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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원리를 적용한 미분영역의 부등식 연구
박희진1), 박성희2)

A Study on the Inequality in Highschool Differential Calculus
- based on 'Racetrack Principle' Hee-Jin Park1), Sung-Hee Park2)

요약
본 논문은 ‘경마장원리(Racetrack Principle)’를 활용한 미분영역의 부등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정
도를 연구한 것이다. 학생들은 경마장원리의 물리적 의미와 미분과의 관계를 비교적 쉽게 이해하였고,
부등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미분법만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이에 덧붙여 경마장원리를 활용하
는 경우에 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그러므로 이 경마장 원리를 학교수학에 적용한다면, 학생
들은 수학과 현실세계와의 관계 이해가 수월해 질 것이며, 현상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함수적 사고
를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핵심어 : 경마장원리, 미분, 문제해결, 부등식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Racetrack Principle’ and study on understanding of physical meaning and
inequality of differential calculus. Based on this research, an actual lesson was done in the field of high
school by introducing ‘Racetrack Principle’, students didn't have much difficulty in comprehending physical
meaning of ‘Racetrack Principle’ and ‘Differential Calculus’ and showed higher level of achievement in
solving problems, applying this principle. Thus, if ‘Racetrack Principle’ can be adopted seasonably in the
field of school, students will be able to realize the relation between mathematics and real life and develop
mathematical power to enable students to observe changes of phenomenon, which will ultimately serve as a
momentum for them to acquire functional thinking.
Keywords : Racetrack principle, differential calculus, problem solving, inequality

1. 서론
현재 학교수학에서 교사는 실생활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찾고 미분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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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미분 개념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적분의 개념 자체가 어려워서 학생들은 그 핵심을 이
해하지 못하거나 공식 암기와 문제를 푸는 테크닉을 연습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
이다[1].
수학을 선택하고 미적분학을 한 강좌 이상 수강한 110명의 학생(60명은 고등학생, 50명은 대학
생)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이용한 Orton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간단한 함수에 대한 도함수와
원시함수를 계산하는 대수적 알고리즘에는 상당히 능숙하지만 도함수와 적분 개념의 토대가 되는
극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2]. 즉, 미적분학 개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정형화된 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습득(즉, 도구적 이해)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미적분 개념이 어떤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
과 연결성을 찾을 수 없는 수학을 접하고 있다[2-4].
그러나 미적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7세기 페르마, 뉴턴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연구, 즉,
어떤 변수의 순간변화율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바로 미적분학의 시초이며, 다행히도 뉴턴 시대
에는 수학과 과학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물리적 추론이 수학자들을 안내하였기에 논리보다는
직관과 물리적 논쟁들을 통하여 미적분학이 발전되었던 것이다. 미적분학이 없었다면 보편적 과학
법칙의 도출은 불가능했을 것임을 Kline은 설명하고 있다[5].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경마장 원리를 활용한 미분영역의 부등식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
를 연구하고자 하고, 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마장원리(Racetrack Principle)’를 활용하여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과 현 교과서에서의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미분의 역사

∼

16 17세기 유럽에서 각국의 패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되풀이하면서 강력한 위력을 가진 대포를

목표물에 명중시키기 위해 포탄의 궤도가 활발히 연구되었다. 포탄이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으나 포탄의 궤도가 어떠한 모양을 그리는지는
오랫동안 그 누구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이 갈릴레이 갈
릴레오였다. 그는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의 궤적을 포물선이라 인식하였고 특히 포물선은 포탄이
그리는 궤적과 일치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 현상들의 진행방
향을 정확히 알고자 변화를 계산하는 ‘새로운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새로운 수학’의
열쇠를 쥔 것이 ‘접선’이다[5].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거의 동시에 발견한 미분의 개념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수학적 방법
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뉴턴과 라이프니츠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접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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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이 접선의 개념은 미분법을 완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뉴턴은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
명하기 위하여 미분을 발견하였기에, 점과 선의 운동을 이용해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였다. 라이
프니츠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 미분을 연구하였기에, 작은 삼각형과 가늘고 긴 직
사각형이라는 무한소의 도형을 사용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뉴턴은 시간과 더불어 운동
하는 점이나 선이 만들어 내는 변화량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려고 미적분을 만들어 냈다. 한편 라이
프니츠의 미적분에는 시간이나 변화량 등의 개념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라이프니츠는 곡선의 도형
적(기하학적) 특징을 추구해 감으로써 접선의 기울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냈던 것이
다. 특히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의 기법은 매우 세련되고 사용하기 쉽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현재 학
교에서는 주로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을 사용한 미적분을 배운다. 반면 뉴턴의 표기법은 주로 물리
학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6].
이와 같이, 미적분은 그 자체가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고안된 수학적 개념이며, 이 발견을 통
하여 인류는 감히 미래에 대한 예측을 시작할 수 있었으며, 이 수학적 발견은 변화하는 세계를 정
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6]. 미적분의 계산식은 생명이 없는 딱딱한 기호
의 나열로 보이지만 실은 그 탄생과 발전의 그늘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분의 생명력을 무시한
채 현재 학교 수학에서는 형식적이고 연역적인 문제풀이식 계산법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2.2 경마장원리와 이의 물리학적 의미
함수를 단순히 그래프로 이해하며 미적분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이는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나,
넓이, 부피를 뜻하게 된다. 그러나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생각하면 미적분은 물리
적인 의미를 갖는다. 속도, 가속도와 경과거리, 입체의 단면적 함수나 표면적 함수와 부피 함수, 질
량과 밀도, 확률과 확률밀도 등도 미적분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더욱이 앞서 전개된 대로 17세기에 미분의 개념이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미적
분의 지도 역시 실제수학, 즉, 실제적 소재를 택해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할 것이다.
경마장원리가 무엇이고, 이 원리가 물리적인 현상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알아보자. 경마장원
리와 그 증명은 다음과 같다:

[경마장원리] 구간

  에서 연속이고 구간   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가 조건
 ′  ≤  ′        

(*)

을 만족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가) 만일    이면   ≤          이다.
(나) 만일    이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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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함수      는 유계닫힌구간   에서 연속이고, 유계열린구간    에서 미분가능
하며, ′    ′    ′  ≤         을 만족하므로, 함수  는 구간   에서
감소함수이고, 특히  ≥  ≥    ≤  ≤   이 성립한다.

1994년 일리노이 대학(University of Illinois)의 명예교수였던 얼(Jerry Uhl)에 의해 명명된 경마

장원리는 속도로 표현되는 미분의 물리적인 의미를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 원리를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경마장에서 경주하는 두 마리의 경주마가
시간   (출발시각)에서    (도착시각)까지의 달린 이동거리를 트랙의 순서에 따라 각각
 와  라 가정하자. 그러면 ′  와 ′  는 각각 시각  ∈   에 두 경주마가 달리는 순

간속도를 의미하고, 특히 조건 (*)은 첫 번째 트랙을 달리는 경주마  가 두 번째 트랙을 달리는
경주마  보다 느리지 않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가)의 경우, [그림 1]처럼 조건    은 두
경주마가 시각   에 동일 출발선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1] 경마장원리(1)
[Fig. 1] Racetrack Principle(1)

이 때 조건 (*)에 의하여 경주마  의 속도가 경주마  의 속도보다 느리지 않으므로 [그림 2]
와 같이 경주가 진행되어,

[그림 2] 경마장원리(2)
[Fig. 2] Racetrack Principle(2)

결국에는 [그림 3]에서와 같이 경주마  가 경주마  보다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이때  ≤         와 같이 경주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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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마장원리(3)
[Fig. 3] Racetrack Principle(3)

이러한 설명은 미분법을 학습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속도와 함수에 대한 기본 개
념이 있는 중학교 2학년 수준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정도로 직관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 이
러한 점에서 경마장원리는 현실적 소재를 택하여 설명된 수학의 한 예임이 분명하다. 특히 경마장
원리를 통한 지도는 현실적인 변화 상황을 기술하고, 해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서 함수의 의
미를 파악하거나, 다양한 함수적 상황을 통해 함수 개념의 동적인 측면을 이해하며 학습자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수학적 시도가 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수학 현장
에서 경마장원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 도입된다면 함수적 안목과 함수적 사고 능력 및 태도를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중 연구자가 임의로 지역 A와 지역 B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각 학교에서 미적분을 학습한 자연계 3학년 2개 학급 총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A, B의
선정은 대도시와 소도시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비슷한 두 그룹을 선정하여 비교집단은 기존 교과서의 방법으로 부등
식의 증명을 지도하고, 실험집단은 경마장원리를 도입하여 부등식의 증명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연
구를 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
[표 1] 학교 A와 학교 B의 학생 수
[Table 1] The number of students in school A and school B

학교
학급
실험집단
비교집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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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33명
40명
73명

29명
28명
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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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절차
경마장원리에 관련된 동영상[7]을 활용하여 이 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 후, 경마장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물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1]

∼ [그림 3]을 제시하였고,

덧붙여 경마장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도 함께 설명하였다.
학교 A와 학교 B에서 임의로 선택된 두 학급 모두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예제 문제를 통해 기
초 실력과 개념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다.

[예제]

.

   에 대하여      가 성립함을 보여라

[표 2] 학교 A와 학교 B의 기본실력 비교
[Table 2] Results of the basic skills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in school A and school B

학교
학급

학교

A의 정답률
49%
47%

실험집단
비교집단

학교

B의 정답률
31%
27%

[표 2]에 의하면 대도시 소재의 고등학교에서 보다 높은 기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 A에서 학생들의 무응답이 10% 내외로 굉장히 적은 수인 반면, 학교 B에서 학생
들의 무응답인 비율은 약 30%로 학교 A보다 학교 B의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비교적 낮았다. 그러
나 학교 내에서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두 반의 실력차이는 거의 동일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유지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적합한 두 그룹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연구 결과
학교 A와 학교 B에서 택한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수학 ’의 도함수의 활용 부분의 ‘부등식에의
활용’에 제시된 증명 부분만을 학습하였다. 각 학교의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먼저 경마장원리를 이
해한 후, ‘수학 ’에서 제시된 교과서 풀이를 학습하였다. 또한 각 집단 모두 아래 제시된 동일한
문제를 활용하여 지도하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제]    에 대하여  ≥ sin +1 가 성립함을 보여라.
[확인문제1]    일 때, ln      가 성립함을 보여라.
[확인문제2]    일 때, sin ≥  가 성립함을 보여라.
[형성평가]    일 때,      cos 가 성립함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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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학교 A의 실험 비교집단의 결과
[Table 3] Results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in school A

정답률
학급
실험집단

유제
91%

94%

비교집단

85%

83%

문제

1

문제

2

형성평가

평균정답률

97%

80%

91%

83%

60%

78%

형성평가

평균정답률

․

[표 4] 학교 B의 실험 비교집단의 결과
[Table 4] Results of experimental and comparison group in school B

1

2

정답률
학급
실험집단

유제
59%

76%

69%

62%

67%

비교집단

20%

83%

45%

24%

41%

문제

문제

[표 3]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실험집단의 정답률이 비교집단의

정답률보다 10% ~ 40%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정답률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며 실험집단의 정답률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학생들은 경마장원리를 활용한 풀이를 더
쉽게 느끼고 있었으며 실제로 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연역적
이고 형식적인 증명 문제를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현재 상황에서 증명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원리를 활용한 풀이는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 A보다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 B에서는 흥미로운 현상을 살펴 볼 수 있다. 두 반 모두 학
습지에 제시된 4개의 문제는 예제 문제와 거의 유형이 흡사하지만 비교집단에서는 각각의 문제의
정답률이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유제]와 [형성평가] 문제의 정답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처럼 각 문제 사이의 정답률의 편차가 큰 이유는 [유제]와 [형성평가]의 풀이 과정 중 주어진 함
수의 도함수가 복잡하고 이를 토대로 증감표와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
반면, 실험집단 학생들 대부분은 아래 [그림 4]과 같이 예제 문제를 설명한 후 풀게 한 4개의 문
제 중 한 문제를 해결한 학생은 나머지 문제도 대부분 큰 무리 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경마장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떠한 식으로 주어지든 미분한 두 함수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부분만 해결된다면 손쉽게 증명을 해내었다. 이는 형식적이고 엄밀한 증명보다
는 물리학적 직관적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경
마장원리를 접한 학생들은 교과서의 증명보다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수학에서는 인지적 능력의 증진은 물론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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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등 정의적 영역의 개선과 더불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
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야 한다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
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그림 4] 경마장원리를 활용한 학생의 문제 풀이 1
[Fig. 4] Proof 1 using Racetrack Principle

[그림 5] 경마장원리를 활용한 학생의 문제 풀이 2
[Fig. 5] Proof 2 using Racetrack Principle

[표 5] 학교 A와 학교 B의 경마장원리 개념 이해정도 비교
[Table 5] Results of the understanding Racetrack Principle in school A and school B

정답률
학급

개념확인

1

개념확인

2

개념확인

3

평균정답률

학교 A

100%

97%

88%

95%

학교 B

76%

72%

59%

69%

또한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마장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정도를 테스트해 본 ‘개
념 확인 문제’에서 학교 A는 95%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학교 B에서는 약
70% 학생들이 경마장원리에 대한 개념을 인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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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미적분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내용 영역이
기 때문에 미적분의 학습을 통해 수학의 가치와 유용성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미
적분의 효용성은 배제된 채 학교수학에서 엄밀성과 최종적으로 손질된 기성 지식만을 인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피상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으며, 학습자에게 진정한 수학적 안
목과 수학적 사고의 발달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
한 답을 제공하는 미적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예로 경마장원리를 제시하였으
며, 이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경마장
원리가 실제 미분이 속도를 의미한다는 점과 직관적인 측면에서 미적분을 학습하고 접근하는 과정
을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경마장원리의 이해정도와 물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정도는 높았다. 실제로 경마장원리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에서 도입한 결과, 개념 확인 문제를 두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80%가량
의 학생들이 풀어내는 연구결과를 보면서 학습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마장원리 속에 숨어있는 물리량과 함수의 관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이해하였으며, 경마
장원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과서의 풀이를 활용하여 풀었을 때보다 경마장원리를 활용하였을 때 더욱 많은 수의 학
생들이 동일한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교 A에
서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한 결과 60%의 학생만이 해결하였으나, 경
마장원리를 활용하여 풀이한 형성평가 문제는 80%의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또한 학교 B
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하여 형성평가 문제를 풀이한 결과 24%의 학생만이 해결하였으나,
경마장원리를 활용하여 풀이한 형성평가 문제는 64%의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비록 학교 A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학습 수준이 낮은 학교에서 경마장의 원리를 활용한다
면 증명 문제를 더욱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마장원리를 도입한다면
미분과 속도의 관계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은 자연 현상을 다루는 도구로서
의 수학의 참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한편, 경마장원리를 이용하여 미분을 활용한 부등식의 증명 문제를 해결할 때 한계점이 존재한
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마장원리에서    또는    라는 조
건이 제시되지 않으면 경마장원리를 활용하여  와  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수능
형 문제의 풀이에서는 깊이 있게 도입하기는 힘이 든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마장원리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경마장원리를 활용한 부등식의 증명은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풀이의 보충적인 지도를 위하여 사용된 직관적인 지도법으로 교과서 풀이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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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증명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은 수학이 풍부하게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학습을 더욱 흥미롭게 하며 변화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수학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그러나, 교과서 풀이를 배제한 채 경마장원리만을 도입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며 이
는 교육학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지도방법이라 여겨지므로 경마장원리를 활용한 풀이는 교과서
의 예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한 후, 심화 자료 또는 참고 자료로서 학습자들에게 추가로 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가 이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들에게 변화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
고 해석할 수 있는 미분의 강력한 힘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미분을 탄생시킨 원동력인 수
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경마장원리를 학습하는 것
은 단순히 문제 풀이의 일환뿐만 아니라 원리 자체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수학적 의미를 체험하
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교육계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주요핵심 역량인 창의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일환 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융합 교육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을 위한 학습 자료 개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속도와 미분의 관계, 물리와 수학의 관계성을 어떤 정리보다도 잘 드러내
는 경마장원리는 과학과 수학을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경마장원리와 관련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개발되고 학습-지도 방법을
강구하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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