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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개념지도를위한모델비교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models for

teaching the concept of function

허혜자 Hae-Ja, Heo 김종명 Jong Myung Kim 김동원 Dong-Won, Kim

수학사적으로 함수개념은 비례관계, 종속변수, 식, 대응 등으로 발달되어왔으며 수학교

육과정에서는 3차, 7차, 7차 개정안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함수개념 도입을 위한 함수의

정의에서 강조점 바뀌었고 이러한 수정의 핵심은「종속」과「대응」이다. 본 연구는 종속

과 대응에 초점을 둔 수업의 장단점을 비교하고자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서 물통

모델과 자판기 모델을 선정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함수의 개념과 함수의 표현에

대한 2차시 수업을 실시하고 형성평가 문항분석을 통하여 두 모델의 차이점과 효율성을

파악하였으며, 3개월 후 파지 효과를 조사하였다.

자판기모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의 함수의 정의 이해 뿐 아니라 특히 개념이미지를

만들고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물통모델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종속변수에 대응

된다는「임의성」을 이해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냈지만, 함수식의 표현과

관련해서는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his study aimed finding effective models for the teaching the concept of function.
We selected two models. One is discrete model which focuses on the ’correspond-
ing rel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ets(domain and range). The other is continuous
model which focuses on the dependent relationship of the two variables connected
in variable phenomenon. A vending machine model was used as a discrete model,
and a water bucket model was used as a continuous model in our study.

We taught 2 times about the concept of function using two models to the 60 stu-
dents (7th grade, 2 classes) living in Taebak city, and tested it twice, after class
and about 3 months later.

A vending machine model was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definition of func-
tion in the 7th grade math textbook. Also, it was helpful to making concept image
and to recalling it.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 used the water bucket model
had a difficultly in understanding the all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domain cor-
responding to the dependent variables. But they excelled in tasks making formula
expression and understanding changing situations.

Keywords: 함수의 개념 (function concept), 자판기모델 (vending machine model), 물
통모델 (water bucket model), concept image(개념 이미지), 개념 정의 (concept def-
inition), 종속 (dependence), 대응 (correspo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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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함수적 사고는 대수와 기하를 관련지어 주고 응용 수학을 포함하여 수학적 사고 전체의

바탕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며 수학적 사고 신장을 위한 핵심이며 필수적인 것이

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함수는 중학교 수학 중 가장 중요한 단원 가운데 하나

이면서도 학생들이 그 개념을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널리 알려졌다 [21, 22].

일반적으로 중학교 교과서의 내용은 방정식을 학습한 다음 함수단원을 학습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지만, 방정식을 충분하게 학습한 학생들도 함수단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담

감을 가지고 있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함수개념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함수에 대해 바르지 못한 개념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다

[8, 18, 25].

함수개념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함수개념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20]. 종속관계든 대응관계든 학생들이 교사나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접

하게 되는 함수의 정의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중학교 수준의 학생이 매우 함축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된 그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함수개념

의 정의를 암기하여 알고 있다고 해서 개념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라리 개념을

이해했다는 것은 바른 개념 이미지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념 이미지는

예를 들면 반례, 정리, 특정개념에 관해 알고 있는 관련사실 등으로 학생들의 개념이미

지는 수업 중에 제시되는 아이디어, 예, 또는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된다. 일상생활 속에

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개념은 정의와 별 상관없이 획득되는 반면 어떤 개념은 정의에 의

해 도입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개념 이미지의 형성을 돕지만, 이미지가 형성되고 나면

정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3]. 우리가「함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떠

올리는 것은 개념정의가 아니라 소위「개념 이미지」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반응은 직관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불완전한 개념 이미지로는 틀리기 쉬운 비정형적인

문제의 경우만 개념 정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생의 잘못된 개념 이미지는

자신의 정의에 관한 생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함수개념의 지도 시 함수정의를 위해 제시되는 함수 모델은 함수 개념 이미지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함수에 대한 개념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모델을 선택하여 함수를 지도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

다.

수학교육과정이 변천해 옴에 따라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함수에 대한 정의는 3차 교육

과정에서 새 수학의 영향을 받아 종속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던 것이 대응 관계를 중시하

는 입장으로 바뀐 이래로, 7차 교육과정에서 비례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속으로 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응이라는 용어를 직관적인 수준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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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기로 함으로써 종속 관계와 대응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함수개념을 도입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수 개념의 발달과정에서 보면 종속 관계에 초점을

둔 것 보다 대응 관계에 초점을 맞춘 함수 정의는 더 후에 나타났으며 종속 관계에 의한

함수 정의보다 더 포괄적이다. 즉 함수 개념의 발달과 더불어 외연의 확대가 이루어지

고 그에 따라 내포가 달라졌다. 이러한 함수의 정의의 변천에 따라 함수개념을 도입하

기 위한 모델도 차이를 드러낸다. 종속적 함수관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양 사이의 변화관계로서, 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다루지만, 대응에 초점을 둔

함수 관계는 집합의 원소 간의 대응을 다루기 때문에 이산적이다. 이처럼 함수 개념의

지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은 함수의 지도가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도하고,

각 관점이 갖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함수개념 형성에 음료수 자판기를 이용한 자판기모델과 수도를 틀

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물통에 일정한 양의 물이 채워지는 물통모델 중 어떠한 수업모델

이 더 효과적인지, 두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모델이 학생들의 함수 개념

파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함수

지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함수개념의 발달과정

우리 주변 세계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등장한 함수 개념

은 수학적 필요에 의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면서 발달해 왔다. 함수개념은 비례관

계, 종속변수, 식, 대응 등 오랜 역사적 발생 과정을 거쳐서 세련되어온 것으로 수학의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개념이며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함수의 역사적 발달은 천체 운

동을 기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전 함수단계, 그래프와 곡선의 형태로 표현된 기

하적 함수 단계, 식으로 표현된 대수적 함수 단계, 대응으로 표현된 논리적 함수 단계,

관계로 표현된 집합적 함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 13, 14].

전 함수 단계는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나 그리스의 천문학에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

한 의식이나 논의 없이 주로 태양, 달, 행성, 성운의 운동 등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여,

관찰된 경험적인 수치 자료를 수표로 정리하고, 수표를 사용해서 천체 운동을 서술하고

천체의 주기성을 관찰하였던 시기다. 일차함수, 이차함수, 삼차함수와 같은 기본적인 함

수의 기원은 바빌로니아 수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기하적 함수 단계는 함수가 수학적으로 의식화되어 발달하기 시작한 17세기부터로

볼 수 있다. 이 당시에 함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동을 나타내는 곡선을 중심으로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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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선, 곡선 아래의 넓이, 곡선의 길이,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의 속도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의식화된 함수가 운동을 나타내는 곡선과 관련해서 개념화된 시기다.

라이프니쯔 (G. W. Leibniz, 1646〜1716)는「곡선상의 한 점의 접선의 길이, 접선, 법

선의 길이, 법선 등을 구하는 일을 함수 (functio: Ratio)」라고 하고, 이런 것들의 좌표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대수적 함수 단계는 비에타 (F. Viète, 1540〜1603)에 의한 문자사용과 데카르트 (Renè

Descartes, 1596〜1650)의 해석기하학을 기초로 함수를 대수적으로 연구하던 18세기

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f(x)라는 기호를 처음으로 사용한 오일러 (Leohard Euler,

1707〜1783)는 변수와 상수들이 결합되어 있는 종류와 방식에 따라 함수를 구분했으며,

「만약 어떤 양이 다른 양에 종속된다면 전자를 후자의 함수라 부른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당시에는 각 변수의 구체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변수들을 어떤 형태로든 서로 연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시되었다. 이것은 함수의 기하학적 원천과는 관계없는

대수적인 조작 가능성에 의미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된 조작 가능성으로 합

성함수와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논리적 함수단계는 19세기에 함수는 더 이상 대수식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두 변수

가 대응이라는 논리적 조건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이 보편화되었던 시기이다. 수학

자들은 푸리에 급수에 대한 연구, 디리클레 함수의 출현 등으로 인해 Euler의 함수 개

념을 재고할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게 되었다. 함수 개념의 외연의 확장으로 인한 내포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면서 하나의 특별한 형태의 곡선으로 나타내어지건 그렇지

않건, 일반적으로 어떤 독립 변량의 값에 따라 그 값이 정해지는 종속변량은 모든 함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19세기 초에 디리클레 (P. G. L. Dirichlet, 1805〜1859)는

「주어진 구간에서 x의 각 값에 y의 유일한 값이 대응할 때, y는 x의 함수」라고 정의하

였다. 함수를 정의하면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종속되든지 안 되든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든지 없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변수의 각 값에 다른 변수의 유일한 값이

대응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논리적 조건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함수에서 변수 개념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가성과 임의성이 강조되게 되었다.

집합적 함수 단계는 논리적 함수 단계에 포함시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엄밀한 의

미의 공리론적 집합론을 기초로 함수를 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데데킨트 (J. W. R.

Dedekind, 1831〜1916), 코시 (A. L. Cauchy, 1789〜1857), 칸토어 (Georg Cantor,

1845〜1918) 등의 해석학의 기초가 되는 실수의 구조를 엄밀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

이게 되면서 집합적 함수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9년 부르바키 (Nicolas

Bourbaki)는「E, F를 집합이라 하자. E의 변수 x와 F의 변수 y사이의 관계가 만약

모든 x ∈ E에 대하여 x와의 주어진 관계에 있는 y ∈ F 가 하나만 있다면 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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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적 관계라 한다.」고 하면서 집합적 함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함수 개념은 오랜 발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종속성에서 대응으로, 동적

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규칙적인 것에서 임의적인 것으로, 다가함수에서 일가함수로

전환되었다.

2.2 수학교육과정과 함수 지도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함수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오는 동안 학교수학에서 함수의 본질은 대체로

「종속」과「대응」어느 한쪽으로 파악되고 강조되어 왔다. 함수의 본질을 종속으로 파악

하게 되면,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수학적 세계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지각되고,

상상되고, 가정되는 변수에 대해, 변수 사이의 종속 즉, 한 변수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

다른 한 변수가 변화한다는 속성을 강조하게 된다. 반면, 함수의 본질을 대응으로 파악

하게 되면, 변수 사이의 종속과 무관하게, 두 집합이 있어 한 집합의 각 원소에 상응하는

다른 한 집합의 원소가 항상 존재한다는 속성을 강조하게 된다 [9]. 앞서 살펴본 함수의

발달 과정에 의하면 함수개념은 종속에서 대응으로 외연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함수교육 부분을 살펴보면, 2차 교육과정까지는 함수개

념을「종속」으로 파악하고 있다.1) 새 수학의 영향을 받은 3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대

응」을함수의본질로파악하였다.이러한사조가 6차까지이어져왔고 1997년 12월 30일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함수 개념의 도입에「비례 관계」를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10-나단계]에서대응을함수의본질로파악하게하는것으로보아대응을함수의본질로

파악하게하는것을완전히포기한것으로보이지는않지만,적어도 [7-가단계]에서대응을

함수의 본질로 파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10]. 이후 7차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함수개념도입시대응이란용어를직관적수준에서다루도록하였다. 예들들어,

7차 교육과정의 [7-가 단계]에서「두 변수 x, y에 대하여 x의 값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y

의 값이 하나로 결정될 때, y를 x의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 y = f(x)로 나타낸다 [1].」고
함수를정의한반면, 7차개정교과서에서는「두변수 x, y와같이 x의값이변함에따라 y

의값이하나씩정해지는두양사이의대응관계가성립할때, y를 x의함수라고하고, 이

것을기호로 y = f(x)와같이나타낸다 [12].」고함수를정의한다. 새수학운동당시현대

수학을 조기에 도입하고 지도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함수의 발달에서 뒤에 나타난 대응을

지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일수있고, 반면역사발생적원리나실제수학 (RME)에바탕을

둔수학교육적입장에서는함수를대응에앞서종속으로지도하는것이당연할것이다.

그런데, 몇몇 연구에서 7차 수학교육과정의 교과서로 배운 중학교 학생들이 지닌 함수

1) 2차 교육과정 당시 일부 교과서에서 대응으로 함수개념을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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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대한조사에서「대응」개념을가진학생들이발견되었다 [8, 18]. 이는초등학교 (6-

나수학)에서학생들이규칙과대응을배웠기때문일수도있고,학생들이접하게되는교과

서외의수학책에서는 7차교육과정이반영되지않은채집합을사용하여대응으로함수를

정의한 것이 소개되었기 때문이거나 학생들이 고교과정을 미리 선행학습 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학생들은 개념 정의를 기억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념

정의의 지도가 어려움을 시사한다. 따라서「종속」과「대응」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는학생들에게함수에대한바른개념이미지를심어주기에적합한모델이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1 함수 영역에 대한 개정 교과서 도서 분석 (8

종에한정)에서김부미 (2009)는함수의학습과정에서사용한실생활맥락은두양의비례

관계에초점을둔실생활소재만을활용한 7차교과서보다다양한실생활맥락을활용하고

있으며, 함수학습에서 직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대응 관점의 소재를 도입하기 위해 비

례관계가아닌성장곡선, 지구온난화같은실생활맥락이교과서의탐구활동으로도입되

었다고분석하였다 [7]. 구체적으로교과서에서「함수의뜻」을위한도입맥락으로화성탐

사,돌고래헤엄,머리카락의길이,지구온난화,주유한휘발유의양,선풍기바람의세기,

자판기, 아이스크림, 양궁선수권대회, 수영장에물채우기, 기차역위치말하기, 바둑판,

지진파,도자기공방,성금액,휴대폰문자요금등이사용되었다 [7]. 교과서의함수맥락은

앞의구분을빌자면대응이강조된것과종속이강조된것으로구분해볼수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대응이강조된자판기모델과종속이강조된물통모델을통해함수개념을지도

하고각모델이지닌장단점을비교해보고자한다.

2.3 개념정의와개념이미지

Tall과 Vinner [23]는 개념에 대한 각 개인의 생각과 그 개념의 형식적 정의, 즉 정신활동

으로서의 수학과 형식 체계로서의 수학을 구분하였다.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인간의두뇌가순수하게논리적인것만은아니며, 수학의논리와모순되는경우도

있다. 수학교수학습과정에서개념정의를지도할때많은교사들은학생들이인지적문제

해결상황에서이러한개념정의를이용해서문제를해결할것이라고믿지만실제는그렇지

않다는것이보고되고있다 [15, 24].

예를 들어, 교사들은 학생들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이답을하기위해서어떤형태로든개념정의를고려하여반응할것이라고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림 4]와같은직관적반응이학생들의사고과정을설명하기에더적절한모델

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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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Vinner는고등학교 1, 2학년의상위권 147명을대상으로함수의정의를묻는문항 (1개),

함수를 판단하는 문항 (2개), 함수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문항 (1개) 등 총 4문항을 조사한

결과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제시한 학생의 1/3만이 나머지 질문에 옳게 답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제시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의를

생각하지않고질문에답한것이다.

특히 개념학습에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의 역할은 개념의 예와 예가 아닌 것을 규

명할때뚜렷해진다. 이론적으로우리는수학적정의를토대로주어진개념의예가되는지

아닌지를결정하지만, 실제로학습자는수학적인정의보다는자신이지닌개념표상을준

거로하게된다. 따라서 학생이스스로개념의예로생각한것과수학적정의에의한개념

예사이의차이가교육적문제를야기시킨다[15].

개념이미지는모든정신적인그림과그와관련된성질이나과정을포함하는것으로,모든

종류의경험을통해오랜기간을거쳐형성되며, 개인이새로운자극에부딪히거나성숙해

감에따라변화하게된다. 개념이미지가발달하는과정에서일관성을항상유지할필요는

없으며, 인간의두뇌가그렇게작동하지도않는다. 감각적인내용들이투입되면어떤신경

단위들은자극되고어떤것들은작동되지않을것이다. 이러한식으로자극이다르면활성

화되는개념이미지의부분도달라질것이며, 반드시일관성이유지되면서개념이미지가

발달될필요는없다 [23].

수학자들은논리성을강조하면서수학내용을학생들에게제시하는것이좋다고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사들과 똑같은 경험을 갖지 못한 학생들은 형식적인 접근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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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생각하며, 교사들은그현상을학생들이경험과지능이부족하기때문이라고간주

한다. 학생들이필요성이라는보다넓은맥락에서본다면그것은현실적이지못하다. 학생

들이성장함에따라수학적지식도성장한다는생각이필요하다 [24].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연구는 2010. 6. 11〜10. 4(약 4개월)동안강원도태백시에위치한 S중학교 1학년 2학

급 (각 30명, 총 60명)을대상으로, 두개의실험군으로나누어한반은자판기모델을다른

반은물통모델을이용한수업을실시하였다. 두 반은중학교입학시반편성시험에의해

배치된반으로서학력수준은거의동일하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사교육을통한함수의

선수학습이되어있는학생은두반에서각각 12명과 10명으로조사되었다.

3.2 연구실험절차

중학교학생들의함수개념의이해와파지능력에대한사전검사를위해함수를배운지 1, 2

년이지난 2, 3학년을대상으로함수의뜻을얼마나잘이해하고있는지자체개발한함수개

념파지능력검사지를이용하여조사하였다. 검사지의타당성확보를위해수학교사 (1인)

와수학교육전문가 (1인)의검토를받았다.검사지를분석한결과학생들은함수개념에대

한이해에어려움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자함수개념

지도시자판기모델과물통모델을이용하여두학급에실험수업을실시하였다. 수업은총

2차시로 2010년 6월에이루어졌다. 실험수업후형성평가를실시하여함수개념의이해에

대한 각 모델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였다. 실험수업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사전검사에서이용한것과동일한함수개념파지능력검사를 1학년에실시하였다.

표 1: 연구실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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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내용

4.1 함수개념에대한실태분석

S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 때 배운 함수의 정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2010년 5월에조사하였다. 학생들의함수개념의이해에대한조사결과 (표2 참조)를

이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4 단계로 구분하였다.「함수는 x의 값이 하나 정해지면 y

의값이하나만정해지는관계라는이해즉일가성을갖는관계의이해를하는수준」,「일

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두 대상 사이의 관계만을 표현한 수준」,「단순한 함수식,

기호 또는그래프, 직교좌표순서쌍에대한이미지만을막연하게표현한수준」, 아무것도

쓰지않은「무응답」, 관계에대해막연하게이해하고있는학생들의반응은 2학년의경우

「x의값에따라 y의값이달라지는것」,「함수는 x값에대해정해지는 y의값이다」,「x가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달라지는 카멜레온같다」,「함수란 x와 y를넣어서 계산하는것이

다.」,「함수란? x와 y의비례관계이다」등으로, 3학년은「함수는어떤수를어떤수로대

입해서푸는거???」,「주어진 x값에따라 y값이주어지는식」,「x값에따라 y값이하나만

정해지는식」등으로중학교 1학년에서배운함수의정의의핵심부분이드러나지않았으며

학생들이 함수의 정의를 배운 이후에 함수와 관련하여 학습한 것들로부터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고있는것을짐작할수있다. 일가성을갖는관계로서함수개념을서술한학생들이

약 6%정도밖에되지않는것으로보아학생들의함수개념에대한이해의어려움을짐작할

수있었다. 또한 2학년때다시한번함수를학습한 3학년의경우, 단순한일차함수식이나

그래프의이미지만을서술한형태는 2학년보다많았지만함수의개념에대한이해도는그

다지향상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표 2: 중학교 2, 3학년들의함수개념에대한이해실태

4.2 실험수업

자판기모델을적용한수업

실험수업은 2차시로이루어졌다. 1차시에는자판기모델을이용하여함수의개념을처음

으로학습하는것이었고, 2차시는 1차시에서학습한함수개념을바탕으로함수의수학적

표현을배우고, 의사소통하는능력을기르는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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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수업]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료수 자판기를 함수 지도 모델로 사용하

였다. 음료수 자판기는 자판기의 버튼과 버튼을 누른 결과인 음료수 사이에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이산적인모델이다 (그림 5). 정상적인자판기라면돈을넣고버튼을누르면누를

때마다음료수가한개씩만나오므로, 자판기의 1,2,3,4,5번버튼을눌렀을때커피, 콜라,

사이다, 환타가대응 (그림 6)된다고가정하였다. 자연수 1,2,3,4,5를원소로갖는집합 X

와음료수인커피,콜라,사이다,환타를원소로갖는집합 Y 사이의관계에대해 1,2,3,4,5

의버튼을누름으로써우리가원하는결과의음료수가나오는함수관계가됨을지도하였다.

그림 5 그림 6

함수관계가되지않는예를설명하기위해그림 7, 그림 8과같이회로의오류로인한오

작동을일으킨음료수자판기를예로이용하였다.만약 5번버튼을눌렀을때아무런반응이

없는 것 즉, 음료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자판기의 상황이 아닌 오작동을 일으킨

상태이다.이를대응도로표현하면그림 7와같이나타낼수있는데,이는함수관계가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에는 3번 버튼을 눌렀을 때 커피와 사이다가 모두 나왔다면 이것 또한

회로의오류로인한오작동을일으킨상황이다.이또한정상적인자판기가아닌즉함수관

계가되지않는것이라할수있다. 이를 대응도로표현하면그림5와같이제시할수있을

것이고이러한상황을학생들은자연스럽게이해할수있었다.

1차시수업은정상적으로작동하는음료수자판기와회로의오류로인한오작동을일으

킨자판기를모델로해서함수의뜻을이해시키는것이었다.학생들은그림6,7,8과관련된

상황을종합하여함수관계가되는것을이해하고함수의정의를학생스스로구성할수있

었다. 자판기모델을 이용한 활동이 끝난 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함수의 정의를 판서하고

그 정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자판기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교과서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해결해보고생활주변에서함수관계의예가되는것들을찾게하였다.

[2차시수업] 2차시수업은자판기모델을통하여수식을이용한함수관계를표현하고또

표현된함수단원의여러수식및기호를이해하고이를활용하고표현할수있게하는수업

이다.자판기모델을이용하여함수의용어를다음과같이정의하였다.집합 X의 1,2,3,4,5

버튼은 정의역이라 하고, 음료수의 집합을 공역이라 하며 공역 속에 커피, 콜라,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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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함수관계가아닌예 1 그림 8: 함수관계가아닌예 2

환타의집합을치역이라명명한다고말해주었다.

자판기모델은두집합사이의대응관계를관계식으로나타낼수없으므로그림 9와같은

간단한대응관계식이존재하는모델을이용하여지도한다.

그림 9

정의역의원소를대표적으로 x, 공역의 원소를 y, 치역의 원소를 x의함숫값 f(x)라고

하고 y중에 f(x)가되는것즉 y = f(x)인관계가있는것을 y는 x의함수라한다는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한 후, 그림 6에서「f(2)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x가 2일 때 함숫

값)」,「f(3) = 6은 무슨 의미인가? (x가 3일 때 y는 6이다)」를 질문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자판기모델에서 f(1), f(2), f(3), f(4), f(5)는각각무엇인가?」라는질문을함

으로서함수관계에의한결과가함숫값임을알게하였다.

물통모델을적용한수업

[1차시 수업] 종속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속적인 측면을 강조한 모델로 물통모델을 이

용하였다. 물통모델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도꼭지에서 일정한 양의 물이 연속

해서 흘러나와 물통에 물이 채워지는 것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물통의 높이가 비례해

서 변화한다. 수업에서는 물이 채워지는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림 10과 같은 플래시 자료

(http://www.edunet4u.net)를스크린에띄운후이를이용하여시간과물의높이에관

한두변수사이의관계를살펴보았다.동적인플래시자료를이용하여구한물을튼시간과

물통의높이의대응관계를벤다이어그램에표시하여두변수사이의대응관계를살펴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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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2는함수의임의성을지도하기위한모델로제시되었다.학생들은 4분에대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수도가 고장이 났나요?」「단수가 됐나요?」「물높이는 알 수 없어요」
등으로반응했다.이에교사는그림 12에서는물을따른지 4분이되어서는물높이가어떻게

되었는지알수없으므로물을튼시간과물높이사이에는함수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13 그림 14

칠판에그림 13을제시하고이것이그림 11의모델상황을참고하여볼때어떠한상황인

지학생들에게설명을요구하였다.또한 3분에대한물높이가 80인지 100인지에대해서질

문하였다. 이를통하여그림 13의상황은물통모델에서는실제로일어날수없는상황임을

학생들이알게하였다. 또칠판에그림 14를제시하고이것은어떠한상황인지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3분과 4분에대해물높이가모두 80이라는것은무엇인지질문하였다.이것은

수도꼭지에서더이상물이흐르지않는상황임을학생들은알수있었다.

그림 11과그림 14의두상황이함수관계가되고그림 12와그림 13의두상황은함수관계

가되지않음을이용하여수도꼭지를여는시간이주어지면그에따라채워지는물의높이는

하나로정해진다는함수의정의를자연스럽게학생스스로구성할수있었다. 물통모델을

이용한활동이끝난후,교과서에나와있는함수의정의를판서하고그정의의의미를다시

한번물통모델을이용하여설명하였다.

[2차시수업] 2차시수업은물통모델을통하여함수관계를식으로표현하고,함수단원의

여러 수식 및 기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다. 물통모델을 이용하여

함수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집합 X의 시간 0, 1, 2, 3, 4, · · · 분은 정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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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채워지는 물의 높이가 되는 수의 집합을 공역이라 하며, 공역 속의

20, 40, 60, 80, 100, · · · 의집합을치역이라부른다는것을알려주었다.

그 밖에 그림 9를 이용하여 정의역, 공역, 치역, 함숫값을 기호로 나타내는 것에 대한

지도는자판기모델과물통모델의수업에서동일하게이루어졌다.

4.3 형성평가및함수개념파지능력검사실시

형성평가는 2차시의 수업 다음 날 시행되었다. 형성평가는 연구자가 제작한 것으로 수학

교육전문가와수학교사로부터타당성검증을받았다. 형성평가문항은총 8문항으로이루

어졌으며 1번부터 3번까지는객관식으로함수의뜻을묻는문항이며 4번문항은 1〜3번을

참고로하여함수의정의에대해답하는문항이고, 5번부터 8번까지는함수의기호의사용

및함수의표현에대해묻는문항으로구성하였다 (표 3).

실험수업으로부터약 3개월이지난후사전검사에서이용한것과동일한검사지를실험반

(1학년 2학급 59명)에게검사를실시하였고, 함수개념의파지에대한유의미한차이점은

무엇이있는지조사하고분석하였다.

표 3: 형성평가문항내용

5 연구실험결과분석

5.1 형성평가결과분석

본연구의목적이함수개념지도와관련해서두모델의장단점을비교하고자하는것이었

기 때문에 형성평가의 각 문항 별 두 모델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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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문항분석

다음 중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은? 함수가 아닌 것이
있다면 왜 함수가 아닌지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① 반지름의 길이가 xcm인 원의 둘레의 길이는
ycm이다.

② y는 어떤 수 x에 가장 가까운 정수이다.

③ y는 x의 반이다.

④ 시속 xkm로시간 y동안걸은거리는 5km이다.

⑤ y는 x의 20%이다.

표 4: 1번문항분석 (함수의 뜻)

표 4에서보는것과같이함수의뜻을묻는문항의정답률이자판기모델에의한실험반이

물통모델에 의한 실험반 보다 10%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함수개념을 자판기모델로

도입할 때는 학생들이 정의역 (자판기의 버튼)에 값을 하나 정함에 따라 치역 (음료수)의

함숫값이하나만정해진다는것을분명히한반면, 물통모델은이산적상황보다는연속성

이 더 강조된 모델로서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들의 변화 관계에 대해 더 초점을 둔 결과라

판단된다.

2번문항분석

다음 보기 중 y가 x의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을 ○, × 로
표시하시오 <보기>
㉠ x개의 의자에 2명씩 앉은 학생 수 y명

㉡ 자연수 x의 배수는 y

㉢ 넓이가 8cm2인직각삼각형의밑변의길이 xcm
와 높이 ycm

㉣ 두께가 0.7cm인 공책 x권을 쌓았을 때의 높이
ycm

㉤ 자연수 x를 3으로 나눈 나머지 y

표 5: 2번문항분석표 (함수의뜻)

위문항에서보기㉠,㉡,㉣은정비례함수관계의예이고, 보기㉢은반비례함수관계,

보기㉤은일대일대응이아닌함수관계의예이다.표 5에서보는것과같이정비례함수관

계의예인보기㉠,㉡,㉣은보기㉢,㉤의문항보다난이도가낮은문항으로정답률이모든

실험반에서대략 20%이상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두모델간의비교에서는물통모델을

이용한실험반의정답률이자판기모델을이용한실험반보다오히려다소높음을보여주고

있다. 이것은난이도가낮은문항에대해서두실험반의유의미한차이를구분하는데다소

무리가있는것이지만정비례함수관계를다룬㉠,㉡,㉣항은물통모델과유사성이더많은

이유로물통모델에의한실험반이문항에대한다소나은적응력이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반비례 함수관계와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 관계의 예인 보기 ㉢,㉤문항은 난이도가

㉠,㉡,㉣에 비해 높은 문항으로 정답률은 자판기모델이 물통모델 보다 10%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함수개념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자판기모델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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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반의학생들이더높은문제해결력이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는함수개념을

자판기모델로도입할때는학생들이정의역 (자판기의버튼)에값을하나정함에따라치역

(음료수)의함숫값이하나만정해진다는것을분명히한반면, 물통모델은이산적상황보

다는연속성이더강조된모델로서정의역과공역의원소들의변화관계에대해더초점을

둔결과라판단된다.

3번문항분석

정의역이 x = {1, 2, 3, 4}이고 공역이 y =
{1, 2, 3, 4, 5, 6}일 때, 다음 중 y가 x의 함수인 것은?

① y = (x보다1만큼작은수)

② y = (x보다1만큼큰수)

③ y = (x보다작은자연수)

④ y = (절댓값이x보다작은자연수)

⑤ y = (절댓값이x보다큰수)

표 6: 3번문항분석표 (함수의뜻)

표6에서보는것과같이함수의뜻을묻는문항의정답률은자판기모델에의한실험반이

물통모델에의한실험반보다 10% 더높음을알수있다. 이 문제의경우정의역과공역이

주어졌고정의역과공역의원소의개수가유한하여앞서다룬자판기모델이물통모델보다

더유사하여자판기모델로학습한학생들의정답률이더높은것으로판단된다.

4번문항분석

함수란어떤관계인가?위의세문제를이용하여쓰시오. (함수의뜻)

표 7: 4번문항분석표

4번 문항은 1,2,3번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함수의 정의를 간단하게 답하는 문제로 x의

값이하나정해지면그에따라 y의값이하나만정해지는관계를기술한학생은일가성을

갖는 관계의 이해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두 집합사이의 관계만을 막연하게 기술하였거나

관계식만을쓴학생들은관계에대한막연한이해로판단하였으며단순한식이나문자등을

쓰거나무응답한학생들로구분하여문항분석을하였다.문항분석결과두집단간의확연한

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하지만함수의정의속에숨어있는관계적이해의정도는함수개념

파지상태를검사하여그결과에차이의대해서면밀한검토가더되어야한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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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문항분석

다음 표와 같이 정의된 함수 f(x)의 정의역이 {x |x
는 2≤x≤7 인 자연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 2 3 4 5 6 7

f(x) −6 −9 −12 −15 −18 −21

(1) f(3) + f(7)의 값을 구하여라.

(2) 함수 f(x)의 치역을 구하여라.

(3) 함수 f(x)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표 8: 5번문항분석표 (함수의표현)

(1)번문항에대해서는자판기모델을적용한학급의정답률이물통모델을적용한학급보

다약35% 넘는정답률을보이고있다.이는자판기의이산적인상황에대한함수의표현과

연결하여학습효과가더크다는사실을반영하다고볼수있다.반면 (2),(3)번문항과같이

함수식 표현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상황과 관련된 물통모델을 적용한 학급에

서의 정답률이 다소 높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전체적인 관계의 이해에 대한

표현은두모델모두유의미한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6번, 7번문항분석

6. 함수 f(x) = −20

x
+ 4에서함숫값이 0이되는

x의값은?

표 9: 6번문항분석표 (함숫값)

7. 함수 f(x) = − 1
3
x+ 1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f(3) = 8
9

②f(−3) = 2 ③f(0) = 1

④f(9) = −2 ⑤f(2) = 1
3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표 10: 7번문항분석표 (함숫값)

6, 7번문항에서자판기모델을적용한학급의정답률이물통모델을적용한학급보다다

소높은정답률을보이고있다. 이는대응을강조한자판기모델을이용한학습이함숫값에

대해학습효과가더있다는사실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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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문항분석

함수 f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을 때 함수관계식을 나
타내시오.

f(1) = 1, f(2) = 4, f(3) = 9, f(4) = 16,
f(5) = 25, f(6) = 36, f(7) = 49, f(8) = 64,
f(9) = 81, f(10) = 100,

그리고 x의 값이 20일 때 함숫값이 무엇인지 쓰시오.

① 함수식 ② x의 값이 20일 때 함숫값

표 11: 8번문항분석표 (함수식과함숫값)

①번 문항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상황과 관련된 물통모델에서의 정답률과 이산적인 상

황을표현한자판기모델에서별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는전체적인관계의이해에대한

표현은두모델모두유의미한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5.2 함수개념파지능력검사지분석

두 모델을 활용한 수업을 한 후 학생들의 함수 개념에 대한 파지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수업 후 약 3개월이 지나서 (2010년 10월) 함수의 개념의 파지능력 검사를 실시하였

다. 실험수업에 참여했던 60중 한명을 제외한 59명이 함수개념 파지능력 검사를 하였다.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집단 간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막연한

함수식이나이미지만을기술한학생들중에서자판기모델을적용한학생들의검사지에서

는자판기라는개념이미지가많이기록된반면물통모델을적용한학생들의검사지에서는

단순한 함수식이나 좌표평면 또는 글로 표현된 검사지가 많았다. 실험수업직후 치러졌던

형성평가문제가운데함수의뜻을묻는형성평가 4번문항에서의반응 (표 7참조)과비교할

때, 두 집단모두시간이지남에따라오히려함수의개념이더잘파지된것을알수있다.

이것은함수의뜻단원이후로함수의그래프,함수의활용단원을학습하고보충학습이나,

정기고사를치루면서학습내용에대한파지가더된것으로판단된다. 이제일가성을갖는

관계로서의함수개념을이해한학생들가운데 4명의검사지를좀더상세히분석해보자.

그림 15, 16은 자판기모델을 적용한 학급의 함수개념 파지 능력 검사지이고, 그림 17,

18은 물통모델을 적용한 학급의 함수개념 파지 능력 검사지이다. 그림 15,16,17,18에서

알수있듯이답안을작성한학생들은진지하고적극적인수업태도로수업에임한학생들

로서두집단간의비교분석하기에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자판기모델로배운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개념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12의 학생은

학급에서 중간정도의 학업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으로 평소보다는 더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판기의 대응관계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이를 이용하여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자판기를 이용하여 함수가 되는 사례와 되지 않는 사례를

이용하여함수개념을설명한것을거의그대로표현하였다.마찬가지로,그림 16의학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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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에 사용한 자판기 모델을 사용하여 함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반면, 물통모델로

수업을받은학생들 (그림 17, 그림 18)은함수의개념을정확하게기술할수있는경우에도

수업 중에 사용된 물통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 배운 함수식, 정비례 반비례의

그래프만을표현하였다. 4명의검사지로볼때자판기모델이학생들에게강한개념이미지

를형성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다.

표 12: 함수개념파지능력검사결과표

그림15: 함수개념 파지능력 검사지

(자판기모델 수업반1)
그림16:함수개념 파지능력 검사지

(자판기모델 수업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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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함수개념 파지능력 검사지

(물통모델 수업반1)
그림18: 함수개념 파지능력 검사지

(물통모델 수업반2)

6 결론및제언

함수 개념은 역사적 발생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세계 특히,

수학적세계에서일어나는변화현상가운데종속관계를설명하고기술하며조직하기위한

도구로서도입되었다.따라서함수는고전적으로독립변수와종속변수사이의종속관계를

의미하는것이었으나.오늘날에는집합E의변수 x와 F의변수 y사이의관계가만약모든

x ∈ E에대하여 x와의주어진관계에있는 y ∈ F가하나만있다면그관계를함수적관

계라하는집합적함수개념으로정의된다. 따라서함수개념의이러한역사적변화로인해

함수개념의지도방법또한많은변화를겪게된다. 종속관계를표현하고설명하는도구로

서의함수개념의도입과최종적인함수개념의정의에충실한함수개념의교육과정이서로

장단점을가지며공존하였다.제7차교육과정에들어오면서중학교 1학년에서의함수개념

의도입은임의의대응이라는추상적인함수개념보다는유의미한관계를가지는, 즉 종속

관계를중심으로지도하였다.이후개정된 7차개정교육과정에서는종속관계를중심으로

함수개념을지도하되함수관계의대응은직관적인수준에서지도하도록수정하였다.이처

럼 수학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함수 개념을 현대적 관점에서 지도하려는 입장과 역사적

발생순서에따라자연스럽게지도하려는입장이서로대립되어왔음을알수있다.현재는

프로이덴탈의역사발생적원리가수학교육에서주목을받고있으며이에따라역사적발생

순서에따라종속적관계를먼저지도하는것이대세이다. 그러나 7차개정안에서직관적

수준이나마대응을지도하도록한것을고려할때종속관계와대응관계를강조하는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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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점을비교하는것은의미가있는일이라고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임의적인 대응이 아닌 유의미한 대응관계의 측면을 강조시킨

자판기모델과연속적인변화를가지는종속관계의측면이강조된물통모델을이용해서함

수개념을중학교 1학년학생들에게지도하였다.형성평가를실시하여본결과두학급에서

여러가지의의미있는내용들을발견할수있었다. 유의미한대응관계에초점을둔자판

기모델은생활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자판기를이용함으로서학생들이함수의임의성과

일가성을이해하고스스로함수의정의를구성하는데더효과적이고효율적이라는사실을

실험의분석결과알수있었으며함수의개념이미지가형성되어학습의파지효과가더좋

았다는사실을검사지의분석결과로알수있었다. 또한함수의표현에서는함숫값과같은

이산적인상황에대한문제해결력이더높음을보여주었다.

반면, 종속관계에초점은두고연속적인변화상태를강조한물통모델에서는함수의일

가성에 대한 지도는 자판기모델 못지않게 충분히 훌륭한 모델이었으나 임의성에 대한 지

도는 학생들의 인지 속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함수개념 파지

능력검사결과함수의정의에대한개념이미지가분명하게나타나지않아함수의개념이

반비례, 정비례함수식이나좌표평면, 그래프등의다양한형태로나타나함수개념의파지

에 대해서는 비교반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물높이의

변화상태를이용한물통모델에서는두집합간의관계를분명하게식으로표현할수있었으

며변화상태에대한이해는자판기모델보다더효과적이었다.형성평가결과의분석에서도

함숫값이나함수개념의이해를묻는질문에서는비록낮은결과를보였지만함수관계식의

표현과이해에대한문항에대해서는비교반보다더나은결과를보여주고있다.

본연구의목적이함수지도시자판기모델과물통모델의장단점을비교하는것이었으나

두모델중한모델이다른모델에비해월등한비교우위를갖는것이아니기때문에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할 수는 없었지만, 형성평가문항과 함수파지능력검사의 분석을 통하여 두

모델을이용한지도의장단점을알수있었다. 함수단원의지도방법에있어서는가르치는

사람마다선호하는방법이다를것이고또같은방법이라도사용된언어와학습분위기, 학

생의 학습능력 등 많은 변인에 의해 함수의 학습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함수개념의지도방법에있어본연구에서제시한두모델의유의미한차이를이해하고보

완한다면학생들의함수학습에도움을줄것으로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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