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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의 성질에 관련한 학생들의 사고에 대하여
1)

최영주(서울대학교 대학원)

홍진곤(건국대학교)

Ⅰ. 서론

미분과 적분은 수학의 많은 이론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현상을 모델링 하는 중요한 개념 도구로서 학교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더욱이 응용수학의 측면에서 미적

분의 활용은 그 근간을 이루는 미분과 적분이 구조적으

로 내재된 미분방정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정상권,

2011), 학교수학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미

분방정식을 구성하는 미분과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적분으로 그 관계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적분에 관한

수학적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실제로 미분과 적분을 학습하는 학생들은 도

함수와 원시함수를 계산하는 대수적 알고리즘에는 능숙

하지만 미적분 개념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Tall, 2003). 이는 학생들이 미적분 개

념구조에 대한 이해보다는 기계적인 계산 과정 또는 단

순히 공식으로 암기하여 정형화된 알고리즘 문제 유형을

주로 학습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우정호,

2001; 임선정, 2005).

다음은 경기도 소재 S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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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저자

프로 주어져 있습니다. 예제 1에서 두 함수 사이의 관

계를 추론할 수 있나요?

학생들: (파랑)는 (빨강)의 도함수가 되요.

교사: 왜 그렇지요?

학생 A: 는 4차 함수인데, 미분하면 3차가 되고 도 3차이

니깐요.

교사: 가 4차, 가 3차? 주어진 그래프는 다항함수의 그래

프라 하는 거니? 만약 다항함수라 하더라도 차수가

같으면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

A. 예제 2에서 하나의 함수가 다른 함수의 도함수가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학생 A: 가 3차이고, 어? 도 3차인데…….

<예제 1> <예제 2>

위에 제시된 교사와 학생의 대화는 미적분 수업에서

흔히 관찰되는 모습이다. 예제 1과 예제 2에서 제시된

함수들의 관계를 다항함수의 차수로 정당화하는 학생들

은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구조에 대한 이해보다는

함수식을 이용한 대수적 조작에 익숙하다. 이는 학생들

이 시각적으로 보다는 대수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강

하다는 Tall(1991)의 주장과 학생들이 미적분 시험에서

전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기하적인 방법보다는 대수적

방법을 일반적으로 더 사용한다는 Vinner(1989)의 주장

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적분을 수나

기호의 능숙한 조작활동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되었

고(Hallet, 1991), 학생들이 하나의 표상에서 다른 표상으

로 모순 없이 번역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Janvier,

1987)을 기르기 위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수적

인 계산과 전형적인 유형별 문제의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수학교육 문제를 드러낸다(임선정, 2005).

그래프는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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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표상으로서, 특히 미적분학의 많은 응용에서 현상을

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의 형태만으로 이해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은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

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활동 즉,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그러

나 학교수학의 미적분 교육에서 함수식의 대수적인 접근

에 집중한 나머지 기하적인 측면을 간과하여 그래프 접

근법을 통한 미적분의 개념 학습을 소홀히 하고 있다(우

정호, 2001). 더욱이 학생들은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에는 원시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하는 데 반해, 피적분함

수의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만 제시된 상황에서

는 원시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예측하기 어려워하였다

(Tall, 2003; Thomas & Hong, 1996). 이는 미분 영역에

서 학생들에게 도함수의 계산을 강조하거나 ‘접선’에만

국한하여 미분의 기하적 의미를 제공하고, 적분 영역에

서는 학생들이 적분의 의미를 탐구하기보다는 원시함수

를 이용하여 적분을 계산하거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이나 도형의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는 기하적 접근 문제

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우정

호, 2001; 정연준, 2010). 그러나 도함수의 개념의 중요한

의미는 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변화량과 시간(변수)에 따른 변화율의 관계를 이

해하는 데 있으며(정상권, 2011), 또한 미적분학의 많은

응용들은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 그 함수의 원시함수

에 대한 정보를 유추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습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고등학

교 미적분 교육에서는 함수와 도함수의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학습이 중요하며, 곡선의 그래프로

시작하여 곡선의 변화를 미적분을 이용하여 연구하는 학

습이 강조되어야 한다(우정호, 2001).

최근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적분의 이해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적분의 오류 및 오개념에

관한 연구(김민경, 2002; 김정희, 2005; 최나영, 2001), 미

적분에서의 수학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조완영,

2006), 일계도함수와 함수 사이의 그래프의 학생들의 이

해에 관한 연구(Haciomeroglu, Aspinwall & Presmeg,

2010; 최나영, 2001)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함수식

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 개형만 주어진 상황에서 함수

와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구조의 관계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설명하고 있

지는 않다.

이상의 논의는 학생들이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

래프의 개형만 주어진 상황에서 도함수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읽을 수 있는지, ‘함수-도함수-이계도함수’의 관

계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구조를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통하여 함

수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함수의 성질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구조에 대한 관계망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만 주어진 함수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고 양식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것이 학교수학의 미

적분의 교수·학습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도함수의 성질에 관련한 개념구조

본 연구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분석하기 위하여, 2007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의 ‘미적분과 통계기본’, ‘수학 Ⅱ’에 제시된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정리들과 대학수학의 해석학1)에

서 제시되는 정리들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

로 학교수학에서 제시된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구조에 대한 관계망을 구성하였다.

1) ‘수학 Ⅱ’2)에서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정리들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도함수의 활용은 ‘미

적분과 통계기본’과 ‘수학 Ⅱ’에서 다룬다. 도함수의 활용

에서는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의 정리, 극대와 극소의 판

1) 고등학교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과 관련된 대학수학의 내용은

해석학 책마다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Bartle와 Sherbert(2000)의 해석학

책을 참고하여 수학 내용을 정리하였다.
2)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 ‘미적분과 통계기본’과 ‘수학 Ⅱ’의

차이는 교과서에서 다루는 함수의 종류의 차이 즉, ‘미적분

과 통계기본’에서는 다항함수만을 다루는 차이가 있을 뿐 수

학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학 Ⅱ’ 교과서에서의

도함수의 활용에 대한 성질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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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내용 세부 내용 지도 내용

미

분

법

미분계수 (생략) (생략)

도함수 (생략) (생략)

도함수

의

활용

접선의 방정식 (생략)

평균값의 정리 (생략)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뜻

미분계수를 이용한 함수

의 증가와 감소 판정

함수의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극대와 극소의

뜻과 판정

이계도함수를 이용한 함

수의 극대와 극소의 판

정

함수의 최댓값과 최솟값

구하기

함수의 그래

프

곡선의 볼록 판정

변곡점의 뜻과 변곡점

구하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리기

방정식과 부등

식에의 응용
(생략)

속도와

가속도
(생략)

[표 1] ‘수학 Ⅱ’ 내용체계

[Table 1] System of content for ‘Mathematics Ⅱ’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함수 성질 판정

정

리

A

함수 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가능하고, 그 구간의

모든 에 대하여

i.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ii. ′ 이면, 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정

리

B

미분 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  이고 의

값이 증가하면서   를 지날 때,

i. ′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면, 함수 

는   에서 극댓값을 가진다.

ii.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하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가진다.

정

리

C

이계도함수를 가지는 함수 에서 ′  일 때,

i. ″ 이면, 함수 는   에서 극댓값을

가진다.

ii. ″ 이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가진다.

정

리

D

이계도함수를 가지는 함수 가 어떤 구간에서 항상

i. ″ 이면, 곡선   는 그 구간에서 아래

로 볼록하다.

ii. ″ 이면, 곡선   는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

[표 2] ‘수학 Ⅱ’의 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정리

[Table 2] Theorem for the properties of derivatives in

‘Mathematics Ⅱ’

정, 방정식과 부등식,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

다([표 1]).

본 연구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

않고,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개념구

조와 관련된 즉, 함수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수학 내용 지식을 다룬다. 그 주요 내용은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

기,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기 그리고 함수의 볼록

성을 판정하기에 관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Ÿ 정리 A: 도함수의 값의 부호를 이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기

Ÿ 정리 B: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에 의해 함수의 극대와 극

소를 판정하기

Ÿ 정리 C: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기

Ÿ 정리 D: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하여 함수의 그래프

개형의 볼록성을 판정하기

이는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

된다(정상권, 이재학, 박혜숙, 홍진곤, 박부성, 김정배 외,

2010).

도함수의 부호 또는 부호의 변화를 살펴 함수의 증가

와 감소를 판정하거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정리 A

와 정리 B는 각각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와 평균값

의 정리에 의해, 극대와 극소의 정의와 정리 A에 의해

증명된다.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정의3)는 대학의

3)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에 대하여    

(   )일 때, 함수 는 그 구간에서 증가(감소)한

다고 한다(정상권 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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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에서의 엄밀한 정의4)와 다르기 때문에, 정리 A의

함의는 필요충분조건5)이 아니라 충분조건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필요충분조건과 충분조건의 차이를 간과하여

‘함수   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므로 모든 

에 대하여 ′   이다.’와 같은 오류를 범한다. 따라

서 학생들에게 정리 A의 역에 대한 반례가 존재하기 때

문에 필요조건의 함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해시키

고, 학생들이 도함수의 성질에 근거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수학에서 정리 B

의 함의 또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해석학에서의 극

대와 극소의 정의6)에 의하면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대이면서 극소이지만, 이와 달리 학교수학에서는 극대

와 극소의 직관적인 정의7)에 의해 상수함수는 모든 구

간에서 증가상태도 감소상태도 아니므로 극대와 극소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수학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에 대하여 정리 B를 학습할 때에는 도함수의 부호가 변

화하는 정보에 의해 함수의 극값을 판정해야 함을 유의

하여야 한다(조완영, 2011).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

는 정리 C는 ‘함수-도함수’ 관계에서 성립하는 정리 A와

4)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에 대하여   ≤  

(  ≥  )일 때, 함수 는 그 구간에서 증가(감소)

한다고 한다(Bartle & Sherbert, 2000). 이와 같이 함수의 증

가와 감소를 정의하면 정리 A는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도함수의 정보를 추론하는 방향을 포함한다.
5)   → 가 구간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하자. 그러면, (ⅰ)

가 에서 증가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에 대

하여 ′≥이고, (ⅱ) 가 에서 감소하기 위한 필요충

분조건은 모든 ∈에 대하여 ′≤ 이다(Bartle &

Sherbert, 2000). 이 때 도함수의 부호에 의해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도출하는 방향의 증명은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하는

학교수학에서의 증명과 같다.
6) 모든 ∈∩에 대하여 ≤ (≥ )가 되

는 의 근방   가 존재하면, 함수   →는 ∈

에서 극댓값(극솟값)을 갖는다고 정의한다(Bartle &

Sherbert, 2000). 따라서 해석학에서는 연속함수가 아니더라

도 극값을 가질 수 있다.
7) 함수 가   에서 연속이고 의 값이 증가하면서

  를 지날 때, 함숫값 가 (ⅰ) 증가상태에서 감소상

태로 변하면 는   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고, 그 때

의 함숫값 를 극댓값이라고 하고, (ⅱ) 감소상태에서

증가상태로 변하면 는   에서 극소가 된다고 하고,

그때의 함숫값 를 극솟값이라고 한다(정상권 외, 2010).

정리 B에 의해 유도된다.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에서 ′   일 때 ″   이면 함수 는

  에서 극댓값을 가지고, ″   이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갖는다는 내용의 정리 C

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   이면 ″ 는 ′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정리 A에 의해 ′ 는    근

방에서 증가상태8)에 있다. 따라서 ′   이므로

  일 때, ′   이고,   일 때, ′   이

고 이는   에서 ′ 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

함을 뜻한다. 정리 B에 의해 함수 는   에서

극솟값을 가진다(정상권 외, 2010).

함수의 그래프 개형의 볼록성은 이계도함수를 이용하

여 판정할 수 있는데, 이계도함수를 갖는 함수 가

어떤 구간에서 항상 ″   이면 곡선   는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이고, ″   이면 곡선

  는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이다는 내용의 정리

D는 정리 A와 함수의 볼록성의 정의 그리고 ‘접선의 기

울기’의 개념으로 유도된다. 즉, 어느 구간에서

″   이면 정리 A에 의해 그 구간에서 ′ 는
증가하고 이는 곡선   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구

간에서 증가함을 나타내므로, 함수   의 그래프

는 접점을 제외하고는 접선의 위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

다. 해석학에서는 함수의 볼록성에 대한 엄밀한 정의9)

에 의해 Taylor 정리를 이용하여 “를 개구간이라 하고

  →가 에서 이계도함수를 갖는다고 하면, 가 에

서 볼록함수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모든 ∈에 대

하여 ″  ≥ 이다(Bartle & Sherbert, 2000).”를 유

도한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학교수학에서 일계도함수의 성질

을 이용하여 함수의 특징을 추론하는 정리 A, 정리 B

8) 일부 교과서는 함수의 증감상태를 정의하지 않지만 ‘증가상

태, 감소상태’라는 표현은 사용한다. 함수의 ‘증가·감소’와 ‘증

가상태·감소상태’의 차이를 구분하여 교수·학습되어야 하지

만(계승혁, 하길찬, 2010), 본 연구의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

에 ‘증가와 감소’에 ‘증가상태와 감소상태’의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가정하여 학생들이 그 차이를 구분한다는 전제로 본

연구를 진행한다.
9) 구간  ⊆에 대하여   →라 하자. ≤  ≤을 만족하

는 임의의 와 의 임의의 점들  에 대하여

    ≤    가 성립하면, 

는 에서 볼록하다고 한다(Bartle & Sherbe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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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정리 A, 정리 B, 정리 C, 정리 D의 관계

[Fig. 1] The relation among the theorem A, B, C, and D in the properties of derivatives

그리고 이계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특징을 추

론하는 정리 C, 정리 D의 관계를 구조화하면 다음 [그

림 1]10)과 같다.

2) 도함수의 성질의 개념구조에 관한 관계망

연속함수들의 집합에서 동치류를 고려하면 미분과 적

분은 서로 역함수―함수에 대한 서로의 작용을 상쇄하는

작용소―관계가 존재한다. ‘변화량-변화율’ 관계로 설명

되는 이 관계는, 적분은 변화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량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미분은 변화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율을 결정하는 과정으

로 정리된다(정연준, 2010).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는 피적

분함수 로부터 원시함수 에 이르는 적분 과

정을 거꾸로 원시함수 를 미분하여 함수 를

구하는 미분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학교수

학에서는 연속함수의 범위에서 함수와 도함수, 피적분함

수와 원시함수 사이의 역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이계도

10) [그림 1]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

수의 성질을 판단하는 정리들을 중심으로 개념구조의 관계

망을 구성한다([그림 2]). Fermat의 정리나 이계도함수의 성

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변곡점을 판정하는 정리에 관한 관계

망은 본 연구의 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그

러나 본 연구 검사 문항을 해결한 학생들의 풀이에서

Fermat의 정리와 변곡점에 관한 학생들의 풀이가 관찰되는

바, [그림 1]에서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함수-도함수-함수’와 ‘도함수-함수-원시함수’는 동일한

관계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은 미

적분학의 기본정리에 관한 이해를 통해 적분이 미분의

역 과정에 해당된다는 것과 ‘이계도함수-도함수-함수’와

‘도함수-함수-원시함수’의 동일한 개념구조를 이해하여

야 한다. 또한 도함수의 개념의 중요한 의미는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수

의 변화량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기 때문에(정상권, 2011), 학교수학에서 학생들에게 ‘변

화량-변화율’ 관계의 의미를 바탕으로 미분과 적분의 개

념을 이해하는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정연준,

2010). 수학 내용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의미로서 진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개념구조의 관계망의 형

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김응태, 박한식, 우정호,

2007), 학생들은 미분과 적분의 역관계를 통찰하고, 함수

로부터 도함수의 정보를 얻는 미분방향과 도함수의 정보

로부터 함수의 특징을 찾는 적분방향의 의미를 내포한

관계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학교수학에서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들의 구조

는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함수의 증가

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이해하고 이를 판정할 수 있어

야 함을 도함수 활용 내용영역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도함수의 부호를 관찰하여 함수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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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판정하거나(정리 A),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에 관

한 정보를 읽고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정리 B)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구조의 관계망을 형성할 때 도함수(피적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원시함수)의 성질을 판정하는 방

향 즉, 변화율이란 정보로부터 변화량에 대한 정보를 도

출하는 적분방향으로 내용 구조를 파악해야 함을 의미한

다. ‘함수-도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에 근거하여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정리 C) 또

는 볼록성을 판단(정리 D)하는 정리들 또한 변화율에 대

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율을 결정하는 과정, 즉

적분방향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이 미적분학의 기본정리에 의해 함수와 도함

수, 피적분함수와 원시함수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하고,

‘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는 ‘도함수-함수-원시함수’의

관계에서 ‘원시함수-도함수’의 관계에 대응되며11), 함수

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 사이의 관계에는 ‘변화량-변

화율’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미분방향과 적분방향의

사고 과정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도함수의 성질

에 관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여 관계망으로 표

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도함수-함수-원시함수’의 개념구조에

관한 관계망

[Fig. 2] The network for the mathematical

concept structure of ‘derivatives-function-primitive

function’

11) 학교수학에서는 연속함수의 범위에서 함수와 도함수, 피적

분함수와 원시함수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함수

와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 사이의 관계 구조는 원시함수

와 함수 그리고 도함수의 관계 구조와 동일하다.

2. 도함수의 성질에 관련한 수학적 사고양식

본 연구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학생들의 사고

양식을 관찰하기 위하여, ‘수학 Ⅱ’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수학적 사고 양식을 살펴보았다.

1) 기하적 사고 양식과 대수적 사고 양식

Sternberg(2001)에 따르면 학생들의 문제해결에서 나

타나는 방법이 각기 다른 이유는 수학적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에서 성공과 실패의 영향으로 오랜 기

간에 걸쳐 형성되어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습관적 패턴

또는 선호하는 방식인 사고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기하적 사고와 대수적 사고

에 관한 학생들의 사고 양식을 모두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하나의 사고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사고 양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되어야 한다(Ferri &

Kaiser, 2003). Ferri와 Kaiser(2003)의 두 가지 사고 유

형,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수식을 주로 활용하는 대수적

사고 양식과 시각적으로 나타난 그래프와 같은 표상으로

부터 정보를 활용하는 기하적 사고 양식을 기반으로 학

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문제 상황

에 따라 대수적 혹은 기하적 양식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고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

다(임선정, 2005). 임선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

은 함수나 도함수의 그래프로부터 정보를 읽어 변화와

움직임을 인식하기보다는 기울기나 넓이가 주는 물리적

의미 그 자체를 암기하여 문제에 적용한다.

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교과서의 예제 유형들은 문제

해결에 관한 학생들의 사고 양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

소 그리고 볼록성에 관하여 개념을 도입할 때는 직관적

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하적으로 접근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함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정리들

을 학습할 때는 기하적, 대수적 접근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도함수 성질에 관한 개념

구조의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교과서의 예제

유형들은 대부분 대수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형태이다.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식을 직접 미분하

여 도함수를 구한 후 제시된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기 위

한 조건을 구하는 문제가 대수적 조작이 주를 이루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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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함수의 활용 단원 교과서 예제 문항 유형 특성

함수의

증가와 감소

Ÿ 함수식이 주어질 때,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

Ÿ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식이 주어지고 증가(감소)함수가 되기 위한 미정계수의

조건 구하기

대수적 사고 양식

정리 A

함수의

극대와 극소

Ÿ 함수식이 주어지고 극값을 구한 후 그래프를 그리기(다항함수, 분수함수, 삼각함

수, 절댓값 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Ÿ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식이 주어지고 극값을 갖기 위한 미정계수의 조건 구하기

대수적 사고 양식

정리 B, C

Ÿ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도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기

Ÿ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기

기하적 사고 양식

정리 A, B

함수의

볼록성,

변곡점

Ÿ 함수식이 주어질 때, 곡선의 볼록성과 변곡점을 조사

Ÿ 미정계수를 포함한 함수식이 주어지고, 볼록성과 변곡점을 활용하여 미정계수의

조건 구하기

대수적 사고 양식

정리 C, D

함수의

그래프

Ÿ 함수식이 주어질 때,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도함수의 부호로 판정), 곡

선의 볼록성과 변곡점(이계도함수의 부호로 판정)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 그

리기

기하적 사고 양식,

대수적 사고 양식

정리 A, B, C, D

[표 3] 수학 Ⅱ 도함수의 활용단원의 예제 문항에 대한 사고 양식

[Table 3] The thinking style for example items related to the applications of derivatives in ‘Mathematics Ⅱ’

제 유형의 예이다. 기하적 사고 양식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문제는 함수의 그래프로부터 도함수의 그래프를 추정

하거나 도함수의 그래프로부터 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하

는 유형의 문제로 제시되지만, 함수식을 직접 미분하여

계산하는 문제 유형보다 비중이 작다.12) 특히 ‘도함수’를

거치지 않고 ‘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를 기하적 접근으

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 교과서는 없었다. 함

수식에 의존하는 대수적 사고 양식의 문제 유형이 그 비

중을 대부분 차지하며, 기하적 사고 양식으로서는 일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문제 유형으로 한정되어 나타난다

([표 3]).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상위권인 경기도 소재 일반

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자연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고등학교 2학년 60명과 3

학년 28명은 ‘수학 Ⅱ’13)를 학습한 자연계열 학생들로,

12) ‘수학 Ⅱ(최용준, 김서령, 이정례, 선우하식, 이진호, 조동석

외, 2010)’와 ‘수학 Ⅱ 익힘책(계승혁, 김홍종, 하길찬, 박복

현, 장성욱, 박장순, 2010; 황선욱, 강병개, 허민, 최수창, 신

동윤, 장경성 외, 2010)’에는 기하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의 모의고사 수리영역의 백분위 평균은 각각 94.125

와 91.124로서 학교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된 학생들이다.

이는 본 연구가 학생들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수준을 보

려는 것이 아니라, 함수 간의 관계에 대한 정답을 아는

학생들이 실제 정답을 정당화하는 데에서 개념의 구조와

그 이해의 사고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연구의 수

월성을 위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검사 문항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도함수와 함수의 관계와 이

계도함수와 함수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구조화하

였는지 그 이해를 관찰하는 것, 함수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학생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고 양식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읽을 수 있는 함수의 형태를 제시

해야 하며, 기하적 사고 양식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과제 형태여야 한다. 이를 위해 2007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학 Ⅱ’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

13) ‘수학 Ⅱ’에서와는 달리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는 다항함

수에 국한되어 도함수의 활용을 다루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을 ‘수학 Ⅱ’를 학습한 자연계열 학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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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다음 제시된 세 함

수는 각각 함수, 도함수, 그

함수의 부정적분들 가운데

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일

부이다. 각각의 함수에 대응

되는 그래프를 찾고, 자신의

풀이를 정당화하시오14).

문제 2. 다음 제시된 두 함

수의 그래프는 각각 어느 함

수의 도함수와 부정적분들

가운데 하나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일부이다. 각각의

함수에 대응되는 그래프를

찾고, 그 이유를 정당화하시

오.

수록된 문제를 분석하여([표 3]) 검사 문항을 제작하였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 1은 학생들이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세 개의

서로 다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

하여 함수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의 관계에 관한 정

당화를 보이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제시하였다. 이 과

정에서 나타나는 정리 A, 정리 B, 정리 C, 정리 D에 관

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도함수-함수-원

시함수’의 관계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문제 2는 이계도함수와 함수의 관계에 대한 정리

C와 정리 D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해 함수식이 제시되지

않은 두 개의 그래프 개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제들은

개념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서술

형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제시할 때 두 가지 사항에 유의하

였다. 첫째, ‘도함수’와 ‘원시함수’의 개념을 통합하여 미

분과 적분의 사고 과정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함수-

도함수-이계도함수’라는 표현 대신 ‘도함수-함수-원시함

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주어진 그래

프의 형태만 보고 다항함수의 그래프로 판단하여 다항함

수의 차수에 의한 정당화를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4) 학생들이 ‘도함수-함수-원시함수’의 관계를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당화할 수 있도록, 검사 문항은 도함수의 성질의

개념을 명확히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함수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 1은 Arzarello와 Sabena(2011)의 논문에 제

시된 검사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문제 2는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제작하였다.

제시된 함수는 다항식 항을 갖지만 다항함수로 단정을

지을 수 없음을 인지하도록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일부’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분석을 위한 자료는 도함수의 성질에 관련한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해결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하여 제작

된 서술형 문항으로 이루어진 활동지이다. 활동지를 검

사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연구의 개괄적 요지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풀이 과정을 자세히 서술할 것을 안내하

였다. 학생들은 주어진 문항들을 30분 동안 해결하였고,

학생들의 활동지는 분석을 위해 모두 수합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개개인의 문제해결 과정을 반복적

으로 분석하면서, 공통적 범주와 주제를 파악하는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우정호 외, 2007),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사고의 특성에 따라 그 결과를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수학적 사고 양식과 관련한 결과를 제외

하고 이 연구에서 논의되는 결과의 범주는 기존의 이론

적 틀에 의해 분류되고 조직된 것이 아니라, 앞서 분석

된 수학적 개념구조의 관계망과 관련한 학생들의 반응을

바탕으로 얻어진 결과들이다. 각 범주에 해당하는 문제

해결 과정의 사례들을 예시하고 분석하여 도함수의 성질

에 관련한 학생들의 개념구조와 그 이해의 사고를 고찰

하였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이 장에서는 [그림 2]에 제시된 ‘도함수-함수-원시함

수’의 개념구조에 대한 관계망과 수학적 사고 양식이 함

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의 개형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실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

고 그 결과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1. 결과 분석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 개형만 주어진 상황

에서, 문제 1은 세 함수의 관계를 도함수와 함수 그리고

원시함수의 관계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문제 2는 두

함수의 관계를 함수와 이계도함수의 관계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도함수의 성질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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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망과 사고 양식을 관찰하기 위한 문항이다. 학생

들의 풀이를 분석한 결과, 도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개념

과 정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문제 1에서는

44명, 문제 2에서는 33명이었다. 그 외에 구체적인 함수

식을 구하거나 다항함수식의 차수를 이용하는 등 대수적

접근을 한 학생은 문제 1에서는 36명, 문제 2에서는 31

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정당화의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정

답만 제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은 학생들이었다([표 4]).

문제해결 과정

학생 수(명)
문제

1

문제

2

도함수의

활용과

관련된

개념과

정리 적용

정리 A, B, C, D, 접선의

기울기 활용
24 10

그 외 도함수의 개념들

사이의 잘못된 관계 이용
20 23

함수식을 구하거나

다항함수식의 차수를 이용
36 31

정당화 과정 없이 정답만 제시 8 19

무응답 0 5

[표 4] 문제 1과 문제 2에 대한 분석 결과

[Table 4] Analysis results of the problem 1 and 2

학생들의 반응을 토대로 학생들의 사고의 특성을 4가

지로 범주화하였으며, 자세한 문제해결 과정과 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함수-도함수’의 관계에 편중된 사고

문제 1에 대하여 수식 없이 그래프 개형에서 얻을 수

있는 함수의 성질을 찾아서 정당화를 보인 학생들은 88

명 중에서 44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도함수의 성질과 관

련된 정리를 사용한 학생들은 24명이었다. 접선의 기울

기를 직접 그려서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찾아 해결하

는 학생들도 관찰되었다. 그러나 정리 C 또는 정리 D의

이계도함수의 성질을 사용하여 함수의 관계를 정당화한

풀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문제 1의 제시문의

‘함수, 도함수, 그 함수의 부정적분들 가운데 한 함수’라

는 표현에서 세 함수의 관계를 두 함수씩 짝을 지어 함

수와 도함수의 관계로 인식, 이와 관련된 정리 A 또는

정리 B를 사용하여 정당화를 하였다([그림 3]).

[그림 3] 문제 1에서 정리 A를 사용한 학생 답안

[Fig. 3] The case using the theorem A in the

problem 1

이계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정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도한 문제 2에서 10명의 학생들은 도함수

의 성질과 관련된 정리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4명의 학

생들이 하나의 함수의 부호를 이용하여 다른 함수의 극

대와 극소(정리 C) 또는 볼록성을 판단하여(정리 D) 두

함수의 관계를 정당화하였다([그림 4]). 나머지 6명의 학

생들은 ‘어느 함수의 도함수와 부정적분들 가운데 하나

의 함수’를 ‘이계도함수-함수’의 관계로 관점을 전환하지

않고 접선의 기울기나 도함수의 부호(정리 A 또는 정리

B)를 이용하여 생략된 ‘어느 함수’를 찾아 주어진 그래

프의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보여주

었다([그림 5]). 학생들은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

프 개형에서 ‘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림 4] 문제 2에서 정리 C를 사용한 학생 답안

[Fig. 4] The case using the theorem C in the

probl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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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문제 2에서 생략된 함수를 찾는 과정을 보이

는 학생 답안

[Fig. 5] The case using the process of finding a hidden

function in the problem 2

2) 미분방향으로 편향된 사고 과정

문제 1과 문제 2에 대해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정

리를 이용하여 정당화를 보인 24명과 10명의 학생 중에

서 각각 16명과 7명의 학생은 미분방향으로의 사고 과정

을 보였으며, 문제 2를 해결한 학생 중 3명의 풀이에서

는 적분방향과 미분방향의 사고 과정이 모두 관찰되었

다. 학생들은 변화량을 이용하여 변화율을 구하는 과정

의 사고가 익숙하므로, 함수의 그래프에서 관찰되는 정

보(변화량)로부터 도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보(변화율)

를 예측하는 미분방향으로 사고가 편향된 것으로 해석된

다. 한 학생은 ‘의 극값에서 의 부호가 바뀌

고, 는 감소함수이므로 그 도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세 함수 사이의

관계를 도함수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설명하였다. 미분방

향으로 편향된 사고는 증가(감소)하는 함수를 찾고, 증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다른 함수의 함숫값은 양수이기 때

문에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함수-도함수’의 관계로 정

당화하는 학생의 풀이에서도 확인된다([그림 6]). 

[그림 6] 미분방향으로의 사고 과정을 보이는 학생 답

안

[Fig. 6] The case appearing the thinking process which

is differentiation

3) 도함수 성질과 관련된 개념들 사이의 잘못된 관계

망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도

함수의 성질에 관한 개념을 구조적으로 연결하지 않고,

개개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그 개념들 사이의 잘못된 관

계망을 형성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문제 1에 대하여 함수와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정

보를 찾아 해결한 44명의 학생 중에서 20명의 학생들은

하나의 함수의 함숫값이 인 곳에서 다른 함수가 극값

을 가지기 때문에 두 함수 사이의 관계는 함수와 도함수

의 관계를 갖는다는 이유로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정

당화하였다. 다시 말해, 이 학생들은 ‘미분 가능한 함수

가 극값을 가지면 그 점에서 도함수의 함숫값은 이다.’

라는 Fermat의 정리를 구조적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

하고, 단순히 함수의 극값과 도함수의 함숫값을 관련지

어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정당화하는데 Fermat의 정

리를 사용하였다. 다음은 이러한 이유로 정당화를 보인

학생의 답안이다.

  인 점에서 가 극값을 가지므로 는 

의 도함수이다.   인 점에서 가 극값을 가지고

  인 지점에서 의 이계도함수가 이 되므로 함

수는  , 도함수는  , 부정적분은 이다.

문제 2에 대하여 33명의 학생 중에 23명의 학생들이

함수의 변곡점이라 생각되는 점에서 다른 함수의 함숫값

이 이기 때문에 함수와 이계도함수의 관계가 성립한다

는 논리로 정당화 과정을 보였다([그림 7]). 이는 학생들

이 교과서에 제시된 함수의 변곡점과 도함수의 관계를

함수의 변곡점을 찾기 위해 도함수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변곡점’과 ‘′   ’를 단편적

으로 연결지어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로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7] 개념들 사이의 잘못된 관계망이 나타난

학생 답안

[Fig. 7] The case using the wrong network

among the mathematic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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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함수 성질에 관한 대수적 사고 양식

문제 1과 문제 2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각 36명과

31명의 학생이 대수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함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답은 맞았으나 그 과정은 잘

못된 풀이였다.15) 이 학생들은 기하적 사고 양식, 즉 그

래프 개형에서 관찰되는 함수의 정보를 읽고 함수와 도

함수 사이의 관계를 정당화하기보다는 대수식의 조작을

기본으로 하는 대수적 사고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검사 문항에서 제시된 함수에 대하여 ‘다항식 항

을 갖지만 다항함수로 단정할 수 없음’을 학생들이 인지

하도록 ‘함수의 일부를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표현을 문

제의 제시문에 기술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주어진 그

래프를 다항함수의 그래프로 인식하여 미적분의 공식을

적용, 직접 함수식을 구하려고 시도하거나 ‘다항함수의

차수’를 찾아 도함수와 함수 그리고 원시함수의 관계를

정당화하였다.16) 특히, 문제 1의 해결 과정에서는 기하적

사고 양식을 보여준 학생들 중 그 일부의 학생들도 ‘함

수-이계도함수’와 관련된 개념구조의 관계망을 살펴보고

자 제시된 문제 2에서는 이계도함수의 정보를 직접 읽어

내는 것을 어려워하며 ‘의 차수가 의 차수보다 높으

므로’, ‘5차를 두 번 미분하면 3차이므로’ 등의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대수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한 학생들 중 각각의 함수의 차수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학생도 있었다([그림 8]).

[그림 8] 다항함수의 차수로 문제를 해결한 학생 답안

[Fig. 8] The case using the degree of polynomial

15) 문제 1과 문제 2에 대하여 각각 풀이 과정 없이 정답만 제

시한 8명과 19명의 학생들은 주어진 그래프의 함수를 다항

함수로 인식, 그 함수식의 최고차항의 차수를 이용하여 문제

를 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대수적 접근으로 문제 1

과 문제 2를 푼 학생의 수는 각각 44명과 50명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 등의 추가적인 질적 연구가 필요하므로 정답만 제시한

학생들의 수는 제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16) 제시된 문제의 조건만으로는 구체적인 함수식을 구할 수 없

고, 또한 다항식 항을 가진 것만으로는 함수식의 최고차항의

차수에 의한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2.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앞서 언급한 분석 결과는 실제 고등학생들이 함수와

도함수 그리고 원시함수의 관계와 관련한 개념 구조의

관계망과 함수들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양식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사고는 ‘함수-이계도

함수’의 관계보다 ‘함수-도함수’의 관계에 편중되어 있다.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 1을 해결한

학생들은 두 함수씩 짝을 짓고 ‘함수-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정리 A와 정리 B를 사용하여 정당화의 과정을

보여줄 뿐, ‘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함수-이계도함수’의 관점을 유도한 문제 2에서는 정리

C와 정리 D를 이용한 풀이가 관찰되었으나, 일부 학생

들의 풀이에서 ‘함수-도함수’의 관계를 근거로 숨겨진

함수-문제에서 제시된 두 함수를 미적분 관점에서 직접

연결하는-의 개형을 찾아서 정당화하는 과정이 관찰되

었다.

이는 ‘함수-이계도함수’에 관한 정리 C와 정리 D가

‘함수-도함수’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정리 A와 정리 B 그

리고 접선의 기울기에 의해 유도되기 때문에([그림 1]),

많은 학생들이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 개형에서

직접 이계도함수의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

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이계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교과서의 문제 유

형들이 함수식을 두 번 미분하여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

한 후 주어진 함수의 극값을 구하거나 혹은 볼록성을 판

정, 이를 근거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전형적인 형태

로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함수식이 없는 그

래프 개형의 정보와 ‘함수-이계도함수’의 관계를 직접

연결 짓지 못한다. 다시 말해, ‘대수적 조작 → 정리 C·

정리 D 사용 → 그래프 그리기’라는 알고리즘에 익숙해

진 학생들은 그래프 개형에서 직접 이계도함수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한다.

둘째, 적분방향보다 미분방향, 즉 함수의 그래프의 정

보로부터 도함수의 그래프의 정보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편향되어 있다. 도함수의 활용에

관한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 1과 문제 2를 해결한 학생들

은 각각 함수의 증가와 감소 또는 극값으로부터 직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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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의 부호를 결정한 후 이와 일치하는 그래프를 찾거

나,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직접 도함수의 그래

프 개형을 그려서 그와 일치하는 그래프를 찾았다.

도함수에 대한 정보로부터 함수의 정보를 추론하는

적분방향의 개념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교과서의 정리

들과 달리 학생들에게 그 반대방향 즉, 미분방향으로 정

보를 도출하는 사고 과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교과서에서 미분과 적분의 ‘변화율-

변화량’의 관계를 개념적 이해를 위한 소재로만 다루어

그 구조적 의미에 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정연준, 2010),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서의 예제

유형들을 해결할 때 함수식을 직접 미분하여 도함수를

구한 후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성질을 판정

하는 순서로 해결하였기 때문에 적분방향보다는 미분방

향으로의 사고를 우선시하는 학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교수학에서 ‘접선과 곡선’은 학생들에게 구체

적으로 식이 주어지지 않거나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상황

에서 미분에 관련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도함수의 성

질에 대한 이해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적 이미지에

고착되어 학생들은 도함수가 아닌 함수로부터 정보를 도

출하는 방향으로 사고한다. 이는 하나의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직접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서 미분계수에 대

한 정보를 찾는 학생들의 문제풀이에 의해 뒷받침된다.

셋째, 일부 학생들은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들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함수의 함숫값이 인 곳에서 다른 함수가 극값을 갖는

다는 이유로 문제 1을 해결한 학생의 풀이답안과 ‘변곡

점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다른 함수의 함숫값은 ’을 근

거로 문제 2를 해결한 학생의 답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정리 A와 정리 B에 편중된 이해와 미분방

향으로의 편향된 사고 과정을 보여준 학생들과 달리, 이

학생들은 도함수의 성질에 대하여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개념구조의 관계망을

바르게 형성하지 못하여 단편적으로 한 점에서의 함숫값

과 관련된 피상적인 처리 과정으로서 도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며, 도함수의 성질 그 자체를 암기하여 문

제에 적용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정한 개

념의 이해는 개념 하나의 단편적인 이해가 아니라 개념

들 사이의 올바른 관계망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은 자

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

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공식화하여 알고리즘 학습을

주로 하므로 개념구조의 관계망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학생들은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 개형

에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도출하는 기하적 사고 양

식보다는 구체적으로 함수식을 구하거나 다항함수의 차

수를 이용하는 대수적 사고 양식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는 ‘함수-도함수’의 관계(정리 A, 정리 B)와 ‘함

수-이계도함수’의 관계(정리 C, 정리 D)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가 미흡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수학의 미적분 지도와 관련하여 교과서에서 대수적 접근

방식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도함

수의 활용 단원의 예제 유형들은 대부분 함수식을 직접

미분하여 도함수를 구한 후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

하거나 극값을 구하는 등의 대수적 조작을 기반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함

수의 그래프의 개형에서 직접 정보를 읽어 기하적 접근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서도 학생들은 대수적 조

작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기하적 접근 방식의 문제 유형은 ‘함수-도함수’ 관계의

그래프 유형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다항함수의 그래프

꼴로 제시된다. 또한 이계도함수와 관련한 기하적 사고

접근 문제 유형은 함수식에서 출발하여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형태로만 제시되기 때문

에, 학생들은 습관처럼 함수식을 먼저 찾아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수학적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

조적으로 존재하므로 함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에 내재

된 개념구조를 미분과 적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는 수학적 능력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도

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구조에 대한 올바른 관계망을

형성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래프의 형태만으로 제공된 정보를 읽는 능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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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이는 학생들에게 자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기

초를 제공하기 위한 미적분 교육에서 함양되어져야 한

다. 그러나 많은 고등학생들이 미적분 개념들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편적으로 개념들만 이해하고 대

수적 계산과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해결에만 치우쳐 학습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등학교 ‘수학 Ⅱ’의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분석하여 함수와 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구조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고 그래프 개형만 제시된 문제 상황에서 ‘도

함수-함수-원시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구조

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하고, 학생들이 실제

하게 되는 사고의 특성을 고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검사 문항을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자연계열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함수와 도함수 그리고 이계도함수의 관계와 관련된 정리

를 사용하거나 다항함수의 차수를 이용한 대수적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반응

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사고는 ‘함수-이계도

함수’의 관계보다 ‘함수-도함수’의 관계에 편중되어 있다.

둘째, 적분방향보다는 함수의 그래프의 정보로부터 도함

수의 그래프의 정보를 도출하는 미분방향으로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편향되어 있다. 셋째, 일부 학생들은 도함수

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들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망을 형

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함수식이 주어지지

않은 그래프 개형에서 함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도출하

는 기하적 사고 양식보다는 구체적으로 함수식을 구하거

나 다항함수의 차수를 이용하는 대수적 사고 양식에 의

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논의한 결론을 바탕으로, 미적분 개념 학습에

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학생들이 도함수의 성

질과 관련된 정리들을 공식으로 암기하여 단순히 문제해

결에 적용하지 않도록 도함수의 성질에 관한 정리에 내

재된 개념들 사이의 관계와 그 구조의 의미를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는 학습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 이러한 학습은 함수와 일계도함수의 관계에 대한 의

미뿐만 아니라 함수와 이계도함수의 관계에 대한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도

함수 성질에 대한 개념구조의 관계망에서 개념들 사이의

연결이 적분방향으로의 사고 과정을 내포하고 있는바 학

생들에게 변화율로부터 변화량을 추론하는 방향으로의

다양한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편향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현상을 다항함수나 단일 함수식으

로 표현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구체적인 함수식이 제시

되지 않고 그래프의 형태만으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등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그래프 형태

로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학생

들에게 대수적 조작에 의한 학습뿐만 아니라 기하적 사

고 양식에 기반을 둔 학습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도함수의 성질과 관련된 개념구조에 관하

여 학생들이 실제로 형성하고 있는 관계망과 수학적 사

고 양식을 고찰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지닌 것으

로, 학생들의 개념구조의 관계망 형성이 어디에 기인하

는지에 대한 연구 등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필 검사에

의한 것이기에 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담, 관찰

등의 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수학 수

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미분과 적분의 개념 사이의 관계

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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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tudents’ thinking of the properties of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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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concept exists in the structural form, not in the independent 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network which students actually have for the mathematical concept structure related to the

properties of derivatives. First, we analyzed the properties of derivatives in ‘Mathematics II’ and showed the

mathematical concept structure of the relations among derivatives, functions, and primitive functions as a

network. Also, we investigated the understanding of high school students for the mathematical concept

structure between derivatives and functions, and the structure between functions and second order derivatives

when the functional formula is not given, and only the graph is given. The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mainly focus on the relation of ‘function-derivatives’, the thinking process for direction of derivative and the

thinking style for algebra. On this basis, we suggest the educational implication that is necessary for students

to build the network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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