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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학생들은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종희ㆍ김부미, 2003;

천유영ㆍ임대근ㆍ류현아, 2013). 함수의 교수ㆍ학

습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두 변

량 사이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함수의 다양한 표현들 사이의 변환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상숙ㆍ

고호경, 2007; 손홍찬ㆍ류희찬, 2005; 오흥준ㆍ양

명섭, 2013; 이광상ㆍ조민식ㆍ류희찬, 2006).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함

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함수 지도의 중요

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함수 영역

의 교수ㆍ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는 “다양한 

상황을 일상 언어, 표, 그래프, 식으로 나타내고 

이들 사이의 상호 변환 활동을 하게 한다.”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을 탐

구할 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가 명시

되어 있다(교육부, 2015, pp. 32-33).

최근 수학교육공학의 연구들에서는 공학적 도

구의 기능을 단순히 소개하기보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 변화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이수진ㆍ이종학ㆍ김원경, 2013). 이

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에서 어떤 공학적 

도구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Olive & Lobat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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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함수의 교수ㆍ학습에 대한 연구들에서도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수업에서 드러나는 학생

들의 이해와 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식 ‘  ’를 그래프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  ’에서 ‘’와 ‘’의 역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CAS 그래핑 계산기

(박희정ㆍ김경미ㆍ황우형, 2011), 엑셀(이광상 외,

2006)과 같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에서 학생 스스

로 구성하는 변화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와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과 해석을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Izsk, 2011; Olive & Lobato, 2008). 이에 

본 연구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제시된 역동

적인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하고, 활용하

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변화하는 양들 사이의 관

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특히 일정한 변화율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심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역

동적인 함수적 상황을 관찰하고, 이를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며, 학

생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2: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자신이 구성한 양들 사이의 관계에 대

한 해석과 활용은 어떠하며, 학생간의 차이

점은 무엇인가?

II. 선행 연구

1.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함수의 표현과 해석

학생들은 함수적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종희와 김부미(2003)는 중학교 2학년 학

생 70명을 대상으로 두 변량 사이의 관계가 언

어로 표현된 경우 이를 식과 그래프로 나타내거

나, 제시된 그래프를 해석하여 상황에 적절한 그

래프를 선택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

러나는 오개념을 탐색하여 범주화하였다. 천유영 

등(2013)은 함수의 표현 양식을 상황ㆍ언어적 표

현, 표, 그래프, 식으로 나누고 고등학교 1학년 

90명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 수준에 따른 표현 

양식 사이의 변환 과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황ㆍ언어를 식과 그래프로 변환하거

나 그래프를 식으로 변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주어진 그래

프에서 변하는 대상과 그 변화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황에 제시된 물통의 모양이

나 그래프의 모양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하였

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상

숙과 고호경(2007)은 함수의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변화율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표상을 학

생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중학교 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이차함수 개념에 대한 성취도, 수학적 

성향 등을 조사한 결과, 그래핑 계산기(TI-92 Plus)

를 주된 도구로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변화율

을 찾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박희정 등(2011)은 학생들의 식과 그

래프 표현 사이의 연결성을 돕기 위해, 공학적 도

구(CAS 그래핑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수 계산이 

가능한 화면과 그래프가 그려지는 화면을 한 화면

에서 확인하며 상황에 적절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였다. 이광상 등(2006)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함수의 표상을 다양하게, 역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 엑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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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식과 표와 그래프를 나타내는 활동을 제

시하고 이러한 활동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함수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함수적 표현의 제한점과 그 원인을 진단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변화율을 포함하는 상황을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제시할 때, 상황에서 변화

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를 찾고 이를 다양한 방식

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행위로부터 추론되는 학

생들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에서는 일정한 변화율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상황

에 대한 표현과 해석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이

해에 주목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본다.

2.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이해

함수의 교수ㆍ학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물리적 

도구를 활용하여 제시된 역동적인 상황을 다양

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분석 및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은주(2005)는 두 변

량 사이의 선형 관계를 포함한 일차함수 개념의 

형성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수학에서 일차함수

나 과학에서 등속도 운동을 배우지 않은 중학생 

2명을 대상으로 수레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표현

하고 해석하는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에서 학

생들은 수평면을 따라 등속도로 움직이는 수레

를 관찰하며 0초부터 시작하여 0.1초씩 더해지는 

시각에 대응하는 위치 또는 0초부터 시작하여 

0.1초씩 더해질 때마다 그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위치를 교류용 시간기록계를 통해 종이테이프에 

타점으로 나타내고 이를 오려붙인 그림에서 축

이 가지는 의미와 종이테이프 윗부분을 연결한 

선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수업을 실시한 후 학생

들은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 이동 거리, 속도 사

이의 관계를 추론하고 그래프에서 변화를 해석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연구자가 초점을 둔 

학생의 추론 능력은 시간과 속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이동 거리라는 것

과 기억하고 있는 규칙이나 사실(거리=속력*시간,

속력=거리/시간)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

이 함수를 물리적 환경과 연결시켜주기 위해 도

구를 활용하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 스스

로 구성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Izsk(2003)은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여 

상황을 대수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해석하는 과

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이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적 경험으로부터 

구성한 (연구자의 관점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는)

기준(criteria)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

라 주어진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사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였고, 물리적 도구를 조작하며 

자신이 세운 식을 수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변

화율을 포함하는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

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에 내재된 (선형 패턴과 

같은) 일정한 관계를 찾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연구에 기초하여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제시된 일정한 변화율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함

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

나는 변량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심칼 프로그램(SimCalc MathWorlds)의 

기능

본 연구는 학생들의 비례 관계, 선형 관계 및 

변화율 개념의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심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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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였다(Olive & Lobato, 2008). 심칼 

프로그램은 1980년대 Kaput과 Roschelle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심칼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속력

으로 움직이거나 속력이 변화하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둘째, 이들의 움직임을 그래프와 대수식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셋째, 그래프 또는 대수식

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한 화면에서 확

인할 수 있으며, 한 표현을 변화시키는 즉시 또 

다른 표현도 이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서 활용된 심칼 프로그

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심칼 프로그

램 화면에 제시된 캐릭터의 움직임을 시뮬레이

션 할 수 있고, 움직인 시간을 조작할 수 있으

며, 조작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실시된 심칼 프로그

램을 처음으로 도입한 수업에서 학생들은 역동

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와 캐릭터의 시간과 위

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II-1] 참고).

[그림 II-1] 2015년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심칼 프로그램 화면

2016년도 수업에서는 그래프에 대한 표현과 

해석에서 드러나는 학생간의 차이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자, 심칼 프로그램에서 모든 순간의 캐

릭터의 위치만 시각적으로 확인할 뿐, 캐릭터의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와 식 

등은 활동지에 직접 표현하도록 하였다([그림 

II-2] 참고).

[그림 II-2] 2016년도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심칼 프로그램 화면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개관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학생

들의 학습과정을 경험하고, 학생들의 수학지식의 

발달에 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실험법(Teaching Experiment Methodology)을 

택하였다(Steffe, & Thompson, 2000). 교수실험에

서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수학적 활동을 이끌 수 

있는 과제와 질문을 준비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사고와 학습에 대한 

모델을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검증한다(Hackenberg,

2009).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연구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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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1)은 교수실험을 진행하며 ‘교사’ 역할을 수

행하였고, 또 다른 연구자는 관찰자로서 참여 학

생들의 수준을 진단하거나 다음 차시의 과제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자들은 

교수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또는 교수실험이 모

두 끝난 뒤 비디오 파일을 사용하여 수업을 검

토하고 분석하며, 학생들의 사고와 학습에 대한 

모델이 학생의 행위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

는지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Norton & Boyce, 2015).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중학교 1학년 학생 6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교수실험에서 수집된 자료의 

일부이다. 연구자들은 2015년도(2015.4.~2015.11.)와

2016년도(2016.5.~2016.7.)에 각각 (남학생인 학생 

Q와 여학생인 학생 U를 포함한) 중학생 2명과 

(여학생인 학생 P와 남학생인 학생 S, 여학생인 

학생 R과 남학생인 학생 T로 2명씩 짝을 지어 

수업에 참여2)한) 4명을 대상으로 교수실험을 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변

량에 대응하는 또 다른 변량의 변화를 시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불변하는 

관계를 찾아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위해 심칼 프로그램을 활

용한 수업을 계획하였다(<표 III-1> 참고). 모든 

수업에서는 각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정을 촬영

하기 위해 카메라 2대([그림 III-1]의 비디오 1과 

비디오 2)와 수업의 전체 장면을 담기 위해 카메

라 1대([그림 III-1]의 비디오 0), 명확한 오디오 

정보를 얻기 위해 녹음기 1대([그림 III-1]의 오디

오),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학생들의 행위를 촬영

하기 위해 오캠3)이 사용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지, 수업 및 과제에 대한 회의자료, 메모 등

도 수집되었다.

분석 과정에서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두 변량 사이의 일

정한 변화율에 대한 학생들의 의미(meaning)를 

탐색하고자 수업에서 수집된 자료와 비디오 파

일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학생 행위에 대한 기록

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갔다. 또한 각 학생들의 

사고패턴, 변화, 제한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행위의 유사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Hackenberg, 2009).

1) 본 논문의 저자이다.

2)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행위에 근거하여 그들의 추론을 예측하고, 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발달을 이끌기
에 적합한 과제 및 발문을 제시하기 위해 2명씩 짝을 지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3) 컴퓨터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과제에 제시된 상황
수업차시(일자)

학생 Q와 학생 U 학생 P와 학생 S 학생 R과 학생 T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상황을 다양한 방식(표, 식(  ), (직선 

모양의)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고 해석하기

5차시(2015.5.16.) 6차시(2016.6.11.) 4차시(2016.6.11.)

두 변량 사이의 관계를 포함하는 역동적인 

상황을 다양한 방식(표, 식(  ), (직선 

모양의) 그래프 등)으로 나타내고 해석하기

8차시(2015.6.4.)

10차시(2015.6.20.)
7차시(2016.6.13.) 5차시(2016.6.14.)

<표 III-1> 분석에 활용된 수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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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교수실험 배치도

3. 연구 참여자와 과제 소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는 중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된 교수실험에서 수집한 것이다. 교수

실험의 목적은 학교수학에서 일차함수를 학습하

기 이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변화율을 포

함하는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

하는 행위로부터 드러나는 이해와 발달을 탐색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교수학이나 사교육

에서 일차함수를 학습한 경험이 전혀 없고, 수학 

과목에 대한 성취감이 높으며 자신의 생각을 적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학생들은 심칼 프로그램을 활용한 [과제1]과 

[과제2]에서 출발하는 위치가 같고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변화율이 서로 다른 두 캐릭터의 

움직임(<표 III-2>의 [과제1] 참고)과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변화율이 일정하지만 출발하는 위

치가 서로 다른 세 캐릭터의 움직임(<표 III-2>의 

[과제2] 참고)을 관찰하며,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학생들은 

[과제1]에 제시된 두 캐릭터 가운데 속력이 빠른 

캐릭터를 주황([과제1]에서 아래), 느린 캐릭터를 

파랑([과제1]에서 위), [과제2]에 제시된 세 캐릭

터의 경우 0초일 때의 위치에 따라 앞에서부터 

분홍([과제2]에서 맨 아래), 주황([과제2]에서 중

간), 파랑([과제1]에서 맨 위)이라 불렀다. 학생들

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프로그램을 조작

하고, 자신의 짝 또는 교사와 대화하는 가운데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심칼 프로그램을 조작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처음에 주목한 양이 서로 

달랐으며, 시간과 거리 사이의 비인 속력을 구하

더라도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이를 활용하

고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

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두 변량 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이해, 특히 일정한 변화율에 대한 이해

에 주목하고자 한다.

[과제1] 다음의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하시오.

[과제2] 다음의 상황을 다양하게 표현하시오.

<표 III-2>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제1]과 [과제2]

4. 일정한 변화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Thompson과 Thompson(1992)은 일정한 속력을 

포함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시간과 

거리의 변화,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추론의 

수준을 나누고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비와 비율, 속력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로, 시간과 거리의 변화를 

함께 상상할 수 있으며 시간과 거리의 값이 주

어질 때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즉 Thompson과 

Thompson(1992)이 제안한 3수준 또는 4수준에 

해당되는 학생들로 판단된다. Thompson과 

Thompson의 연구(1992)에 제시된 3수준과 4수준

인 학생의 특징을 살펴보면, 두 변량인 시간과 

거리의 변화를 동시에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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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거리 사이의 비의 불변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불변성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른

데, 3수준인 학생에게 불변성은 먼저 인지된 시

간과 거리의 값을 누적시켜 시간과 거리의 변화

를 구성하는 것이고, 4수준인 학생에게는 두 양 

사이의 비의 일정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Thompson과 Thompson(1992)이 제안

한 3수준과 4수준의 특징에 비추어 일정한 변화

율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다음과 같이 세 유

형으로 나누어 분석 및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두 변량인 시간과 거리 사이의 비인 속력을 임

의의 시각과 그에 대응하는 위치 사이의 일정한 

비와 시간의 변화량과 거리의 변화량 사이의 일

정한 비로 표현하고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학생(학생 T, 학생 U)과 둘째, 이러한 수

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즉 주어진 상황에서 

속력의 값을 구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의 시각

과 그에 대응하는 거리 사이의 비 또는 임의의 

시간 변화량과 그에 대응하는 거리의 변화량 사

이의 비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학

생 P, 학생 Q, 학생 R), 셋째, 수준의 변화를 보

인 학생(학생 S)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과정 모두 흥미롭지만, 본 연구는 학생

간의 이해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학생 

P, 학생 S, 학생 T의 해결과정을 분석 및 제시하

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본 절에서는 심칼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역동적

인 함수적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

정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해석하고 활

용하는 방식을 분석 및 제시한다.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두 변량인 시간과 거리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 화면([그림 II-2] 참

고)에 제시된 변량의 값을 정확히 읽으려고 하거

나, ‘2.5초와 그에 대응하는 위치 사이의 비’가 

움직임에서 찾은 속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산술적 계산이 필요했던 학생 P의 문제 해

결과정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수업 초기에는 학

생 P와 유사하게 두 양 사이의 변화를 설명하였

지만,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교사의 발문에 대답

하는 중에 속력을 시간과 거리 사이의 불변하는 

비로 표현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학생 S의 문제 

해결과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상황에

서 시간과 위치 사이의 비를 불변하는 하나의 양

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황을 식으로 표

현한 학생 T의 문제 해결과정을 제시한다.

1. 두 변량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확인하

기 위해 프로그램 화면에 제시된 변량

의 값을 정확히 읽거나(학생 R), 산술적 

계산을 하는(학생 Q) 학생 P

학생 P가 [과제1]에서 처음에 주목한 양은 0초

부터 시작하여 1초씩 더해질 때마다 두 캐릭터

의 위치 사이의 간격이었고, 이를 표로 나타내었

다([그림 IV-1] 참고).

[그림 IV-1] [과제1]에서 학생 P가 나타낸 표

이후 학생 P는 프로그램 화면에서 시간의 값

을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캐릭터의 움직임을 관

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 P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는 아래의 <발췌문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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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1> : 두 변량 사이의 일정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학

생 P

교사: 학생 P가 [프로그램 화면에서 학생 P가 

설정한 시간 간격을 가리키며] 0.35일 때

를 하고 있네?

학생 P: 둘의 거리가 다른 1초일 때도 일정한지

가 궁금해서요.

교사: 일정하다는 게?

학생 P: 두 사람의 간격이 0(초)일 때는 똑같잖

아요. 그런데 1(초)이었을 때 2.5였고. 2

초일 때는 5였고. 그래서 소수점으로 해

도 둘의 거리가 일정한지?

학생 P는 <발췌문 1>과 같이 캐릭터의 움직임

에서 시간 간격을 ‘0.35(초)’로 하였는데, 그 이유

에 대해 0초, 1초, 2초가 아닌 임의의 시각에서

도 1초 지날 때 두 캐릭터의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사는 학생 P

가 먼저 언급한 ‘일정함’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

해 학생 P에게 그 의미를 물었고, 학생 P는 “다 

2.5씩 늘어나는 상태”라고 답하였다. 학생 P는 0

초부터 1초씩 더해질 때마다 두 캐릭터의 간격

이 2.5가 된다는 규칙을 찾았고, 0.35초와 같은 

시각에서 1초 더해질 때도 간격의 차이가 일정

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생 P는 주어진 상황에서 임의의 시각에 대응

하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0초부터 1초씩 더

해질 때마다 두 캐릭터의 간격 차이가 일정하다

는 것을 이끌어내었지만, 임의의 시각에서 1초 

늘어날 때 두 캐릭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 P는 [과제1]에서 자신과 함께 수업에 참

여한 학생 S와 대화를 나눈 후 속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과제2]에 제시된 상황에 대한 

표현과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학

생 P는 [과제2]의 세 캐릭터의 움직임에서 “다 

똑같이 1초가 지날 때마다 5씩 나가니까 속력

이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학생 P가 언급

한 ‘속력이 같다’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학생 P

에게 파랑의 경우, ‘1초 5 ’, ‘2초 10 ’와 같이 

1초보다 2초에 대응하는 위치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바뀌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학생 

P는 “다 똑같이 한 시간 하나를 기준으로 보니

까 이것도 기준을 1초로 봐가지고 하는 것 같아

요”라고 말하면서 ‘시간
거리

’를 적은 후, “다 똑같이 

8초를 뛰고 거리도 똑같이 40를 뛰잖아요. 다 

똑같이 5가 나와요”라고 대답하였다. 학생 

P는 1초에 5 , 2초에 10 , 8초에 40에 대해 

기준 1초에 간 거리가 동일하며, 거리의 값을 시

간의 값으로 나누면 모두 5가 됨을 인지하

고 있는 듯하다. 수업 중 교사는 학생 P가 [과제

1]과 [과제2]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시간의 

변화가 0초, 1초, 2초와 같이 0초부터 1초씩 더

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교사는 임의의 

시간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치의 변화량을 찾는 

과정을 확인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학생 P에게 2.5초와 3.5초 사이에 이동 거리를 

구해볼 것을 요구하였다. 학생 P는 아래의 <발

췌문 2>와 같이 답하였다.

<발췌문 2> : 시간의 변화량과 거리의 변화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생 P의 이해 

학생 P: 2.5초와 3.5초 사이의 거리를... 2.5초

일 때 파랑은 12.5이구요. 5라는 게 

[2.5와 3.5에서 앞에 숫자 2와 3을 가리

키며] 2랑 3을 빼면 0.5잖아요. 0.5라는 

건 1을 기준으로 딱 반이잖아요. 2초와 

3초의 반이 2.5초니까 10하고 15의 딱 

반이 되는 숫자를 구했어요. [12.5에서 

2.5를 나눈 후([그림 IV-2] 참고)] 똑같이 

5인데요.

교사: 12.5가 뭐야?

학생 P: 2.5초를 갔을 때의 거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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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과제2]에서 산술적 계산을 통해 

속력의 일정함을 확인하는 학생 P

학생 P는 <발췌문 2>에서와 같이, 2.5초와 3.5

초 사이의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파랑의 

2.5초일 때의 위치로 12.5를 구하였다. 구체적

으로, 2.5에서 2와 3.5에서 3을 빼면 0.5인데, 0.5

는 1의 반이기 때문에 2초의 위치인 10와 3초

의 위치인 15의 중간 값을 구한 것이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생 P는 이전에 자신이 찾은 파랑

의 속력 5를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속력

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하기 위해 12.5

를 그에 대응하는 시간의 값인 2.5로 나누었다

([그림 IV-2] 참고). 즉, 학생 P는 속력 5를 

‘2.5초와 2.5초에 대응하는 위치 사이의 비’로 해

석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학생 P

가 앞서 언급했던 ‘속력’과 ‘움직임에서 속력이 

같다는 것’에는 2.5초와 같은 임의의 시각과 그

에 대응하는 이동 거리 사이의 일정한 비에 대

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프로그램을 조작하며 두 변량 사이의 변

화율의 일정함을 찾기 시작하는 학생 S

학생 S가 [과제1]에 주어진 캐릭터의 움직임에

서 처음에 주목한 양은 ‘시간’과 ‘위치’였다. 그

는 주황과 파랑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표로 나

타낸 후([그림 IV-3] 참고), 파랑에 대해 “1초당 

2.5”, 주황에 대해 “1초당 5를 달리니까”라

고 설명하였다.

[그림 IV-3] [과제1]에서 학생 S가 나타낸 표4)

교사는 학생 S가 구성하는 시간의 변화를 확

인하고자 ‘1초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

하였고, 이에 대해 학생 S와 교사가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의 <발췌문 3>과 같다.

<발췌문 3> : 1초부터 1초씩 더해지는 시간과 

그에 대응하는 위치에 주목하는 학생 S

학생 S: 1초가 있으면 기준 값이잖아요. 1초를 

더하면 2초가 되잖아요. 2초에 더하기 1

초를 하면 3초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요.

교사: 1.5초와 2.5초는 1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학생 S: 아니죠. 2.5초면은 1초에 1.5초를 더한 값

이 2.5초인데 1초가 늘어나는 값은 아니죠.

교사: 여기 1.5초 있어요?

학생 S: 있긴 있어요. [두 캐릭터의 움직임에서 

시간을 조작하며 작은 목소리로] 아...

(중략) 마지막에는 8초인데 자연수가 하

나잖아요. 1초가 더 가면 다시 0으로 다

시 되돌아가버리는데. 여기 0.5초가 더 

들어가는데요. 8초가 되려면은 0.5초가 

들어가야 돼서 1초는 안 들어가는데.

교사: 0.5초도 시간 아니에요?

학생 S: 시간인데 1초는 아니잖아요.

교사: 0.5초에는 안 움직이는 거에요? 0.5초 단

위로 설명할 순 없나요?

학생 S: [작은 목소리로] 아...돼요...

4) 학생 S가 나타낸 표([그림 IV-3] 참고)와 설명에 비추어 보면, 표의 맨 윗줄에 적힌 ‘1번 선수’와 ‘2번 선
수’는 각각 ‘파랑’과 ‘주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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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문 3>과 같이, 학생 S는 1초를 기준 값

으로 두고 1초부터 1초씩 더해지는 시간을 말하

며, 1.5초와 2.5초 사이에 1초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

하였는데, 하나는 2.5초는 1초에 1.5초를 더한 값

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5초부터 1초씩 더

하게 되면 7.5초에서 1초가 아닌 0.5초를 더해야 

8초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학생 S는 

1.5초와 2.5초 각각에 대응하는 위치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그 값은 구할 수 없는 듯하다.

그 이유는 1.5초와 2.5초에 대응하는 위치의 값

을 찾을 수 있다면, ‘1초와 2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과 ‘1.5초와 2.5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

이 서로 같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 S에게 두 캐릭터의 움직임을 0.5

초 단위로 생각할 수 있는지 묻자, 작은 목소리

로 “아...”와 “돼요”를 차례대로 말하였다. 이러한 

학생 S의 행위로부터, 그는 교사와 대화를 나누

는 과정에서 1초가 아닌 0.5초씩 더해지는 시간

에 대응하는 위치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

가 학생 S에게 7.2초와 8.2초 사이에 이동 거리

를 구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구체적으로 드러났

다. 학생 S는 파랑의 7.2초의 위치의 값을 찾으

려고 시도하였으며, 파랑이 1초에 2.5를 가고 

7.2초는 1초에 7.2를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1초

의 위치에 7.2를 곱해서 7.2초에 대응하는 위치

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학생 S의 생각을 

식으로 적으면 “2.5:1=7.2:(7.2초일 때의 파랑의 

위치)”이다. 학생 S는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교사

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각에서 위

치가 존재함을 분명하게 인식하였고, 나아가 특

정한 시간에서의 위치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후 교사가 학생 S에게 7.2초와 

8.2초 사이에 이동 거리를 구하도록 다시 요구하

였을 때, 아래의 <발췌문 4>와 같이 학생 S의 

변량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발췌문 4> : 학생 S의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

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교사: 7.2초와 8.2초 사이에는 얼마나 이동했을

까?

학생 S: 구해볼게요. [기뻐하며] 아∼맞다. 이거 

안구해도 된다. 2.5를 가면 되니까. 어

쨌든 1초가 늘어난 거니까 (중략) 8.2초 

빼기 7.2초를 하면 1초가 나오잖아요. 2.5

를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교사: 좀 전(<발췌문 3> 참고)에는 학생 S가 뭐

라 그랬더라? 이거랑 이거는 다른데?

학생 S: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나 봐요.

<발췌문 4>에서와 같이, 학생 S는 7.2초와 8.2

초 사이에 (파랑의) 이동 거리는 2.5이며, 그 

이유는 8.2초에서 7.2초를 빼면 1초이기 때문이

라고 말하였다. 이는 <발췌문 3>에서 학생 S의 

생각, 즉 ‘1.5초와 2.5초는 1초가 늘어난 게 아니

다’라는 생각과 대비되는 것으로, 학생 S는 ‘0초

부터 시작하여 1초씩 더해지는 시간에 대응하는 

거리의 변화량’과 ‘임의의 시각에서 1초 더해지

는 시간에 대응하는 거리의 변화량’이 서로 같

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정리하면, 학생 S는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처음에 파랑

의 움직임에서 찾은 ‘1초에 2.5’를 ‘임의의 시

각에서 1초 더해질 때 그에 대응하는 파랑의 이

동 거리의 변화량’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S는 [과제2]에 제시된 세 

캐릭터의 움직임을 보고 5를 먼저 적었다. 교

사가 캐릭터의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자, “아! 맞다~이거!”라고 외치

며 ‘ 초×(파랑),  초×(주

황),  초×(분홍)’를 적었다([그림 



- 609 -

IV-4] 참고). 이는 [과제1]에서 7.2초에 대응하는 

위치를 구한 행위와 연결되는 것으로, 학생 S는 

[과제2]에서도 임의의 시각에 대응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여 상황에 적절한 

식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4] [과제2]에서 학생 S가 나타낸 식

3. 두 변량 사이의 일정한 변화율을 찾고

(학생 U), 이를 활용하여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는 학생 T

학생 T가 [과제1]에 주어진 캐릭터의 움직임에

서 처음에 주목한 양은 ‘속력’과 ‘속력 사이의 

관계’였다. 학생 T는 두 캐릭터의 움직임에서 시

간의 값을 변화시키며, 시간과 거리 사이의 관계

를 표로 나타내었고, 이후 표 오른쪽에 ‘주황이

는 파랑이보다 속력이 2배 빠르다. 따라서 주황

이는 파랑이가 간 거리의 2배를 동일하게 간다’

를 적었다([그림 IV-5] 참고).

[그림 IV-5] [과제1]에서 학생 T가 나타낸 표 

[그림 IV-5]와 같이, 학생 T는 교사보다 먼저 

속력을 언급하며, 주황과 파랑의 속력 사이의 관

계를 찾았다. 이후 교사는 학생 T에게 7.2초일 

때의 거리, 12.7초일 때의 거리, 27.5일 때의 

시간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 T는 아래의 

<발췌문 5>와 같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응하

는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이끌어내었다.

<발췌문 5> : [과제1]에서 움직임을 식으로 표

현하고 해석하는 학생 T

학생 T: 속력이 일정하니까 1초에 2.5 , 1초에 

5잖아요. 아무거나 넣으려면은 로 해

서 는 파랑이 초니까 1초에 2.5갔으

니까 10을 넣으면은 25를 간다. (중략)

주황이의 경우는 [파랑의 식 

‘× 간거리’에서 2.5를 가리키며] 여

기를 5로 대체하면 돼요. 1초에 5를 

갔으니까 속력이 5 .

(중략)

교사: 2.5( )와 7.5 움직일 때 소요된 시간은 

어떻게 될까?

학생 T: 1초요. (중략) 그러니까 이거 2.5와 

7.5 사이가 5를 간 거잖아요. 5가 

간 거리가 되니까 거리가 5가 나왔으니

까 등식 하면 5 나누기 15)하면 1이 돼서 

1이다. (중략) 얘는 속력이 같으니까 2.5

에서 출발해서 7.5까지 갔다고 해도 같잖

아요. 속력이 같으니까.

학생 T는 <발췌문 5>와 같이 파랑의 시간을 

라고 할 때 간 거리를 구하려면 2.5와 를 곱

하면 되고, 주황의 간 거리를 구하려면 2.5 대신

에 5를 대입해야 된다고 답하였다. 이후 교사가 

학생 T에게 2.5에서 7.5까지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묻자, 학생 T는 자신이 만든 식을 활용

하여 1초라고 답하였다. 이로부터 학생 T는 주

5) 학생 A의 생각을 식으로 표현하면 ‘  ’이다. 학생 A가 의 값으로 1을 구한 것으로 보아, 그가 언급
한 “5 나누기 1”은 ‘5 나누기 5’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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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에서 ‘5’를 1) 임의의 시각에 대응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일정한 수치, 2) 임의의 시각에서 

1초 더해질 때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동 거리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사는 학생 T에게 [과제2]에 제시된 세 캐릭

터의 움직임에서 0.25초일 때의 위치를 구할 것

을 요구하였고, 학생 T는 아래의 <발췌문 6>과 

같이 대답하였다.

<발췌문 6> : 속력에 대한 학생 T의 이해

학생 T: 0.25초잖아요. 0초와 1초 갈 때 위치가 

5니까 0.5의 위치를 구하려고 나누기 2하

면 2.5가 되잖아요. 다시 나누기 2를 하

면 1.25가 나와요. 1.25가 나와서 [0초의 

위치를 가리키며] 여기서 1.25 더하면 

교사: 더해 왜 더해? 세 사람 똑같이 1.25를 더

하면 되는 이유는?

학생 T 그러니까. 얘네들(파랑, 주황, 분홍)은 

출발하는 위치가 다른거지 속력은 같잖

아요.

교사: 여기서 속력은 뭐길래?

학생 T: 0.25초에 간 거리 

교사: 속도가 줄어들었네? 1초에 5가는데..

학생 T: 시간이 달라졌잖아요. 얘는 0.25초에 

간 거리고 얘는 1초에 간 거리니까. 0.25

초랑 1초랑 4배 차이나잖아요. 얘 곱하기 

4하면 5가 돼서.

<발췌문 6>에서와 같이, 학생 T는 파랑의 0.5

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1초의 위치인 5

를 2로 나누었고, 0.25초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 

0.5초의 위치인 2.5를 2로 나누었다. 이후 학생 T

는 주황과 분홍의 0.25초의 위치를 구하려면 주

황과 분홍의 0초의 위치에 파랑의 0.25초의 위치

인 1.25를 더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교사가 학생 

T에게 부가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학생 T는 세 

캐릭터의 출발하는 위치가 다를 뿐 속력이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교사가 학생 T에게 파

랑의 0.25초의 위치가 1초의 위치보다 작기 때문

에 속력이 변한 것인지를 묻자, 학생 T는 한 치

의 망설임도 없이 속력은 변하지 않으며 시간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학생 T는 0.25초

의 위치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위치 

사이의 비도 일정하게 유지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학생 

P의 행위, 즉 ‘1초의 위치인 5 ’와 ‘2.5초의 위

치인 12.5’와 같은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에

서 그들 사이의 비가 항상 같음을 알기 위해 산

술적 계산을 했던 행위와 대비되는 반응이다.

나아가 교사가 학생 T의 짝인 학생 R에게 시

간의 값에 따른 위치의 값을 알 수 있는, 즉 시

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 학생 T는 교사의 발문 직후 “아”

라고 말하며 학습지에 빠르게 ‘파랑이 시간×5=

거리, 주황: 시간×5+10=거리, 분홍: 시간×5+15=

거리’를 차례대로 나란히 적었다([그림 IV-6] 참

고). 교사는 학생 T에게 자신이 나타낸 식에서 

공통점이 있는지 물었고, 학생 T는 아래의 <발

췌문 7>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림 IV-6] [과제2]에서 학생 T가 나타낸 식

<발췌문 7> : [과제2]에서 움직임에 대한 학생 

T의 식 표현과 해석

학생 T: 공통점이 시간 곱하기 5. (중략) 2.5초

에서 7.5초 동안 이동한 거리 25 . 로 

따지자면 파랑이가. 파랑이 말고 다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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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T는 <발췌문 7>과 같이, 공통점은 시간의 

값에 5를 곱하는 것이고, 모두 다 2.5초와 7.5초 

사이에 이동 거리는 25가 되며 빠르기는 5

로 똑같다고 말하였다. 또한 학생 T는 자신

이 쓴 식([그림 IV-6] 참고)에서 ‘5’가 속도를 뜻

하고, 파랑과 주황과 분홍은 시작하는 위치만 다

를 뿐 속력이 같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식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학생 T는 파랑의 시간과 거

리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먼저 나타낸 후, 파랑

과 주황과 분홍의 속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

과 0초일 때의 위치를 고려하여 주황과 분홍의 

관계식을 찾은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이 심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를 관찰하

고, 두 변량인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변화율에 대한 이해를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게 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주어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구성하는 양

들 사이의 관계는 서로 달랐다. 학생 P, (본 논

문에서 분석되지 않은) 학생 Q와 학생 R이 처음

에 주목한 양은 1초부터 1초씩 더해지는 시간과 

그에 대응하는 이동 거리 또는 위치 사이의 간

격이었다. 학생 T와 (본 논문에서 분석되지 않

은) 학생 U의 경우, 캐릭터의 속력 사이의 일정

한 관계를 찾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이 초

기에 구성한 양은 수업 중 교사의 질문에 대답

하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

게 드러났다. 그러나 학생 S의 경우 수업 초기에

는 1초부터 1초씩 더해지는 시간의 변화에만 주

목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조작하며 모든 순간에 

대응하는 위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임의의 시각

에서 일정 시간이 더해질 때마다 위치의 변화량

이 항상 일정함을 시각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

한 후 일정한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더 정교하

게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시된 시간이 지남

에 따른 이동 거리의 변화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목하는 양들 사이의 관계가 서로 다

를 수 있다는 것과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해 양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 정교

화되어가는 과정을 확인한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

에서 시간과 이동 거리 사이의 일정한 관계인 

속력을 구하였지만, 임의의 시각에서의 위치, 임

의의 시간 변화량에 대응하는 위치의 변화량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다. 임의의 시각에 대응하는 위치를 구

하기 위해 학생 S, 학생 T, 학생 U는 주어진 상

황에서 속력을 찾은 후 이를 활용하였고, 학생 P

와 학생 R은 프로그램 화면에 제시된 특정한 시

들(주황과 분홍)도 다 25 . (중략)

교사: 공통점이 있나? 빠르기라던가?

학생 T: 빠르기가 똑같죠.

교사: 빠르기가 얼마지?

학생 T: 수치로요? 빠르기가 5. 5 . (중략)

속도가 5이니까 시간 곱하기 5가 거

리니까 속도 의미를 그대로 [파랑, 주황,

분홍의 식([그림 IV-6] 참고)에서 ‘5’를 

가리키며] 여기에 적은 것 같은데.

교사: 학생 T의 식([그림 IV-6] 참고)을 보자.

학생 T: 시작한 위치가 10이라서. 그거는 원래 

[‘시간×5=거리’를 가리키며] 이 식이면은 

파랑이랑 같잖아요. 여기서 10으로 더 올

라갔으니까. (중략) 근데 얘들(주황과 분

홍)은 시작하는 위치만 다르고 속력은 같

아서 [주황과 분홍의 식([그림 IV-6] 참

고)을 가리키며] 이 식이 성립되는 것 같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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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응하는 위치의 값을 정확히 읽으려고 시

도하였다. 또한 학생 P와 학생 Q는 1초부터 1초

씩 더해지는 시간에 대응하는 위치로부터 속력

을 찾았지만, 2.5초와 그에 대응하는 위치 사이

의 비 역시 이와 동일하다는 것은 산술적 계산

으로 확인한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을 관찰하고,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

정에서 드러나는 두 변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차함수의 교수ㆍ학습 및 연구에 다음

과 같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한 함

수의 교수ㆍ학습 상황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다양한 추론 양상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

구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심칼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캐릭터의 움직임을 조작하는 활동을 통

해 7.2초와 8.2초와 같은 임의의 시각에 대응하

는 위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였지만, 학생 

S, 학생 T, 학생 U만이 변량의 변화를 연속 추

론하며 변량들 사이의 비의 일정함을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사의 발문에 (연구자의 관점에

서) 적절하게 대답하였다. 이는 함수적 상황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행위로부터 드러나는 학생들

의 일관된 사고 패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

으며,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함수적 상황이 두 변

량 사이의 변화율에 대한 의미를 정교하게 구성

할 수 있도록 돕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일차함수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에 대한 표현과 

해석에서 드러나는 두 양의 변화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준비하는 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함수적 상황에서 두 변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상황에 대한 식 표

현과 해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

인하였다. 학생 S와 학생 T는 [과제2]에 제시된 

세 캐릭터의 움직임에서 불변하는 양을 찾은 후,

이에 근거하여 시간과 위치 사이의 관계를 식으

로 표현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해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함수식을 먼

저 제시한 후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제만을 다루기보다 주어진 함수적 상황에서 

변화하는 양을 찾고, 양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

하고, 이에 대한 대수식을 학생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목적

과 그 방식의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이점

이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함수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하였고(이종희·김부

미, 2003; 천유영 외, 201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식을 그래프로 표현하

거나 주어진 식에서 문자의 계수 또는 상수항의 

역할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둔(박희정 외, 2011;

이광상 외, 2006) 반면, 본 연구는 주어진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변량들의 변화와 그들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일

정한 변화율에 대한 학생간의 이해의 차이점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역동적인 

함수적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구성하는 양들 사

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분

석한 것으로, 함수적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

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론과 그 

발달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초가 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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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Constant Rate

of Change in Functional Situations Using SimCalc

MathWorlds

Ma, Minyoung (Indong Middle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constant rate of change, in terms of observing,

representing and interpreting dynamic functions in

various ways using the SimCalc MathWorlds. For

this purpose, parts of a class conducted for six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were

analyzed. The results suggested two implications

for a class that used this program (SimCalc

MathWorlds): First, we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quantities that

students notice in the same situation can be

different. Second, the program helped students to

develop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the constant rate of change. The study

also revealed the need to use technology in

teaching and learning about functions, particularly

to represent and interpret a given situation that

involves the constant rate of change in various

ways. Further, the results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contents and methods to teach functions

using technology in consideration of students’

different levels of understanding.

* Key Words : functions(함수), technology(공학적 도구), SimCalc MathWorlds(심칼 프로그램),

constant rate of change(일정한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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