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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여러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함수와 그 

표현을 사용하여 다중 관계로 표현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보급과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이해하는

지, 특별히 둘 이상의 변수에 대한 함수와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

변수에 대한 이해 혹은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수학적 개념에 대

한 다양한 표현과 이들의 유능한 사용을 위한 수학적 시각화의 중요성, 

특히 수학적 이해에서 그래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수적 표현과 기

하적인 그래픽 표현 간의 연결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또한 대부분의 이변수 관련 연구들은 에서의 시각화 전략 및 표

현을 다루고 있었으며 에서의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 및 시각

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

들이 이변수 함수의 도입 및 이해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각적(graphical/ 

visual),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교육부가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등에서 정보처리능력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탐구활동을 명

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Papert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교육철학과 그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 코딩환경을 통해 도입하고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을 제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다루는 전략과 

학습자의 학습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조건을 추가하면서 탐구하거나 

global view와 local view를 모두 고려하는 시각화 및 탐구 방법을 제시

한다.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을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은 기존

에 상에서 이변수 함수를 지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

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대수적 접근 및 표현과 3차원 공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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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유연한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탐구와 연계하여 본 연구는 이변수 함

수의 최대·최소 문제의 탐구를 위해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

의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을 수학적 탐구 도구로서 도입한다. 구체

적으로 본 연구는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3차원 공간에서의 시각화 전략을 

통해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global view에서 이해하고, 진화전략 기반

의 경사하강법을 활용한 탐구를 통해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에 대

한 사고와 추측에 대해 확인해보며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상호보완

적으로 고려하고 연계하며 탐구하는 것을 도모한다. 물론 중학교 차원에

서는 편미분 등을 통한 탐구는 불가능하였지만 학생들은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종합하여 대칭성이나 극대·극소와 같은 이변수 함수의 전

체적인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최대·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공지능의 주요한 문제들이나 진화전략 및 경사하강법의 

작동원리와 한계점 등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최적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이를 통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구조나 경

사(gradient) 등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선행연

구를 통하여 설계된 최대·최소 탐구환경을 통하여 진화전략 기반의 경

사하강법과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그밖에도 

스토리코딩을 통해 표본의 분포나 random, learning rate, 표준편차, 표준

화(standardization) 등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변수 함수의 도입 전략들을 컴퓨

터와 함께  에서 다루어보고 인공지능 수학 교과목과 관련하여 경사하

강법의 탐구와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역량을 강

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수학적 역

량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기를 수는 있는 교

육과정을 도모하였다.

주요어 : 이변수 함수, 최대·최소 문제,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학  번 : 2019-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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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발전으

로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뜨겁

다. 교육부는 인공지능을 학교 교육에 적극 도입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21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기

초’와 ‘인공지능 수학’으로 진로 선택과목을 신설함을 확정 고시하였

다(Ministry of Education, 2020a). 이러한 방안은 인공지능을 수준별 개별

화 학습 및 자기 주도적 맞춤 학습을 위한 교육플랫폼에 기술적 측면에

서 적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내용적 측면에서 교과 학습으로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Kang, Lee, & Cho, 2021).

초ㆍ중등교육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한 국외 논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Shin(202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련된 국외 연구의 대부분은 인공지능

을 교육시스템이나 교육플랫폼에 적용하는 것이었고, 다른 선행연구에서

는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이 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의 활용과 교육

공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다(Park, 2020; Shin, 2019). 한편, 

인공지능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의 원리와 

개념, 다시 말해 내용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교육이 

요구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있다(Heo, 2020; Ko, 2020; Lee, 2020; 

Lee & Huh, 2018; Lee, Lee, & Ham, 2020; Weintrop, Beheshti, Horn, 

Orton, Jona, Trouille, & Wilenskys, 2016). 이러한 주장은 인공지능 분야

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에 활용되는 수학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수학 교과목의 내용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부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2020a, 20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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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인공지능과 수학교과와의 내용

적 융합을 위하여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기반의 최대ㆍ최소 문제 

탐구과정과 이를 위한 코딩환경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연구를 하였다. 해

당 연구를 통해 미분을 다루지 않는 저학년 학생을 위해 확률ㆍ통계 기

반의 진화전략으로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을 도입하고 심화된 수

준에서는 미적분 기반의 경사하강법까지 연계하여, 확률ㆍ통계와 미적분

을 융합하는 탐구과정을 설계하였다(Kang et al., 202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주요 화두인 최대·최소 최적화

(optimization) 문제와 학교수학의 교육내용과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최대·최소 문제에 주목하고, 관련 교육내용을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기반의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을 통하여 다루고 재구성하여 발전시킴으

로써 이변수(two-variable) 함수와 그래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관심 있는 특정 주제의 양(quantities)과 

같은 수치정보를 식별하고 이들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한다. 함수와 그 표현을 사용하여 

다중 관계를 표현해야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보급과 그 중요성을 감안

할 때,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이해하는지, 특별히 둘 

이상의 변수에 대한 함수와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artinez-Planell, Trigueros, & McGee, 2015, 

2017, 2018; 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Weber & Thompson, 

2014).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변수(one-variable)에 대한 이해 혹은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왔으며(Almog & Ilany, 2012; Schriber & Tsamir, 

2012; Tsamir & Bazzini, 2004), 수학적 개념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이들

의 유능한 사용을 위한 수학적 시각화의 중요성(Breidenbach, Hawks, 

Nichols, & Dubinsky, 1992; Goldin, 1998, 2002; Gutiérrez, 1996; Hitt, 
2002; Moon, 2019, 2020; Sfard, 1992; Van Nes & De Lange, 2007), 특히 

수학적 이해에서 그래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인 

그래픽 표현 간의 연결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Even, 

1998;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Moon, 2019, 2020). 또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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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이변수 관련 연구들은 에서의 시각화 전략 및 표현을 다루고 있

었으며  에서의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

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a),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15b),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20c)에서 정보처리능력과 공

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탐구활동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흐

름에 발맞추어,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에서 다루어 도입하고 시각

화 및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그를 

표현하는 수학적 시각화를 핵심 전략으로 하여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

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되는 최대·최소 내용을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으로 중학교 차원의 early math로 접근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이변수 개념 및 이변수 함수의 도입전략들을 개관

하고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기반의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인 터틀크

래프트(Turtlecraft)를 통하여 재해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

와 그래프의 시각화 및 탐구전략을 다루어본다. 또한 학생들이 두 변수

로 조작할 수 있는 sqrt , abs  등과 같은 터틀크래프트의 내장

(built-in)함수를 구성(construction)의 도구로 도입하여 중학교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수학화해본다(learning by making). 

나아가 3차원 공간에서의 시각화 및 탐구와 연계되는 최대·최소 문제 

상황에 대하여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최대·

최소 문제의 탐구 및 feedback을 위한 학습의 도구로서 도입하여, 컴퓨

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코딩수학으로 연결하는 교육방법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을 분석하

여 본 연구를 통하여 도입되는 교육방법과 그를 통한 학습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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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은 무엇

이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과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학

생들의 반응 및 보완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최대·최소 최적화 문제를 탐

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3차원 공

간에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

사하강법을 통해 최대·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

응은 어떠한가?

3. 연구 내용의 개요

본 연구의 내용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 ‘이변수 함수의 선행연구 및 개선방안’에서는 이변수 함

수의 선행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APOS(Action-Process-Object-Schema) 이

론, Cartesian Connection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와 관

련되는 이변수 함수의 주요 선행연구를 개관해보고,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진 논의에 대한 의의 및 개선방안을 다루어본다.

다음으로 Ⅲ장 ‘구성주의 기반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한 이변수 함수

와 그래프의 도입전략 및 적용’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이변수 함

수 도입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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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ism) 교육철학과 마이크로월드(microworld)의 개념을 살펴보

고, 이를 기반으로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인 터틀크래프트(Turtlecraft)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3차원 시각화 및 탐구전략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최

대·최소 문제에 대해 다루어본다. 나아가 이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수업에 적용하고 수업에 대한 반응 및 과제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이해와 

반응을 정리 및 제시하고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Ⅳ장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와 진화전략’에서는 

이전 장을 통해 도입되는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기반으로 최대·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어본다. 이를 위해 장차 도입될 인공

지능 수학 교과목과 관련하여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사

하강법을 통한 최대·최소문제 탐구과정 및 코딩환경에 대해 다루어보

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수업에 적용해봄으로써 일련의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보완점을 다루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한 이

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에 대한 논의를 종합 및 요약해보고, 본 연구

의 의의와 한계점 및 보완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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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변수 함수의 선행연구 및 개선방안

1. 이변수(two-variable) 함수의 연구 동향 및 관련 이론

서론에도 언급하였듯이 여러 변수의 함수는 수학, 과학 및 공학 연구 

및 다양한 문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여러 분야에서 

함수와 그 표현을 사용하여 다중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보급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여러 변수의 

함수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이해하며 표현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학생들이 이 주제를 배우는 방법과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Boero & 

Bazzini, 2004; Halmaghi, 2011; Montiel, Vidakovic, & Kabael, 2008; 

Montiel, Wilhelmi, Vidakovic, & Elstak, 2009; Trigueros & Martinez 

-Planell, 2010; Vaiyavutjamai & Clements, 2006; Weber & Dorko, 2014).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일변수(one-variable)에 대한 내용과 문제해결에 

관련된 이해 혹은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왔으며(Almog & Ilany, 2012; 

Schriber & Tsamir, 2012; Tsamir & Bazzini, 2004), 수학적 이해에서 그

래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수적 표현과 그래픽 표현 간의 연결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Even, 1998;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Moon, 2019).

이변수 함수에 관한 2000년대 이후의 비교적 최근 연구들은 대부분   

APOS(Action-Process-Object-Schema, 이하 APOS) 이론과 발생적 분해

(genetic decomposition), Cartesian Connection 또는 공변량 추론의 개념

을 사용하여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다루고 있다

(Moon, 2019, 2020; 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Weber & 

Thompson, 2014). 이외에도 다변수(multiple variable) 미적분학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차원의 내용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선별하여 다루기로 한다(Martinez-Planell et al., 2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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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2012).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수학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널리 사용

되고 있는 APOS 이론과 Cartesian Connection을 요약 및 정리해보고, 선

행연구에서 밝힌 이변수 개념 및 이변수 함수의 예시와 도입전략 및 의

의를 개관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이변수 함수와 그

래프의 도입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1.1. APOS 이론

가. APOS 이론의 개념 및 구조

Dubinsky(1991)의 APOS(Action-Process-Object-Schema) 이론은 Piaget

의 반영적 추상화 이론(Piaget, 1970, 1971)에 근거하여 학습자가 수학 개

념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분석하는 이론이다(Breidenbach, Dubinsky, 

Hawks, & Nicholas, 1992; Dubinsky & Harel, 1992). 행동(Action)이란 대

상(Object)을 변환시키는 반복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정신적 조작을 의

미하며, 각 단계를 반드시 거치지 않고도 학습자의 의식 속에서 총체적

으로 완전한 행동(활동)이 일어나거나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질 때, 이를 

행동이 과정(Process)으로 내면화(interiorization) 되었다고 한다(Dubinsky, 

1991). 다시 말해 대상에 대한 행동이 반복되고 반성하는 가운데, 그 행

동이 내면화 될 때 행동은 집합적으로 하나의 정신적인 과정이 된다

(Breidenbach et al., 1992; Kim, Na, Park, Lee, & Jeong, 2017). 이를 바

탕으로 학습자는 새로운 과정들을 얻기 위하여 이 과정과 다른 과정을 

통합하기도 하고, 기존의 과정과 새롭게 얻은 과정을 적절하게 연결시키

면서 또 다른 과정을 형성하기도 하며, 새로운 과정을 얻기 위하여 가역

적 사고로 돌아가기도 한다(Arnon, Cottrill, Dubinsky, Oktaç, Fuentes, 
Trigueros, & Weller, 2014). 

또한 이러한 과정이 행동에 의하여 변형되는 것이 가능할 때 그 과정

이 응집된 덩어리가 되어(집약화 되어) 대상화(encapsulation)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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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Dubinsky, Arnon, & Weller, 2013; Park, Kim, & Kim, 2005). 행동, 

과정, 대상이 조직화되고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일관성 있는 구조가 되는 

상태를 스키마(Schema)라고 하며 이는 아래의 [그림 Ⅱ-1]에 잘 나타나

있다(Arnon et al., 2013; Kim et al., 2017). 아울러 학습자는 일반화를 통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데,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이 모두 일반화의 예이다(Arnon 

et al., 2013). 

[그림 Ⅱ-1] APOS theory(Arnon et al., 2013)

다음은 Moon(2019)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APOS 이론의 적용에 대한 

예시이다. 일변수 함수   의 경우에 행동(Action) 개념을 가진 학습

자는 에 어떤 수를 대입하는 행동을 적용하여 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 때, 학습자는 의 값에 를 곱하여 

계산한 후 그 결과에 을 더한다. 또한 학습자는 위의 결과를 순서쌍으

로 변환하고   순서쌍을 데카르트 평면의 점으로 표현하여 이를 연

결함으로 함수   의 그래프를 시각화 할 수 있고, 함수 표현 

  와 관련된 기억에서 해당 그래프의 모양을 간단하게 떠올릴 수

도 있다(Moon, 2019). 과정(Process) 개념을 통해 학습자는   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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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가 순서쌍  에서 평면 위의 점들로의 시각적 표현임을 이해하

고, 좌표가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점이 선의 그래프 위

에 있음을 알 수 있다(Moschkovich, Schoenfeld & Arcavi, 1993). 함수에 

대한 행동(Action)의 개념만 있는 학습자가   의 그래프를 기억된 

사실로부터 표현된 모양과 연관시키거나 해당 그래프를 몇 개의 점을 연

결하여 형성된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함수에 대한 과정

(Process)의 개념을 가진 학습자는 변수의 동적 특성을 인식하고 변수의 

개념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에서 ‘모든’ 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Herscovics & Linchevski, 1994;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Thompson, 1994).

나. 발생적 분해(genetic decomposition)

Dubinsky(1991)는 학습자의 인식과정은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방법으

로 문제에 반응하는 경향, 즉 스키마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고, 

학습자가 어떠한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구성할 필요가 있는 구조와 메커

니즘을 설명해 주는 인지적 모델을 발생적 분해(genetic decomposition)라

고 하였다(Weller, Clark, Dubinsky, Loch, McDonald, & Merkovsky, 

2003). 다시 말해, 발생적 분해는 학생이 특정한 수학 개념을 학습하기 

위해 구성할 필요가 있는 정신적 구조와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가설적인 

모델이다(Yang & Shin, 2015). 발생적 분해는 개념에 대한 연구자의 교

수ㆍ학습 경험, APOS 이론에 대한 지식, 수학 지식, 선행연구, 역사적 

지식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예비(preliminary) 발생적 분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수학적 자료와 설정을 발전시키거나 자료 수집을 통

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가설로 사용된다(Arnon et al., 2013). 

또한 어떤 개념에 대한 발생적 분해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해당 개념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이다. 이에 발생적 분해

는 종종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기존의 발생적 분해에 대한 수정 및 개선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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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 절을 통하여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Cartesian 

Connection을 살펴본 뒤, APOS 이론을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는 상수) 꼴의 기본 평면의 중요성을 바

탕으로 이변수 함수의 도입을 다룬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 

2012)의 연구와 양적 및 공변량 추론 기반의 개념분석을 적용한 Weber 

& Thompson(2014)의 연구를 살펴보고, 나아가 Cartesian Connection과 

APOS 이론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 

Moon(2019, 2020) 연구의 발생적 분해를 다루어본다.

1.2. Cartesian Connection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그래프(graph of a mathematical relation)는 좌표

가 관계를 만족하는 모든 점으로 구성된 그래픽 표현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수학적 관계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표면, 

영역 등으로 표시된다(Borowski & Borwein, 2002). Moschkovich et al. 

(1993)는 Cartesian Connection을 “A point is on the graph of the line 

  if and only if its coordinates satisfy the equation of  .”라 정의하

였고, Moon, Brenner, Jacob & Okamoto(2013)은 이를 이변수 방정식으로 

확장하여 원뿔 곡선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Moon(2019, 

2020)은 Cartesian Connection을 방정식 및 부등식을 포함한 모든 수학적 

관계로 확장하여 “A point is on the graph of a mathematical relation 

if and only if its coordinates satisfy the relation.”, 즉 “좌표가 수학적 

관계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수학적 관계의 그래프에 점이 있다.”라고 정

의하였다. 

Cartesian Connection과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가 있다. 학생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알더라도 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Moschkovich et al., 1993), 선형 방

정식의 계수를 결정하기 위해 기하적인 표현과 접근이 보다 더 적절하거

나 효율적일 수 과제에 대하여 대수적인 접근 방식에 국한되어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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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이기도 한다(Knuth, 2000).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잘못 표현하고 정의에 따라 곡선을 표현하

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Moon et al., 2013). 

이와 관련하여 Glen & Zazkis(2020)은 VA(Visualization/Analysis) model 

(Zazkis, Dubinsky, & Dautermann, 1996)을 활용하여 경사면(slope)의 시

각적(graphical/visual) 및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표현을 연결하는 데

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facet를 제시하여 Cartesian Connection 개념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여러 수학적 표현을 유연하게 사용하고 시각적

(graphical/visual) 및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해석의 사이를 고루 통

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Glen & Zazkis, 

2020). 

[그림 Ⅱ-2] VA model(Zazkis et al., 1996) & 

Visual and Analytical facets of the Cartesian Connection

(Zazkis et al., 202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절을 통하여 앞서 다룬 APOS 이론과 

Cartesian Connection을 적용한 주요 이변수 선행연구를 개관해보고, 특

별히 다음 장에서는 Cartesian Connection과 관련하여 주어진 조건(수학

적 관계)을 만족하는 해집합으로 접근하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3차

원 좌표계 기반의 코딩환경을 통하여  에서 시각화하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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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선행연구 개관 및 개선방안

2.1. 주요 선행연구 개관

먼저 APOS 이론을 적용하여 이변수 함수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분석하고자 하였던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의 연구를 간략하

게 요약해보면,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학생들은 3차원 공간에서 점 이외

의 직선, 평면 등의 개체(graphical objects)와 대수적 표현을 유연하게 연

결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평면(plane)   에 대하여 

비슷한 꼴의 방정식을 평면으로 암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 

또는 직선들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가 포물면

(paraboloid)임을 암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때의    

의 그래프를 포물면    와 평면   의 intersection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이는 학생들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단순히 암기하는 데

에 그치거나 제한된 조건 내에서의 이변수 함수를 시각화하는 데에 어려

움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이에 

대해 해당 연구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분석적, 기하학적 및 언어적 표현 

간의 변환과정을 매개하기 위하여         (는 상수) 꼴의 기

본 평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Trigueros & Martinez- 

Planell, 2010, 2012),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는 장차 다변수(multiple 

variable) 미적분학(calculus)에서 다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극

한 또는 방향 도함수를 다루는 데에 주요한 역량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였다(Martinez-Planell et al., 2015, 2017, 2018). 

다음으로 Weber & Thompson(2014)은 Yerushalmy(1997)의 연구와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 2012)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양적 및 

공변량 추론(quantitative and covariational reasoning)을 기반으로 한 개

념 분석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일변수(one-variable) 함수의 그래프에 대

한 이해를 이변수(two-variable) 함수의 그래프로 일반화하는 방법에 대

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 예시에 ‘sw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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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이라는 방법1)을 적용하여 평면에서 점들의 집합으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나아가 공간상에서는 곡선 및 직선들의 집합으로 이

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연구 대상자였던 Jesse는    의 그래프를 점들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의 그래프를   의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변형 혹은 확장으로 시각화한 다음,   의 그래프를 모든 값

에 대한    의 그래프의 sweep out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다

시 말해 3차원 공간에서 2차원 곡선    들의 집합(sets of 

curves)으로    의 이해를 도모한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연구 

대상자 Luna는    의 그래프를 단순히 암기된 모양으로만 이해하

였기에   의 그래프를 시각화 할 수 없었다. 

[그림 Ⅱ-3] Jesse's graphs of   , where    

for various values of (Weber & Thompson, 2014).

일련의 과정은 Weber & Thompson(2014)의 표현에 따르자면, 학습자

가 변수가 두 개인 함수의 그래프가 세 수량 간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생

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량이 적용된 context에서 나온 것이든 추상적인 

1) 원문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용어를 번역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

다. 참고를 위하여 Weber & Thompson(2014)의 72p부터 해당 표현이 나온다.



- 14 -

수학적 표현에서 나온 것이든 그 수량을 구성해야하고, 따라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위해 학습자는 최소 3개의 수량을 구상해야하며, 그 중 

2개 이상의 정량적 연산을 사용하여 3번째 수량을 결정하게 된다는 아이

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Weber & Thompson(2014)은 모든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변수 함수를 2

차원 그래프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꼴의 교육

적 예시의 중요성, 쉽게 말해 를 기준으로 에 변화를 줘가며 이해하거

나, 를 기준으로 에 변화를 주는 전략의 예시들을 강조하였다. 본 연

구에서도 이변수 함수의 도입을 위한   꼴의 교육적 예

시의 중요성과 앞서 언급된 sweep out 방법 및 공변량 추론에 대한 관

점을 바탕으로, 해당 연구에서 다루었던   와 같은 이변수 함

수와 이를 응용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입해볼 수 있는 다양

한 이변수 함수들을 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2) 

다음으로 Moon(2019)은 이변수 함수와 관계될 수 있는 이변수 부등식

(two variable inequality)의 그래프를 시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알

려진 solution test에 대하여3), 한 점을 사용하든 여러 점을 사용하든 

solution test는 관계적 이해(relational understanding)보다는 도구적 이해

(instrumental understanding)를 촉진하기 때문에(Skemp, 1976) 부등식의 

그래프를 나타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instrumental 

2) 해당 내용은 다음 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룬다.
3) Moon(2019)에 따르면, 미국 커리큘럼에서는 부등식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데 

크게 solution test와 ray method가 주로 사용되며 전자가 더 일반적으로 사

용된다. 구체적으로   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solution test

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➀   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

프로 나뉜 두 영역 내부의 몇몇 점들에 대한   의 참값 테스트한다. 

여기서 ➁    그래프는 진리 값을 가진 점을 포함하는 음영 영역으로 

결정된다. 다음으로 ray method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된다. 

➀   의 그래프를 그리고(solution test의 첫 번째 단계와 동일), ➁ 부
등식과 ray(반직선)의 개념을 암시적으로 활용하여   의 그래프를 구

성하고 정당화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등식의 영역은 경제수학에서 다

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solution test를 사용하여 서술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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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은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왜 그러한지’의 이

유(instrumental understanding)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다. 이러한 관점에서 Moon(2019)은 solution test의 대안으로 APOS 이론

과 Cartesian Connection을 활용하여 [그림 Ⅱ-4]와 같이 부등식 그래프

를 반직선(ray) 또는 곡선(curve)의 집합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이는 부등식의 그래프를 표현 및 시각화하는 데에 있어 보다 폭넓

은 시각과 관계적 이해(relational understanding)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

로서 의의가 있다(Moon, 2019).

[그림Ⅱ-4] Graph of Inequality,    (Moon, 2019)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Moon(2020)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Cartesian 

Connection과 APOS 이론을 활용하여 예비 수학 교사가 이변수 부등식의  

그래프를 구성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Thompson(2014)의 공변

량 추론의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변수(variable)와 매개 변수

(parameter)의 개념을 통해 아래의 [표 Ⅱ-1]과 같은 이변수 부등식의 그

래프에 대한 개선된 발생적 분해(revised genetic decomposition of two 

variable inequality graphs)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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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tic decomposition of two-variable inequality graphs, for 

example, the      graph, consists of the following:

  · A function or equation schema associated with      and 

its graph. One should have developed this schema from the previous 

learning.

  · Actions of treatments and conversions with pairs of real 

numbers and points as objects in   , which are associated with the 

meaning of inequalities or the truth-value testing of     .

  · Actions of treatments and conversions for     (or 

    ), for some . The geometric representation of     

(or     ) is a ray(s), line, or line segment(s), which one 

should have understood from the previous learning.

  · Processes that interiorize the actions of    (or 

    ) for some  to any  and the       graph as a 

totality that sweeps out all     (or     ) graphs. This 

re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variable as one should 

understand the role of   and   in inequalities. The       graph, 

as a totality(Dubinsky et al., 2013) that sweeps out all     (or 

    ) graphs, has a dynamic image, similar to the image of 

two-variable functions in Weber and Thompson(2014).

[표 Ⅱ-1] Revised genetic decomposition 

of two-variable inequality graphs (Moon, 2020)

[표 Ⅱ-1]의 발생적 분해는 앞선 [그림 Ⅱ-4]의 예제에 대한 아래의  

[표 Ⅱ-2]의 Revised inequality tasks를 살펴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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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Revised inequality tasks (Moon, 2020)

먼저 학습자는 에 대해 어떤 값을 대입하여   을 만족하는 무

수히 많은 값을 얻을 수 있다(대수적 표현에서 부등식의 action 개념). 

이것은   의 그래프를 시각화하는 것과 유사한 작업으로 볼 수 있

는 한편,   의 경우 각 고정된 값에 대해 하나의 값을 얻지만  

  에서는 하나의 값에 대해 무수히 많은 값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에 을 대입하면  을 만족하는 값은 무수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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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학습자는 시점 에서 축에 수직인 열린 반직선으로 

 들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다른 값들에 대해 반복한 것

이 [그림 Ⅱ-4]의 (a)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 반

직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반복해나가는 것은 [그림 Ⅱ-4]의 (b)에 해당한

다. 일련의 과정은 대수적인 반직선 관련 동작을 기하적인 반직선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의 그

래프를 반직선들의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학습자는  또는 에 대한 값을 대입하는 대신에   을 

 로 이항하여 를 보다 작은 값으로 고정하며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습자는 에 보다 작은 값, 예를 들어 의 값을 

할당한 다음  의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으로 시각화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학습자는   및  와 같은 다른 

값에 대하여 동일한 행동(action)을 반복하고 각각의 경우를 직선으로 시

각화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일련의 작업을 과정(process)로 내

면화(interiorization) 할 수 있으며,  의 그래프를 와 의 관계가 

나타내는 직선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a)는  로 고정하여   를 표현한 반직선들의 집

합으로, (b)는   로 고정하여  를 표현한 반직선들의 집합으로, 

그리고 (c)는  로 고정하여  일 때의 직선들의 집합으로 이해

하는 전략으로서, (a)와 (b)는 변수의 개념을, (c)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개념을 활용하여 접근한 것이다. [표 Ⅱ-2]의 Q1, Q2, Q3의 각 과정과 

[그림 Ⅱ-5]의 접근은 APOS 이론을 통해 단계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를 일반화시킨 발생적 분해의 구조는 [표 Ⅱ-3]에 나타나있다(자세한 내

용은 Moon, 2019, 2020 참조). [그림 Ⅱ-5]는 이를 곡선으로 확장하여 

   에 적용한 것으로, [그림 Ⅱ-5]의 왼쪽의 a는 Concept Of 

Variable approach(이하  COV-approach), 오른쪽의 b는 Concept Of 

Parameter approch(이하  COP-approach)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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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Revised genetic decomposition 

for inequality graph(Moon, 2020)

일련의 과정은 변수 및 함수의 과정(process) 개념을 통해 함수 그래

프에서 변수와 매개변수(parameter)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Weber & Thompson, 

2014),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전환하는 매개

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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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Graph of    using concepts of variable 

and of parameter approaches: a. Concept of variable approch,  

b. Concept of parameter approach(Moon, 2020)

2.2. 의의 및 개선방안

지금까지 다룬 주요 선행 연구를 요약해보면,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언

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 2012)은 3차원 공간상의 

기본 평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Weber & Thompson(2014)은 양적 

및 공변량 추론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로 일반화하기 위한 sweep out 방

법, 그리고   꼴의 구체적인 교육적 예시를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Moon(2019, 2020)은 이변수 함수 그래프에서 변수

(variable)와 매개변수(parameter)의 역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과 관

계적 이해(relational understanding)를 돕고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변

수 함수의 그래프로 전환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발생적 분해를 제

시하였다. 이러한 Moon(2020)의 발생적 분해는 선행연구들의 노력을 반

영 및 통합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종합해보면, 

학습자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석적(analytical/ 



- 21 -

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을 돕기 위해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인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다룬 주요 선행 연구는 물론 이변수 관련 선행연구들

은 공통적으로 시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Breidenbach, Hawks, Nichols, 

& Dubinsky, 1992; Even, 1998; Glen & Zazkis, 2020; Goldin, 1998, 2002; 

Gutiérrez, 1996; Hitt, 2002;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Martínez-Planell, Trigueros, & McGee, 2015, 2017; Moon, 2019, 2020; 

Sfard, 1992; Switzer, 2014; Trigueros & Martinez-Planell, 2010; Van Nes 

& De Lange, 2007; Weber, 2012; Weber & Thompson, 2014). 그러나 궁

극적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에서 이변수 함수 그래프의 시각화

를 다루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진    의 경우, 평면 

위의 원   로 접근하여 반지름과 관련 있는 값들 변화시켜가며 

에 대응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이를 에서 시각화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었다. 하지만 이를  가 아닌 3차원 공간 에서 코딩환경을 통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집합으로 접근하고 시각화하여 관련된 탐구

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Chung, 2020; Kang et al., 2021). 

마찬가지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이변수 함수의 도입 전략 및 시각

화의 노력들은 3차원 공간상에서 다루어질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에서의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로의 사영(projection)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듯이 동시에 에서의 표현이 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

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다루기 위하여 가 아

닌  에서의 시각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시각화 도구 및 교육환경에 

주목하였다.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면 추상적인 수학 내용을 시각화할 수 

있어 학습자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구체화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



- 22 -

이 되고, 복잡한 계산이나 대수적인 문자식의 처리를 계산기나 컴퓨터가 

신속하게 대행함으로써 사고력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

으며, 또한 형식적인 증명이나 개념 학습의 전 단계에서 그래프, 애니메

이션,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직관적인 탐구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다(Kim et al., 2017). 이에 교육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

(Ministry of Education, 2015a),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15b)과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20c)에서 정보처리능력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탐구활동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본 연구는 자칫 이러

한 관심과 노력이 교수를 위한 도구(teaching tool)의 활용이나 교수를 위

한 환경(teaching environment)의 조성에만 치우쳐 질 수 있음을 중요하

게 고려하였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언급된 것처럼 이변수 

함수의 탐구가 단순히 암기에 그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

변수 함수 그래프의 에서의 시각화 및 도입을 위한 탐구 도구와 학습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learning tool & learning 

environment)하기 위하여 Papert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와 그에 기

반한 3차원 코딩환경을 도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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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성주의 기반의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 전략 및 적용

이전 장에서는 선행연구 개관을 통하여 이변수 함수의 도입에 있어 

시각화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전략들을 다루어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이변수 함수 연구들의 시각화가 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

는 문제들과 어려움에 대하여 주로 다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여러 이변수 함수의 도입 전략 및 시각화의 노

력들이  에서뿐만 아니라  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시각화 및 탐구 도구와 교육환경의 도입의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본 장에서는 특별히 이변수 함수의 도입을 위한 시각화의 중요성 및 교

육을 위한 도구와 환경이 학습자의 학습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learning 

tool & learning environment)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으로 Papert의 구성

주의(Constructionism)를 살펴보고 그에 기반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을 

도입하고자 한다.

1.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기반 3차원 코딩환경

1.1.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기반 마이크로월드(Microworld)

가. 구성주의(Constructionism)의 개념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 교육자였던 Papert는 발달심리학자 Piaget

와 3년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Piaget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구별되

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교육철학을 정립하였다(Ackermann, 2001; 

Papert & Harel, 1991). Papert는 중학교 기하에 소개되는 도형의 핵심이 

선분과 각이고, 그것을 흰 눈이 내린 운동장에서 발자국으로 만들려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도는 행동에 있음에 착안하여, 중학교 유클리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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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5개의 공리(axiom)와 자와 컴퍼스라는 2개의 도구 대신에 “가자”

와 “돌자”라는 2개의 핵심적인 스토리텔링(powerful idea) 명령으로 거

북기하(turtle geometry)라는 학습 가능 수학(learnable mathematics)을 만

들고 이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기수학(early mathematics)으로 도입하

였다(Papert, 1972). 나아가 이 두 개의 핵심적인 스토리텔링(powerful 

idea) 명령을 통해 기하 도형을 만들고 거북 및 동료 학습자들과 수학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코딩환경으로 ‘Logo’ 수학나라(Mathland)를 개

발하였고, 이것은 스크래치 언어로도 발전하였다(Kang et al., 2021).4) 영

어단어 ‘construction’은 본래 기하에서 작도라는 뜻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Papert는 자신의 구성주의를 Constructionism이라 불렀다(Papert 

& Harel, 1991). 이러한 Papert의 교육철학은 ‘불어를 배우는 좋은 방법

이 프랑스에서 사는 것이듯이 수학나라(Mathland)에서 사는 것이 수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의 표현에 잘 드러난다(Papert, 

1980).

Constructionism의 핵심은 지식은 단순히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가 마음속에서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는 Constructivism의 기본 

관점을 전승하면서, 학습자가 전략적으로 주어진 교수 환경을 도구

(media)로 상호작용하며 수학적 지식과 기호를 물리적 구성 활동을 통해 

내면화 하는 것에 있다(Ackermann, 2001; Choi, 2020; Chung, 2020; 

Papert, 1980). Logo는 이러한 학습자의 구성을 위해 ‘가자’와 ‘돌

자’와 같은 거북이를 움직이는 명령어들과 조건, 제어, 반복 등의 명령

4) 참고로 Papert(1928~2016)는 Minksy(1927~2016)와 함께 1969년에 XOR 문제를 

다층 layer 없이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공지능의 겨울을 불러온 

인물이다. 이 때, Papert는 인공지능 연구에 쓰인 LISP 언어로 코딩과 수학교

육을 위하여 거북명령 프로그래밍  언어 LOGO 를 개발하고, 이를 거북 로봇

에 연결시켜 작동하게 하였다. 1981년 Papert는 자신의 교육철학을 담은 

Mindstorms 을 출판하여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제자들은 LOGO 

언어를 블록코딩으로도 가능하도록 스크래치(scratch) 언어로 개선하였으며, 

스크래치는 현재 교육용 코딩언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일찍이 코딩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 주목한 것으로, 최근 코딩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

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용어는 papert에 의해 처음 사용되

었다(Papert,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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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화면에 그림을 그리는 컴퓨터 기반 학습 환경이다(Cho, 2003; 

Choi, 2020). Papert는 자신의 Logo를 실제의 세계에 존재하는 문제와 유

사한 제한된 환경의 문제공간으로서 이상적인 마이크로월드(Microworld)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Kim, 2004; Papert, 1980).

나. 마이크로월드(Microworld)

마이크로월드는 적절한 과제와 교육 체계가 있을 때 제한된 환경 내

에서 대상에 대한 조작(operations)을 통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자신에

게 의미있는 세계를 구성하고, 조작에 의해 결합된 대상을 또 다른 하나

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구조화해나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컴퓨터 환경을 

지칭한다(Choi, 2020; Clements & Sarama, 2002; Kim, 2004). 마이크로월

드에서 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조작을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세계를 

구성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컴퓨터 화면을 통해 피드백(feedback)을 돌려

받아 학습과정의 사고를 반성할 수 있다(Hoyles, Noss, & Adamson, 

2002). 

인공지능 연구에서 시작된 수학적 마이크로월드는 실세계의 단순화된 

모형에서 학습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조작하고 탐구하며 그들에게 의

미 있는 개념과 원리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학적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세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Cho, 2003). 다시 말해 수학적 

마이크로월드란 수학적 대상물들(objects)과 대상물들의 수학적 조작

(operations)의 법칙이 있는 마이크로 공간으로, Cho(2003)는 수학교육과

정으로의 수학 마이크로월드에서 학습자가 수학적 개념과 구조를 능동적

으로 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학적 objects와 operations을 학습자

의 탐구 능력에 맞도록 고안되고 표현되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마이크로월드 환경은 학습자 스스로의 구성(construction)이 용이하

도록, 자신의 활동을 반성할 수 있는 history를 볼 수 있도록, 갈등 상황

에 대한 feedback과 debug가 용이하도록, 수학적 개념과 구조가 풍부하

도록 디자인 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조작과 반영적 추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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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할 수 있다(Abelson & diSessa, 1980; Cho, 2003; Edwards, 1995; 

Noss & Hoyles, 1996; Willensky, 1993).

본 연구에서는 최대ㆍ최소 문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변수 함

수의 탐구를 위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으로 3차원 공간에서 

수학적 대상(objects)을 만들고 시각화 할 수 있으며 또한 학습자의 학습

에 용이한 방향으로 자유로운 조작(operations)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

된 구성주의(Constructionism)를 기반의 마이크로월드로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인 터틀크래프트(Turtlecraft)를 도입한다.

1.2. 터틀크래프트(Turtlecraft)

마인크래프트(Minecraft) 게임은 학생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3차원 게

임환경이다. 터틀크래프트(Turtlecraft)5)는 마인크래프트와 유사한 3차원 

좌표계 마이크로월드로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그리고 논리로 이루어진 

조건식을 만족시키는 해집합을 통해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와 입체적인 

구조물 등을 조건제시법 코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Chung, 

2020; Chung & Cho, 2020).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터틀크래프트는 초

등수학의 내용부터 고등수학 이상의 수학적 대상을 구현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공간능력(Jeong, Lee, & Cho, 2016; Lee, 2016), 자유

학기제(Kim, Seo, & Cho, 2018), 대수적 코딩(Jeong & Cho, 2020), 수학

적 창의성의 발현과의 관계(Chung & Cho, 2020), 최대·최소 탐구를 위

한 이변수 함수의 예(Kang et al., 2021) 등 수학교육 현장에 연계하는 여

러 연구들이 있다.

터틀크래프트 코딩환경은 마인크래프트 게임환경과 마찬가지로 3차원 

복셀6) 기반의 직관적이고 이산(discrete)적인 그래픽 표현 방식으로 수학

적 구조물을 만든다(Chung, 2020). 따라서 터틀크래프트의 이러한 환경은 

5) snucode.org / codingmath.org
6) 복셀(voxel)은 부피(volume)와 화소(pixel)의 합성어로, 2차원 평면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화소의 개념을 3차원 공간의 최소 단위인 큐브(cube)로 확장한 것

이다(Chu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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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스스로의 수준에 맞게 학습에 용이한 방향으로 수학적 구조물

을 조작하며 탐구할 수 있고 또한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스토리

텔링에 용이하다(Chung & Cho, 2020). 터틀크래프트에서는 최대ㆍ최소 

탐구에 핵심이 되는 이변수 함수를 대수적인 함수식으로 코딩하는 방법

과 함께 또한 길이와 각도 등의 기하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진 내장

(built-in)함수를 활용하여 저학년 학생들도 이변수 함수에 직관적으로 접

근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어 설계되어 있다(Kang et al., 2021). 아

울러 다음 절에서 다루게 될 이러한 내장함수는 심화된 내용을 탐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수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대

수적인 접근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탐구를 확장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대ㆍ최소 문제 상황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함수  의 

그래프를 조건제시법, 집합 등의 수학적 표현을 기반으로 터틀크래프트 

코딩환경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3차원 해집합으로 구성하여 시각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탐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다루어본다. 여

기서 다루는 수학적 표현은 앞장의 Cartesian Connection의 정의에 사용

된 수학적 관계를 포함하며, 3차원 공간에서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에서 시각화 

및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Even(1998)에 따르면 수학적 관계 그래

프를 이해하기 위하여 local 및 global view(관점)가 모두 중요하다. 함수

의 경우 좌표가 주어진 관계를 충족하는 일부 지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local view가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점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는 global view가 필요하다(Monk, 1992; Sfard, 1991). 이러한 local 및  

global view를 모두 고려하면서 조작 및 관찰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을 

돕기 위한 터틀크래프트의 다양한 3차원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은 다음 절

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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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본 절에서는 앞선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개관을 통해 언

급된 Moon(2020)의 발생적 분해를 3차원 코딩환경에서 적용 및 발전시켜 

다양한 이변수 함수를 시각화하고 탐구하기 위한 전략들을 다루어 본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   ,    (는 상수) 꼴의 기

본평면과    꼴의 이변수 일차함수를 2차원에서 (반)직선들의 

집합으로 3차원에서 도입하고, 여러 연구에서 다루어진     등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 및 시각화 전략들을 살펴봄으로써, 3차원 공

간에서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변수 함수 그래프의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을 살펴본다.

2.1. 조건을 만족하는 해집합의 시각화

터틀크래프트에는 방정식과 함수 그리고 집합 논리로 이루어진 조건

식을 만족시키는 해집합을 통해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와 입체적인 구조

물 등을 조건제시법 코딩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Kang et al., 

2021). 특별히 터틀크래프트의 여러 시각화 명령을 통해 학습자는 다양

한 관점으로 이변수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학습에 

용이하도록 조건을 추가해가며 탐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먼저 [표 Ⅲ-1]

은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그림 Ⅱ-4]의 전략을  에 적용하

기 위하여 터틀크래프트를 통해 시각화한 것으로, Moon(2020)의 발생적 

분해를 적용하면 [표 Ⅲ-1]에서 위의 두 경우는 [표 Ⅱ-3]의 COV- 

approach, 아래의 경우는 COP-approach에 해당한다. 각각의 그림 아래

에는 이를 위한 터틀크래프트 명령어가 적혀있으며,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터틀크래프트에서는 각 블록(block) 아이템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

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기준으로 색칠하듯 시각화하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가 블록 아이템을 보고 원하는 값을 파악할 

수 있기에 이를 통해 최대·최소의 탐구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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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s of concept of variable approach

  ex>  의 경우 번 block으로 시각화   ex>   의 경우 번 block으로 시각화

Examples of concept of parameter approch

ex>  의 경우 번 block으로 시각화

[표 Ⅲ-1]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1

(  에서의    의 해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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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APOS 이론과 Cartesian Connection, Thompson(2014)의 공

변량 추론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Moon(2020)의 발생적 분해7)를 기존의 

가 아닌 에서 다루어봄으로써, 여러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언급

되었던  ,   ,    (는 상수) 꼴의 기본평면 및    꼴

의 이변수 일차함수, 그 밖의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에서의 이해와 

시각화를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 이변수 부등식의 그래프를  에서 (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으로 시각화 및 이해하였던 것을  에서 다뤄봄

으로써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로의 연계를 살펴본다.

터틀크래프트를 통해 를 ‘층(높이)’으로 스토리텔링하여 3차원 좌

표 개념을 도입하는 전략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Chung, 2020; Chung & 

Cho, 2020; Jeong, Lee, & Cho, 2016; Kang et al., 2021; Lee, 2016)이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앞선 [표 Ⅲ-1]의 COV-approach에서   일 때 혹은 

   (는 상수)일 때의 반직선(ray)들을 3차원 공간에 ‘층층이 쌓는

다’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   ,    (는 상수)가  에서 평면

(plane)을 이룬다는 것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Ⅲ-2]의 왼쪽 그

림은 [표 Ⅲ-1]에서  인 경우를 에서 다룸으로써 반직선들의 집합

으로 평면(plane)을 도입하고 시각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 Ⅲ-1]의 

COP-approach에서   (는 상수)일 때 를 ‘층(높이)’으로 스토

리텔링하여 에 대응시킴으로 [표 Ⅲ-2]와 같이   가 에서 평면

을 이룸을 도입하여    꼴의 이변수 일차함수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과 같이 터틀크래프트를 통하여 3차원에서 COV-approach

와 COP-approach으로 기본평면과 이변수 일차함수를 시각화 및 탐구하

는 전략은 공간상의 평면을 점 또는 직선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데에 

용이하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평면에 대

해 단순히 암기하는 데에 그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줄 수 있

다. 

7) 본 연구는 [부록-1]을 사전과제로 제시하여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로의 연계

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 31 -

[표 Ⅲ-2]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2

: 주어진 조건에서의 기본 평면의 일부(왼쪽)와 

   의 그래프(오른쪽)

물론 이러한 전략은 여러 곡선(curves)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고, 이

를 통해 탐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표 Ⅲ-3]은 [표 Ⅱ-4]의 2차원에서의 

이차함수 꼴의 포물선들의 이해를 통해 3차원 공간에서 곡선들의 집합으

로 곡면(surface)을 이해하고자 한 것으로    (parameter)에서 

각 를 에 대응시킴으로서 COP-approach을 통해   의 이

해를 도모한 것이다. 

[표 Ⅲ-3]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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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Moon(2020)의 COV-approach와 COP-approach는 Weber & 

Thompson(2014)의 ‘sweep out’방법과 관련하여 평면에서 점들의 집합

으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고, 나아가 공간상에서는 곡선 및 

직선들의 집합으로 이해하는 주요 전략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위해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어 sweep out하는 

전략, 다시 말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의 관점에 대한 3차원 공

간상의 직선 또는 곡선들의 집합(sets of rays, lines, or curves)으로 시각

화 및 이해하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한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면, 

   의 이해와 그 그래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가 반지

름과 관계되고 를 키워가며 에 대응시켜 포물면(paraboloid)으로 이해

하는 전략을 통해 다루어졌다. 물론 대부분의 연구에서와 같이  에서

의 표현 및 해석 또한 그 의의가 있지만 [표 Ⅲ-4]의 오른쪽 위의 그림

과 같이  에서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별

히 [표 Ⅲ-4]의 왼쪽 아래의 그림은 를 parameter로 하여 탐구하는 전

략으로,    의 그래프를    꼴의 포물선들의 집합으로 이

해한 것이며, 이는 마찬가지로 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어    ,     

그리고   의 다양한 관점으로 시각화 및 탐구하는 전략은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평면, 곡면 등의 개체(graphical objects)와 대수적 표현

을 유연하게 연결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도울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주로   의 그래프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로의 관점의 전환 및 이해가 필요하듯이,    뿐 아니라 

  ,    로의 탐구로 이어지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 이해를 통해       또는  , 나아

가    등을 다뤄봄으로써 [표 Ⅲ-5]와 같이 여러 이변수 함수로

의 이해를 도모해 볼 수도 있다. 특히 [표 Ⅲ-5]와 같이   를 쌍

곡선의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그림과 같이 를 parameter로 하여 

절편의 변화에 따른    들의 집합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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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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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5

:       와     의 그래프(위) /     의 그래프(아래)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     그리고   의 

각각의 관점에 대한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또는 곡선들의 집합(sets of 

rays, lines, or curves)으로 시각화 및 이해하는 것은 이변수 함수 그래프

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다(global view). 추가적으로 학

습자는 학습에 용이한 방향으로 조건을 추가해가며 그래프의 특정 부분

을 시각화 하거나, window 명령을 활용하여 확대 및 축소를 통해 local 

view와 global view를 모두 고려하면서 조작(operation) 및 관찰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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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Chung, 2020). 

아울러 일련의 과정은 부등식의 최대·최소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

에서 지적되어왔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 Choi, Lee, & Kim(2010)은 기존의 선형계획법을 지도하는 데에 있

어서, 학생들이 단순히  를 로 두고 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를   꼴로 변형시켜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풀

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슷한 관점에서 Lee, Lee, & Kim(2012)는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 등고선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으

로 GeoGebra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에서 다루어질 때에도 분명 그 의의가 있겠지만, 

상의 시각화를 통해 다루어진다면 최대·최소 문제의 학습과 더불어 

  에서 를 에 대응시킴으로써 주어진 영역에서의    

의 그래프의 시각화와 연계하여 다룰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어진 

영역에서 의 최대·최소를 구하기 위해  로 두고 이항하여

  에서 를 절편으로 해석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표 

Ⅲ-1], [표 Ⅲ-2]와 같은 COP 접근 및 시각화를 통해 각각의 직선들은 

  를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으로, 평면은 그 직선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영역에서  의 최대·최소의 

경우   를 만족하는 원 꼴의 집합으로 포물면(paraboloid)을 이해

할 수도 있다. 

나아가 기하학적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3차원 

시각화 및 탐구를 통해 [표 Ⅲ-6]과 같이 최대·최소 문제를 다뤄볼 수

도 있다. [표 Ⅲ-6]은 원    위에서 함수   의 최

대·최소 문제를 다룬 것으로, 최댓값을 갖는 곳은 반지름이 1인 원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낼 때 원판과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접점으로 

스토리텔링하여 도입할 수 있다.8)

8) 물론 해당 내용은 Lagrange multiplier method 등으로도 가능지만 학교수학의 

차원에서 다루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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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6

(maximum value of the function      on the circle     )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본 절에서는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이해를 

위하여    ,     그리고   로의 접근과 함께 

  ,    의 탐구 전략, 부등식 영역의 최대·최소 문제 등

을 다루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3차원 공

간상의 직선 또는 곡선들의 집합(sets of rays, lines, or curves)으로 시각

화 및 이해하는 것은 이변수 함수 그래프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며(global view), 추가적으로 학습자는 학습에 용이한 방향으

로 조건을 추가해가며 특정 부분을 시각화 하거나(local view), 여러 명령

어를 활용하여 local view와 global view를 모두 고려하면서 조작 및 관

찰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대수적 접근 및 표현과 3차원 공간에서의 직

선, 평면, 곡면 등의 개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유연한 연결을 도움

으로써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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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성(construction)의 도구로서의 내장함수

터틀크래프트에는 이변수 함수의 도입을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

습으로 중학교 차원의 early math로 접근하기 위하여 먼저 학생들이 두 

변수로 조작할 수 있는 구성(construction)의 도구가 되는 내장(built-in)함

수들이 있다. 앞선 탐구를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원의 방정

식 등의 수식의 도입이 어려운 경우나 수식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개념에 대하여 이러한 내장함수를 도입하여 탐구를 진행해 볼 수 있다. 

이 내장함수들은  의 수식을 도입하기 전에 놀이언어로서 제시되

는 것으로,   좌표와 거리, 각, 최대와 최소 등의 수학적 개념을 바

탕으로 능동적인 구성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지식을 조직하기 

위한 도구이다(Kang et al., 2021). 특별히 이러한 내장함수는 수식으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대수적인 접근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수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비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내장함수들의 

조합으로 나누어 탐구해봄으로써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탐구를 확장시키

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Kang et al., 2021). 각 내장함수의 코드와 수

학적 개념, 코드의 예시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Ⅲ-7>과 같다.

 내장함수와 수학적 개념 코드 예시

sqrt  

[ 좌표와 거리(길이) ]

▷ 원점으로부터 

좌표 까지의 거리

eg. sqrt  

sqrt   : 반지름이 10 인 원의 내부 영역



- 38 -

nemo

 max    

[ 좌표와 거리(길이) ]

▷ 좌표  에서

  와     중 최댓값

eg. nemo  

nemo   : 반지름이 10인 정사각형 영역

atan  arctan
 

[ 좌표와 각(degree) ]

▷ 시초선 축과 원점에서 

좌표 까지의 선분이 

이루는 각(degree)

eg. atan   
atan    : 중심각이 인 

부채꼴의 내부 영역

abs     

[ 절댓값(absolute value) ] 

▷ abs는  이며 

abs 는     이다.

eg. 집합 {  } 

명령은 

집합 {abs    } 

명령과 같다. 이는

집합 {abs  오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abs    :        , 

즉    꼴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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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  / min 

[ 최대와 최소 ]

≤와 ≤의 부등식의 영역

[표 Ⅲ-7] 터틀크래프트의 다양한 내장함수

예를 들어 학생들은 sqrt 함수를 통해 타원 등과 같은 이차곡선 꼴의 

도형을 만들고 atan 함수를 활용하여 각도 기반의 극좌표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특별히 앞서 다루었던    와 관련하여 sqrt 함수나 절댓

값 개념을 활용하여    ,       및 이를 변형시킨 (타)원

뿔, 피라미드 꼴의 그래프도 탐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평행이동이

나 대칭성을 도입할 수 있고, 더불어 계수들을 조작함으로써 다양한 수

학적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 특히 abs 함수를 활용하면 오차 범위 내

의 해집합들을 모아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시각화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정, 직, 구, 원, 입, 체라는 여섯 가지의 간편하지만 다양한 조

작 가능성을 지닌 코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탐구 과제를 고안

하고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Chung, 2020). 앞선 내장

함수 및 이 명령들은 모두 수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에 이후에 

모두 수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식을 도입하기에 앞서 학생들

이 먼저 수준에 맞는 놀이언어로 고대 건축물 등 다양한 수학적 object

를 만들어보고(learning by making), 이후  의 수식과 그래프를 통

한 최대ㆍ최소 문제 상황으로 나아가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

을 위한 도구가 된다(Chung, 2020; Chung & Cho, 2020; Ka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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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

[표 Ⅲ-8]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7

특히 이러한 집합 명령 중  의 그래프나 사영(projection), 다양

한 부등식 영역과 관계될 수 있는 “체”명령은 간단한 도형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이중적분 등을 넘어 높은 수준의 수학에도 활용될 수 

있다. 집합{ 체(      } 명령은 <표 Ⅲ-9>와  같은 알고리즘으

로 작동하며 [표 Ⅲ-10]와 같이 다양한 시각화에 활용될 수 있다.9) 

9) 해당 명령어에서    는 시작점을,    는 도착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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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ch    {

    if (<= &&  <= ) {

        if (<= &&  <= ) {

            if (<= &&  <= ) return 7 } } }

[ 출처 : Stewart, james – Calculus ]
<표 Ⅲ-9> 수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명령어 예시

[표 Ⅲ-10] 터틀크래프트의 다양한 시각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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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최소 문제 탐구

3.1. 연구대상 

본 절에서는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탐구 및  

시각화 전략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에 대한 반응 및 과제를 분석

하고 학생들의 이해와 반응을 다루어 본다. 해당 연구내용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수학 심화반(중학교 1학년 11명, 2학년 9명, 총 20명)

과 수리정보반(중학교 1학년 9명, 2학년 10명, 총 19명)의 공통수업, 그리

고 수리정보반의 분과수업에서 다룬 과제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화

를 바탕으로 한다. 공통수업은 2021년 5월 22일(6시간), 5월 29일(6시간), 

분과수업은 6월 3일(3시간)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해당 수업을 진행하

기에 앞서 Moon(2020)의 발생적 분해를 적용한 [부록-1]을 사전과제로 

제시하여 에서의 COV-approach와 COP-approach의 이해, 다시 말해 

(반)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으로 부등식의 영역을 다룸으로써 에서의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로의 연계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의 직선 및 곡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러  

    꼴의 이변수 함수에 대하여 앞 절에서 다룬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을 적용하였다.

3.2. 탐구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설계

먼저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일차함수 기본형인  에서 탐구

를 시작해본다. 앞서 살펴보았듯 일차함수에 대한 행동(action) 개념만 

가진 학습자와 달리 과정(process) 개념을 가진 학습자은 변수의 동적 특

성을 인식하고 변수의 개념을 통해 함수 그래프에서 “모든” 점의 존재

를 이해할 수 있다(Herscovics & Linchevski, 1994; Leinhardt, Zaslavsky, 

& Stein, 1990; Thompson, 1994). 여기서 와 를 각각 기울기와  절편

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을 대입하고 값을 변화시켜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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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켜가며 그 값을 축에 나타내보는 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를 이해하기 위하여    , 즉 를 parameter로 

다루는 전략(COP-approach)을 적용해보는 것으로, [그림 Ⅲ-1]의 왼쪽 

그림에서   인 경우를 예로 들면  값이 커질수록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만

일 를 parameter로 하여   로 이해한다면 [그림 Ⅲ-1]의 오른

쪽과 같이  ·, 즉   


꼴의 곡선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차함수나 반비례 그래프의 개념은 중학교 차원에서도 다룰 수 있기에 

학생들은 , ,  각각을 parameter로 하는 관점을 기준으로 시각화 하

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Ⅲ-1]    그래프를 위한 다양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본 연구는 이처럼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고 있는 직선 및 곡선의 이해

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꼴의 이변수 함수의 예시

로 Weber & Thompson(2014)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와 절

편을 추가한   ·, 그리고 인수분해 꼴을 추가한    의 

함수의 그래프를 탐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함수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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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각각 parameter로 하는 전략, 즉    ,    ,   

의 다양한 관점으로 탐구하는 전략을 통해 대수적 표현과 3차원 공간에

서의 직선, 평면, 곡면 등의 개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유연한 연결

을 통해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특별히 해당 예시들은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global view)에 대한 탐구는 물론  일 때의 

능선 근처에서의 기울기나 개형에 대한 탐구(local view)와 연계되는 진

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문제의 탐구를 겨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본다.

3.3. 자료수집 방법

해당 연구를 진행하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코로나(Covid-19)가 전 세

계적으로 유행하여 대면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본 연구는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아래와 같이 학생

들은 터틀크래프트10)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결과를 file로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탐구가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ZOOM을 통해 연구와 관계된 모든 수업은 녹

화되었으며,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화문을 통

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사고를 분석하였다.

[그림 Ⅲ-2]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 탐구과제, [과제 1-1]

10) snucode.org / codingma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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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 분석

[그림 Ⅲ-3]은   ·의 그래프의 이해를 위해 적당한 계수를 곱해주

어   


을 시각화한 것으로, 각각의 그림은    ,     

그리고   로의 접근에 따른 시각화를 보여준다. 

[그림 Ⅲ-3]    그래프를 위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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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    그래프 탐구(학생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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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1]는 [과제 1-1]의   에 대한 학생 S1의 탐구내용으로, 학

생 S1은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다루어  인 영역에

서는 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꼴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반대로   인 영역에서는 

값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      꼴의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폭

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변화하는 곡선들의 집합으로   를 이해하

였다. 이를 위해 몇몇 학생들은 학습에 용이한 방향으로   나   

등의 조건을 추가해가면서 그래프의 일부분만 시각화하며 탐구를 진행하

기도 하였다. 이는 중학교 차원의   의 이차함수 개념을 가지고 적

절한 시각화 및 탐구전략을 도입함으로써 [그림 Ⅲ-3]의 첫 번째와 같이 

포물선들의 집합으로   ·의 이변수 함수를 해석한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 S1은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로 접근함으로써 [표 Ⅲ-11]의 왼쪽 아래와 같이 직선들의 집합으

로   를 이해하였다. [표 Ⅲ-11]의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의 

그래프를 옆에서 관찰함으로써,  인 경우는 직선의 기울기가 0이지

만 그 밖의 값들에 대해서는 제곱이 되어 기울기가 양수로 존재하기에 

값이 커질수록 값은 점점 더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특별히  일 때 

기울기가 인 능선 모양이 되는 것과(  에서  )과 관련하여, 중학

교 차원에서는 미분을 다룰 수 없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의 이

해에서 이차함수의 꼭짓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인 것과  일 때

의 능선 위의 모든 점들에서 좌우(동서)방향, 상하(남북)방향 모두 편미

분계수(partial derivative)가 0이 됨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입하였다. 학생들은 시각화를 통해 대수적인 접근을 통한 이해를  

에서의 직선 및 곡선 등의 개체(graphical objects)와 연결지어 탐구할 수 

있었으며, [표 Ⅲ-12]와 같이 학습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조건을 추가해가

며 탐구해볼 수 있었다. 특히 값들에 대한 대수적 이해를 [표 Ⅲ-12]의 

왼쪽 위와 같이 시각화를 통해 평면(plane)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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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ection으로 이해하는 것은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가 강

조하였던 기본평면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토리

텔링을 기반으로  일 때의 기울기는 이지만 주변의 값들에서는 

기울기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탐구는 다음 장의 경사하강법 기반의 최

대·최소 문제의 탐구와 연계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표 Ⅲ-12]    그래프 탐구(학생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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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학생들은   로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다루어 

 ·,   



로 해석하여 대칭성, 점근선, 최댓값 또는 최솟값 등의 

대략적인 위치 등을 파악하였다.   에 대한 대수적인 접근과  

에서의 개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연결, 즉 [그림 Ⅲ-3]와 같이 level 

curve를 통한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의 이해는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와도 연계될 수 있다.11)  

앞선 과제를 바탕으로 절편을 추가한 [과제 2-1]의   · 의 꼴이

나 [과제 3-1]의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곱해진   의 꼴

의 그래프도 탐구 과제로 제시되었다(부록-2 참조). 해당 함수들은 아래

의 [그림 Ⅲ-4]와 같이  일 때의 능선에서의 경사가 각각 다른 방식

으로 존재하도록 하여, 다음 장의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최대·최소 문제 탐구과정과의 연계를 도모한 것이다. 

[그림 Ⅲ-4]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

먼저 [과제 2-1]의   · 에 대한 학생 S2의 탐구내용을 살펴보

면, 학생 S2는 [표 Ⅲ-13]의 윗부분과 같이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에서    로 접근함으로써 값의 변

11) 체 명령을 활용하여 사영(projection)을 통해  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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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따라 각각 기울기가  인 일차함수들의 집합으로 해당 이변수 

함수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에서 해석한 [그림 Ⅲ-3]의 

  의 그래프와 비교해 볼 때  일 때 기울기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표 Ⅲ-13]의 윗부분의 학생 S2의 탐구내용과 

같이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로 접근함

으로써, 앞서 를 parameter로 탐구하였던  일 때의 능선의 기울기

를 따라 꼭짓점의 절편이 변화하는 이차함수들의 집합으로 이해할 수 있

었다. 

[표 Ⅲ-13]    그래프 탐구(학생 S2)

다음으로 [과제 3-1]의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가 곱해진   의 

꼴의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를 살펴본다. 아래의 [표 Ⅲ-14]은 

   의 그래프에 대한 탐구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의 발화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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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의 그래프에서 축을 따라 이런 모양의 

      능선의 기울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S3: 그래프에서   을 전개하면   · 가 되어

     이전에 탐구한   · 의 그래프에서 뒤에 있는 가 

     가 된 것이니까   ·의 그래프에서 반대로 경사가

     생긴 것입니다.

 교사:  일 때의 능선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중략)

 교사: S4 학생이 메시지 보내줬는데 한번 얘기해볼까요?

 S4: 먼저 가 일 때,   가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되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았구요. 그리고 식을 전개하면

        이니까 가 과 사이의 값이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서 내려가고 이 넘으면 올라가게 돼요. (중략)

 교사: 또 다른 친구 있는가요?

 S5: 를 고정해서 로 본다면,    에서 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절편의 크기가 커지고 폭이 좁아져요.

[표 Ⅲ-14]    의 그래프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먼저 학생 S3는 앞서 다룬    에서  인 경우   이고, 

  · 에서는  인 경우   임을 이용하여 대칭이동의 개념

을 활용하여    의 그래프를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 

경우에 국한된 것으로 좀 더 넓은 범위, 즉 이 아닌 다른  에 대하

여 살펴보면 각각     와    가 됨을 알 

수 있다. 학생 S4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값의 변화에 따라 해석한 것으

로, 이러한 과정은 , ,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직선이나 곡선들의 집

합으로 이변수 함수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에서의 ‘sweep out’전략 

및 local view와 global view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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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 S5의 경우는 Weber & Thompson(2014)의 연구대상이었던 

Jesse와 유사하게   의 이해를 통해   를 

해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의 그래프를    의 접

근, 즉 를 parameter로 다루어    로 접근해보면, [그림 Ⅲ-5]

의 오른쪽과 같이   일 때에는 절편이 음수가 되어 평면 아래로 그

래프가 그려져 평면이 드러나는 한편  일 때에는 절편이 양수가 

되어 평면 위로 그래프가 드러나고 따라서  일 때의 능선의 기울

기가 앞선 두 그래프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그림 Ⅲ-5]의 왼쪽과 같이 다루어진 에서의 이차함수에 대한 이해 및 

시각화 전략을  에서 다룬 것으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각각의 parameter의 변화에 따른 공간상의 곡선들의 집합

(sets of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한 것이다. 물론 선행

연구의     ·는   ·를 평행이동한 것

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Jesse's graphs of   , 

where    

for various values of .

(Weber & Thompson, 2014)

[그림 Ⅲ-5] Sets of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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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은 중학교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일차함수와 이차함수, 

즉 일변수 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 

  꼴의 일반화된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의 이해로의 연

계를 도모한 것으로, 탐구 과정을 통해 이변수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나 

공간에서의 대칭성이나 평행이동 등의 개념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연계하여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내의 지수함수나 삼각함수, 삼

차함수 또는 사차함수 등을 도입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 수도 

있다. [표 Ⅲ-15]의 삼차함수와 사차함수를 활용한 탐구는 다음 장의 진

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활용한 이변수 함수의 

탐구와 관련하여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한다. 

한편 코로나(Covid-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하다보니 몇몇 소수

의 학생들의 경우 터틀크래프트에 익숙하지 않아 기초적인 조작법을 모

르거나 시각화를 위한 명령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기

도 하였고 즉각적인 feedback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업 초반에는 명령어를 익히는 등의 오리엔테이션이나 기초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Ⅲ-15] 삼차함수와 사차함수를 활용한 이변수 함수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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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을 통하여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인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을 다루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서 다루어졌던 전략들을 반영하여 , ,  각각을 parameter로 했을 때

의 나머지 두 변수가 이루는 관계들을 표현하는 직선, 곡선 등의 집합으

로 이변수 함수를 이해함으로써(sets of lines, rays, or curves) 대수적 접

근 및 표현과 3차원 공간상의 개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유연한 연

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조건

을 추가하면서 탐구하거나, global view와 local view를 고려하며 시각화

하기 위한 다양한 명령들은 기존의 이변수 함수를 상에서 지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

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3차원 좌표계 기반의 코딩환경을 통해 이변

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시각화 및 탐구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학습자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석적(analytical/ 

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을 돕고자 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을 통하여 다루었던 교육적 예시들을 통하여 도

입되는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 상황에 대하여 진화전략

(Evolution Strategy)을 조작적 원리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여 컴퓨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

하는 인공지능 코딩수학으로 연결하는 교육방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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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와 진화전략

본 연구는 이전 장을 통하여 기존의 이변수 함수를   상에서 지도함

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구성주의

(Constructionism) 학습전략과 그에 기반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을 통

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전 장을 통하여 

도입되는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 상황에 대하여 진화전

략(Evolution Strategy)을 조작적 원리로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경사하강

법(gradient descent)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여 컴퓨터와 함께 문제를 해

결하는 인공지능 코딩수학으로 연결하는 교육방법을 살펴본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진화전략을 도입하는 이유는 진화전략의 효용성 

측면 이외에도 진화전략에 담긴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조직하여 미분을 

다루지 않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최대·최소 문제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Kang et al., 2021). 구성주의 전략으로 도입되는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최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은 미분 등을 통한 구체적인 계

산을 할 수는 없지만,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를 바탕으로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적용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경사

(gradient)에 대한 탐구나 대략적인 최대·최소에 대한 감각(sense)을 기

를 수 있다. 특히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이변수 함수의 시각화 및 탐구를 

통해 global view에서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본 

장에서는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여 진화전

략의 작동원리와 컴퓨터를 통한 최적화 경로 및 결과를 스토리텔링에 기

반하여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탐구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한다. 또한 본 장의 탐구를 바탕으로 이전 

장의 탐구를 상호보완적으로 비교 및 재조명해보며 심화된 탐구를 진행

해 볼 수도 있다. 나아가 미분을 다룰 수 없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도

입된 확률ㆍ통계 기반의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은 심화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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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과 연계될 수 있으며, 미분 기반의 경사하

강법과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비교하며 탐구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확률ㆍ통계와 미적분을 융합하는 탐구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영

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미분과 확률ㆍ통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기를 

수 있다(Kang et al., 2021).

1.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1.1. Evolution Strategy

1963년 독일 베를린기술대학(TUB)의 Ingo Rechenberg와 그의 동료는 

공기저항을 최소화하는 물체의 형상을 찾기 위해 풍동 실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사하강법(gradient descent)에 의한 탐색이 실패하

였을 때, Ingo Rechenberg는 형상을 정의하는 파라미터(parameter)를 돌

연변이와 같이 랜덤(random)하게 변화시킬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진

화전략(Evolution Strategy)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Hwang, 2002). 

선행연구에서 밝힌 진화전략은 블랙박스 최적화 알고리즘의 한 분류로서 

자연 진화에 착안한 휴리스틱 탐색 절차(heuristic search procedures)를 

가진다(Kang et al., 2021). 다시 말해 진화전략은 자연 진화와 같이 각 

반복(세대)마다 파라미터(parameter)의 집단(유전형)이 작은 변화(돌연변

이)를 가지며, 각 세대마다 비용함수(적합도)를 평가하여 가장 높은 평가

점수(reward)의 파라미터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비용함수가 완전히 최

적화될 때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Rechenberg & Eigen, 1973; 

Schwefel, 1977; Salimans, Ho, Chen, & Sutskever, 2017, p. 2에서 재인

용). 이때의 비용함수(목적함수)는 해석적 형태일 필요가 없으며 시뮬레

이션 결과가 비용함수로 사용될 수도 있다(Hwang, 2002). 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 최적화는 최적화하려는 비용함수(목적함수)에 대하여 파라미터

(parameter) 공간에 있는 개체에 대한 적합도 평가값 이외에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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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른 부가적인 정보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거의 모든 

종류의 최적화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Hwang, 2002; Sehnke, Osendorfer, 

Rückstieß, Graves, Peters, & Schmidhuber, 2010). 이에 선형 및 비선형 

제약조건을 갖는 고차원, 멀티모달의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

되어 많은 시험 사례에서 반복적인 다른 방법에 비해 성공적임이 입증되

었다(Hwang, 2002; Salimans et al., 2017). 이러한 진화 알고리즘은 집단

(population)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돌연변이의 결합방식에 따라 다양하

게 세분화된다. 

본 연구에서 따르는 진화전략 알고리즘은 Salimans et al.(2017)과 

Sehnke et al.(2010)의 논문에서 구현한 것으로 다음의 수식 ㄷ이 핵심 

아이디어이다. 수식에서 은 기댓값을, 는 표준편차를 뜻하고 은 정

규분포   를 따르며, 표기를 단순화하기 위해 1차원 에 대해서 

쓰지만, 다변량 사례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한다. ㄷ의 수식은 ㄱ의 테

일러 전개식의 양변에 을 곱하여 에 대해 평균을 취하고, ㄴ에서 홀

수 차 Gaussian의 moment는 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를 가급적 고

등학교 수학의 차원에서 스토리텔링하여 증명하는 과정은 좋은 탐구거리

가 될 수 있으며12), 본 연구는 이러한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조직하여 교

육적으로 도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Kang et al., 2021).

≈ ′
 ″

 ⋯ㄱ

  
 ∼  

≈
∼  




 ′ 

 ″




 ⋯ㄴ 

                      ′                




≈



 
∼  

  ⋯ㄷ

12) codingmath.org 주소의 공지사항 중 “인공지능 수학 (최대최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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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표본이 정규분포

를 따를 때, 개념적으로 표본의 함숫값을 이용해 미분에 근사시키는 것

이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진화전략을 도입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되었던 

진화전략의 효용성 측면 이외에도 진화전략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조직

하여 미분을 다루지 않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스

토리텔링을 통해 최대·최소 문제를 도입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다(Kang et al., 2021). 구체적으로 이전 장에서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이변수 함수의 시각화를 통해 global view으로 전체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본 장에서는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

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여 진화전략의 작동원리와 컴퓨터를 통한 최적화 

경로 및 결과를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local 

view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탐구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 절에서는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에 대한 스토리텔링

을 살펴본다.

1.2. 최대ㆍ최소 탐구를 위한 스토리텔링

Kang et al.(2021)은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얻는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기 위해 진화전략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하여 학생들의 수준에서 추론하

고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은 스토리텔링을 위

해 제시되는 상황과 진화전략에 대한 재해석이다. 

산 정상에서 평지에 있는 마을로 내려가는 도중 길을 잃었다고 상상

해보자. 설상가상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있어 아주 가까운 근처밖에 

볼 수 상황인데 가진 것이라고는 등산스틱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

하게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아마도 등산스틱으로 주

변을 두드려보며 경사가 아래로 향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씩 내딛어가며 내려가야 할 것이다. 최적화 방법으로 널리 알려진 경사

하강법(gradient descent)은 비용함수(cost function)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의 위치에서 경사(gradient)의 반대방향으로 일정 크기만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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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는 것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분을 통해 경사를 구하

고 경사가 급한 쪽을 따라 조금씩 내려가는 것으로, 수학적 개념이 인공

지능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다(Kang et al., 2021).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은 고등학교에서의 미분이 다루는 경사를 

미분 없이 확률ㆍ통계적 방법으로 근사시키는 것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 등산스틱으로 주변에 대한 정보를 얻듯이, 등산스틱 대신에 

여러 마리의 로봇개미를 주변에 뿌려서 그 주변 위치의 높이(함숫값)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 높이(함숫값)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표본의 분포는 확률의 영역에서 다루며 얻은 표본의 

수치적 처리는 통계의 영역에서 분석하여 경사가 아래로 향하는 곳으로 

반복하여 나아가는 것을 진화전략 알고리즘의 핵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삼을 수 있다(Kang et al., 2021). 




≈



 
∼  

⋯⋯ㄷ

Kang et al.(2021)은 앞 절의 ㄷ의 수식을 쉽게 스토리텔링하여 현재

의 위치에서 주변에 로봇개미들을 random하게 뿌려 그 위치의 높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얻고, 높이(함숫값)를 가중치로 삼아서 위치의 변화량의 

평균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ㄷ에서 은 현재의 위치 로부터 

떨어진 로봇개미의 위치 또는 로봇개미가 나아가려는 방향이며, 

는 그 표본개미가 조사한 높이(함숫값)이다. 즉, [로봇개미의 위치 변화

량] × [높이(함숫값)]의 간단한 계산 값들의 평균을 이용해 경사의 근삿값

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말하고 

있는 위치 변화량에 대한 표본집단을 임의추출한 후 표본 위치의 높이

(함숫값)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을 구하면 나아갈 방향을 정할 수 있

는 것이다. Kang et al.(2021)은 위와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미분을 다

루지 않는 중학교 차원에서도 평균만 가지고도 최대ㆍ최소 탐구를 시작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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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ang et al.(2021)의 연구에 의하여 설계된 진화전략을 활용

한 최대ㆍ최소 탐구과정 및 코딩환경을 기반으로, 이전 장을 통하여 

early math로 도입되는 다양한 이변수의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최소 문

제 상황에 대하여 진화전략을 조작적 원리로 도입하고, 진화전략을 활용

한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여 컴퓨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 코딩수학으로 연결하는 교육방법을 도모한다. 

2. 진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탐구과정 및 코딩환경

Kang et al.(2021)은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의 수학적 아이디어를 

재조직하여 간단한 평균을 통한 최적화에서 출발하여 로봇개미들의 분포

나 random 등에 대한 단계적인 수학적 실험탐구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분을 다루지 않는 중학교 차원에서도 평균만 가지고도 최

대ㆍ최소 탐구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해당 환경을 

통해 이전 장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전략으로 다룬 피라미드

나 (타)원뿔 등의 다양한 수학적 구성물(object)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의 

최대·최소 문제의 탐구에서부터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 또는 정

규분포(normal distribution)의 도입을 통한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

을 활용한 탐구를 진행해볼 수 있다. 더불어 미분을 활용한 경사하강법

과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비교해 보거나 실제 소스코드를 탐

구해봄으로써 최대ㆍ최소 문제에 대한 탐구는 물론 확률ㆍ통계적 지식이

나 인공지능에 쓰이는 여러 개념들을 스토리코딩으로 탐구해 볼 수 있다

(Kang et al., 202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ng et al.(2021)의 연구에 의하여 설계된 탐구 

환경은 파이썬(Python) 언어로 된 코드의 실행을 위해서 별도의 설치 없

이도 사용자가 인터넷 환경의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바로 클라우드 컴퓨

팅을 할 수 있는 구글 코랩(Google Colab, 이하 Colab)에 가상 실습환경

으로 구현되어 아래의 주소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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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수학적 실험탐구에서는 터틀크래프트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이변수 

함수에 대하여 2차원 등고선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애니메

이션을 만들어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최대ㆍ최소 탐구과

정을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또한 앞서 다루었던 함수식 및 수학적 내용

이 담긴 핵심 코드를 조작하며 최대ㆍ최소 문제 탐구는 물론 확률ㆍ통계

적 지식이나 인공지능에 쓰이는 개념들을 안내하도록 스토리코딩을 통해 

설계되어있다(Kang et al., 2021).13)

[그림 Ⅳ-1]은 수학적 실험탐구의 한 입력화면으로, 학생들은 주요한 

설정을 선택하여 실행코드의 입력을 바꿀 수 있다. 이 탐구 환경은 필요

한 입력 상황에 따라 체크박스나 드롭다운 입력뿐만 아니라 초기값이나 

learning rate, sigma 등에 대하여 직접 수치를 입력값으로 받아서 실행

하도록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의 표본추출과 관련하여 [그림 Ⅳ-1]의 

입력화면에서 ‘normal_distribution’에 체크를 하면 정규분포에 대한 표

본추출을 이용하게 되며, 체크가 해지되면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에 대한 표본추출을 이용한 결과를 출력하는 조작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탐색하고자 하는 여러 함수를 드롭다운 형식을 통하여 선택하

도록 하면 학생들이 수학식을 코딩언어로 표현하여 입력해야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간단한 오탈자나 명령어 표현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학습

의 진행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드롭다운 형식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설계된 환경에서는 입력의 조합을 달리 선

택하여 시행할 때마다 다른 출력 결과를 즉시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Colab을 통한 탐구환경은 파이썬(Python) 코드는 물론 주석, 이미지, 동

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어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거나 학생들끼리 서로 

공유하며 소통을 하며 협력학습을 하기에 유용한 환경을 제공한다(Kang 

et al., 2021).

13) codingmath.org 주소의 공지사항 중 “인공지능 수학 (최대최소)”에서 

“(클릭) 파이썬 탐구자료 및 코딩환경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Colab을 

통한 탐구환경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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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진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탐구과정 및 

코딩환경(Kang et al., 2021)

Kang et al.(2021)에 의해 구현된 수학적 실험탐구의 다른 특징은 실행

결과화면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2차원 등고선으로 표현하고 주어진 초기 

위치에서 최댓값 또는 최솟값으로 찾아가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화살표

의 이동으로 경로를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한 점이다. [그림 Ⅳ-2]

에서 위의 그림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수업 이외에 추가적인 심

화 수업에 도입되었던   coscos의 그래프를 터틀크래프트를 통하

여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여 탐구를 진행한 것이

다. [그림 Ⅳ-2]의 아래는   coscos의 그래프를 2차원 등고선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특히 우측의 그림은 설정한 반복 횟수 안에서 시간에 

따라 흰색의 점과 선으로 이동한 경로를 만들어가며 최댓값을 찾아 움직

이고 있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것이다. 

더 나아가 구현된 입력 화면을 더블클릭하여 소스코드를 제공 받아 

심화된 학습으로 연계해 볼 수 있으며, 소스코드의 이해 및 조작을 통한 

학습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학습자가 필요한 부분만 조작해 볼 

수 있도록 주석을 통하여 표시 및 설명되어있다. 소스코드를 통해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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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텔링으로 이해하고 있는 진화전략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코드들은 다른 실행 코드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탐색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최대ㆍ최소 문제에 대한 탐구는 물론 확률ㆍ통계적 지식

이나 인공지능에 쓰이는 여러 개념들을 스토리코딩으로 탐구해 볼 수도 

있다(Kang et al., 2021).

[그림 Ⅳ-2]   coscos의 그래프와

진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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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탐구

본 절에서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기반의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해 

도입되는 다양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최소 문제에 대해 진화

전략(Evolution Strategy)을 조작적 원리로 도입하고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하여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에 대한 대략

적인 감각(sense)이나 경사(gradinet)에 대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탐구를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 중학생의 경우 미분 등을 통한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를 

기반으로 glob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과 최

대·최소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추측해보고,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

법을 탐구 도구로 하여 진화전략의 작동원리와 컴퓨터를 통한 최적화 경

로 및 결과를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local view

에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탐구해본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feed back을 돌려받음으로써 학습과정의 사고를 반성해 보거나 앞선 과

정을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탐구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 또한 진화전

략 알고리즘 자체를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탐구해봄으로써 코드에 사용

된 행렬, 내적 등의 개념을 다루어보고 구체적인 계산을 위한 미분 개념

의 도입의 필요성이나 미분 가능성,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과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의 비교 등으로 탐구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3.1. 연구대상

본 장의 연구대상은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

원의 수학 심화반(중학교 1학년 11명, 2학년 9명, 총 20명)과 수리정보반

(중학교 1학년 9명, 2학년 10명, 총 19명)의 공통수업, 그리고 수리정보반

의 분과수업에서 다룬 과제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화를 바탕으로 한

다. 이에 해당 수업의 일시는 이전 장과 동일하며, 이전 장의 터틀크래

프트를 통한 이변수 함수의 시각화 및 탐구를 바탕으로 본 장의 진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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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의 상호보완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아

래의 [표 Ⅳ-1]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수업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순 번 수 업   내 용

1

터틀크래프트의 기본적인 환경 및 명령어 설명,

Moon(2020)의 발생적 분해와 이변수 부등식에 대한 

사전 동영상을 제공하고 [부록-1]의 사전과제 제시

(이변수 부등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 평면에 대한 

이해와 , , 를 paramater로 다루는 전략을 위한 준비)

2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 및 과제 제시

-   ,    ,    

3
Colab 환경과 스토리텔링 기반의 진화전략에 대한 

설명 동영상 제시

4
진화전략을 활용한 최대·최소 탐구 및 과제 제시

-   ,    ,    

5
삼차함수 및 사차함수와 연계되는 이변수 함수 탐구 

및 과제제시

[표 Ⅳ-1] 주요 수업내용 요약

3.2. 탐구의 주요 내용 및 과제 설계

[그림 Ⅳ-3]은 이변수 함수의 예시들에 앞 절에서 다룬 Colab 환경을 

통해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도입하여 최댓값을 찾아나가는 과정

을 보여준다. [그림 Ⅳ-3]에서 위의 그림은 이전 장에서 터틀크래프트를 

통하여 도입하였던    꼴의 그래프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를 

parameter로 하여 탐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 오른쪽에는 파이썬을 이용

해 해당 그래프를 2차원으로 시각화한 것으로, 그 아래의 그림은 설정한 

반복 횟수 안에서 경사가 높은 쪽을 따라 최댓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애

니메이션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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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꼴의 최대·최소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미분 등을 통한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는 없지만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를 기반으로 global view

에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과 최대·최소에 대하여 대

략적으로 추측해보고,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하

여 진화전략의 작동원리와 컴퓨터를 통한 최적화 경로 및 결과를 스토리

텔링에 기반하여 탐구하고 이해함으로써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탐구해본다. 또한, 컴퓨터의 feedback을 바탕으로 터틀크래프

트를 통한 탐구와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를 상호보완

적으로 연계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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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방법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Covid-19)로 인

해 대면수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마찬가지로 본 장에서도 

ZOOM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던 실시간 수업과 과제에 관한 내용을 다룬

다. 학생들은 아래의 [그림 Ⅳ-4]와 같이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와 연계되는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적용한 최대·최소 탐구

를 앞 절에서 언급한 Colab 탐구 환경에서 진행해보고 그 결과를 file로 

제출하였다(부록-3 참조). 또한, ZOOM을 통하여 모든 수업이 녹화되었으

며,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화문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사고를 분석해본다.

[그림 Ⅳ-4]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활용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 탐구과제, [과제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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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과 분석

[그림 Ⅳ-5]는 앞서 다루었던   를 터틀크래프트와 파이썬을 통해 

각각 시각화고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적용한 것이다. 학생들은 

[그림 Ⅳ-5]의 왼쪽 위와 같이 터틀크래프트를 통해 이변수 함수의 전체

적인 구조와 최대·최소 및 최적화 경로를 추측해보고 아래의 그림과 같

이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하여 진화전략의 작동

원리와 컴퓨터를 통한 최적화 경로 및 결과를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탐

구하고 이해함으로써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탐구해볼 

수 있었다.

[그림 Ⅳ-5]   꼴의 최대·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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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 경우, 가운데 능선 꼴의  일 때에는 앞서 언급하였

듯이 


와 


가 모두 이 되어 미분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 Ⅳ-5]의 아래와 같이 진화전략을 활용한 경사상승법

은 주변 함숫값들의 평균값을 이용하기에 지형의 변화를 통해 조금씩 나

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탐구하기 위해 터틀크래프트를 활용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작 및 탐구해보는 것은 이변수 함수를 

local 및 global view으로 다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더불어 진화

전략의 작동원리나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하

여 학생 S4는 [표 Ⅳ-2]과 같이 이전 장의 탐구를 통해 최댓값에 대한 

대략적인 위치를 추측하였고, 진화전략의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적용한 

feed back을 통해 그 추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마지막에 진동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에서 경사가 확실함을 알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학생 S4는 중간에 잠시 등장한  일 때의 가운데 능선 근

처의 진동에 대한 탐구를 위해 출발 위치를 조정하여 [표 Ⅳ-3]와 같이 

능선에서의 탐구에 집중하였다. 

[표 Ⅳ-2]   꼴의 최대·최소 탐구1 (학생 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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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꼴의 최대·최소 탐구2 (학생 S4)

[표 Ⅳ-3]는 능선 위에서의 보다 나은 탐구를 위해 학생 S4가 출발점

의 위치를   위의 한 점으로 조절하여14)  에서의 진화전략의 작

동원리를 탐구한 결과이다. 학생 S4는  이고  일 때 진동하는 꼴

의 최적화 경로의 이유를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다루

는 전략을 통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생 S4는   에서  인 

경우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어 가 0이 아닌 근처의 값에서

는 함숫값이 음수가 되어 경사가 생기게 되고, 이에 다음 step에서 다시 

경사의 방향으로 올라가기에 능선 근처를 진동한다고 파악하였다. 특별히 

학생 S4는  에서 진동은 하지만 위쪽, 즉 축의 양의 방향으로 나아

가는 이유에 대하여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다루었을 

때의 전략을 통해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에서 이 아닌 에 대

하여 은 양수가 되고 값이 증가할수록 함숫값이 커져 경사가 생김으로 

해석하였고, 더불어 [그림 Ⅲ-3]과 같이 이전 장의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전략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 Ⅳ-4]은 진화

전략의 작동원리에 대한 수업 내의 발화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14) 실제 위치는   이다.



- 71 -

 교사:   의 함수에서  일 때의 능선 위의 모든 점에서는

      기울기가 좌우(동서)방향으로 , 위아래(남북)방향으로도 

      입니다.    위의 한 점을 선택하여 미분을 통해 기울기를

      파악한 다음 기울기 방향으로 나아가려해도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진화전략을 적용하였는데요. 

      진화전략을 적용할 시 진동하기는 하나 제자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축을 따라 점점 위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탐구시간을 가져봅시다. (중략)

 교사: (S5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자, 그럼 S5가 한번 얘기해볼까요?

 S5: 딱  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같은

    곳들도 개미들이 거기까지는 정보를 조사하니까, 음...

    거기는 경사가 아직 있으니까 경사가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닐까요? (중략, 비슷한 학생들의 답변) 

 교사: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위로 가는지 우리가 사용했던 시각화

      전략과 해당 함수의 개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S6: 를 고정해 가면서 탐구하면 돼요. 그러면  에서는 

    기울기가 이지만, 근처에서는 기울기가 생겨서 개미들이 

    주변을 조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요.

[표 Ⅳ-4]   의 최대·최소 문제와 

진화전략의 작동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앞서 학생 S4는 변수 각각을 parameter로 하여 탐구하는 대수적인 접

근과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전략을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

프를 이해하였다. 특히 [표 Ⅳ-4]과 같이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에서의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사고와 추측에 대해 확인해보며 이전 장의 내용과 상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탐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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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꼴의 최대·최소

다음으로    꼴에 대한 탐구를 살펴보면, 이전 장에서 학생 

S2는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로 접근

함으로써 값의 변화에 따라 각각 기울기가  인 일차함수들의 집합

으로 해당 이변수 함수를 이해하였고, 이를 통해   의 그래프와 비

교해 볼 때  일 때 기울기가 존재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로 접근함으로써,  에

서의 능선의 기울기를 따라 꼭짓점의 절편이 변화하는 이차함수들의 집

합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학생 S2는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

법을 적용하여 [표 Ⅳ-5]과 [표 Ⅳ-6]와 같은 탐구결과를 얻었다. 학생 

S2는   의 전체적인 구조는   의 구조와 비슷하기에 최댓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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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는 경로는 크게 변한 것이 없지만, [표 Ⅳ-6]와 같이  일 때의 

능선에서 경사가 존재하기에 진동하지 않고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대칭적인 구조에 대한 최적화 경로를 보며 진화전략의 

작동원리, 다시 말해 표본의 분포와 임의(random)추출에 대하여 탐구해 

볼 수 있었다. 

[표 Ⅳ-5]    꼴의 최대·최소 탐구1 (학생 S2)

[표 Ⅳ-6]    꼴의 최대·최소 탐구2 (학생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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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꼴의 최대·최소

특히    의 그래프는  일 때의 탐구는 물론 진화전략 및 

경사상승법의 작동원리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된다. 먼

저 최대·최소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 S5는 [표 Ⅳ-7]와 같이 제1사분면 

또는 제2사분면에 [그림 Ⅳ-7]의 global maximu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위치에 따라 local maximum을 향해 진행되는 것을 탐구하였다. 이

는 이전 장의 시각화 및 탐구를 통한 대략적인 최대·최소의 추측과 어

긋나는 것으로 이는 학생들이 경사상승법의 작동원리와 local maximum / 

minimum 등에 대해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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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의 능선의 탐구에 대하여 학생 S4는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에서   로 이해하였고,    의 

접근, 즉 를 parameter로 하여 이전 장의 [표 Ⅲ-14]와 [그림 Ⅲ-15]과 

같이   에서 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절편의 크기가 커지고 폭

이 좁아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표 Ⅳ-8]과 같이  

일 때의 능선 위의 한 점에서 최솟값을 탐구하는 경우, 왼쪽이나 오른쪽

의 global minimum이 아닌 능선을 따라 local minimum으로 최적화가 진

행되는 것을 탐구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은 , ,  각각을 parameter로 하여 탐구하는 대수적

인 접근과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전략을 바탕으로 진화전

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를 통해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함께 고려하여 예측하고 사고하며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진화전략의 

작동원리와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최적화 경로를 해석함으로써 

다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구조나 경사 등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표 Ⅳ-7]     꼴의 최대·최소 탐구1 (학생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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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꼴의 최대·최소 탐구2 (학생 S5)

마지막으로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표 Ⅲ-14]의 삼차함수나 사차함수

와 연계된 탐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해당 과정은 중학교 차원에서는 미

분을 다룰 수 없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잘 알려진 사실을 학생들

에게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대략적

으로 이해해보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대칭성 등을 통해 진화전략 및 경

사하강법의 작동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탐구 범위를 제한하였다. 

먼저 삼차함수      의 경우( ) 아래의 [그림 

Ⅳ-8]과 같이 잘 알려진 변곡점

 

 에 대하여 점대칭인 것

과 합동인 8개의 평행사변형으로 등분되는 것을 제시하고(접선의 경우도 

마찬가지), 탐구의 범위를   꼴, 다시 말해 축에 접하

는 꼴로 제한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의 경우 미분을 하지 

않아도  에서 극댓값,  에서 극솟값을 가지며 앞서 제시한 대칭

성과 등분의 성질을 이용해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차

함수의 경우도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비율관계 등은 잘 알려진 사실로 제

시하고   이나   의 꼴과 같이 

축에 접하는 꼴로 제한하여 다루었다. 예를 들어   의 

경우 미분을 하지 않아도  에서 극댓값, ±에서 극솟값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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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그림 Ⅳ-9]와 같이 대칭성 등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이해할 수 있

다. 그밖에도 고등학교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여러 성질들, 예를 들

어 삼차함수의 경우   의 비율관계나 극댓값과 극솟값의 차, 사차함

수의   의 비율관계, 이중접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의 접점들 간의 

중점 비율관계, 넓이 등은 간단히만 다루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삼차함수와 사차함수는  에서 일변수 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의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

해본 것으로,   와 같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도 도

입해볼 수 있겠다. 

[그림 Ⅳ-8] 삼차함수의 성질

[그림 Ⅳ-9] 사차함수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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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꼴의 최대·최소

먼저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꼴의 함수를 살펴보면, 이

전의 탐구와 마찬가지로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는 전략을 통

해 이전 장의 [표 Ⅲ-15]과 본 장의 [그림 Ⅳ-10]과 같이 해당 이변수 함

수를 삼차함수들의 집합으로 보거나(를 parameter로), 이차함수들의 집

합으로 살펴볼 수 있다(를 parameter로). 물론 학생들은 편미분 등을 

통한 구체적인 탐구는 불가능하지만 global view에서 대칭성이나 극댓값, 

극솟값 같은 이변수 함수의 전체적인 구조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

고, 더불어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적용함으로써 local view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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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개형이나 진화전략 및 경사상승법의 작동원리를 탐구해볼 수 

있었다. 

학생 S6은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해당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아래의 [표 Ⅳ-9]와 같이 출발위치(초기값), random seed나 sigma를 변경

해가며 해당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물론 진화전략 및 경사상승

법의 작동원리와 한계점 등에 대해 탐구하였다. 해당 이변수 함수는 경

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진동하게 되

는 plateau 문제(또는 gradient vanishing) 또는 함수의 대칭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random한 경로 등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또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온 일련의 탐구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이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에 비해 

주변 정보를 반영하며 작동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random의 성

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5) 

[표 Ⅳ-9]    꼴의 최대·최소 탐구2 (학생 S6)

15) 물론 보다 local한 범위에서의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터틀크래프트의 

abs 명령을 활용할 때의 오차 등을 고려하는 심화된 탐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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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꼴의 최대·최소

나아가    꼴의 함수를 살펴보면, 이전의 탐구와 마

찬가지로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는 전략을 통해 이전 장의 

[표 Ⅲ-15]과 본 장의 [그림 Ⅳ-11]과 같이 해당 이변수 함수를 사차함수

들의 집합으로 보거나(를 parameter로), 이차함수들의 집합으로 살펴볼 

수 있다(를 parameter로). 학생 S7은 [표 Ⅳ-10]와 같이 해당 함수의 최

솟값을 탐구하면서 그래프의 대칭성이나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상승법법

의 작동원리를 탐구할 수 있었다. 특별히 각 step마다 로봇개미들의 분

포와 관련하여 randomness를 탐구할 수 있었고, 최댓값을 찾는 경우 [그

림 Ⅳ-11]의 아래의 왼쪽 그림과 같이 중앙의 평평한 지형(plateau)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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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꼴의 최대·최소 탐구2 (학생 S7)

지는 경우, 경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과 그래프의 대칭적인 성질에 

의해 sigma를 키우거나 random seed를 바꾸어 보아도 별다른 변화가 없

는 것(gradient vanishing)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경사하강법 기

반의 수학적 실험을 통해 학생들은 이전 장의 이변수 함수의 이해와 상

호보완적으로 연계하여 탐구를 발전시켜나갈 수 있고, 최적화 경로를 분

석함으로써 진화전략이나 경사하강법의 작동원리, 그밖에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여러 개념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적용하였지

만16), 해당 코드를 수정하여 표준화를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 진행과정의 

step size와 등고선을 보며 확률적이긴 하지만 경사의 크기에 대하여 탐

구해 볼 수도 있다. 특히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경사하강법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여 동일한 learning rate에 대

해 진행 폭이 큰 경우 경사의 절댓값이 큰 것으로 해석하여 local view

16)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의 경우 주변상황에 따라  의 평균값의 

절댓값의 차이로 인해 진행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탐구해 볼 수도 있다

(Kang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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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탐구해 볼 수 있고, 나아가 미분의 도

입의 필요성과 연계해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Colab 환경은 미분

을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으로도 탐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에 진화전략

(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사하강법과 서로 비교해보며 탐구할 수도 

있겠다. 그밖에도 스토리코딩을 통해 learning rate나 표준편차 등에 대

해 탐구해볼 수 있으며, 파이썬의 print 명령을 통해 각 단계별 수치정보

들을 확인해보며 현 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행렬 및 알고리즘과 

순서도의 중요성을 다뤄볼 수 있다. 나아가 알고리즘에 담겨있는 내적 

(inner product) 등의 여러 수학적 개념을 살펴보며 수학의 중요성을 다

시 한 번 체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Kang et al., 2021).

끝으로 진화전략 기반의 최대·최소 탐구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그림 Ⅳ-12]은 이전 장의 터틀크래프트에서 절댓값 개

념을 통해 다루었던 [표 Ⅲ-8]의 피라미드 꼴의 그래프를 파이썬을 이용

해 2차원 등고선으로 시각화하고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상승법을 적용한 

모습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미분을 배우기에 [그림 Ⅳ-12]의 모

서리를 따라 올라가는 흰색 선의 경로는 미분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최

적화를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12] 미분 불가능한 경우의 예



- 83 -

확률ㆍ통계의 개념으로 미분 없이도 최대ㆍ최소를 탐구할 수 있는 진

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는 고등학교를 넘어 대학교 수학

교육까지 연계될 수 있다(Kang et al., 2021). 아래의 [그림 Ⅳ-13]의 왼쪽

은 대학교의 미적분학에 나오는 데카르트 엽선(folium of Descartes) 

    의 그래프가 그리는 지형으로, 왼쪽 그림의 우측 

상단 그림의 중앙 부분에 있는 터틀 거북이의 위치에서 오른쪽 호수로 

내려가는 경로를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역시 미

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확률ㆍ통계적 방법으로,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해 경사가 급한 곳을 따라 내려가는 [그림 Ⅲ

-12]의 오른쪽과 같이 최적화가 가능하다. Kang et al.(2021)은 미분을 다

루지 않는 저학년 학생을 위해 확률ㆍ통계 기반의 진화전략으로 경사하

강법을 도입하고, 심화된 수준에서는 미적분 기반의 경사하강법까지 연

계하여 확률ㆍ통계와 미적분을 융합하는 탐구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영

역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미분과 확률ㆍ통계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제공

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그림 Ⅳ-13] Folium of Descar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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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본 연구는 이전 장에서 다루었던 , ,  

각각을 parameter로 하여 접근하는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전략을 

통해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global view에서 이해하고, 진화전

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를 통해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

에 대한 사고와 추측에 대해 확인해보며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상

호보완적으로 고려하고 연계하며 탐구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물론 중학

교 차원에서는 편미분 등을 통한 탐구는 불가능하였지만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종합하여 대칭성이나 극대·극소와 같은 이변수 함수의 전

체적인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최대·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공지능의 주요한 문제인 local maximum / minimum 의 

문제나 진화전략 및 경사하강법의 작동원리와 한계점 등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최적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이를 통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구조나 경사(gradient) 등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

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일련의 탐구를 통해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

하강법은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에 비해 주변 정보를 random하게 반영

하며 작동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그밖에도 스토리코딩을 통해 

learning rate나 표준편차, standardization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었다.

한편 코로나(Covid-19)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였기에 코딩이나 

Colab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소수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

을 겪기도 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차, 이차함수와 연계되는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의미한 탐구를 진행하였으나, 미분을 다루지 않

고 삼차함수와 사차함수를 도입하는 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

지만 이는 구성주의(Constructionism)를 기반으로 중학교 차원의 early 

math로 접근하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후속연구를 통해 일변

수 함수의 이해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에서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를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전략

을 발전시켜,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함수들과 연계

하는 이변수 함수의 탐구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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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여러 수학 및 과학 분야에서 관심 있는 특정 주제의 양(quantities)과 

같은 수치정보를 식별하고 이들의 관계를 그래픽으로 표현하여 현상을 

모델링하고 예측하기 위해 함수를 사용한다. 함수와 그 표현을 사용하여 

다중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의 보급과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함수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이해하는지, 특별히 둘 이상

의 변수에 대한 함수와 그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는지 이해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변수(one- variable)

에 대한 이해 혹은 어려움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수학적 개념에 대한 다

양한 표현과 이들의 유능한 사용을 위한 수학적 시각화의 중요성, 특히 

수학적 이해에서 그래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수적 표현과 기하적인 

그래픽 표현 간의 연결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이변수 관련 연구들은  에서의 시각화 전략 및 표현을 다루

고 있었으며  에서의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 및 시각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부가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등에서 정보처리

능력과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통한 수학 탐구활동을 명시적으로 강조하

고 있는 흐름에 발맞추어,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을 통해 도입하고 시각화 및 탐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의 도입에 대한 기존의 연구 동향은 무엇

이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과 구성주의(Constructionism)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도입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학



- 86 -

생들의 반응 및 보완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여 최대·최소 최적화 문제를 탐

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3차원 공

간에 시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

사하강법을 통해 최대·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반

응은 어떠한가?

각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APOS 이론, Cartesian 

Connection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요 선행연구를 개관함으로써, 기존

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이변수 함수의 도입 및 이해를 위해 공통적으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 2012, 2015)은 3차원 공간상의 기본 평면에 대

한 이해의 중요성을, Weber & Thompson(2014)은 양적 및 공변량 추론

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이해로 일반화하기 위한 sweep out 방법, 그리고 

  꼴의 구체적인 교육적 예시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Moon(2019, 2020)은 이변수 함수 그래프에서 변수(variable)와 매개

변수(parameter)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관계적 이해

(relational understanding)를 돕고 일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로 전환하는 매개체로 사용하기 위한 발생적 분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Moon(2019, 2020)의 노력은 선행연구들의 노력을 반영 및 통합하

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에서 이변수 함

수 그래프의 시각화를 다루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어려움

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석적(analytical/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을 돕기 위해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는 전략, 즉 

   ,     그리고   의 관점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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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s)으로 다루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Papert의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교육철학과 그를 기반으로 한 3차원 

좌표계 코딩환경으로 터틀크래프트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Moon(2020)의 

이변수 부등식에 대한 발생적 분해를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수학 심화반(중학교 1학년 11명, 2학년 9명, 총 20명)

과 수리정보반(중학교 1학년 9명, 2학년 10명, 총 19명)에게 [부록-1]의 

사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에서의 COV-approach와 COP- 

approach의 이해, 다시 말해 (반)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으로 접근하는 이

변수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이해를 3차원 코딩환경을 통해 에서 다뤄

봄으로써 기본 평면 및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로의 연계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터틀크래프트를 통하여 제 Ⅲ장에서 다

룬 , , 를 각각 parameter로 다루는 전략, 즉    ,     

그리고   의 관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교육적 예시로 강조

되었던   꼴의 이변수 함수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수업에서 다

룬 과제와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발화를 분석한 결과, , ,  각각을 

parameter로 했을 때의 나머지 두 변수가 이루는 관계들을 표현하는 직

선, 곡선 등의 집합으로 이변수 함수를 이해하는 전략(sets of lines, 

rays, or curves)은 학생들의 대수적 접근 및 표현과 3차원 공간상의 개

체(graphical objects) 사이의 유연한 연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습에 유의미한 방향으로 조건을 추가하면서 탐구

하거나 global view와 local view를 고려하는 시각화를 위한 다양한 명령

들을 통해 탐구를 진행하였다. 종합해보면 3차원 좌표계 기반 코딩환경

인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및 탐구 전략은 기존에 상에서 이변

수 함수를 지도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 그래프를 3차원 공간상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의 접근을 핵심 

전략으로 하여 학습자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시각적(graphical/visual), 분

석적(analytical/algebraic), 언어적 표현 간의 매개와 해석에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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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앞선 이변수 함

수와 그래프에 대한 탐구를 연계하여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 문제의 

탐구를 위해 진화전략(Evolution Strategy)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수학적 

탐구 도구로서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터틀크래프트를 통한 

시각화 전략을 통해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및 곡선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와 그래프를 global view에서 이

해하고,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통한 탐구를 통해 local view에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사고와 추측에 대해 확인해보며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상호보완적으로 고려하고 연계하며 탐구하는 것을 도모하였다. 

물론 중학교 차원에서는 편미분 등을 통한 탐구는 불가능하였지만 학생

들은 global view과 local view를 종합하여 대칭성이나 극대·극소와 같

은 이변수 함수의 전체적인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최대·

최소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공지능의 주요한 문제인 local 

maximum / minimum의 문제나 진화전략 및 경사하강법의 작동원리와 한

계점 등에 대해 탐구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등고선과 최적화 경로

를 분석함으로써 다시 이를 통해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의 구조나 경사

(gradient) 등에 대한 이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

구를 통해 설계된 최대·최소 탐구를 위한 Colab 환경(Kang et al., 2021)

을 통하여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이 미분 기반의 경사하강법에 비

해 주변 정보를 반영하며 작동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그밖에

도 스토리코딩을 통해 표본의 분포나 random, learning rate, 표준편차, 

표준화(standardization) 등에 대해 탐구해볼 수 있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영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탐구과제를 제

시하여 분석하였기에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중학교 학생들에게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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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같은 영재

원 소속의 학생들이라 하여도 수학적 지식이나 코딩 등의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유의미한 수업을 위해 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해당 연구를 진행하던 시점을 

전후로 하여 코로나(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대면수업이 거

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본 연구는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터틀크래프트나 파이썬 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몇몇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에 비하여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몇몇 소수 학생들의 경우, 탐구 과정과 관련

한 수학적 개념은 충분히 습득했으나 간단한 실수로 인해 응답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변수 함수의 이해를 기반으로 3차원 공간에서의 직선 및 곡선

들의 집합(sets of lines, rays, or curves)으로 이변수 함수를 시각화하고 

이해하는 전략을 발전시켜 보다 조기에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질 수 있

는 다양한 함수들과 연계되는 이변수 함수의 탐구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

다. 기존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변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주

로 다루다가 대학교육과정에서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해를 분절적으로 

다루고 있다. Trigueros & Martinez-Planell(2010, 2012, 2015)의 연구에서 

이변수 함수의 이해를 위해 기본평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듯이, 학생들

의 이변수 함수에 대한 이해에 있어 갑작스럽게  에서  로 전환되는 

데에서 기인하여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학생들은 이미 3차

원 공간에서 게임을 하거나 여러 교과외 활동을 통해 3차원 환경에 조기

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수학 차원의 엄밀한 수학적 개념을 통해 

이변수 함수를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적절한 시각화 도구 및 교

육환경과 함께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일변수 함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보

다 조기에 도입하여 대학교육과정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장차 서론에 언

급되었던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역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학업부



- 90 -

담이나 내용의 위계 등을 고려하여 먼저 자유학년제나 방과후 교실을 통

해 다뤄볼 수 있겠다.

둘째, 보다 본질적으로 이변수 개념에 대한  에서의 연구가 필요하

겠다. 이와 관련하여 양적추론이나 공변량 추론, 이변수 부등식 등의 선

행연구들을  에서 다루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Moon, 2019; 2020; 

Thopmson, 1994, 2008, 2011, 2013; Weber, 2012; Weber & Thompson, 

2014). 기존의 이변수 개념 연구가 대부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적절한 시각화 도구와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더 낮은 학년에서부

터 시작하여 이변수 개념을  에서 다루어 고등수학의 내용과 연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이변수 함수의 탐구를 최근 도입되는 인공지능 수학 

교과목과 관련하여 진화전략 기반의 경사하강법을 탐구 도구로 제시하고 

이변수 함수의 최대·최소의 탐구와 연계를 도모하였다. 이변수 개념 및 

이변수 함수와 관계되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컴퓨터와 함께 문제를 해결

하는 자신감과 욕구를 키우는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련의 탐구는 장차 미적분학의 

방향도함수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 플래피버드 게임 코딩이나 주가탐구

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종이가 없었던 시대의 수학교육과 종이가 있는 환경의 수학교

육을 비교할 수 있듯이, 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많은 

개념들을 컴퓨터의 동적인 환경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

다(Cho, 2003).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진 이변수 함수의 도입 전략들

을 컴퓨터와 함께 에서 다루어보고 이를 활용해 여러 탐구 주제와 연

계하여, 학생들의 다변수 함수를 다루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더불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수학적 역량과 컴퓨팅 사고력 역량을 기

를 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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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ro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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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ing on Graphs of Two-Variable Function 

and Minimum-Maximum Problems -

Kang, Han B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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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the prevalence of ideas in mathematics and science that 

require representing multiple relationships using functions and their 

representations simultaneously,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students think about and understand functions, especially how they 

interpret and represent functions and graphs for more than one 

variable.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understanding or 

difficulties of one-variable function. Despite various representa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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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al concepts and the importance of mathematical visualization 

for using them competently, particularly the importance of graphs in 

mathematical understanding, studies on connectivity and visualization 

between algebraic and geometric graphical representations are lacking. 

In addition, most two-variable studies have addressed strategies for 

visualization and representations in  , and few studies have been 

reported on the introduction and visualization of two-variable functions 

and graphs in  .

By studying a major prior study, this study noted that existing 

related prior studi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mediation and 

interpretation between graphical, analytical, and linguistic expressions in 

common for the introduction and understanding of two-variable 

functions.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Ministry of Education's 

emphasis(in the third comprehensive plan for mathematics education) on 

ability to process information and mathematical exploratory activities 

with using engineering tools, this study introduces two-variable 

functions and graphs through Papert's Constructionism and the 

three-dimensional coding environment based on coordinate system and 

presents strategies for visualization and exploration strategies. 

Specifically, this study presents strategies to treat two-variable 

functions and graphs as sets of lines, rays, or curves in 

three-dimensional space, and visualization and exploration methods that 

consider both global and local views by adding mathematical conditions 

in ways that help learner’s learning. Strategies for visualization and 

exploration through a three-dimensional coordinate system-based coding 

environment can complement the challenges and problems encountered 

in guiding two-variable functions on , and help with flexible 

connections between algebraic approaches and representations and 

graphical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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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junction with the exploration of two-variable functions and 

graphs, this study introduces Evolution Strategy-based gradient descent 

method as a mathematical exploration tool for dealing with the 

maximum and minimum problems of two-variable func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presents strategies to understand two-variable functions and 

graphs in a global view through visualization-strategies in Turtlecraft 

and in a local view through exploration using Evolution Strategy-based 

gradient descent methods. Exploring using Evolution Strategy-based 

gradient descent methods allows students to check the thinking and 

speculation of two-variable functions in local views, and to promote 

complementary consideration and connection on global view and local 

view both. Of course, it is impossib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explore using partial differential, but students were able to understand 

the overall approximate structure of two-variable functions such as 

symmetry and local maximum and minimum. Also students were able to 

study major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principles and 

limitations of Evolution Strategies and gradient descent methods in the 

process of exploring the maximum and minimum problems.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path of optimization, students can again supplement 

and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gradient, etc. of the 

graphs of two-variable function. In addition, students can compare 

Evolution Strategy-based gradient descent to differential-based gradient 

descent through the exploration environment design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can explore concepts of sampling, distribution, random, 

learning rate, standard deviation, and etc. through story-coding. 

By dealing with the introduction strategies of two-variable function 

in  with computers based on prior studies and linking them to the 

exploration of gradient descent, this study aims to enhance students' 

ability to deal with multi-variable functions and develop comput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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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capabilit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s : two-variable fuction, maximum-minimum problem,    

           Constructionism, gradient descent, Evolu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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