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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학 교사의 과제 변형과 적용

-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중심으로 -

  수학 과제(Mathematical Task)는 학생이 학습하는 수학적 내용과 함께 

수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교

실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다. 과제와 학생을 매개하는 교사는 과제의 어포

던스(affordance)와 제한점(limitation)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과제

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제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미분계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과서 

과제들이 미분계수 개념 학습의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위한 과제 변형과 적용은 교사에게 필수적인 전문성

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학교사가 미분계수의 개념 지도를 위해 교과서의 미분

계수 단원의 과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변형한 과제를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미분계수 개념, 과제의 변형, 과제의 

적용, 개념 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수학교사 두 

명에게 미분계수 개념 학습을 위해 교과서 과제를 변형하고 변형한 과제를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를 과제와 질문의 인지적 

노력 수준, 담론 조치, Vygotsky의 개념 형성 이론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

로 분석하였다.

  과제 변형 과정에서 교사들은 과제의 질문, 맥락, 예, 체계, 도구를 변

형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변형된 과제의 적용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과

제는 그 수준을 유지하였고, 높은 수준의 과제는 수준을 유지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과제 적용에서 두 교사가 사용하는 질문 수준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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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조치는 차이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학생의 학습 기회도 달라졌다. 학생

들은 변형된 과제를 해결하면서 미분계수 개념에 대한 군집, 복합체, 특히 

복합체적 사고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의사개념의 특징을 보였으며, 미

분계수의 진성개념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보였다.

주요어 : 과제 변형, 과제 적용, 인지적 노력 수준, 미분계수 개념, 개념 형성

학번 : 2015-21602



- iii -

목    차

국문초록······························································································ⅰ

목차 ······································································································ⅲ

표 목차 ································································································ⅴ

그림 목차····························································································ⅵ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2. 연구 문제와 연구의 중요성 ·············································6

Ⅱ. 문헌 분석 ·················································································8

1. 미분계수 개념에 관한 연구 ·············································8

1.1.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적 분석 ··········································8

1.2. 미분계수 개념 지도 ························································12

2. 수학 과제에 관한 연구 ··················································15

2.1. 수학 과제 ·········································································15

2.2. 수학 과제의 변형과 적용 ···············································16

3. 개념형성에 관한 연구 ····················································30

3.1. Vygotsky의 이론 ······························································30

3.2. Berger의 이론 ··································································34

Ⅲ. 연구 방법 ·············································································41

1. 사례연구 ················································································41

2. 연구 설계··············································································42

2.1. 연구 참여자 ·····································································42



- iv -

2.2. 연구 절차 ·········································································43

3. 자료 수집 및 분석 ····························································46

3.1. 자료 수집 ·········································································46

3.2. 자료 분석 ·········································································46

Ⅳ. 연구 결과 ·············································································49

1. 과제 변형··············································································49

1.1. 질문 변형 ·········································································50

1.2. 예 변형 ·············································································53

1.3. 체계 변형 ·········································································57

1.4. 맥락 변형 ·········································································58

1.5. 도구 변형 ·········································································60

1.6.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61

1.7. 종합 ··················································································69

2. 과제 적용··············································································70

2.1.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70

2.2. 개념형성 이론에 따른 분석 ············································92

2.3. 종합 ················································································105

Ⅴ. 요약 및 결론 ···································································108

1. 요약 ······················································································108

2. 결론 및 제언 ·····································································113

참고문헌 ······························································································117

영문초록 ······························································································127



- v -

표 목 차

<표 Ⅱ-1> 과제와 질문의 인지적 노력 수준 ········································25

<표 Ⅱ-2> 복합체적 사고의 하위 단계 ··················································32

<표 Ⅲ-1> 교과서에서 선정된 과제체계 ··············································44

<표 Ⅲ-2> 연구 절차 ··················································································45

<표 Ⅳ-1> 과제 변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49

<표 Ⅳ-2> 원본 과제의 질문 ····································································51

<표 Ⅳ-3> 교사 A와 B의 질문 변형 ························································52

<표 Ⅳ-4> 교사 A와 B의 예 변형 ····························································54

<표 Ⅳ-5> 교사 A와 B의 체계 변형 ························································57

<표 Ⅳ-6> 교사 A와 B의 맥락 변형 ························································59

<표 Ⅳ-7> 교사 A와 B의 도구 변형 ························································60

<표 Ⅳ-8>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61

<표 Ⅳ-9> 과제 적용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71



- vi -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다양한 과제 관련 변수와 학생의 학습 사이의 관계 ··20

[그림 Ⅱ-2] 교사의 담론 조치 ································································27

[그림 Ⅱ-3] 수학적 대상의 점유 단계 ··················································35

[그림 Ⅳ-1] 원본 과제 준비 1의 표와 교사 A가 변형한 과제의 표

························································································································55

[그림 Ⅳ-2] 교사 B가 변형한 추가 탐구 과제의 표·····························56

[그림 Ⅳ-3] 원본 과제 준비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1········62

[그림 Ⅳ-4] 원본 과제 준비 2와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2········64

[그림 Ⅳ-5] 원본 과제 탐구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탐구 1········65

[그림 Ⅳ-6] 원본 과제 되새기기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되새기기 1

························································································································66

[그림 Ⅳ-7] 원본 과제 연습 1과 교사 A가 변형한 연습 1··················67

[그림 Ⅳ-8] 원본 과제 탐구 1과 교사 B가 변형한 과제 탐구 1········68

[그림 Ⅳ-9]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1 ··········································72

[그림 Ⅳ-10]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탐구 1 ········································78

[그림 Ⅳ-11]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연습 1 ········································80

[그림 Ⅳ-12] 교사 B가 변형한 과제 준비 1 ········································84

[그림 Ⅳ-13] 학생 S9의 풀이 ··································································95

[그림 Ⅳ-14] 1조의 과제 준비 1 풀이 ··················································98

[그림 Ⅳ-15] 1조의 과제 추가 탐구 풀이 ············································98

[그림 Ⅳ-16] 학생 S11의 풀이 ······························································102

[그림 Ⅳ-17] 교사 B가 사용한 지오지브라 화면 ······························103

[그림 Ⅳ-18] 학생 S16의 풀이 ······························································104

[그림 Ⅳ-19] 학생 S14의 풀이 ······························································104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업에서 사용되는 과제(Task)는“학습자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에 주목

하게 하며 특정한 정보 처리 방식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영향을 미

친다.”(Doyle, 1983, p. 161) 즉, 수학 과제(Mathematical Task)는 학습

자가 학습하는 수학적 내용과 학습자가 수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수학 과제는 이처럼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과제와 학

생을 매개하는 교사 또한 과제와 그에 따른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과제는 교사가 과제를 선택하고, 제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변화하며(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Steinbring, 1998) 그에 따라 과제가 제공하는 학생의 

학습 기회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수학 교

사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역량 가운데, 수학 과제를 다루는 교사의 역량은 

전문성의 핵심 영역으로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Watson, 2008; 강현

영 외, 2011; Johnson, Severance, Penuel, & Leary, 2016). 선행연구들

은 교사가 잠재력을 가진 과제를 선택하고 이를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능

력(Sullivan, Clarke, & Clarke, 2009), 학생의 반응에 따라 과제를 제시

하는 능력(Crespo, 2003),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level of cognitive 

demand)을 요구하는 과제를 교실에서 설정하고 실행하는 능력(김성희⋅방

정숙, 2005), 교과서 과제를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높은 인지

적 노력 수준의 과제로 변형하는 능력(김대영⋅김구연, 2014; 김정은⋅이

수진⋅김지수, 2015)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들은 과제 변형의 필요성을 학생의 학습 기회 측면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교사들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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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정 자료인 교과서(김민혁, 2013)의 과

제들은 학생의 개념적인 학습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ein 

& Smith(1998)의 수학 과제 분석 가이드(Mathematics Task Analysis 

Guide)에 따라 우리나라 교과서의 과제들을 분석한 연구(김미희⋅김구연, 

2013)에 의하면, 교과서의 과제들의 대부분은 낮은 인지적 노력 수준으로, 

학생에게 단순 암기나 절차적 지식의 재생만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학생을 개념적 이해가 아닌 절차적 이해로 이끌며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추론, 수학적 문제해결, 수학적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한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인식하여 학생의 개념적 이해를 촉진하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바를 교수 실제에서 실현하기 위해 교과서의 과제

를 변형 할 수 있어야 한다(김대영⋅김구연, 2014; 김정은⋅이수진⋅김지

수, 2015). 한편, 변형된 과제의 잠재력을 조사하는 활동, 과제를 변형하

는 활동은 수학교사와 예비교사의 전문성 신장 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는 

기존의 과제를 열린 형태의 과제(Zaslavsky, 1995), 연쇄적(Chaining), 

대칭적(Sysmetric) 과제, 체계적 변이(Systematic variation)의 특징을 

갖는 과제(Silver, Mamona-Downsm, Leung, & Kenney, 1996), 조건이 바뀐 

과제(Prestage & Perks, 2007), 수학적 대상의 성질을 탐구하는 과제

(Leikin & Grossman, 2013)로 변형하거나, 변형된 과제를 탐구함으로써 변

형된 과제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고 기회,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과제를 변형하는 활동은 교사들로 하여금 여러 범주의 

교사 지식을 사용하게 하며 교수-학습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게 함으

로써 교사의 학습 기회, 전문성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Lee, Lee, 

& Park, 2013; 김하림⋅이경화, 2016). 위 선행 연구들은 특정한 학습 기

회를 위해 과제를 변형하는 작업이 교사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일

이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교사들이 과제로 인해 제한되

는 학습기회와 과제가 야기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포착하여, 과제를 의도

적으로 변형해보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는 활동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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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으나, 문서 상태로 존재하는 변형된 과제

의 잠재적인 효과성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힌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제 자체는 그 과제를 설계할 때 반영된 잠재적인 목적

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전에는 어떤 힘을 갖고 있

는지 알 수 없다. 과제는 교사와 학생에 의해 사용되고 조정되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갖기 때문에(Watson, 2008), 실제 수업에서 과제가 어떻게 사용

되는가는 과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예상하는 과

제의 어포던스(affordance)와 제한점(limitation)은 실제 수업에서 나타

나는 과제의 어포던스, 제한점과 다를 수 있으며, 교사들은 평소 수업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교과서의 과제를 변형하여 교과서 저자의 

의도와 다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Sullivan and Mornane, 2014; 

Son & Kim, 2015) 이에 교사는 교육적, 수학적 어포던스를 고려하여

(Liljedahl, Chernoff, & Zazkis, 2007) 과제를 변형한 다음, 과제를 변

형하면서 반영한 교육적 의도를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발현시키는지 그리

고 그 발현 과정이 학생에게 실제로 어떤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교사가 교과서의 과제의 잠재력과 한계를 파악하여 

과제를 교육적, 수학적 의도에 따라 변형하고, 변형된 과제를 수업에 적용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적 개념의 지도는 교사들에게 도전적인 과제이다.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개념보다는 알고리즘적 해결 절차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고 수학적 패턴이나 수학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

는다. 강완 외(2009), 김지혜⋅오영열(2010)은 이러한 학생들일수록 수학

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초점을 두어 지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수학 내

용 영역에서도 특히 미분계수는 미적분 학습의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그 중

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개념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Orton, 1983; Orton, 1984; Tall, 1993; 

Hähkiöniemi, 2006; Habre, & Abboud, 2006; Christensen, & Thompson, 

2012; Nagle, Moore-Russo, Viglietti, & Martin, 2013). 이에 다수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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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들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계한 과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미

분 개념의 학습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학생의 개념적 이해 촉진

을 시도하였다(Aspinwall, & Miller, 2001; 강향임, 2013; Verhoef, 

Coenders, Pieters, van Smaalen, & Tall, 2015). 이는 교사 또한 미분계

수의 개념지도를 목적으로 교과서 과제의 제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과제를 변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교사에게 과

제의 변형하도록 하면 교사는 그 과정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자신의 개념적 

지식을 드러낼 것이며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적 지식을 과

제에 구현할 것이다.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교실에서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여 학생에게 개념 학습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교사가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교과서

의 과제를 변형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례연

구로 교사 두 명이 수학학습 부진 학생들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과제 변형·적용 활동을 관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교사가 과제를 사

용하여 학생이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에 주목한다. 이로써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과제를 변형하고 적

용하는 과정에서 각 교사가 발휘하는 전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사 교

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

에 이어 Ⅱ장에서는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적 분석, 미분계수 개념 지도,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 수학 과제, 과제의 변

형, 과제의 적용, 개념 형성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미분계수

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미분계수의 형식적 정의의 배경을 파악한다. 그런 다음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지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수학 과제의 정의와 지금까

지 논의된 과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본다. 최근까지 강조되고 있는 과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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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실 담론의 특성을 살펴본다. 개념 

형성에 대한 논의로는 Vygotsky의 이론과 Berger의 이론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논의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사례연구의 의미

와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대상인 두 교사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가 진행된 

과정과 수업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과제 변형과 과제 적용에서의 인지적 

노력 수준, 교사 질문의 수준과 담론조치, 개념 형성 단계를 분석할 틀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각 연구 문제의 결과를 분석한다. 과제 변형 분석에서는 교

사가 미분계수 개념 지도와 관련해서 교과서 과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과제의 질문, 예, 체계, 

맥락, 도구로 범주화하여 과제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형 결과

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다. 과제 변형 과정

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어떻게 계획하고 예상하는지, 미분계수 개념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고자 하는지를 교사의 전반적인 수업 의도

와 함께 살펴본다. 과제 적용 분석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담론이 어떠한지

를 기술하며 교사가 과제를 적용하면서 후속 질문으로 어떤 수준의 질문을 

사용하고 어떤 담론 조치를 취하는지 분석한다. 이 과정을 거쳐 학생에게 

적용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ygotsky와 Berger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미분계수 개념의 발달 단

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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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와 연구의 중요성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수학교사가 미분계수 개념을 지

도하기 위해 교과서의 과제를 어떻게 변형하고 그 결과 과제의 인지적 노

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음으로 변형한 과제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

면서 교사가 어떤 수준의 질문을 사용하고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적

용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결과 학생들

의 미분계수 개념 형성 단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연

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2.1. 수학 교사는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교과서의 과제를 어떻

게 변형하는가?

    2.1.1. 과제 변형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2.1.1.1 과제의 질문은 어떻게 변하는가?

      2.1.1.2 과제의 예는 어떻게 변하는가?

      2.1.1.3 과제의 체계는 어떻게 변하는가?

      2.1.1.4 과제의 맥락은 어떻게 변하는가?

      2.1.1.5 과제의 도구는 어떻게 변하는가?

   2.1.2.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가?

  2.2. 수학 교사가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변형한 과제를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은 어떠한가?

   2.2.1. 과제 적용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가?

    2.2.2. 과제 적용 과정에서 학생의 개념 형성 단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한 상황에서 교사가 자신의 교육

적, 수학적 의도를 가지고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미

분계수 지도와 관련된 교사의 의도가 실제 수업에서 과제를 통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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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하고자 하는 두 교사의 전문성이 과제 변형과 

과제 적용 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고 교사의 과제 변형·적용 

활동이 갖는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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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 분석

  본 절에서는 연구의 내용 영역인 미적분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미분계수

의 개념을 지도하기 위해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를 지도하기 위해 필

요한 교사의 지식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본다.

1. 미분계수 개념에 관한 연구 

1.1.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적 분석

  미분계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차곡선을 포함한 다양한 곡선에 

대한 접선을 다루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Toeplitz, 2006). 접선은 

유클리드 원론에서 “원과 만나지만 원을 가로지르지 않는 직선”으로 정

의된 후, 원의 지름과 수직을 이루고 원의 바깥에 놓이는 직선, 원과 오직 

한 번 만나는 직선(Boyer, 2004)으로 언급되면서 그 성질로써 다루어진다. 

그리스인들은 이를 발전시켜 포물선, 타원, 쌍곡선과 같은 원추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작도하는 법을 알아내었다(Toeplitz, 2006). 이들은 귀류법

을 사용하여 접선을 결정하였다. 한 직선이 곡선과 한 점에서 만나고 이 

직선 위의 다른 점들이 곡선의 외부에 있다면, 주어진 직선은 접선이라 할 

수 있다(Baron, 2003, p. 51). 그리스인들은 이와 같이 접선에 대한 정적

인 관점(Edwards, 2012)을 고수하였고, 순간적인 운동에 대한 논의는 모순

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제한적으로 다루었다(정연준, 2010). 따라서 이 시

기에는 접선을 순간적인 운동과 관련짓지 못하였다. 

  14세기에 들어 운동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노력들이 생겨났는데, 이 과정

에서는 속도, 속도의 변화, 순간속도의 개념이 등장한다. Oxford 대학의 

Merton 학파는 질의 강도와 양의 구분을 운동 현상에 적용하여 이동 거리

와 속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균일한 속도인 등속도 운동과 균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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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된 운동인 등가속도 운동을 정의하였다(정연준, 2010). 이 과정에서 

속도, 속도의 변화, 순간속도의 개념이 등장한다. Oresme는 속도가 변하는 

현상을 시간-속도 그래프로, 즉 기하학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Sherry, 1982). 그는 삼각형의 높이가 연속적으로 변하고 넓이도 변하지

만, 각 삼각형의 높이가 순간적으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 이차원의 

기하학적 도형은 운동현상과 동일시되었다. 증가하는 거리와 동시에 연속

적으로 변하는 속도를 이 기하학적 도형으로 다룰 수 있었다. 이 분석에서 

순간 속도라는 양은 연속성을 설명하며 운동현상과 기하학을 연결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정연준, 2010). 그러나 이 시기의 순간변화율은 명확한 

정의 없이 직관에 근거한 개념으로서만 다루어졌다(Boyer, 2004). 

  17세기 전반기에는 Descartes와 Fermat에 의해 해석기하학이 고안되면

서, 중근 아이디어를 이용한 대수적인 방식으로 접선을 작도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정연준, 2010). Descartes는 접선을 작도하기 위해 대수적인 

관점을 도입하였고 중근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원 방법(Circle Method)을 

사용한다(Eves, 1960, p. 280; Boyer, 2004). 이것은 주어진 곡선 위의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을 이용하여 법선을 구하고, 이 법선에 수직인 접선을 

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Edwards, 2012). 법선을 구할 때에는 중근의 성

질을 사용하여 원과 곡선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에서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정연준, 2010). Fermat는 

함수의 극값 근방에서의 특성에 최초로 주목하였고 최대, 최소 문제를 다

루었다. 그는 길이가 인 구간을 와 의 길이를 가진 구간으로 나누

었다. 이 두 구간을 곱하면  인데 이 함수는 둘레의 길이가 

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한다. 이 함수의 극댓값은 다음과 같은 과정

에 의해 구할 수 있다. 대신 를 대입하여 얻은“가(假) 동등”은 본

래 함수인 과 비교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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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변에서 같은 항을 소거하고 양변을 로 나누면  ∼ 를 얻는

다. 그리고 가 포함되는 항을 버림으로써  


을 얻는다. 이 값은 

가 최대가 되는 값이다. 그러나 Fermat는 이 가 동등 방법의 논리

적인 기초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Fermat는  값이 “작아야”한

다고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으며, 가 0으로 접근한다는 극한의 의미를 암

시하는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현대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일 가 함수 의 최댓값이라면, 의 함숫값은  근

처에서 매우 천천히 변할 것이다. 따라서  값이 매우 작으면 와 

는 대략 같다. 따라서 

∼

∼

이며 만일 가 다항식이라면 양변을 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 

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Fermat는  값을 포함하는 나머지 값을 소거함으

로써 ′ 을 얻게 된 것이며, 이는 현대적인 해석에서 가 0으로 갈 

때 미분몫의 극한을 의미한다(Edwards, 2012). 

  17세기 중반에 들어 수학자들은 곡선 위의 점이 이동할 때, 각 점에서 

순간적인 운동과 접선을 연결할 수 있었다. Newton과 Leibniz는 접선, 순

간적인 운동의 개념을 대수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미분계수 개념을 확립하였

다(정연준, 2010). 이전의 수학자들이 접선을 다룰 때는 특별한 문제에 특

별한 방법을 적용시켰지만, 이들은 접선을 구하는 일반적이고 강력한 알고

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된다(Edwards, 2012). Newton은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속도를 연구하였는데, 이 속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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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분을 조합하여 접선 개념을 다루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유율법의 핵

심 과정이 되었다. 그는 곡선   을 한 세로 직선과 다른 한 가로 

직선의 교점의 자취로 간주하였다. 이 움직이는 점의   좌표는 시간 

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어지며, 점의 운동은 , 만큼의 길이를 가진 가

로, 세로 방향의 속도 벡터의 합성으로 나타내어진다. 이 때 곡선의 기울

기는 


이다(Edwards, 2012). 유율 와 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 

시간에 관한 도함수인 


 


이다. Leibniz는 미적분 계산법을 발견함과 

동시에 미적분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적절한 기호를 고안하였다. 그는 특

정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계산법에 집중하였다. 또한 그의 연구

는, 0이 아니지만 임의의 양의 실수보다 작은 무한소량이라는 아이디어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한소량에 존재에 대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를 가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였다

(Edwards, 2012). 결국 이들이 사용한 무한소 개념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극한 개념도 아직 체계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이 

시기까지의 미적분에 대한 논의가 기하학적 직관에 강하게 의존하여 이루

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Boyer, 2004). 

  이처럼 엄밀하지 못했던 무한소 개념은 Cauchy가 극한을 명확하게 정의

함으로써 제거된다(Grabiner, 2005). 그는 극한을 정의할 때 “변수의 연

속적인 값들이 고정된 값과 원하는 만큼 작게 차이가 나면서 끝나도록, 한

없이 그 고정된 값에 접근할 때, 이 마지막 것을 다른 것들의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기하학적 도형이이나 크기와 관련된 개념을 배제하였

다. 이 정의는 수, 변수, 함수에 의존한 것으로, 명백하게 산술적인 것이

었다(Boyer, 2004). 또한 이 정의에 의해 미적분의 개념에서 무한소를 제

거하게 된다(Sherry, 1982). Cauchy는 완전히 수치적인 극한 개념을 사용

하여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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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가 구간  의 각 점에서 미분가능할 필요충분조건은 구간 

  위의 임의의 점 에 대해서, 가 0으로 갈 때 

 

의 극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 lim
→


 
는 점 에서의 

미분계수 값이다. 도함수 ′는 구간  위의 각 점에서의 함숫값

으로 lim
→


 
를 갖는 함수이다(Kitcher, 1984, p. 246).

  극한을 이용하여 형식화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 순간속도는 평균속

도의 극한으로 정의된다(Sherry, 1982). 이 정의에 의해서‘운동 자체가 

없는 순간에 어떻게 속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순간 속도에 대한 개념

적 어려움이 제거된다(정연준, 2010, p. 251).

  이처럼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적 발달 과정 속에는 다양한 개념적 문제들

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속도는 위치의 변화, 시간의 경과를 내포하기 때

문에 순간속도는 이와 관련된 개념적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등가속도 

운동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의 순간적인 존재가 필요하였고 이는 대

수적인 측면에서의 비 아이디어 그리고 기하학적인 측면에서의 접선 아이

디어와 함께 발달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현재 학생들이 학습하는 미

분계수 개념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와 같이 개념 속에 내포된 문제와 다

양한 측면에서의 개념 해석은 미분계수 지도에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한

다.

1.2. 미분계수 개념 지도

  학교수학에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 할선과 접

선의 관계, 극한의 직관적 정의에 의해 지도된다.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

화율, 할선과 접선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평균변화율의 극한 과정을 직

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미분계수 개념을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Orton, 1983; Orton, 1984; Thmps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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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미분계수가 분수로 나타나거나 두 부분의 합으로 나타날 때 그리

고 미분의 연쇄법칙의 적용으로 나타날 때 미분계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많은 학생들은 미분계수에 대한 근본적인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미분계수의 직관적인 이해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Orton, 

1983). 학생들은 할선의 극한이 결국 접선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며 

할선의 극한 과정을 관찰하고 “그것은 점이 돼요”, “그것은 사라져

요.”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Orton, 1984). Thompson(1994)의 연구에

서 수학 관련 과목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순간속도를 매우 짧은 시간 동

안의 속도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미분계수 개념 학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설계된 

과제와 교사의 지도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학

생의 개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Aspinwall, & Miller, 2001; 강향임, 

2013; Verhoef, Coenders, Pieters, van Smaalen, & Tall, 2015). 

Aspinwall, & Miller(2001)는 학생들이 미분계수의 개념적 이해에서 나타

내는 갈등요소를 진단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관식 질문에 답하도록 하고, 

학생이 서술한 것을 분석하여 개념 정의와 학생들이 가진 개념 이미지 사

이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교사가 주관식 형태의 과제를 적절히 설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강향

임(2013)과 Verhoef et al.(2015)는 교사가 공학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이 

개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미분계수를 가르치기 위한 교사의 지식 또한 논의된 바 있다. Pino-Fan, 

Godino, Font, & Castro(2013)는 미분계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MKT1)를, 

특히 SCK2)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SCK는 두 수준으로 나뉜다. 

1) 가르치기 위한 수학적 지식(Mathematical Knowledge for Teaching)의 약자로 Ball 

et al.(2008)이 제안하였다. MKT는 크게 교과내용지식(Subject Matter Knowledge)

와 교수학적 내용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로 나뉘고 이는 또 다시 6개

의 하위 영역으로 나뉜다.

2) 교과내용지식(SMK)의 하위요소 중 특수내용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과 

공통내용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이 있다. CCK가 수학을 아는 사람들 모두

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면, SCK는 특별히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교수-학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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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적용 수준은 미분계수의 다양한 부분적 의미를 사용하는 것, 언어적 

요소, 개념, 성질, 절차, 정당화의 사용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KCT3)와 관

련된다. 다음으로 확인 수준에서는 수학적 대상, 이들의 의미, 이들 사이

의 관계를 확인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 능력은 예비교사가 학습과정을 적

절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수준은 KCS4)와 관련되며, 학생의 학

습, 학생의 인지적 갈등 또는 실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Sánchez-Matamoros, Fernández, & Llinares(2015)은 예비교사들이 미분

계수에 대한 수학적 요소(평균변화율, 순간변화율, 좌우-미분계수가 같음, 

할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등)와 표현 방식(그래프적, 수치적, 해석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학생들의 오류를 잘 파악할 수 있음을 보였

다.

에서 필요한 지식이다. 

3) 내용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Teaching), PCK의 하위

요소이다. 

4)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Content and Students), PCK의 하위요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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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학 과제에 관한 연구 

2.1. 수학 과제

  ‘과제’는 학생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조작 활동, 학생이 이용 가능한 조건과 자원을 결정한다(Doyle, 1983). 

Stein, Grover, & Henningsen(1996)은 과제를 “학생이 수학적 아이디어

에 주목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교실 활동의 일부”로 정의한다(p. 460). 

이들에 의하면 과제는‘학생이 배우는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 내용을 

생각하고, 그 내용을 발달시키고, 그 내용을 사용하고 수학을 이해하는 방

식까지도’ 결정한다(p. 459). 이처럼 수학 과제는 학생이 학습하는 수학

적 내용, 수학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 지를 결정하여 학생의 학습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이 한 과제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수학 내용과 수학적 사고

의 방식은 그 과제를 특징짓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Stein & Smith(1998)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만들어내는 수학적 산물과 그 산물에 이르는 과

정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인지적 노력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노력 

수준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종의 사고 과정, 학

생이 과제를 해결하면서 참여하는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Henningsen & 

Stein, 1997).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먼저 크게 낮은 수준(Low 

Level)과 높은 수준(High Level)으로 나뉜다. 낮은 수준의 과제는 다시 암

기형(Memorization[M]) 과제, 연계가 없는 절차형(Procedures without 

Connections[PNC]) 과제로, 높은 수준의 과제는 연계가 있는 절차형

(Procedures with Connections[PWC]) 과제, 수학 행하기(Doing 

Mathematics[DM]) 과제로 나뉜다. 

M 과제는 학습자가 과거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 공식, 정의, 규칙 

등을 기억하고 재생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알고리즘적 절차가 아예 필요하지 않거나, 필요한 절차가 매우 짧아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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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공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PNC 과제는 과제 해결에 절차를 

사용해야 하는 과제로, 그 절차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나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는 연계가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초점은 알고리즘 또는 절차 

자체에 놓이며, 특정 절차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

습자가 보기에 과거의 경험 또는 과제의 배열에 근거해서 특정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PWC 과제 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절차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이나 의미와 

연계가 있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특정한 절차의 수행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안하며, 학습자가 수학적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

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습자는 과제에 포함된 수학적 내용의 개념적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절차를 사용하면서

도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기호, 식, 그래프, 

표와 같이 수학적 대상의 다양한 표현을 요하거나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강

조하기도 한다. DM 과제는 다양하고 비-알고리즘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이

러한 과제는 일반적으로 접근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예측하기 어렵다. 학

습자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지식을 스스로 떠올리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과제를 분석하고 과제의 조건을 능동적으로 

조사하여 해결 전략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습자는 수

학적인 개념이나 의미를 조사하고 탐구해야 하며 자신의 인지적인 과정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2.2. 수학 과제의 변형과 적용

2.3.1 수학 과제의 변형

선행연구들은 현직교사 또는 예비교사가 과제를 변형함으로써 갖는 학습 

기회를 언급하였다. Zaslavsky(1995)는 교사가 주어진 원본 과제를 변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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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본 과제가 학생에게 주지 못하는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을 엿보았다. 교사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표준적인 과제에서 열린 형태로 

변형된 과제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탐구 기회를 가졌다. 열린 형태의 과제

는 교육과정 수준의 친숙한 주제를 교사로 하여금 더 깊이 탐구하게 하고 

사고과정을 반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습 기회 끝에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과제들

을 열린 형태의 과제들로 변형할 수 있었다.

  Prestage & Perks(2007)의 연구에서 예비교사들은 닫힌 형태의 원본 과

제와 조건이 변형된 과제를 비교하고, 각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에 학생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 학생이 과제를 수행할 때 교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을 추측하였다. 이들은 과제가 변형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결정 사항을 어떻게 제한시키고 확장할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

들은 스스로 과제의 조건을 변형할 수 있었다. Prestage & Perks는 교사가 

학생의 반응에 따라 과제를 변형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Lee, Lee, & Park(2013)은 예비교사들이 교과서의 과제를 변형한 결과로 

나타난 과제 변형 패턴과 예비교사들이 변형 활동에서 사용한 교사 지식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들은 과제의 조건, 질문, 현실 맥락을 변형하였는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을 변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변형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학생의 흥미만을 고려하여 맥락만을 변형하거나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만을 변형하고 도입에서 적절하지 못한 과제를 만들어 

제한된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변형된 과제

는 일반적으로 보다 깊은 수학적 사고를 다루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

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탐구의 기회를 보다 더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와 같이 예비교사들이 과제의 여러 요소들을 동시에 변형한 경우에는 다양

한 범주의 교사 지식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Silver, E. A., Mamona-Downs, J., Leung, S. S., & Kenney, P. A. 

(1996)은 교사와 예비교사의 문제 제시 과정에서 Chaining, Syst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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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symmetry을 발견하였다. “문제 제시”라는 용어는 새로운 문

제를 만들거나 주어진 문제를 다시 만드는 것(reformulating) 모두를 의미

한다(Silver, 1994). Chaining은 연속적으로 연결된 특징을 나타내는 과제

의 형태로, 처음 몇 개의 문제들이 구조화되어서 체인의 처음 또는 마지막 

문제에서 진술되거나 암시된 일반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Symmetrical 

variation은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체계적으로 변하는 와중에 일정 하게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Symmetry는 목표와 조건의 상호 

교환을 의미한다.      

  Leikin & Grossman(2013)은 교사가 증명문제를 조사(investigation)문

제로 변형할 때 나타나는 과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사가 만들어내는 

조사 과제의 열린 정도, 교사들 수행하는 초기 문제의 조건과 목표 변경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열린 정도는 두 개의 큰 범주, 조사 지향의 문제

와 비-조사 지향의 문제로 분류되었으며, 교사가 조사 지향의 문제를 만들

었을 때, 그 변화를 보다 상세히 고려하기 위해 조건과 목적을 바꾸는 유

형을 조사하였다. 결과 역동적 기하 환경에 친숙한 교사들이 조사 문제 구

성에 친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동적 기하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교사들은 

문제의 개방성에 보다 주목하였으나 이것이 발견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잠재성에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후자의 교사들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증명문제를 조사 문제로 변형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한 과제 변형은 과제-의존적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국내 연구들에서는 교사 또는 예비교사의 인지적 노력 수준을 고려한 변

형을 강조한다. 교과서의 과제들은 인지적 노력 수준이 낮은 과제들을 가

수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의 개념적 이해를 제한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권고하고 있는 의사소통, 추론,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혜림

⋅김구연(2013)은 중등 예비교사들이 낮은 수준의 과제를 높은 수준의 과

제로 변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고, 김정은⋅이수진

⋅김지수(2015)는 중등 수학교사들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고려하고 학생들

의 반응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의 과제로 변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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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학 과제의 선택과 적용

NCTM(2000)은 교사가 학생의 이해, 흥미, 경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과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수학 과제의 선택과 적용은 교사

와 학생의 영향을 받는다. 교사들의 지식과 그들의 학습 목표는 직접적으

로 과제 선택에 영향을 준다(Stein et al., 1996).

  교사에 의해 선택된 과제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변수에 의해 

변화한다. Stein, Grover, & Henningsen(1996)은 수학 과제 분석틀

(Mathematical Framework)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학 과제가 변화

하고 결국 학생의 학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의 첫 

번째 단계에서 수학 과제는 교과서 또는 교사용 지도서와 등의 교육과정 

자료, 그리고 그 밖의 수업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문서화된 형태의 과제이

다. 두 번째 단계에서 수학 과제는 문서화된 과제를 교사가 설정(set up)

한 과제이다. 여기서 설정은 교사가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수학 과제는 교실에서 

실행된 형태의 과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과제 실행은 교사와 학생이 과제

를 구현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문서화된 과제에서 설정된 과제로 넘어갈 

때, 과제는 교사가 가진 목표, 교사가 가진 교과 내용 지식 그리고 학생에 

대한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설정된 과제에서 실행된 과제로 넘어갈 때, 

과제는 교실 규범, 과제에 포함된 조건, 교사의 수업 성향, 학생의 학습 

방식 성향의 영향을 받는다([그림 Ⅱ-1]). 교실 규범은 학문적인 활동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 어떤 정도의 우수함과 책임으로 수행되는지에 관한 

기대사항을 의미한다. 과제의 조건은 과제가 특정 학생 집단과 관련되었을 

때 과제의 속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과제가 학생의 선행지식에 기반을 

두는 정도, 학생이 과제를 완료하는데 제공되는 시간의 양의 적절성과 같

은 것이다. 교사와 학생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지속성 있는 특성으로, 교사

와 학생이 교실 사건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쉽게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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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다양한 과제 관련 변수와 학생의 학습 사이의 관계(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p.459)

행동 특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

쓰도록 교사가 기꺼이 내버려 두는 정도, 교사가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도움의 정도, 그리고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기꺼이 인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실, 과제, 교사와 학생 요소들을 통해, 과제는 과제를 둘러싼 교실 문화

에 의해 결정된다(p. 461).

  Bauersfeld(1980)는 교사의 의도한 바를 학생이 이해했는지 조사하기 위

해 과제를 둘러싼 의사소통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의 구성을 숨겨진 교

실 차원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한 수업 사

례에서 그는 과제 상황이 의미론적이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행된 

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관점은 서로 다르며 참여가 진행되는 동안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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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제는 정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라 상황의 함수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제의 동적 특성에 따라 문서화된 과제가 수업 진행 과정에

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있다. Henningsen & 

Stein(1997)는 문서화된 과제가 교사의 과제 설정, 교사와 학생의 과제 실

행 단계를 거치면서 인지적 노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개념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안되고 있다(김대

영⋅김구연, 2014; 김정은⋅이수진⋅김지수, 2015). 그러나 교사에 의해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으로 설정된 과제는 수업 진행 중에 다양한 양상을 

보이면서 낮은 인지적 노력 수준의 과제로 변할 수 있다. Stein et 

al.(1996, 2000), Henningsen & Stein(1997)은 과제 설정과 실행 패턴을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과제의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이 유지되

는 경우는 DM 과제를 설정하여 DM과제로 실행, PWC 과제를 설정하여 PWC 

과제로 실행하는 2가지 경우가 있다. 반면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쇠퇴하는 경우는 DM 과제를 실행하였지만 PWC로 쇠퇴하거나, 비

체계적인 탐구로 쇠퇴하거나, 비수학적인 활동으로 쇠퇴하는 3가지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PWC 과제를 설정하여 PNC 과제로 쇠퇴하는 1가지 경우가 

있다. 

  PNC 과제로의 쇠퇴는 설정에서 높은 수준의 과제가 제시되었지만 학생들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어진 수학적 내용들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절차적이거나 알고리즘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된 경험

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가 과제 해결을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질문함으로써 일어난다. 과제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절차를 단

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해결 과제에 포함된 내용의 

의미나 개념적인 내용보다는 해결 순서를 강조하게 된다. 학생은 과제의 

해결 과정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의미를 탐구할 기회를 잃게 되며 계산하여 

수치적인 답을 얻는 것을 과제의 해결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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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체계적인 탐구로의 쇠퇴는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논의하고 정당화하여 다양한 수학적 과정을 수행하려 노력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수학적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지 않는 경

우를 의미한다. 학생들이 과제의 핵심이 아닌 주변적 내용만을 탐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질문 또는 안

내를 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답은 바르게 나오지만 학생들이 제시한 이유

나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경우, 오류가 일어난 경우,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교사는 특별한 피드백 없이 이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거나 교사 스

스로 신속하게 수정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학생들은 핵심적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고 오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할 기회를 잃게 된다. 이

로써 학생들은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들만 다루게 될 수 있다.

비수학적인 활동으로의 쇠퇴는 학생들이 과제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수학과 관련이 없는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

로 과제가 학생들의 사전 지식, 경험과 연계되지 않거나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료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김성희⋅방정숙(2005)은 PWC 수준의 과제도 실행에서 비체계적 탐구로 

쇠퇴할 수 있음을 관찰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불충분한 탐구로의 쇠퇴라는 

새로운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의 패턴들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학생

들이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질문과 활동에 참여하지만 선행학습에 대한 논

의 없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련된 의미를 탐구할 필요가 사라지는 경우

이다. 잘 수행된 모델을 초반에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오류를 

무시하게 되거나 과제를 통해 조사해야 할 의미의 일부분에만 집중하는 경

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

었던 어려움를 논의할 기회를 잃게 되고 과제 해결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이 보였던 오류를 살펴볼 수 없게 되며, 과정, 결과, 의미를 탐구하지 못

하게 된다(p. 260-1).  

  과제의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을 유지되는 경우를 야기하는 요인들은 다

음과 같았다. 질문, 비평,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수학



- 23 -

적 사고를 정당화하고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것, 학생들이 가진 기존의 지식에 근거하여 과제를 제시하고 실행하게 하

는 것, 과제의 이면에 있는 개념적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것, 학생들의 사

고와 추론을 돕기 위해 또는 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와 관련된 비계

를 제공하는 것, 이미 배운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를 설명

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인지적 노력 수준의 쇠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는 

교사가 학생들을 대신하여 과제의 도전적인 부분을 대신 해결해주거나, 교

사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발문이나 안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주어진 과제

가 학생들의 사전 학습과 연계되지 않거나, 학생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과제에서 명확히 제시되는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김성희⋅방정

숙, 2005). 또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은 교사들이 과제를 하위문제로 

나누거나(Smith, 2000), 효과적인 교수 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관념에 따라 

가르침으로써(Arbaugh, Lannin, Jones, & Park-Rogers, 2006) 낮아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수준의 쇠퇴는 교실 내 요인들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기 

때문에, 교사의 노력과 동시에 쇠퇴의 원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과제 적용의 어려움은 Swan(2007)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교사들은 각

각의 주제들을 나누어서 가르치면서 주제들 사이의 연결은 거의 만들지 않

았다. 학생에게 질문들을 제공하였지만 선택이나 도전의 기회는 거의 제공

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작업하도록 요구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정해진 수업 내용을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의 부족, 학생들의 낮은 행동, 동기, 기대

들로부터 타협됨을 느꼈다고 하였다. 교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압박

은 절차적인 지식에 집중하도록 한다. 

  Son & Kim(2015)은 교사들이 자신의 성향이나 신념, 교과서에 대한 관점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제 적용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점과 교육의 목표가 잠재적

으로 어떻게 교실에 적용되는 지 보여준다(Valverde et al. 2002).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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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저자가 의도한 교과서 과제의 수준은 교사에 의해 바뀔 수 있

으며 이는 교사의 과제 선정과 적용이라는 두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

사들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비의도적으로 교과서의 과제와 활동

을 변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서 저자의 의도와 다른 학습기회를 제공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교사가 묻는 질문과 학생의 답에 대한 반응으로 후속 

조치(follow-up) 질문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의 옳은 또는 틀린 

대답에 대한 반응과 교사의 피드백, 교사의 질문, 교사가 학생의 사고에 

반응하는 방식은 학생의 수학적 활동을 안내하여 학생의 사고를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Stein, Engle, Smith, & Hughes, 2008; Kim & 

Atanga, 2014), 후속 조치 질문은 과제의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Son & Kim은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마찬가지로 학생이 “교사 질문

(teacher questions)”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학생의 사고 종류와 수준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개정된 Bloom의 분류학을 기반으로 한 교사 질문의 6

가지 유형을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1) 낮은-수준의 질문(예를 들어, 

회상하기, 절차를 알기), (2) 높은-수준의 질문(예를 들어, 이해하기, 적

용하기, 추론하기, 평가하기). <표 Ⅱ-1>은 수학 과제와 교사 질문의 특성

을 두 수준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예와 함께 요약해 놓은 것이다. 

  과제 실행과 교사 지식의 관련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Sullivan et 

al.(2009, 2014), Choppin (2011)은 과제 실행에 있어서 교사지식의 역할

을 강조했다. 특히, 과제를 둘러싼 학생의 사고에 대한 교사의 지식, 과제

에 있는 수학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강조하였다. Charalambous’s (2010)

은 “강한 MKT는 답을 제시하지 않고 수학적 절차에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을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p.273)고 하였으며, Wilhelm, A. G. (2014)은 

교사들의 MKT와 교수 학습 인식이 서로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적 

수준이 높은 과제의 적용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교사 

지식, 교육, 경험이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

과에서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MKT의 특정 차원을 포함한, 수

학 교수를 위한 지식은 교실에서의 과제의 인지 수준과 특별한 관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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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 낮은 수준

- 복잡한, 알고리즘 적이지 않은 사고

를 탐구하기

- 학생이 수학적 개념을 탐구하고 이

해하도록 하기

- 학생이 과제와 가능한 해결 전략을 

분석하도록 하기

- 보통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남(시각

적 다이어그램, 교구, 기호 등)

- 학생이 다양한 표현들을 관련짓도록 

하기

- 절차의 이면에 있는 개념적인 아이

디어에 참여하도록 하기

- 학생이 과제와 가능한 해결전략을 

평가하도록 하기

- 이미 배운 사실, 규칙, 공식, 정의

를 재생산하기

- 학생이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기. 여

기서 절차는 특별히 요청되거나 이

전 수업 또는 경험에 의해 분명함.

- 사용한 절차의 이면에 있는 개념이

나 의미를 관련짓도록 요구하지 않

음.

- 정확한 답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

음.

- 학생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용한 절차를 묘사하는 것에만 집

중함. 

- 학생이 암기할 수 있는 단편적인 정

보에 집중하도록 함.

과제의 예 : 


 


,


 


,


 



에서 패턴을 찾고, 같은 분수를 또 찾

아라.

과제의 예 : 다음을 완성하여라.




 × 

 × 
 

□

질문의 예 : 어떤 패턴을 발견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질문의 예 : 6을 얻기 위해서 왜 2를 

곱했는가? 답을 얻기 위해 규칙을 따

라해 보아라.

<표 Ⅱ-1> 과제와 질문의 인지적 노력 수준(Son & Kim, 2015, p.495)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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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교실 상호작용과 담론

  NCTM은 학생들을 수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안내하기 위해 수학적 

의사소통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문제를 읽고, 쓰고, 듣고, 창의

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학생의 깊은 수

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NCTM, 1989, p. 78). 수학적 아이디어는 의사

소통을 통해서 반성, 토론, 개선의 대상이 되며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자

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고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할 기회를 갖는다

(NCTM, 2000).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은 6가지 수학 교과 역

량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교육부, 2015).

  고상숙⋅강현희(2007)는 수학적 개념을 촉진되었던 담론 과정에서 참여

자들이 서로에게 활발하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토론을 

할 때, 수학적 개념이 잘 형성됨을 밝혀냈다. 특히 수학적 담론을 통해 개

념이 형성될 때에는 ERE(Elicitation-Response-Elaboration) 패턴이 형성

된 후, PD(Proposition-Discussion) 패턴이 나타나는 순환적 패턴이 관찰

되었다. 담론에서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및 사고에 관한 설명, 질문, 정당

화가 나타날 때 학생들은 사회적 수준에서의 개념을 개인적 수준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특히 정당화하기는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

고, 학생들의 근접발달영역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담론요소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학적 개념을 촉진하는 담론

은 수업 초기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담론 공동체에서 수학적 개

념을 설명하고, 질문하고, 정당화하는 활동은 수업 초반에는 나타나지 않

았고 수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났다. 또한 수업 진행 과정에서 교실 담론 수

준(Hufferd-Ackles, Fuson, & Sherin, 2004)은 처음에 교사의 통제로 이

루어지는 수준 0으로 시작하였으나 여교사가 학생들의 동료 교사, 동료 학

습자로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수준 3까지 상승하였음을 보여준다. 수준

의 상승이 담론의 지속적인 진행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교사가 교실 

통제의 정도를 줄이고 학생들의 담론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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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반응을 유도하기(Eliciting student responses)

유도(Elicitation). 교사는 질문을 하거나,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남기거

나, 학생을 이름으로 부르거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의 수를 크게 말함으로

써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Elicitations는 하나의 질문을 하는 

것보다 넓은 범주로 구성된다: 하나의 elicitation은 학생이 입으로 말하

도록 하는 것으로의 초대(invitation)로 정의된다.

반응을 확인하기(Confirming responses)

확인(Confirmation). 교사는 학생이 시도한 답을 확정하거나 거절한다. 이

것은 최소한의 인정에서부터 놀라움의 감탄사까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음”, “맞아”, “그래”, “아!” 같은 것이다.

반복(Repetition). 교사는 학생이 화자의 요점을 확정하고, 강조하기 위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Henning, McKeny, Foley, & Balong(2012)은 교사가 설계한 수업과 교실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담론을 비교하기 위해 교사의 담론적 조치

(discursive move)를 12개로 분류하였다. 이 중 8개는 Mercer(2000)이 제

시한 것으로 이끌어내기, 확인하기, 거절하기, 반복하기, 신호를 주기, 정

교화하기, 다르게 표현하기, 개요 말하기가 있다. 나머지 4개는 Henning & 

Lockhart(2003)가 제시한 것으로 설명, 절차, 관리, 대인관계적 대화로 이

루어진다. 이 12가지 분류는 각각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4가지의 보다 

큰 분류로 나뉜다. 이는 각각 학생의 응답을 이끌어내기, 응답을 확인하

기, 교사-주도의 추가적인 조치, 교육적이지 않은 담론적 조치이다. 각 담

론 조치의 예는 [그림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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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리스트에 있는 다른 예를 받아들이기 위해, 학생의 답을 질문하기 위

해, 말하는 것을 반복하여 말한다(어조에 따라).

거절(Rejection). 교사는 학생이 시도한 답을 거절한다. 예를 들면 “아니

야, 그건 틀렸어” 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까” 등이 있다.

교사가 안내하는 후속 조치(Teacher-guided follow-up moves)

신호(Cues). 교사는 힌트를 주고, 전략을 제안하고, 학생을 중요한 시각적 

특성(feature) 또는 흥미로운 특정 사항에 집중시킬 수 있다.

정교화(Elaboration). 교사는 추가적인 예를 제시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소

개함으로써 논의 하에서의 주제를 정교화할 수 있다. 특정한 학생의 응답

은 졍교화에 통합되지 않는데, 이는 정교화를 재형성(reformulation)과 구

별되게 한다.

재공식화(Reformulation). 교사는 자신의 수업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게 학

생의 응답을 다시 언급한다. 교사는 보다 형식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

고, 더 많은 개념들을 응답에 통합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정보를 그 목

적을 위해 추가하거나 뺄 수도 있다. 

설명(Explanation). 교사는 논의에 적절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설명을 제공한다. 설명은 보다 많은 예를 제공하거나 이미 논의된 개념에 

대한 나아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정교화와 구분된다. 

설명은 새로운 정보들과의 차이들에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미 나타난 아이

디어들의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학생들은 가끔 명시적으로 설명을 요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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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Recap). 교사는 학생들을 공통의 이해로 이끌기 위해 이미 진술된 바

들을 요약한다. 3가지 종류의 recap이 있다 - 요약, 재구성, “우리” 진

술(“we” statement). 요악 recap은 앞서 언급된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이다. 재구성 recap은 교사의 목적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이전에 이루

어진 것을 재해석하고 다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진술은 학

생들이 새로운 행동을 과거의 것에 적절하게 만드는 방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과거의 행동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적이지 않은 담론 조치(Noninstructional discourse moves)

절차(Procedures). 교사는 교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교실의 학습 내용과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instruction이나 방향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교사는 논의 도중에 학생을 인식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

거나, 집에서 할 숙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생들에게 그들의 책

을 어떻게 제출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관리(Management). 학생의 과제 외 행동(off-task behavior)을 방어하거나 

교정하기 위한, 언어로 된 응답 

대인관계적 대화(Interpersonal talk). 교사와 학생은 개인적인 연결을 수

입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교실의 학습 내용과는 간접적인 관련

이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생의 well-being에 

대해 물을 수도 있고, 최근의 학교의 사건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고, 또는 

인기 있는 텔레비전 쇼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림 Ⅱ-2] 교사의 담론 조치(Henning, McKeny, Foley, Balong, 2012,

p. 45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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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형성에 관한 연구 

3.1. Vygotsky의 이론

  Vygotsky는 개념을 일상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으로 나누고 과학적 

개념을 진 개념이라 하였다. 일상적 개념은 자발적 개념라고도 하는데, 일

상생활에서 학습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경험에서 스스로의 반성을 통

해 습득하는 것으로 비체계적이다. 과학적 개념은 학교 교육의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고도로 구조화된, 전문화된 개념이며 학생에게 논리적으

로 정의된 개념으로서 부과된다. 따라서 체계성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한

다. 일상적 개념이 맥락적이라면, 과학적 개념은 구체적인 맥락에서 벗어

나 독립적으로 정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탈맥락적이라 할 수 

있다.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맥락의 역할은 감소하고 사회역사적으로 

진화된 기호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적 개념에는 한 대상과의 

관계, 다른 개념, 다시 말하면 개념 체계 내의 다른 요소와의 관계도 포함

된다. 과학적 개념이 발달하였다는 것은 ‘탁자’, ‘의자’, ‘가구’와 

같은 단어들을 참조하는 대상과 연결 지을 수 있고 ‘모든 탁자는 가구이

다’와 같은 논리적 진술의 진위를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적 개념

은 이미 만들어진 형태로부터 동화되는 방식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독

특한, 상당한 발달 과정을 거쳐 습득된다(Vygotsky, 1962, p. 

xlviii-xlix; 한순미, 1999, p. 48; Wertsch, 1985, p. 103).

  Vygotsky(1962)의 개념 형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는 아동이 나무블록과 

같은 구체적 사물을 다루면서 보이는 개념 발달의 역동적인 과정을 제시한

다. 나무블록은 서로 다른 색, 모양, 높이, 넓이를 갖고 있으며 블록의 뒷

면에는 겉으로 보기에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들이 쓰

여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단어들이 나무블록의 높이와 넓이에 대응되

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lag라는 단어는 높고 넓은 블록을, bik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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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어는 납작하고 넓은 블록을 의미한다. 아동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블

록을 분류해보고 블록을 뒤집어서 단어들을 확인한다. 이러한 방법은 아동

의 행동을 체계화하는 자극물인 단어, 행동 자체에 자극을 주는 나무 블록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중자극 방법으로 명명된다. Vygotsky는 이 실험 

결과로 나타난 아동의 개념 형성 단계를 크게 세 범주인 비체계화된 군집

(unorganized heaps), 복합체적 사고(complex thinking), 진성개념(true 

concept)으로 나누고 이를 하위 범주들로 다시 나누었다.

  비체계화된 군집은 주체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해 우연히, 아무런 사실적 

근거 없이 묶여진 사물들로 구성된 모호한 덩어리를 말한다. 이는 ‘혼합

성’ 또는 ‘일관성 없는 일관성’(incoerent coherence)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객관적 관계보다는 주체의 주관적인 연계를 지나치게 많이 

형성하고 이를 실제적인 관계로 착각하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난다.

  비체계화된 군집이라는 첫 번째 국면은 세 가지 하위 단계를 포함한다. 

그 첫 번째는 시행착오단계(trial-and error stage)이다. 사물의 덩어리는 

단순한 추측과 시도에 의해 만들어지며, 만일 추측이 잘못되면 곧 다른 것

으로 대치된다. 예를 들어 아동은 블록을 뒤집어서 예상과 다른 이름을 확

인하고 나면 다른 추측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물의 군집은 사물의 공간적, 시간적 접근의 결과, 

또는 아동의 즉각적인 지각에 의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아동은 공간적으

로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군집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들과 달리 아동이 새 단어에 의미를 부여하

고자 할 때 두 단계의 조작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형성도 

‘일관성 없는 일관성’을 지니며 혼합적 덩어리, 본질적인 연계가 없는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다.

  두 번째 국면인 복합체적 사고는 주체의 주관적인 인상뿐만 아니라 사물 

간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연계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특

징을 지닌다. 즉, 주체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

을 사물들 간의 실제적인 인상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즉, 객관성으로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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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의 하위 단계 특징

연합적 복합체

(associative complex)

주체가 처음 접한 견본 사물은 복합체의 핵이 된

다. 이 핵을 중심으로 주체는 핵과 어떤 연계를 이

루는 다른 사물을 집단에 포함시킨다. 이 연계는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속성이 될 수도 있지만 꼭 그

렇지만은 않다. 유사성, 대비, 공간상의 근접에 의

해 연계를 이룰 수도 있다. 여기서 단어는 사물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물 집단의 이름이 된다.

수집 

(collection)

사물들은 어떤 한 특성에 의하여 묶이지만, 그 특

성은 같은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는 대

상들의 속성이 서로 대비되거나 보완적인 경우, 예

를 들면 서로 다른 색의 블록과 같은 경우를 말한

다. 이와 같은 유형의 예는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기의 집합, 의류의 집합과 같은 것이다. 

연쇄 복합체

(chain complex)

개별적인 연계들을 계속해서 하나의 연쇄로 결합시

킨다. 예를 들어 견본 사물이 노란 삼각형이면 몇 

개의 삼각형들을 선택한다. 그러다가 선택한 블록

이 파란색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파란색의 

블록들을 선택한다. 이과 같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속성은 변하며 결국 견본 사물은 중추적 역할을 하

지 못한다. 따라서 연쇄-복합유형에는 핵이 없고 

사물들 간의 관계만 있다.

<표 II-2> 복합체적 사고의 하위 단계(Vygotsky, 1962)

보를 보인다. 이 국면에서의 사고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기는 하나 완전히 

추상적이고 논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진성개념과 구분된다. 즉, 복합체로

부터 생성되는 연계, 복합체를 생성하는 연계는 논리적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다. Vygotsky의 실험에서 이 국면의 하위 다섯 단계는 <표 II-2>와 같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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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복합체

(diffuse complex)

요소들을 하나로 결함시키는 속성이 유동적이 된

다. 이때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속성은 진정한 

유사성이 아니라 무언가 공통적인 것이 있을 것이

라는 애매한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삼

각형은 이와 비슷하게 생긴 사다리꼴을 연상시키

며, 또 이와 비슷한 사각형을 연상시킨다. 이는 불

명확한 복합체를 형성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연계들

은 매우 보편적이다.

의사개념

(pseudoconcept)

주체의 말이나 행동을 관찰했을 때 겉으로는 개념

을 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아직 복합

체인 상태이다. 예를 들어, 주체는 모든 삼각형들

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삼각형이라는 보편적

인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시각적

인 유사성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아동은 개념을 

완전히 형성하기 이전에 어른들에 의해 이미 결정

된 단어와 그 의미를 받아들여 어른들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논리적인 오류를 

보인다. 그러나 단어를 사용하는 어른과의 의사소

통 과정에서 개념적 사고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는 복합체적 사고에서 개념적 사고

로 넘어가는 단계로서 중요하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국면인 진성개념 형성은 연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합 내에 있는 사물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추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지막 국면은 꼭 앞의 국면을 거쳐야만 일어

나는 것이 아니며 초기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국면에서 추상화를 위해 추

출된 요소들은 그 요소들을 부분으로 하는 전체와 분리되며 탈맥락화된다. 

진성개념을 형성한 주체는 구체적 사물 없이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관

계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개념의 형성 이후에는 다른 대상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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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이어진다. 주체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실험에서 사용한 블록과 

같은 기존의 대상이 아닌 다른 새로운 대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고, 일

반화된 방식으로 용어들의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3.2. Berger의 이론

  Berger(2005)는 Vygotsky의 이론을 각 주체의 개인적인 개념 형성에 초

점을 두고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뿐만 아

니라, 전문가의 교육적 의도가 들어간 물화(reification)로 간주할 수 있

는 텍스트, 교과서, 연습문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

에, 개인에 초점을 둔다고 하여 사회의 의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Vygotsky는 ‘단어’를 일반화의 체화함(embodying)으로, 따라서 

개념의 체화함으로 간주하였다. 학습자는 한 단어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발달시키기 이전에도 단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서 의사소통하며, 그 결과 

아동이 사용하는 단어, 즉 개념의 의미는 진화한다(p. 2-155). Berger는 

이러한 관점을 수학적 기호(mathematical sign)에 적용하여 수학적 기호의 

기능적 사용(functional use)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2002, 2004a). 학습

자는 새로 접하는 수학적 기호를 두 가지 대상으로서 사용한다. 먼저, 기

호는 의사소통의 대상이고, 두 번째로 학습자가 초점을 두는 대상이면서 

자신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조직하는데 사용하는 대상이다. 이러한 일들은 

학습자가 기호의 의미를 완전히 학습하기 이전에도 일어나는 것이며 기호

의 사용을 통해서 학습자의 수학적 개념은 진화한다(2002). 

  Berger는 Vygotsky의 개념 형성 이론을 정교화 하여 수학 영역에 적용한 

점유 이론(Appropriation Theory)5)을 제안하였다(2002, 2004b, 2004c). 

5) Vygotsky는 정신적 능력의 발달에서 사회적인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각 인간의 개

인적인 정신기능으로 전환될 때, 이 전환이 외부의 것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복사되

어 내부로 들어오거나 모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독립적

이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과정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점유(appropriation)'라 한다(김지현, 2002, p. 7-8). 본 연구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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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gotsky 이론의 바탕이 된 특수한 실험은 학습자가 구체적인 사물을 가지

고 한 것이었지만, 수학적 대상은 추상적인 것으로서 기호나 단어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Vygotsky의 실험에서 나타난 개념 구성은 구

체적인 블록의 속성의 추상화와 기호(sign)를 통한 속성의 조직에 의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학적 개념의 구성은 기표와 기의를 포함하는 기호

의 속성의 추상화 그리고 기호를 통한 속성의 조직에 기반을 둔다(2004b, 

p. 4). 점유 이론에서 Vygotsky의 개념 형성 단계의 일부는 수정된다. [그

림 Ⅱ-3]은 Vygotsky의 개념 형성 단계에서 수정된 수학적 대상의 점유 단

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단계들은 학습자의 수학적 기호(sign) 사용에서 

나타나는 증거와 그 정당화에 근거하여 설명된다. 

[그림 Ⅱ-3] 수학적 대상의 점유 단계(Berger, 2004b, p, 4) 

  점유 이론에서 복합체는 피상적인 연합, 예 중심의 연합, 인위적 연합으

로 새롭게 분류되었으며, 복합체에서는 확산 복합체가 사라지고 표현, 템

플릿 복합체가 추가되었다. 

  군집(Heaps)은 학습자가 만든 수학적 기호들 사이의 연결이 기호에 내재

된 수학적인 성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 맥락이나 환경에 의한 것일 

에 따라 ‘Appropriation Theory’을 ‘점유 이론’이라 번역하였다. 개인에 의한 

수학적 대상의 점유는 필연적으로 개념의 형성(또는 구성), 수학적 대상에 대한 개

인적 의미의 구성, 수학 공동체가 사용하는 수학적 기호와 양립할 수 있는 적절한 

기호의 사용을 수반한다(Berger, 2002, p. 1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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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난다. 이 때 기호들 사이의 연결은 구체적이건 추상적이건 어떤 사

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주체의 주관적인 인상에 의한 임의적인 연합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군집의 사고에 있는 학생은 어떤 개념의 정의를 읽은 

다음, 정의에 포함된 일부분을 생략한 상태로 이해하고 기호를 사용하거나 

기호들 사이를 임의로 연결한다. 

  점유 이론에서 복합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하

나의 기호를 핵으로 사용하고 이 핵과 같은 속성을 갖는 다른 수학적 기호

를 연합함으로써 복합체를 구성한다. 이 연합의 근거는 군집에서와 같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성개념 단계

에 있는 사람처럼 완벽히 논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지는 않는다. 복합체

는 피상적인 연합, 예 중심의 연합, 인위적 연합으로 세분화된다. 피상적

인 연합은 학습자가 기호를 피상적으로 읽은 결과, 특정한 기호나 조건에

만 주목하여 객관적으로 중요한 다른 기호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수학적 대상에의 초기 접근은 지각적인 과정이 아니며 기표를 통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수학에서 피상적인 연합은 자주 발생한다(Sfard, 2000). 예 

중심의 연합은 하나의 수학적 예를 핵으로 사용하고 그 주변에서 개념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념 구성에서 수학적 대상의 예를 사용

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 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예시화한 것이며, 학습자는 개념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닌 것을 마치 개념

의 속성인 양 핵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결과 학습자는 개념의 특정한 예

의 특성을 개념의 특성인 것처럼 사용하게 된다. 인위적인 연합은 학습자

가 새로운 기호를 접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친숙한 기호와 인위적으로 연

결 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뒤에서 언급될 템플릿 지향의

(template-oriented) 복합체는 제외된다.

  연쇄복합유형 단계의 학생은 공유된 단어나 성질에서 오는 유사성에 따

라 수학적 기호들을 관련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속성은 유동적으로 변하

면서 연합에 기여한다. 즉 기호들 사이의 서로 다른 유사성에 의한 여러 

가지 연결들이 존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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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유형은 수학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번역되지 않는다고 Berger는 주

장한다. 대신 수집 유형의 상호 보완적인, 대비되는 수학적 과정 또는 대

상들을 함께 그룹화하는 것을 이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이 

적분해야 하는 것을 미분하거나, 나누어야 할 것을 곱할 때 이러한 유형을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표현복합체는 수학적 대상의 시각적 표현, 수치적 표현과 같은 다양한 

수학적 표현들과 관련된 사고이다. 학습자는 기하학적 표현이나 그래프, 

다이어그램을 포함하는 시각적 표현과 수치적 표현으로부터 추상화를 시도

하며 이 표현들의 어떤 특성을 수학 대상 자체의 특성으로 여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수학적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구체적인 표현

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구체적인 표현 자체를 근거로 하여 수학적 주장을 

정당화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템플릿 지향의(template-oriented) 복합체는 기호의 인위적인 연합과 마

찬가지로 기호들에 대한 어떤 유사성에 근거를 둔 사고인데, 특히 템플릿

의 유사성에 근거를 둘 때 나타나는 사고이다. Sfard(2000)에 의하면, 학

습자는 새로운 기표를 이미 알고 있는 템플릿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다가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표는 제안된 방식의 템플릿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의미와 삶을 획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학생은 행렬의 곱셈에 관한 진술 

     는 행 렬을 진술      는 실수 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템플릿의 유사성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템플릿의 유사성에 

의해     를 보고     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참이 아니

다. 

  수학 영역에서의 의사개념을 지닌 학습자는 개념에 대한 기호를 마치 진

성개념을 획득한 것처럼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은 논리적인 

모순을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Vygotsky가 말한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는 진성개념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밝히기 위해 학습자에게 

추가적인 정당화를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은 ‘모든 실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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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   ≥ 이기 때문에 함수   는 증가함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은 왜 음이 아닌 미분계수가 증가하는 함수

를 보증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를 알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당화를 요구해야 한다. 

  점유 이론에서 진성개념인 수학적 개념은 수학적 대상의 정신적 아이디

어를 의미한다. 진성개념을 획득한 학습자는 획득한 개념을 정확하게, 논

리적으로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수학적 아이디어가 개념이 되기 위

해서는 개념의 서로 다른 성질과 속성 사이의 연결, 개념과 다른 개념 사

이의 연결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Berger, 2004c, p. 16). 수학

적 개념을 포함한 ‘과학적 개념’들은 체계 내에서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대상들의 관계는 다른 개념에 의해 중재된다. Sfard(2000)의 대상-중재

(object-mediation)는 추상적 대상을 학습하는 주체에 의한 담론적 사용을 

의미한다. 대상-중재는 “대상 그 자체로서의 기표에서 다른 대상의 표현

으로서의 기표”(p. 79)로의 변형을 그 특징으로 한다. Berger(2004c)는 

이러한 관점과 마찬가지로, 개념적 사고 이전에 기의가 아닌 기표는 주의

의 주요 초점이 되지만 개념적 사고에서 기표는 투명해지고 기의, 즉 수학

적 대상의 아이디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p. 16).

  이후에 수학 영역에서 Vygotsky 이론을 적용하는 시도들이 이어진다.  

Mhlolo & Schafer(2013)는 기하학적 개념의 공식화에 대한 통찰을 van 

Hiele의 모델과 Vygotsky의 분석틀을 통해 얻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습자

가 삼각형의 내각과 변에 관한 식을 서술할 때 실제인, 사실적인, 내적인 

연계를 만드는지, 아니면 논리는 부족하지만 학습자의 주관적이고 상황적

인 인상에 의해 연계를 만드는지, 철저히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 연계를 만

드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군집, 복합체, 의사개념으로 분류하여 개념형성 단

계를 분석하였다. Shaker & Berger(2016)도 같은 분류의 단계들에 진성개

념을 추가한 분류를 통하여 학생들이 증명을 할 때 수학적 대상을 어떻게 

연합하는지 관찰하였다. 여기서‘대상’을 수학적 용어, 정의, 상징, 기호

를 포함한다. Berger의 이전의 연구들에서 주로 학생이 사용하는 식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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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식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용어를 포함한 진

술과 그 근거가 되는 학생의 사고에 주목하여 개념형성 단계를 분류하였

다. 의사개념은 개념의 완전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보기에 진성개념처럼 보이는 단계이다. 따라서 어떤 진성개념 단계에 있는 

것처럼 관찰되었다고 하여 실제로 진성개념에 다가갔다고는 할 수 없다. 

개념을 습득한 후에 학습자들은 오개념을 자주 보이기도 하므로 어느 순간

에 진성 개념 단계에 도달했는지 실제로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내에서는 고호경(2002), 고상숙⋅강현희(2007), 강영란⋅김진환(2014)

의 연구에서 Vygotsky의 개념 형성 단계를 수학적 대상에 적용하여 학습자

의 개념 형성 과정 분석을 시도하였다. 고호경(2002)은 학생들이 그래핑 

계산기를 활용한 협동학습 환경에서 삼각함수를 학습하는 동안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개념 발달 과정을 Vygotsky의 개념 발달에 

비추어 조사하였다. 여기서 학생들이 주목하는 초점이 된 그리고 개념 발

달 단계 분석의 초점이 된 수학적 대상은 그래핑 계산기에 나타나는 삼각

함수의 곡선과 식이다. 비체계화된 군집 단계의 학생은 그래프를 함수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인상에 근거한 이미지로 바라

본다. 복합체적 사고 단계에서 학생은 좌표평면의 축, 그래프와 축의 교

점, 그래프의 폭과 같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특성에 근거하여 곡

선의 차이점을 진술한다. 의사개념 단계에서 학생들은    sin 와 

  sin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였지만    sin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여, 전자에 대한 의사개념 단계를 암시

하였다. 학생들은 후자의 함수를 스스로 추상화한 다음 상징화된 기호만을 

이용하여 과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 진성개념을 형성하였음을 보였

다. 

  고상숙⋅강현희(2007)는 수학적 개념의 설명, 그에 대한 질문, 수학적 

사고의 정당화를 통한 담론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수학적 개념의 형성을 촉진하는 담론의 특징을 분석하였

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학적 개념이나 사고를 타인에게 설명하고,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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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질문하고, 문제해결 과정 또는 수학적 사고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수

학적 개념 형성 과정을 보였다. 수학 내용 영역은 평면도형과 공간도형으

로 학생들은 다각형의 대각선의 총 수를 구하는 과정,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개념 형성 단계의 증거를 보인다. 이 때 개념 형

성 단계의 분석이 되는 대상은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 상황과 같은 현실

적 맥락에서의 관계 또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중심각에 비례한다는 성

질, 추상화되고 기호화된 식과 같은 수학적 대상이다.  

  강영란⋅김진환(2014)은 소집단 활동을 하는 초등 영재가 소수와 합성수 

개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개념 형성 단계의 분석 대상은 

소수와 합성수라는 수학적 대상이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학습자의 진성개념을 획득 이전에 나타나는 담론에

서, 수학적으로 추상화될 수 있는 현실맥락에서의 관계, 수학적 성질, 기

호, 식, 그래프를 다루고 이들의 특징에 주목하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를 

분석하여 개념 형성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복합체적 사

고 단계를 기술할 때 분석한 수학적 대상은 다양하였지만, 의사개념과 진

성개념 단계에서는 기호와 식으로 분석의 초점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최종 단계인 진성개념의 획득은 학생들이 수학적 

대상 또는 개념의 의미를 구성한 다음 이를 추상화하여 기호나 식을 사용

하여 표현한 경우에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기호나 식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서 그 이면의 의미를 모르거나 관련된 개념에 대한 

오류를 보이면 의사개념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학생이 

수학적 대상들에 대해 설명하거나 대상들을 연계할 때 그 근거가 주관적 

인상에 근거하는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지, 완전히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하는지를 바탕으로 Vygotsky의 개념 형성 단계의 비체계화된 군집, 복

합체적 사고, 개념적 사고로 분류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한 기준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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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방법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연구(Creswell, 

2013)를 선택하였다. 질적 연구는 세계에 관찰자를 놓는 상황적인 활동으

로, 세계에 대한 해석주의적, 자연주의적 접근을 포함한다. 즉, 질적 연구

에서는 인간이 현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물을 연구한다(Denzin & Lincoln, 

2011, p. 3). 사례 연구는 하나의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을 이루는 요소들 

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

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사례연구에서는 결론보다는 과정에, 특정 변수보

다는 맥락에, 확증보다는 발견에 관심을 둔다(우정호 외, 2006). 현재까지 

교사 또는 예비교사가 과제를 분석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살펴본 다수의 연

구들이 있었지만, 교사가 과제를 변형하고 변형한 과제를 교실에서 적용하

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학 과제 

변형․ 적용 사례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42 -

2. 연구 설계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수학교육과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교사 2명,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18명이다. 교사 A가 지도한 학

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학학습 부진 학생들로 10명이 선

정되었으나 실험 도중에 2명이 참여할 수 없게 되어 8명의 학생이 마지막 

수업까지 참여하였다. 교사 B가 지도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일반 학생들이며 총 8명이다

  교사 A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였고 대학원 과정은 밟지 않았으

며 현직 경력 만 4년 반이 되었다. A는 현재 대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얼마 전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았고 지난 4년 반 동안 지오지

브라 관련 교사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교사 B는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를 졸업하였고 대학원 석사 과정 4학기 과정에 있으며 현직 경력 만 5년 

반이 되었다. B는 현재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미분계수 개념을 지도한 경험이 있었으나 그 동안 주로 강

의식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토론식의 수업에는 익숙하지 않다고 하였다.

  교사 A가 지도한 학생들은 대전 소재 고등학교의 2학년 인문반에 속해 

있다. 학교의 수업 진도 상 이 학생들은 미분계수 단원을 이미 학습한 상

태였기 때문에 사전 검사지를 통하여 미분계수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적 절차를 모두 모르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선정하게 되었다. 교사 B가 지도한 학생들은 서

울 소재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1학년 수업 내용의 대

부분을 학습한 상태였다. 이들 중 4명은 미분계수 내용이 포함된 미적분 I

을 선행학습 하였지만, 사전 검사지 결과 다항함수의 극한 정도만을 구할 

수 있었다. 즉, 1학년 학생들은 모두 미분계수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알고리즘적 절차를 모르는 상태였고,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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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인 분수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없었으며 평균변화율의 개념을 모르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분계수 수업 전에 다항함수 및 

분수함수의 극한과 평균변화율 학습을 위한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여 학생

들의 미분계수 학습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2.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수학 과제 분석 및 변형과 적용, 과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

는 교실 담론의 특징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 미분계수와 기울기 개념 지도

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각 교사가 변형할 과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미적분 I 교과서(신항균 외, 2014)에서 선정하였다. 선정한 과제들은 김하

림⋅이경화(2016)에서 사용한 과제들과 동일하다. 대단원인‘III. 다항함

수의 미분법’, 중단원인 ‘1. 미분계수와 도함수’, 소단원인 ‘01 미분

계수’, ‘02 미분계수의 의미와 연속성’에서 6개의 원본 과제를 선정하

였다. 이 과제들은 하나의 과제체계(System of tasks)를 이룬다. 과제 체

계라는 개념은 Krainer(1993)에 의한 것이다. Krainer는 수학 수업에 사용

되는 일련의 과제들이 계열을 이루며 상호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즉 과제는 독립적인 하나의 과제로 파악되

기 보다는 과제 체계 내에서의 위치, 전후의 다른 과제들과의 관련성과 함

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과제를 변형할 때 

각 과제 뿐만 아니라 과제체계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교과서 단원 내의 과

제들은 준비(warm-up) 과제, 주된 탐구(main instructional) 과제, 연습

(practice) 과제, 되새기기(review) 과제로 그 유형을 분류하였다(Boston  

& Smith, 2011).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각 단원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어 

주요 개념의 도입을 위한 과제는 준비과제로, 학생들에게 단원의 주요 개

념과 절차를 새롭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예제 또는 문제는 주된 탐구 

과제로, 예제에서 배운 절차적 알고리즘만을 모방하여 해결하는 문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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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과제로, 보통 단원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앞에서 배운 개념을 되짚어보는 

문제는 되새기기 과제로 분류하였다(김하림⋅이경화, 2016). 변형할 과제

들은 단원 내의 과제들 중 일부로 선정하였으며, 숫자를 부여하여 같은 유

형의 과제를 구분하였다(<표 Ⅲ-1>).

소단원 본문 과제 원본 과제체계

01 

미분계수

미분계수란 

무엇인가?

탐구 활동 준비 1

예제 02

문제 3

문제 4

문제 5 주된 탐구 1

02

미분계수의 

의미와 연속성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탐구 활동 준비 2

예제 01 주된 탐구 2

문제 1 연습 1

사고력 기르기 되새기기 1

<표 Ⅲ-1> 교과서에서 선정된 과제체계(김하림⋅이경화, 2016, p. 716)

  두 교사에게는 위의 과제 체계를 제공하고 미분계수 개념 지도라는 목적

에 맞게 과제를 각자 변형하도록 하였다. 이 때 각 과제에서 학생의 개념

학습을 촉진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교사 스스로 파악하게 하

였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 차례의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과제 변형 전과 후에 연구자는 과제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나 변형 의도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면담을 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과제 내

의 불확실한 표현이나 의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과제를 비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교사는 다음 차시에 과제를 개선하였고, 이 과정에서 교

사가 수업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상해볼 것을 부탁하였다.  

  과제 변형 과정에서 김하림⋅이경화(2016)에서 사용한 과제 변형 코드와 

코드에 부합하는 예시를 제공하여 과제 변형 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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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 개념과 관련된 참고자료나 선행연구는 각 교사가 제한 없이 검색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데 각 교사의 수업 시간은 차이가 있었다. 교사 

A는 변형하지 않은 교과서의 과제를 포함하여 총 9개의 과제를 적용하였는

데, 이 중 변형한 과제 6개를 적용한 시간은 약 3시간이었다. 교사 B는 변

형한 결과 4개의 과제와 1개의 조별 활동지를 만들어냈는데, 실제 수업에

서는 3개의 과제와 1개의 조별 활동지를 적용하였고 적용 시간은 약 2시간

이었다. 적용 분석에서는 변형한 과제가 적용된 부분만을 포함시킨다. 수

업 관찰은 학생들이 속한 각 학교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매 수업마다 연

구자가 참여관찰을 하였다. 예비교사 A의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다가 

일부 조별 활동이 이루어졌고, 예비교사 B의 수업은 대부분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조별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별로 캠코더와 녹음기를 

설치하여 전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였다. 또한 교실 전체의 모습을 담기 

위해 교실 뒷부분에 캠코더를 설치하였다. 학생들은 수업 초반에 캠코더와 

녹음기를 의식하였으나, 첫 수업 진행 후 10분 정도가 되자 평소처럼 수업

에 임하였다. 

  본 연구가 진행된 과정은 <표 Ⅲ-2> 와 같다.

날짜 연구 내용

2016.03 ~ 2016.08 문헌 연구 및 과제 선정

2015.08 ~ 2016.10 교사와의 면담 및 과제 변형

2016.10 ~ 2016.11 과제 적용 관찰

2016.11 ~ 2016.12 결과 정리 및 해석

<표 Ⅲ-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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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3.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을 위해 문서자료 수집, 교실 관찰, 교사 면담, 

학생 면담, 수업 녹화, 연구자의 기록 방법, 학생이 작성하는 과제 수행 

자료 수집 등을 수행한다.

  두 교사는 과제를 변형한 다음 그 변형 의도와 변형 결과를 한글 문서로 

작성한다. 이들은 각자 총 세 차례의 과제 변형을 하였으며 과제 변형 문

서는 모두 수집되었다. 변형 전후 연구자와의 면담은 녹음하여 전사한다. 

과제 적용 과정에서는 수업의 전 과정을 녹화, 녹음하였고 이 자료 또한 

모두 전사되어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과제 변형과 적용 과정에서는 미분계수 개념 

지도의 기회를 각 교사가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초점을 두어 관찰한다.

3.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과제 변형 결과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교사가 어떤 의도

에 의해 과제를 변형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본다. 과제변형에서 발견되

는 주요 변화는 김하림⋅이경화(2016)에서 제안한 질문, 예, 체계, 맥락, 

도구 변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Stein & Smith(1998)의 수학 과제 분석

틀(Task Analysis Guide)에 따라 분석한다. 전자의 주요 변화는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특성과 변형 경향을 보다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준다. 각 주

요 변화를 살펴볼 때는 변화가 교사의 어떤 의도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살

펴본다. 후자의 분석틀을 사용할 때는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위해 변형한 

과제들이 학생에게 개념과 관련된 사고 기회와 학습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

는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는 Stein & Smith이 제안한 기

준을 기반으로 하고 Arbaugh & Brown(2005), 김미희⋅김구연(2013), 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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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이경화(2016)의 분류 기준 또한 참고하였다. 여러 하위 과제를 포함하

는 큰 과제는 하위 과제들로 분할하지 않고 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제

로 취급하여, 하위 과제들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

준으로 과제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과제 적용 과정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담론과 미분계수 개념 

형성을 살펴본다. 과제 적용 과정에서 담론 분석 방법으로는 Son & 

Kim(2015)이 제시한 질문의 수준과 Henning, McKeny, Foley, & 

Balong(2012)이 제시한 담론 조치를 사용하였다. 교사들이 과제 적용에서 

사용하는 후속 조치 질문의 인지적 노력 수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학

생의 반응은 변형된 과제의 수준과 적용된 과제에서 어떻게 유지 또는 변

화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선행연구들(Stein et al.,1996, 2000; 

Henningsen & Stein, 1997; 김성희⋅방정숙, 2005)에서는 과제 설정과 실

행 사이의 인지적 노력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사

가 변형한 문서화된 과제에 교사의 수업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변형

된 과제의 실행된 과제 사이의 인지적 노력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고, 선행

연구들의 논의에 비추어 과제의 수준이 유지되는지,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쇠퇴하는지 살펴본다. 후속 조치의 질문에 더하여 교사가 사용하

는 담론조치의 특성과 패턴을 조사하여 담론조치가 과제 적용과 학생의 반

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의 개념 형성 과정은 

Vygotsky(1962)와 Berger(2002, 2004b, 2004c)가 제시한 개념 형성 단계

에 따라 분석한다. Vygotsky의 분석틀을 수학에 적용한 선행연구들

(Berger, 2002, 2004b, 2004c; Mhlolo & Schafer, 2013; Shaker & 

Berger, 2016)은 공통적으로 학생이 수학적 대상이나 대상들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할 때 판단 근거가 주관적인 인상인지, 객관적인 사실인지, 완전히 

논리적인 추론인지에 따라 각 단계에서 군집(heaps), 복합체(complexes), 

진성개념(true concepts)으로 분류하였다. 의사개념(pseudoconcepts)은 

겉으로 보기에 일시적으로 진성개념을 획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개념도 

함께 보인 경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네 가지 범주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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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로 사용한다. Berger(2002, 2004b, 2004c)가 제안한 점유 이론의 세

부 단계들은 학생들이 사용한 수학적 기호와 단어 사용 분석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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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과제 변형

  첫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두 교사 A, B가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살펴본다. 각 교사 당 6개

의 과제를 차시에 걸쳐 변형했기 때문에 총 18번의 과제 변형이 가능했는

데, 교사 A에게서는 13번, 교사 B에게서는 추가 과제 1개와 조별활동지를 

포함하여 16번의 변형이 일어났다. 먼저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인지적 

노력수준에서 살펴보고 그 수준에 따라 개념학습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를 과제의 주요한 변

화에 따라 살펴봄으로써 세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를 위한 

교사의 변형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 

  각 변화가 일어난 건수는 <표 Ⅳ-1>와 같다.

질문 변형 예 변형 체계 변형 맥락 변형 도구 변형

교사 A 19 9 0 1 1

교사 B 22 10 4 2 1

<표 Ⅳ-1> 과제 변형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 

  

질문변형은 각 과제에 포함된 하위문제의 질문이 변형된 경우를 의미한

다. 여기서 변형은 질문의 추가 및 삭제, 그리고 변화 전후의 두 질문이 

서로 다른 학생의 반응을 야기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형으로 간주하였으

며, 조사의 변화와 같이 사소한 것은 변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하위문제 

하나가 변형된 경우 질문 변형 하나로 간주하였다. 예는 과제에서 제시하

는 식, 표, 그래프 등 수학적 예가 추가, 삭제, 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체계 변형은 과제들의 순서가 변하거나 과제가 체계 내에서 삭제, 추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맥락 변형은 과제에 포함된 현실 맥락이 변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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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변형은 교사와 학생이 과제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공학 도구의 변화

를 의미한다. 

  변형 결과 전반적으로는 교사 B가 A 보다 많은 변형을 시도하였다. 특히 

B는 A보다 질문 변형을 많이 시도하였고, 일부 과제를 삭제하거나 추가함

으로써 체계 변형을 시도하였다. 또한 도구 변형은 두 교사 모두 공학도구

인 지오지브라를 추가함으로써 나타났다.

  두 교사의 과제 변형은 각 주요 변화의 특징에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각 변형 범주에 따라 두 교사의 과제 변형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

로 정리한다. 교과서 과제인 원본 과제와 수업에 적용된 최종 변형 과제 

간의 변화를 살펴본다.

1.1. 질문 변형

원본 과제와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질문들은 개방성에서 차이가 있

다. 원본 과제의 질문들은 대부분 폐쇄형으로, 예를 들면 “...식을 써보

자”, “...구하여보자”, “...그려보자”,  “...구하여라”,“크기를 

비교하여 보자”와 같이 정해진 식, 값, 부등식을 구하거나 기하학적 대상

을 그려보게 하는 것들이었으며 “... 속도를 추측하여보자.”만 개방형으

로 나타난다. 과제 준비 2의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지 말하여보자”할

선이 가까워지는 직선이 어떤 직선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지만 앞에서 

이미 접선을 그려보는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다른 추측은 배제될 가능성

이 많아 폐쇄형으로 분류하였다(<표 Ⅳ-2>).

  교사 A와 B가 변형한 질문들 중에서 개방형 질문의 비율은 각각 33.3%, 

64.2%로 원본 과제들에서 나타난 개방형 질문의 비율인 9.09%보다 높다

(<표 Ⅳ-3>).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미분계수를 개념

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두 교사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

이다. 교사 A는 면담에서 가르칠 학생들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였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고 싶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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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원본 질문 개방성

준비 1

...평균속도를 구하는 식을 써보자. 폐쇄

...평균속도를 구하여보자. 폐쇄

...속도를 추측하여 보자. 개방

탐구 1
...평균변화율을 구하여라. 폐쇄

...한계비용을 구하여라. 폐쇄

준비 2

...접하는 직선을 그려보자. 폐쇄

...잇는 직선을 각각 그려보자. 폐쇄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는지 말하여보자(접선

이 주어져 있는 상태)
폐쇄

탐구 2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폐쇄

연습 1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폐쇄

되새기기 1 ...크기를 비교하여 보자. 폐쇄

개방형 질문의 비율(%) 9.09

<표 Ⅳ-2> 원본 과제의 질문

다. 이에 따라 나타난 개방형의 질문의 종류는 ‘추측해보자’와 ‘설명해

봅시다’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났다. 교사 B는 과제 변형 문서에서 학생들

이‘본격적으로 순간변화율을 학습하기 전에 순간변화율의 의미를 고민해

보고, 평균변화율과 관련된 느낌을 주고자 하였다....순간변화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계기를 주고자 의도하였다’, ‘직접적인 힌트

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교사 B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

는 평균변화율로부터 어떻게 순간변화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스스로 생

각해보고 발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교사 B는 과제 적용 도중에 학생 혼

자서 개념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혼자서’해결할 

과제와‘같이’해결할 과제를 구분하고 각 과제 앞에 이를 표시하였다. 그

가 변형한 각 과제 또는 과제 체계에서는 학생이 개념에 대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하는 패턴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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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변형된 질문 개방성

A B A B

준비 1

...표를 완성하시오. ...평균속도를 구하여보자. 폐쇄 폐쇄

...표를 완성하시오. ...평균속도를 구하여보자. 폐쇄 폐쇄

...값에 대해 추측해봅시다. 
...의미는 무엇인지...비교해

보면서 생각해보자.
개방 개방

...토론하고 발표해보자. 개방

탐구 1

...식 을 구하여라.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평

균속도를 구해보자.
폐쇄 개방

...식 을 구하여라.
...만든 결과를 큰 종이에 표

현해보자.
폐쇄 폐쇄

...관련하여 설명해봅시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

자.
개방 개방

...토론하고 발표해보자. 개방

준비 2

(교사 

B의 

추가 

탐구)

...직선을 각각 그려보자. ...평균속도를 구하여보자. 폐쇄 폐쇄

...가까워지는 직선을 추측해

보자(접선이 주어져 있지 않

음)

...특이한 점이 있는지 생각

해보고 토론해보자.
개방 개방

..가까워지는 직선을 추측해

보자(접선이 주어져 있지 않

음)

...특이한 점이 있는지 생각

해보고 토론해보자.
개방 개방

...직선을 관찰해보자. 폐쇄

탐구 2
...그래프를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여라.
폐쇄

연습 1
...곡선을 그리고

...기울기를 구하여라.
폐쇄

되새

기기 1

...크기를 비교하여라. ...하나 만들어보자. 폐쇄 개방

...크기를 비교하여라. ...순간변화율을 구해보자. 폐쇄 폐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봅시

다.
...을 활용하여 설명해보자. 개방 개방

개방형 질문의 비율(%) 33.3 64,2

<표 Ⅳ-3> 교사 A와 B의 질문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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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즉,‘(혼자서)...의미는 무엇인지...비교해보면서 생각해보자’와 

같은 질문이 먼저 제시된 후‘(같이)...토론하고 발표해보자’, ‘(같

이)...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와 같은 질문들이 뒤를 이었다.

  교사 A와 B가 변형한 질문들의 개방성의 정도는 각각 33.3%, 64.2%로 차

이가 있다. 교사 A의 질문 변형에서 개방형 질문이 교사 B보다 적게 나타

난 것은 학생의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 A는 면담에서 만

일 자신이 수업할 학생들이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아니라면 과제 준비 1

에서의 질문을 더 열어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미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하였음에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수업에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교사 B는 최대한 정보를 숨김으로써 학생들이 미

분계수 개념을 스스로 알아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두 교사의 의도

는 다른 주요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1.2. 예 변형

원본 과제와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예들은 그 변형 의도와 과제체계

의 고려 여부에서 차이가 있었다. 두 교사가 과제에서 변형한 예들은 <표 

Ⅳ-4>와 같다.

  극한 과정을 안내하는 표에 대한 교사 A와 B의 관점에는 공통점과 차이

점이 있었다. 먼저 두 교사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 포함

된 평균변화율 식보다 구체적인 수가 포함된 평균변화율 식이 더 접근하기 

수월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과제에서 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

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평균변화율 식에 접근하고자 의도하였고, 그

에 따라 구체적인 수를 식에 여러 번 대입하여 그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

는 도구로 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교사 모두 평균변화율이라는 

개념과 이를 나타내는 대수적 식의 구조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였고 이것이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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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원본 예
변형된 예

A B

준비 1

          

극한과정을 

안내하는 표

극한과정을 

안내하는 표

평균변화율 식의 

의미 파악을 돕는 표

탐구 1
  

  
원의 겉넓이와 부피

를 나타내는 식
  

준비 2

(교사 

B의 

추가 

탐구)

아래로 볼록하고 증

가하는 곡선

아래로 볼록하고 증

가하는 곡선

  

극한과정을 

안내하는 표

탐구 2            

연습 1
   , 

   

   ,

   

되새

기기 1

위로 볼록하고 증가

하는 곡선, 아래로 

볼록하고 감소하는 

곡선

위로 볼록하고 증가

하는 곡선, 아래로 

볼록하고 감소하는 

곡선

학생이 예를 

만들게 함

<표 Ⅳ-4> 교사 A와 B의 예 변형

  그러나 두 교사는 표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교사 A는 수

업의 처음에 제시하는 과제인 준비 1에서 평균변화율 식을 구성하는 과정

을 차근차근 안내하고자 표를 [그림 Ⅳ-1]과 같이 추가하였다. 각 변수의 

의미와 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확인할 것을 의도한 것이다. 교

사 A는 학생들이 미분계수를 학습하기 위한 기초 개념인 함숫값, 변수, 속

도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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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변형 과제 

1.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2.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   ∼   ∼   ∼ 

 

평균속도

[그림 Ⅳ-1] 원본 과제 준비 1의 표와 교사 A가 변형한 과제의 표

  교사 B는 [그림 Ⅳ-2]와 같이 극한 과정을 안내하는 표를 첫 과제인 준

비 1에서 삭제하고 추가 탐구 과제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극한 과정에 

대한 안내는 1차 변형에서 일부 나타났었으나, 2차 변형에서 삭제되었다. 

교사 B는 구간을 점점 줄여가는 경향성이 개념으로의 결정적인 안내를 제

공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B는 학생들이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하였지만, 학생들이 평균

속도와 순간속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학생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면 평균속도를 이용해서 순간변화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

황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평균변화율과 순간변

화율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3차 변형에서‘추가 탐구’

과제를 만들고 [그림 Ⅳ-2]와 같은 표를 포함시켰다. 이 ‘추가 탐구’는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탐구 1에서 가까이 간다는 경향

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공하도록 계획된 것이다. 교사 B는 학생들

이 추가 탐구 과제에 포함된 이 표를 통해 가까이 간다라는 경향성,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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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과제 

(같이) 4초가 아닌 다른 시각을 초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채워

본 다음, 특이한 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

 2 3 3.5 4 4.5 5 6

시각이 4초에서

초까지 변할 

때의 평균속도 

[그림 Ⅳ-2] 교사 B가 변형한 추가 탐구 과제의 표

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일 때, 즉 4초에서 4초까지 평균변화율을 구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의도하였다. 이미 앞에서 평균변화율과 순

간변화율의 차이를 어렴풋이 암시하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이를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직접적으로 힌트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질문에서 ‘특이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의도한 것이다. 교사 B는 

이 과제를 적용할 때 학생들에게 ‘경향성이나 패턴을 찾아봐라’, ‘특이

한 점이나 이상한 점을 찾아봐라’라고 추가 질문을 던질 것을 계획하였

다.

  교사 A와 B는 과제들에 포함된 함수식도 일부 변형하였는데, 그 의도와 

변형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교사 A는 각 과제 하나 하나에 따라 예들의 

적절성을 파악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 A는 탐구 1의 예를 포함한 맥락이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맥락과 동시에 예를 변형하였다. 탐구 2

와 연습 1에서는 함수를 교과서의 앞 단원에 있는 예와 일치시켜, 학생들

이 두 과제를 비교함으로써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

보도록 의도하였다. 이처럼 A의 예 변형은 과제 의존적인 측면이 있었다. 

반면 교사 B의 예 변형은 과제체계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나타났다. 교사 B

는 최종 변형에서 4개의 과제와 1개의 활동지를 만들었는데, 3개의 과제와 

1개의 활동지에서 함수를 모두  으로 일치시켰다. 교사 B는 연구자

와의 면담에서 수업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맥락을 가지고 학생들이 깊은 

탐구를 하도록 풍부한 맥락(rich context)을 일부 고려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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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분계수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언

급하였다. 학생들은 의 움직임, 평균변화율, 숫자의 계산, 곡선의 할선

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데 탐구 대상이 되는 함수식이 계속 달라지면 앞서 

사고하던 과정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탐구 끝에는 학생

들이 스스로 함수식을 하나 정한 다음, 앞서 개념을 추론한 과정을 반복하

여 추적해볼 것을 의도하였다. 이처럼 교사 B의 예 변형은 각각의 과제보

다는 각 과제들 간의 관계, 즉 과제체계를 고려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3. 체계 변형

  두 교사의 체계 변형은 <표 Ⅳ-5>와 같이 나타났다.  

원본 과제 체계
변형된 과제 체계

A B

준비 1 준비 1 준비 1

탐구 1 탐구 1 탐구 1

준비 2 준비 2 (추가 탐구)

탐구 2 탐구 2

연습 1 연습 1

되새기기 1 되새기기 1 마무리

<표 Ⅳ-5> 교사 A와 B의 체계 변형

  교사 A는 원본 과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새롭게 과제를 추

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았다. 변형 시에는 각 과제의 내용이 전후 과제의 내

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지를 판단하여 변형하였다. 교사 A는 특히 변형 

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교과서 과제도 과제 적용 시에 포함시킬 것을 계

획하였고, 원본 과제가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유지하여 수업하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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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과제들은 절차적인 알고리즘을 통하여 미분계

수를 계산하는 과제들이었는데, 교사 A는 개념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절차

적인 과정도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사 B의 체계 변형에서 절차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탐구 2와 연습 1을 

삭제하여 학생들에게 절차적인 과정을 반복하는 학습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순간변화율 개념과 극한을 포함한 식을 이

끌어낼 것을 일차적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대수식에 대한 정

보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앞의 질문 변형과 예 변형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 B는 교사 A에 비해 과제를 이루는 요소들을 많이 변형한 경향이 있

다. 실제로 교사 B는 면담에서 ‘준비 과제 2정도만 변형에 참고하였고 다

른 원본 과제들에서는 부적절한 예나 맥락을 많이 삭제였다’고 하였다. 

또한 과제의 제시 방식과 관련하여, 뒤의 과제를 학생이 미리 보면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과제를 제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 A와 B의 체계 변형에서 교사 A는 교사 B보다 교과서의 체계와 제시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미분계수의 개념적인 과정과 절차적인 

과정을 모두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주요 변화에서도 일

부 나타난다. 반면 교사 B는 교사 A보다 과감한 변형을 시도하면서 절차적

인 과제들을 삭제하였고, 개념적인 이해에만 집중하고자 하였다.  

1.4. 맥락 변형

  

교사 A와 B의 맥락 변형은 <표 Ⅳ-6>와 같이 나타났다. 앞 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예 변형에서 교사 A는 과제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고 교사 B는 

과제체계 전체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맥락 변형에서도 

나타났다. 교사 A와 B의 공통적인 생각은 운동 상황이라는 현실 맥락이 평

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을 도입하는 데 적절하며, 한계비용은 관련된 내용

이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아서 학생이 순간변화율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도

움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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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원본 맥락
변형된 맥락

A B

준비 1 열차의 속도 열차의 속도 열차의 속도

탐구 1 한계비용 원의 겉넓이와 부피 열차의 속도

준비 2
열차의 속도

(추가 탐구)

<표 Ⅳ-6> 교사 A와 B의 맥락 변형

이에 교사 A는 한계비용이라는 맥락을 삭제하고 원의 겉넓이와 부피를 

다루는 과제로 바꾸었다. 교사 A는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원의 겉넓이와 부

피가 ‘일상생활의 현실은 아니지만 학생의 현실’이라고 하였다. 그는 과

거 미분계수 수업에서의 경험을 되짚어볼 때,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미분의 

유용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과 관련지었을 

때 유용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가지가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였다. 그는 이 소재

를 교사용 지도서에서 보았으며 평소 수업시간에도 자주 사용하다고 하였

다. 2차원의 개념인 겉넓이와 3차원의 개념인 부피의 관계에서 미분이 차

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뒤에 배울 적분에서도 

차원 개념과 적분을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사 B 또한 한계비용이라는 맥락을 삭제하고 대신 앞의 과제에서 포함

된 운동 상황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사 B는 

마지막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의 예를  으로 유지시켰고, 그에 

따라 과제들에서 운동 상황의 맥락도 똑같이 유지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에

게 첫 과제에서 생각해보도록 한 계기판이 나타내는 순간 속도와 평균 속

도의 차이점 또는 관계를 뒤의 과제들에서도 계속 생각하면서 보다 깊은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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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원본 도구
변형된 도구

A B

준비 1 계산기 계산기

준비 2 지오지브라
계산기

(추가 탐구)

마무리 지오지브라

<표 Ⅳ-7> 교사 A와 B의 도구 변형

1.5. 도구 변형

두 교사는 모두 수업 시간에 공학도구로 계산기와 지오지브라를 사용하

고자 하였다(<표 Ⅳ-7>). 원본 과제에서는 극한의 경향을 보여주는 표를 

수치적인 값으로 채우기 위해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두 교

사 모두 이와 같이 표를 채우기 위해 반복적인 계산을 해야 하는 과제에서 

계산기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두 교사 모두 원본 과제에 포

함되지 않았던 지오지브라를 사용해서 할선이 극한 과정을 통해 접선으로 

다가가는 연속적인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단, 제시 방

식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교사 A는 학생들이 여러 할선을 그려보고 접선으

로 다가가는 과정을 추측하는 과제인 준비 2에서, 학생들이 활동한 후에 

보다 섬세한 안내를 위하여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교사 B는 학생들이 모든 

과제를 수행한 후에 마지막에 지오지브라 화면을 제시하겠다고 하였다. 교

사 B는 극한의 경향을 보여주는 표와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 화면이 학생

들에게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두 교사는 모두 지오지브라로 만든 자료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할

선의 극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한 점을 다른 한 점에 포개어 놓으면 할

선이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직선은 최초에 두 점을 잇는 것으로 설정되었

는데, 두 점이 한 점이 되어 버리니 직선이 사라지는 것이다. 교사 A는 

‘가까워지는 직선을 추측해보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직선을 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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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원본 과제
변형된 과제

A B

준비 1 PNC PNC PWC

탐구 1 PNC PWC PWC

준비 2 PNC PNC
PWC

(추가 탐구)

탐구 2 (PNC) (PWC)

연습 1 PNC PWC

되새기기 1 PNC PWC PWC

<표 Ⅳ-8> 과제 변형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수 없다’거나 ‘직선이 없다’, ‘점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지오지브라 화면을 통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 때 나타날 수 있는 오개념에 대해서는 ‘극한 과정이 도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까워지는 값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학생들에게 언급해주

겠다’고 하였다. 교사 B는 지오지브라 화면에 기울기가 변함과 동시에 기

울기의 값이 수치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게 만들었는데, 두 점이 겹쳐지면 

화면에 숫자 대신 물음표가 나온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 인 순간에 

평균속도를 구할 수는 없지만, 가까이 가는 값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

하고 학생들이 앞서 한 활동과 연결하겠다고 하였다. 

1.6.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두 교사가 변형한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은 <표 IV-8>과 같다. 탐구 2

의 원본 과제와 교사 A의 변형과제는 그 수준을 분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적으로 학생이 해결하는 과제가 아니라 교사가 본보기로 보여주는 예제와 

같은 성격의 과제이기 때문에 학생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이어

서 변형 사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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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교사 A의 사례

1.1.1.1 PNC 과제로의 변형

  교사 A가 과제 준비 1과 준비 2를 변형한 결과는 수준이 모두 PNC로 나

타났다. 원본 과제 준비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는 [그림 IV-3]과 같다.

원본 과제

변형 과제 

1.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2.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   ∼   ∼   ∼ 

 

평균속도

3. 2번의 표에서 평균속도가 가까워지는 값에 대해 추측해봅시다.

[그림 Ⅳ-3] 원본 과제 준비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1

원본 과제에서 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균변화율을 구하는 절차적인 과

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원본과제에서는 

계산기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하위 문제 3은 하위 문제 2에서 해결

한 결과에서 수치적인 값들이 향하는 값을 직관적으로 비교적 쉽게 추측하

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PNC 과제이다. 교사 A는 하위 문제 1을 삭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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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추상적인 기호로 이루어진 식을 살펴보는 단계를 생략하였다. 원본 과

제의 표는 더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균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 문제를 여러 개의 하위 문제로 나누어 비계 

또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문제 3은 원

본 과제와 거의 비슷한 의도이다. 변형된 과제의 수준 또한 PNC이며, 변형

된 과제의 난이도는 원본 과제에 비해 더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A는 평균속도를 구하는 식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생

들이 추상적인 식을 사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숫자들을 사용하고 식을 구

하는 단계들을 세분화하여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식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와 식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극한의 의미는‘가까워진다’라는 일상적인 의미를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다고 하였다. 교사 A는 과제 변형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형이 미분계

수와 관련된 개념과 절차를 접해보았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

분계수의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변형이라고 언급하였다.

  과제 준비 2의 원본과제는 할선의 극한이 접선임을 기하학적 표현을 통

해 추측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운 이차함수의 접

선 개념을 통해 비교적 간단히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PNC 과제로 분류되

었다. 교사 A는 과제 준비 2를 변형할 때, 공학 도구인 지오지브라를 사용

하여 할선이 변하는 과정을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Ⅳ

-4]). 그리고 동점이 정점에 다가갈 때, 교과서에서처럼 오른쪽에서 다가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다가가는 과정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점들

을 표현하는 하위 문제의 변화는 과제를 여전히 PNC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지오지브라 화면에서 연속적인 할선의 변화는, 동점이 정점에 왼쪽에서 가

까워지건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건, 학생으로 하여금 접선으로 다가간다는 

추측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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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변형 과제 

1. 점 와 네 점  ,  ,  ,  를 잇는 직선을 각각 그려 보자.

2. 함수   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가 점  ,  를 

지나 점 에 가까워질 때, 두 점  ,  를 잇는 직선이 가까

워지는 직선을 추측해 보자.

3. 함수   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가 점  ,  를 

지나 점 에 가까워질 때, 두 점  ,  를 잇는 직선이 가까

워지는 직선을 추측해 보자.

4. 지오지브라를 활용하여 직선들을 관찰해 보자.

[그림 Ⅳ-4] 원본 과제 준비 2와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2

1.1.1.2 PWC 과제로의 변형

원본 과제 탐구 1과 되새기기 1이 변형되어 PWC 수준으로 상승된 이유는 

비슷하다. 교사 A는 이 과제들의 마지막 하위 질문을 개방형 과제로 바꿈

으로써 과제의 수준을 상승시켰다. 

  원본 과제 탐구 1은 한계비용이라는 현실맥락이 포함되어 있지만 절차적

인 계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형적인 PNC 과제이다. 교사 A는 이를 구

의 겉넓이와 부피에 관한 문제로 바꾸었다([그림 Ⅳ-5]). 변형된 과제의 

하위문제 (1), (2)는 단순 기억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하위문제 (3)은 절차

적 과정 후에 그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교사 A의 의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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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두 대상인 겉넓이와 부피가 미분 계

수와 관련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그런지, 미분이 차원과 어떤 관계

가 있는지 학생들이 생각해볼 것을 의도하였다. 따라서 변형된 과제는 PWC

로 분류된다. 

원본 과제

변형 과제 

(1) 구의 겉넓이를 계산하는 식 을 구하여라.

(2)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식 을 구하여라.

(3) 두 공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미분계수와 관련하여 설명해봅

시다.

[그림 Ⅳ-5] 원본 과제 탐구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탐구 1

  원본 과제 되새기기 1과 교사 A가 변형한 되새기기 1은 [그림 IV-6]와 

같다. 원본 과제 되새기기 1은 학생들이 앞에서 배운 평균변화율과 순간변

화율의 기하학적 표현, 식 표현을 연결해봄으로써 배운 바를 확인해 보도

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제를 접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표

현을 연결하고 기울기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PNC 과제로 분류하였다. 교사 A

가 변형한 과제는 원본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하위 문제 3번이 추가되

었다. 이 하위 문제에서는 기울기 값의 부호와 그래프의 모양과의 관계에 

대해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교사 A는 원본 과제가 기울기의 크기를 고려해

보게 하지만 그 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두 그래프는 볼록성에서 차이가 있고 부등호 방향의 차이는 

그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나 교사 A는 그보다는 두 함수의 증가 감소에 주

목하였고, 학생들이 그래프의 시각적 특정을 관찰함으로써 증가하는 함수

에서는 기울기들이 양수가 되고,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기울기들이 음수가 

된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뒤의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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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변형 과제 

두 함수   ,   의 그래프가 각각 다음과 같을 때, 다

음 물음에 답하여라.

(1) 

 
,  ′ ,  ′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2) 

 
,  ′ ,  ′의 값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3) 위에서 구한 식의 값들의 부호를 구하고, 그래프의 모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봅시다.

[그림 Ⅳ-6] 원본 과제 되새기기 1과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되새기기 1

단원에서도 학습하는 내용으로, 교사 A는 이 과제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와 도함수의 관계를 학습하기 이전에 간단히 예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고 생각하였다. 하위 문제 3은 어떤 방식으로든 수학적 대상들의 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설명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PWC 과제로 

분류하였다.

  원본 과제 연습 1과 교사 A가 변형한 연습 1은 [그림 IV-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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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변형 과제 

다음 곡선을 그리고,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여라.

(1)                (2)        

[그림 Ⅳ-7] 원본 과제 연습 1과 교사 A가 변형한 연습 1

  

  변형된 과제 연습 1은 겉으로 보기에 PNC 과제로 보일 수 있으나 교사의 

변형 의도에 따라서 PWC과제로 분류하였다. 원본 과제는 접선의 기울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앞의 단원에서 학

습한 절차적인 과정의 반복이다. 원본 과제는 전형적인 PNC 과제이다. 변

형된 과제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절차적인 알고리즘은 이미 앞 소단원의 문

제에서 함수인   과  의  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과제에 의해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이 이미 도출되어 있는 상태

이다. 교사 A가 이 과제에서 의도한 것은 미분계수의 수치적인 값과 그래

프 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하는 것이다. 

하위 문제 (1)은 접선이 원래 곡선인 직선과 일치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의

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제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차함수의 

접선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교사 A는 과제 변형 논의에서 이것을 할선의 

극한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학생들이 이를 상수수열과 관련지

어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 A의 의도에 의해 변

형된 과제 연습 1은 PWC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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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변형 과제 

1. (혼자서) 한 순간은 4초로 고정하고 다른 한 순간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평균속도를 구해보자.

2. (같이) 각 조에서 서로 만든 결과를 모두 모아서 나누어준 큰 

종이에 표현해보자.

3. (혼자서) 2번에서 완성한 결과를 보고 열차 기관사가 4초가 되

는 순간에 계기판에서 본 속도 m초와 조에서 만든 여러 평

균속도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4. (같이) 3번 문제에 관하여 토론해보고 발표해보자.

[그림 Ⅳ-8] 원본 과제 탐구 1과 교사 B가 변형한 과제 탐구 1

1.1.2. 교사 B의 사례

  교사 B가 변형한 과제들은 모두 PWC 수준, 즉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의 

과제로 변형되었다. 교사 B가 변형한 과제들은 전부 학생 개인이 다른 사

람에게 설명과 정당화를 할 기회를 주고 있거나, 생각한 바를 다른 학생과 

이야기하고 논의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IV-8]은 원본 과제 

탐구 1과 교사 A가 변형한 탐구 1이다.

  원본 과제 탐구 1은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를 구하는 절차적 알고리즘을 

학습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전형적인 PNC 

과제이다. 한계비용이라는 현실맥락이 있지만 이는 절차적인 과정과 크게 

관련이 없으며 개념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데 사용되지도 않는다. 실제로 

위의 현실맥락이 삭제된 식과 질문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위 과제와 같

은 해결절차를 요구하게 되어, 위 과제에서 사용된 현실맥락은 아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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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B는 이러한 원본과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를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신 준비과제에서 제시된 열차의 속도라는 현실맥

락을 그대로 가져와서, 준비 과제와 동일한 현실 맥락에서 평균속도와 순

간속도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과제로 변형하였다. 교사 B가 과제를 변형하

면서 가졌던 전체적인 의도 중 하나는 교과서의 원본과제처럼 개념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 절차적인 알고리즘을 교사 주도의 활동에 의해 안내하는 것

이 아니라, 개념을 철저히 숨기고 학생들이 이를 발견하도록 함으로써 순

간변화율 식을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본 탐구 1과 같이 절

차적인 과정을 재생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은 삭제되었다. 교사 B는 

대신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평균변화율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순간변

화율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하위문제 3번에서‘혼자

서’수학적 대상들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게 하고, 하위문제 4번에서 

동료 학생들과‘같이’이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하도록 하였고, 변형 결과 

과제는 PWC로 분류되었다. 

1.7. 종합

  두 교사의 과제 변형 양상을 살펴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

다. 첫째, 두 교사는 과제 변형 결과 모두 인지적 노력 수준이 높은 PWC 

과제를 만들 수 있었다. 인지적 노력 수준을 높이는 요인은 주로 수학적 

대상들 간의 관계를 묻고 설명하게 하는 하위 문제, 즉 질문들이었다. 둘

째, 두 교사가 변형한 질문의 개방형 비율은 원본 과제에 비해 높았으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교사 B는 교사 A보다 더 많은 개방형 과제를 만

들었는데, 이는 각 교사가 가르칠 학생의 수준과 각 교사들의 수업 방향으

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사 A는 과제체계 내의 과제들

을 비교적 독립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고, 교사 B는 과제체계 내의 

과제들 간의 관련성을 고려하였다. 교사 A의 예 변형과 맥락 변형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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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으로 일어났고 교사 B의 예 변형과 맥락 변형은 마지막 과제를 제외

한 모든 과제의 예와 맥락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A는 보다 

학생이 다양한 예에서 미분계수의 수치적인 값과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고 학습한 사실을 또 다시 다른 예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한 

반면, 교사 B는 학생이 한 가지 예를 가지고 개념을 깊이 탐구한 후에 추

가적으로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는 것을 계획하였다. 넷째, 두 교사는 교

과서와 달리 모두 공학 도구로 지오지브라를 사용하고자 하였고, 공학도구

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 야기할 수 있는 학생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

다. 

2. 과제 적용

  두 번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두 교사 A, B가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위해서 변형한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이 어떠한지 살펴본다. 

먼저 과제 변형 결과로 나타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이 과제 적용 과정

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다. 각 사례에서 두 교사가 학생의 개념 학습

의 기회를 어떻게 제공했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패턴의 담론조치

를 사용했는지, 어떤 수준의 질문을 사용했는지 살펴본다. 각 전사 자료의 

화자에서 T는 교사, R은 연구자, S는 여러 명의 학생을 의미한다. 학생 한 

명이 화자인 경우는 S1, S2, ⋯, S18로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제 적

용 결과 미분계수 개념을 둘러싼 학생들의 사고가 개념 형성의 어떤 단계

로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2.1.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두 교사의 과제 적용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의 변화는 <표 

IV-9>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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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과제 

체계

교사 A 교사 B

변형된 과제 적용된 과제 변형된 과제 적용된 과제

준비 1 PNC 유지 PWC 유지

탐구 1 PWC PNC로 쇠퇴 PWC 유지

준비 2 PNC 유지
PWC

(추가 탐구)
유지

탐구 2 (PWC)

연습 1 PWC
비체계적 

탐구로 쇠퇴

되새기기 1 PWC
비체계적 

탐구로 쇠퇴
PWC (적용안함)

<표 Ⅳ-9> 과제 적용 과정에서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 변화

  교사 A의 과제 적용에서는 변형단계에서 PWC 수준으로 변화되었던 과제

들의 수준이 모두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탐구 1은 PWC 과제로 변형되었

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PNC 수준으로 쇠퇴하였으며, 연습 1과 되새기기 1은 

PWC 과제로 변형되었지만 그 적용과정에서 비체계적 탐구로 쇠퇴하는 모습

을 보였다. 교사 B의 변형과제는 모두 PWC 수준으로 분류되었는데, 실제 

수업에서 적용하지 않았던 되새기기 1을 제외하고 모든 과제들의 수준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서 사례들을 살펴본다.

2.1.1. 교사 A의 사례

2.1.1.1. PNC 수준의 유지

  PNC 수준인 변형된 과제 준비 1은 적용에서도 PNC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사 A는 수학학습 학생들이 평균변화율 식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과 식 자

체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 1을 변형하였다([그림 Ⅳ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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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T 초는 뭐의 단위? 초는 뭐의 단위에요? [el]

변형 과제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며 제동을 건 후 초까지 이동한 거리

를  라고 하면    이 성립한다고 할 때, 다

음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2. 아래의 표를 완성하시오.

 ∼   ∼   ∼   ∼   ∼ 

 

평균속도

3. 2번의 표에서 평균속도가 가까워지는 값에 대해 추측해봅시

다.

[그림 Ⅳ-9]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준비 1

  교사 A는 하위 문제 (1)번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

산하고 표의 빈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수치적인 값으로 작

업 하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계산할 때에 종종 어려움을 겪었으며 각 변

수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평균변화율을 기호로서가 아

니라 수치적인 과정으로 안내하고자 했던, 그리고 단계를 분할하여 계산시

키고자 했던 교사의 의도는 학생들의 수준에 어느 정도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 A는 표의 각 단계를 안내하면서도 각 변수와 식에 시간, 거

리, 속도라는 의미를 연결시켰고, 각 변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복적

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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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S 시간의 단위.

134 T 시간의 단위. [rp] 그렇죠. [cf] 무슨 초? 몇 초? [el]

135 S7 초.

136 T 초니까. [rp] 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el]

137 S10 시간.

138 S8 분모.

139 T 분모에 와야겠다. [rf] 자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이동한 거

리를 몇 미터? [el]

140 S  미터

141 T  미터. [rp] 그러면 미터는 뭐의 단위? 뭐의 단위입니

까? [el]

142 S 거리.

143 T 거리의 단위니까 [rf] 당연히 어디에 와야 되겠다? [el]

144 S 분자.

145 T 분자에 와야 되겠다. [rf] 자 근데 거리이니까. 다시 문제 2

번으로 돌아와서 부터 까지에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칸

에 10부터 11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뜻하

겠다? [el]

  위 자료에서 교사의 담론조치는 rp-el, rf-el 패턴이 주로 나타난다. 학

생이 대답을 하면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여 말하거나(134, 136, 141, rp), 

학생이 말한 단어를 약간 바꾸어 진술하여(139, 143, 145, rf) 교사가 의

도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마지막에 학생의 답을 유도(136, 139, 

141, 143, 145, el)하였다. 교사가 사용한 질문의 수준은 대부분 낮은 수

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몇 초?’, ‘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미

터는 뭐의 단위입니까?’는 모두 질문의 대답으로 단편적인 사실을 요구한

다. 

  위와 같은 담론 패턴과 낮은 수준의 질문 사용은 앞으로 제시될 교사 A

의 수업 담론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첫 과제에서 학생들이 다소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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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S10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나누기를 하면 0.1이 10이 돼야 

되는데(곱하기 10을 해야 하는데) 나는 이걸 안했어. 그냥 

이걸(0.1을) 곱했어.

번호 화자 전사

424 T 그렇죠. [cf] 늘어나는 걸 기준으로 우리가 S2는 28.5라고 

했어요. [rf]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 계수를 이야기하

고 싶은데. 미분계수는 무엇이냐. 미분계수는 어느 한 점에

서의 변화율이에요. 한 점에서의 변화율. [e] 자 그러면 한 

점이 되려면. 자. 예를 들면 여기 두 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한 계산에서도 어려워하자 교사는 각 진행 순서의 단계마다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안내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은 학생들

이 기본 연산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보여준다.

  과제에 제시된 표의 빈칸을 모두 채운 후 교사는 학생들이 하위 문제 3

번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하위 문제 3번은 의 구간을 좁혀가거나 순간적

인 속도를 추측하는 방향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

은 평균속도의 값들이 오른쪽으로는 30에 가까워지지만 왼쪽으로는 28.5에 

가까워진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교사 A는 시간의 간격을 줄여가는 과정을 

유도하기 위해 ‘한 점에서의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순간 속도’,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차례로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용어들은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이 용어들의 의미를 탐구할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순간속도’나 ‘미분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

한 대답으로 교사 A는 이를 계산하는 절차적인 근거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

을 분절적으로 질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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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가 한 점에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점점점점. [el]

(중략)

429 T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

요. [rf] 이해 가요? 그죠? 그러면 S7이 이야기한 대로 점점

점점 3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겠다. [rc] 어떻게? 

10초과 11초, 10초와 10.1초, 10초와 10.01초, 10초와 

10.001초.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el]

430 S5 음...10초.

431 S10 아.

432 T 그렇죠. [cf] 10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rf] 원래 우리

가 구한 것은 무엇이었지만? [el]

433 S 평균속도.

434 T 평균속도였지만. [rf] 우리가 10초일 때 딱 그 순간의 속도

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이 두 시간의 차이를 점점 어떻게 해야 되겠다? 

[el]

435 S5 좁히면.

436 S6 좁혀요.

437 T 줄어가면. [rf] 그렇죠. [cf] 점점 줄여가면 우리가 어느 정

도 이 값에 가까워지는 값을 알 수 있겠다. 즉, 평균속도의 

반대말. 어느 한  순간의 속도, 무슨 속도? [el]

438 S10 순간속도.

439 S 순간속도.

440 T 순간속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rf] 이해 가요? [el]

441 S 예.

442 T 그렇죠. [cf] 순간속도. 그러면 여기, 순간속도. 우리가 예

상해보건대 그러면, 말을 바꿔서, 평균속도들을 보고 우리가 

순간 속도, 10초에서의 순간속도를 대충 얼마라고 예상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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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다? [el]

443 S5 30?

(중략)

536 T 어렵지 않아요. 그죠? 순간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el]

537 S10 어. 극한으로?

538 S5 좁히면 돼요.

539 T 그렇죠. [cf] 뭘? [el]

540 S5 그, 숫자를요.

541 S1 아, 차이, 차이를.

542 T 숫자를? 두 점을? [el]

543 S5 아, 가까이 붙이면 돼요.

544 S10 간격, 간격.

545 S5 0이 될 때까지.

546 T 0이 될 때까지 가까이 붙여주면[rf]. 그러면 0으로 갈 때에 

뭘 구해주면? [el]

547 S 순간속도.

(중략)

586 T 대입해서. [rp] 계산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겠다? 또? 

[el]

587 S7 빼요.

588 T 빼요. [rp] 그 다음? [el]

589 S7 나눠요.

590 T 나눠요. [rp] 그렇죠. [cf]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어떤 값? 

[el]

591 S5 그 순간, 속도.

592 T 순간속도. [rp] 그게 무슨 값이라고요? [el]

593 S4 미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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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S10 극한.

595 S7 극한값.

596 T 극한값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rf] 유식한 말로? 

[el]

597 S 미분계수.

598 T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rf]

  교사 A는 평균속도에서 극한 과정을 통해 순간속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다 직접적으로 안내하면서 주요 용어들만을 학생들이 말해보도록 하고 

있다(437~439, 592~598). 용어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는 절차적인 과정을 

분절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536~547, 586~598). 본 담론에서

는 앞서 제시한 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rp-el, rf-el 패턴이 자주 나타나

며 질문들 또한 모두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학생의 대답은 

대부분 한 단어였다(430, 433, 435, 438).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다시 표현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학생의 말을 간단한 문

장으로 바꾸어 진술(429, 432, 434, 437, rf)해주었다. 여기서 주요 아이

디어들은 교사가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호경(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는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학생들이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설명할 기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사 A는 

학생이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하면 옳은 답이 나올 때까지 다시 질문하곤 

하였다. 이러한 분절적인 접근은 학생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만들어 개념의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IRE(Initiation-Response- 

Evaluation) 패턴과 같은 이러한 양상은 학생들을 절차를 지향하는 담론으

로 이끈다(Drageset, 2015). 실제로 이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평균변화율

이 극한 과정을 통해 순간변화율이 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할선과 접선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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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T 관련이 있다. 어떤 관련이 있다?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1394 S7 어...

2.1.1.2. PWC에서 PNC로 쇠퇴

PWC 수준인 변형된 과제 탐구 1은 적용에서 PNC로 쇠퇴한다. 교사 A는 

구의 에 관한 식인 구의 부피의 식을 미분하면 겉넓이 식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분이 다른 수학적 대상들과 관련성이 있음을 지도하고자 하였

다([그림 Ⅳ-10]).

변형 과제 

(1) 구의 겉넓이를 계산하는 식 을 구하여라.

(2) 구의 부피를 계산하는 식 을 구하여라.

(3) 두 공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미분계수와 관련하여 설명해봅

시다.

[그림 Ⅳ-10]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탐구 1

  학생들은 하위 문제 (3)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절차적인 

알고리즘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교사는 

이에 따라 학생들을 5명씩 그룹지어 논의를 통하여 절차적인 과정을 완성

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이 앞의 과제까지 ′과 같은 구체적인 값에서

의 미분계수만 계산했었기 때문에 ′을 생각해내기까지 약간의 시간을 

소비하였고 문자로 된 식을 계산하는 데 보다 어려움을 겪었다. 몇 명의 

학생이 이를 해결하였고 ′ 이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으나, 교사는 

다음과 같이 학생들이 결론만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한 다음 과제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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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T 뭐를? 

1396 S7 부피를. 

1397 T 부피를. 뭐하면?

1398 S7 미분하면.

1399 T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1400 S7 겉넓이...가 나온다. 

1401 T 겉넓이가  나온다. S2도 마찬가지? 

1402 S2 네.

1403 T 그렇죠 ...(후략) 

  교사는 하위 문제 (3)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념적인 문제들 즉, 미리 

계획하였던 두 공식 사이의 관계의 의미나 차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생

들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교사 A는 이에 대해 사후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학생들이 문자를 사용한 절차적인 과정을 어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의 

논의를 생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에는 도함수의 의미가 들어가 있

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개념적인 논의는 더욱 어려워 보였다. 이처럼 절

차적인 과정에 시간을 투자하고 개념적인 논의를 생략함으로써 과제는 PNC 

수준으로 쇠퇴하였다. 

2.1.1.3. PWC에서 비체계적 탐구로의 쇠퇴

  PWC 수준인 변형된 과제 연습 1과 되새기기 1은 적용에서 비체계적인 탐

구로 쇠퇴한다. 변형 과정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과제는 미분계수의 수치

적인 값과 그래프 상의 접선의 기울기의 관계, 하위문제 (1)에서 직선의 

접선이 자기 자신인 점을 할선의 극한으로 지도하고 이를 상수수열과 관련

지으려는 교사 A의 의도에 의해 PWC 과제로 분류된 바 있다([그림 Ⅳ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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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T 문제에서 적어놔 주었죠? 몇 콤마 몇 줬다, 일단? (3, 

15). 그 다음 한 점은 뭐 구하면 되겠다? 우리 아까 했잖

아. 저기(칠판) 뭐라고 했어요?  가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뭐다? [el]

1899 S6 절편.

1900 T 절편이 뭐예요? [el]

1901 S6 3.

1902 T 3. [rp]  3인데. 절편이 무슨 뜻이다? [el]

1903 S6 지나가는…

1904 T 지나간  점. [rf] 또. 자, 절편이 무슨 뜻이에요, 절편? 

[el]

1905 S5 절편이요? 

1906 T 절편이 뭐다? ? 값.  절편은? 값, y 절편은 y축과 만

나는 점. [e] 그러면 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란 이야기야? 

[el]

1907 S6,S3 3.

1908 T 3. 그럼 어디를 지난다? 축 위에 3을 지난다. [e] 자 그

러고 나서 주어진 점과 연결시켜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

겠죠....

변형 과제 

다음 곡선을 그리고, 곡선 위의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를 구하여라.

(1)                (2)        

[그림 Ⅳ-11] 교사 A가 변형한 과제 연습 1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은 함수의 곡선을 자체

를 그리는 활동에 주로 집중하게 되며 접선을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를 확

인하는 활동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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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1937 T 자 우리 (2)번 문제  기울기 어려우니까 그래프 그려줄게

요. 자,    인가? [el]

1938 S5 예.

(중략)

1960 T ...자 이제 이 그래프에서 몇 콤마 몇에서의 접선 구하래

요? [el]

1961 S5 어,  (3, -2)요.

1962 T 3 콤마 마이너스… [rp] (화면을 드래그하면서) 아이고, 

저기 밑에 있네, 어디 있다, 3 콤마? [el]

1963 S6 (3, -6).

1964 T (3, -6). [rp] 이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래요. 그렇죠? 

[cf] 그럼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접선 그리면. 

접선이 있어. 접선을 그리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e]

1965 S10 네.

1966 T 그렇죠. [cf] 자 이 직선 기울기 봐요 기울기. 어떻게? 기

울기 일단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el]

1967 S 내려가고  있어요.

1968 T 내려가고 있다. [rp] 그렇죠. [cf] 그러면 기울기는? [el]

1969 S 마이너스.

1970 T 마이너스이다. [rp] 그렇죠. [cf] 일단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다.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정확한 이 기울기의 값

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야  돼요. 어떻

게? 뭐 이용하면? 접선의 기울기는 뭐랑 똑같으니까? [el]

1971 S 미분계수.

1972 T 미분계수랑 똑같으니까. [rf] 우리가 뭘 구해주면? [el]

1973 S10 미분계수.

1974 T 미분계수를 구해주면 그게 뭐다, 바로? [el]

1975 S 접선의 기울기.

(중략)

2056 T 어, 앞에 두 장. 2 페이지로 가면. 뭐가 있다? 밑에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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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번에. [el]

2057 S6 (1)번...

2058 T 그렇죠. 문제 3번에 있어요. 그죠? 3번이랑 문제 8번 비교

해봐요. [pr]

2059 S5,S10 아.  (함수가) 똑같네.

2060 T 그렇죠. [cf] 문제가 똑같네요. 잠깐 봐 여기. 문제 3번에

서는 뭐 구하래요? [el]

2061 S5 문제 3번에서요?

2062 T 어. [cf]

2063 S5 미분계수.

2064 T 미분계수 구하래요. [rf] 그런데 문제 8번은 뭐 구하래요? 

[el]

2065 S10 접선의 기울기.

2066 T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rf] 그런데 두 함수도 똑같

고, 점도 똑같더니, 두 값이 어떻다? [el]

2067 S9 같다.

2068 T 같다. [rp]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증명했던 거 뭐

였어요? 뭐랑, 뭐랑 같은데? [el]

2069 S9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2070 T 미분계수랑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데. [rf] 우리가 직접 식

으로 계산해 봐도 두 값이 같은 값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

겠죠. 
  

  위 대화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일차함수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98~1908, 1937). 학생들은 교사가 

기울기와 절편이라는 개념을 되짚어 줌으로써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고, 잘 모르는 짝꿍에게 그 과정을 안내해주기도 하였다. 이차함수

의 그래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리지 못해서 교사가 화면에서 지오지브

라로 그 개형을 보여주었다(1937). 그런 다음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을 지

오지브라 상에서 그려주기도 하고 학생 각자가 그려보게 하였다. 그러나 

교사는 하위 문제 (1)번에서 직선의 접선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언급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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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이 직선의 접선이 자기 자신과 같은 직선이 된다는 

점을 나름대로 확신하였으나 근거를 들어 이를 설명하지는 않았으며 직관

에 의존하여 판단하는 것 같았다. 교사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면 모든 

학생들이 이것에 집중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

문에 이 과제의 적용은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하위문제 (1)번과 (2)번 

모두에서 미분계수의 수치적인 값이 실제로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한다는 

점 또한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교사는 접선을 그려주고(1964), 기울기

의 부호가 음수라는 것 정도만을 확인시켰다(1966~1970). 그런 다음‘접선

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와 같다’라는 탐구 대상인 명제를 학생들이 그저 입

으로 말해보게 하고 그래프와 함께 수치적인 값을 확인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2060~2068). 교사 A는 사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

리기 어려워하고 이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과제 변형 당시

에 의도했던 문제들을 다루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적용 과정에서 

과제 연습 1은 변형 당시에 의도되었던 개념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못했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비체계적인 탐

구로 쇠퇴하였다. 결국 교사 A는 미분계수와 접선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2068~2070), 이는 이후의 과제 적용에서

도 종종 나타났다. 교사의 담론 조치에서는 앞의 사례에서처럼 rf-el, 

rp-el 패턴이 주로 나타나며, 질문의 수준 또한 낮은 수준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2. 교사 B의 사례

2.1.2.2. PWC 수준의 유지

교사 B가 변형한 과제들은 모두 PWC 수준이었고 적용에서도 PWC 수준으

로 모두 유지되었음을 언급하였다. 교사 B의 모든 과제 적용에서 담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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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질문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과제의 높은 수준을 유지시키는 

요인들 또한 비슷했기 때문에 과제 준비 1([그림 Ⅳ-12])의 적용 과정만을 

사례로 제시한다. 과제들은 주로 평균변화율을 구하는 절차적인 과정도 요

구하지만 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사 

B는 적용 과정에서도 과제 변형 의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사고 기회

와 토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학생들은 평균변화율의 개

념을 사용하여 순간변화율을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순간변화율의 의미를 생

각해내려 노력하였다.

변형 과제 

정지해있던 열차가 출발하여 직선을 따라 이동한다. 시각 (초)일 

때, 이동한 거리가   이다.

<생각 열기>

1. (혼자서)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열차의 평균속도를 구하여 보

자.

2. (혼자서) 1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열차의 평균속도를 구하여 보

자.

3. (혼자서) 철도 기관사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계기판을 보니 

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속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평균

속도와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보자.

4. (같이) 3번 문제에 관하여 토론해보고 발표해보자.

[그림 Ⅳ-12] 교사 B가 변형한 과제 준비 1

  

  과제 변형에서 이야기했듯이 교사 B는 학생들이 개념을 어느 정도 스스

로 발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따라서 처음부터 미분계수 개념에 대한 언급

을 하지 않았다. 변형된 과제 준비 1은 속도 계기판이 가리키고 있는 숫자

인 8이라는 속도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평균속도와 비교하여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 B는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차이점을 찾거나, 평균 속도로써 순간 속도를 해석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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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T 1번,  2번 다 하신 분은 3번도 한 번 해보세요. 3번 문제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2번 아직 다 못한 친구들도 

잠깐만 다 같이 앞에 봅시다. [cu]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 

해줄게요. 이게 열차를 운전하고 있는 철도 기관사가 4초가 

되는 순간에 속도 계기판을 딱 봤어요. 근데  속도 계기판을 

딱 본 순간, 4초인 순간에 8m/초, 8을 딱 가리키고 있었대

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 돼요? (학생들 끄덕임) 이 속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방금 평균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내가 아까 설명을 해줬었는데. 평균속도

의 의미라는 거랑 이거의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는 없을까, 아니면 그냥 이 속도 자체의 의미가 무엇일까 잠

깐 한 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자 혼자 생각해보고 이따가 토론을 좀 해볼게요. [pr]

　 (학생들 과제 수행 중) (교사 순회 중)

2385 T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 글로 한 번 써보세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라도 좋습니다. 자기 나름

대로, 생각. 여기서 속도가 이야기하는 게 뭘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표현해봅시다. [pr]

2386 S17 선생님, 이거 3번. 시작하는 게 0초부터죠? 이거 시작하는 

게 0초에서 4초까지예요?

2387 T 아니, 딱 그. 속도가 막 바뀔 거 아니야. 그렇지? 0초에서 

출발 해가지고 속도가 지금 속도 계기판에 막 나오잖아, 그

렇지? 4초가 딱 되는  순간에 속도 계기판을 딱 본거야. 여

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고 있는데 4초가 되는 순간에 

예상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두 개념 사이의 차이점을 어렴

풋이 느끼기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아주 좁은 간격’이라는 아

이디어를 이끌어낸다면 아주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였

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앞서, 교사가 어떤 담론 조치를 취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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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계기판을 딱 보니까 8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pr] 

자동차 앞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지? [el]

2388 S17 네.

2389 T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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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S13 뭐라고 쓴다고? 아, 나는 했는데. 구했는데. 이게  풀었

는데. 식을 풀었어. 그 

 
를 했는데... 풀면 

  가 나오거든?

2437 S11 응.

2438 S13 근데 여기 에 가 들어갈 수 없잖아.

2439 S11 응.

2440 S13 그래서 나는 이 속도가 평균속도와는 아예 같을 수 없다

라고.

2441 S11, S12 음.

2442 S11 어, 나도. 일단 평균속도하고 이 속도는 다른 것 같다고.

2443 S14 의문형으로 써야 하나. 뭐라고 쓰지?

2444 S12 난 약간 애매한데.

2445 S11 아니, 나는 근데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다른 것 같다. 다

를 것 같다.

2446 S12 나는 변할 수 있는 것 같다. 하하.

  교사 B는 학생들이 과제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도록 수업 시작 부분에서 

과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2384, 2387, pr) 과제를 수행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2384, 2385, pr)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4명씩 두 조로 나누어 조 별로 아이디어

를 공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과제 종이에 적은 다음에 

조원들과 이를 이야기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필기하였다. 

  논의 결과 1조와 2조는 순간적인 속도를 평균속도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1조는 대수적으로, 2조는 대수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였다. 1조의 논

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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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S14 그러면... 음.. 

2448 S11 확정까진 말고. 그냥. 뭐뭐할 것 같다. 라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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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S11 결론은. 뭐지? 아, 일단 의미 먼저 해야 되니까, 의미는 이 속

도는 현재 4초인 순간의 열차가 달리는 속도이고 평균속도는 

처음부터 4초까지 달려온 속도들의 평균이니까, 이 속도하고 

평균속도는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 

다를 것 같다. 라고 쓰자.

  1조 학생들은 하위문제 3번에서 계기판의 수치인 8이라는 속도를 평균속

도로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식 


 을 세웠다. 한 

순간을 4초로 고정한 것은 하위문제 1, 2번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학생

들은  를 얻었는데 이 값은 분모를 0으로 만들었고, 학생들은 4와 다

른 순간을 선택해서 평균속도를 구하면 8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들은 계기판이 가리키는 8이라는 속도와 평균 속도는 다른 것 같

다는 애매한 인상을 갖게 되었다(2438, 2440, 2441, 2446). 그리고 앞서 

배운 평균속도의 의미와 문제에서 제시한 계기판이 가리키는 속도의 의미

를 되짚어 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

1조 학생들은 위와 같이 평균속도와 순간속도의 차이점(2464)을 어느 정

도 파악하였고 이로써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발판을 마

련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가 아닌 다른 순간을 선택하여 평균속도 값

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는 못하였으며 좁은 구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얻지 

못하였다.

  2조 학생들의 논의 내용은 1조 학생들과 달리 평균속도와 순간속도의 차

이점을 정리하지는 못하였지만 기하학적으로 접근하여 좁은 구간이라는 아

이디어를 내었다. 2조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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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S15 음. 속도가 빨라지는데 어차피 속도는... 그거 아닐까?  

속도도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계산을 해도 

어.. 4초일 때 8m/s, 초속 8미터가 나올 수가 없지?

2574 S17 8미터가 나올 수가 없잖아.

2575 S15 나올 수가 없지?

2576 S17 응.

2577 S15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속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8미터가 

딱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578 S17 그러니까 이게, 시간 분의 거리. 속도가 시간 분의 거리

이니까. 이게 시간이 4이고 거리가 16이니까 나누면 4가 

되는데, 8이 된다는 건 이상하잖아.

2579 S15 그냥 뭐지? 계산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어차피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8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야. 그게 내 생각이야. 

(S17에게) 넌 어떠니?

2580 S17 내가 쓴 거는 그 평균 변화율이랑 관련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기차가, 어, 4초가 되는 순간에 8m/s. 그러니

까 속도가 8m/s였으니까 그거는 그 자체의 의미로만 보면 

이 기차가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 1초에 8m 움직일 수 있

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일단 앞서 말한 대로 4초에 그 정

도 속력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  모순되는 점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모르겠어.

2581 S17 원래 4가 나오잖아.

2582 S15 방금 생각난 건데. 방금 생각났어.

2583 S16 음. 뭐가?

2584 S15 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러니까 가로축이 

초이고 세로축이 이동거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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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S16 응.

2586 S15 그러면 이제 속도는..

2587 S16 시간 분의..

2588 S15 시간 분의 거리이지. 그러면 이것도 속도이고, 저것도  

속도이고. 계속 이렇게 끝없는 것들이 다 속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다 딱 두 개만 골

라서 딱 이었을 때.

2589 S17 응.

2590 S15 그 기울기가 평균속도잖아. 

2591 S17 응.

2592 S16 응.

2593 S15 그러니까 이걸 엄청 확대해 보면, 확대해 보면 이렇게 했

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수부분? 1초, 2초, 3초, 4

초? 이 때는 이 속도가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딱 보면 

기울기가 커져서 8로 되지 않을까? 

2594 S17 (끄덕임)

2595 S18 구간을 정하면... 그럼 가능하네!

2596 S15 그렇지 않을까? 그...그냥 내 생각이야. 꼭 1초, 2초,  3

초, 4초 여기 초가 막 0.000 몇 초 이렇게 될 수도 있잖

아.

2597 S17, S18 음.

2598 S15 어때? 그럴 듯한데? 내가 말해도?

2599 S 하하하.

2600 S16 아휴.

2601 T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각자 의견을 

다 이야기 했어요? [m]

2602 S17 네. 의견보다는 약간 모순되는 점?

2603 T 아, 약간 모순되어 있다? 다들 동의하고 있어요? S15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던데.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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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S15 네.

2605 T 뭔가 친구가 얘기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다던지 그

래도 좋고, 의견을 줘도 좋고, 그렇게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pr] 아까 S15가 한 이야기도 있는데. 

2606 S15 음. 뭐 없습니까?

  2조 학생들은 4초에서 계기판이 가리키는 숫자가 8인 것을 보고 먼저 0

초에서 4초까지의 평균속도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이 방법으로는 8이라는 

수치를 얻을 수 없다는 점(2573, 2578)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속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인식(2579), 등속 운동을 이용한 해석(2580)의 증거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S15는 어떤 두 순간을 정해서 평균변화율을 구하면 8

이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하였고, 이는 정수 점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정수 이

외의 점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2588, 2593, 2596). S15는 여기

서 ‘확대’(2593), ‘소수점’(2596)과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였고, S17

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2595) 후에 3.9부터 4.1초까지의 구간에서 평균속

도가 8이 나온다는 추측을 하고 계산하여 이를 정당화하였다. 이는 교사 B

가 수업 전에 ‘구간을 좁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좋겠다’고 예상한 결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사 B는 2조 학생들이 활동하면서 나오는 개념과 관련된 제안들을 경청

한 다음 학생들이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칭찬하였으며(2601, 

2603, m),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더 이야기해보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도

록 독려(2601, m; 2605, pr)하는 역할을 하였다. 각 조의 학생 대표가 칠

판 앞으로 나와 조에서 나온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내용을 다른 조와 공유

하였고, 교사는 이 때 다른 학생들에게 각 의견에 동의하는지, 반박할 것

이 있는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교사 B

의 담론조치는 교사 A의 담론조치에 비해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다. 교사 B

는 활동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맡겼고 학생들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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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제공하였으며 자신은 과제의 의도를 설명하거나(pr) 학생들을 독려하

는(m) 역할 정도만을 수행하였다. 

  교사 B는 위 과정에서 직접적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담론 조치와 

과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질문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복잡하고 알고리즘적이지 않은 사고’로 안내하였고, 

학생들은‘수학적 개념을 탐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

며,‘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먼저 과제를 해결해

보게 하여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가 정해진 경로를 안내하

는 대신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그 생각을 모든 학생들과 공유함

으로써 가능하였다. 이는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이었다. 

과제 준비 1은 첫 과제였고 뒤에 이어지는 과제들 또한 같은 현실적 맥락

과 같은 함수 예인  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준비 1

에서 논의한 내용을 발판 삼아 다음 과제에서 미분계수 개념과 관련된 논

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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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T 한 가지. 이 경우 밖에  없어요. 자, 이 경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이다?

1822 S7 0.

1823 S6 0  아니에요?

1824 S9 1.

1825 T 0. 1? 0이 맞을까, 1이 맞을까?

1826 S5 수직이니까 0.

1827 T 수직이니까 0. 또? 1이라고 이야기 한 사람? 갑자기 (대답

이) 쑥 사라졌어요. 기울기 얼마이다?

1828 S5 0!

2.2. 개념 형성 이론에 따른 분석 

2.2.1. 개념 형성 초기의 담론 사례

교사 A의 수업에서 군집 단계는 자주 발견된다. 학생들은 주관적인 느낌

에 의한 추측,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해 답을 도출해내는 경향을 

자주 보인다. 

과제 탐구 2의 적용에서 나타난 위의 사례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축과 

평행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0이

라는 대답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1이라고 틀린 대답을 한 학생은 

왜 그런지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으며, 0이라고 맞게 대답을 한 학생도 

‘수직이니까 0’이라는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제안한다.

  학생들은 교사가 질문을 하면 단편적으로 답을 하고 교사가 되묻거나 거

절하면 바로 다른 단편적인 답을 이야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이와 

같은 전형적인 사례로, 학생들이 평균속도, 순간속도,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과 용어를 모두 학습하고 난 후에 마지막 과제인 되새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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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T 자 7페이지 가면,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고요. 자, 값의 

크기를 비교하래요. 

 
와 ′와 ′. 자 우리 



 
는 뭐였다? 뭐일까? 

 
?

2079 S3 미분계수?

2080 T 미분계수?

2081 S3 접선의 기울기?

2082 T 접선의 기울기?

2083 S3 그…

2084 T S3아.

2085 S3 네.

2086 T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에서 지금 주어진 

 
는 

뭐가 빠져있어?

2087 S3 어…

2088 S6 리미트요.

2089 S3 아.

2090 T 리미트가 빠져있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안된

다? 안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 했죠? 우리 접선

의 기울기 가기 전에. 뭐라 그랬다,  이거?

2091 S5 어?

2092 T 어?

2093 S5 접선의 기울기.

2094 T 접선의 기울기 가기 전에.

2095 S5 가기 전에요?

2096 T 리미트 붙이기 전에.

2097 S10 평균 속력?

2098 T 속력? (평균을 못 들었음)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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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S5 접선?

2100 T 다시, 첫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속력? 접선? 또? 우리 이

거 뭘 구한거야? 

 
가 뭐예요?

2101 S5 순간속도?

2102 T 순간속도? 아니고.

2103 S10 평균속도.

위 사례에서 학생들은 ‘평균속도’라는 답을 요구하는 교사의 질문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속도’라는 답을 이야기한다. 교

사가 리미트를 붙이지 않았다는 현재 식의 상태를 상기시켰(2086, 2088, 

2090, 2096)음에도 불구하고 S10(2079, 2103)을 제외한 학생들은 계속 

‘평균속도’ 또는 ‘평균변화율’이라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평균변화율과 미분계수의 분명한 차이가 리미트라는 기호의 유무

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기하학적 표현인 접선의 기울기와 

대수적 표현인 식의 관계 또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특

히 학생들은 옳은 답이 제시되었음에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린 답을 또 다시 제시(2099, 2101)한다. 위 단어와 기호들이 학생들이 

거쳐 온 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단어와 기호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하

면, 학생들은 제시한 용어들과 식 


사이에서 어떤 사실적인 관

계도 고려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었던 단어들을 위주로 제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집의 특성이다. 

  학생들은 기호의 사용에서 군집과 복합체적 사고의 특징을 보였다. 과제 

탐구 1에서 학생 S9는 특히 미분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이라는 

함수에 대신  을 대입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그림 Ⅳ-13]). 이는 

Berger가 제시한 군집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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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R 로 놨죠. 어떻게 이렇게 놓게 됐지?

4027 S7 그냥 일단 숫자가 없고. 원래 저기에서도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건데. 숫자가 없으니까. 일단 로 넣어서 계산을 해

봤죠. 

4028 R 에 넣지는 않았네요, 을? 그 을 이 자리에 딱 넣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4029 S7 그냥, 네. 숫자 대신에.

4030 R 숫자 대신에. 대신에 넣을 생각은 안했고?

4031 S7 그랬던 것 같아요. 하하.

4032 R 그랬던 것 같아? 에 넣어 볼까도 생각했던 것 같아?

4033 S7 그냥. 그냥 옆에 그 공식을 보고 그냥 저 자리에 숫자가 

들어 갔는데, 저 자리에, 여기 문제에서는 이 써 있으니

까. 저 자리에 숫자 대신에 을 일단 넣어봐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림 Ⅳ-13] 학생 S9의 풀이 

  일부 학생들은 기호 사용에서 복합체의 증거를 보이기도 하였다. S7은 

과제 탐구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템플릿 지향의 복합체 사고의 모습을 보

였다. 이 과제에서는 ′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적 절차를 학습한 후 S7을 

포함한 두 명의 학생이 ′을 계산할 수 있었다. S7은 미분계수를 계산

할 때 ′과 같이 반드시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에 숫자 자리 대신 

이 있기 때문에 숫자 자리에 을 넣어서 계산하였다고 사후 인터뷰에서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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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R 음. 다른 생각은 없었던 거고?

4035 S7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S7은 구의 반지름 이 변할 때의 의 순간변화율이라는 ′의 

의미는 알지 못하였으며, 뒤의 다른 과제에서 ′가 접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다소 시간이 걸렸다. 이는 이 학생이 ′의 식

을 결국 완벽하게 조작하여 답을 얻어 냈지만 이와 관련된 개념적인 이해

는 거의 하고 있지 못하며, ′에서 ′로의 일반화, 즉 임의의 점에서

의 미분계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 

학생은 바로 앞의 과제에서 보았던 ′을 계산하는 절차적 과정을 따라

서 즉, 템플릿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절차적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학생들은 마지막 과제인 되새기기 1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군집 단계에서 나타나는 사고과정을 보였고 결국 의사개념단계

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과제 적용과정에서 다시 학습

한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를 평균변화율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즉, 수업 시간에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나 논

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주장을 거의 못하였다.

  교사 A가 지도한 학생들의 경우 미분계수 학습을 위한 선행 개념들이 진

성개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이차함수의 접선, 인수분해, 평균

변화율, 평균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의 이해 부족이 순간변화율의 기하학

적 의미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제 준비 1에 의해서 평균변화율의 수치에 근거한 의미 정도를 파악하였

고, 되새기기 1에서 평균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들은 교사가 되새기기 1의 하위문제 (1)번을 해결해준 후에야 유사한 방식

으로 하위문제 (2)를 해결할 수 있었다. 평균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의 이

해 부족은 순간변화율과 그 기하학적 의미인 접선을 연결하는 데 큰 걸림

돌이 되었다. 수업 시간에는 물론 추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순간변화율과 

접선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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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념 형성 후기의 담론 사례

  교사 B가 지도했던 학생들은 주관적인 인상을 근거로 하여 추론하는 모습

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들은 관찰한 수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

개해나갔으며 따라서 복합체적 사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과제 준비 1에서 교사는 순간속도의 의미를 ‘열차의 속도 계기판이 가

리키는 수’로 제시하고, 순간속도와 평균속도를 비교하면서 설명해보라고 

요구한다. 1조의 학생들은 교사가 앞서 설명한 평균속도의 현실적인 의미

와 비교하여 순간속도의 현실적인 의미를 설명하거나, 대수적인 식을 사용

하여 4초인 순간의 속도를 평균속도로 해석하려고 시도한 결과 분모에 대

입할 수 없는 4라는 값을 도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평균속도와 순간속도가 

다른 것 같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정당화는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근

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그

림 Ⅳ-14]에서 제시한 1조의 풀이내용에서  


 이라는 식은 학

생들이 초라는 순간과 관련지어 만들어낸 평균속도의 식으로 한 순간을 

로 고정하였다. 식의 계산 결과  라는, 결국 식에 대입할 수 없는 답

을 얻었는데, 이는 함수 가  이라는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얻

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함수의 평균변화율에서는 한 순간을 고정하면 

그 순간의 순간변화율과 같은 평균변화율을 얻어낼 수 없다. 따라서 학생

들이 특수한 예에 근거한 판단을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립하는 답, 즉 

‘평균속도와 순간속도는 다르다’는 답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학습할 순간변화율의 식과 매우 유사하여 학생

들이 순간변화율 식을 형식화하는데 큰 발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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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5] 1조의 추가 탐구 풀이

[그림 Ⅳ-14] 1조의 과제 준비 1 풀이 

  이렇듯 예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체적 사고는 본 수업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교사 B는 과제를 변형할 때 과제체계 내의 모든 과제들의 

예를  으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함수에 평균변화율을 

적용하고 순간변화율에 대한 추측을 할 때  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

질들에 또한 주목하게 되었다. [그림 Ⅳ-15]와 같이 4를 한 순간으로 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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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T 가 4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에 4를 그대로 

넣게 되면?

3063 S11 4를 그대로 넣게 되면요? 

3064 T 4를..

3065 S14 그냥 대입.

3066 T 그러면 시각이 4초에서 4초까지.

3067 S11 어, 안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데.

3068 T 그렇죠. 

3069 S11 어….

3070 S12 뭐지?

3071 T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3072 S14 그 때가 딱, 그 때 아니야? 딱…

3073 S11 기울기는 없고 점만 있다. 그.. 그때는.

을 때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만큼, 평균변화율의 값도 그만큼 일정하

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성질은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성이

다. 과제에서는 이 예에 한정하여 관찰한 사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

생들의 응답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의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과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교사 B는 위의 표에서  인 순간에 평균변화율의 분모가 0이 되기 때

문에 평균변화율을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깨우쳐주고 인지

적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위 표를 접하기 

이전에 어렴풋이 알아차렸으나 수업 중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될 

수 있다는 한 학생의 주장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위의 표의 칸에 

ms라고 표시하였다. 본래 교사가 의도한 답은 ‘알 수 없다’또는 ‘계

산할 수 없다’였다. 표에서 교사가 의도한 인지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자, 

교사는 추가로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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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S14 점이 있어? 4를 넣으면 0이 되는데?

3075 S11 딱 점이잖아. 

3076 S14 뚫려 있는 거 아니야?

3077 S11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8m/s는?...뭐지? 그 순간

은 구할 수가 없... 응?

3078 S12 딱 그 4초가 되는 순간에?

3079 S11 아, 이 속도는 구할 수 있는데 평균속도는 구할 수 없다.

3080 S12 이 속도가 그냥 그 때 달리고 있는 속도이고.

3081 S11 그러니까 4의 속도는 구할 수가 있는데.

3082 S14 아예 속도가 없지 않아? 4에서 4초잖아.

3083 S11 아니, 4의 속도는 구할 수 있는데 4에서 4초까지 평균속도

는...뭐라는 거야, 나...

3084 S14 하하.

3085 S12 그냥 4, 4 아까 봤을 때가 8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8이고. 

뭐라는 거지? 4에서 4까지 구하는…

3086 S11 그러니까...엥. 4의 속도는 있지만 기울기는 아예 몰라. 

아, 발표하자.

3087 S12 뭐라고?

3088 S11 4에서 4까지의 평균속도는 알 수 없다. 없다. 그냥 없다? 

알 수 없다?

3089 S12 그냥, 평균속도를 못 구하는 거 아니야? 속도가 어떻게 나

와? 4에서 4초인데.

3090 S11 같은 점, 점이니까 없는 거 아닐까?

교사는 질문(3062, 3066, 3071)을 통해 학생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였

고, 학생들은 4를 대입해서 평균변화율을 구할 수 없다는 점(3074, 3079), 

기하학적으로 그 때는 직선이 아니라 점만 존재한다는 점(3073, 3075, 

3090)을 언급하였다. 앞서 학생들은 4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8이 된다

는 것을 판별식을 이용해 보인 바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하였다. 그리

고 교사는 ‘선생님이 왜 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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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화자 전사

3304 S14 이 식, 이 식을 넌 리미트 보낸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식을 리미트로 보내서 4 넣으면 그게 8 나온다는 거 아니

야?

3305 S11 어.

3306 S14 8 나오지, 8 나오지, 8 나와?

3307 S11 아니 4를 넣을 수가 없다.

3308 S14 없잖아.

3309 S11 아! 4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4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서 4로 가는 거 하고 여기서 4로 가는 

거 하고 둘 다 16으로  간다. 어쨌든 16에 가까워진다.

3310 S14 왜냐면 이거 풀면은.

3311 S11 아니 8로 가까워진다.

3312 S14   이니까.  없어지고...여기다가..이걸 없애니

까..4 집어 넣으면 8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3313 S11 응응. 그렇지. 8이 될 수는 없지만. 가까워진다. 

극한을 사용하여 해결해볼 것을 권유하였다. 

  학생들은 고민 끝에 lim
→



이라는 일부 형식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진성개념에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리미트를 취하면 

가) 4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여기 4를 집어넣을 수 없으므로 도움이 되

지 않네.’라고 하면서 오류를 드러내어 아직 의사개념에 머물러 있는 모

습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위 식을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계산한 결과가 8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평균속도에 극한을 부여하여 순간속도를 얻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S11은 극한을 이용하여 4가 아닌 다른 순간을 4에 매우 가깝게 보낼 수 

있으며(3309) 그 가까워지는 값이 8이라는 결론(3311)을 얻게 된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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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학생들은 순간변화율 개념의 선행개념들과 순간변화율 개념 자체에 대

한 탐구를 통한 결과를 형식화된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그림 Ⅳ

-16]). 이들은 교사가 안내한 인지적 갈등 과정을 거침으로써 순간변화율 

값은 나눗셈으로 표현되는 평균변화율 식만을 사용해서는 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극한을 이용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림 Ⅳ-16] 학생 S11의 풀이 

  S11의 풀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유되었다. 학생들은 사후인터뷰에서 순

간변화율에 대해‘극한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분모가 0이 되니까 평균변화율 식으로만은 구할 수 없다’, ‘현실에 존

재하지 않는 숫자를 리미트를 보내서 얻을 수 있다’,‘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시간을 정지해서 실제로 볼 수는 없다, 허상적 개념이다’라

고 하면서 S11과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교사 B는 마지막으로 지오지브라 화면을 통해 함수  의 그래프 

위의 한 순간을 4로 고정하고 다른 한 순간을 움직이게 하여 4에 점점 가

까이 다가감으로써 할선이 접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 때 화면에

는 그림과 같이 매번 바뀌는 할선의 기울기가 표시되어 점점 접선의 기울

기인 8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이 과정이 미분계수 개념

학습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사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을 

끝으로 교사는 학생들이 겪은 인지적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고 학생들이 만

들어낸 식과 화면과 같은 기하학적인 대상을 연결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화면에서 할선을 연결하는 그래프 위의 두 점이 만나는 순간에는 직선이 

사라지고 ‘8’이라는 숫자 대신 ‘?’가 나타났다. 이는 두 점이 만났을 

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균변화율 값도 존재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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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7] 교사 B가 사용한 지오지브라 화면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다([그림 Ⅳ-17]).

  이러한 공학도구의 한계 때문에 평균변화율 식을 만들어낸 S11은 오개념

을 갖게 되었다고 사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네, 뭐지? 접선의 기울기가 안 된다는 줄 알았어요. 저기서는....점

만 딱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접선 없이), 물음표 딱 뜨길래. 접선은 

안 되는구나 했어요.

  따라서 S11은 수업을 마칠 때에는 미분계수에 대한 의사개념을 갖고 있

었으며 사후 인터뷰 후에 오개념을 극복하여 진성개념에 보다 다가갔을 것

으로 생각된다. 

  2조의 학생들은 순간변화율의 식을 완전히 형식화하지 못하였고, 4로 가

까이 간다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그림 Ⅳ-18]과 같이 함수의 극한을 구

하였다. 이는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도 미분계수를 함수의 극한값

으로 구하는 오개념으로 자주 나타난다. 2조의 학생들은 많은 평균변화율

들의 기울기를 구해본 다음‘접선의 기울기가 8’이라는 아이디어를 수업 

초반에 발견했음에도 평균변화율의 극한을 식으로 형식화시키지 못해 진성

개념에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2조의 학생들은 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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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와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lim
→



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이해한 

바를 앞서 제시한 것처럼 사후 인터뷰에서 드러내었다.

[그림 Ⅳ-18] 학생 S16의 풀이

학생들이 ‘좁은 구간’, ‘접선의 기울기’, ‘평균변화율의 극한이 순

간변화율이 된다’는 아이디어를 발견한 데에는 평균변화율을 사용하여 순

간변화율을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선행개념들을 명확히 알고 있었

던 것의 영향이 크다. 즉, 학생들은 순간변화율 개념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선행개념들을 진성개념으로 갖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평균변화율의 개

념을 정확히 적용하였으며 대수적, 기하학적 의미를 오류 없이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계산에서 오류가 있어도 스스로 또는 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많은 평균변화율들을 살펴보고 이것들이 보이

는 경향성을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그림 Ⅳ

-19])

[그림 Ⅳ-19] 학생 S14의 풀이

학생들이 1학년에서 배운 접선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미분계

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조의 학생들은 ‘접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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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8’이라는 추측을 한 후에 판별식을 사용하는 정확한 과정을 통

해 이를 입증하였다. 1조의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순간속도가 8이 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순간속도를 8 근처의 값을 갖는 평균속도들과 극

한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었다.

2.3. 종합

  첫째, 인지적 노력 수준의 쇠퇴와 유지가 나타났다. 교사 A의 과제 적용

에서는 PNC 수준의 유지, PWC 과제의 PNC로의 쇠퇴, 비체계적 탐구로의 쇠

퇴가 나타났다. 교사 B의 과제적용에서는 PWC 수준의 유지가 나타났다. 수

준의 쇠퇴는 학생이 절차적인 과정이나 선행 개념 자체를 어려워하여 그에 

집중하게 되거나, 교사가 개념, 의미, 이해를 위한 적절한 질문을 생략함

으로써 나타났다. PWC 수준의 유지는 소집단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지속적 질문, 비평, 피드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나타났다.

  둘째, 교사 A와 B가 사용한 질문들은 인지적 노력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

다. 교사 A는 많은 양의 질문을 하였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인 사실을 기억

하거나 이미 언급한 사실을 바탕으로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정해진 답을 요

구하였다. 교사 B는 직접적인 질문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업을 진행

하고 과제를 적용하면서‘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와 같이 

학생에게 설명이나 정당화를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한 것으로 간주

되었다. 교사 A는 학생들이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답이 나

올 때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더 제공하기 보다는 옳은 답이 나올 때가지 

반복하여 질문하였다. 교사 B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더 생각해보도록 시간을 제공하였고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

도록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교사 A의 담론조치는 주로 rp-el, rf-el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교실에서 자주 사용되는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시키는데 유용한 

면이 있지만 교사 A는 수업 시간 내내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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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답만을 주로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패

턴은 짧게 그리고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이 단어들 간의 연

결보다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따라서 개념이나 대상들 간

의 연결을 학생 스스로 만들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데에는 

교사 A의 성향과 학생들의 수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사 A는 

학생들이 옳은 대답을 할 때에도 위와 같은 담론 패턴을 보였다. 그런데 

학생들이 틀린 답을 자주 말하기 시작하자 더 조급해하였고, 옳은 답이 나

올 때까지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독려하였다. 학생들이 오개념을 보일 때에

도 이를 빨리 교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교사 A는 과제를 변형할 때 ‘학

생들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하였으나, 과제 실행에서는 학생들이 두 문장

이상으로 개념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평소 수학학습을 어려

워 했던 학생들의 특성에도 기인한다. 학생들은 문장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수업 진행 과정

에서 학생들은 부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증거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식

과 그래프가 표현하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교사 B는 담론 조치로 pr, m, rc을 주로 사용하였다. 그는 과제에서 의도

하는 것,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였고, 학생들이 설명하였

을 경우 칭찬해주거나 다른 의견을 요청하였다. 학생들의 논의 내용을 전

부 조사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설명한 바를 요악해주었다. 수업 대부

분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되었다. 그 결과 학

생들은 식과 그래프 사이의 관계, 평균변화율과 순간변화율 사이의 차이점

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순간 속도와 접선의 기울기 간의 관계를 발견하

고, 극한을 사용하여 개념을 식으로 형식화할 수 있었다. 

  넷째, Vygotsky의 개념 발달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군집과, 복합체적 사

고 단계, 복합체적 사고 단계 중에서 의사개념 단계까지를 확인하였다. 또

한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선행개념들이 진성개념인가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평균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접선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다른 일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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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평균변화율과 그 기하학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오

류 없이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순간변화율을 개념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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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수학교사가 미분계수 단원의 과제를 어떻게 변형하는지 그리

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두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과제 변형에서는 과제에

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는 무엇인지, 인지적 노력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과제 적용에서는 과제 변형에서 나타난 인지적 노력 수준

이 다시 어떻게 변하는지, 학생의 미분계수 개념 형성 과정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위와 같이 이루어진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과제 변형에서 낮은 인지적 노력 수준이었던 과제는 높은 수준으

로 상승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높은 수준으로의 변형은 김하림⋅

이경화(2016)가 제안한 예비교사들의 미분계수 과제 변형에서 나타난 것과 

일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수학교사는 예비교사들이 변형한 것

과 비슷하게 과제의 하위 문제 질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바꾸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활동을 추가하여 기하학적 의미의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러나 미분계수 개념에 대한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하여 표를 

변형한 것, 개념 탐구를 위해 과제체계 내의 여러 과제에 걸쳐 맥락과 예

를 통일하는 변형을 한 것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는 

일반 수준의 학생을 지도하는 수학교사가 실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면

서 미분계수 개념의 발견이라는 특정한 교육목적을 반영한 결과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과제 변형은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서만 나타났

다. 이 교사는 여러 표를 사용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절차를 세분화함으

로써 학생에게 보다 많은 안내를 제공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변형에서 개방적인 하위 질문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 개념으로의 안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절차적인 알고리즘의 

습득을 보다 강조했던 것 또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김하림⋅이경화(2016)의 예비교사들이 가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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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과제를 변형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의 두 수학교사는 실제 학

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과제를 변형하였고 그 결과 학생의 특정 수준이 

과제에 미친 영향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과제 적용에서 높은 수준의 과제는 낮은 수준으로 쇠퇴하거나 높

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쇠퇴 양상은 PNC 과제로의 쇠퇴, 비체계적인 탐구

로의 쇠퇴 두 가지로 나타났다. PNC 과제로의 쇠퇴는, 학생에게 절차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이 결여되어 있음을 교사가 수업 도중

에 파악하고 학생들 간의 논의 시간을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절차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데에만 할애하도록 함으로써 나타났다. 비체계적인 탐구

로의 쇠퇴는 학생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 집중하고 많은 시간을 들인 반면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탐

구 기회는 놓친 경우에 나타났다. 이처럼 쇠퇴 양상에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개념과 기술이 부족했던 학생들의 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바를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려워하

는 학생들에게 개념적인 논의 기회 대신 의도된 방향으로 안내를 제공한 

교사의 조치 또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낮은 

수준의 질문만을 주로 사용하였고, 학생에게 짧은 답을 반복적으로 요구하

고 교사가 스스로 학생의 답을 재구성하는 담론 조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불충분한 탐구로의 쇠퇴(김성희⋅방정숙, 2005)와 비수학적인 활

동으로의 쇠퇴(Stein et al., 1996, 2000; Henningsen & Stein, 1997)는 

나타나지 않았다. 불충분한 탐구로의 쇠퇴는 부진학생들 보다는 수준이 높

은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서는 모든 과제들의 수준이 높게 유지되었다. 교사는 학생

이 옳은 답을 제안하였을 때 그에 대한 사고 과정과 의미를 생각해보도록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참인 사실을 공유한 다음에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

이지 않고 다시 정당화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

로 매번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로 하여금 미분계

수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추측한 사실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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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즉, 교사는 높

은 수준의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질문을 많이 사용하여 학생들

의 논의에 개입하기보다는 과정 안내, 관리, 요약과 같은 담론조치를 사용

함으로써 학생들의 발언 기회를 많이 제공하였다.

  셋째, 과제 변형의 주요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과제 적용 과정에서 

학생의 개념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복잡한 함수의 예와 숫자 대신 문자를 사용하는 계산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보다 절차에 집중하도록 했다.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의 과제에서 

함수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으로 과제체계 내 대부분의 과제에서 

통일 되었고 이는 학생들이 개념 탐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기

존의 교과서에서 제시된 함수들, 부진학생들이 해결한 과제에 사용된 함수

들은 동 학년의 학생에게 기대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들

이며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학생의 수업에서 제한된 예를 다룬 것은 새로 등장하는 예의 대수적, 기하

학적 특성에 주목할 가능성을 없애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미분계수 개념에 

더 주목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학생들은 제한된 예인   이

라는 함수에서   라는 순간에만 지속적으로 주목하였고 미분계수 8과 

함숫값 16을 포함하여 제한된 값들을 다루었다. 그 과정 속에서 순간변화

율이 한 점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 평균변화율들의 경향성, 평균변화율

과 순간변화율의 관계, 순간변화율의 접선의 관계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Berger(2004)가 언급하였듯이 일반학생들은 하나의 함수 예만을 탐

구함에 따라 예에 종속되는 특성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넷째, 비고츠키 개념 형성 단계를 확인한 결과 부진 학생들은 군집과 복

합체적 사고의 증거를 보였다. 일반 학생들은 복합체적 사고 중에서 최고 

수준인 의사개념 수준의 증거를 보여 미분계수의 진성개념으로 발전할 가

능성을 암시하였다. 이는 부진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인

상에 근거하여, 일반학생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수학적으로 논리적인 과정

에 근거하여 주장을 제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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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학적 개념에 주목하여 그 형성 과정을 논의하였으나(Berger, 

2004b, 2004c; Mhlolo & Schafer, 2013; Shaker & Berger, 2016) 본 연구

에서는 미분계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과 관련된 선행 개념들

이 진성개념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많은 부진학생들이 마지막 

과제와 사후 인터뷰에서 평균변화율의 기하학적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점이 순간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로서

의 접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평균변화율의 대수적, 기하학적 표현을 거의 오류 없이 자

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차함수의 접선 개념이 한 점과 관련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판별식을 사용한 대수적 과정을 통해 특정 

직선이 곡선의 접선임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즉, 일반학생들은 평균변화

율과 접선에 대한 선행 개념을 진성개념으로 갖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

으며, 이는 순간변화율의 개념을 발견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정연준(2010)이 제안한 순간변화율의 개념적인 문제, 

즉 시간의 경과가 없는 순간에서의 문제를 극한이라는 이론적 개념을 사용

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변

형한 표와 교사가 제공한 질문들에 의해서 가능했다. 교사는 4초에서 4초

까지 평균변화율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상한 점이 없는지를 추가로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평균

변화율의 대수적 개념만으로는 한 점에의 변화율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 

순간변화율을 얻기 위해 극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식으

로 형식화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미분계수 개념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무

한소 개념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극한으로 극복하는 역사적 과정을 

완전히 재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극한의 필요성을 절

감하는 과정에서, 미분계수가 자명하게 주어지는 개념이 아니며 시간의 경

과를 부정하는 순간 속도 개념이 극한을 통해 정의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평균변화율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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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변화율이 각각 구간과 점에서의 성질이라는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즉 학생들은 순간속도를 아주 짧은 순간의 속도로 인식

하는 오개념(Thopmson, 1994)의 가능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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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개념 지도 목적 하에서 교과서의 미분계수 단원의 과제를 

대상으로 두 수학교사가 수행하는 두 가지 활동을 살펴보았다. 하나는 교

사가 과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제의 주요 변화와 인지적 노력 

수준의 변화이며, 하나는 교사가 과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적 노력 수준의 변화와 학생의 개념 형성 과정이다. 

  기존의 교과서 과제를 통한 미분계수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제의 

인지적 노력수준에 관한 선행연구, 개념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 후 두 교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교과서 과제

를 개념 학습을 촉진하는 과제로 변형하고 변형한 과제를 학생에게 적용하

였다. 과제 변형과 적용 결과는 과제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과제와 질

문의 인지적 노력 수준, 교사의 담론 조치, Vygotsky와 Berger의 개념 형

성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미분계수 개념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 교사는 미분계수 단원의 과

제를 높은 인지적 노력 수준으로 변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수준을 유지시

키기 위해 높은 수준의 질문을 사용하고 학생에게 정당화와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담론조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형한 과제가 

낮은 수준인 경우 그 적용에서 높은 수준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이

러한 현상은 선행연구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Stein, Grover, & 

Henningsen, 1996). 따라서 적용된 과제가 높은 수준이기 위해서는 변형된 

과제가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 물론 항상 높은 수준의 과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개념 안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절차적 알고리즘 습득을 목적

으로 하는 낮은 수준의 과제도 일반 학생들의 수업에서 필요하며 부진학생

들의 수업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과제만으로는 학생이 개

념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하며 현재 교과서의 

과제들은 모두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교사는 과제를 높은 수준으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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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형된 과제를 사용하여 학생에게 개념적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는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을 쇠퇴시키는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부진 학생

들은 선행 지식에 대한 오개념이나 오류를 많이 보이며 교사는 이에 집중

함으로써 과제의 수준이 비체계적인 탐구로 쇠퇴할 수 있다. 학생들의 기

초 지식이 부족한 경우 과제는 PNC로 쇠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예상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 부진학생들은 절차적인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데 비교적 성공적이었

으며, 이러한 절차적인 과정에 대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부진학생들에게도 

주제를 보다 개념적인 것에 초점을 두어 논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셋째, 미분계수에 내포된 개념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교사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미분계수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면서 이러

한 문제를 다룰 경우,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극한의 힘을 스스로 확인하고 

극한을 사용하여 대수적 정의를 형식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렇듯 미분

계수의 진성개념 형성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극한 개념의 필요성을 인식하

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순간적인 속도라는 개념이 시간의 경과를 내포하

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점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미분계수는 미분법 공식을 위한 도구 또는 순간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 이상의 것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

여질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분계수를 지도하는 수학교사에

게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지도상의 유의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교사가 과제의 어떤 측면들을 변형해서 인지적 노력 수준을 변화시

켰고, 변형된 과제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후속 조

치와 질문들을 사용하였고 과제의 인지적 노력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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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과제가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인 학생과 교사의 수가 

적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변형한 과제의 수와 

진행한 수업의 횟수가 적기 때문에 과제 변형의 양상과 수업의 특징 역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분 영역 내에서도 미분계수를 도입하는 단원

의 일부 내용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분 영역 내의 다른 내용 및 수

학의 다른 내용 영역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개념 지도라는 목적 하에서 과제 변형과 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 모델링, 일반화와 같은 다른 목적의 과제 활동에 적용하는 것

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들이 계속된다면 과제의 변형과 적용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미분계수 개념 지도를 위한 과제 변형과 적용 활동에서 나타

난 과제 변화의 특징, 수업 담론의 특징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분 영역의 다른 내용요소를 

포함한 수업을 장기간에 걸쳐 관찰하고, 연구 결과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

을 반복한다면 미분 영역의 개념 지도와 학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

능할 것이다. 미분 영역 뿐만 아니라, 수학의 다른 영역, 개념 지도가 아

닌 다른 지도 목적의 수업을 위해 과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관찰

하여 분석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본 연구와 같이 구체적인 과제 

변형과 적용 과정을 관찰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수학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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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hematics Teachers’Task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With a Focus on Derivative Concept Teaching

Kim, Ha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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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tasks — which determine not only the mathematical 

contents students learn but also the ways of understanding, using 

and thinking about mathematics — are important elements of 

classroom activities. Teachers, the mediators of tasks and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affordance and limitation of tasks 

and to modify and implement the tasks in order to complement the 

deficient parts. As many students hav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ual understanding of derivatives and textbook tasks provide 

limited opportunities for learning the derivative concept, task 

modification and implementation for teaching the derivative concept 

is necessary for teachers.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how mathematics teachers modify 

tasks from derivative units in a textbook and how they implement the 

modified tasks in the classroom to teach the derivative concep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reviewed previous researches on the

derivative concept, task modification, task implementation, and 

concept formation. After this, two mathematics teachers were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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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odify textbook tasks to teach the derivative concept and 

implement the modified tasks to students in the classroom.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he cognitive demand of tasks and questions, 

discursive moves, and Vygotsky's concept formation theory.

In the task modification, teachers modified the questions, 

context, mathematical examples, task systems, and the technological 

device of tasks. Accordingly the cognitive demand of the tasks 

remained at a low level or increased to a high level. In the 

modified task implementation, low-level tasks remained at the same 

level and high-level tasks remained at the same level or declined to 

low-level ones. In the task implementation, the cognitive demand of 

questions and the discourse moves that two mathematics teachers used 

were different, and accordingly students' learning opportunities 

were different. There were some indicators that students’thinking 

was at the heaps, complexes, and especially pseudoconcepts, the 

highest stage of complex thinking, and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that they would form the true concept of derivatives 

while working on the modified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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