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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과

미분적분학 단원에 관한 개발 사례
1)2)

이 상 구 (성균관대학교)

신 준 국 (충남대학교)✝

김 경 원 (성균관대학교)

스토리텔링 기법을 수학 교과서에 적용할 때,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 늘어나는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고교과정의 수학은 중학교 과정과 비교하여 소화하여야 할 수학적 지식의 양과 질

이 차별화 되므로, 각 단원에 적절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미분적분학 단

원을 중심으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수학 문제 풀이에 요구되는 계산 시간을 줄여 개념학습 시간을 충분하게 확

보하는 스토리텔링 교과서 개발 사례를 제시한다.

Ⅰ. 서 론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상위 수준이지만 정의적

측면에서의 성취는 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암기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높은 성취 수준

을 보이지만, 연결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경

외, 2012). 해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들어 수학사적 맥락 및 실생활 사례들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사례들의 교과서 내 비중이 낮고, 공식위주의 문제풀이형 교과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위주의 문제풀이로 구성된 대부분의 교과서는 학습자의 사고의 흐름이나 탐구의 단계 등이 잘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학내용에 대한 관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권오남

외, 2013).

2012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학교육을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수학교육으로 개

선하고,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

3월에는 2012년을 ‘수학교육의 해’로 선포함으로써 수학교육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과정

에서 공식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학 수업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수학교육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수학 교과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권오남 외, 2013).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이라는 두 명사의 합성어로서 스토리를 남들에게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송정란, 2007; 류수열 외, 2011). 실제 교육에 스토리텔링의 기법을 활용하면 탈맥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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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보다 스토리 맥락에서 학습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정보가 학습되고 기억될 수 있으며(Casey et al., 2008),

Hauscarriague(2008)는 수학에서 낮은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은 대체로 수학에 대한 높은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

하는데, 이러한 수학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스토리텔링이라 한 바 있

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실생활의 문제들을 반영하는 경험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수학 내

용을 서술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 및 흥미를 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수학이 실생활의 문제와 갖는 연

관성을 보여주어 학습자가 보다 적용 가능한 수학지식을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Roberts

& Stylianides, 2013).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문자로 제작된 학습도구 보다는 영상이나 멀티미디어에 더 익숙하기 때문

에, 학생들이 글로 이루어진 이야기에 얼마나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실제 교실에 성

공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중요한 문제이다(권오남 외, 2013). 따라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이용하여 수학

을 학습하는데 문장 이해력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고, 문장 이해력의 차이에 따라 수학내용을 이해하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교과서에 적용할 때,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에 따라 늘어나는

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현장에 적용시키는 모델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수학 문제풀이에 요구되는 계산시간을 줄이고 각종 시

뮬레이션 도구들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 스토리텔링에 요구되는 개념학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자 한다. 고교과정, 특히 선택교육과정의 수학은 중학교 과정과 비교하여 소화하여야 할 수학적 지식의 양과 질

이 차별화 되므로, 그에 맞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본 연구진이 선택한 구체적인 모델은 실생활 또는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토리텔링을 도입

하거나 또는 수학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수학적 개념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소개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다루었다. 이어서 이해한 문제를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유관하면서 일반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

는 환경을 모델에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과 답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소셜 네트워크(SNS, BBS

등)를 이용하여 공유하면서 다양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이제라도 한국수학교육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수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

다. 그러나 TI, Casio 등의 그래픽계산기와 Mathematica와 GSP 등의 상업적 소프트웨어의 전폭적인 도입에 따

른 커다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대안을 마련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한글화된 Sage를 선택하였다(고래영 외, 2009; Lee, Kim & Lee,

2013). 또한 기하적인 시각화를 위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Geogebra를 Sage에 결합하여 추상적인 수학 내

용을 시각화하고 고난이도의 문항을 공학적 도구를 통해 해결하게 하며 학생들의 능동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였

다(이상구․장지은․김경원, 2013).

Ⅱ. 공학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의 개발

1. 공학적 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교과서

수학교육연구자 그룹인 학교 현장의 교사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섬세한 수학적 개념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표현할 때 자칫 개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충분한 설명

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반하지 못하여 교육목표를 온전하게 교과서에 구현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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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이재학 외, 2013).

오랜 기간에 축적된 수학적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행 교과서와 같이 표준적인

수학적 언어로 혼동과 오류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만일 스토리텔링 교과서에서 모든 개념

을 말로 풀어서 서술하려 한다면 오히려 올바른 개념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스토리 도입

의 수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스토리는 단원의 도입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하면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는 수준에서 사용한다.

2) 주제에 맞는 문제 상황을 설정하여 수업시간에 충분한 토의와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3)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학습목표를 기존과 동일한 교과시간 내에 스토리에 관련된 충분한 설명과 질문, 응답

을 다 포함하려면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번 스토리텔링 교과서를 만

드는 과제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다. 수업시간에 다루어야 할 설명과 토론이 늘어난 만큼 단순계산에 소

요되는 교수학습 시간을 줄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20여년의 벤치마킹과 10년에 걸친

개발, 5년에 걸친 적용을 거쳐 선정하고 개발하여 활용에 성공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위에 제기된 문

제인 단순계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Ham & Lee,

2005; 김덕선 외, 2008; 고래영 외, 2009).

학생들이 단순 계산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학적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학

적 도구의 활용은 먼저 단순하고 표준적인 예들을 설명과 논의를 통해 완전히 이해시키고 지필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론교육이 이루어 진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수업을 통하여 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유사한 문제를 다룰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의 우리말 수학연산용 공학도구나 스

마트폰을 사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환경과 학습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한다. 즉,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하

여 수학적 개념을 정립하고 간단한 지필 계산능력을 확인한 후, 사용하기 편리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유사

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과정을 점검하여 복잡하고 일반적이며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Kim, Lee & Markowsky, 2010; Lee, 2012).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이해한 단순하고 표준적인 예제들을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을 실제 실행하여 같은 답

과 그래프를 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서 점점 복잡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함수를 바꾸어 가

면서 해결해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은 QnA에서 토론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새롭고 창의적인 예들은 공유

하면서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과제를 평가하여 좋은 학생의 답안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학

습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의 기준을 높이고,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실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체를 사용하여

완전학습을 유도하는 모델을 소개한다.

2. 개발과정 및 절차

서론에서 언급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수학사를 활용하거나 스토리텔링 도입이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교과서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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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연구

① 국내 외 문헌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의미 탐색 및 정립

② 수학 교과에서의 스토리텔링의 이론 탐색

③ 수학 교과에서의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주요 특징 추출(김경원․이상구․이재화, 2011)

2) 주제별 스토리 설계안 구성

① 내용에 따라 Telling의 주체 결정

② 인지적 목표와 정의적 목표 동시에 고려하며 학생들이 사고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문제 상황

을 제시

3) 자문진 및 협의진은 물론 현장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환류과정을 거쳤다.

4) 스토리텔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를 통하여 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스토리텔링 모델 교과서 제작 과정에 적극 반영하였다.

5) 개발 절차

목표 / 방향

설정
→

선행 연구

분석 및

문헌 연구

→
주제별

스토리 설계
→

공학적 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교과서 개발

→

자문진,

협의진 의견

수렴 / 환류

→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보완

3. 공학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내용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교 수학의 미분적분학 내용을 중심으로 공학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모델

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과 개발내용

①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다항함수의 미분법’ 의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주 제 학습 목표

다항함수의 미분법

미분계수
Ÿ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Ÿ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안다.

도함수

Ÿ 함수   (은 양의 정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Ÿ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

수를 구할 수 있다.

도함수의 활용

Ÿ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Ÿ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Ÿ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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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선수 학습내용

주 제 학습 목표

함수의 극한과 연속

함수의 극한

Ÿ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Ÿ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함수의 극

한값을 구할 수 있다.

함수의 연속
Ÿ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Ÿ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2) 구성

주인공이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주제별로 대화체를 활용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방식의 스토리를 기본 플롯으로 구성하였다. 기본문제를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심화문제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하게 함으로써 학습량은 감축시키고 심화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구조를 구축하였다.

미적분한 단원의 교육에서 이론적인 학습은 기존의 방식을 따른다. 그러나 실제의 문제 해결에서는 자연스러

운 방식을 취한다. 즉, 우리는 함수의 개형을 먼저 그리고, 관련된 학습을 탐구해 가는 방법을 택한다.

또한 수학내용의 논리적 전개 방식이 아니라 스토리 전개 방식을 활용하여 실제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학습하는 스토리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정서와 상상력

을 자극하고 의사소통하게 하였다.

3) 공학도구 활용형 개발 사례

① 개발된 교과서의 스토리 개요(synopsis)

(1) 도입: 수학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실생활에 활용되는 일화를 소개하며 미분적분학의 본질을 묻는 질문

으로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2) 전개: 판타지스토리 전개의 기법 또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개념을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3) 정리: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수학적 개념을 명확한 수학적 언어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이해하도록 한다.

(4) 확인: 도입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간단한 연습문제로 확인한다.

(5) 적용: 학생들 수준에 따라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수학사를 활용한 문제 또는 실생활 형태

로 제기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6) 공학적 도구의 활용: 연습문제를 공학적 도구(Sage)를 이용하여 풀어 보고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QR코드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SNS)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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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유도하고 BBS를 마련해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② 스토리의 모티브(motif)

본 연구는 적절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해결 전략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원리

및 개념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수학 및 공학의 국제적 역량을 단기간에 획기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Cloud Computing과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소개한다(김경원․이상구, 2013).

③ 단원별 주요 소재와 스토리 배경

본 교과서는 판타지스토리 전개 방식과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주인공과 주위 사람들이 처한 문

제 상황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미분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 마법의 나라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 특정한 순간의 속

도를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주요 소재. 주인공인 길동, 혜미, 철수와 선생님을 등장시켜 대화체로 문제

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2) 도함수의 활용: 각 주제에 맞는 문제 상황을 주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문제제기와 문제해결의 방

향을 제시하여 미분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 접선의 방정식: 해머를 돌리다가 어디서 해머를 놔야 실격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친구 철수

- 함수의 증가, 감소: 장애물을 피하여 놀이기구를 3차 함수식의 모양대로 제작할 때 함수의 곡선이 어

디서 꺾이는지 알아내야 하는 놀이기구 설계자.

- 함수의 그래프: 전력 사용량의 변화를 알고 싶어 하는 아버지

④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1) 길동: 17세. 남학생. 주인공으로 수학에 대한 열정과 지식이 많아 어려운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2) 혜미 : 17세. 여학생. 섬세한 관찰력을 갖추고 있어 길동이가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을 잘 챙겨

주고 내용을 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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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수: 길동과 혜미의 친구. 17세 남학생. 주로 문제 상황을 만들지만 모르는 것에 대하여 알

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많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4) 선생님: 길동과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며 때로는 강의를 통해

새로운 내용을 학습시킨다.

⑤ 개발된 교과서의 플롯(plot)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공학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수학 교과서는 “History - 판타지스토리 전개의 기법

으로 개념 정립 - 간결한 수학적 언어로 내용 전개 -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문제해결”의 형식과 “실생활소

재와 주인공들의 대화를 통한 동기부여 - 수학적 언어로 개념 정립 및 내용전개 - 손으로 푸는 연습문제 -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연습문제해결”의 형식을 활용하였다. 이에 보태어 기존에 개발된 다양한 동영상과 홈

페이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역사는 물론 동기를 부여할 도움 될 추가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또한 본 교과서는 단순한 스토리 위주의 이야기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입

부분에서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만큼만 스토리를 활용하고 개념의 정립은 수식과 기호를 사용하는 수

학적 내용으로 학습의 맥락을 이어간다.

(1) 기존 교과서의 복잡한 예제와 문제, 단순 계산, 반복된 문제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합리적인 공학적 도

구의 예를 보여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모델로 제시함으로써 기존 고교 수학

교과서에 대한 학생의 학습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무료로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공학적 도구의 사용 예시를 제시하여 다

양한 계산 기능과 시각화 기능 등을 습득토록 유도한다.

(3) 원래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답을 제시하고 QR코드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토론하는 과정

을 거쳐 스스로 동의하는 결론에 도달토록 유도한다.

(4)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학습의 결과를 게

시판에 공유하여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홀로 고집스럽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학습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이는 창의적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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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학도구 활용형 스토리텔링 교과서의 개발 사례

1. 함수의 증가와 감소

1) 도입: 다음과 같은 도함수에 관한 역사자료 및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학습동기를 부여한다.

천문학자 케플러(Kepler, J. ;1571~1630)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과 같

이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었다. 당시의 상

인들은 포도주가 나오는 구멍에서 맞은편의 포도주 통의 높이의 절

반인 지점까지의 길이를 자로 재어 이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

케플러는 상인들이 재었던 길이가 같을 때 통의 폭이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통에 들어있는 포도주의 값이 같다는 데 의문을 갖고 이

문제를 탐구하였다.

도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은 동물의 개체군의 증가나 유행병의 확산

속도 또는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다루거나, 사회에서 정보의 확산

이나 광고의 영향 등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는데 활용된다. 1840

년경 벨기에의 수학자 겸 생물학자인 브뤼헤(P.F. Verhulst)는 여

러 국가의 인구를 예측하는 수학공식을 연구하였다.

그가 만든 생물 개체 수에 관한 개체수의 변화 방정식은 박테리아

나 원생동물과 같은 종의 성장유형을 예측하는데 아주 정확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정식을 이용하여 양돈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의 수에 따라 돼지의 판매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도 있다.

2) 전개: 스토리 전개의 기법으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

로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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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는 친구들과 (작은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놀이공원에 놀러갔다. 혜미의 작은 아버지

는 혜미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놀이기구를 설계하시는 일로 깊이 고민하고 계시다가 혜미를

보셨다.

：음, 혜미 왔구나!

：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지? 어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세요?

： 응, 놀이기구를 설계하다 보니까 3차 함수식을 구해서 그 모양대로 놀

이기구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장애물을 피해

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하면 네 개의 점

  ,   ,   ,  를 꼭 지나도록 만들어야 한단다.

： 작은 아버지, 네 점을 알면 3차 함수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

저 3차함수의 일반형   에 네 점   ,   ,   ,  을

대입하여 나오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 그렇지, 그렇게 구한 삼차함수의 방정식이    이란

다. 문제는 이 곡선이 어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오는지, 또 어디서

방향을 바꾸는지를 도무지 모르겠거든⋯

： 아, 이 곡선이 정확히 어디서 방향을 바꾸는지, 즉 함수의 그래프가 어

디서 올라가고 어디서 내려가는지를 알아내야 한다는 거군요?

: 그래야 장애물을 피해서 롤러코스터를 제작할 수 있을 텐데, 고민이구나.

： 여러분, 이 3차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구간에서 올라가고 어느 구간에서

내려가는지 즉,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3) 정리: 이야기를 통해 형성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명확한 수학적 언어로 정리하여 제

시하며 학생 스스로 다시 확인 학습하도록 한다.

함수 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값 , 대하여  일 때,   이면, 함수 

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한다. 또,  일 때,   이면, 함수 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

다고 하며 이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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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그 구간의 모든 에 대하여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증가 감소

4) 확인: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하여 간단한 연습문제를 해결한다.

① 문제: 함수   의 증가, 감소를 조사하여라.

② 풀이: ′     이므로 ′   에서   또는    이므로 ′ 의
부호를 조사하여 함수 의 증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  ⋯

′      

 ↗  ↘  ↗

따라서 함수   는 구간 ∞  ,  ∞에서 증가하고, 구간  에서

감소한다.

5) 공학도구 활용: 간단한 연습문제를 공학적 도구(Sage)를 이용하여 풀어 보고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이상구 외, 2013).

① 문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의 구간에 따른 증, 감을 판별하여라.

② 풀이: 다음 단계에 따라 증가, 감소 구간을 구하여보자.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2.htm)

(1)  ′  를 구하기
f(x)=x^2+x

g(x)=diff(f, x)

print g

x --> 2*x + 1 (즉, )

(2)  ′    인 값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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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solve(g(x)==0, x)

[x == (-1/2)]

(3) ′    ∞ 



′      



′     

 ∞

(4) 따라서 함수   는   


일 때 감소하고,   


일 때 증가한다.

(5) Sage를 이용하여   와    ′ 의 그래프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show(plot(f(x), (x, -2, 2))+plot(g(x), (x, -2, 2), color=“red”))

(6) 공유: QR코드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SNS)로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BBS를

마련해 질의응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함수의 증가, 감소1)     함수의 극대, 극소2)

           

 함수의 최대, 최소3)      접선의 방정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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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학적 도구 적용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1) CAS 실습 예 (링크: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1-A.htm)

① 주제: 다음    를 미분하여라. 또 




를 구하고 의 그래프를 그려보아라.

f(x)=x^2

diff(f(x), x) # 미분에 대한 Sage명령어

2*x

integral(f(x), x, 0, 2) # 적분에 대한 Sage명령어

8/3

plot(f(x), (x, 0, 2), fill=true) # 그래프를 그리는 Sage명령어

② 교수법:

(1) 학생에게 이미 공개된 위 주소에 들어가 Sage(및 기타 공학적 도구)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2) 공개된 웹 자료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지 않고도 수학문제를 풀 수 있음을 알려준다.

(2) 함수만 바꾸어 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대학생도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도 공학적 도구

만 있으면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2-4.html

2)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3-1.html

3)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4-1.html

4) http://matrix.skku.ac.kr/sage-story/sage-e-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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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오랜 기간에 축적된 수학적 지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현행 교과서와 같이 표준적인

수학적 언어로 혼동과 오류 없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교과서가 스토리텔링 모델을 따른다고 모

든 개념과 내용을 말로 풀어서 서술하려 하는 것이 고등수학에서는 오히려 간결하고 명확한 개념 전달에 방해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면서 단순계산에 소요되는 학습시간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줄임으로 개념의 이해와 토론에 활용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이

번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과서 모델의 특징이다.

공학적 도구의 활용은 단순하고 표준적인 예들을 설명과 논의를 통해 완전히 이해시키고 지필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론교육이 이루어 진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정규수업을 통하

여 학습을 마친 학생들이 같은 또는 유사한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의 우리말 수학연

산용 공학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계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환경과 학습방법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업시간에 이해한 단순하고 표준적인 예들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따라 읽고 실제 실행하여 같은

답과 그림을 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어서 점점 복잡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함수를 바꾸어 가

면서 같은 방법으로 해보는 과제를 주어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은 QnA에서 토론하고, 얻어진 새롭고 창의

적인 예들은 공유하면서 그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과제를 평가하여 좋은 학생의

답안을 소개하여 학생들의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 수준의 기준을 높이고, 다수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실수하는

문제에 대하여 대화체를 사용하여 완전학습을 유도하는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미분적분학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공학적 도구를 활용

하여 미적분에 대한 복잡한 계산과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개하였다. 더 나아가 주위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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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present study seeks to provide an easy path to differential perceptions of students at the upper high school 
level by applying a story telling method and also, characteristically, to earn some time for class discussion by reducing 
learning time for simple calculational procedure through Computer Algebra System(CAS) tools. This study offers a 
clear example of storytelling textbooks through Sage. Hence, the study  aims at enabling students who have practiced 
contents with Sage tools to deal with diverse and complicated calculation problems, if they learn to build up 
mathematical formulas for thos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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