같이 코딩하였다.

해결 행동을 Table 7에서와 같이 기록하였다.

․

․

아무것도 쓰지 못한 학생 6 외 다른 학생들은
주어진 미분계수의 부호가 음이므로 1500원에서

나. 응용문제 2: 미분계수 값을 경제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

․․

론하였다. 이 여섯 학생 중 학생 1 2 3만이 미
분계수 해석에서 부호 뿐 아니라 값을 사용하였

응용문제 2는 상품 판매량이 (상품)가격의 함

는데, 학생 1과 2는 미분계수 값을 ‘가격이 1500

수일 때,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   )의

원인 순간’의 판매 감소량으로 해석하였으며, 학

의미를 제시된 맥락에서 해석하는 과제였다. 주

생 3은 ‘1500원에서 가격이 조금 늘어나거나 줄

Table 8. Coding definition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applied problem 2
문제 2

과정
이해 결여(N)

과정에 대한 부분적 이해(O)

과정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C)

비율 층
미분계수 부호로 해당 점 근방에서
미분계수 값으
미분계수를 그
독립․ 종속변수의 변화 방향을 비교
로부터 그 근방
근방  변화
함. 그러나 미분계수 값을 이용하여
 변화량에
두 변화량의 비례 관계를 추론하지
량 사이의 승
대한 추론 실패
는 못함
수로 이해
극한 층
미분계수를
이용한 예측의
국소적 성격
이해

미분계수를 이
용하여 해당 점
근방의 함숫값
예측 가능성을
인지 못함

미분계수의 부호 및 값으로부터 해당 점
근방에서 독립․ 종속변수의 변화 방향
뿐 아니라 독립․ 종속변수 변화량의 양
적 비례 관계를 이해

미분계수를 이용해 함숫값 혹은 그
변화량을 예측하나, 이러한 예측이 미분계수가 정의되는 점과 가까운 근방
해당 점과 가까운 근방에서만 유효 에서만 미분계수를 이용한 함숫값 혹은
하다는 국소적 성격을 잘 의식하지 함수 값의 변화량 예측이 유효함을 이해
못함.

Table 9. Coding results of students’ responses to the applied problem 2
문제 2

학생 1

학생 2

학생 3

학생 4

학생 5

학생 6

학생 7

비율 층

O

O

O

O→C

O

N

O→C

극한 층

O

C

C

C

N

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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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논의

어들 때’ 판매 변화량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학

․․

생 1 2 3의 해석은 미분계수 값을 해당 점 근
방에서의 ‘독립변수 변화량에 대한 종속변수 변

이

․

연구는

․

․

․

‘기호 그래프 수치/언어적 물

화량의 비율’이 아닌 ‘종속변수의 변화량’으로

리 응용 맥락’ 에서 ‘과정’이자 ‘대상’ 인 미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비율 과정에 대

계수의 비율-극한의 다층 구조에 대한 일곱 고

한 부분적 이해). 연구자가 추가 발문을 통하여

등학생들의 이해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1500원으로부터의 구체적인 가격 상

미분계수는 변화율의 척도로 그 점에서의 독

승분(예를 들어 1 10 100원 등)에 대응하는 판

립 변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 변화의 비율을

매 변화량을 예측해보라고 하였을 때, 네 학생

알려준다.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미적분학을

(1 2 3 5)은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미분계수가

배운 학생들이 미분계수를 두 변화량의 곱셈적

정의되는 점 근방의  와  변화량의 비례 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변화율로 이해하는 데 실패함

를 추론하는 데 실패했으나, 학생 4와 7은 다음

을 보고하고 있다(Bezuidenhout,

사례와 같이 주어진 가격 상승분에 대응하는 판

1983; Tague, 2015). 이 연구에서도 미분계수의

․ ․

․․․

매 변화량을 잘

추론하였다4).

1998;

Orton,

비율 층에 대하여, 일곱 학생 모두 직선의 기울
기를 좌표평면에서

S4: 왜냐하면 -2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상품판

 변화량
으로

 변화량

이해했으나, 일

매량이 감소하는 정도가 -2라고 했으니까,

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를 차분몫의 기호적 표현

100원을 올리면 200개가 줄어 들 것 같아요.

과 연결하지 못했으며 물리적 맥락에서는 평균

미분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이 미분계수가

속도를 계산하지 못했다. 또한 평균변화율을 정

… 결국은 기울기니까,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가 1만큼 증가하면은  는 2만큼 감소한다

…

는 그런 기울기로 볼 수 있으니까 (학생 4,
응용문제 2 인터뷰)

확히 계산했던 학생들도 평균변화율의 ‘평균’을
산술 평균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평균변화율이
기호적으로 차분몫, 그래프에서는 할선의 기울
기, 그리고 물리적 맥락에서는 평균 속도임을 알

한편 극한 층에 대하여, 학생 4와 7, 그리고

고 있었으며 그 과정을 각 맥락 안에서 혹은 타

비례 추론에 성공하지 못했던 학생 2와 3도 미

맥락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등 구조적 인식을 보

분계수를 이용한 함숫값 혹은 그 변화량의 예측

였던 학생들도  변화량에 대한  변화량의 상대

값은 해당 점 근방에 가까울수록 더 정확하다는,

적 크기라는 평균 변화율 값의 양적 의미에 대

미분계수를 이용한 예측의 국소적 성격은 이해

한 이해 부족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 5와 6은 인터뷰 과정

한편 여러 학생들이 극한 과정을 떠올리지 못

에서도 끝내 미분계수를 이용한 그 점 근방에서

한 채 극한 대상(미분계수의 기호적 정의, 접선

의 함숫값의 예측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기울기, 순간 속도)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일부
학생들은  증분이 0으로 가는 정의역의 극한 과
정만을 상기하거나, 공역의 극한 과정을 상기하

4) 이와 같이 인터뷰 과정에서 학생 4와 7의 비율 층에 대한 이해 변화는 과정에 대한 부분적 이해
완전한 이해로 Table 9에 기록하였다.
2019, Vol. 29, No. 4

→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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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목하였다. 한편 학생들은 응용 맥락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로부터 평균변화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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