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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육과정에서 지도체얼의 구성운재

신현성

1. 서룡

수학올구조화해서지도하는일은 수학교육외현대화훌풍이후에가장관심이 집

중된 연구분야였다. 여기서 구조화란 수학척인 개념이나훤리 법칙들의 모업과 그

졸의 관계롤 논리척으로연결한 것올 말하며 구조화활 통해 학생들응과제훌 깊게

이해하게 되고 보다 심화된 학습과제나문제해결로전이흘 쉽게 하게 띈다는 것이

다(Shavelson， 1974). 이러한 관점이 가치 있는 이롤척 배정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롤 보여 주었다. 프로이덴탈(Freudenthal. 1984)의

비판올 들어보면 “수학교육의 현대화 운동 기간에 일어앓던 수학의 구조화는 학생

들의 학습폐턴올 고려하기 보다는 수학자들의 이론적인 관점이 주가되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그의 비판은 수학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구조화가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올 교채화(교과서， 교육자료)하는 과청에서 학생틀의 화습폐턴옳 고려

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의 교육과정도 이러한 비판의 범주올

벙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폐턴에 기초롤 둔 내용

구조화와 이롤 바탕응로 한 내용의 지도계열(instr uctional hierarchy)올 구성하

는 문제를연구한다.

2. 이폰적 배경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수학올 구조롤 연구하는 학문으로 본다. 수학내용운 구조

화 되어야 하고 수학을 한다는 것은 구조롤 조작하고 창조하는 일이 다는 것이다. 이

러한 구조는 전문가들의 창조척인 작업과정올 거쳐 만들어 지게 되는데(예를 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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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rbaki 의 대수구조， 순서구조， 위상구조)이훌수확척구초1) (mathematical

structure)라 부용다(Bourb웰i ， 1971). 교수는 이러한 수학척 구조훌 자신외 인

지구조애 알맞재 도입하여 교과서나 척당한 표현수단훌 풍현하여 학생훌에채 천당

하재 되논대 , 이와 갈이 수정이 된 구조률 내용구조(content structure)라고 한다.

이 파정옳 도표로나타내면 그립과 잖다.

교과서로

내용구조

학생용

쩨시된

교수의 언어적표현애

/키|의해 제시된 내용구조I '\.1 학생률에
워하어

수용된

/'1 내용구조

=키 교수의
언지구조

、i

전문가률의

생각 속에

있는
수학적구조

교수-학습의 현장애서 중요시 되는 구조가 내용구조 인대 이것옳 조칙하기 위

해서는 학생훌의 。l해 파갱애서 얼어나는 여러사고의빼턴옳 앓고 내용구초훌구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현대， 철 조혀현 내용구조훌구생하고 표현하는구채척 연

구방법응제시되지 않고 었으며 다만 피아째가 어련아동률의사고 빼턴옳 “삼각형

의 새 내각의 합은 180。 이다” 라는 과째와 성험옳 용해 포짧척으로재시한바 었

다(Resnick， 1981). 그러나， 그가 관찮한 아동의 사고빼턴옴 너무앓반척인 수준

이어서 고풍학교애서 단권의 내용구초훌 구채화 하는데는 그가 사용한 싫험방법외

얘 도옴이 되지 못한다. 한뻔 이해(understan퍼ng) 는 수학과외 교육과정 연구얘

셔 핵성이 되는 연구파채가 되었다. Skemp(1971)는 “어떤 과째훌 이해한다논 것

용 그것옳 자기가 가지고 었는 척철한 스키머(schema) 얘 용화시키놈 얼”로 이해

훌 청의하변서 이해훌 판계척이해와 도구객이해로 나누어 생각했다. 그가 째시한

척짧한 스키머얘 통화하논 과갱옳 어행께 혹쟁활 것인가는 지금까지도 많용 연구자

률이 고민하고 있는 쭈채이다. 최근얘 이러한 문째캠애 대하여 Ginsburg(1990)

1)여기서 망하농 수학척 구죠논 Bourbaki외 추확왜 3가지 기툴구효훌합혔융

환 갱외논 아니다. 、，vade(1972)논 청합 S(¢ ~)에 연산 0가 쭈에쳤올빼 이훌 수확

책 쪼팩이라했31.+확쩍 -rZf:할연산예생훨01·후여헨 수학척 초칙옳외매하폰껏

으로 했다. 어옛폰 서폰에서 얼반혀언 용에로째시한 “구조”와 형재의 것용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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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Vygotsky의 견해롤 수용하면서 이해훌 첸스률 만드는 과청(sence-making

procedures)으로서 다옵옳 포함혜야 한다고말하고 었다.

· 비형식척인 지석， 형식척인 지식， 포눈 이훌 두 요인간의 판계

· 견이훌 위한 규칙， 얼반화， 수학적 지식의 용용

· 참재농혁 및 신념체계

그의 시각을 이해훌 넓운 심리학척인 관점에서 불려고 노력했지만 충요한첨용 수학

외 어떤 과제훌 놓고 불때 간단한 질문(또는 테스트)에 대한 답윷 보고 이해훌 “했

다” “안했다”라고 말 합 수 없으며 단순하고 기계척인 질문에서 사고력(일반화， 심

화띈 관계파악， 활동척 학습상태 퉁퉁)이 었는 질문옳 여러형태로 채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Ginsburg 판첨옴 폰 연구에서 이해의 수준율 쟁활때 칙첩 용용이

펀다.

지금까지 진술된 이해는 구조와 밀접 한 관련이 었다. 수학자가 수확척구조훌

창조합때 그의 사고는 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바탕에서 나올것이고， 수학교육애서

관심이 되는 내용구조는학슐자들의 이해수준올고려한 교과서 저자(또는 교사)들

의 구조화 작업인 것이다. 프로이댄활의 지척도 학슐자률의 이해수준옳배째한 수

학구조흩 칙접전달한다는것윤 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구조불 표현활

방법올 없윷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보처리 과청애서는인간의 지식구조훌

단위 (unit)와 단위가 가지는 정철률옹위계화한모댈로 제시했다(Collins， 1972).

오혼쭉 그림용 Greeno( 1978)가 곱셈과나늦

쟁에 대한 내용구조폴 나타낸 것이다. 가례의

위계훈석 방법과는 툴험올 알수 있다. 여기

서 만월 홉쟁과나늦셈옳 별개로 폴리해서 나

타냈다연 두요소의 역판계롤 이해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3. 연구의 목척

서론에서 간단하게 기술한 연구방향올구체화 활 수 있는 몇가지 목척으로세훈

해 보면， 첫째는 학생틀의 이해롤 측정활 수 있는 도구로서 오류폐턴， 사용펀 전략

빛 이해수준별 성취도를 조사하고， 둘째는 이결과롤 바탕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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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구조콜 수정하여 찰 조직된 내용구조로제시하고， 세째는 수정된 내용구조롤가

지고 수학내용외 지도계열을구성하는데 었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태스트 문향을 만들고 인터뷰 방법과 필답고사방법율 사용하여 학생

틀의 개념이해에서 생기는 오류， 성취도 및 사고방법올조사하는 연구였다. KNU
됩울 현제교과서얘 째시된 내용구훌훌 불섞학교1 01갯옳 »Il옳 학생옳옳 표용요로 하

여 생취도， 오류분석 및 사용흰 사고전략올 연답기법올 통해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

자료는 찰조칙펀 내용구조폴 만드는대 이용되었으며 최종착업옴 수학내용의 지도계

열올 구성하는 일이었다‘ 자세한 연구방법운 다옴과 같다.

표용

연구에 이용된 수학내용용 현제 고등학교 수학II 애 있는 마객분의 내용중애서 기

본개념이 되는 극한， 도함수 및 적분 이었으며 개념위주의 연구이기 때문애 운채해

결올 최소화 했다. 연구의 골격은 캐념의 이해수준올 연첩이나 태스트롤 통해 측정

하는 내용이 주가 되므로 표본선정에 주의롤 했다. 우션 표용율 A 집단， B 집단 및

C집단으로 나누었으며 A 집단의 성격은 대학에서 수학 또는 사범체 수학올 전공하

는 30명의 화생으로 구성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 배운 3가지 개념에 관련된 지식이

전이된 상태를관창하기 위한집단이었다 .B 집단 과 c집단은고등학교에서 표집이

되었는데 B 집단은 비명균화지역에서 션발펀 60명의 학생으로구성된 매우 우수한

집단이었으며 C집단은 형균화 지역에서 표접된 학력수준이 보홈인 60명의 학생으

로 구성이 되었다. 능력수준야 다폰 집단옳 션정한 이유는 학생률외 개념이해애서

보이는 오류와 천략이 일관생이 었는가훌 관활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스트구성

태스트는 극한， 도함수， 부정척분 및 정척분에서 학생플의 개념이해 과정옳 크

채 비형식척 지식과 형식척 지작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서 그들이 사용한 사고의 전

략， 오류폐턴 및 성취도폴 첼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따라서， 테스트의 문항형식용

인터뷰와 필기검사를 활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각 개념옹 5단체 이혜수훈올 측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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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비형식적인 수준의 문항으로부터 형식척 수준의 문항까지 짜여쳤다. 총

707R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모두 소개활 수 없고 다옴장애서

진술하게 되는 이혜수준에서핵심문항올소개하였다.

지도내용의 계열문제

수학의 지도내용옹수학에 논리적 구성에 의해 계열화가 이루어진마. 예를률면，

미훈다옴에 척훈이 온다든지 미분에서도미분계수 다옴에 도합수가 옴다든지 하는

것 퉁이다. 이러한 내용구조의 위계눈 총 고등학교의 교육파정의 내용구정애서 가

장 고려되는요인이 된다. 그러나， 수학내용 충에는 이러한논리척인 구성방법에 영

향을 별로 받지 않고 교사의 경햄과 학교가 정하는 교수세목(syllabus)에 외해 체

열화 된다든지， 또 논리척인 구성에 의해 주토픽(major topic)이 결정되었다해도

소토획이 결정되어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는 학생들의 개념이해 과청올 척

절한테스트를통해파악해 봄으로써 수학적인 논리척 구성방법의 약첨올 메꿀수 있

다. 문제는 이러한요구에 알맞게 문항올 만들고 인터뷰하는방법올 개발하는 일이

최근의 연구과제가되었으며 본 연구도 이 범주에 속한다. 연구애 사용된 테스트외

문항은 펼답형(υ”、n‘Yη"I끼l

고 이들옴 다옴의 조건에 알맞게 구성되었다.

(1 ) 테스트는 비형식척인 지식올 묻는 쉬운운항부터 형식척인 지석올 묻는 어려

운 문항까지 각 개념에 대한 문항군(items group) 으로 구성된다.

(:2 ) 각 푼향군에서 문항틀사이에는 수학척인 밀착(coherence) 이 성립되어야한

다.

(3) 각 문항온 현제 주어진 내용구조 속에 있는 수학내용옳 가지고 이해 수준에

알맞게 형태 (form) 을 결정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과정과이해수준운연구에서 사용한태스트의 결과롤통해

결정되고， 이 자료가 기존의 내용구조롤 수정한다거나 지도내용의 7얘열구성에 사용

되었다.

5. 내용구조와이해수훈의 결청



380 신현정

여기에서는현행교육과정에었는 내용구조를정보쳐리모형애서째시한방법으로

모텔화 해 보고 태스트 구성에 필요한 이혜수준옳결정혜 본다.

내용구조

이폰척 배경에서 제시된 구조와 그 표현방법율 이용하여 현재 교육과정애 있는

매적분에서 극한， 도함수 및 적훈의 개념얘 대한 내용구조훌각각 모탤화했Z나 여

기서농 지면판7껴상 극한폰 도합수의 내용구조(표 - 1)에 핵심구조롤 포함시키고 쩍

품(부정적불， '정쳐불j옵 생량하고 ￡짧수혜 1 내흉구효딴 째사환다. 이 포렐용 뺨확

척인 토픽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률 맺고 었는가훌 나타내고 었는대， 두가지의 관

계， 즉， 대상관계(object relation) 와 산훌판계(outcome relation)로 이루어 졌

다. 또， 전시학습인 경우는 실선으로 연결이 되며 충요한 검운 동그라미숙얘 률어가

는 토찍충애서 수학외 과청토픽이 구조애서 핵심역활용 하채띈다. 그련댁， 내용구

조률 확쟁률이 교과서(교수포합)률 용해서 이해하재 되는 교수-학슐얘서는 번역과

갱 (translation process) 이 률어가재 되기 때문얘 위의 구조모웰옹 표현모드롤

포합해야 마땅하다. 오흔쪽 도표는 Lesh(19S1)

가 제시한 표현모드이다. 어기서는 가

켈쩍인 구조모텔에 이들을 나타내지는

않고 연구의 결폰 부분에서 수청원 내

용구조에 학생물의 이해과정에서 외미

있채 발견된 표현모드률첨가하기로한

다.

훌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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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덴탈이나하우손 (Howson ， 1986)퉁이 지척한 것처럽 수학척인 구조폴내

용구조로 바꾸는 과정에서 학습자를의 학습폐턴(이해구조)올 고려하는 일옹 충요한

연구파제가 펀다. 그러면， 찰 조직펀 내용구조는 어떤 조건올 가진 것인가? 또는，

잘 조칙펀 내용구조롤 만즐기 위하여 어헌 연구철차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 연구의

관심이 펀다.

Greeno(1978) 는 수학척 구조가 화생들의 이해과정애서 다옴 몇 가지 조건율

갖추었올때 찰 조직된 인지구조로 현다고 했다.

· 인지구조 속에 지식은 수학척으로 영확해야 된다.

· 인지구조속에 었는 수학척인 개념， 기능 빛 과정은 강한 밀착올 가져야 한다.

· 두 조건올 만족한 구조는 새로운 수학적 장면(new situation) 에 옹용이 되어

다흔지식으로 전이가 되어야 한다.

3가지 조건옹 포괄척인 진술이기때문에 수학에서는 학습자가 어떻게 조건틀을

만측하는지롤 알아보는 연구방법등이 개발되어야 한다(아직 미개발 상태임). 한펀

위의 3가지 수학내용 및 수학적인 능력올 주로 진솔하고 있지만 Lesh(1981) 등이

제시한 표현모드(represC'ntation mode) 는 내용구조롤 구체화 하는대 보조조건이

펀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에 인지구조롤 바르게 파악하여 내용구조률 만

툴 것인가이다. 이 분야에 대해 일부 연구한 결과 (Shavelson , 1974)도 있으나 본

연구에 알맞옹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연구방법올 동원해서 이 문제롤 훌기

로 했다. 하나는 학생들의 이해측정올 통해 이해수준올 관찰하는 일이고 다흔 하나

는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천략과 오류률 조사합요로써 위에서 제시한 3가

지 구조조건올 만족하고 있는가롤 관찰하눈 일이었다.

톡히， 오류와 전략옹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어떤 사고 방법올 쓰는지 또는 이해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띈다. 다시는 말하면， 수학적인

개념， 기능 및 과정의 밀착성， 수학적인 전이 정도를 파악하는데 정보를 제공해 준

다. 결국， 3가지 연구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문항의 구성이 필요하고

기본준거로서 이해수준을 결정하는 일이 본 연구의 핵심이 되었다.

이해의 수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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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수학척인 과쩨(예훌둘연， 도합수)률 이해하는 정도훌 5개 수훈으로 나누어 진슐

혔다. 각 수준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확척 활동이 기슐되었고， 이것용 학

교얘서 교수-학습활동으로 연결이 휠 수 있으나 여기애서는 이러한 수학적인 활동

옳 측정합 수 었는 문향구성의 기준이 된다 (Hart , 1981). 수훈1: 혹청하려는

과채의 전시 학습의 획득여부활 확인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수학내용이 단순하고

벼형식척인 상황￡로 채시되며 학생풀이 사용하는 사고전양도

세기 (counting)와 강이 단순하다. 일반화펀 문채상황옹

a쩨빼행-q.ι ~훨쭉l표빼폰빼셰 7"뺑에”α 빼얘에써쩨미매川"b

g 값픈 어찍떻황게 변하는가? 이때 ν 변화량Ix 변화량용 얼마

인가? 또한 향수 f(x) = X
2 의 그래프얘서 (3+042f-9)

의 뜻옳젤명하여라.

$;싫&I 짧01 I편I §;3§399

수출2: 이 수준에서 째시되는 과채도 천시학습이 된다. 그러나， 문채상황의 구F

가 좀더 복잡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고천략도 단순치 않다. 표현모드는

비형식과 형식율 혼합하며 기호훌 덜

쓰변서 일반화되는 과정옳 묻는 운채

상황이 재기된다. 표풀 보고 h • 0

일때 반판프의 첩근값올구한과정

올성명하라.

x
3

수훈3: 이 수준에서 채시되는 수학내용운 션수확숍이 아니다. 학생뚫용 개념옳

비형식척인 모드훌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수학적인 과청지식이 펼요하며 일반화

펀 푼쩨상황옳 해결합 추 았어야한다. 그러나 형식척인 표현 방법옳 코채 캉쪼하치

않으나 수준픈 2보다 훨씬 발달된 사고전략옳 가진다. 합 y

수 f(x) = 녔 의 그래프훌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f ’(3) =
limμo 훨땀쓰 의 훗용 h앓훌 쩍당혀 장아가변서 수
열올 만들고， 이 수열이 의미하는 것올 기하학척으로 셜

명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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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4: 학생들용 수학적인 기호나 식(형식척 표현모드)율이용하여 개념을 정의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정의롤문제상황에서명료하게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 제시되

는 수학적인 소재는 추상화된 기호등올 이용하게 되고 사용되는 사고전략옹형식성

올 띄게 된다 함수 f(:t) 가 주어졌올때 f ’(x) = limh-.o f(z+%-f(X) 률 썰명해

보고 이합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주어진 합수 f(:r) 와 다륜지 말하여라. 또 이 청의

률 이용하여 앞(sin.r) 률 구하여라

수출5: 이 수준온 수준4롤 새로운 수학의 문제상황에 전이시킬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과 개념사이의 강한 밀착성올 제시할 줄 알아야한다. 전이되는 새로

운 문제상황옹 복합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반례의 경우도 포함한다. 합수

f(x) = 1:1'\의 도함수 j ‘'(.1' )는 :1' = 0 에서 존재하는가? 이결과롤 이용하여 다옴

명제의 창， 거짓을 말하여라. (A) 합수 f(x) 가 xQ 에서 연속이면， 그 지첨에서 도

합수가 존재한다. (B) 함수 f(·1')가 xQ 에서 도합수가 존재하면 ， f(x) 는 그 점에서

연속이다.

위에서는 각 수준별로 문제롤 한개썩만 제시했3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재

로 여러 문제를 앞에서 진술한 내용구조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주의활 점운 교과

서에 있는 문제 뿐 아니라 연구자가 독특하게 만든 문항들도 사용했다.

6. 결파분석

고퉁학교의 미적분의 영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극한의 개념， 도합수의 개념 빛 척

분의 개념올 선태하여 인터뷰와 주관식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결과로써 학생들의

이해수준별， 성취도‘ 오류의 종류 및 사고전략을 조사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3가지

조사에서 얻어진 중요한 분석만을 제시하고 이들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된 내용구조

와 내용의 지도계얼을구성해 본다.

(1) 사고천략과오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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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사용한 사고과정과 방법에서 어떤요휴가 발생했는지률잘

펴본다. 물폼， 오류는 얼부학생이 발생시킨 것 보다 많옹 학생률이 보여준 것이 내

용구조률 수정하는데 의미었는 자료가 원다. 흑히， 표폰집단중 우수집단(A， B 집

단)애서 보여준 오류는 보다 심각하채 받아 주어야 한다. 다옴애서는 븐 연구애서

발견휠 매우 충요한 결과만 기슐혜 본다.

극한외 깨념

표본 B와 C에서 수혈의 극한애 대한의마앓능$류가앓생했는혜수엎 {(-1t} ,

{3 ,2 , 1, OOO··· }에서 천자에 극한이 존재하고 극한앓옹 1, -1 이라고 대답쨌고(

오류 5%)， 후자에는∞，1 ， -1 과갈이 대답한우수학생외수가많았다(오류21%).

이것과 비슷한 다폰 문제률에 대하여도위의 결과와 벼슷한 현장율 보였다. 이렇채

폴련 학생들옴 합수의 극한에서도 limx _ a f(:1:) = b의 의미훌 파악하지 못했다.

얘훌 률면 ， X n • 2 율 만들고 이에 대용하는 f(x n ) • 5( 단， f( x) = 2x + 1) 옳

만들도록 유도 했는데 생소하게만 생각했다. 즉， 수얼의 극한파정옳 합수의 극한 과

정얘 연결시키지 못하는 첨이 관찰되었고 이는 현재의 내용구조의 취약첨옳 말하는

것이 기도 하다. 통일표본에서 많은 학생플이 limx~a f(x) = f(a) 와 찰이 x=a

률 합수애 대업합으로써 극한값율 구하는 경향이 캉했다. 오플쪽과갈응 질릎얘서

표용 B애서 용 많용 학생훌이 f(x)는 x=l얘서 연속이 아니므로극한은폴재하

지 않은다고 대답했다. 결폼척으로현행교과서나

학교의 지도가 학생들의 “approximating process"폴

강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올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옹

limx _l(:r + 1) = 2 와 잡아 형식파정(formal limit

process) 이 도입되기 전에 캉조되어져야 한다. 우극한(

좌극한)에 판한 6개의 문황얘서도 똑갈온 양상올 보였다.

도합수의 개념

표본 B ， C에셔 옴 학생률용 변화율과 칙션의 기옳기와 관채훌 맺지뭇했으며 다

용파 짧아 물리혀현상애서 종훈과 변화올옳 이해하지 못했다 (A첩한 20% , B집단

40%) 따라서， tll 분계수(derivative at a point) 의 표애서 쩍핑얀의 뭇올 명

확히 잡지못하거나 오폰쭉 그래프에서 Pl ， P2 의 기울기와 관련시키지 못했다(B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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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5

t→2일때

평균변 화율은?

1.999 19.5804049
2 19.6 0.019595
2.001 19.6196049 0.0196049척훈의 개념

단 37%) 따라서， 표본 B ， C 의 많옹 학생률이 단±뤘f二요와 limh_o학딱g

와 갈온 두식의 차이올 구분하지 뭇했다. 톡히한챔은극한값율

교파서의 계산법에 의해 구했으나 계산파정 앙

의 뜻윷 기하학척으로설명하지 못했으며 단

순히 명균변화율이라했다. f' (2) = f' (x)

용 창이다고말하는 학생이 많았고재미었는

것온 f(x) = x2 의 도합수활옳게 대답한학

생이 야 합수의 그래프활 주고 도합수률 그

려라 했옳때 청의역파 치역옹 물론 그래프로 t초 5=4.9t2

바르게 그리지 뭇했다(A집단 45% , B집단

58%)

0

몇 가지의 개념에서 표본 A ， B ， C외 학생률은 의미있는 오류률 범했다. 첫번

째는 분활 [a , b] 과 기퉁외 높이 f(Xj) 훌 뭇구해 상합(upper sum) 옳 구하지 못했

고， 둘째는 연척의 근사값 ε f(:r‘ j )6.Xj 과 lim L':>. x-• 0 ε(h*)6Xj 옳 연결율 시키

지 됐고 두 과정을 이용하여 J12:rdx 롤 구하지도 뭇했다(오휴 70% 이상)， 포， 훈

활된 소구간 [.l:i-l ’‘l’ d 에서 ‘l?i* 률 임의로 잡올수 었는가얘

대하여도 대부분 알지 못했다. 결론적요로 연척의

근사값 구하는 과정과 극한 값올 구하는 과정사이

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교과서

의 척붐개념에 구분구적법 A로부터 정적불의 정의

까지에 대한 내용구조는 약간의 수정올 거쳐야 한

다.

(2) 이혜수준의 성취도

그렴-2윤 3가지 개념에서 각 이해수준애 대한 표본집단 B， C 의 성취도훌 범위

로 나타낸것이다. 분석올 위해서 모든 문향올 각 개념별로모아 문재군을만들고각

문제군용 다시 5단계 이해수준에 알맞게 KNU팀이 문항 조정을 하였다.



386 신현쟁

문항들용 개념이해롤 물는 것들어 었는데 표본집단의 능력얘 비해 이는 현재 교

과서의 내용구조나 학교의 개념지도가 취약합옳 말해주고 있다고 훌수 있다. 그립

얘서 불때 성취도 경향옹 이해수준이 높율 수혹 낮아지는대 어떤 수준얘서는 그 반

대의 현상을 보인경우가 었다. 이는 천략과 오류외 분석애서 보여준 학생률의 오휴

가 그현인이 된다. 예롤툴면， 수옐의 극한， X n • a 얼때 f(x n ) -• b의 이혜，

불연속 지점외 극한폰째여부， 폴리 성해도(%)

쩍인 현상에서 명균 변화훌과속도개 없
념의 훌홉， (3+0.2)2-9/0.2빼 1훌옳 뺀--CO，

그래프에서 짧하고 limh.→o f(3+%-f(3) 앓

과 구훈하기， f(x) = x 2 의 도합수 그 짧
래프 그리기， 정척분애서 근사변척 구 20

하기， 정척분의 정의에 따른 값쩨산등 10

퉁이다. 懶
-
뺏

쳐
1

i
ι‘‘/.햄

캠
햄극

꿇.1

(3) 수갱편 내용구조와지도채혈외 구정문째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오류분석，사용펀 전략， 이혜수출 쟁취도)훌보면 학생툴

외 인지구조가교과서애 쩨λI펀 내용구쪼와앨치하지 않옴올알추 었기 때문애 내용

구조롤 수정하게 된다. 지면관채상3가지 개념에 대한 수정된 내용구조훌모두 담

을 수 없으므로도합수의 개념얘 대한 내용구조풀수정하면 표 -3파 갈다. 이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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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굵용훤으로 둘러쌓인 단위가 새로더해지는 것이며 각단위얘서 지식외 표현 방법

으로 RF( 표현모드)， TF( 변환모드)풍이 첨가되었다.

다용과째는이렇재 수청펀 내용규쪼훌이용하여 내용외 지도채혈옳구정하는문

째였다. 연구방법에서도진솔한바와갑이 수학척인 위체방법과학숍자외 학숍빼턴

윷 종합한 것이 지도계열 문제었는대 도합수의 개념 영역얘서 이러한 지도채혈옳

구쟁해 보면 다용과 감다.

수학쩍 또는 -• 직션의 기옳기와 • 수치해석척인 근사과정 •
물러쩍 상황 그래프애서 형균
애셔 양의중감 변화율 (approximation procdure)
(.6. x• .6. Y. b. s) ~ζ객l二.!'lxti approx f(xo+.6.xL:i{￥1t!

.6. x .6. x

→수치해석적 및 • 물리척상황 • 미분법척
및 기하적인 에서의 도함수
근사과쩡

appr.s다따으μ객ill

6t

기하학척인 방법의 -•
근사과정 approx ‘

f(x-O_+~~)二LC~QJ
.6. x

물리적인 문제

상황에서 변화옳

li1.lt+b.x)-s(to)
6t

미분계수

계산법

• 도함수 및 미분과정 •

(정의역，치역， 공변쩍)

(s( t): 거리합수)

6. 결폰 빛 토폴

이 연구는 교과서 저자(또는 교사)률이 제시한 내용구조훌학습자외 학습폐턴(

또는 이해구조， 인지구조라고했읍)에 알맞게 수정하여 지도체혈의 구정분쩨훌논

의해 본 것으로서 연구방법으로오류훈석，사용된 사고 전략 빛 정취도의 분석율 이

용하였다. 이 연구의 진행도총애관찰펀 홍며있는사실용우리나라의 고풍학쟁률융

교과서에 제시펀 수학내용의 형식척 표현 방법에 익숙치 않고 있옵옳 앓수 었었다.

즉， 학생틀 나롬대로 비형식적인 과정(informal procedures)옳 만풀어서 교과서

의 형식척인 표현율 이해하려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고등학교애서 벼형식척

과정으로서의수학격인활동올 억제한챔훌 쟁짝해 활때 01러한 관찰용 앞으풍고풍

학교 및 대학수학교육에서연구휠 소채가 된다. 즉， 우리나라의 학생(대학생 포합)

틀옴 언제， 어현종류의 비형척 과정올사용하여 수학의 정의， 정리， 및 기능옳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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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이며 이러한 관찰용 대학교에서 더 좋은 교쩨훌 구성하는대 펼수척인 연구

문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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