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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ebra 환경에서정적분을이용한자연로그의

개념이미지형성학습개선방안

A study for Build the Concept Image about Natural Logarithm

under GeoGebra Environment

이정곤 Jeong Gon Lee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 학습은 구체적인 개념이미지 형성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에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적 추론의 과정을 거치는 접근방법이 개념이미

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역동적인 프로그램 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유용한 교수ㆍ학습 방법이 될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전공학부 학생들이 역동적 프로그램이며 시각적 도구인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 그래프를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분석하여 그 특

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GeoGebra 프로그램 환경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오류를수정하고조작하는활동을행할수있어서주어진문제에대한해결과정을

직접 관찰ㆍ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역동적인 프로그

램인 GeoGebra를 이용하는 것은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 그래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ㆍ이해 할 수 있고 개념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따라서 역동적인 프로그램 환경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암기ㆍ주입식 교육환경

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실체적인 수학개념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way to build the concept image about natu-
ral logarithm and the method is using definite integral in calculus under GeoGebra
environment. When the students approach to natural logarithm, need to use dy-
namic program about the definite integral in calculus. Visible reasoning process
through using dynamic program(GeoGebra) is the most important part that make
the concept image to students. Also, for understand mathematical concept to stu-
dents, using GeoGebra environment in dynamic program is not only useful but
helpful method of teaching and studying. In this article, about graph of natural
logarithm using the definite integral, to explore process of understand and to find
special feature under GeoGebra environment. And it was obtained from a 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of mathmatics. Also, relate to this process, examine an
aspect of students, how understand about connection between natural logarithm
and the definite integral, definition of natural logarithm and mathematical link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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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s a result, we found that undergraduate students of mathmatics can under-
stand clearly more about the graph of natural logarithm using the definite integral
when using GeoGebra environment. Futhermore, in process of handling the dy-
namic program that provide opportunity that to observe and analysis about pro-
cess for problem solving and real concept of mathematics.

Keywords: 자연로그 (Natural Logarithm), 정적분 (Definite Integral in Calculus), 개
념 형성 (Build the Concept), 개념 이미지 (Concept Image), GeoGebra.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목표 중 하나는 학습자가 단순하게 공식을 적

용하거나 부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수학적 개념을 형성하고 명확하게 이

해하도록 하는 것이다[17]. 즉,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수학적 이론의 확고한 기초를 마련

하기 위해 개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9].

그러나 현재의 수학교육환경은 공식을 암기하여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많은 개념들이 기호와 부호의 나열처럼 느껴지고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

에 수학적인 개념들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추상화의 과정까지 이르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시각적인 접근을 통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수행하여 수학적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학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Tall 과 Vinner[14]는 저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개념형성을 위하여 수학적 개념을 시

각화하고 개념을 이미지 형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즉, 개념이미지는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며 개념이미지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인지 구조를 나타내며 개념과 관련된 여러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개념이미지가 학

습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잡하고 추상적인 수학적 아이디어나 개념들도 시각화를 통

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조작을

통하여 개념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념형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13].

구체적인 개념을 생성하는 것은 문자와 수식을 통한 암기와 숙달만으로는 형성되기 어

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필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재의 수학교육환경은 단면적

이고 문자 위주로만 표현 되므로 입체적 ·공간적일 수 없으며 모델링 할 수 있는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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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수학 자체가 갖는 형식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정적인 언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학환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체적이고 도식화된 형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들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수학교육의 모델이라고 될 수 있을 것이다[18].

현재 전공학부생들은 미적분학 수업을 통하여 정적분을 통한 자연로그를 접하게 되

는데 정적분을 통한 자연로그의 형식적 정의와 로그의 몇 가지 성질만을 알아본 후 공

식화하여 암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자연로그의 개념지도는 그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설명 없이 학생들에게 교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단순한 공식형태의 암기와 숙달반복을 종용하게 되어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어 자연로그가 정의되는 이유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연로그는 미적분학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

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수학교육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즉, 지필환경이 중심이 되는 기존의 교육방식을 지양하고 역동적인 수학 프

로그램인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에 대한 개념이미지를 구축하여 관련 개념들을 구

체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제 이하에서는 전공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역동적인 프로그램이며 시각적 도구인 Geo-

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탐구 ·분석하여 개념이미지를 형성해가는 양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

에게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적 전략을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해가는 교육적

시사점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전공학부생들이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형성

을 위한 방법으로 역동적 프로그램인 GeoGebra 환경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며 이 과정

을 분석하고 탐구한다. 또한, lnx =
∫ x

1
1
t dt = 1인 x = 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GeoGebra 환경을 통해서 확인하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로그에 대한 올바른 개

념이미지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며 그 특징을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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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개념이미지와 개념학습

개념이란 특정 사물이나 사건의 상징적 인상들이 공통적인 속성 혹은 특성을 기초로

하여 고유한 이름이나 기호로 나타내어 질 수 있도록 한 덩어리로 뭉쳐질 수 있는 총체

로서 개개의 대상에서 특수성은 버리고 공통적인 속성 혹은 특성을 추상화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5]. 따라서 학문분야에서 개념이라는 것은 해당 학문 분야의 원리와 함께 기

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며 교과학습에 있어서 반드시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과를 학습할 때 교과의 기본적인 개념형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교과의 구조와 특

징짓는 원리 그리고 법칙 및 이론들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없다[17]. 즉,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

구하고 수학의 추상적인 특성과 지필환경이 중심이 되는 단면적인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학습자가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갖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존

재하게 된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실제적인 개념 정의와 학습자에게 생성되는 개념 이미지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Tall과 Vinner[14]가 저술

한 극한의 표기법에 관한 개념학습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에 관한 연구, Dreyfus 와

Vinner[22]의 함수의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에 관한 연구, Norman[11]의 교사들의 함

수 개념 이미지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all과 Vinner[14]는 개념과 관련된 전체적인 인지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

념이미지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개념이미지에는 모든 정신적인 그림과 그와 관련된 성

질이나 과정이 포함되며 모든 종류의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고

개개인이 새로운 자극에 부딪히거나 성숙해 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수학교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 중에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정의된 경우도

있으나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개념 및 이전의

수학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

학의 공식적인 개념 정의와 학습자의 인지과정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 하게 되며[17], 대

다수의 학생들은 개념학습을 할 때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느끼게 되고

인지갈등을 겪게 되어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수학교과 개념 이미지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생들은 잘못된 개념이미지로 인하여 인지갈등을 겪고 있

다. 따라서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척인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지도법과 교육방법이 부족하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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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학 개념 학습에 있어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 즉,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간

의 간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수학학습능력의 격차와는 상관없이 발생[4]하므로 이러

한 인지적 갈등과 갈등이 생기는 원인부터 접근해야 할 것이다. 즉, 지필환경의 단면적

인 속성이 중심이 되는 수학환경에서 어려움이 따르는 시각화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있어야만 효과적인 개념이미지 학습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2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

Tall과 Vinner[14]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된 말의 형태를 개념정의로 간

주하였으며 순환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언어적 정의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한길준과 우호식[7]은 개념정의에 관하여 개념은 주로 정의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며 학생들은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증명하기도 한다고 하

였다.

개념 정의를 할 때 그 정의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 정의를 해야 한다. 이는 받아

들이기는 어렵지만 문제에 적용되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설명되어야 한다[17].

개념형성과 관련된 개념이미지에 관하여 Tall과 Vinner[14]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

다. 개념이미지는 개념과 관련된 전체적인 인지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로서

모든 종류의 경험을 통해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며 개개인이 새로운 자극에 부딪히거

나 성숙해 감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학 수업 중에 한 학생에게

절댓값을 설명하라고 하면 학생은 단호하게 부호를 없앤 값이라고 하면서 | − 20| = 20

이라고 답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학생의 답의 결과로는 옳은 대답일 수 있지만

정확한 절댓값의 정의가 부호를 없앤 값이라고 설명될 수는 없다. 위의 학생에게 | − x|

를 물어보면 당연히 x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학생은 절댓값 개념에 대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미지에 근거하여 진정으로 옳게 답을 낸 것이라고 생

각하고 있는 경우이지만, 사실은 절댓값 개념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즉, 학생이 말한 절댓값에 대한 개념은 형식적인 수학적 개념의 정의와는 일치하지 않으

며 오히려 개념정의와 개념 이미지 사이의 인지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즉,

학생들의 이미지는 그 개념에 적절한 예와 부적절한 예를 접하면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

방법과 지도를 통하여 잘못된 개념이미지를 바로잡고 올바른 개념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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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와 역동적 프로그램의 적용

자연로그는 전공학부생들이 구체적인 개념 형성이 어려워 개념이미지와 개념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중 하나이며 마치 임의로 정해진 약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정적분을 통한 자연로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미지 형성과 개념

정의를 하는 것 역시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8].

현재 학교수학에서 로그는 지수의 역으로 도입되어 있고 로그의 모든 성질은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만 유도되고 있어서 2
√
3과 같이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그 의미를 살리

기 어렵다[5]. 따라서 정적분을 이용하여 자연로그에 접근하는 것은 엄밀성의 수준에서

뒤지지 않으며 간결함과 명료함에 있어서 나은 방법이다. 즉, 지수함수의 역으로서 로그

를 도입하는 것보다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곡선과 관련지어 로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2].

그러나 지필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형식적 정의에 따른 접근을 하게

되면 적분의 대수적인 계산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정의역 값의 변화

에 따른 대응점을 찾아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게 된다. 즉,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예상하기가 어렵고 기하학적인 의미파악이 쉽지 않아서 실체적인

개념이미지와 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등의 도구를 통

한 시각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지도법이 학생들이 자연로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시각효과를 보여주는

것은 학습자 (그리고 수학자)가 자연로그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자연로그에

대하여 효과적인 개념형성이 가능한 지도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18].

또, 자연로그를 학습하며 구체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이미지를 형성하는 방법으

로서 시각적인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기호화된 연산과 조작을 통해 변환하고 수행하는 행위를 통하여 논리적인

정의를 형태화하고 증명의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18].

즉,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를 학습할 때는 학습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 간단

하게 만들어진 수학적 공식을 제공하는 것보다 명확한 수학적 정의와 증명을 포함하는

사고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개념과 지각적인 부분을

계속 키워가며 생각을 표현하고 이에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교한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자연로그에 대한 개념이미지를 형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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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하와 대수분야를 역동적으로 연결하는 GeoGebra

근래에 수학 교육 프로그램들이 기하적 영역 또는 대수적 영역의 대상만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인 반면에 GeoGebra는 이 두 가지 영역의 것을 서로 연결시켜 함께

탐구할 수 있도록 시도한 프로그램이다[23].

GeoGebra는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기하적 대상과 대수적 대상을 변경할 수 있고 한

가지 대상을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대상도 함께 변경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기하적

대상과 대수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대상

들의 역동적인 연결성은 학생과 교사에게 새로운 수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며 기

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수학적 탐구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GeoGebra가

학교 수업에 투입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의의는 수학적 탐구 도구로서 기존의

수학 프로그램이나 지필환경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10]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다. 첫째, 학교 수학의 교과과정에서 제시되는

수학적 개념을 다룰 수 있는 대수, 기하, 미적분, 통계, 논리 등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10]. 둘째, 무료로 제공되는 Java 소프트웨어이며 국제적인 사용자 커뮤니티를 제

공한다. 셋째, 기능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즉, 도구나 명령의 사용법이 다른 수학 소프트

웨어보다 쉽고 절차가 간편하다. 대부분의 절차가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게 되어 있으며

간혹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만 사용자로부터 받아들이게 된다.

3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전공학부생들이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함수 y =

lnx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한다. 특히 정적분을 통한 자연로그를 이

용하여 넓이가
∫ x

1
1
t dt = 1인 x가 e = limn→∞(1+ 1

n )
n임을 자연로그 그래프를 통하여

동적으로 인식하게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수학적 개념

정의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미지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 명확한 개념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며 방법으로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으로는 익산시 소재 A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

여학생 2명 (S1, S2)을 선정하였고 두 학생의 전 학기 수학성적은 보통이었다. 표본이

되는 대상학생의 선정에 있어서는 성적보다 본인의 의사를 명료하게 진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연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고려했다. 두 학생은 이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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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함수를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배웠고 자연로그 또한 y = ex의 역함수에 의해 얻어진

그래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두 학생 모두 고등학교에서 자연계열 학생이었다.

정적분에 관해서는 이전 학기에 미적분학 시간을 통해 학습하여 미적분의 기본정리와

성질들을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함수의 정의역을 분할해서 얻어진 무한급수와 정적분

의 관계인 limn→∞ Σn
k=1f(a+

k(b−a)
n ) b−a

n =
∫ b

a
f(x)dx을 활용할 수 있고 다항함수 뿐

만 아니라 초월함수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전 학기에 미적분학을 학습하면서 컴퓨터를 통하여 수업을 진행했거나 컴퓨터 프로

그램을 다뤄본 경험은 없으며, GeoGebra 프로그램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었고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에 매우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3.3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방과 후에 학과 전산실에서

이루어졌다. 교사는 메인 컴퓨터를 프로젝트 화면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교사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은 예비수업 1차시와 본 수업 2차시로 진행되어 총 3차시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학생 2명 각자 개인별 컴퓨터와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예비수업 1차시에서는 정적분과 관련된 학생들의 지식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

들을 알아보았다. 또한, 본 수업에 필요한 GeoGebra의 사용방법에 관하여 오리엔테이

션을 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예비 수업이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첫 번째 시간에는 먼저 활동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함수 y = 1
x 에 관하

여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의 자연로그 그래프를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

여 형식적 개념정의를 했다. 다음으로 GeoGebra 환경을 이용하여 자연로그 그래프를

알아보고 정적분과의 연관성을 통해 자연로그 그래프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하여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개념형성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50분간

진행되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미 학습한 극한에 의한 e값과 자연로그의 정적분에 의한 정의를

이용하여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의 넓이가 1인 x의 값을 활동지를 통해

찾아보고 자연로그 그래프와 연관지어 e값을 자연로그로 도입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방

식으로 50분간 진행되었다.

관찰 자료는 학생의 컴퓨터에 자동 녹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

정을 녹화하였으며 전체적인 수업 촬영을 위해 교실 맨 뒤편에 캠코더를 설치하여 수업

을 녹화하였다. 문서자료는 학생들이 기록한 자료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록

한 자료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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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4.1 GeoGebra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학습을 통한 개념형성

가. GeoGebra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을 통한

구체적인 개념의 형성 유도

정적분을 이용하여 자연로그 그래프의 개념을 형성하는 방법이 좀 더 명확하고 효과적

이라는 것은 우선 자연로그의 정의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0,∞)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L이 미분 가능하고 상수함수가 아니며 임의의 x, y ∈ (0,∞)에 대하여, L(xy) =

L(x) + L(y)를 만족할 때 L을 로그함수라고 한다[1]. 정의에 의해 로그함수는 미분 가

능한 함수이므로,

L′(x) = lim
h→0

L(x+ h)− L(x)

h
=

1

x
lim
h
x→0

L(1 + h
x )− L(1)
h
x

=
1

x
L′(1)

이다.

이제 로그함수L의 정의와 L′(1) = 1이라 하여 자연로그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L′(x)는 1
x 의 역도함수가 되므로 결국 L(x) =

∫ x

1
1
t dt + C이고 C = 0이므로 자연

로그는 L′(1) = 1인 특수한 로그함수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임의의

x ∈ (0,∞)에서 정의된 lnx를 자연로그라 하고

lnx =

∫ x

1

1

t
dt

이다[1].

그러므로 자연로그에 정적분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의 곡선 y = 1
x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연로그

함수 학습은 지수의 역으로 도입되어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정적분의 형태로

정의되는 것이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함수 y = 1
x 에 대해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를 분할한

개수 n에 대하여 x의 연속적인 변화에 따른 정적분을 확인하였다. [그림1]은 정적분의

형식적인 개념 정의에 의해 연결된 정적분을 활동지에 표시하여 x값에 따른 정적분으로

자연로그의 함수 값을 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활동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 S2의 경우, 자연로그를 정적분 기호를 이용하

여 lnx =
∫ x

1
1
t dt로 작성할 수는 있었으나 정적분의 형식적 개념정의를 이용하여 표현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내지 못했다. 즉, 학생 S2는 정적분을 극한값으로 나타내는 것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의

곡선 y = 1
x 아래의 n등분한 사각형들의 급수로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정적분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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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2의 정적분 값과 자연로그 그래프 추론 활동

한 자연로그의 개념정의와 개념 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GeoGebra 환경에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을 통하여 자연로그의

시각적인 개념이미지 형성을 시도하여 명확한 개념 형성을 유도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활동지를 통해 확인 했던 정적분을 이용하여 GeoGebra 환경에서 자

연로그 함수 y = lnx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다.

S2는 함수 y = 1
x 을 입력하고 x = 1에서 양의실수 x까지의 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GeoGebra의 슬라이더 기능을 이용하여 구간 (0, x]의 분할 수 (n)와 범위를 만들었다.

정적분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하여 먼저 구간을 변화시킬 변수 (x)를 슬라이더로 만들었

는데, 이 과정에서 정적분의 상한 변수 x와 범위의 변수(x) 사이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

림2].

S2는 정적분
∫ x

1
1
t dt의 값을 얻기 위하여 함수를 ‘f(x) = 1

x ’ 로 입력하였다. 또한,

정적분의 상한 x는 슬라이더 도구를 통해 변수 이름을 ‘x’ 로 정의하여 x의 연속적인

변화에 따른 정적분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함수의 변수 x와 상한의 변수사이에서

중복이 발생하여 타당하지 않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났고, ‘확인’ 을 클릭하니 슬라이

그림 2: S2의 정적분 상한 변수에 대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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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2의 GeoGebra 환경에서 함수 y = lnx그래프를 통한 개념형성 활동

더의 변수 이름이 ‘a’ 로 설정되었다. S2는 슬라이더의 설정사항에서 이름을 다시 x로

고치려 하였으나 같은 결과만 반복되었고 오류를 수정하지 못했다.

<대화 발췌문>

S2 : 교수님, 근데 왜 상한 변수가 x로 입력이 안 되지요? 중복되었다고 오류 메시지만

나오는데요.

T : 뭔가 잘못했겠지. 다시 한 번 해 보렴.

S2 : 아니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오류 메시지 창이 나옴)

T :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정적분에 상한 (x)와 함수에서 변수 (x)가 같아서 오류가 나오는 상황이야.

자동으로 상한이 ‘a’ 변수로 바뀐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면 된단다.

S2는 정적분
∫ x

1
1
t dt의 적분변수를 x로 지정하였음에도 적분의 상한을 같은 변수 x로

다시 정하여 오류가 발생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상한을 변수로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지만, ‘상한이 적분변수와 같은 x로 입력되어 에러가 생겼으므로

다른 이름의 변수로 정의해야 한다’ 는 교사의 설명을 듣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으며

수업에서는 정적분의 상한을 변수 ‘a’ 로 수정하였다. 변수 a가 정적분의 상한임을 인

식함으로서 정적분을 구하기 위한 명령어의 형식 [f(x), 1, a, n]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음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정적분
∫ x

1
1
t dt을 구하고 x 즉, a의 연속적인 변화에 따른 정

적분의 변화과정을 좌표 A(a, 리만합)로 설정하였다. GeoGebra의 자취그리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로그 y = lnx의 그래프를 점A의 자취로 관찰하였다 [그림3].

위와 같이,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하여 자연로그를 학습하는 과정은 시

각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해주어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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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의 직관적 사고를 따르는 연역

적인 수학적 개념 정의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미지를 비교 연구한 Vinner[21]

의 모델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고등 수학적 사고 과정으로서의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사이의 상호작용은 [그림4]

와 같은 모델링 과정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며 위와 같은 개념형성 활동을 통하여 정적

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즉, [그림4]의 경우

와 같이 새로운 형식적 개념 정의를 먼저 한 후, 구체적인 개념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동적 프로그램인 GeoGebra 환경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시각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념이 형성되고 개념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GeoGebra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통하여 오개념을 극복

학생들은 자연로그의 정적분에 의한 정의 lnx =
∫ x

1
1
t dt에서 x > 1이면 정적분 값이

양수이므로 자연로그의 점A의 자취는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넓이인 양수라는 것을 인식

하였다 [그림5].

그러나, 이 과정에서 S1은 x가 0 < x < 1인 경우에서 자연로그 그래프와 정적분의

값인 점A의 자취가 음수에 나타난 것을 보고 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그림

6].

<대화 발췌문>

그림 5: S1의 x > 1일 때 자연로그 그림 6: S1의 0 < x < 1일 때 자연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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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 (화면을 가리키며) 교수님, 리만합을 이용한 정적분은 넓이 인데 값이 왜 음수로

나온 거죠?

T : 자연로그의 정적분 정의에서 상한과 하한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S1 : 아하! 상한과 하한을 바꾸면 정적분 값의 부호가 바뀌는 거네요.

학생 S1은 교사와의 문답을 통하여 0 < x < 1이면 정적분 값은 lnx =
∫ 1

x
1
t dt −∫ x

1
1
t dt값은 이 되어 정적분의 상한과 하한이 바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GeoGe-

bra 환경에서 얻은 자연로그 값인 점A의 자취가 음수로 나타 난 것을 비교하여 자신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적분과 관련된 명확하지 않은 개념 때문

에 인지갈등을 겪고 오개념이 발생했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Geogebra 프로그램 활

용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 과정도 Vinner[21]의 모델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수업 상황

에서 개념 형성 과정, 문제 해결과 과제 수행 과정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분석한 결과 [그림7] 에서와 같이 개념 정의를 소홀히 하여 오개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직관적 반응을 보이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은 사고과정이 발생하여 개념

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오개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 교사는 개념 형성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도 개념 정의를 소홀하게 생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그림7]에서와 같이 오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림4]의 경우처럼 학

생들의 행동을 바로잡아가는 지도가 요구된다.

위의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새롭게 개념 정의를 한 후에는 GeoGebra 환경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다루어보게 하여 올바른 개념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올

바른 개념이미지를 생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즉, 개념 정의를 다시 언급하고 확

인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되게 하여 개념 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에 오류가 없이 명

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Vinner[21]의 모델인 [그

그림 7: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의 갈등에 의한 직관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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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의 상호작용

림8]과 같이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 작용하는 형태의 사고 과정을 거치는 학습방법이 바

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사고과정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개념형성이 가능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4.2 GeoGebra 환경에서 e의 기하학적인 도입

현재 학교 수학에서는 e를 도입할 때, limx→0(1+x)
1
x = e로 정의하고 자연로그를 도

입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적분에 의해 자연로그를 정의하였다. 즉, f(x) =
∫ x

1
1
t dt인

f(x) = lnx라는 것을 뜻하며, 이 f(x)는 로그의 성질을 만족하고 그 밑이 e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f(x)는 자연로그이고 이것의 밑을 찾는 것은 넓이가 1이 되게 하는 x

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고과정은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의 값

을 통해 얻은 자연로그 그래프 중 넓이가 1이 되는 x를 찾는 문제로 환원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x를 자연로그 그래프를 통해 도입하는 것을 시도한 과정을 기술한 것이다.

다음은 학생들이 이전의 수학학습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기록한 내용의

일부이다.[그림9]

S1은 e를 도입할 때, limx→0(1+x)
1
x = e라고 정의하고 자연로그의 연속성을 이용하

여 lnx =
∫ x

1
1
t dt의 넓이가 1이 되는 값을 활동지 ([그림9], 3번)를 통해 개념적으로 예

측해 보았다. 또, 그 값을 자연로그 그래프를 통해 상한 (a)과 구간[1, a]의 분할개수 (n)

그림 9: S1의 lnx =
∫ x

1
1
t dt = 1의 x값을 활동지에서 찾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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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1의 정적분 (리만합)
∫ x

1
1
t dt = 1인 x의 위치관찰 활동

를 확인하고 슬라이더 조작을 통하여 변화시켜 x = e의 값에 대한 개념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자연로그 그래프에서 lnx = 1이 되는 넓이, 다시 말해서 정적분이 1인 x

를 찾는 기하적인 접근이 e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개념형성을 명확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10].

limn→∞(1 + 1
n )

n의 값을 구할 때, 학생들은 1 + 1
n 의 값에 초점을 맞추어 1에 가까

이 간다고 생각하거나 1보다 큰 것을 무한히 n제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무한히 증

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3].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1이 되는

x값으로 e를 도입한 방식은 위의 장애들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준다.

즉, x = 1에서 임의의 양의 실수 x까지의 함수 y = 1
x 아래의 넓이가 1이 되는 지점이

limn→∞(1+ 1
n )

n이 된다는 올바른 개념 이미지를 형성하게 해주어 limn→∞(1+ 1
n )

n이

1이 된다거나 무한대가 된다고 보는 오류를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정적분에

의해 정의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에서 e를 찾을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자연로그를 배우는 전공학부생들이 시각적 도구이며 역동적 프로그

램인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하여 자연로그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를 통하여

자연로그의 올바른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자연로그 그래프를

이용하여 e의 개념을 대수적 접근이 아닌 기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

들이 GeoGebra 환경에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가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로그의 지도가 가질 수 있는 수

학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다.

단순하게 공식을 암기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GeoGebra 환경을 통한

시각적인 이해과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념이 형성되고 실제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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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습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연로그에 대한 구체적

인 개념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개념이미지를 생성하여 올바른 개념 사고 과정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공학부 1학년 학생 2명을 대상으로 3

회에 걸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활동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활동 초기 정적분 상한의 변수와 슬라이더 변수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오류를 겪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고 조작하는 활

동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슬라이더에 나타나는 변수의 관계를 이해

하고 완성할 수 있었다.

둘째, GeoGebra 환경에서 슬라이더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분할한 개수 n에

대한 x의 연속적인 변화에 따른 정적분의 변화와 이것과 연결된 자연로그의 역동적 그

래프를 이해하고 지필환경에서 얻을 수 없었던 구체적인 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한 자연로그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정적분의 성질을 인식하여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고 시각적인 이해를 통하여 개념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학생들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에서 인지갈등과 오개념이 발생했지만, Geo-

Gebra 환경에서 자연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인지갈등과 오개념을 극복하

게 되었고 올바른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은 정적분을 통해 자연로그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e를 기하학적으로 도

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e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개념형성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역동적 프로그램인 GeoGebra 환경에서 정적분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것은 자연로그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개념

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엄밀성의 수준에 있어서 간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GeoGebra 환경에서 오류를 수정하고 조작하는 활동은 문제해결 과정

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개념정의와 개념이미지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올바른 사고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명확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로그 뿐 만 아니라 지수함수와 일반로그함수 그리고 다른 부분의 교수ㆍ학

습 방법에 있어서도 교수학적 전략의 신장과 확립을 위해서 역동적 프로그램 특히 Geo-

Gebra 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개념이미지 형성이 쉽지 않은 형식적 개념 정의에 관

하여 명확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도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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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또한, 역동적인 활동 과정을 통하는 방법이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올바른 개념적 사고로 이르게 하는 교수ㆍ학습이 이루

어지는 수학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교육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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