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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호도법의 본질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

은 채 학생들의 오개념을 조사하거나 지도방안을 설계하는 연구는

실질적인 호도법 지도 문제의 해결에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하였다.

Euclid 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음이라는 성질을 내재하고 있다.

호도법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호의 길이에 의해 각을 측도하

는 표현 방법이다. 또한 호도법은 간결성을 추구하는 현대수학에

부합하는 각도 표현이다. 육십분법은 도를 단위로 하지만 호도

법은 단위 없이 실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육십분법과 호도법은 일

대일대응 관계에 있지만 동치는 아니다. 그러나 개념적 이해가 부

족한 학생들은 도를 단위로 하는 육십분법과 실수 표현인 호

도법을 동치로 받아들이기 쉽다. 특히 학생들이 접하는 교과서에

서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관계를 라디안


와 같이 등호

로 표기함으로 인해 두 가지의 각도 표현 방법에 차이가 없다고

학생들을 잘못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호도법

과 육십분법의 변환 공식을 기초로 하여 형식적으로만 라디안을

파악할 뿐 그에 내재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호도법의 지도방안을 강구하기 위

해서는 우선 호도법의 본질은 무엇이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호도법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

하고 그에 따른 지도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첫째,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둘째, 호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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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떻게 지도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양상은 어떠

하며 앞으로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호도법 이해를 위해 각도의 단위 변환, 길이비

의 단위 생략, 단위 구성이 핵심적인 개념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로부터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도출하였다. 특히 단위원의 호도

에 의한 단위 구성은 삼각함수의 전개와 미적분법의 편의성에 대

한 직관적인 이해의 바탕이 된다.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 기초하여

호도법의 지도 과제 및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의 계열과 내용

을 분석하고 선정한 교과서를 외국의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공식에 의해 단위 변환에만 치중하고 있다

는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는 호도법의 지도에서 근원적으로 호

도의 곱셈 전략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호도법의 학습 양상을 도출하고자 미적분 학습을 끝낸 학생들

을 대상으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위 생략과 단위 구성

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교수학적 분석과 학생

들의 호도법에 대한 이해도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호도법

의 학습을 돕기 위한 교수 학습 방안 및 지도 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호도의 곱셈 전략을 직관적으로 추론하도록 하는

풍부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호도법에서의 실수화

가 수학적 간결성, 실변수 삼각함수의 유용성의 기초가 됨을 이해

하고 호도법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교수학적 분석, 각도의 개념화 수준, 호도법, 라디안 측도,

단위원, 실변수 삼각함수

학 번 : 2003-3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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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핵심 개념과 일반

화된 지식, 기능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특히 수학교육 연구

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수학적 개념의 의미와 필요성, 가치에 초점을

두는 지도법이다.

학교수학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각의 측정 단위는 도()와 라디안

(rad)이다. 원의 둘레를 등분하였을 때 한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를 로 정하여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육십분법이라 하며 이 방

식은 고대부터 사용되었다. 한편, 주어진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게 되는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정하여 각의 크기를 나

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하며 이 방식은 근세에 와서야 사용되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육십분법을 큰 불편 없이 사용해 왔으며, 호도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나 그 개념적 본질을 학습한 후의 효과를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호도법의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그 의미와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삼각함수는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다. 삼각비에서의 각은 육십분법으로 표현할 수 있

지만, 삼각함수의 각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야만 실변수 함수가 되기 때

문이다. 삼각함수는 수학 내적․외적인 분야에서 주요한 융합 주제다. 삼

각함수의 주기성은 실세계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교육과정이 다양한 변화를 거치더라도,

삼각함수는 항상 수학 교과의 필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삼각

함수의 학습 연계성을 감안하면 수학과 물리학의 후속연구를 위해 각이

독립변수인 실변수 함수는 필수적이며(Watson, 2008: 149), 이때 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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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삼각함수의 교수학적 연결성 문제는 그 발견 과정부터 예견되어 있었

다.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삼각형의 측정이 암묵적으로 공존하였기 때문

이다. 삼각함수의 역사는 두 가지의 맥락(strand)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천체의 위치와 운동을 추적하는 기본 도구로서 원과 호를 활용한 천문학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활용한 측정 맥락이다

(Watson, 2009: 121). 학교수학의 삼각법은 계산적 삼각법과 해석적 삼각

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산적 삼각법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도 사

이의 수량적 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호도법과 연계성이 적다. 계량화는

한 삼각형에서 특정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 때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

의 정보를 계산해내면 되는 것이다. 문제시된다면 원했던 현의 길이가

무리수일 때 유리수의 근삿값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이며, 즉

산술과 대수의 기술이 필요한 정도로 끝난다. 반면, 해석적 삼각법은 삼

각함수의 주기성에 대한 응용을 다루기 때문에, 호도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함수와의 관계는 실변수가 아니고서는 연계하기가 곤란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삼각함수는 그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각, 비, 함수 등의 여러 개념들이 통합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Watson, 2008: 148). 삼각함수는 대수, 기하, 그래프 등 복합적인 통합을

요구하므로 어려운 것이다.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의 단절은 삼각함수의

개념적 복합성과 더불어 호도법 개념의 어려움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라디안 개념의 어려움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연구자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조차 호도법에 대해 파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하였

다. 학생들은 호도법을 공식 위주로 이해함으로써 육십분법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호도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라디안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내용지식을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범주화한 교사 지

식을 제시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라디안의 정의, 라디안의 실수 속성에 대

한 이해, 삼각함수가 실함수로 정의되는 이유, 그리고 호도법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송은영(2008)은 고등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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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비교사들이 육십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기계적인 변환 계산을 잘 수

행하지만 라디안의 정의 자체나 라디안 사용의 의미를 잘 모르고, 교과

서에서 특수각의 삼각함수의 값을 주로 다루므로 ‘sin ’와 같은 라디안

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추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호도법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데 제한적으로 사용되면서

생긴 오개념, 학생들이 공식에만 의존하는 경향성, 수학 내적․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Moore(2013)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호를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인식하

지 못하고, 각에 이름을 붙이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각의 측

정을 다루면서 대학생들은 직각과 같은 기하적 대상으로 보거나,

의 보각과 같은 계산에 의존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주
호의 길이

의 값을 원주와 호의 길이 사이의 곱셈 관계로써 비례적인

비교로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한 수로만 다루었다. 이는 학생들이 각도

의 측정량을 계산수로 형식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터키

의 예비교사들과 현직교사들도 라디안으로 주어진 각에 대해 의미를 찾

기 쉬운 도()로 바꾸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Akkoc, 2008; Topçu,

Kertil, Akkoc, Kamil & Osman, 2006). 라디안은 항상 로 표현된다고

믿거나, sin에서 을 당연히 도()로 여기는 오류도 나타났다(Akkoc,

2008). 이는 교사들조차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각도의 관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이해가 고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호도법의 이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삼각함수

학습에 대한 어려움의 요인을 부분적으로 조사하거나(Challenger, 2009;

Weber, 2005; Brown, 2005 등), 학생이나 교사들의 호도법에 대한 오개

념의 유형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연구에 그친 것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호도법에 대한 잘못된 학습으로 인해 삼각비, 단위원의 좌표, 삼

각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삼각함수의 여러 맥락 사이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

생이나 교사들이 호도법을 형식적인 공식 적용에만 국한하여 학습함으로

써 개념적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각함수에 대한 기하, 대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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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의 맥락도 연계성 없이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호도법을 잘못 이해해서 삼각함수의 학습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호도법에 대한 보다 근본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삼각함수의 맥락에 따라 호도법의 의미에 대

한 관점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는 연

구가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라디안이 어려운 이유는 삼각함수와 결부된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남진영과 임재훈(2008)은 라디안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라디안이 각의 크기를 나타냄과 동시에, 동질양의 비를 나타내는 실수라

는 이중적 개념을 지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강미광(2011)도 도형으로써

의 각과 수로 표현한 각도를 혼용해 온 학교수학의 풍토를 지적하면서,

라디안은 각을 길이의 비로 표현한다는 속성을 지녔으며, 라디안의 본질

은 반지름의 길이를 단위로 하여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이를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완재

(2009)는 라디안을 단위에 관계없이 일관적인 각의 크기라는 의미를 가

지며, 비는 각도라는 의미로부터 파생된 결과일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강향임과 최은아(2015: 310-311)는 라디안 개념의 본질에 대해 연

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호도법의 본질

을 밝힌 다음에, 이해 정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

함을 말해 준다.

호도법이 교육과정의 필수 과정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그 개념상의 어

려움을 자주 공유해 왔지만, 호도법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호도법의 지식이 나오기까지 개념의 변화 양상을 알거나

그 이면에 있는 암묵적 지식을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

문이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호도법의 대안적인 학습-지도 방법을 제안해

왔다. 호의 길이에 의해 각의 크기를 잰다는 발상이 정착되도록 원 위에

감긴 선을 직선으로 펼쳐보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호도법을 도입하도

록 제안한 방법(강미광, 2011), 수직선으로 단위원을 감싸도록(wr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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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방법(Akkoc, 2008),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원주에 반지름의 길

이와 같은 호의 길이가 몇 번 놓이는지를 탐구한 방법(Klein &

Hamilton, 1997),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각도의 비례관계를 탐구하고 호

의 길이, 원주,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양적 관계에 주목하는 양적 추론의

역할을 강조한 방법(Moore, 2013)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

구에서는 삼각함수를 실변수 함수로 전환하기 위한 호도법의 역할 정도

만 제안하였으며(Demir, 2012; Challenger, 2009; Orhun, 2001 등), 특히

제안한 방법이 삼각함수에 대한 기하, 대수, 그래프의 맥락을 원활하게

연결해주고 호도법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호도법의 가치가 삼각함수의 역사적 맥락부터 수학적 응용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호도법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으며, 호도

법을 단순히 삼각함수 학습의 선행 지식으로 제한한 결과, 호도법의 교

수 방법 개선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진영과 임재훈(2008)도 학교수학 가운데 호도법과 그

단위인 라디안의 본질이 명확히 파악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

재까지 호도법의 개념 연계성에 기초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도법의 지도

방법을 제안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밝힌 호도법

의 이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변형 문항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조

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도 계열을 구성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 분석에 기반한 호도법의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도 조사 문항을 설계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호도법 지도에 대한 실질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정호(2017)는 학교수학의 본질을 보다 ‘높은 관점에서’ 보아야 그 교

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초 수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수

학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학수학과 학교수학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교수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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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역사적 맥락, 수학적 유용성, 교육적 가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교수

학적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호도법에 대한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 분석을 통해 교수

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해도 조사문항을 설계한

후, 실제 조사 연구를 통해 교과서 전개방식에서 드러난 교수학적 단절

의 원인을 해소하는 변형과제를 설계, 실행, 평가하는 지도 방향의 제안

이 시도될 것이다. 미적분을 배운 고등학생들이 호도법을 어떻게 이해하

고 있으며 라디안을 도입할 필요성과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학습하

였는지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지도 계열과 방법을 제안할 것

이다.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호도법에 관한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그 의미와 교육

적 가치를 도출하고, 호도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특

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어려움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지도 계열과 방법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호도법 개념의 역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고, 현재 수학

적으로 완성된 호도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2. 주요한 호도법의 의미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호도법

이 차지하는 위치 및 그 전개방식은 어떠한가?

3. 호도법의 의미와 유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은 어떠하며,

보다 효율적인 지도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의 해결을 위해 2장에서는 호도법의 개념적 본질을 파악

하고자 역사적, 수학적 분석을 하고, 교육학적 관점의 선행연구를 이론적

으로 분석하여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제1절에서는 삼각법의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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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과정을 미적분학의 탄생 전후로 구분하여 호도법의 변화 양상에 따

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수학적, 물리학적 분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주요한 호도법의 의미를 확인한다. 또한 호도법의 의미와 교육적 가치를

파악하는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념 분석틀을 도출한다. 제3절에서는

호도법에 대한 이해 및 학습-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개념 분

석틀이 학습해야 할 주요 요소임을 뒷받침하고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도

출한다.

연구 문제 2의 해결을 위해 3장에서는 호도법이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를

분석한다. 2장에서 도출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을 호도법의 지도를 위

한 핵심적인 본질로 두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한

다. 즉, 학생들이 자주 접하는 교과서를 외국 교과서와 비교하면서 호도

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전개방식을 분석한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

에 의해 학생들이 삼각함수의 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호도법이 왜 필

요한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교과서의 전개방식에서 찾는

다.

연구 문제 3의 해결을 위해 4장에서는 미적분을 학습한 고등학생들이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호도법

에 관한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해도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이해도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계한 연구방법론을 설명

한다. 제2절에서는 호도법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이해도 조사를 분석한다.

고등학생들은 각의 측도(angle measure, 이하 각도)를 육십분법으로 표

현하는 것에 친숙하다. 이러한 경향성이 미적분 학습을 끝낸 후에도 학

생들에게 여전히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평가문항1)을 설계하고 고등학

1) 이해도 조사를 위해 진단적 추측하기(Diagnosing Conjecturing Task, 이하 DCT)

과제를 이용하였다. DCT는 수학적 추측과 진단적 교수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

로 Fou-Lai Lin 등의 대만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교수법이다. 이는 수학에 대

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오개념을 바로 잡으며 추측하기와 정당화를 경험하

도록 사용될 수 있다(Chen, Lin, Hsu, & Cheng, 2014: 이동환, 2018: 348에서 재

인용).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로 밝혀진 호도법에 대한 학생들의 고착된 오개념

을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평가문

항에 이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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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이해도 양상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사례 분석한다. 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호도법의 의미, 유용성, 가치에 대

한 응답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활용하되, 고등학생들의 이해도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

구에서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을 미리 제시한 다음에 제시한 답이 무슨

뜻인가 설명할 수 있는지, 제시한 답의 초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지에 대한 평가문항을 설계한다. 또한 이해도 조사를 위한 평가문항은

막연한 질문을 배제하고 매우 구체적인 질문으로 하며, 예비 조사를 거

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

는 호도법의 지도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

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반영한 호

도법의 지도 계열과 내용을 제시한다. 또한 호도법의 지도 방향은 교수

학습 방안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학습활동을 교과서 변형과제를 통해 제

시한다. 이러한 호도법의 지도방안은 비교적 대규모의 이해도 분석 결과

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 3 절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교수학적 분석

교수학적 분석은 수학 개념의 이면에 내재된 본질과 관점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기초로써 규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도법의 개념

발생의 맥락과 수학적 유용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교수학적 분석으로써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②각과 각도

각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가리키며, 측정 활동과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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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대상을 말한다. 각도는 시초선부터 동경의 회전량을 지칭하며,

각을 단위에 의해 수량화한 것이다. 따라서 각은 정적인 개념인 반면, 각

도는 동적인 개념이다.

③추가된 보조 단위(supplement unit)

물리학적 맥락에서 라디안은 본래 실수이기 때문에 단위가 필요 없다.

그러나 라디안을 단위 없이 실수로만 표현한 경우 그 실수가 각도임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각이 들어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rad 를 첨가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라디안을 추가된 보조 단위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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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호도법에 대한 이론적 분석

교수학적 분석은 호도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지

도상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고 개선 방향도 모색하도록 한다. 이 장에

서는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인 고찰을 통하여 호도법에 대한 다각적인

이론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호도법의 의미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역사적 맥락, 수학과 물리학적인 유용성, 이해와 학습-지도에 관한 교육

학적 접근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호도법의 개념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호도법의 의미는


와 같은 분수 형태의 공식을 지도하는 것만으

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호도법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를 분

석하기 위해 제1절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제2절에서는 수학적이고 물리

학적 분석을, 제3절에서는 이해와 학습-지도에 관한 교육학적 분석을 통

해서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호도법에서 육십분법

과의 차별성을 다루지 않고 결과적인 관계와 그에 따른 단위 환산 계산

만을 형식적으로 다룬다면, 호도법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할 수 없을 것

이다. 호도법은 삼각함수의 하위 영역이므로 매우 좁은 영역이라고 생각

하기 쉽지만,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조차 삼각함수 개념 자체를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삼각함수를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호도법을 어려워한다는 점에서 호도법

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는 의미가 있다.

한편,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라디안이 도()에 비해 더 적

절한 이유로 기존의 연구는 라디안이 좀 더 편리한 단위라는 장점을 논

의하였다. 이를테면, 미적분학에서 라디안 단위계가 공식을 단순화한다는

점(Sherwood & Taylor, 1942: 26-27), 의 각은 라디안의 크기와

똑같기 때문에 계산 수치가 간단해진다는 점(강향임, 최은아, 2015: 316),

라디안은 각도를 실수로 표현한다는 점, 


은길이

길이
의 비(ratio)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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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라디안 단위명은 생략할 수 있으며 실함수로서 삼각함수를 보장

한다는 점(남진영, 임재훈, 2008) 등이었다. 이 장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수학적 유용성, 그리고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보다 개선된 답을

찾고자 한다.

제 1 절 역사발생적 분석 2)

수학의 역사에서는 실용적 요구가 논리적 요구보다 앞서는 경우가 종

종 있었다. 라디안이 각도의 표준 단위가 되기 이전부터 수학자들은 각

도를 포함한 계산에 라디안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공식이 간

단해짐을 확인하였고 각도를 표현하는 간결한 방법이 라디안임을 알게

되었다. 호도법이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육십분법과 비교

해 본다면 그 역사가 매우 짧다. 호도법에 대한 수학적인 취급이 더디게

발전하게 된 것은 개념상의 복잡성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수학자들이

라디안을 적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 계산을 단순화할 수 있었기 때문인

데, 이를 전달하더라도 학생들은 라디안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호도법을 지도할 때에는 쉬운 육십분법 대신에 호도법을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호도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호도법에 대한 깊

은 이해를 위해 호도법의 중요한 측면들은 어떠한 맥락으로 발생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라디안을 생략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을 분석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수학자들이 왜 라디안 개념을 정의

하는데 고심하였는가를 살펴본다. 이는 호도법의 변화 양상을 밝히고 개

념화 과정에서 학교수학의 간과된 측면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2) 제1절-제2절의 내용은 유재근과 이경화(2017)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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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적분학 이전의 원의 닮음에서의 각도

각도는 삼각법과 더불어 처음에는 천문학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였고,

나중에는 항해술의 필요에 의해 발달하였다. 초기 천문학에서는 천체의

회전운동에 관심을 두었다. 하늘에 떠 있는 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기

는 어렵지만 각도를 측정하기는 비교적 쉬웠다. 그리하여 각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각이란 무엇인가’, ‘각을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두 가

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천문학자들은 천구를 탐구하기 위해 각도를 ‘원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

는’ 각의 두 변이 이루는 호의 길이로 제안하면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

한 호의 길이의 비’가 가능함을 알았다. 이는 각의 동적인 관념이다.

Euclid 원론에서는 ‘두 직선의 기운 정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정적인

관념이다. 이 두 가지 관념은 오랫동안 공존하였다(Crossfield et al.,

2009: 13-14).

이와 관련하여 우정호(2017a: 125)는 각과 각의 크기 사이의 개념 구

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정적인 도형으로서의 각은 한 끝점을

공유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대상이다. 측정하는 크기는

그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 또는 한 반직선에 대한 다른 반직선의 기울

어진 정도이다. 반면에 동적인 회전각은 각보다는 각의 크기인 회전량을

가리킨다. 회전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를 측정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어떤 선분의 길이를 단위로 택할 것인가의 문

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의식화해야 한다.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반

지름의 길이이고 모든 원은 닮음이므로, 그 각도에 대응하는 불변량을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와의 비로 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매우 적절

한 것이다.

삼각법이 수학의 분과로 형식화되기 이전에, 고대 이집트인과 바빌로

니아인들은 닮은 삼각형에서 변들의 길이의 비를 다루었다. 이집트인들

은 삼각법을 토지측량과 피라미드 건설에 적용하였다. 바빌로니아의 천

문학자들은 원의 호3)와 현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삼각함수의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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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았다. 고대 삼각법의 시작은 낮의 시각과 그림자의 길이를

관련시킨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림자 표는 코탄젠트와 탄젠트의 원형

이었다. 삼각함수는 이러한 초기 발견으로부터 나중에 가서야 도출된 것

이다(Kupková, 2008).

각도로서 육십분법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역사적

으로 회전의 한 바퀴를 로 정한 이유는 년 한 해의 날짜 수와

대략 같게 본 규약이기 때문이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직각 을 각의 기

본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육십분법 체계로 표현하였다. 즉, 을

  ⋯ 으로 분할하였다. 십진법이었다면,   등을 하위

단위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후 사람들은 각도 표현에서는 바빌로니아인

의 분할을 채용하면서, 수를 표현할 때에는 십진법 체계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천문학자들은 진법 표현 체계의 번거로운 부조화를 겪었으나,

육십분법 체계에서 만들었던 삼각함수표와 끝없는 계산오차를 감당하지

못하였다(Toeplitz, 2006: 177-178). 이처럼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삼각형

의 길이와 관련된 계산을 위해 표를 만들었으며, 그 값은 각도 측면보다

기하학적 도형에서 길이의 비의 개념에서 온 것이었다.

우정호(2017a: 126)는 육십분법도 원운동과 관련되어 도입되었으나,

육십분법을 처음 사용했던 바빌로니아인들은 지구의 공전 현상과의 관련

성을 떠나서 일반적인 원운동을 추상화하여 호의 길이로 회전각을 해석

하여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낸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다고 논의하였

다. 다시 말하여 고대에도 호도법의 아이디어는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하

지는 못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천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각 사

이의 관계, 각에 대응하는 호와 현의 길이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B.C.

120년경 Hiparchus가 처음 시도하였고 Ptolemy가 사용했던 방법은 원의

둘레를  부분으로 나누고 지름을  부분으로 나눈 것이었다. 이를

다시 으로 세분하고 또다시 으로 세분하는 등, 바빌로니아의 육십

분법 체계를 따랐다. Hiparchus는 호에 대응하는 현의 길이를 지름의

3) 당시에는 원의 중심각을 호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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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위로 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현대적인 사인함수와 같다. 후대

역사가들은 각도를 일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한 출발점을 Hiparchus

로 보는데, Hiparchus가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 원을 적용한 노력 덕분이

다.

168년경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Ptolemy는 원의 호(full arc)에 대한

현을 계산하였다. Ptolemy는 현의 표를 만들면서 각도가 호의 길이를 이

용하는 과정임을 알았다. 각도는 천체거리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각도

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한 닮음을 활용하였다. 호도법의

발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중요하다(유재근, 2014). Matos(1990)와

Bressoud(2010)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각도의 발달은 호의 길이를 측

정하는 문맥에서 발생하였다(Moore, 2013: 227에서 재인용). 따라서 각도

에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맥락은 핵심 아이디어인 것이다.

인도의 사인 관념은 원의 호를 반으로 한 반현에 적용하였다. 476년경

Aryabhata는 반지름이 단위로 구성되는 원을 도입하였다. 이라

는 값은 원주율  를 로 근사한 값에서 나왔다:

지름 
×

≈ 

Aryabhata의 사인 도식(scheme)은 의 호에 대한 사인이 의

호에 대응하는 반현의 길이로 단위이었다(유재근, 2014: 613). 그리

스와 인도의 계산적인 삼각함수 개념은 반지름과 원주를 ‘동일한 단위’로

측정하는 요구에 대한 반영이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현대적 사인함수의 비 대신에 고정된 빗변을 가진

직각삼각형에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 단순화하였다.

15세기 독일의 삼각법에서는 Regiomontanus가 각을 십진소수로 세분

한 자리의 탄젠트표를 제시하였다. 16세기 전후에는 Rhaeticus,

Copernicus, Piticus가 보다 정확한 값으로 삼각함수의 표를 만들었다.

Rhaeticus는 호를 등분으로 세분하였고, 사인을 특정한 길이가 아닌

비로 현대적인 삼각함수를 개념화하였다. 일부 수학자들은  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삼각함수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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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pková, 2008).

삼각함수의 발달 과정에서 각도 개념은 원에서 호의 길이와 그 중심

각이라는 거의 유사한 두 가지 측도4)에서 발달하였다. 표에 의해 형식적

으로 나타낸 각도는 정적이나, 호와 현에 의한 각도는 원을 그리는 궤도

위를 위성이 회전한다는 역동적인 생각에 그 근원이 있다. 이와 같이 호

의 길이로 각도를 해석하는 것이 원의 중심각으로 각도를 해석하는 것보

다 먼저 발생하였다(이종희, 2001).

한편, 본 연구에서 ‘본질’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현상 이면에 있는

핵심 개념, 수학 원리, 일반화된 지식, 기능의 조화라 규정한다. 이를테

면, 각도의 역사적 본질은 [그림 2-1]과 같이 정한다.

[그림 2-1] 각도의 역사적 본질

[그림 2-1]은 천문학 맥락에서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 각도를

측정하게 된 핵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두 별 사이의 거

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인 길이로써    로

변한다는 것을 오류라 생각하고, 원의 닮음을 이용하여 각도의 불변성

4) ‘measure’는 여러 가지 용어로 해석된다. 초등수학에서는 단위에 의한 ‘측도’는 주

어진 양이 단위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를, ‘척도’는 단위를, 양의 ‘측정’

은 주어진 양의 크기가 단위의 몇 배에 해당하는가를 수치화하는 과정을, ‘측정

값’은 측도를 단위와 함께 나타낸 값을 말한다. 장혜원(2005: 1)은 측정 결과나

길이 등의 크기를 의미할 때는 측도로, 측정 기준 및 단위를 나타낼 때는 척도로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라디안은 척도, 호도법은 라디안 측도라고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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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용하였다.

호도법의 역사적 본질을 지도방안에 반영하면, 교수학적인 관점이 분

명해지고 맥락이 풍부해지며 학습 성취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진다. 각도

의 역사적 본질은 삼각측량법을 응용해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까

지의 거리를 재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각도가 역사적으로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각도 측정의 기술만 익힌다면,

각도를 온전히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각도의 배경과

근거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각도를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관

점에서 호도법은 각도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인데 반해, 학교수학에서 호

도법이 육십분법의 대안적 표현인 양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천문학자들이 각도를 호의 길이로 서로 다르

게 측정한 오류와 같이, 오늘날 학생들도 각도가 각의 변  에

의존한다는 오개념(Watson, 2009a: 94)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정호(2017a: 124)는 Ptolemy의 현의 표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동일한

원에서 호의 길이로 해석한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삼각법의 역사적 발

달 과정에서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 원호의 길이를 사용하는 호도

법과 같은 원리가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다(같은 책, 125). Clairaut(2005:

43-44)는 각의 크기를 측정하려면 각도기와 같은 도구의 부정확함에 영

향을 받지 않도록 고정된 측도가 필요하며, 원의 호에 의한 각도가 ‘필연

적’이라고 하였다. 각은 한 직선이 다른 직선에 대해 기울어진 것으로 정

적인 정의를 내렸으나(같은 책, 24), 각도는 고정된 변에 대해 회전하는

호의 길이로 측정하는 동적인 접근을 하였다. 호를 이용한 각도가 필연

적인 이유는 각이 벌어진 정도가 그 호를 이루는 자취에 정확하게 대응

하기 때문이다. 각의 벌림이   배이면, 호의 길이도   배로 대

응한다. Clairaut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

어가 각도에 대한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고의 경로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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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hitehead도 각의 크기를 그 기원부터 원의 호에 의해 정의된 것으

로 언급하면서, 각의 크기를 정의하는 호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원의 전

체에서 그 부분을 이루는 호의 관계는 가장 근본적이다(2009: 167-168).

이는 삼각형이 평면도형을 해석하는 바탕인 것과 같이, 호가 원의 근간

(elements)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각은 회전량으로 양화하므로,

원운동에서 호의 길이에 의해 각도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우정호,

2017a: 125).

Euclid 원론을 해설한 Heath는 각의 현대적 개념이 비율이며(1998:

42), 각의 본질이 회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1998: 46).

Freudenthal(1983: 360) 역시 각도의 자연스런 단위는 원(‘full’ angle)과

관련되며,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이나 친숙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

였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써온 육십분법에 친숙했더라도, 호도법은 자

연스럽다는 장점을 갖는다. Whitehead(2009: 168)는 원이 닮음이기 때문

에, 호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분수가 각의 크기를 일정하게 나타내

는 적절한 이론적 수단이라 하였다. 회전각을 측정하는 데 그와 대응되

는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며, 이때 어떤 선분의 길이를 단위

로 택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우정호, 2017a: 125).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호도법에는 각을 잰다는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호도법은 ‘자연스러운’ 각도라는 본질이 있다. 각도의 발

생 아이디어는 각도를 호의 길이에 의해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각

법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서 각 대신에 호의 사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각은 정적인 접근이며, 각도는 각의 동적인 접근이다. 각의 벌림에 따라

대응하는 호가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단순하고 자명한 함수 관계인 것

이다. 호도법에 의한 각도 표현은 ‘필연적’ 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필

연적’이라 함은 수학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귀결을 의미한다.

둘째, 미적분학 이전에는 계산의 맥락이었으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즉 크기가 서로 다른 다양한 원에서 각도를 닮

음비로 측정하면서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주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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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여 고대 그리스 이래 삼각법에서는 동심원의 닮음비를 이용하

여 천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해 오다가, 17세기에 이르러 유럽

에서 직각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응하는 삼각비의 정의로 변화하였다.

반지름의 길이는 동심원의 닮음비와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모두 중요

한 역할을 하였다.

2. 미적분학 이후의 단위원에서의 각도

삼각함수는 Ptolemy의 현 표, 인도의 반현 표, 근세의 직각삼각형과

반현 표를 거쳐, Descartes의 해석기하학 이후에 현은 각의 함수로 발달

하였다. Newton, Leibniz의 미적분학 발달 이후에는 원함수, 주기함수,

해석함수가 호도법으로 표현된 각의 함수가 되면서, 라디안은 이론적으

로 확고해졌다.

삼각법의 새로운 시대는 미적분학의 탄생과 함께 열렸다. 호도법은 라

디안이라고 이름 붙여지기 200년 전부터 실제 사용하였다. 1676년 무렵

Newton은 사인의 구적에 무한소 삼각형을 사용하면서 호도법을 썼다.

[그림 2-2](Boyer & Merzbach, 2000: 654)는 사분 단위원에서  가

원 위의 점 를 지나는 접선의 선분임을 나타낸 것이다. Pascal은

           

의 비가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 아주 작을 때에 선분  는

두 개의 세로선  에 의해 나누어지는 원호와 실제 같다고 보았다. 이

것은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와 관련시

킨 호도법에 해당된다.

현대적 기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os

 


, 여기서 는 각

cos  sin  sin     에서 

 


 5)
[그림 2-2] 미분삼각형과

무한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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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근 알고리즘과 이항정리에 따라

  







⋯ 

적분하면

arcsin   







⋯

음의 기울기와 적분상수도 고려하면

arccos  

  








⋯ (Boyer & Merzbach, 2000: 654)

Newton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러한 결과에 도달했다. 위 결과에서 역

과정으로 Taylor 급수 표현이 가능하다. 즉, sin의 급수 전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방법은 Newton이 처음 사용했고, Leibniz가 다시

발견하였다.

  arcsin 또는   sin 로 놓으면 

   
 

 ⋯
 ⋯

로 거듭제곱 급수로 전개할 수 있다. 를 로 치환하면 에 대한 항등식을 얻

는다. 그러면 계수들이 결정되어 

sin   




⋯  를 얻는다. 

sin cos   로부터 cos 의 급수전개도 구할 수 있다(같은 책, 

654-655). 

sin의 급수를 cos의 급수로 나누면 tan의 급수도 구하고, 그 역수
로 다른 삼각함수의 급수전개도 얻을 수 있다. Newton과 Leibniz는

Mercator 급수의 역에서 의 급수전개도 구했다(같은 책, 655). 이처럼

5) 원문 Boyer(1968: 440)에는sin

 


, 여기서 는 각

sin  cos  cos   에서
 


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수학적으로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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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법은 Taylor 전개식에 아름다운 심미성을 준다.

18세기의 수학자들은 삼각급수를 집중 탐구하였다:



  

  

∞

 cos   sin  6)

천문 현상은 주기적이기 때문에, 주기함수로 이루어진 삼각급수는 행

성의 위치와 보간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였다. 1747년 Euler는 삼각함

수의 양을 비(ratios)의 개념으로 보고, 그 현대적 기호표현을 1748년에

출판한 《무한소 해석 입문(Introducio in analysis infinitorium)》에 넣

었다. 삼각함수는 엄밀한 해석학이 되었고, 사인은 더 이상 선분이 아니

라, 비 또는 수가 되었다. 다시 말하여, 사인은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의

세로좌표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Euler는 복소수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기면서 삼각함수와 지수함

수의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연관성을 찾았다:

    

(대학용) 기본 교재에서는 직각삼각형의 성질을 다루는 많은 공식에 삼각

함수를 이용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그다지 동기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로 어렵기만 하다. 여기서 얻었던 괴로운 기억들은 폐기되어야 한다. 

삼각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이고, 삼각함수는 관계식을 이룬다. 이

런 점에서 도를 없애고 라디안으로 각도를 표현한 것이다. 측정 단위

로서의 라디안은 생략하고 순전히 실수만 생각해도 된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제 분명히 함수 역할을 한다(Berlinski, 2014: 92). 

따라서 라디안은 단위명으로서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실수 자체로 인

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디안을 나타내는 영어, radian은 radial-angle(반지름-각)의 축약형

이다.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각도 체계의 등장 배경은, 근세로 들어와 물

리학에서 각속도를 논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물리학자 Thomson은

1873년에 형식적인 이름으로 정의했으며 1873년 6월에 그의 대학

6) 이 식은 다음 절에 나오는 Fourier 급수에서 자세히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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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College, Belfast의 기말시험 출제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Thomson의 형제인 Kelvin이 앞서 1871년에 사용한 바 있었고, Muir는

1869년에 St. Andrew’s University에서 rad, radial, radian을 놓고 고민

하다가 Thomson과의 협의를 거쳐 라디안(radian)을 택하였다. 영국의

수학자 Cotes는 ‘각이 도대체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 ‘각의 척도를 무

엇으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Cotes7)는 1714년에 각의 크

기에 대한 라디안 척도를 발명하였다. 물리학에서 각속도 맥락의 라디안

대신에, 수학에서 각도로서의 라디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로써 호도법

의 개념도 창안된 것이다. Cotes는 라디안이라는 이름만을 Thomson에

게서 빌려 썼을 뿐, 그 외 모든 것에는 라디안의 발명을 인정받았다. 특

히 Cotes는 라디안에 대해 각도의 단위로서 ‘자연스러움(naturalness)’을

인식하였다고 한다(Kupková, 2008: 78). 따라서 라디안을 발명한 수학자

가 느낀 라디안의 자연스러움이라는 특성은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그 수준이 비록 낮더라도 충분히 전달되고 인식되어야 할 라디안의 가치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호도법의 아이디어는 물리학자가 제안한 것을 수학자들도 승

인하게 된 것이다. 수학자들은 정당화가 확보되지 못한 라디안의 아이디

어를 일단 수용하였으나, 이후의 편리함은 극도로 컸다. 이를테면, 삼각

함수  축의 척도가 통일되어 천문학자들의 귀찮음을 해소할 수 있었

다. 수학자들은 라디안의 위상이 이론적으로 육십분법을 능가한 것임을

알았으나, ‘왜 각의 척도가 라디안이어야 하는지’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 ‘radian measure’를 기술했던 당시의 문헌에는 값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measure’나 원이나 호를 뜻하는 ‘circular-, arcual-’과 같은

용어가 함께 등장하였다(강향임, 최은아, 2015: 310). 이는 단편적 기록이

더라도, 라디안이 원주율이나 원의 속성과 밀접한 이론적이고 절대적

인 단위임을 의미한다. 육십분법에서 원을 으로 나눈 것은 인간이 정

7) Roger Cotes(1682-1716)는 Newton의 제자이며, 1714년에 Euler의 등식

exp  을 처음 발견하였다. Euler는 1748년에 이 공식을 재발견한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로저_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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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의적인 분할임을 파악해야 한다. 반면, 원과 밀접한 호도법은 실용

적인 육십분법에 비해 이론적인 수학의 발전에 적합했던 것이다. 수학의

역사에서 유용성과 추상성의 대조는 오랜 관행이기도 하다.

19세기 이후 Fourier는 삼각함수의 무한급수를 표현함으로써 함수 개

념의 발달을 이끄는데 기여하였다. 연속함수일 때만 해석적 표현이 존재

한다는 Euler의 함수 개념은 Fourier 급수로 인해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었다. 비약점이 있는 불연속함수도 Fourier 급수


 
  

∞


sin  

로 나타낼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Dirichlet는 함수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종속되든지, 식으로 유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한 변수의 값에 다른 변수의 유일한 값이 대응되는지의 논리적 조건에만

관심을 맞추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함으로써 함수에서 변수

개념을 없애고 일가성과 임의성을 강조하도록 발달한 것이다(김남희 외,

2013: 122-123).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동일한 좌표평면에서 삼각함수의 무한급수로 표

현했다는 것은 삼각함수도 실함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정의역은 라

디안이어야 한다.

오늘날에 삼각함수는 소리 신호를 재구성하는 데 활용되며, 이때 sin
의 편각(argument)은 라디안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첫째, 미적분학 이후에는 함수의 맥락이며, 각도를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호도법으로 각도를 표현하면서 실함수의 역할은 분명해졌다. 라

디안은 원에서 호와 그 반지름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각도의 단위로 인식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라디안은 원에서 호를 측정의

대상으로 그리고 그 반지름을 측정 단위로 한 점, 라디안 계산의 필요성

과 그 적용 결과로써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측정한 점,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점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교수학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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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역사적 분석 결과, 호도법이 어떤 배경으로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변

화 양상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각도 발생의 아이디어는

호의 길이에 의해 측정 가능한 ‘호도’이었다는 점에서 호도법에는 ‘자연

스러운’ 각도라는 본질이 있다. 호도법은 천문학의 맥락에서 원과 호를

바탕으로 발생한(Clairaut, 2005) 자연스러운 각도 표현 방법임을 확인하

였다. 호도법에는 각을 잰다는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의 벌림에 따라 대응하는 호가 정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단순하고 자명

한 함수 관계인 것이다. 호도로서의 각도 표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

다.

둘째, 미적분학을 기점으로 하여 삼각함수의 맥락이 계산에서 함수로

변화하면서 호도법은 원의 닮음의 각도에서 단위원의 각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하여 처음에는 원의 중심각에서 호도로, 다음에는

호와 반지름의 비율로, 다시 단위원을 직관적으로 이용하여 그 호의 길

이로 단순화하는 변화 양상을 거친 것이다. 삼각법의 개념적 발전의 전

환점은 Newton과 Leibniz에 의한 미적분법의 발명 이후에 일어났으며

(우정호, 2017a: 131), 삼각비로부터 삼각함수로의 개념적 일반화는 근세

이후 해석학, 특히 미적분학의 발전에 수반된 역사적 발달의 산물이다

(같은 책, 135).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강조점이 변화된 데에는 각의 크

기를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보고 라디안을 생략하여 실수화한 것이 중요

하다. 미적분학 이전에는 계산의 맥락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 즉

크기가 서로 다른 다양한 원에서 각도를 닮음비로 측정하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반지름의 길이를 변화시켜 왔다. 또한 미적분학 이후에는

함수의 맥락이며, 반지름의 길이가 인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전환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호도법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논

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전환하면서 각도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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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하기 위해 반지름의 길이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장미(2018: 13-14)는 Ptolemy가 반지름의 길이로 사용한 과

Aryabhata가 을 택한 역사를 서술하면서 호도법의 의의를 단위원에

서 특정한 조작 없이 반현의 길이가 사인 값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대

조적으로 이 절의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미적분학 이전의 당시에는 단

위원을 이용할 필요성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적인 관점으로 


에 대하여 계산의 맥락에서 Ptolemy는 를 으로

근사한 을, Aryabhata는 의 정확도를 높여 로 근사한 ′을
반지름의 길이로 사용했던 것이나, 여전히 호의 길이는 육십분법을 사용

하고 현의 길이는 반지름의 단위를 사용하면서 그 단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육십분법의 경우는 도 단위가 반지름과 무관하게 원을 등분

할하는 임의의 크기이므로, 호의 길이로 육십분법의 각도를 해석하려면

추가 조작이 복잡하게 필요해진다. 그러나 호도법에서는 호와 현의 길이

를 곧바로 반지름과 비교하므로 그 단위가 서로 일치하여 추가 조작 없

이 단순해진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호와 현

의 길이에 대한 단위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17세기에 이르러 Newton이 단위원으로 호도법을 처음 수학화하

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일찍이 Ptolemy부터 호

도법의 암묵적인 사용은 있었다. 이후 수학이 가미되면서 체계적이고 어

려워진 것이며 개념적으로 명확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호도법의 수학화가 늦어지게 된 원인은 단위원을 이용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파악된다기보다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

이다.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사용한 라디안 측도8)는 단위를 생략하고 실

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개념이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호도법의 수

학적 개념은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8) radian measure는 라디안을 단위로 각도를 표현한 호도법을 의미한다. 호도법은

원운동을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 circular measure라고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

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할 때 라디안 측도라 하였다. 라디안은 반지름을 의미하는

단위명이고 측도는 측정 결과를 표현한 수치이다. 라디안에서 는 측도, 라디

안은 단위, 라디안 자체는 라디안 측도 또는 호도법 표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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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학적 분석

라디안은 원에서 비


로 표현한 각의 크기로 그 정의가 단순하다.

호도법이 가능한 이유는 Euclid 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음이므로 중심각

의 크기가 같을 때 호의 길이는 달라지더라도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

의 길이의 비율


은 원의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도법은 간단한 닮음의 성질에서 나온다. 그러나 호도법을 단순

하게 공식 적용으로 접근하는 것은 삼각함수의 후속 학습에 커다란 방해

가 된다. 호도법은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수학 수준 내에서는 그 단순함으로 인해 평가절하 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학교수학 수준에서 드러내기 어려운 호도법의 가치를 수학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미적분법을 계기로 라디안 개념은 원의 닮음에

서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전환하였다. 공전하는 천체 운동의 해석은 호

도법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역사적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삼각법의 역

사는 직각삼각형, 단위원, 함수적 접근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보기 쉬우

나, 미묘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Nugroho & Wullandari, 2015). 학교수

학에서는 삼각함수를 삼각비, 단위원의 좌표 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서 재정의하도록 전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맥락마다 분리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삼각비에서 단위원으로의 전환은 각의 확장과

연계되고, 단위원에서 그래프로의 전환은 실변수 함수와 연계된다.

학교수학에서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서 단위원을 사용하고 있으나, 삼

각함수의 도입은 비, 각도, 닮음, 함수 등 무엇이 적합할지 논란이 많다

(Watson, 2009a). 호도법의 학습-지도에서 어려움의 근원은 개념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수학적 아이디어와 연계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호도

법이 어렵더라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학적으로 유용하다는

중요한 가치를 밝혀야 한다. 삼각함수는 수학 내적으로 벡터, 극좌표, 변

환, 복소수 연구에 필요하고 현대수학에서 함수의 해석적 성질을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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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요한 수학적 도구이며, 수학 외적으로 주기적 변화 현상을 모델링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과학연구와 공학에 널리 적용된다(우정호,

2017a: 123). 호도법은 삼각함수의 유용성과 연계하여 중요한 역할을 찾

을 수 있다.

한편, 김부윤(1997)은 대학수학과 중등수학과의 내용 연계성을 중시하

면서, 함수 개념이 아닌 삼각비가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비인

sin cos tan의 정의로부터 시작되어 계산 기능은 상당한 수준까지 이

르렀지만, 삼각함수를 지도하는 목적이나 그 교수학습에 선정될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삼각함수가 어떠한 역사적, 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을 지적하였다. 삼각함수는 각의 삼등

분 문제, Fourier 급수, Bernstein-Weierstrass 정리, 내적의 직교성,

Gram-Schmidt 직교화 과정과 연계성을 찾고, 모든 함수가 삼각급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통해 삼각함수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다.

이 절에서는 수학 내적․외적인 유용성을 통해 호도법의 수학적 본질

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Euclid 기하에 고유한 원의 닮음을 내재하고 있

는 라디안의 비와 비례관계로서의 본질을 분석한다. 단위 생략에 대한

물리학적 응용 그리고 육십분법과의 일대일대응 관계에 대한 수학의 본

질을 분석한다. Fourier 급수에서 직교성의 본질을 분석한다.

1. 비례관계의 공변성

호도법으로 각도 표현이 가능한 것은 Euclid 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

음이기 때문이다. 원주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한다.

반지름의 길이와 비례한다는 의미는, 각도가 같더라도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진다는 것이다.

[그림 2-3]과 같이, 동심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 배 커지면

호의 길이도  ⋯ 배로 커짐을 볼 수 있다. 호도에 의해 각도를 측

정하려면 중심각의 크기를 일정하게 나타내도록 호의 길이에 대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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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따라서 삼각비와 같은 방식으로

닮음의 길이비를 이용한 것이다. 라디안은 호

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인 측정수이다.

Watson(2008: 149)은 삼각법의 과제를 단

계별로 분석하였다. 학교수학과 비교하면, 직

각삼각형의 삼각비, 중간 단계, 원함수의 삼

각함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삼각

형류를 탐구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삼각형

은 닮은 삼각형류에 속한다. 이는 유리수류에서 


이 

 에 속하는 경

우와 같이, 분수와 유리수류의 관계와 유사하다. 닮은 삼각형류에서 만족

하는 관계는 닮은 도형의 성질이다. 모양(shape)과 구조가 같고 크기

(size)만 다름, 즉 대응하는 각이 같고 변의 비가 일정하다는 성질이 도

출된다.

둘째, 특정한 길이가 아니라, 도형의 주요소로서의 비를 가진 도형을

탐구하는 것이다. <표 2-1>(Watson, 2008: 149)에서   와   가 같

다는 관계는 비(ratio)와 비례관계(proportion)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비

는 척도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각각의 삼각형에서 변들 사이의 관계인 반

면에, 비례관계는 닮은 삼각형들 사이의 관계이다.

ratio(비) 관계

⇔

proportional

(비례) 관계  
⇕ 큰 삼각형의 변  큰 삼각형의 변 

작은 삼각형의 변  작은 삼각형의 변 

<표 2-1> 비와 비례관계

비례관계는 길이가 함께 변화하는 것인 반면에, 비는 일정한 비의 값

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를 비와 비례관계의 본질로서 불변성(invariance)

과 공변성(covariance)으로 구분한다(Lamon, 2007: 648-649). 라디안의

[그림 2-3] 동심원에서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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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에 적용하면, 비례관계의 공변성은 [그림 2-3]의 동심원에서 반지

름의 길이 이 커질 때 호의 길이 도 동시에 커진다는 의미이다. 비의

불변성은 서로 다른 동심원의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

 라디안가 일정

하다는 의미이다. 역사적으로 각도는 원의 닮음(공변성)에서 단위원(불변

성)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교수학적으로는 자칫하면 결과(불변성)만 남

기고 과정(공변성)은 간과하기 쉽다. 다시 말하여 라디안은 각의 크기를

비로 표현한 결과(불변성)를 이용함으로써 중시되지만, 반지름과 호의 길

이의 변화하는 관계는 비례관계의 공변성 과정이라 지나치기 쉽다.

Jahnke와 Otte(1982)는 비와 비례관계를 함수와 변수로 일반화하였다.

비례관계에 의해 미지의 특정 길이를 구하는 것(measuring)을 변수로 본

반면, 불변의 비를 탐구하는 것을 함수로 보았다. 이를테면, 함수는 [그

림 2-3]의 동심원에서 동일한(sameness) 비, 즉 라디안의 각도 표현을

가리킨다. 비는 일정한 비례상수(scaling), 예컨대 라디안, 라디안 등

을 갖는 함수인 것이다. [그림 2-3]의 동심원에서 라디안에 대한 변수

는 부채꼴이 커질 때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와 같아지도록 각각 변

화시키는 것인 반면, 라디안에 대한 함수는   ⋅의 곱셈 관계에 있

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때 선형 일차함수에서 기울기 은 일정한 비례상

수, 곧 라디안인 것이다.

Watson(2009a)은 각의 크기가 각의 변에 의존한다는 공통적인 오개념

을 피하도록,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므로 반지름과 함께

커진다는 공변성을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변성의 규정은 어

렵기 때문에, 교수학적으로는 동일성 감각을 표현하는 나누기 활동

(dividing)을 고려해야 한다9). 역사 발생적으로는 나누기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비의 관념이었다. 따라서 지도를 위해서는 교수학적으로 측정하

기, 나누기가 있는 반면, 수학적으로 비교하기, 비의 불변성이 있음을 인

식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를테면, 수학적 불변성을 경험적으로 발견할 수

9) 호도법에서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라디안은 일정하다. 이러한 불변성 개념을 지

도하기 이전에 분할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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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질문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각도와 길이비로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삼각형의 성질을 벗어나, 각과 길이들의 관계에 놓인 사상

(mappings)을 탐구하는 것이다. Jahnke와 Otte(1982)의 아이디어에 따르

면, 변수에 의한 함수적 사고가 교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비례관계의 공변성에 대한 변이 패턴을 유지시켜 가면서 비의 불변

성을 파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표 2-1>은 비와 비례관계의 학습이 공변성의 과정을 거쳐 불변성의

인식으로 완성하는 절차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에게 ‘은 과 함

께 커진다’는 공변성을 경험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Moore(2013: 228)도 [그림 2-4]와 같이 라디안을 모든 원이 닮음인 동

심원으로 확장하여 단위원 외에도 여러 가지 반지름을 갖는 원에서 동치

류(eqivalence class)10)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라디안을 대

표로 하는 동치류가 동심원들의 집합인 것이다.

[그림 2-4] 동치류로 보는 라디안

또한 삼각함수도 비의 불변성과 비례관계의 공변성에 의해 재조명할

수 있다. 공변성은 두 양이 동시에 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론은 수

학적 사실을 추측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당화하며 그 과정을 반성

10) 

 


동치류의 이해를 위해 분수의 같음을 고찰하면, 다음 집합이 서로 같다:



은 


을 대표로 하는 동치류이므로, 


 


 

 



 
⋯



는 


를 대표로 하는 동치류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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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이다. 먼저, 단위원 위의 세 시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시초선

으로부터 원주를 따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동경 위의 점 C를 생각
한다. 그러면 호의 길이와 높이는 모두 방향 있는 길이가 된다. 사분면

에서 높이는 증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분면에서 높이는 감소한다.

마지막 사분면에서 높이는 다시 증가한다. 두 양은 방향 있는 공변성을

나타낸다. 같은 방식으로 변화율과 변화량을 추론하면, sin함수의 그래

프를 그릴 수 있다. 회전하는 사분면 위의 변화와 나머지 사분면의 변

화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면, 두 양 사이의 공변하는 관계를 쉽

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회전의 한 바퀴 전체를 도는 관계를 나타내는

데 유사한 추론을 할 수 있다.

한편, 역사적 분석에서 호도법은 각도의 아이디어를 내포한다고 하였

다. 이는 수학적으로 호도법에 각도의 원리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의

미이다. 원의 닮음은 Euclid 기하학이 갖고 있는 유일한 성질이다. 비-유

클리드 기하인 구면기하나 쌍곡기하에는 호도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원주율의 상수성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도법이 가능한 이

유는 호도법이 육십분법과 달리 이러한 Euclid 기하의 구조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호도법에는 원의 닮음 구조인 원주율의 상수성  , 다시 말하

여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원주율은 상수라는 Euclid 기하의 고유한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홍갑주, 2008). 육십분법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호의 길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육십분법에서 호도의 아이디어로 각을 측

정하려면 반지름의 길이로 나누어주는 추가 조작이 필요하다(임장미,

2018: 6-10). 반면, 호도법은 호의 길이로 각을 측정한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일정하도록 하는 조작을 이미 내포하는 것이다. 호

도법은 추가 조작 없이, 원의 닮음 구조에 따른 길이비의 불변성 또는

원주율의 상수성을 내포한다. 이런 의미에서 호도법은 수학적으로 직관

적인 것이며, 단위원은 비의 불변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므로 호도법의

핵심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최영기(2016)는 길이 측정에 비해 각은 Euclid 기하를 나타내는 본질

적인 주제로서 달리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Elements≫에서 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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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동치 명제들이 Euclid 기하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이다. Euclid 기

하학을 영어로 ≪Elements≫라 표현한 것은 모든 것의 근간, 근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수학교과서의 원형으로 평가되며,

486가지의 명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공리는 수학의 완성이자 바탕인

것이다. Euclid 기하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5가지의 공리 중에 평행공

리와 모순이 아닌 체계로 완성되었다. 또한 최영기(1999)는 평행공리와

동치인 명제들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 내재된 수학적 원리를 통찰하고,

동치명제들은 각과 관련된 필요충분조건임을 정당화하였다. 닮은 삼각형

의 존재성과 평행공리는 동치 명제이나 표현을 달리한 것이다. 동위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음, 피타고라스 정리, 직사각형의 존재성, 삼각형 내각

의 합은  ,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높이 , 코사인 정리도 모

두 동치인 명제들이다. 호도법은 닮음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닮음에서 각

도는 평행선의 유일성에 상응하는 구조적 닮음의 조건에 필연적인

과제인 것이다. 구조적 닮음이면 알려진 길이에 의해 모르는 길이를 측

정한다. 그러나 본연의 의미에는 각도를 비교하기 위해 길이를 측정한다

는 ‘관점의 전환’이 있다. 이처럼 Euclid 기하는 평행공리와 논리상 동치

인 명제들을 다룬 것이다. 따라서 각도를 지도할 때 공리 체계에 모순이

아닌 구조를 다루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적으로 호도

법의 지도는 관점의 전환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수학적 분석 결과, 호도법을 Euclid 기하에 고유한 원의 닮음

에서 비와 비례관계의 본질로 고찰하였다. 이 절의 수학적 분석 결과, 첫

째, 수학적인 비와 비례관계의 본질로서 길이의 공변성을 거쳐 길이비로

서 각도의 불변성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역

사적 분석에서 미적분학을 기점으로 변화 양상을 보여준 것과 같이, 라

디안은 원의 닮음의 각도에서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필수불가결한 전환

을 거쳐야 하는 개념임을 수학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둘째, 호도법에는 원주율의 상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Euclid 기하의

고유한 닮음 구조를 내포하므로, 라디안의 장점은 각도에서 호도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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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추가 조작 없이 전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육십분법에도 각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호도의 아이디어가 있으나, 원의 크기가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지는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추가 조작이 요구되므로 불

편하다는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호도법의 지도에서 단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교수학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각도 표현에서 추가 조작 없이 호도로 즉각

파악하는 것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각도에서 호도로의 관점의 전환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이용

하여 학습해야 한다. 다만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이 과정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호도법의 장점을 찾기 위해 라디

안의 생략에 대해 분석한다.

2. 각도 단위의 생략 11)

라디안과 도()는 같다고 보여 지기 쉬우나 서로 동치인 것은 아니

다. 이 절에서는 도()에 비해 라디안의 차별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라디안 단위명을 어떻게 붙이게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힌다.

먼저 호도법의 물리학적 역할을 살펴본다. 역사적 분석에서도 확인하

였으나, 물리학자가 원운동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면서 호도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호도법은 실제 각의 측정을 위해 도입된 것이 아

니라 원운동의 이론적 분석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우정호, 2017a:

128). 이러한 호도법의 수학 외적인 유용성에 주목함으로써 호도법의 본

질을 풍부하게 넓힐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라디안 단위명은 왜 생략 가능한 것인지에 주목한다.

라디안을 흔히 생략하기로 한다는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도

()와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 역시 단위를 제거하여 수만 생

각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이하 물리학적인 응용에서 라디안이

11) 이 절에서 물리학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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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의미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리 주변은 빛, 소리, 전자기파 등 여러 가지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으로 취급하는 에서 까지 각도의 제한을

없애면, 파동의 성질을 나타낸다. 파동이나 원운동을 다루는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삼각함수는 유용한 도구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호도법으로 표현하여 각을 실수화하면 삼각함수는 각도함수뿐

만이 아니라 길이, 시간 등의 함수로도 해석된다.

파동은 엄밀히 원운동이며, 위치와 시간의 함수로 기술되는 어떤 물리

량의 변화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물리학에서 이를 각도함

수로 해석해온 것은 시간의 변화보다 간단하게 표현되기 때문이었다. 다

시 말하여 원운동은 어떤 강체(rigid body)가 회전한 각도의 함수로서

간단히 기술할 수 있다. CD 플레이어를 정해진 시간만큼 작동한 현상에

서 CD상의 어떤 점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회전거리는 변하는 반면, 그

각도는 일정하다. 이 경우에 어떤 양은 CD상의 모든 점에 대해 동일하

다는 표현이 유용하다. 따라서 항상 일정한 양에 대한 각도 표현이 필요

한 것이다. 이를테면, 회전축에서 cm 떨어진 점이 ms로 움직인

다고 하는 것보다, rpm 12)으로 회전한다는 표현이 간단하다. 따라서

동심원에서 거리 대신에 각도로 변위, 속도, 가속도에 해당하는 변수를

정의하는 것이다(Giambattista et. al., 2008: 130). 또한 이러한 방식이 수

학적으로는 여행하는 거리 감각의 오개념을 해소할 수 있다.

라디안은 물리학에서 필요에 의해 각도와 각을 함께 다루면서 붙여진

단위이다. 물리학에는 천문학의 현상과 같이 상대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물리 현상에서는 각도가 시간과 함께 변한다고 의식하는 것이 쉽다. 시

간과 위치의 변화를 다루기 위해

속도 × 시간   거리  , 즉   

의 관계와 일관성을 갖도록 각도의 변수 에 ‘매초 몇 라디안 회전한다’

는 단위를 만든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단위를 가지는 변수를 흔

히 로 나타낸다. 각도의 물리량 는 각속도이다. 각속도 ωrads는

12) rpm은 revolutions per minute의 약자로, 매 분당 회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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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시간에 얼마만큼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각속도는 단

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진동하였는지를 뜻하므로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

없으며 주파수와 관련이 있다. 속도의 단위는 ms로 표현하므로 각속도

의 단위는 rads로 표현한다:
각속도 × 시간   각도 , 즉   

   s
rad

× s  rad, 여기서 회전반경 을 곱하면 ⋅    이므로

    

와 같이 본래의 속도-거리 관계식과 일치한다. 이처럼 각도의 시간 변화

는 원주 위의 회전하는 점의 회전속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매초 몇 라

디안 회전한다’는 현상이 된다. 이런 해석에서 는 각주파수라고도 한

다. 따라서 는 각도라는 물리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변

수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나  )을 각도의 단위

rad 로 고쳐서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호도를 각도로 다룰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라디안은 물리학에서 위상, 곧 각도에 대한

단위이다. 즉, 물리학에서는 라디안을 호도보다는 현상을 표현하기에 간

단한 각도의 단위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각도와 각을 혼용하면

서 라디안의 본질이 호도인지 각도인지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라디안은 ‘골치 아픈(troublesome)’ 단위에 속한다(Gordon, Anthony,

Mario, & Daniel, 1993). 라디안의 표시와 생략은 물리 교사들과 학생들

을 괴롭히는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라디안 척도는 어디에 사용되

어야 하고 어디에는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처방이 없

어, 상식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곳에도 출현하곤 했다. 그 이유는 각도

측정 방법에서 야기된 어려움 때문이다.

국제표준단위계 SI(Système International d’Unités)는 라디안을 각의

표준 단위로 규정한다. 라디안은 각도기 도구의 부정확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프랑스 측도 체계를 종합한 저자

Danloux-Dumesnils에 따르면, 국제단위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라디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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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으로 선택한 것은 기이한 일이며 이로 인해 라디안의 신비주의를 가

져왔으나 그 근원에 각도와 각 사이의 혼동이 있다(Clayton, 2010).

[그림 2-5](Gordon et al., 1993: 85)는 라디안 측도


와 도형인 각

을 구별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 ①

원의 중심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이다.

  



  

을 대략 잡으면 라디안의 크기를

갖는 각을 찾을 수 있다. 수학적으로

는 원주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를 작도할 수는 없으나 수학적인

정확성을 배제하면, 물리적으로는 직선과 같은 곡선의 길이를 어림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학에서는 곡선의 직선화가 이상적으로 또는 관계적

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①에서 각과 각도 사이의 등호의 의미

는 중심각의 라디안 측도를 비


로 정한 함수적 관계라는 것이다.

각이 로 정해지면  의 길이가 이루는 상대적인 측도는 같으므로 불

변인 것끼리 서로 필연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비와 비례관계의 닮음

이론에 의해서도, ①은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이다.

또한 ①에 연관된 단위가 mm이다.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

비는 다른 길이 단위로도 측정된다. 이는 ①과 같이 원의 크기에 관계없

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라디안은 ‘무차원(dimensionless)’ 단위라

한다. 라디안은 차원이라고만 두더라도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그 이유

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K대학교 물리학 박사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그림 2-5] 각과 라디안 측도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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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함수exp 안에 들어가는 피연산함수는 원래 단위를 가지면 안 됩니

다. Taylor 급수로 전개했을 때 

exp    





 

만일 피연산함수의 단위가 m라고 하면, 그 계산 결과값은 

 m m ⋯ m∞의 항을 다 가지게 되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단위 

항을 한꺼번에 가질 수 있는 물리량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물리 단위

계에서 각도는 어떤 단위도 갖지 않는, 모든 물리단위에 대해 차인, 즉 

단위 인 수로만 취급하는 겁니다.”

이는 라디안이 보충적인(supplementary) 단위(Clayton, 1998), 즉 ‘추가된

보조 단위’ 13)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라디안은 도()와 달리 각도에 붙이

는 물리적 단위가 아니라는 차별성을 알 수 있다.

물리학에서 차원은 수학의, 이를테면 차원 공간과는 다른 의미이다.

수학에서 차원은 벡터 공간에서 기저의 개수인 반면에, 무차원은 그러한

기저가 없어서 벡터 공간이 아닌 스칼라14)를 말한다. 물리학에서 무차원

이란, 미터, 초, 암페어 등의 물리적 단위에 완전히 무관한 물리적 차원

자체가 인 그냥 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단위 없이 로 대체해도

좋다는 것이다. 물리학의 차원이란 어떤 양의 물리적 유형이며, 시간, 길

이, 질량 등과 같은 단위의 기본적 형태를 뜻한다. 물리학에서도 무차원

은 스칼라를 가리키며, 스칼라는 본래 실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라디안은

원래 실수인 것이다.

물리학에서 차원 분석은 어떤 방정식을 유도하거나 검증하는 데 활용

된다. 차원을 일치시키면 주어진 양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서 차원이 없는 상수를 제외하고는 흔히 해답을 찾기에 편리하다

13) 라디안은 물리학에서 각이 그 곳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남진영, 임재훈, 2008: 274).

14) scalar는 방향의 구별은 없고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것이고, 스칼

라장(scalar field)은 각각의 점이 하나의 숫자로 표시된 영역이며(http://endic.

naver.com/), 따라서 라디안을 표현하는 수직선이 스칼라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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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ambattista et al., 2008: 12). 차원 해석에서 라디안은 길이비인 mm
로 유도된 단위(induced unit)이기 때문에 길이 m나 질량 kg 등과 구분

된다. 라디안은 흔히 rad라는 물리단위로 표현하더라도 이것은 각도에

대해 도가 아닌 rad를 쓰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또한 라디안은 무차원이 아니라면 


의 길이로부터 의 위상 값을 얻으

려면 radm 에 해당하는 단위를 길이m에 곱해주어야 하나, 


는

mm이므로 라디안rad은 무차원에 해당된다.
라디안의 무차원성은 단위의 출현과 생략을 동시에 허용하였다.

  


는 단순한 수만 생각하므로, 등호에서 양변의 단위를 대조할

필요가 없다. 라디안은 잘못 이해되지 않는 한 생략해도 좋다. 라디안

rad은 mm이므로 서로 상쇄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반면,

ms단위는 속도나 속력을 포함한 양임을 알려준다. 물리학자들은 라디

안이 길이비로 측정되더라도, 각이 들어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rad를 첨가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여 라디안이 각도를 표현할 때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덧붙여 왔다. 라디안의 출현은 각의 크기를 나타

낸다는 ‘마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라디안을 보충 단위로

구분한 것이었다. 대체로 각의 양적 측도가 필수 정보일 때 라디안은 제

시되어야 하는 반면, 결과 양이 각의 측도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라디안

rad 을 숨기고 생략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예를 들어 각, 각속도, 각가

속도의 단위는 홀로 출현하면 rad rads rads 인 반면, 공식에 다른

양과 섞여 나오는 항이 있으면  s  s 로 단위가 생략되어야 한다.

그러나 라디안rad 이 생략되어야 할 상황에도 라디안이 출현하기도 하

므로,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디안은 유도단위의 양을 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때에만 출현한다. 각

이 양적인 측도라면 도에 상응하는 다양한 측정 단위가 드러나도록

rad도 필수적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반대로 라디안rad 은 방정식에서 단위를 흔히 생략하도록 한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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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계산의 일부로 들어간다면 단위를 생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초

당 rad이 분명하면, 단위를 생략하고   로 쓸 수 있다. 이처럼

잘못 이해되지 않는 한 라디안rad 을 생략해도 무방하다. mm로 재표

현하는 것은 단위 생략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있다. 라디안rad 은 길

이의 비이므로 본래 단순한 수, 즉 실수라는 것이다. 또한 상위 수학에서

는 회전량과 각도에 대해 라디안rad 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대체로

생략한다는 정당화도 있다(Senk et al., 1993: 593).

한편, 물리학에서 단위 변환은 차원이 일치하는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라디안은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여러 단위 중 하

나일 뿐이다. 라디안은 다른 단위와 동등하며 특별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라디안이 도에 비해 각의 SI 단위라는 차별

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으로서의 이점으로 단위의 동일성이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단위의 통일이 필요하면 적절한 단위 변환 인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디안에 대한 방정식은 공식에 속한 계수 외에, 


와

같이 부가적인 수가 곱해지지 않아서 단순해진다.

각도 단위가 바뀌면, 각도 역시 단위 변환 인수만큼 달라져야 한다.

각도 에 대한 호는 원주이므로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rad
이다. 도와 라디안rad 사이의 단위 변환 인수(factor)는
   rad

인 것이다(Giambattista et al., 2008: 130-134). 방정식에서 라디안을 유

지하면 단위 변환 인수만큼 차이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잘못된

단위 변환을 하지 않도록 계산중에는 라디안rad 을 생략하는 것이다.

이상의 물리학적 분석 결과, 라디안은 도에 비해 각도 측정 단위

라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표준이라는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준이 주는 장점은 첫째, 라디안은 식을 간결하게 만들어 준다. 물리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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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파동의 위상은 대부분 라디안으로 측정한다. 라디안을 사용할 때 여

러 가지 계산이 쉬워진다. 라디안의 편리함은 원운동의 방정식을 매우

간단하게 처리하고 단위 변환 인수 없이 만족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

는 것이다.

둘째, 라디안은 물리학 맥락에서도 직관적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원운동의 물리 현상은 각도에서 호도로의 이행이 자연스러움을 인식하도

록 한다(우정호, 2017a: 122-147). 물리교육에서도 라디안을 각의 ‘자연스

러운’ 단위라고 강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Gordon et al., 1993: 87). 학생

들은 도 단위에 익숙해 있더라도 많은 경우에 라디안rad 으로 표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일상적인 예는 많지 않으나, 놀이공원의 회전

관람차와 같이 원운동의 각도변위나 각속도를 그 물체상의 한 점의 이동

거리나 속력과 관련짓는 경우에 편하다(Giambattista et. al., 2008: 131).

따라서 호도법의 지도에서 물리학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라디안은 골치 아픈, 무차원의, 보충적인, 추가된 보조의, 유도된, 각도

를 내포하는, 길이비인 실수의, 표준적인 단위임을 확인하였다. 라디안의

다양한 수식어는 각과 각도의 혼용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펴보았다. 각도

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찰자와 운동자에 따라 ‘자연스러움’의 인식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관찰자의 관점에서는 원의 중심에 정적으로 멈추고 시선

을 따라 원운동을 바라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의 약수로 이루어진

육십분법이 쉬울 수 있다. 다루는 수의 크기는 커지더라도 그 표현이 정

수처럼 간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자의 관점에서는 원주를 따라 원

운동의 자취를 그리면서 동적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동거리

와 연계된 호도법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라디안의 단위 생략은 도에 비해 라디안의 고유한 성질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에게 라디안이 유용해 보이려면 수학이 추구하는 방향과

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호도법이 육십분법에

비해 각도로서는 같으나 그 조작 전략이 다름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서

육십분법에서 사용하는 조작과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조작을 비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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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enthal(1983: 360-361)은 각도가 각이라는 기하 대상을 다른 관

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각도는 호 또는 부채꼴로 전환하여

측정된다는 것이다. 각도기 도구가 없더라도 각도 단위로 원이나 직각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단위의 존재성 때문에, 각도는 길이 측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주제라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호도법은 자연스러

운 것이다.

각도는 길이 측도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comprehensive)이다. 지형학

적인 맥락에서 측량, 지도제작, 우주구조학 등의 보다 기술적인 단계로

올라가면, 각은 측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된다. 길이 측도는 불가

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도가 중요하나 교수학적으로는 길이 측도

를 먼저 도입한다. 길이 측도는 이른 시기부터 손, 끈, 막대기를 이용하

여 비교하는 측정활동에서 시작한다. 반면, 각도는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이유로 인해 비형식적인 인식 과정이 빠져 있다. 예컨대 문 열기, 계단

오르기, 사다리의 기울기, 팔다리의 움직임 등 직관적인(childish) 측정활

동이 간과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성인조차 각도에 대한 부족

한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각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계바늘, 파이나 케

이크 조각을 이용할 수 있다. 방향의 변화를 깨닫기 위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는 아동의 머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손가락 끝

으로 호를 그리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가리키는 것은 각도의 자

연스러운 체화(embodiment) 아이디어이다. 이처럼 각도에 대한 학습기회

는 분할, 방향 감각, 회전 등 다양한 관점이 있는 것이다(Freudenthal,

1983: 360-361).

중학교 수학에서 각도를 구조적으로 다루는 기회는 합동에서 각의 이

동, 닮음에서 각이 같다는 경우이다. 합동과 닮음 정리에는 길이와 길이

의 비, 각이 포함되어 있다. 각은 길이 측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각도는 닮음비에 따라 재생산할 때, 재생산을 확인할 때, 현실에서 재생

산을 재해석할 때, 일반적으로는 기본방향이나 기본평면에 대해 방향을

맞추고 확인할 때에 각을 비교하는 수단이 된다(Freudenthal, 1983: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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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enthal(1983: 363)은 각도 측정을 학습하는 과정이 측정 도구를

제조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며, 각도 측정을 위해 분할 외에 다른 방법

이 거의 없다고 하였다. 분할은 원이나 원주에서 적절하게 작도해야 한

다. 원에서 중심각의 상등, 부채꼴의 넓이가 같음, 호의 길이가 같음은

직관적으로 같은 부채꼴로 잘라냄을 의미하며, 원의 분할은 이들 사이의

비례관계로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다. 분할은 각도를 측정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이상의 수학적 분석 결과, 각도는 분할 방법으로 수량화한 것이다. 분

할은 각을 측정하기에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움을 확인하였다. 육십분법에

서 사용하는 조작도 분할 전략이다. 그러나 각도를 표현하려면 나누기

계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작적으로는 계산상 복잡성이 나타나는 한계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도법은 육십분법에 비해 그 사고 전략이 수학적 간결성과 심미성을

준다.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각도에는 호의 측도로 정하는 호도법의 의

미가 내재되어 있다. 각도는 원과 부채꼴의 비례관계로 정해지는 양적

구조이다. 각도는 그 단위에 관계없이 원주의 분수 양에 해당하는 호와

마주보는 중심각의 크기로 정한다. 라디안의 부채꼴은 원주의 


에

해당하는 호와 마주보는 중심각을 가지는 것과 같이, 의 부채꼴은 원

주의 


에 해당하는 호와 마주보는 중심각을 갖는다. 도와 라디안

은 단위의 차이만 있을 뿐, 부채꼴에서 동일한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

실 삼각함수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Moore, 2013; Watson, 2009a).

학생들은 도와 라디안을 서로 호환되는 각도 단위로 이해해야 한

다. 도와 라디안의 단위 변환 조작은 단위 변환 인수로 (×라디안)

에 해당하는 백분율을 찾는 기술에 불과하다. [그림 2-6](Clayton, 1998)

은 이 사실을 보여준다. 전시 학습에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와 달리, 원

함수의 삼각함수에서 생소한 호도법으로 각도 표현을 바꾼다. 그러나 익

히기에 이질적인 것이지, 각도의 양적 비례관계의 구조는 일치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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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호도법은 회전 관념의 각의 크기를 호의 길이로 정하더라도,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각도인 것이다.

흔히 수학에서는 변하는 것보다, 불변하고 일정한 것에 주목한다. 이

하에서는 각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라디안의 간결성을 분석한다.

[그림 2-6]은 원의 중심각과 호의 비례관계를 표현한 것으로, 각도의

일관성과 라디안의 표준화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호도법

에서 반지름의 단위 역할을 살린 것이다. 호도법의 단위는 반지름의 길

이다.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로 반지름의 길이를 택한 것은 이론적

으로 매우 적절하였다. 우정호(2017a: 126)는 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이며 원주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배가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라디안은 다른 단

위에 비해 반지름의 길이를 단위

호로 한다는 점이 표준화에 의미

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6]에서 각도(angle)가 라디안이

어야 조작의 간결성과 단위 생략

의 타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

다. 라디안이면 m
m
로 단위가 상

쇄되므로 라디안을 생략하는 이유를 보여주며, 단위 변환 인수도 ×

로 가장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각도(angle)는 그 단위에 관계없이 동질양의 비, 곧 내적

인 비로 표현된다:

rad
각도 

 


⋯ ②

이는 Freudenthal(1983)이 말한 내적인 비의 보존성 관점에서 각도는 

라디안과 임의의 각에 각각 대응하는 호의 길이들 사이의 비라 할 수 있

다. [그림 2-6]을 수학적 표현으로 단순화하면 [그림 2-7]과 같다. 만일

 (각도)를 rad 단위로 하지 않는다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그림 2-6] 각도의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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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는 상황에서 rad에 해당하는

단위 변환 인수를 반드시 곱하는 추가 조

작이 따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라디안

이면 와 의 비교가 추가 조작 없이도

가장 단순해진다. 가 라디안이면 단위도

상쇄되므로   인 것이다. 따라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같은 단위를 갖게 된다.

원주가 이라는 사실은   인 특별

한 경우로 회전한 와 같은 라디안이다.

②는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표현하는 호도법의 의미를 보다

쉽게 보여준다. 단위가 반지름의 길이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

문이다. 특히 은 반지름이자 호가 되는, 다시 말하여 직선과 동시에 곡

선이 되는 이중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radian

measure를 반지름 측도보다 ‘호도법(circular measure)’이라 해석한 것은

측정 대상의 호와 단위 호의 비교라는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과서에서 곡선을 직선화한 이상적인 요소는 단위원의 직관성

으로 구현되었다. 단위원은 삼각함수가 실함수라는 본질을 강조하고자

새 수학(New Math)에서 도입한 것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단위원은 특정

선분의 일정한 길이를 표현하는 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공리를 만족

하는 역할을 하였다(Kendal & Stacey, 1998: 35).

호도법에서 단위원의 직관성은 핵심 개념이다. 라디안에 가미된 이상

적인 요소를 가장 단순화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디안은 호의 측도와

호의 길이에 같은 수를 사용하기 위해 창안되었다15). 라디안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단위원에서 중심각의 라디안과 그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

다. 호도법은 각도를 단위원에서의 호의 길이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호도

15) 영어로는 호의 측도를 arc measure, 호의 길이를 arc length로 구분한다. 교과서

에서는 호도를 라디안이라고도 하므로 호도와 라디안은 혼용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호도와 라디안을 혼용하였으며, 호의 길이와는 단위가 붙어야 할

때만 구별하여 썼다. 이를 테면, 단위원의 호의 길이는 단위원의 호도라 하였다.

 (넓이)

[그림 2-7] 각도의 수학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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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라는 각도를 라는 길이로 나타낸다. 원주의 길이와 밀

접한 각도의 단위가 라디안이다. 라디안은 각도, 호도, 회전량 측도의 단

위인 것이다(Senk et al., 1993: 592). 따라서 라디안은 단위원에서 원주

율로 흔히 표현된다. 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같은 단위를 갖게 된다.

이로써 학생들은 각에서의 와 실수에서의 를 같게 인식해야 한다

(Watson, 2009a).

이상의 각도의 일관적인 비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호도법에서 사용하

는 조작은 곱셈 전략이며 단위 호와 측정 대상의 호를 비교하기 때문이

다. 전시 학습이었던 육십분법은 전체 원주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이므로

분할 전략이었다.

박교식(2010: 52)은 초등학교의 각도 지도에서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임의단위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표준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

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각도란, 단위에 관계없이 각의 크기라는 의미를

일관적으로 갖는다. 라디안 척도는 각도 본래의 의미를 간결하게 보여주

므로, 표준으로서 유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라디안 척도는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

던 이유를 보여준다. 호도법은 수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어려운 각도 표현

인 것이다. 라디안은 각도로서의 역할은 일관적이나, 분할 조작 없이 곧

바로 곱셈 전략을 취하는 점에서 수학적 표현에 심미성을 주며 간결해진

다는 의의가 있다. 곱셈 전략은 조작적으로도 계산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단위 변환

호도법과 육십분법은 각도로서 동일하나 그 조작과 표현이 서로 다르

므로, 단위 변환의 관계를 등호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미 해석에 혼

란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라디안에 대한 단위 변환 공식은 다

음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고해야 한다. 첫째, [그림 2-8]에서 공식(*)의 등

호는 같다보다는, 일대일대응() 함수 관계를 표현한 변환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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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야 한다. [그림 2-8]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며, 공식(*)은 음영 처리

하여 나타내었다. 는 단위각 도의 집합에서 실수집합으로의 함

수이고, 은 그 역함수를 나타낸다. 단위 변환 공식은 변환 관계가

있는 일대일대응 함수인 것이다.

육십분법 ⇄ 호도법

각 길이



(단위원의 표준화)16)

의 호의 측도

 호의 길이 


도형 수

도의 집합   실수의 집합

  는 실수 →   은 실수
 ↦ ×



   ×


 ↤ 

 → 

** 


 ← 

* 라디안 


[그림 2-8] 단위 변환의 일대일대응 함수

(*은 교과서의 표기이며, **은 변환 관계로 수정한 표기임.)

Freudenthal(1973: 204-205)에 따르면, 측정은 양 를 양의 실수 

16) 단위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인 표준 척도를 가지므로 표준화로 표현한 것이며,

단위원의 직관적인 해석 또는 단위원의 직관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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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응시키는 함수이다. 우정호(2017a: 127)도 라디안을 측정 함수로 보

았다. 그는 라디안을 실수 단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라디안 역시 도와 동일하게 각도 측정 단위이며, 양에서 측정수로의

함수라 하였다.

   →  

[그림 2-8]의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단위 변환에 적용하면, 

이므로    . 곧 역함수  은 실수 를 각도류 와 대응

시키는 사상인 것이다. 과 같이 를 왼쪽에 표현하면   

가 되며, 는 함수  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정에서 단

위기호는 함수기호로 볼 수 있다. 는 실수를 각도와 대응시키는 함수

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측정수는 실수로 확장되어 완비성, 즉 연속성

을 갖게 된다는 것으로 호도법의 실수화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등호는 표면적으로는 양쪽이 같음을 나타내지만, 이면적으로 무

엇이 같은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등호 양쪽의 대상이 속한 구체적인 수학

적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도종훈, 최영기, 2003).

김선희(2004: 84-87; 2003: 288-295)는 등호의 의미를 조작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중등 수학에서는 관계적 의미를 등가

(identity), 상등(equality), 동치(equivalence)로 해석하도록 구분하였다.

동치는 가장 유연하고 중요한 관계적 의미로, 무엇이 어떤 점에서 같은

지의 의미는 모두 포함된다. 등가와 상등도 동치에 속하므로,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용법을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 등가는  와 같

이 실제로 같은 값과 관련된 제한된 관계이며 등식에서 양변의 연산이

동일한 값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상등은 로 표기하는 집합의 상등

과 같이 등호의 양변이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경우이다. 동치는 어떤 목

적을 위해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치환 관계이고 형식적인 대수에서

등호가 가진 기본 개념을 나타낸다(Gattegno, 1974; Herscovics &

Kieran, 1980; 김선희(2004; 2003)에서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길이, 넓이, 부피가 같음, 각도가 같음은 등가로, 각의

대상이 같음은 상등으로, 도형의 합동, 닮음, 명제가 해당 조건을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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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동치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공식(*)의 등호는 변환 관계이므로 동치

로 해석되나, 무엇이 같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되지 않는 한 등호

표현은 무리가 있는 것이다. 김선희는 기하에서 등호가 다루어지는 내용

으로 길이 측도가 같다는 예를 들었다.

AB AC에서 선분이 같음은 두 선분의 방향이나 위치가 같은 것이 아니

라 선분의 길이가 같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김선희, 2003: 

295).  

마찬가지로 공식(*)의 등호는 불변하는 각도의 크기가 같음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등식의 양변에 대한 호도법과 육십분법

의 수학적 의미가 같다는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등호 표현은 제대로 해

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치라는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등호를 쓰지

말아야 한다. 서로 같다는 오해는 호도법과 육십분법을 구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는 학생들에게 평각을 무리수로 등분하라는 것으로 오해

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며17), [그림 2-8]에서 음영 처리한 부분(**)과 같

은 표현으로 


을 의식화해야 한다.

 라디안  ⇔   또는   

이러한 표현은 단위를 서로 혼합하지 않으면서 평각을 지시 대상으로 하

므로,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수학

적 지식의 구성과 이해에서 수학 기호의 역할은 매우 크다(김선희,

17) 김완재(2009: 446)는


에서 평각을 등분하는 것으로 라디안을 만든다는

생각을 경계하라고 하였다. 등분을 반복하여 즉, 

 


 


⋯ 으로



에 해당하는 정확한 수를 표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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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단위 변환 공식의 표현이 학생들의 호도법 이해에 대한 기초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

sin 

 sin   

이 식은 함숫값이 같으나, 수식의 과정으로서는 혼동을 가져온다. 


의

사인과 의 사인은 서로 다른 함수이며, 그 정의역이 서로 다르기 때

문이다. 이처럼 호도법과 육십분법 관계의 등호 해석은 혼란을 일으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호도법과 육십분법을 같다고 오해하기 쉽다.

삼각함수의 값은 합성함수의 값이라 볼 수 있다.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서 단위 변환의 함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림 2-9]는 이를 도

식화한 것이다.

도 단위의 각   실수 R

   ↔ 

 
↔



↓ ↓

sin  ↔
 sin 

sin   sin    sin∘

[그림 2-9] 합성함수로 표현하는 삼각함수

따라서 학생들이 라디안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것은 사소한

풀이 절차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림 2-9]와 같이 복합적인 개념

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예상하고, 학생들이 공식 적용에

만 머물지 않도록 하는 지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단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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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공식에서는 그 대상이 각과 실수로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Euclid 기하의 구조적 닮음에서 


의 공변성이 달랐고, 물리적 맥락에서

호도라는 대상이 달랐고, 각도의 비례관계에서 


의 곱셈 전략이 달랐으

며, 이로 인한 수학적인 간결성이 서로 다름을 확인하였다. 육십분법에는

단위 변환의 비례인수 


만큼 추가 조작을 더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

따르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호도법 지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4. Fourier 급수의 직교성

18세기 수학자 Bernoulli(Daniel)와 Euler는 늘어나는 현의 진동운동

문제를 편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려 하였으나, 다항함수(elementary

functions)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이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무한급수를 도입하면서 해결되었다(Wrede & Spiegel,

2010: 349). 1820년경 Fourier는 열 흐름과 파동(wave motion)에 관한 문

제를 연구하면서 Fourier 급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였다(Buck, 1978:

312). Fourier 급수는 함수의 개념을 Euler의 해석적인 표현에서

Dirichlet의 대응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김남희 외, 2013: 122-123).

Fourier 급수는 주기함수를 코사인과 사인 항으로 표현하는 무한급수

이다(Kreyszig, 2012: 4). 이에 대해 Whitehead는 다른 모든 주기함수들

을 사인의 변형으로 보았다. 예컨대 코사인함수의 경우 사인함수와 근본

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Whitehead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주기 인 주기함수라면, 그리고 가 특정한 조건들 즉, 자연 

현상에 의해 제기되는 함수에서는 실제로 항상 전제가 되는 조건들을 충족

시킨다면, 그때 는 다음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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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 


   sin 


  

 sin 


  …
 

이는 주기함수에 대한 대부분의 추상 이론과 이를 물리학에 적용시킨

내용들이, Fourier 정리에 의해 운용된다는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조수

현상, 바이올린 현이 진동하는 운동, 광파의 복사매질과 소리파의 공기매

질이 진동하는 현상 등 대부분의 복잡한 주기 현상은 단순한 사인함수의

합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많은 항들을 취함으로써 함숫값을 원하

는 만큼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며, 이런 점진적 근사과정은 무한급

수론으로 이어진다. 어떤 주기함수를 일련의 사인함수의 합으로 나타내

는 방식을 그 함수의 조화분석(harmonic analysis)이라 일컫는다. 이로써

수리물리학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의 주기 현상을 모두 다룰

일반적 방식을 보유하게 되었다(Whitehead, 2009: 174-177).

이하에서는 Buck(1978: 304-313)을 바탕으로 하여 Fourier 급수에 대

해 분석하고, 직교성과 관련된 라디안의 유용성을 밝히고자 한다. 종래에

라디안은 삼각함수의 미적분법에서 계산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정도로

만 알고 있었다. 직교성의 의미는 보다 상위수학에서 Fourier 급수와 연

계한 라디안의 유용성을 보여줄 수 있다.

Fourier 기저는 


 

cos
 

sin   (      ⋯ ) 으로 

 함수공간  18) 의 기저(basis)를 형성한다(Buck, 1978: 312). 

이는 함수공간의 기저를 

 

cos
 

sin  로 두었을 때,

주기가 인 임의의 함수를 근사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Fourier 기저

18) 여기서 함수공간  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①       →R는 연속함수 ,     
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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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삼각항등식에 의해 정규직교(orthonormal)19)임을 알 수

있다.

이면, 
 





sin


sin
 

  이면, 
 





sin


sin
  

Fourier 급수는  에서의 Fourier 계수에 의해 다음과 같은 형식

이 된다. 기저에서 정규(normal)를 위한 조건  는 Fourier 계수로 포

함시킬 수 있다.

  

 



∞

 cos   sin 

Fourier 급수의 식에서 그 계수를 함수 의 Fourier 계수

(coefficients)라 하며, 이는 Euler 공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cos

  

 
 



sin 

Fourier 급수를 공학 등에 적용하면 단순한 함수를 이용하여 주기가

인 여러 함수 를 표현하는 것이다(Kreyszig, 2012: 4). 예를 들어,

 

  이면,   이고, 모든 에 대하여   이다. 왜냐하면,  와 

은 기함수(odd function)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가 되는 

성질에 의해 대칭이 되는 구간    에서 서로 상쇄된다. 그러나 

19) 정규직교는 노름(metric)이 이고 내적(inner product)이 인 것을 말한다.

함수의 무한집합 에 대하여

║║ ,      , 

이면, 은 정규직교이다. 여기서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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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아닌 한 개의 항이 되어 남는다. Fourier 급수는 

로 나누면, 



∼ sin 

 sin 
 sin 

 sin⋯

로 표현된다.   


라 하면, 



∼  


 

 

 

⋯

가 된다(Buck, 1978: 313). 

위의 예와 같이, Fourier 계수는 으로 처리되는 항이 많아서 Fourier

급수는 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함수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이

용하기 때문에, 적분을 취하여 Fourier 계수를 쉽게 구하는 것이다. 두

함수 sin와 sin가 직교한다는 성질은  이 서로 다른 양의 정

수일 때 Fourier 계수가 언제나 이며, 일 때는 이 아니라는 의

미이다. 만약 가 Fourier 급수로 전개된다면, 이 형식의 양변에

Fourier 기저의 각 원소를 곱하여 적분을 하게 되면, 한 개의 항을 제외

하고 모든 항은 사라진다. 따라서 남은 항에서 Fourier 계수에 대해서만

Fourier 급수 표현이 얻어진다. 이로써 Fourier 급수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Stewart, 2016: 200-201).

라디안은 Fourier 계수의 정적분 계산에서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직교

성이 성립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함수의 직교성은 기저의 의미와 같

이 정적분에 의한 유사-내적(pseudo inner product)의 값이 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sin와 cos는 의 주기성이 있으므로, 길이가 인 구간이라

면 sin⋅cos의 적분 값이 이다.




sin 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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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os  
 sin이므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래프에서 마루와 골은 같은 크기의 넓이이지만 그 부호는 반대이므

로, 적분 값은 이다. 따라서 sin와 cos가 직교하고 있음을 직관적으

로 쉽게 알 수 있다. 증명은 피적분함수인 삼각함수의 곱을 합으로 변환

하는 항등식을 이용한다:




sin cos 





 sin   

Fourier 기저 

 

cos
 

sin  의 정규 직교성20)은 가

라디안이어야 간단하게 성립한다.

이를 도로 변수 치환한다면, 식의 계산이 복잡해진다:

  


sin cos 


 sin 


cos





 

간단한 호도법의 계산을 대신하여 복잡한 형식으로 변환할 이유가 없

다.

Fourier 급수의 이론은 복잡하나, 함수의 정규 직교성에 의해 그 응용

은 비교적 단순하며 비주기 현상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Kreyszig,

2012: 3). 여기서는 주기성을 갖지만 불연속점이 주기마다 하나씩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Fourier 급수의 유용성을 고찰한다.

전형적인 불연속함수의 예를 하나 들면 사각파(square wave)를 꼽을 수 

20) sin와 cos의 직교성은   


로 변수 치환을 하여




 sin 


cos





   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육십분법을 사용했을 때 정규직교인 기저를 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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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각파는    의 구간에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 
     ≤ 

이고 주기는 이다. 는 불연속점이 있어도 다음 Fourier 급수 식으로 

근사 가능하다. 

  sin 
 sin 

 sin⋯
이를 그래프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를 Fourier 급수 전개한 각 

항은 각각 그래프를 그린 후 모두 모아 놓으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러한 그래프들이 합쳐지면, 의 불연속점까지도 근사할 수 있다. 

사각파의 함수식은 불연속적이나, 이를 근사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파형은 

연속적이다. 또한 급수 전개의 합하는 항의 개수가 많을수록 진동 모양이 

더욱 직선에 가까워져서 Fourier 급수의 그래프는 더욱 가파르고 거의 불

연속적인 형태가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속함수의 무한급수가 불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Stewart, 2016: 201). 

 

이는 규칙 있는 불연속함수는 Fourier 급수를 통해 연속함수들의 합으로

근사가 가능해졌다는 의의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셀 수 있는

(countable) 불연속점이 있는 함수들은 Fourier 급수 전개로 표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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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학 수준(Kreyszig, 2012: 3)에서 Fourier 급수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찾는 유용한 도구이다. 강제진동과 관련되는 상미분방정식의 해는 주기

함수들의 근사를 허용한다는 수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응용에서 자

주 나타나는 주기함수는 Taylor 급수로 전개되지 않으나 Fourier 급수로

는 쉽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적분학에서 Fourier 급수가 Taylor

급수보다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절의 수학적 분석 결과, Fourier 기저의 정규 직교성은 각도가 라

디안이기 때문에 쉽게 성립한다. 직교성은 Fourier 급수의 활용 가치를

높여 그 이면에서 라디안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 내

적으로 라디안의 유용성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학교수학 내에서 미적분법의 편의상 라디안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고 있었다. 삼각함수의 미적분 공식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역

관계에 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을 적분하면 다시 코사인이

된다는 공식이 알려져 있는데, 이때에도 각도는 반드시 라디안이어야 성

립한다. 그러나 이는 호도법을 사용하면 미적분법이 간단해지는 계산상

의 편의성일 뿐, 라디안의 필연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교수학의 수준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호도법의 가치를

분석하고, 호도법은 수학적으로 유용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Fourier 기저의 직교성에 의해 Fourier 급수가 쉽게 활용된다는 유용성

은 미적분법의 계산상 편의성을 넘어, 보다 높은 수학에서 라디안의 ‘자

연스러운’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라디안의 단위 구성에는 임의

의 함수에 수렴하는 Fourier 급수를 구성하는 실변수로서의 삼각함수의

유용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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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지금까지의 교수학적 분석을 토대로 호도법의 주요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호도법의 수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호도법(angle

measurement as arc length)은 Euclid 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음이므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여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

이다. 다시 말하여 호도법은 원에서 회전각을, 단위원(unit circle)에서의

호의 측도(arc measure), 곧 호의 길이로 수량화한 방법이다. 호도법에서

각을 일반각으로 확장하면 단위원에서의 호의 길이는 실수(real number)

와 일대일대응이 된다. 단위원 위의 점에 의해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것

은 수학적으로 중요하다. 실변수 함수로서의 삼각함수가 유용하기 때문

이다. 호도법은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각도 표현 체계인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호도법의 학습-지도에 요구되는 핵심 개념 요소를

도출해 보았다. 역사적 분석에서 호도법은 각도 맥락과 삼각함수 맥락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도의 개념은 단위 변환으로, 삼각함수의

전개는 단위 구성으로, 그 사이의 미묘한 연계성은 각도로서 라디안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단위 생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념상

의 구분일 뿐이어서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세 가

지 측면이 호도법의 중요한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호도법의 지도

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루어야 한다.

첫째, 단위 변환은 육십분법과 호도법에서 사용하는 조작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도로서의 역할은 일관적이었다. 그러나 육십분

법은 원 전체와 비교하는 분할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에, 호도법은 단위

호와 비교하는 곱셈 전략을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

위 변환은 호도법과 육십분법을 동치 관계로 오해하기 쉬우나 미묘한 차

별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호도법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교수학적 시사점

을 얻을 수 있다. 단위 변환 공식을 지도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호도법

의 장점을 보여주기 어려우며, 분할 전략에서 곱셈 전략으로 추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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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한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위 생략은 물리학적 맥락에서 라디안의 고유한 성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는 관찰자의 관점보다 운동자의 관점이 더 자

연스러울 수 있다. 교수학적으로 각도 측정 방법으로써 호도법과 그 단

위명인 라디안은 자연스러운 의미로 다루어져야 한다. 호도법은 원의 닮

음이라는 수학적 구조를 내포하며,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닮음의 길이비

로 해석한 것은 삼각비와도 연계되며 라디안 단위명의 생략을 타당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계산에서 함수로 맥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반지름의

길이를 갖는 원을 다룬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인 단위원을 다룬 점

을 호도법의 지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비와 비례관계의 본질에 의하

면, 공변성을 거쳐 불변성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교과서에

서 불변성을 제시하는 단위원의 호의 길이는 학생들에게 라디안의 어려

운 개념이므로 동심원 문맥에서 호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임

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도법의 단위 생략이 의미상 중요한 측면이라는

교수학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단위 구성은 학교수학의 수준을 벗어나지만 Fourier 급수의 직

교성이 함수 개념에서의 활용 가치를 높여 라디안의 유용성도 내포함을

확인하였다. 수학적 분석에서 호도법은 해당 학년의 학습수준을 뛰어넘

는 상위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학생들이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

운 여러 경험들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종훈, 최영기, 2003).

이는 호도법의 지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원리다.

이를 종합하면 호도법의 지도를 위해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을 연구 가설로 설정하고

표로 구성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표 2-2>의 개념 분석틀을 바탕으로 호도법의 수학적 가

치를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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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의

가치
내용 하위 요소 코드 코드 의미

각도의

일관성

단위

변환

분할 전략 D Divison

곱셈 전략 M Multiplier

라디안의

필연성

단위

생략

길이의 공변성 C Covariation

각도의 불변성 I Invariation

라디안의

유용성

단위

구성

실수화 21) R Real number transformation

단순화 22) S Simplification

<표 2-2> 호도법 개념 분석틀의 구성

첫째, 단위 변환 측면에서 호도법은 원의 절반, 반의반과 같은 ‘분할’

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에게 육십분법과 연계성을 주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디안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에 대한 부채꼴의 중심각 크

기로 호도법의 단위가 되었으나, 이러한 출발은 육십분법과 생소한 교수

학적 단절이 있음을 인식하고 연계성을 고려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육십

분법에서는 에 대한 단위의 곱셈 전략으로 각도를 구성한 적이 없었

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도의 일관성을 인식하면, 단위와 관

계없이 원 전체를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각도 단위로 보고, 호도 의 분

할 전략으로 연계하는 것이 라디안 지도에 적합한 교수학적 처치라 할

수 있다.

둘째, 단위 생략 측면에서 호도법은 육십분법과 다른 차별성을 인식하

21) 실수화는 새로 구성한 단위에 대한 측정 대상의

곱셈 관계를 의미한다. 다음과 같이 단위 호를

바꾸어보는 비형식적인 연습 과제로 시작하여

수학에서 사용되는 형식적인 실수화로 조절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임의로 주어진 부채꼴에 대해

원 전체를 몇 개로 분할하는지 추정하라.

(Philip, 2006: 48)

22) 흔히 호도법을 지도하는 이유로 미적분 계산의 편의성 측면을 말해온 바와 같

이, 식의 단순화와 계산상의 편의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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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도해야 한다. 라디안은 물리학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토대로 추가된 보조 단위라 하였다. 또한 단위 변환은 수학적인 함수 관

계였다. 라디안은 원래 없던 단위를 붙였다가, 육십분법과 단위 변환하는

일대일대응 관계에서 등호의 대칭성을 위해 단위와 함께 계산한 다음,

실함수 맥락에서 다시 떼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학교수학에서는 이 과

정을 라디안은 단위가 생략되어 실수가 된다는 정당화 논리로 내세워서

학생들을 불편하게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라디안이 애초에 왜 붙

여졌는지 탐구한 결과, 육십분법과의 변환을 대칭적으로 맞추기 위해 실

수에 각도를 표시하는 단위명을 라디안이라 추가한 것임을 알았다.

호도법은 동심원의 문맥에서 공변성을 탐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Watson(2008)이 비례관계의 공변성과 비의 불변성으로 분석한 것을 호

도법에 적용한 결과, 라디안을 대표로 하는 동치류가 동심원들의 집합

임을 확인하였다. 단위원을 이용하여 삼각함수 그래프의 정의역을 일반

각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비와 비례관계의 본질로서 공변성을 간과한 것

이며, 라디안의 동치류를 나타내는 동심원은 공변성을 경험하는 적절한

문맥임을 알았다.

라디안이 반지름의 길이가 다양한 원에서 닮음비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 단위원의 호의 길이가 된다는 결과를 파악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역사적 분석에서 호도법을 쓴 결과로 삼각함수의 전개와 미적분학 이론

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을 살펴보았다. 수학자들은 단순함(simple) 때문에

필연적으로 단위원을 정의한 것이었으나, 학생들은 단위원에서 단순함의

가치를 즉각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단순화에

이르렀다면 그 이전에는 복잡함이 있었다는 것이며, 교수학적으로 그 과

정을 놓치는 것은 결과적 지식을 부과하는 것이 된다. 학생들은 단순화

된 과정을 거쳐야, 수학교육의 목적으로서의 심미성(황혜정 외, 2016:

44-46)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수학적으로 단위원의 직관성은 라

디안의 표준으로서의 단위 통일과 간결성의 효과를 경험시키는 학습 소

재로 다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호도법을 배우면서 각도 표현 방법의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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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물리학적인 활용을 고려할 때 라디안은 다소 불

편하더라도 곡선의 직선화라는 이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라디안을 정

의내린 결과 삼각함수의 전개가 단순해지는 장점이 드러난 덕분에, 각도

의 표준 단위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호도법을 지도

할 때 육십분법과 다르게, ‘단순함이 최선(simple is the best)’이라는 차

별성의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단위 구성 측면에서 장차 호도법을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자연

스러움’으로 음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임의의 함수에 수렴하는 Fourier

급수를 구성하는 실변수인 삼각함수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 해야 한다.

이는 학교수학에서 직접 지도할 수는 없으나 대학 수학 이후의 교수 지

식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

호도법은 수학적 발달 이후에야 단위 구성의 자연스러움을 재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분석과 물리적 분석에서 라디안은 ‘자연스러

운’ 각도 단위라 하였다. 이는 교수학적으로 각도에서 호도로의 이행을

단위원의 직관성에 의해 필연적으로 다루거나 또는 운동자의 관점에서는

호도가 원운동을 기술하기 자연스럽다고 해석된다. 수학적 분석에서는

수학자 수준의 자연스러움을 인식할 수 있었다. Toeplitz(2006: 178)는 라

디안과 유사한 상황이 자연로그 에 있다고 하였다. 상용로그가 실용적

인 계산에 적합하고  


 의 도입이 불편하고 인위적이나, 자연로그

를 설정한 것은 수학 전반에서 표기법이 깔끔해지기 때문이다23). 는 상

위 수학에서 간결함을 담은 상수이므로 자연스러움을 통찰하도록 하는

수이다. 이는 라디안의 자연스러움에도 적용된다고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교육학적 분석을 통해 여기서 도출한 <표 2-2>의 연

구 가설이 호도법의 지도에 중요한 측면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23) 는 자연의 연속성장량을 예측하는 함수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자연스럽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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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결함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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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분석

호도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이유는 핵심 개념 요소로 도출된

<표 2-2>를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이론적 검증을 하는 한편, 교수

학적 분석의 교육학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 절에서는 호도법을

포함한 삼각함수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이해와 지도에 관한 선행연구

를 분석한다. 선행연구들은 직각삼각형, 단위원 등의 다양한 문맥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삼각함수가 어려운 단원이라 한다.

삼각법은 대수, 기하, 그래프에 대한 추론이 연결되어야 하는 복합 주제

이다(Weber, 2005). 삼각법과 삼각함수는 대수적 연산을 통해 계산할 수

없는 함수에 대하여 기하, 기호, 그래프적인 추론을 결합시켜야 한다

(Moore, 2010). 삼각함수는 산술 절차를 포함하는 대수적 공식에 의해

표현할 수 없어서 학생들은 관련 연산에 대한 추론을 어려워하며 이 연

산을 함수로 여기지도 못한다(Breidenbach et al., 1992).

삼각함수를 일반각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복잡한 개념인 데 반해, 직각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비로 도입하는 것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오히려 껄

끄럽다고 여겨 왔다. 이러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단위원의 삼각함

수로의 원활하지 못한 연결성의 문제를 인식론적 장애라 하였다(유재근,

2014). 여기서는 호도법으로 관점의 전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절은 직각삼각형에서부터 단위원으로의 전환이며, 두 번

째 단절은 단위원에서 삼각함수의 주기적 성질로의 전환이다. 이는 역사

적 순서에 따라 미적분학을 계기로 단위원을 기점으로 하여 계산과 함수

의 맥락을 구분한 것이다.

삼각함수는 Fourier 급수 및 적분 기술과 같은 수학의 발달, 발사체의

속도 및 주기운동의 모델링과 같은 과학의 응용에 중요하다(Moore,

2010). 삼각함수가 수학 내적․외적으로 매우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들에게는 유용성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서 이질적이고 일시적인 단원에

불과하다. 삼각함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교과서에 공식들이 많으

나 개념적인 연관 없이 파편적으로 제시되며 학생들은 다른 단원이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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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교과와의 연계성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수학교육학자

들조차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삼각함수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잘 알

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삼각함수가 인문 계열의 필수 과정에

서 배제되는 근래 교육과정의 변화를 겪기도 하였다. 라디안의 도입을

주장했던 물리학자에게는 필연적이라는 직관이 있었을 것이나, 호도법의

본질은 여전히 명쾌하지 못하다. 이하에서는 교수학적 분석을 보완함으

로써 호도법의 교육학적 본질을 밝히고, 기존의 연구들과 대조하여 분석

함으로써 지도 계열과 방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해와

학습-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1. 호도법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선행연구(Demir, 2012; Moore, 2010; Challenger, 2009; Akkoc, 2008;

Topçu et al., 2006; Brown, 2005; Fi, 2003; Orhun, 2001 등)에서는 학생

과 교사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파편적인 이해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더불어 라디안에 대한 빈약한 이해를 확인하였다. 학생과 교사들은 흔히

라디안보다 도의 개념이미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삼

각함수를 실함수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육십분법을 취하면 삼각

함수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에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Orhun, 2001).

Fi(2003)는 이와 유사한 오개념을 보고하였으며, 교사들이 라디안을

서술할 때 도로 전환하는 절차적 접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

부분의 예비교사들은 호도법을 단위 변환 위주로 이해하였다. 14명의 연

구 참여자들은 모두 라디안 정의를 올바르게 규정하지 못하였다.

Moore(2009)는 라디안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삼각함수에 가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양한 삼각

함수 맥락에 대한 공통적인 바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May, 2015: 42

에서 재인용).

Moore(2010: 273-274)는 미국 대학생 세 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도를

한정적으로 이해하는 원인이 양적 구조에 바탕을 둔 측정 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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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것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연구 초반에 학생들은 각도의 의미를

서술하도록 할 때 원이나 원주를 언급하였으나 측정 가능한 속성을 가진

측정 절차 즉, 측정 대상이 되는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의 길이 또는 원

주라 생각하지 못하고 기하학적 대상의 성질로만 생각하여 이를테면, 직

선은 와 같이 답하였다. 양에 의한 측정 절차를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한 결과, 학생들은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도 각도를 구할 수 없었으

며 자신의 계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도 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각도를 구하는 계산을 할 수 있었으나, 크기에 해당하

는 양이 문항 정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계산할 수 없었다. 또

한 도로 변환은 잘 하였으나, 라디안에 대한 추론 능력은 부족하였

다. 그 이유는 각도의 개념화에 양과 그 양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 측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다.

Moore(2013: 227)는 학생들은 각도의 양적 구조와 그 단위가 반지름

의 길이임을 인식하는 것을 어려워함을 확인하였다. 앞서 분석한 대로,

라디안은 반지름을 단위로 하는 각도라는 의미이다. 라디안은 와 의

양적 구조를 가장 단순화함으로써, 각도기 대신에 끈(string)으로 측정한

다는 관점의 전환이 있다. 라디안은 각도의 자연스러운 논리단위인 원에

서 그 반지름을 단위로 하므로, 라디안의 단순화는 잘 드러날 수 있다.

또한 닮음에서 각도를 길이비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와의 연계성을 돕는 해석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가  과 같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각에서

의 와 실수에서의 를 다르게 여기는 개념이미지로 인해, 축 위에

를 표시할 때  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Akkoc, 2008: 876). 라

디안이 와 같은 이유를 질문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들조차 혼

란이 많다. 라디안을 생략하면 그 측도는 실수로 표현한 각도가 된다. 이

에 대해 학생들은 원주율의 근삿값  를 무시한 채, 각도의 라는 기

이한 대상을 만들었다. 이는 도의 단위명도 라디안처럼 떼면 그 측도

역시 같아진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대표적인 오개념은 육십

분법이 분할로 유리수 각도 표현인 반면, 호도법은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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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각도 표현이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라디안과 크기가 같은 육

십분법의 각도 


가 무리수 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육십분법을 유

리수로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도와의 차별성은 라디안 단위명의

생략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라디안을 왜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이는 수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단절은 각도와 같은 공통적인 기본 개념을 일관

성 있게 지도하면서 해소될 수 있다(Moore, 2010). 그러나 학생들은 삼

각함수의 선행지식에 해당하는 각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은 각

을 회전량 측도, 회전하는 체화 감각, 궁극적으로는 함수의 독립변수로서

이해해야 한다(Watson, 2008: 148). 이처럼 벌어진 정도, 기울어진 정도,

회전량과 같이 다양한 관점의 대상인 각을 분명히 정의하기도 힘들지만,

그러한 각을 수량화하는 과정은 더 어렵다. 이전까지의 각은 주로 슬라

이스 치즈나 케이크 조각, 크기의 각과 같은 형태를 지닌 꼭짓점으

로 알고 있었다. 꼭짓점은 차원 도형의 성질을 설명하고자 수세기를 하

는 끝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전 경험은 호도법과 이질적이어서 삼각

함수의 각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수학적 유용성을 위해서는 각이

독립변수가 되는 함수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도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서 분석할 것이다.

May(2015)는 라디안에 관한 교사 지식(teachers’ knowledge)을 조사

한 결과, 19명의 연구 참여자 중에 15명이 단위 변환 관계를 잘 이해하

고 있었다. 라디안의 개념 이해에 성공한 비율은 


로 관련 선행연구

(Fi, 2003; Akkoc, 2008; Topçu et al., 2006)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중 2명만이 라디안을 두 변들의 비 또는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로 올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9명의 교사들은 라디안에 대해 보다 일반

적인 정의를 내리고 각도 단위 중에 하나라고 답하였다. 4명의 교사들은

라디안을 정의내리지 못하였으나, 라디안을 길이와 연결시켜 인식하는

수준에 도달하여 개념 이해에 포함시켰다. 나머지 교사들은 Akkoc(2008)

의 발견과 유사하게, 도의 개념이미지로 치우쳐 있었다.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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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정도의 비율이 라디안은 에 의해서만 표현된다고 하는 부족한 이

해를 드러냈다. 이는 이해 정도의 범주화라기보다는 이해 수준에 가까움

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도 계열에서 호도법을 포함한 개념화 수준을 탐

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이해

도 조사의 분석 기준을 설정할 때 활용할 것이다.

송은영(2008)은 고등학생들이 를 포함하지 않는 라디안을 구하는 문

항을 어려워함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학생들은 라디안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일 때는 그 중심

각의 크기도 라디안으로 배 커진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였다. 이는

각도의 일정성에 위배되는 오개념이다. 각의 크기는 각의 변에 의존한다

는 각도의 발생 맥락에서 예견하였던 소위 ‘여행자의 은유’24)에 해당하는

오개념을 실제 확인한 것이다. 반대로, 예비교사들은  이상의 비율이

  


의 공식을 간단히 적용해서 가 안 붙은 라디안도 잘 해결할 수 있었

다. 예비교사들도 호도법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공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호도법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라디안

의 형태라서 호도법이 더 정확한 표현이고, 각을 실수화와 연관 지으며,

부채꼴의 공식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예

비교사들은 육십분법은  등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수 전체의 각을

표현할 수 없는 반면, 호도법은 무리수 각도 표현도 가능하여 실수 전체

에서 연속성을 갖는 각 의 정의역을 만들 수 있다고 실함수의 삼각함

수와 연관 지어 응답한 사례를 확인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선행연구들은 호도법에 주목하는 이해도 조사와 그

에 따른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예비

교사들의 라디안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여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예

비교사들은 라디안을 정의보다는 공식에 근거하여 


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라디안의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각의 측정문제

24) 호는 여행 거리를 의미하며 원을 따라 일주하는 것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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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비교사들은 라디안

의 실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삼각함수가 실함수로 정의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호도법의 필요

성과 유용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라디안을

정의하는 교과서의 기술 방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일반각이 실수와 일대일대응임을 언급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장미(2018)는 학생들과 예비교사들이 호도법을 사용하는 방법, 개념

의 이해, 호도법에 내재된 수학구조, 각을 나타내는 호의 길이를 삼각함

수의 정의역으로 파악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들은 호도법의 개념을 직관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공식을 이용하기를 선호하였으며 단위원을

즉각 파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단위원에서

호도법의 장점을 삼각함수와 연계하는 지도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라디안의 의

미와 유용성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사례를 범주화하고, 대체로 삼각함수

와 연계한 원인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수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개념

적 이해가 부족한 원인은 단위 변환 공식을 적용하는 데에만 치중한 결

과, 단위 생략을 통한 라디안의 미묘한 차별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

이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따르면, 단위 변환과 단위 생략을 교과서

의 기술 방식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교과서의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이를 확

인하기 위한 이해도 조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은 각도에 대한 이해에 개념화 수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각도 개념화 수준의 틀은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

지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호도법에 대한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

삼각함수의 학습-지도에 관한 연구(Demir, 2012, Moore, 2010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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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호도법을 포함한 삼각함수의 내용을 기하, 대수, 그래프의 맥락에서

다른 주제로 분리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개념적인 연계성을 지적하였다.

Demir(2012: 33)는 [그림 2-10]을 제시하면서 삼각함수의 문맥을 직각삼

각형, 단위원, 그래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그 사이의 연결성을 주장하

였다. Demir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에서 단위원의 삼각함수로의 전환,

다시 실변수 정의역에서의 삼각함수의 그래프로의 전환에서 호도법의 역

할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단위원에서부터 실함수로의 단절은 간과되기

쉽다고 강조하였다. 이를테면, 실함수로의 전환을 다루려면 각에 대한

sin의 관계를 실수에 대한 sin함수로 전환하는 것을 라디안 단위명의 생

략을 통해 해석 가능한 것인지 분석해야 한다.

[그림 2-10] 삼각함수의 맥락

선행연구들은 각도와 삼각함수의 계열에 각각 해당하는 두 가지 측면

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호도법의 연계성 있는 지도를 강조하였다. 이하에

서는 각각의 계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학습

-지도에도 활용할 것이다.

2.1. 직각삼각형에서 단위원으로의 삼각함수

선행연구(Moore, 2013; 2010; Watson, 2009a; 2009b; 2010; Kend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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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cey, 1998)에서는 삼각함수의 도입부에서 육십분법과 연계하여 호도

법의 의미를 지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들은 삼각비와 삼각함

수의 공통적인 기본 개념으로 각도를 일관성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Moore(2013; 2010: 273-279)는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과제에서 양적

추론을 지도하는 교수실험을 실시하여 미국 대학생들의 각도에 대한 개

념화를 분석하였다. 기존 수업에서는 각을 양적 관계(quantitative

relationships)로 인식하기보다, 분류 기호나 식별자(labels) 정도로만 생

각했다고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만의 각도기를 창안하여 제조하는

과제에서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의 길이, 즉 원주에 대한 분수 양으로 각

도를 개념화하였다. 측정 도구의 제작 덕분에, 각이 벌어진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속성을 갖는,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의 길이로 인식하였다. 다

양한 크기의 동심원에서 호의 길이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원주에 대한

동일한 퍼센트가 각도로 결정된다. 각도 과제를 반복하여 풀면서 호의

길이와 원주 사이에 곱셈 관계에 대한 추론은 도움이 되었다. 각도의 의

미를 호와 원주의 곱셈 관계에 의해 말할 수 있었다. 또한 각도 단위의

변환을 위한 추론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원주에 대한 호의 길이를 상대

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단위 변환에 유창하도록 추론 방법을 제공하였다.

단위 변환도 양적 전환으로 구성한 결과, 호도법은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의 길이를 따라 반지름 길이의 배수25)를 측정하는 것이라 기술하였다.

학생들이 호를 반지름의 배수로 분할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지

름의 길이에 따라 크기가 다른 원을 비교하면서 임의의 원주 를

따라 도는 반지름 길이의 배수 를 개념화하였다. 크기가 다른 원에 대

해 마주보는 호를 따라 도는 반지름 길이의 배수에 대한 추론을 한 결

과, 학생들은 라디안을 중심각을 마주보는 호와 반지름 사이의 곱셈 관

계  


로 전환할 수 있었다. 또한 라디안의 배수는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음을 인식하고 각도로 사용하였다.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개

념 이해에 도달한 학생들은 라디안을 중심각을 마주보는 호의 길이와 반

25) multiplier로 자연수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의 에 해당하는 곱셈 관계인

비례상수를 의미한다. 이하 측정의 의미를 살리고자 ‘배수’라는 용어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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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 길이 사이의 곱셈 비교로 추론하였다. 이는 라디안을 원주와 호

의 길이 사이의 곱셈 관계에 의해 추론하는 것과는 상반된 방법인 것이

다. 학생들은 호의 길이를 반지름 길이의 배수로 측정하기에 주목하면서

단위로서  또는 수  을 인식한다는 기존 연구들(Akkoc, 2008; Fi,

2003; Topçu et al., 2006)과 상반되게, 라디안을 반지름 길이의 배수로서

 기호(symbol)를 포함한 양(values)으로 해석하였다. Moore는 라디안을

계산수가 아닌, 측정량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치 있게 평가하였다. 반면,

개념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전체에 대한 부분의 추론하기와 교차

곱셈의 이용에 그치고 있어 단위 변환 알고리즘에만 머물러 있었다. 호

를 반지름의 배수로 측정 가능한 속성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라디안을

원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마주보는 호 사이의 양적 관계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다. Moore는 각도에 대해 호와 원주 또는 호와 반지름의 양적 추

론에 바탕을 둔 이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각도에 대한 개념 이해는

원과 부채꼴의 비례관계를 전체-부분 대신에, 부분-반지름으로 비교하는

양 사이의 곱셈 관계로 설명할 수 있게 됨을 보여주었다.

Moore(2010: 286)는 이러한 발견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각도의 개념

이해를 위한 추론 능력과 이해 목록을 구성하였다.

• 원의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를, 각의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인식하기 

• (중심각과) 마주보는 호를 따라 단위 길이로 측정하기

• 마주보는 호와 원주 사이의 곱셈 관계를 구성하기, 그 비교는 원의 크기

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알기

• 원의 작도를 요구하는 각도를 측정하는 과정을 인식하기

• 마주보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곱셈 관계를 구성하기, 그 

비교 중에 하나가 라디안이며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알기

• 마주보는 호, 각도, 시간 같은 양은 동시에 변함을 알기

• 삼각함수의 각에서 원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가 이루는 각을 원운

동에 관한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인식하기

• 삼각함수의 각도에서 원형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마주보는 호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기로 인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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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2013)는 각도의 의미를 원의 호를 반지름으로 분할하는 측정활

동에서 찾았다. 각도에는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곱으로 측

정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라디안의 장점은 라디안의 비를 표현

할 때 호의 길이에 대한 양적 관계를 보다 직관적이고 명시적으로 파악

하기 쉽다는 점을 들었다. 양적인 추론에 대한 이론, 삼각법과 각도에 관

한 학습-지도 연구, 각도에 관한 역사를 바탕으로 단위와 관계없이 호의

길이를 측정하는 절차를 통해 각도를 양화하는 것이 각도의 일관적인 이

해를 뒷받침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각도를 동일한 양에 대

해 단위 변환과 관계없이 호에 반지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측정하는 양

적인 추론이라 한 것은 호도법의 비례관계  


가 각도의 핵심 개념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적 분석과 같이, 각도에 호도법의 의미가 그대

로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Moore의 연구는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각도로서의 공통점과 표준 단

위로서의 차이점에 개념화 수준이 있음을 시사한다. Moore는 양적 추론

과제들을 설계하여 교수실험을 실행하고 대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분석하

였다. 그러나 각도로서 비례관계의 공통점을 밝힌 반면, 라디안의 표준화

가 가진 차별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호도법의 차별성을 되살리

는 수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성을 위해, 핵심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중점

과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Watson(2009a)은 삼각함수 1차시 수업의

도입 방법과 그 과제를 조사하였다. 기존의 삼각함수 수업의 도입 방식

은 각도와 삼각비이었다. 도입 과제를 범주화한 결과, 보다 다양하게 나

타났다. 닮음의 도입은 각이 정해지고 측정 가능한 변들로 이루어진 삼

각형들을 제공하는 방법, 함수의 도입은 각이 변함에 따라 한 변도 변함

을 탐구하는 방법, 배수의 도입은 각이 단위 반지름과 함께 변함을 탐구

하는 방법, 결합적인 도입은 각과 비의 혼합에서 발견하는 방법, 기술적

인 도입은 미지의 값을 구하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였다.

교과서의 도입 과제는 일반각과 호도법이다. 이는 각도 계열에 속한

다. 각은 삼각함수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각 개념의 확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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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학생들은 변화하는 동적인 각을 이

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컴퓨터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Watson

의 관찰 수업은 비(比)로 시작하였다. 학생들에게 다른 방향의 닮은 직각

삼각형들을 자르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자르기는 크기가 같은 각에

대한 감각을 준다. 자른 삼각형들을 종류별로 구분하도록 지시하자, 일부

학생들은 도형 형태를 만들려고 자른 삼각형들을 함께 맞추었다. 일부

팀은 크기 순서로 일렬로 늘여 놓았다. 다른 팀은 같은 방향끼리 겹쳐

놓았다. 삼각형을 뒤집어도 여전히 같은지 결정하는 것은 일부 학생들에

게 자명하지 못하였다. ‘똑같음(all the same)’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

더니, 일부는 길이를 재던가, 길이의 차이를 구했다. 도형을 일렬로 줄지

어 놓은 팀과 겹쳐 놓은 팀이 각의 크기가 같음을 반드시 내면화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학생들은 확인하기 위해 측정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각을 더하거나 변의 길이를 더하려고 시도하였다. ‘같음(sameness)’을 규

정하기는 어려웠다. 관찰 수업에 참여한 교사는 나누기가 자연스러운 실

행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비의 관념을 도입하였다. 그러자 학생들은 비율

로  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궁금해 하였다. ‘평행’의 직관적 이해가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평행은 어린 아동조차 갖고 있는 명백한 인식이다.

직선의 연장은 방향을 유지하도록 하며, 자른 삼각형을 분류하는 방법으

로 나타났다. 나누기는 같다는 감각을 표현하나 명백하지 않은 방법이었

다. 학생들은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공변성보다, 각의 크기가 같다는 불변

성 감각을 인식하기 쉽다고 하였다. 닮음에서 각은 삼각형을 종류별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비는 각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처럼 첫째, 삼각비는 삼각함수의 출발점으로 자연스럽게 고려될 수

있다. 삼각법의 기초였기 때문이다. 비는 삼각함수 개념을 정립하면서 각

을 언급하지 않고 비례관계에 있는 닮은 삼각형을 이용하여 도입하는 것

이다. 함수는 관련각에 대한 값을 구하거나 정의를 내릴 때까지 미루고

나중에 인식하도록 한다. 비의 핵심은 삼각비가 닮음비(scale factor)로서

압축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간적인 닮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닮음은 다양한 거리만큼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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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이나, 성장의 역동적 감각에서 발생할 수 있

다. 닮음을 수학적으로 인식하는 체화 감각에서 ‘looking’은 정적인 콘 형

태를 취하는 경험이다. 책상 위에 A4, A5, A6의 종이 사각형을 수직으

로 줄지어 놓으면 세 사각형은 닮음이다. 한 쪽에서 볼 때 모양이 똑같

아 보일 때까지 각각의 위치를 조정해보면서 위치는 다른 도형들과의 비

에 의존함을 의식할 수 있다. 공간적 확대(spatial enlargement)도 관련

아이디어로 가르쳐야 한다.

셋째, 공식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만으로는 관계의 새로운

감각을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상과 같이, 직각삼각형에서 단위원으로의 이행은 이상의 각도로

확장하면서 직각삼각형의 비의 정의에서 단위원의 좌표 정의로의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새로운 각도 표현인 호도법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됨을 확

인하였다. 이는 각도의 계열에 해당되지만, 삼각함수의 계열로 다루어지

기 때문이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따르면, 단위 생략으로 호도법의

차별성을 인식시키는 지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2.2. 단위원에서 실함수로의 삼각함수

선행연구(Demir, 2012 등)에서는 실함수의 삼각함수로 범위를 확장하

여 라디안의 단위를 구성하는 지도 방법을 제안하였다.

Demir(2012)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단위원의 삼각함수, 실변수 삼각

함수의 그래프를 다른 문맥으로 분리하여 가르치면 삼각함수의 개념 이

해를 방해한다고 지적하고, 이들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수

설계를 실행하여 학생 반응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다른 선행연구들은 주

로 삼각비와 삼각함수 사이의 단절을 해소하고자 각도에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각이 일반화되는 연결성만

강조하면 실수의 정의역을 갖는 삼각함수의 성질을 간과해 버린다는 것

이다. 반면, Demir는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를 이용한 삼각함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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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갖는 삼각함수의 주기적인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있는 또 다른 단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네덜란드의 고등

학교에서 이해(understanding)와 연결성(connection)을 바탕으로 삼각함

수의 도입부에서 각의 지도로 라디안을 도입하지 않고, 단위원의 호에

초점을 둔 시작으로 sin함수의 그래프를 구성하는 대안적인 교수법을

시도하였다. 지도 계열은 가설 학습 경로를 설정하여 삼각함수의 세 맥

락과 그 연결성에 기반한 국면으로 구성하였다(<표 2-3>).

Demir의 과제 설계에서 라디안의 역할은 분명하였다. 라디안 개념은

각도를 실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므로, 라디안을 통해 단위원과 그래프

사이의 연결성을 구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수학적 정의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알게 된 정의를 정교화(elaborate)할 수 있는 것도 더 중요

하다. 라디안의 개념 이해가 완성되면 학생들은 각의 sin을 실함수로 전

환할 수 있다. 이를테면 라디안은 단위원에서 대응하는 호의 길이와 일

치한다는 점, 라디안은 로 표현된다는 점, 호의 길이 


에 대한 중심각

의 크기는 


라디안이라는 점을 알도록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삼각함

수의 개념 이해를 하면 sin이 실함수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삼각함수의 대수적, 기하학적, 그래프의 측면을 연결하는 특징이

드러날 것이다.

Demir(2012: 35를 번역함)는 삼각함수의 연결성 있는 이해 모델을 설

정하여 교수 설계와 학생 이해의 평가를 구조화하는 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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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삼각함수에 연계성을 주는 세 맥락

[그림 2-11]에서 중심점의 U는 이해를 표현한 것이며, 1～5는 세 문맥에

요구되는 이해를 의미한다. U는 학생의 이해 정도(quality)에 따라 세 문

맥 사이에서 다른 지점이 될 수 있어 유동적이다. 선분에 의해 유계된

영역은 학생의 이해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과제마다 삼각함수

이해의 다른 측면을 요구하며, 학생이 과제를 해결하거나 수업자료를 구

성하는 동안에, 연구자나 교사는 이해의 위치를 잡아 이해 영역을 유연

하게 찾을 수 있다. 모델은 세 문맥의 연결성을 개념 이해와 연결하도록

선분으로 표현한 것이다. 1～3은 세 문맥 내에 다른 측면의 이해를 나타

내며, 학생의 이해는 각각의 측면에서 선분을 통해 접근한다. 4와 5를 굵

게 칠한 것은 문맥 사이의 연결성 있는 심층적인 이해를 표현한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삼각형에서 단위원으로, 단위원에서 그래프로의

연결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의 과제는 보다 큰 각의 사인은 사

인비의 정의와 단위원의 대응하는 수직 위치를 찾도록 통합하는 것이다.

5의 과제는 사인이 실함수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 사인의 좌표 정의

• 각을 실수로 전환하기 위한 라디안과 호 사이의 관계, sin함수의 입력 

값은 회전각을 라디안으로 다루거나 또는 동치로 대응하는 호의 길이를 

통해 실수가 됨.

• sin함수의 출력 값은 단위원의 수직 위치 

• 입력 값에 유일한 출력 값이 나온다는 함수의 아이디어와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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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는 산술 연산으로 계산할 수 없으므로, 연결성은 삼각함수의

개념 이해에 중요한 것이다. Demir(2012)는 삼각함수 이해의 개념분석

모델로 학생들의 이해에 주요 특징을 <표 2-3>과 같이 정리하였다.

선분
문맥 또는 

연결성
코드 특징

1 삼각형(TT) 1A 직각삼각형에서 사인/코사인 비의 정의와 활용

2
단위원

(UCT)

2A
사인/코사인의 좌표 정의, 

방향 있는 각 또는 실수를 다루는 활용

2B
특정 입력에 대한 사인/코사인 함수를 평가하

기 위한 좌표 정의의 활용 

2C
단위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관계

예컨대, 사인은 기함수 즉, sin  sin  
2D 라디안 개념에 의해 호와 중심각 사이의 관계

2E 비례관계를 사용하여 도 와 라디안 변환하기

3
그래프

(TFG)

3A 사인/코사인의 그래프가 왜 함수인지 추론하기

3B
함수 성질에 대한 삼각함수 그래프의 해석

예컨대,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3C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주기

3D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삼각함수의 관계

예컨대, cos  cos 
4

TT-UCT의

연결성
4A

관련 삼각형을 통해 비의 정의를 단위원에 통

합함으로써 보다 더 큰 각의 삼각함수 값

5

UCT-TFG

의 연결성

5A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기

5A.1 사인/코사인 그래프 그리기

5A.2
단위원 상 의미에 의해 사인/코사인 그래프

에서 좌표 해석하기

5A.3 사인/코사인 그래프 형태 설명하기

5A.4 사인 코사인 그래프 사이의 차이

5A.5
단위원 상의 한 점과 그래프에서 대응 사이

의 연결성

5B 함수 성질의 이해

5B.1

사인/코사인이 회전각 그리고/또는 여행한 

호의 길이를 바탕으로 하는 함수인 이유를 

추론하기

5B.2 실수 정의역에서 사인/코사인 함수

5B.3
사인/코사인의 정의역을

각에서 실수로 전환하는 라디안의 역할

<표 2-3> 삼각함수의 개념적인 연결성(*본 연구자가 호도법 부분을 음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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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관성(coherence)은 의미 발달을 개념 분석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으로, Thompson(2008)이 정의한 것이다. 일관성은 어려운 수학 아이

디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연결성 있는 개념 이해를 발달

시키도록 돕는다. 일관성 있는 각도의 중요성은 Thompson도 강조하였

으나, Demir는 호의 길이를 통한 일관성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호의여

행 거리로서 학생들에게 호의 길이에 바탕을 둔 일관성 있는 의미를 전

개하였으며, 그 대신에 각도는 단위원과 그래프의 연결성 후반부로 순서

를 뒤로 바꿔서 다루었다. 라디안은 삼각함수를 실수 정의역에서 정의하

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미적분법의 계산에서 라디안일 때 단위변환 계

수


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기

1.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기억해내지 못하여 실패하였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으나, 사인 그래프는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음이 면

담을 통해 드러났다. 학생들은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와 대응하는 수직 

또는 수평 거리를 통하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개념화하였다. 

2. 여행한 거리로서 호와, 대응하는 수직 또는 수평 위치를 바탕으로 한 여

행자의 은유에 의해 학생들은 그래프의 좌표를 설명하였다. 각 또는 실

수의 부호와 움직이는 방향을 관련지어 생각하였다. 

3. 학생들은 단위 정사각형과 단위원을 비교하는 경우에 의해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선형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일부 학생들

은 사인 그래프의 오목한 아래 모양도 설명할 수 있었다.   

4. 학생들은 호와 대응하는 수직 또는 수평 위치에 의한 추론하기를 통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각각 구별할 수 있었다. 

<표 2-4> Demir(2012)의 개념 이해 사례

5B.4
그래프 위의 정보와 단위원을 연결함으로써 

사인/코사인의 치역의 의미 알기

5B.5
그래프 위의 정보와 단위원을 연결함으로써 

주기성의 의미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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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r는 단위원 위의 점의 이동과, 원점을 중심으로 한 각의 변의 회

전을 구별하였다. 단위원 위의 운동은 호의 길이를 따라가는 자취로 실

수이며,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량은 중심각의 크기로 각도인 것이다.

따라서 단위원에서 호와 각 사이의 관계를 의식화하도록 하였다. 이는

단위원의 직관성을 강조하는 학습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단위원 맥락은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를   라 할 때, 둘 사이의

관계를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와 같이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단

위원의 속성에 해당하는 각도와 호도의 관계를 대상화하여 다시 좌표와

관계를 지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호도법의 관계를 대상화한

관계 속의 관계를, 그 단위원을 표현하였던 동일한 직교좌표계에 주기함

수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준다. 따라

서 Demir가 주장한 단위원에서 실함수로의 단절이 있는 것이다. 단절을

5. 학생들은 단위원 위의 주어진 위치를 대응하는 그래프 위의 한 점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함수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이해

1. 학생들은 호의 길이를 통해 실수의 정의역에서 삼각함수를 설명할 수 있

었다. 삼각함수의 예에서 입력값은 여행한 호의 길이이고, 출력값은 수직 

또는 수평 거리로 함수의 과정 관점을 구성하였다. 

2. 학생들은 실수의 정의역에서 삼각함수를 개념화할 수 있고 호의 길이를 

통해 실수로서 를 설명할 수도 있었으나, 일부 학생들은 실수임을 명시

적으로 진술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예를 들어   sin에서 

가 무엇인지, cos에 해당하는 점을 그래프 위에 표시하라는 질문에

서 실수임을 답하지 못하였다.

3. 학생들은 라디안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즉, 호도법에서는 각도가 대응하

는 호의 길이와 일치한다는 관계를 통해 각을 실수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라디안 단위명의 생략 곧, sin  rad sin  를 

의미 있게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4. 학생들은 단위원의 수직 또는 수평 위치를 통해 삼각함수의 치역이 과 

 을 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5. 학생들은 단위원의 둘레로 삼각함수의 주기를 연결할 수 있었다. 또한 

호의 길이를 통해 를 실수로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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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하는 지도를 위해서는 각도와 호도를 구별 지을 필요가 있다. 학생

들은 구별을 해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원의 직관성을 지도하면

서 포함해야 하는 개념이다.

우정호(2017)는 삼각함수 전개에서 호도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첫째,

호도법은 원운동을 기술하는 삼각함수를 실변수 함수가 되도록 정의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준다. 호도법에서 다루는 회전각은 각의 자체보

다는 그 각의 크기인 회전량을 말한다. 동경의 회전량은 일반각의 개념

을 도입하며,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우정호,

2017a: 122-147).

둘째, 호도법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즉각 이용함으로써 삼각함수와

관련 극한 및 미적분법에서 직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호도법의

가치는 사인함수의 미분에서 sin′  cos라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관계

에 대한 수학적 통찰을 보여주는 것에서 드러난다. 호도법에서는 단위원

의 호의 길이가 그 중심각의 크기이기 때문에, 라디안일 때 sin의 순

간변화율은 평균변화율

sinsin
의 극한이다. 따라서 [그림

2-12](우정호, 2017b: 83)에서

색칠한 닮은 삼각형을 통해

사인의 도함수에 대한 직관적

인 이해가 가능하다. 이처럼

단위원에서 실함수로의 전환

을 위해 호도법은 각도의 실

수화에 역할을 하며, 실수화는

단위원의 직관성으로 구현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수학적 분석에 따르면, 단위원

에서 라디안을 그 호의 길이와 같은 실수로써 즉각 파악하기는 학생들에

게 어렵다는 교수학적 문제가 남게 된다. 이에 대한 지도방안을 구체화

해야 하는 것이다.

송은영(2008: 106-108)은 교과서에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집합이

[그림 2-12] 사인 미분에서 단위원의 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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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에, 실제 교과서 분석 결과는 삼각함수를

실수함수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에 대한 삼각함수만을 다루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즉, 교과서에는 호의 길이, 시간 등을 정의역으로 하는 실수

전체에 대한 삼각함수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을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의 점진적인 확장 과정으로 급수 전개까지 폭넓게 설계하였으

나, 수업 실행을 통해 현실 적합성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특히, 호도법

과제의 설계에서 라디안의 불변성 활동을 경험하고, 삼각함수의 정의

역이 각도 외에 길이, 시간 등도 표현할 수 있는 실수가 된다는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교수학적 시사점으로, 장영수(2006)는 호의 길이

와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여러 과제를

통해, 라디안의 일정함을 지도하도록 제안하였고, 남진영과 임재훈(2008)

은 각도이자 비로서 라디안의 특성을 드러내고 학생들이 라디안의 장점

과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지도를 제안하였으며, 강미광(2011)은 호

의 길이로서 각의 크기를 잰다는 발상을 가지고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호도법의 도입을 제안하였다(강향임, 최은아, 2015: 310에서 재인용).

이상과 같이, 실함수로서의 삼각함수 지도를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학습-지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호도법의 지도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폭

넓게 다룬 결과, 호도법이 절대적인 수학을 재발명한 사례라는 라디안의

가치와 유용성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미적분학을 배운 학생들이 라디안을 어떻게 간소화하여 이

해하는지 조사할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

에 따르면, 단위 구성으로 실함수의 삼각함수와 연계하여 호도법의 필요

성을 깨닫도록 하는 학습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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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 호도법을 도입할 때 주로 육십분법이나 호의

길이와의 연결성 중 하나를 강조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의 이행의 관점에서 실함수의 지도방안에 대한 개선을 추구해

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학습-지도는 삼각함수의 전개에

주목하면서 각도를 인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호도법의

지도방안은 각도의 계열에서 삼각함수를 포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었

다. 따라서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들 중에서

Moore(2010; 2013)의 각도에 대한 교수실험으로 밝힌 학생들의 개념화

과정은 본 연구에서 변형하고자 하는 가장 유사한 연구가 되었다.

Moore가 확인한 귀납적인 사례를 핵심 내용으로 범주화하여 <표 2-5>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핵심 내용 각 범주의 특징

label 각과 각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분류 기호, 식별자로 여김

비형식 원주에 대한 분수 양, × 


호의 길이 

각도는 호의 길이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속성이다.

교과서 과제에서 각도는 계산 수이었다.  

동심원에서   × 


은 점점 더 커지면서 변화한다. 

추론

전체
부분

원주
호의 길이

 에 의해 ‘각도’의 의미를 표현한다. 

단위 변환 추론에 적용하고, 단위 변환에 유창해진다. 

단위 변환을 양적 전환으로 구성한다. 





반지름의 길이 

의 배수 

what)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따라 반지름 길이의 배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표현한다. 

how) 각을 측정하는 단위로서 반지름을 인식하고, 분할 전

략을 쓴다.

<표 2-5> Moore(2010)의 귀납적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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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표 2-6>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Moore가 ‘label’로 분석한 사례는, 각도의 개념화에 포함시키기에 초보

적으로나마 각의 측도 개념이 없이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므로 오개념에




 

  

, 를 각도로 정한다. 

   에서 , 단위원의   


 에서 


와 같이, 라디

안을 반지름 길이의 배수로 해석한다.  

수준 개념화 수준에서의 특징

0 각도의 의미를 측정량으로 생각하지 못함. 평각을 직선이라 혼동

1

각도를 원의 부분으로 인식하지만, 호의 길이와 연결하지 못하면서

원주의 등분을 이용한 수량화를 시도함. × 

에 의한 등분

2

각도를 호의 길이에 의해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하며, 호의 길이

를 이용하여 각도와 호의 길이의 관계를 인식하나 원의 크기에 따

라 각도가 변한다고 잘못 생각함.   × 


에 의해 변하는 각도

3

각도를 원주와 호의 길이를 비교하는 측정 양으로 인식하며, 단위

변환을 각도의 분할 전략으로 양적 추론을 함.

전체
부분

원주
호의 길이

, 즉 


에 의한 각도 표현

4

호도법의 의미를 개념 이해함.   에 의한 호도 표현

호도를 단위의 곱셈 전략으로 양적 추론을 함.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측정 양으로 인식하며, 반지

름이 단위이고 호도법의 표현을 반지름에 대한 배수로 직관적인 파

악을 함. 각도를 호도로 전환




  ,   


에 의한 각도 표현

  에서 , 단위원의 호의 길이에서 


와 같이, 라디안을 반

지름과 길이가 같은 호도의 비례상수로 해석

<표 2-6> 각도의 개념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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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각도의 개념화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

에서 0수준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각을 명명하고 구분하나, 각도의 의

미를 측정량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평각을 직선이라 혼동하는 경우이다.

1수준은 비형식적인 각도 개념으로, 각도를 원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수준이다. 경험적으로 피자를 등분 하듯이 원주×

로 각도를 수량화

하는 계산을 시도한다. 이는 Watson(2009a)이 말한, 비와 비율 문제에서

저학년의 이행을 위한 주요 지표가 되는 핵심 아이디어이다. 실패한 학

생들은 Piaget와 Inhelder 등의 연구로 밝힌 대표적인 ‘덧셈전략’의 오류

를 보였다. 성공한 학생들은 수의 덧셈 대신에 ‘곱셈’ 관점으로, 반복 덧

셈하는 동수누가로서의 곱 대신에 척도 변환하는 ‘계수(scaling)’로서의

곱으로, 양을 다루는 대신에 양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은 호의 길이 로 각도를 수량화하는 수준이다. 각도를 호의 길

이에 의해 측정 가능한 속성으로 보고 동심원에서 호의 길이가 변함을

인식한다. 이 수준은 각도의 발생 아이디어로 역사적 분석과 연결되나,

호의 길이에 의한 각도는 각의 변에 의존한다는 오류가 자주 나타날 것

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3수준은 각도의 의미를 부분인 호의 길이와 전체인 원주에 대한 비례

관계로 표현하고, 단위 변환하는 양적 추론을 하는 수준이다. 이 수준은

동심원 길이의 공변성에 대한 과정을 거쳐, 각도의 불변성의 의미를 경

험하도록 하는 교수학적 처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 변환 공식을

개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수준은 학생들이 의미를 모른 채 바꾸던

단위 변환 공식이 각도의 분할 전략으로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과정이며,

육십분법과도 연계한다.

4수준은 호도법의 개념 이해가 이루어지는 수준이다. 이 수준에 도달

한 학생들은 호도의 곱셈 전략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

여 호의 길이 의 자취를 따라, 반지름이자 단위 호의 길이 의 비례상

수를 즉각 추론한다. 원의 닮음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먼저 동

심원을 다루던 2수준의 오류를 해소하고 각도의 불변성을 인식한다. 또

한 반지름은 단위 역할로 의식화하고, 측정 대상은 회전량, 호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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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안의 측도로 해석하며, 


이 라디안의 가치와 필요성으로 연결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다. 호도로서의 각도에서 반지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닮음 및 삼각비와도 연계한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의 비례관계는 공변성을 거쳐 2수준의 오류

를 해소한 다음에, 호도로서의 각도 비의 불변성으로 이행한다. 한 원에

서 각도에 주목하면, 3수준과 수학적 간결성의 차이점을 인식한다. 궁극

적으로 라디안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가 된다.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바탕으로 교수학

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수준은

교과서의 부족한 학습기회를 드러내는 판

단 준거이다. 대부분의 중1 교과서에서는

각도를 회전량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과제에서 삼각형의 한 꼭지각 를 명명

하고 ∠의 크기를 구하도록 하므로, 각

과 각도를 구별할 기회가 적다. 각은 역사

초기의 뜻이 원의 일부였다. 원과 함께 관계적으로 인식하고 나서야, 고

등학교의 일반각에서 동경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둘째, 2수준은 역사발생적인 맥락을 바탕으로 하며, 호도법의 의미에

따라 4수준으로 이행하려면 교수학적 단절이 있다. 2수준은

Bressoud(2010)가 말한, 역사 초기의 맥락에서 호의 거리(the distance

of an arc)를 측정하던 것이다. 당시의 아이디어는 길이에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각을 라디안으로 측정하도록 시작할 때,

학생들의 이해는 중단되고 만다. 특히 과제로 제시되는 각은 더 이상 원

위에 있지 않으므로, 각의 라디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삼각비가

되면서 원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그림 [2-13]과 같이 삼각형 위에 예각

이 되었다. 따라서 4수준으로 이행하려면 그림 [2-13]과 같은 관계적 이

해가 필요하다.

셋째, 3수준은 4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 Moore가 양적 추론을 강조

[그림 2-13] 원의 일부로

보조선을 그린 삼각형의 각



- 84 -

하였듯이, 교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호도법의 도

입은 육십분법과 연계하도록 각도의 분할 전략에서 시작해야 한다.



 



넷째, 4수준은 누구나 겪는 인식론적 장애라는 점, 호도법을 비교적

늦게 도입해야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각도의 분할

전략을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또한 2수준

과의 교수학적 단절을 해소하는 것이다. 여기서 호의 길이 과 반지름의

길이 의 비교가 직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단위원이 표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호도의 단위로서 은 반지름이자 단위 호라는 이중적인 역할

을 하며, 에 대한  라디안을  과  의 비교활동으로 전환하게 된

다26).



 

   ⋅

따라서 일정한 비례상수로서 라디안을 이해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다각적인 수학적 분석 결과, <표 2-6>에 5수준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적용해 보면, 1～4수준은 고등학

교 단계까지 각도의 개념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5수준은 대학 이상의

교사교육을 위한 교수 지식으로서 라디안을 실수 집합으로 형식화하는

수준에 해당한다. 소위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많으나,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지으면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로 확장된 이유를 이해

한다. 세부적으로 표현하면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 없이도 실수

집합으로 인식한다. Fourier 급수에서 직교성의 의미와 임의의 함수에

쉽게 근사하는 Fourier 급수의 유용성을 깨닫게 된다. 비로소 라디안이

수학적으로 필연적인 각도의 자연스러운 단위임을 통찰할 수 있다. 물리

학에서 본래 의도했던 호도법의 자연스러움과 라디안 단위명의 생략에

26) 이는 [그림 2-7]에서 라디안의 간결성으로 살펴본 사고의 전환이나, 이 페이지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계산으로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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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재인식한다. 또한 [그림 2-14]에서 육십분법


⋅과 호도법

()의 변환 공식은 (각도)와 단위원 호도의 일대일대응 함수임을 안

다. 수학적인 각의 크기는 시초선에서 동경의 회전량으로 단위원의 호의

길이임을 파악한다. 결국 호도법은 임의의 원 위에 점 을 단위원

위의 점 으로 보내는 함수로 이해한다.

[그림 2-14] 호도법의 관계:    

따라서 <표 2-6>의 각도의 개념화 수준은 <표 2-7>과 같이 형식화를

위한 5수준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다.

형식화는 교수 지식이라 하더라도 호도법의 이해를 같은 목표로 두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교수학적 처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호도법의

자연스러움을 통찰하기 위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공식은 육십

분법에 대비하여 호도법의 간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소재가

된다. 호도법은 전시 학습에서 원운동을 다루기 위한 각도 표현이었지만,

후속 학습에서 삼각함수 미적분법의 간결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호도법

의 필요성은 수학 전반에 필연적이라는 데 있다. 라디안은 수학적 간결

성을 담는 상수로써  와 밀접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라디안의 자연스러

움은 자연로그 와 유사하게 수학의 상위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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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개념화 수준에서의 특징

5 형식화

호도법의 필요성을 개념 이해함.

즉, 계산상의 편의성으로 단순화된 필연성을 인식하며,

공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를 완성시키는 심미성을 인식함.

교수 지식(teaching knowledges)으로 작용한다.

- Fourier 급수에서 직교성의 의미를 안다.

- 함수에 쉽게 근사하는 Fourier 급수의 유용성을 알고 라

디안이 각도의 자연스러운 단위임을 통찰한다.

- 물리학적 배경과 근거는 라디안이 추가된 보조 단위라는

의미를 가지며 호도법의 자연스러움을 재인식한다.

-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변환 공식은 일대일 대응임을 안다.

- 수학적인 각도의 본질과 호도법의 관계를 이해한다.

<표 2-7> 각도의 개념화 수준 보완

본 연구에서 삼각함수의 전개는 단위 변환보다는 단위 구성으로 구분

하였다. 이 절에서 이해를 위해 각도보다는 삼각함수의 계열로 구분하였

으며, 학습-지도를 위해 단위원보다는 그래프로의 전환으로 구분하였다.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부터 공식의 간결성을 위해 호도법 표현을 사용하지

만, 이후로는 각을 의식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덧셈정리는 원 위의 점

에서 길이 측정을 한다. 이때도 원 위의 점에서는 각을 의식하기 어렵다.

각은 실수로 전환된 것이다.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실수로 정의한다.

함수 맥락은 알고리즘 공식에 의해 설명한다. 각 사이의 관계로 삼각함

수의 변환을 할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평행이동할 때, 사인과 코사

인의 그래프가 서로 겹치는 것을 보일 때,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을 할

때는 알고리즘 공식 방법을 쓴다.

단위 구성은 삼각함수의 전개에서 각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수학적 간

결성이나 심미성을 느끼는지 정도로만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에 반영될

것이다. 이는 삼각함수에서부터 라디안을 계속 사용하는 효용 가치가 있

는지를 판단하는 예를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다룰 것이다. 또한 여기서 도출한 각도의 개념화 수준은 학

생들의 이해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지도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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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호도법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호도법의 교수학적 분석 결과, 라디안의 새로운 각도 체계는 삼각함수

의 도입에 있어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음을 알았다.

이 장에서의 교육과정 분석은 교수학적 분석의 결과 밝힌 호도법의 의미

와 필요성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

라서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전개방식을 분석하여 호도법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아이디어가 충분한

지를 확인할 것이다. 여기서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호도

법의 개념 본질이 다른 단원의 여러 아이디어 사이의 수학적 연관성으로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학 교과서와 미국 및 싱가포르

교과서의 호도법 관련 단원을 분석하고 지도 내용과 전개방식의 측면에

서 올바르게 해석하고 예시했는지의 비교를 시도한다. 교과서 분석도 실

시하는 이유는 호도법의 개념적인 연계성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지도방안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교육과정은 학교수학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올바르게 실현하는데 목표를 둔다. 교육과정의 일관성이라 함은 학생들

이 배우는 주제들 사이의 조화와 연관성을 말한다(Ferrini-Mundy,

Burrill & Schmidt, 2007; 이동환 2010: 70에서 재인용). 여기서는 호도법

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분석하고자 지금 가르치는 것이 그 전에

배운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앞으로의 학습을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사고방

식을 키워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질문을 선정한 이유는

교과서에서 호도법은 삼각함수의 도입부에서 일시적으로 다루면서 삼각

함수의 전개와 그 미적분의 편의성 측면을 전달하고자 하지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각도 측정 중에 육십분법과의 차별성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교과서에서 호도법이 육십

분법과 다른 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호도법의 수학 내적․외

적인 활용에 대비하여 실변수 삼각함수의 주기성으로 전환하는데 호도법

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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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위대한 돌파구는 이전에는 동떨어져 보였던 주제들이 뜻밖

에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내면서 종종 열리기도 하였다. 본고는 호

도법이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호도법의 지도를 위해서는 육십

분법과의 연결성, 각도를 호의 길이로 측정한다는 호도(circular

measure)로서 각도의 의미, 삼각비와 연계한 각도에서 길이로의 관점

(perspective)의 전환,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취하는 삼각함수의 실변수

정의역, 삼각함수 미적분법의 실변수까지를 연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제1절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의 내용 체계와 전개방식에 있어서

연계성을 강조하는 주요 의미를 분석한다. 제2절에서는 분석 대상의 교

과서를 선정한 이유를 논의하고 교과서 분석틀을 구성하며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의 전개방식을 비교하

고, 이를 바탕으로 개념적인 연계성에 간과되는 측면을 분석한다. 이는

호도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호도법의 교육적 가치를 담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과제를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호도법을 수학답게 학습하

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라디안의 필연성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다. 제3절에서는 호도법 지도를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 1 절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 분석은 교수-학습 과정의 통찰을 얻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

으로 활용되어 왔다. 대다수의 수학 교사들은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할

때 교과서에 의존한다고 보고하였다(Thomson & Fleming, 2004). 교육

과정 모델에서 교과서는 수업 실행으로 해석하는(translational) 역할로

인해(Goodlad et al., 1979) 잠재적으로 실행된 교육과정(potentially

implemented curriculum)으로 구분되어, 공식적인(formal) 교육과정과 실

제 적용되는(operational) 교육과정의 사이를 중재한다(Schmidt et al.,

1996). 다시 말하여, 교과서는 교육과정 목표와 수업으로 실행되는 교수

법 사이의 중간 매개체(Valverde et al., 2002)로 논의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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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llard & Heck, 2014; Bayazit, 2013: 655에서 재인용).

Thompson(2016: 28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교과서는 한편으로 연구자

가 조작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

의 변수이다(Begle, 1973: 209). 또한 교과서 안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성취에 영향을 주며(McKnight et al, 1987; Valverde et al., 2002), 학습

기회는 학생들의 성취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측 변수이다

(Burstein, 1993; Hiebert, 1999). 그러므로 교과서 분석은 학생들의 호도

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호도법의 개선된 지도 방

안을 설계하며, 교수학적 처치를 실행하는 학습 성취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의 지도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실현하는데 적절한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삼각함수에서 기하, 대수, 그래프의 다른 맥락과 그 사이의 연계성

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을 사용하는

목적, 그 유용성을 깨달을 학습기회 등의 연계성을 논의한다.

1. 호도법 관련 내용 체계

최근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15 개정 교

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을 공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수학 과목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갖추기를 기대하는 문제 해결, 추론, 의

사소통의 과정과 창의 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을 포함한 ‘수학 교

과 역량(competency)’을 강조한다. 삼각함수는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지

도의 계열이 변화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분Ⅱ> 과목으로 삼각함수와 그 미적분법을 통합 및

약화하여 다루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인문계열 학생들은 다양한 측정단

위의 학습 측면에서 새로운 각의 측도인 호도법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었다(강향임, 최은아, 2015: 313). 그러나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열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Ⅰ≫ 과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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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법과 삼각함수를 먼저 다루고, 자연계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

미적분≫ 과목에서 삼각함수의 미적분법을 분리하여 지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호도법의 연계성 있는 학습-지도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미적분학 이후에 함수 개념의 변화로 급수 표

현과 도함수 등 여러 가지 공식이 간단해지는 호도법의 역할이 드러났

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과 분리하여 지도하도록 변화

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을 학습할 수 없었던 인문계열 학

생들도 다양한 측정단위의 호도법을 경험할 수 있게 개선될 것이나, 학

생들은 미적분법에서 호도법의 가치를 의식하지 못할 우려가 커질 수 있

다. 미적분법이 도함수와 원시함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적인 알고

리즘 규칙이더라도,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이 호도법의 가치를 이해하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삼각

함수의 계열 변화에 대한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미적분Ⅱ

삼각함수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분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수학Ⅰ

삼각함수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미적분

미분법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적분법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표 3-1> 수학 교과목별 삼각함수의 내용 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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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r(2012)에 따르면 호도법의 내용 체계는 각도의 계열과 삼각함수

의 계열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계열에서 호도법은

삼각함수의 도입 내용에만 포함된다. 각도의 계열에는 육십분법의 각도,

육십분법에서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 그

리고 일반각과 호도법 이후로 단위원에서의 호의 길이가 있다. 삼각함수

의 계열에는 삼각비에 앞서 비와 비율, 삼각함수의 이후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의 연계성을 고려한 내용 체계는 다음과 같다.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호도법과 연계한 성취기준을 포함하여 정리한

것이다.

초등학교

영역 일반화된 지식 3-4학년군 5-6학년군

측정

․생활 주변에는 각도

의 다양한 속성이 존

재하며, 측정은 속성

에 따른 단위를 이용

하여 양을 수치화하는 

것이다.

․어림을 통해 양을 단

순화하여 표현한다. 

각도 원주율

규칙성

규칙성은 생활 주변의 

여러 현상을 탐구하는 

데 중요하며 함수 개

념의 기초가 된다. 

․비와 비율

․비례식과 비례배분

<표 3-2>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영역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하
주변의 형태는 여러 

가지 평면도형으로 

평면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삼각비

<표 3-3>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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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회 되고, 각각의 

평면도형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

정리

고등학교

영역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해석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로

서 주기적인 성질을 

가지는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데 활용된

다.  

삼각함수

[12수학Ⅰ02-01]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12수학Ⅰ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12수학Ⅰ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표 3-4> 선택 교육과정: 공통 과목(수학Ⅰ)

고등학교

영역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성취기준

해석

미분법은 여러 가지 

함수의 도함수를 효율

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며 변화 현상을 해석

하고 설명하는 데 활

용된다.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도함수의 

활용

[12미적02-03]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이해한다.

[12미적02-04]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2-04]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12미적02-13]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미적02-14]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적분법은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

적분을 효율적으로 구

하는 방법이며 길이, 

넓이, 부피 등으로 표

현되는 여러 가지 상

황을 해석하는 데 활

․여러 가지 

적분법

․정적분의 

활용

[12미적03-03]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12미적03-06]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표 3-5> 선택 교육과정: 공통 과목(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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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도법의 내용 연계성은 <표 3-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임장미(2018)는 국내 교과서 연구기관에서 수집할 수 있는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는 총 87종의 교과서를 양적 분

석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분석 기준은 호도법과 삼각함수에

대하여 호도의 의미, 


의 일정성,   


, 라디안의 생략을 호의 길이와

관련지어 설명,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변환 관계를 호도로 설명, 호의 길

이의 공식을 호도로 설명,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가 같

음, 호도법의 중요성,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호의 길이로 설명, 삼각함수

에서 호도법의 의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정의역을 호의 길이로 설명

하는 총 11가지의 개념적 내용 요소를 설정하였다. 대량의 양적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발달함에 따라 호도법의 아이디어와 의의에 대해 주목

하는 교과서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 양상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각각의 교과서가 호도법의 개념적 내용 요소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한 점, 강조하는 측면도 교과서마다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연계성 전시 학습 현행 학습 후속 학습

각도

육십분법 호도법

각도 부채꼴 일반각 부채꼴

비
비와

비례관계

삼각함수 삼각비
(단위원의)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활용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

<표 3-6> 호도법의 내용 연계성

용된다. 
[12미적03-06]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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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삼각함수와 연계시킨 교과서가 드물어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호의 길

이가 되는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그래프를 그릴 때만

이를 반영한 점 등의 부정적 측면도 여전히 발견됨을 지적하였다. 또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호도법의 아이디어가 풍부했던 것에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오히려 빈약해진 것, 호의 길이로 각을 측정

하거나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호의 길이로 둘 때 호도법과 육십분법을 비

교하는 교과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을 아쉬운 점으로 제시하면서 호도법

과 단위원이 삼각함수와 연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학습-지

도에서 강조할 것을 주장하였다(임장미, 2018: 22-57).

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1차 교육과정부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이

르기까지 호도법을 다루는 과목명이 달라졌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수과정

에서 지도되어 왔던 것에 반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호도법과 삼각

함수를 ≪미적분Ⅱ≫에 뒤늦게 편성함에 따라 대학의 자연․공학계열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만 선택적으로 학습하도록 변화한 것에 대해 비평하였

다. 상당수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각의 측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호

도법을 학습하는 경험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2009 개정 교육과

정에 따른 9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호도법의 도입 방법, 라디안의

정의 방법, 중1 수학 과목에서 다루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왜 호도법을 이용하여 다시 다루는지를 설명하는 방법, 라디안의 실수

속성이나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임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개념적으로 명시하지 못하였다(강향임, 최은아, 2015:

313-315).

이들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과서는 긍정적인 변화 양상에도 불

구하고 최근까지도 호도법을 개념적으로 다루지 못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양적 연구에 의한 경향성만을 파악하였으

며, 국제적인 교과서 비교가 아니었고 학생들의 부족한 이해와 연계하여

교과서의 원인을 분석한 것도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

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집 가능한 교과서를 외국의 교과서

와 비교 분석하여 최근 학생들의 성취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주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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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삼각함수 단원의 성취기준에만 국한하지 않으며, 육십분법과

의 연결성, 호도법의 의미,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

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법으로 호도법의 전시, 현행, 후속 학습에 보다 전

반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호도법의 내용 전개

수학과 교육과정 문서(교육부, 2015: 64)에 따르면, 삼각함수 단원에서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일반화시킨 개념으로,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 가

운데 나타나는 주기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주기함수라 중요하게 간주된다. 호도법은 삼각함수 단원

의 학습 요소이며, 그 학습 목표는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의도된 교육과정에는 교수 활동에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거의 명

시하지 않으며(Remillard & Heck, 2014),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뜻

을 안다’는 것을 교수학적으로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작 삼각

비에서 삼각함수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의 원인이, 호도법의 관

점의 전환이나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핵심 개념을 학습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에서 까지의 삼각비의 값은 직각삼각형

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배우도록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새로 정하도록 한다. 이때 라디안은

도보다 정교화된 아이디어로서 각도의 범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실수로 전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Tall(2013)은 라디안을 포함한

삼각함수로의 이행이 복잡한 과정임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였다.

삼각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부호가 없는 산술에서 부호가 있는 산술로, 삼

각형을 다루는 Euclid 기하에서 원함수의 삼각함수로, 그리고 다시 무한급

수와 복소수를 포함하는 해석학적 삼각함수로 지뢰밭 같은 길을 통과해야

만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Tall, 2013: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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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과정은 단위 변환 공식의 적용 위주로만 다루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삼각함수의 달라진 내용을 다루지만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 호

도법을 사용하는 목적, 호도법을 배우고 나서 달라진 점 등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호도법이 갖는 복잡한 아이디어가 수학적 표현을 단

순하게 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삼각함수

로의 이행 이면에 있는 호도법의 의미까지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단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본다면, 호도법을 가르치는 목적은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각도의 계열로는 육십분법에서 호도

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수학적 간결성의 추구를 이해한다. 호도법이라

는 복잡한 아이디어를 일단 익히면, 수학은 이와 반대로 단순해지는 효

과를 얻는다. 둘째, 삼각함수의 계열로는 직각삼각형에서 일반각으로의

확장 과정에서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용하여 실수와의 일

대일대응이 즉각 파악되면,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대해 각에서 실수로의

전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하여 각도에서 호도로, 그리고 다

시 실수로의 전환을 거치는 것이다. 중학교에서 한 번 배운 부채꼴의 호

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호도법에서 다시 가르치는 것은 전자와 관련이

있고, 삼각함수를 일반각, 단위원, 그래프에서 재차 정의하여 다시 가르

치는 이유는 후자와 관련이 있다.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효율적으로 달성

하려면 현재의 공식 적용 위주의 형식적인 지도 대신에, 개념적인 연계

성을 인식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단위원의 호의 길이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은 연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직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학생들에

게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Demir(2012)는 네덜란드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라디안의 도입을 뒤로 미루고 단위원의 호의 길이에

주목하는 사인코사인 함수를 지도한 교수실험의 결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한편, Bayazit(2005)는 표현과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지

도를 통해 아이디어를 분리된 요소로만 제시한 경우보다 높은 학습 효과



- 97 -

를 얻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교육과정의 전개방식이 호도법의 개념적

인 연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2.1. 삼각함수의 재정의

현행 고등학교 ≪미적분Ⅱ≫의 삼각함수 단원은 일반각과 호도법, 삼

각함수 그래프의 성질,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의 활용으로 전개된다. 그

내용은 각도, 그래프, Euclid 기하의 삼각형이 혼재되어 있다. 그에 반해

전개 순서는 삼각함수의 변화에만 주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삼각함수를

재정의해가면서 호도법과 사인 및 코사인법칙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이해보다는 공식 위주로 다루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삼각함수의 개

념적 일반화에서 호도법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

호도법은 ‘일반각과 호도법’ 단원에서 다루어진다. 일반각은 회전량으

로 정의하여 각의 크기를 확장하고 방향에 따라 음의 각을 가르친다. 호

도법은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라디안의 단위를 정의

하고 기존에 육십분법의 각도를 호도법으로 또는 그 역으로 변환하도록

공식을 제시하며 호도법을 이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공식

을 다시 배운다. 삼각함수가 전개되면 호도법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일부 내용에서만 다루어진다.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위를 배우

면서 변환에는 치중하지만, 단위를 생략하는 이유를 약속할 뿐이며 단위

를 구성하는 의미와 필요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일반각과 호도법’

단원을 다룬 이후에는 호도법의 역할이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숨겨진

다.

삼각함수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호도법의 의미가 더욱 드러나지 않는

다. 삼각함수는 원의 닮음에서, 단위원에서, 좌표평면의 그래프에서 복잡

한 과정을 걸쳐 재정의된다. 중학교 3학년 수학의 삼각비 단원에서 삼각

비를 닮은 직각삼각형의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하였다. 삼각함

수는 직각삼각형에서 벗어나 원함수의 좌표, 좌표평면의 그래프로 전환

된다. 실변수 함수로서의 삼각함수는 수학 내적으로 미적분의 주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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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며 수학 외적인 물리적 적용으로 주기 현상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삼각함수는 삼각형이 아니라 원운동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각

도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육십분법으로 표현하면 삼각함수를 각도함수

로만 사용하도록 영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앞

으로 배우게 될 수학적 내용이나 실세계에서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면 삼

각함수가 실변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호도법은 각도로서 삼각함수의 다양한 맥락에서 미묘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전개방식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논리를 뒷받

침하지 못하고 호도법을 새로 배우며 앞으로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호도

법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호도법을 사용하면 삼각함수의 미적분 공식이

간단해지는데, 학생들은 삼각함수의 미적분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간편한

지 알 수도 없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억만 하게 된다. 즉,

이제부터 로 바뀌었다. 호도를 ‘부자연스럽게’ 정한 결과, 라

디안은 원과 부채꼴의 비례관계에 의해 기존 육십분법의 각도로 바꾸어

대략


 정도가 되며, 단위 환산에 사용한다. 라디안 단위명은

흔히 생략하기로 정한다. 앞으로 각도의 단위명이 빠져 있으면 라디안으

로 판정하면 된다. 호도법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모르고 각도를 의식

하지 않으며 삼각함수의 값 구하기나 그래프의 성질에만 주목한다.

Freudenthal(1983)은 삼각함수를 각도측정법(goniometry)과 연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였다.

각의 측정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goniometry이다. 그러나 이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는 초보적인 방법으로 각도기 도구가 있든 없

든지 각을 측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누군가 그러한 지식이 삼각함수의 활

용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실

제에서는 삼각함수나, 삼각함수표를 사용하는 능력을 숙달하였다고 해서 

각이 무엇인지, 각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Freudenthal, 1983: 35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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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호도법에서 각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측정한다는 통찰은 중요

한 것이다.

첫 번째로 호도법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은 삼각함수를 재정의하면서

좌표평면의 단위원으로부터 좌표평면의 삼각함수 그래프로의 이동이다.

단위원에서 는 호의 길이와 같으므로 단위원의 원주를 펼쳐서 축을

잡고 호의 길이를 잡은 점   의  좌표의 값을 에 대응되도록 점

  의 자취를 나타내면 ≤에서의   sin의 그래프가 된다.

≤ 을 넘어 실수 전체의 구간으로 를 확장하면 sin 함수의 본질

인 주기성이 드러나게 된다.

교과서에서는 단위원 위의 점을 직관적으로 사상하는 몇 개의 점을

찍고 내삽법과 외삽법27)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도록 도입하면서 호

도법과 육십분법을 병용하고 있다. 이때 회전 운동은 육십분법으로 표현

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신항균 외, 2014: 62). 오히려  와

같은 각도가 주는 친숙함으로는 이해에 도움을 더할 수도 있다. [그림

3-2]와 같이 2015 개정 교과서(이준열 외, 2015개정: 82)에서는 각의 크

기, 시간, 호의 길이가 공변함에 따른 회전 운동을 좌표평면의 대응점으

로 나타내도록 도입한다. 이는 라디안의 맥락의 변화를 한 눈에 인식하

도록 보여 주는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다.

27) 내삽법이란, 어떤 연속 함수가 변수의 띄엄띄엄한 값에 대해서만 그 함숫값이

알려져 있을 때에, 임의의 중간 변수값에 대한 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며, 외

삽법이란, 함숫값이 변수가 있는 영역 내에서만 알려져 있을 때에 영역 밖에서의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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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의 대관람차가 회전하면 곤돌라의 높이는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곤돌라가 P지점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만큼 회전하였을 때의 높이를 라고 하

자.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   일 때,  를 다음 그림에 점으로 나타

내어 보자.

2. 1에서 구한 점들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여 보자.

[그림 3-1] 육십분법으로 나타낸 사인함수의 그래프

[그림 3-2] 시간함수로 나타낸 사인함수의 그래프

그러나 그래프 도입 이후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래프 정의역의 변수

에 각이 아닌 호를 취할지 교과서마다 제각각으로 변수로의 변환을 암

묵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인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정리하면서 축을

곧바로 호도법으로 바꾸거나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

고 명시하며,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나 관계에서 각도 변수 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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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수 를 혼용하다가 삼각방정식부터는 를 취한다. 이는 교육과정

에서 호도법을 정의한 다음에 호도법만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

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호도법을 사용하는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다. 삼각함수의 재정의에 초점을 두면서 호도법으로 전환한 이유를

수학적인 논리로 뒷받침하지 않고, 육십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실수화하여 삼각함수를 정의하면 실변수의

삼각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단위 변환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육십분법과의 단위 환산 방법만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2. 삼각함수의 극한

2.1의 논의에서 호도법의 역할이 사인함수 그래프의 도입에서 처음 나

타난다고 하였다. 교육과정의 내용 중에서 두 번째로 호도법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은 함수 

sin
의 극한값이다. lim

→


sin
는 삼각함수의 미분

법의 기초가 되는 극한값이며, 호도법을 이용하여 설명된다.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 lim
→


sin
의 계산은 라디안을 언급하지 않

지만 단위원의 직관성을 이용하여 호도법을 다룬다.

△AOB<(부채꼴 AOB의 넓이)<△AOT 


 sin  


 
 tan 에 의해 lim

→

sin

 이 된다(신

항균 외, 2014). 

이 결과와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바탕으로 하여 미

적분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육십분법을

사용하면 삼각함수의 미적분 공식에 


의 인수가 덧붙여진다. 교과서

에서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실수가 되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그림 3-3] 호도법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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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호도법을 사용하여 식이 깔끔해지는 효과는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배우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 그러나 수학적 분석에 의하면, 교육과정 범

위를 벗어나야 호도법의 가치가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배우게 될 수학적 내용을 고려하면 호도법은 간결해지는 효과

덕분에 라디안을 자연스러운 각도로 인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

전개는 여기까지 다루지는 못한다. 각도로서 자연스럽다는 사고방식은

실변수 삼각함수의 유용성을 통해 반성적인 통찰로 깨달을 수 있다. 삼

각함수의 재정의는 좌표평면의 그래프로부터 해석적인 복소수의 극형식

을 포함한 무한급수 이론으로의 전환까지 이어진다. 이는 학교수학의 범

위를 넘어가나, 수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수학적인 복잡한 아이

디어는 오히려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다(Tall, 2013: 113). 복소수의 극형

식에서 삼각함수는 직교좌표와 극좌표를 매개한다. 복소수의 극형식에

대한 곱과 몫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절댓값과 편각의 계산에서 삼각

함수의 덧셈정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 복소수의 복잡한 아이디어를

쓰지 못하면 삼각함수의 덧셈정리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Euler의 공식은 복소해석학에서 활용 빈도가 높아 중요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식’으로 불린다.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Euler의 공식을

유도되는 등 여러 가지가 간결해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와서 호도를

정의했던 이상적인 방법이 자연스럽다고 깨달을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 전개는 호도법의 필요성을 깨닫기에 수

학적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호도법의 자연스러움은 복소해석학의

복잡한 아이디어를 알아야 비로소 통찰할 수 있음을 알았다. 이는 각도

개념화의 5수준인 형식화 수준을 추가한 것을 뒷받침한다. 교육과정 내

의 미적분법에서는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두는 것이 실변수 삼

각함수의 유용성을 찾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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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미적분Ⅱ≫에서 다루어지는 호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은 중학교에서 직

관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단순히 호도법으

로 다시 표현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호도

법의 간결성이 주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 소재이며 중학

교에서 다루어진 것과는 달라진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없으면 호도법의 간결성은 수학적인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각도 표현 방

법의 하나로만 머물 가능성이 크다.

호도법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넓이 관계는 표준화

로서 단위 통일의 간결성을 경험하도록 학습기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수학적 분석에 의하면, 호도법은 분할이 아니라 곱셈 전략의

사고방식이 새로워진 것이다. 특히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서 중심각의 크

기와 정비례하는 호의 길이는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는 호도의

본래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채꼴의 넓이 공식   

 에서 육십분법과 마찬가지로 원의

전체를 분할 전략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면서 중심각의 크기 대신에 반지

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이를 구할 수도 있다는 선택적인 가

능성으로만 다룬다. 그 결과, 간결해진 호도법의 공식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만 남기 쉽다.

2015 개정 교과서 중 김화경 외(2018)는 부채꼴의 넓이 공식과 호도법

의 개념적인 연계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지름의 길이가 이고 호의 길

이가 인 부채꼴을 중심각의 크기가 같은 부채꼴로 잘게 잘라 서로 엇

갈리게 붙이면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 된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가 


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한다. 이는 원의 넓

이를 호도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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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므로   

이 성립한다(김

화경 외, 2018: 202-203). 

라디안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즉각 파악하는 직관적인 해석은 어렵

다는 것을 수학사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호의 길이를 이용할

때 육십분법으로 환원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라디안의 실수 속

성을 넓이로 해석하는 것은 호도법의 지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Klein(2004)은 라디안을 단위원의 부채꼴의 넓이로 실

수화하였다. Klein은 관습적인 이름인 삼각함수보다 각도측정함수

(goniometric functions)라는 이름을 택하였다. 삼각법은 사인코사인 함수

의 특별한 적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Klein은 원호의 측정으로 삼각함수

를 시작하는 관습적인 절차 대신에, 구적의 원리가 가장 적절한 근원이

라고 제시하였다. 알고 있는 곡선의 구

적법은 역사적 상황에 대응할 뿐만 아니

라 더 심화 수학, 곧 타원함수에서의 절

차와도 대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

원 위의 점  에서 P 까지의
반지름으로 이루어진 부채꼴은 그 호의

길이가 일 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로 나타낸다. 는 통상적인 단위원에서

반원의 길이 대신에 전체 원의 넓이로

정의된다(우정호, 2017a, 141-142에서 재

인용).

[그림 3-4]를 활용하면 [그림 3-5]의 구적의 원리는 직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쉬울 수 있다. 즉, 라디안을 구적의 원리로 나

타내면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각도의 개

[그림 3-4] 구적의 원리를 적용한

부채꼴의 넓이

[그림 3-5] 구적의 원리로 나타낸

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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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 수준에 의하면, 학생들은 육십분법에서 호도법으로 이행하는 데 호

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구적의 원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

소하고 호의 길이에 주목하게 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부채꼴의 넓이를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로 구하면 곱셈 전략으로 접근하여 불필요한

나눗셈 계산을 피하고 간결해진다. 이 방법은 호도법의 개념적 이해로

접근하는 기초가 된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은 호도법을 사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

이와 넓이 공식을 다시 다루는 데에 수학적인 합당한 이유를 간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한 번 배운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중요한

수학적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지금 가르치는 것이 그 전

에 배운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루는 것이며 수학적 간결성을 추구하는

호도법의 이해가 바로 그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을 외국 교과서와 비교한다.

제 2 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과서 분석

이 절에서는 분석틀에 따라 국가별 교과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호도

법의 지도에서 교과서가 제공하는 학습기회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얻

으며, 간과된 측면을 보완하는 과제 변형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

다.

1. 교과서 선정과 분석틀

현행 교과서는 삼각함수와 그 미분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적분Ⅱ≫ 교과서로 보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호도법과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미적분이 다시 분리되어

각각 ≪수학Ⅰ≫, ≪미적분≫에 편성되었으나, 이는 고등학교 2학년 대상

의 문․이과 수학 과목으로 아직 시행 이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수집 가능한 교과서에 국한하여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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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비교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외국 교과서는 동양권에

서 싱가포르와 서양권에서 미국을 대표적으로 선택하였다. 분석 대상의

교과서는 <표 3-7>과 같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내용과 방법이 대동소이하나, 위의 교과서들을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본 연구에서 과제 설계나 변형에 있어 시사점

을 제공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신항균 외(2014)는 별

의 일주운동 과제로 호도법을 도입하고 있어, 역사와 활용의 맥락을 살

린 과제의 예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또한 이준열 외(2014)는 삼각함수

의 그래프를 표현할 때 원운동과 그래프의 정의역을 연결시키는 감싸기

(wrapping) 표현으로 강조하는 바람직한 과제의 예로 판단되어 선정하

였다. 그리고 정상권 외(2014)는 호도법의 개념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

하고 있으며(임장미, 2018; 강향임, 최은아, 2015), 가장 혁신적인 호도법

의 전개방식이 적용되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그 외 일부분을 인용

한 교과서들이 포함되었다. 김원경 외(2014)는 삼각함수의 실변수 정의

역에 대한 개념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김창동 외(2014)는 호도법을 배우

는 이유를 간략하더라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구분 교과서 출판사

우리

나라

신항균 외(2014).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Ⅱ 지학사

이준열 외(2014).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Ⅱ 천재교육

정상권 외(2014).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Ⅱ 금성출판사

김원경 외(2014).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Ⅱ 비상교육

김창동 외(2014). 고등학교 수학 미적분Ⅱ 교학사

싱가

포르

Chow, W. K. (2015). Discovering Mathematics 3B Star Publishing

Tay, C. H. (2014).

Mathematics Counts for Secondary 4

Marshall

Cavendish

미국

Senk et al. (1993). UCSMP Advanced Algebra Scott Foresman

Larson et al. (2011). Algebra2
Houghton Mifflin

Harcourt

<표 3-7> 분석 대상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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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교과서는 국내 교과서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이며, 특히 싱가

포르와 미국의 교과서를 택한 이유는 최근 교과서 국제 비교 연구들의

경향을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미국은 외국의 사례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싱가포르는 국제 비교평가에서 학업성취도가 우리나라와 같이

높으면서 정의적 요인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상위권에 올라 있어, 우리나

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대안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두 국가를 동서양의 대표로 선정한 것이다. 싱가포르 교과서

의 중학교 수학(3B)은 2013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실행 하에 개정한 것이

었으며, 고등학교 수학(4)은 2001년 교재에 대한 2008년 개정판이었다.

이 교과서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수학과 다른 교과의 융합 또는 수학

과 실생활의 연결성이며, 주제별로 학생들의 이해를 고려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어, 호도법에서도 본 연구의 분석틀에 유의미한 개념 이해와 적

용을 보여주었다. 미국 교과서의 UCSMP(The University of Chicago

School Mathematics Project)는 학교수학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에 시작된 대표적인 장기 프로젝트이며, 국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개발한 것이어서 개념 이해의 아이디어를 얻기

에 적합하였다. Larson의 Algebra 역시, 함수 단원의 다중 표현과 실생

활 모델링을 잘 드러내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였다.

호도법의 지도는 나라마다 대수, 기하 등 다른 영역(strands)으로 구

분하여 가르치고 있으나, 교과서에는 주제를 일관성 있게 담기 때문에

그 구성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Watson, 2010). 외국 교과서는 정의

(definition), 육십분법과의 단위 변환, 호도법에서의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정의,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관계, 부채꼴의 공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장에서 확인했듯이 단위 변환 공식, 라디안 단

위명의 추가된 보조 단위의 생략, 라디안의 수학적인 필연성은 호도법의

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핵심 개념에 해당된다. 따라서 단위 변환, 단

위 생략, 단위 구성은 호도법을 지도하는 데 교수학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단위 구성은 라디안의 필연적인

간결성을 살리는 전반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으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였



- 108 -

다. 이는 육십분법의 각도, 호도법의 호도, 삼각함수의 실변수로 연계하

도록 호도법을 배우는 현재 수업의 차시부터 후속 학습에 이르기까지의

호도법의 중요성을 포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육십분법과의

연결성, 각도를 호의 길이로 측정한다는 호도로서 각도의 의미, 삼각비와

연계한 각도에서 길이로의 관점의 전환,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취하는

삼각함수의 실수 정의역, 미적분법에서 실수로 취급되는 각도까지 다양

한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포괄한다. 이를 종합하여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을 호도법의 내용 분석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표 3-8>과

같이 교과서 분석틀로 정하였다.

라디안의

가치
내용 하위 요소 코드 코드 의미

각도의

일관성

단위

변환

분할 전략 D Divison

곱셈 전략 M Multiplier

라디안의

필연성

단위

생략

길이의 공변성 C Covariation

각도의 불변성 I Invariation

라디안의

유용성

단위

구성

실수화 R Real number transformation

단순화 S Simplification

<표 3-8> 교과서 분석틀의 구성

2. 분석 결과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 현행 교과서와 외국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호도법의 지도 과정에서 간과된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2.1. 단위 변환

교과서에서는 호도법의 단위 변환에 대한 표현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관계를 등호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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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준열 외, 2014: 59)하기 때문이다.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 의하면 일

대일대응 관계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같게 간주한 것’으로만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각도와 실수가 같다’고 해석되기 쉽다. 2015 개

정 교과서에도 등호 표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라디안은


로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말한다(이준열 외, 2015 개정: 72).

[그림 3-6]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의 예

수학적 분석에 의하면 이를 등호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호 표기는 학생들에게 똑같은데 왜 불편한 호도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납득을 주지 못하면서,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과서에서 각도에

내재된 호도라는 원리를 명시하지 않은 채로 공식처럼 등호를 제시하기

때문에, 단위 변환 기술에만 주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등식은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단위 변환에 유용한 관계식인 반면, 학생들

이 라디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 같다고 오해하면서 육십분법에

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차별성을 명시해야 한다. 육십분법에서 원의 전

체를 으로 둔 것은 임의성을 지닌다. 즉, 인간이 정한 경험적인 수치

를 기준으로 비례하는 분할을 통해 를 찾았다. 그에 반해, 호도법에서

는 Euclid 기하의 고유한 상수인 원주율()을 내포하는 절대적인 이

론적 수이다. Freudenthal(1983: 367)은 육십분법을 규약(convention) 그

리고 호도법을 필연(necessity)이라 구분한다. 남진영, 임재훈(2008)도 라

디안이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척도인데 반해, 육십분법은 공전 주기로

 을 논리적 근거 없이 택한 임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

다. 그러므로 ①식은 상대적인(relative) 과 절대적인(absolute) 를

서로 같다고 ‘정한(defined by) 등식’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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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변환 공식의 등식은 학생들이 라디안에 접근하는 기초가 되

어서는 안 된다. 이 공식은 호도법과 육십분법 사이의 편리한 호환 관계

를 위해, 일상적인 개념이미지 에 따라 정해지는 라디안의 절차로

써의 의미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에서 라디안을 정의하는 것은 원 전체와 비교하는 각도의 분

할 전략을 이용하여


의 크기로 수학적 정의를 부과하는 형식이다.

이는 라디안의 단위에 대한 각의 크기를 정하는 변환 공식일 뿐, 기존

의 육십분법을 새로운 호도법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

다. 다음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를 유도하는 과정이다(이준열 외,

2014: 59). 이것도 역시 육십분법에서 같은 각도 의 다른 표현인  라

디안이 자리지기 역할을 할 뿐, 호도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한다. 육십분

법에서 단위 의 크기 자체에 주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지로

학생들이 단위 변환에서


에 가장 주목하는지, 이를 통해 호도법의

의미를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림 3-7]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의 유도 과정 예

최은아, 강향임(2015: 450)은 이에 대해 라디안의 정의라기보다 비례식

으로 유도된 육십분법과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제시하였다. 송은영(2008)

도 학생들이 라디안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정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변환에 초점을 둔 교과서의 표현

을 원인으로 찾았다. 원의 닮음에서 호도로서의 각도를 인식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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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과서(Chow, 2015, 3B: 94)는 우리나라와 같이 단위를 변

환하는 공식을 등식으로 표현하고는 있으나, 호도의 의미를 이용하고 있

다. 즉, 원주(측정 대상의 호의 길이) 및 반지름(측정 단위의 호의 길이)

과 결부시켜  radian을 먼저 표현한 다음,  radian에서부터  radian으
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는 호도

의 분할 전략이며, 분할 방법을 연계한다는 의미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는 우리 교과서가 공식을 적용한 결과로 를 라디안으로

×으로 알고리즘 처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무의미한 공식의 숙달은

학생들에게 형식적이고 어려울 수 있다. 싱가포르는 원주라는 호도의 맥

락과 결부시켜  radian ,  radian을 분할한 다음에, 거꾸로 공식을 유

도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측도와 그 단위를 양과 단위의 곱셈 관계로

보고, 이를테면  radian을 ×radian 에서 공식은 변환(conversions)에

유용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유도하는 이유도 명시하였다. 이러한 원주의

분할 전략은 호도법 표현을 원주율 과 결부된 호의 길이로 정한다는

개념적 아이디어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8] 호도의 분할 전략

미국 교과서(Larson et al., 2011: 860)도 호도의 분할 전략을 이용하였

다. 먼저 원주에 반지름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고 원주와 결

부시켜  radian을 육십분법과의 등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단위 변환은

얼마씩 곱하라는 알고리즘 절차로 서술하였다. 특히 등식의 성질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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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와 함께’ 이항시킴으로써, 과 같은

라디안
또는라디안


을 양

적으로 비교하는 곱셈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9] 등호를 사용하지 않은 단위 변환 공식

수학적 분석에 의하면, 단위 변환은 일대일대응 함수이었다. 따라서

절차적 서술은 등호 표현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병렬식 알고

리즘은 학생들이 일치한다고 오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제 대안적인 지도 방안을 제공하는 교과서의 개념적 설명을 살펴본

다. 싱가포르 교과서는 [그림 3-10](Tay, 2014, 4: 145)과 같이 정삼각형

의 와 비교하도록 하며, 이전 단계인 중3 수준에서는 [그림

3-11](Chow, 2015, 3B: 93)과 같이 라디안을 호와 반지름의 질적인 비

교로 어림하여 찾아보도록 한다.

[그림 3-10] 정삼각형의 개념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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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호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질적인 추측

평가문항은 라디안의 비(比)의 의미를 살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를 비교함으로써, 중심각의 크기를 라디안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추측

(estimate)’ 과제를 제시하였다. 계산 문제에서는 육십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특수각만 다루어 를 분할하도록 하였으나, 호도법을 육십분

법으로 변환할 때는  없는 실수까지 다루었다(Chow, 2015, 3B: 96-97).

학생들은 어색하더라도 일단 라디안을 익히면 그 단위가 커져서 각도 관

련 공식이 간단해짐을 깨달을 수 있다.

단위 변환 관계는 시각적 표상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교과서는 [그림

3-12](Larson et al., 2011: 861)와 같이 단위 변환을 하는 데 등호를 사

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단위 변환 관계를 표와 함께 다이어그램 표현을

제시해서 다양한 표상의 이해를 돕고 있다. 회전 내의 라디안은 제사

분면 각도의 배수임을 기억하도록 함으로써 쉽게 구하도록 유도한다. 또

한 육십분법은 중심각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 중심각의 크기임을 강조하

는 반면, 호도법은 호의 쪽으로 위치하도록 하여 호도의 의미를 강조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다이어그램적 표현을 개념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도 [그림 3-13](이강섭 외, 2014: 52)에서와 같이 유사하

게 다루어지나, 등호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림 3-6]과

차이가 있다. 이는 단위원을 무의미하게 제시하면서 중심각의 크기인 육

십분법과 호도인 호도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원의 표현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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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변환 공식만 강조하고 있을 뿐, 호도의 의미를 살리는 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호도법의 지도를 위해 이러한 과제는 호도의 의

미를 살려 호도법의 차별성을 구별하도록 변형이 필요하다.

[그림 3-12] 단위 변환의 다이어그램 표현

[그림 3-13] 단위 변환

다이어그램의 등호 표기

이상과 같이, 교과서 분석틀로부터 단위 변환의 전략적인 차이가 있었

다. 외국 교과서에서는 원 전체의 를 원주와 결부시켜 라디안이

라 표현한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를 변환하는 공식을 얻었

다. 반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하여, 를 변환하

는 공식으로부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 을 알고리즘으로 처리하

고 있어서 그 절차가 수학적이더라도 교수학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서 공식으로써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단위를 변환하는

등식을 표현한 것은 학생들에게 일대일대응이라는 등호의 의미를 모른

채, 단위 변환 알고리즘만을 유발하고 공식을 토대로 하여 호도법을 습

득하도록 할 우려가 크다.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은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지나친 단순화임을 알았다. 학생들은

흔히 이용하는 공식만을 호도법의 핵심 개념으로 남길 우려도 크다. 호

도법의 지도에서 주목할 점은 여러 식들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호

도법의 표현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호도법의 지도에서는 육십분법과

연계하여 호도법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단위 변환 측면에서 라디안의 구성에 대해 우리 교과서는 각도의 분

할 전략에 의해 세운 공식으로, 외국 교과서는 원주의 분할 전략으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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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있었다. 단위 변환은 개념적 이해를 위해 반지름 을 단위로 하

는 분할에서 곱셈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외국 교과서는 원주 에

그 반지름 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분할에서 시작한 이후에,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곱셈 관계로 서술하였다. 그 이유는

영어로 radian measure라 하여 외국에서는 반지름 측도를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판단된다. Moore, LaForest, & Kim(2016)은 반지름

의 길이를 호의 측정 단위로 강조하는 교수실험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다. 각도 개념화의 4수준에 따르면, 육십분법과 연계한 분할에서 단

위의 곱셈 전략으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라디안의 호의 길이 과, 

라디안의 호의 길이 사이의 곱셈 관계를 추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면, 우리 교과서는 라디안의 공식으로부터 를 라디안으로 변환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므로, 육십분법에서 각도의 분할 전략으로 유도

한 공식 자체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호도법’이라는 용어도 호의

길이 자체에 초점을 둘 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도의 분할 전략

으로 출발도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 라디안을 구성하고 단위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한 것을 놓친 채, 육십분법에서 각도의 분할 전략에만 머

물러 있는 상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도 조사가 필요하다.

2.2. 단위 생략

교과서에는 호도법의 단위 생략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단위 생략은 라디안의 실수 속성의 근거에 대해서 비 또는 단위원

과 관련된다. 그러나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표현할 때 흔히 단위명인

라디안을 생략하여 각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내도록 서술되어 있어, 라디

안을 함수로 간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실지로 이준열 외(2014: 59)

의 교과서에서 라디안의 생략이 정해진 규약처럼 근거 없이 참고사항으

로만 기술하였다. 2015 개정 교과서에도 이준열 외(2018: 72)의 교과서에

서 도움말로 사소하게 취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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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참고:  호도법으로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에는 흔히 단위인 

라디안을 생략한다. 

(2015 개정) 학습 도움말: 호도법에서 단위 ‘라디안’은 보통 생략한다.

[그림 3-14] 단위 생략 표현의 예

단위 생략의 정당성은 라디안 개념의 본질적인 실수 속성에 해당되기 때

문에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실지로 육십분법과의 차별성으로 수학적 의

미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호도법을 정의할 때 ‘흔히’ 라디

안은 생략하는 것이, 또는 그래프를 다룰 때 각 의 변화는 로 바꾸어

나타내는 것이 약속처럼 제시되어 있다. 라디안은 실수 표현임을 내포하

는 개념이다.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와 같은 실수의 측도이기 때문에, 또

는 기수법의 십진법이나 로그의 상용로그처럼 삼각함수의 각은 자주 라

디안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등 호도법에서 단위 생략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라디안 단위명을 생략하면 삼각함수는 실함수가 된다는 교수학적 전

개는 다른 단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다(강미광, 2011:

355). 이는 단위를 떼는 근거를 알아야 함을 말해 준다. 정상권 외(2014:

57)의 교과서는 길이의 비를 표현하는 실수가 된다는 라디안의 실수 속

성을 제시하였다.

Freudenthal(1983)도 단위 를 통해

      

과 같이 한 수 로 표현하여 비를 몫으로 나타내는 것은 비에 대한 통

찰을 희생시키고 그 논리적 지위를 낮추는 수단이라고 비판하였다(우정

호, 2010: 395).

[그림 3-15] 단위 생략에 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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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비례관계의 본질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과서(이준열 외, 2014:

67)에서 서술방식은 단위원을 사용하여 삼각함수의 각() 을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로 사상하는 것(  ) 은 공변성을 생략하고 불변성을 ‘제시’하

는 데 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16] 공변성 부재와 불변성 제시의 예

싱가포르 교과서는 중3 수준에서 각도 rad와 길이의 비 로 단위의

출현과 생략을 모두 표현하였다.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분명하면 생략되

는 반면, 도() 단위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대조하였다. 또한 라디안

이 상위 수학의 각도 표현에 자주 사용된다고 명시하였다(Chow, 2015,

3B: 95). 특히 비와 비례관계로서 라디안의 공변성과 불변성을 구현하였

다. 먼저 중3 수준(Chow, 2015, 3B: 92-93)에서 변하는 지름과 결부시켜

 radian `을 의미 있게 탐구하고, 이를 통해  radian `을 추측하는 기회

를 준다.

[그림 3-17] 단위의 출현과 생략



- 118 -

[그림 3-18](Tay, 2014, 4: 144-145)과 같이, 다음 단계인 고1 수준에

서는 호의 길이가 변하면서  radian ,  radian 으로 호의 길이와 반지름

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하는 추측 과정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공변성에 따라 처음에는 여러 원에서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반지름

및 호의 길이의 변화에 관심을 모은 후에, 한 원에서 반지름을 고정하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에 변화를 주는 과정을 거친 것이다. 따라서

공변성을 반영하기 위한 교수학적 처치의 아이디어가 된다. 이러한 개입

을 통해 선행연구(Watson, 2009a)에서 지적한 각의 크기는 각의 변의 길

이에 의존한다는 오개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8] 공변성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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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UCSMP(Senk et al., 1993: 593) 교과서에는 라디안이 각도와

회전량에 자주 사용되는 만큼 종종 생략한다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테면, 상용로그에서 십진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의 밑을 생략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또한 호도법은 정

확한 수를 제시하는 표현이므로 

가 주로 붙는다고 하였으며, 단위를

변환하는 알고리즘과 관련하여서는

계산기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공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외국 교과서는 삼각함수의 정의

에서 제사분면의 직각 이하 삼각

비를 제, 제, 제사분면으로 일반

화하는 원의 대칭 관계를 다룬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에 따라 표로 나타낸 것을 점으로 찍고 매끄러

운 곡선으로 잇도록 하지만, 여전히 육십분법의 표현을 쓴다.   sin
와 같은 변환 그래프를 다루면서 라디안 표현과 정의역 를 그래프 의

표현으로 바꾸지만 호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3-20](신항균 외, 2014: 64)과 같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는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 육십분법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삼각함수의 주기를 계산할 때 호도법의 단순화를 인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실지로 학생들이 의식화할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림 3-21]과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삼각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탐구하면서 단위

생략의 과정을 드러내지 않고 암묵적으로 실변수로 바꾼다(정상권 외,

2014: 64-66). 즉,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그래프로 표현하고 그래프의 성

질을 정리하고 활용할 때 변수를 에서 로 암묵적으로 실변수로 바꾸

면서 단위 생략의 의미를 지나치게 한다. 그러나 삼각함수가 실변수임을

이해하려면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두는 직관성은 핵심 개념이

다. 단위 생략의 근거는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즉각 파악되기 때문이다.

신항균 외(2014: 58)는 단위원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삼각함수의 값은

[그림 3-19] 단위 생략과

단위 변환 공식의 근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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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반지름의 길이 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로 생각하면 편리한

것이다.

[그림 3-20] 육십분법과 호도법 혼용의 에

[그림 3-21] 암묵적인 실변수로 변화하는 예

한편, 교과서 부록편의 삼각함수표에서 라디안은 실수의 근삿값으로

표현되어 있다(신항균 외, 2014: 233). 함수표를 보면서 학생들은 라디안

을 실수와의 일대일대응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라디안과 삼각함수의

값에 대해 동일한 단위로 통일한 것임을 수치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그림 3-22] 삼각함수표에서 단위 통일의 예

이상과 같이, 교과서 분석틀로부터 단위 생략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외

국 교과서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교과서는 라디

안에서 단위 변환 공식으로 진행하는 중간 과정에서 공변성과 불변성을

다루는 반면에, 우리나라 교과서는 라디안에서 단위 변환 공식으로 중

간 과정 없이 진행한다. 교과서 분석틀에 의하면, 단위 생략은 비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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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변성을 거쳐 비의 불변성으로 진행하여야 호도법의 개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미국 교과서는 단위원을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산술적 절대 단위

을 개입시켜 호의 측도와 호의 길이를 같게 놓았으며, 이는 우리 교과

서에서 등식을 사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단위 생략은 길이의 공변성을 살리면서 호도법을 육십분법과 차별화

하도록 다루어져야 한다. 단위원은 호의 길이를 이용하여 실수로 전환하

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학생들은 라디안의 생략을 정당화하지 못

하면, 굳이 어려움을 느끼는 호도법으로 변환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호

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탐구하지 못한다. 또한

호도법에서 간편해진 각도를 다시 육십분법으로 바꾸어 오히려 복잡한

계산을 거칠 우려가 크다. 단위 생략을 통해 학생들은 호도법의 필요성

을 인식할 학습기회를 가져야 한다.

2.3. 단위 구성

본 연구에서 단위 구성은 호도법의 도입, 호도법의 표현 방법, 호도법

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단위 구성에

대해 발견한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호도법의 도입, 부채꼴

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공식에서 호도법의 간결성, 삼각함수의 정의역에

대한 전개방식이다.

첫째, 교과서의 도입 활동은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라디안의 크

기가 일정함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교

과서에서는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

용하여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여러 개의 부채꼴에서 중심각

의 크기를 구하거나 직접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호도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Euclid 기하의 고유한 구조를 내포하는지 구현하는 호도법의 필요

성과는 거리가 멀다. 학생들은 이전의 육십분법에서 원 전체가  , 평

각  , 직각 임을 주로 인식해 왔다. 이는 각도의 분할 전략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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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새로 구성해야 하는 단위에서 출

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색할 수 있다.

라디안은 단위에 대한 곱셈 관계를 가지는 측도이나, 학생들에게 생소

할 것이라 예측된다. 학생들은 육십분법에서 원의 회전은 이며,

이를 등분으로 분할한 것이 라는 절차에 친숙하다. 새로운 라디안

역시, 분할 접근이 학생들에게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육십분법

에서는 의 약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어서 유리수 분할이 가능하고 쉽

다. 그러나 호도법에서 회전은 라디안이다. 라디안은 


 


 


등

의 유리수 분할로는 구성할 수 없으며 수학적인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어렵다. 따라서 친숙함을 주도록 새로운 단위에 대한 의미

구성 맥락이 필요하다.

별의 일주운동(신항균 외, 2014: 54)은 일정 시간 동안 카메라로 찍은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라디안의 역사적 맥락과 개념적 의미에 매우 적

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의 일주운동은 동심원

의 문맥을 살린 예이다. 회전은 이며, 반지름의 길이 에 따라 공

변하는 호의 길이(원주)는 이다. 특히, 중심각의 크기는 불변하는 닮

음 비율에 의해 


이다. 역사적 맥락의 천문학에는 원의 중심에 있는

관찰자로부터 호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호를 그리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가리키는 것은

각도 측정활동의 자연스러운 체화 아이디어라 하였다. 이는 실생활의 현

상에서 복합적인 호도법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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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공변성 탐구 가능한 맥락의 예

둘째, 교과서에서는 호도법을 사용할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의 표현과 계산이 모두 간편해짐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정상권

외(2014: 58)는 호도법을 이용하면 육십분법을 이용할 때보다 이 공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간단해진다고 표현상의 단순화를 설명하였고([그림

3-24]), 김창동 외(2014: 59)는 ‘우리는 왜 호도법을 배울까?’의 답으로

계산상의 편리함을 설명하였다([그림 3-25]).

[그림 3-24] 표현의 심미성 [그림 3-25] 계산의 편의성

특히 분석한 교과서들은 각도의 일관성이라는 원과 부채꼴의 비례관

계를 이용하여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을 따르지만 결국은 단위를 변환하

는 공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과서(Chow, 2015, 3B: 80)도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유도

하는 비례적 추론 활동은 분할 전략의 아이디어이다.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 머물러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변형하면, 부채꼴의 공식에서 호도

법과 육십분법을 사용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비례적 추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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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육십분법의 부채꼴에 관한 공식

을 중3 수준에서 다루고 있어, 중1에 가르치는 우리나라에 비해 각도의

일관성을 늦은 시기에 도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3-26]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

미국 교과서는 호도법을 사용하면 공식이 간편해지는 장점을 기술하

였다(Larson et al., 2011: 861). 특히 간단한 공식을 적용할 때 단위 불

일치의 오류를 피할 것을 강조하였다(Larson et al., 2011: 862).

[그림 3-27] 호도법의 장점 설명

[그림 3-28] 단위 통일의 중요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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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육십분법의 각도를 호도법의 공식에 적용한 오

류를 제시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UCSMP(Senk et al., 1993: 540) 교과서는 삼각함수를 역사적 순서에

맞춘 계열로 전개하였다. 즉, 직각삼각형의 관계, 직각 이상의 모든 삼각

형, 사인곡선형 운동 순서로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호도법을 다루었다.

이는 삼각비, 사인 법칙, 삼각방정식,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육십분

법으로 전개한 다음에, 맨 끝에서 호도법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도 삼각함수 내에서는 각도의 단위에 관계없이 잘 전개됨을 볼 수 있다.

또한 호도법은 일반적인 함수에도 적용되도록 단위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를 호의 길이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각도의 실수화를 위해 역사적으로 뒤

늦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1: The Trigonometric Ratios
10-2: More Right Triangle Trigonometry
10-3: Properties of Sines and Cosines
10-4: The Unit Circle
10-5: Cosines and Sines in Quadrants Ⅱ-Ⅳ
10-6: The Law of Cosines
10-7: The Law of Sines
10-8: Solving Sin   
10-9: The Cosine and Sine Functions
10-10: Radian Measure

[그림 3-29] 역사를 반영한 호도법의 계열

연습문제(Senk et al., 1993: 540)에서는 라디안과 호의 길이의 공식

호의 길이  를 직접 제시해주고, 한 원에서 같은 각도의 


라디안

과 에 대한 호의 길이를 비교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 학생

들은 단위에 따라 호의 길이의 공식이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각도의 일

관성으로 인해 그 측도는 같다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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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0] 호도와 호의 길이 관계 탐구

셋째, 교과서에는 라디안의 실수 속성에 관한 타당한 근거나 삼각함수

의 정의역이 실수 집합이 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

Demir(2012: 43-45)는 사인함수에서 각의 크기를 실수화하는 지도 방안

을 세분하여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의 함수, 육십분법으로 표현한 회전각

의 사인함수, 호도법의 순서로 학생들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였다. 이떄

호도법의 역할은 다시 3단계로 구분하여 호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의

관계,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단위 변환, 실수 정의역에서의 사인함수를 전

개하면 간격(gap)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네덜란드 고등학생들의 교

수실험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호도법의 실수화는 각도의 표

준화 역할을 한 것이며 호도법이 임의 측정하던 육십분법에 비해 유용해

진 이유가 된다. 호도법 이후의 학습에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인

이유가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집합

으로 확장된 이유를 삼각함수의 미적분에서도 인식해야 한다. 이를 반영

하여 다음 절의 이해도 조사의 문항을 설계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과서 분석틀로부터 단위 구성 측면에서 단순화는 다루

고 있으나, 실수화는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외국 교과서에서도 호도법

이후의 학습으로 삼각함수의 실함수 절차를 면밀히 다루지는 못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정해짐에 따라 라디안

으로 추측하도록 하는 연습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식의 단순화에서도 우

리나라처럼 육십분법과의 공통점을 이용하고 있으나, 분할 전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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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적 추론 과정을 거친다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

지만, 각도의 단위는 달라져도 그 크기가 일정한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

이가 같은지 비교하는 연습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다양한

각도 단위 중에서 라디안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학습기회로 활용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Akkoc, 2008; Topçu et al., 2006)에서 학생들이 육십분법의

각도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고한 것에 대해, 교과서의 구성이 그 원인

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육십분

법에서 배운 공식을 다시 반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

하고, 호도법의 단순화보다는 의미를 찾기에 친숙한 육십분법으로 복잡

하게 환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육십분법과 호도법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도록 해야 한다. 공통점은 원주를 분할하는

비례적 추론으로 연계해야 한다. 호도법은 호의 길이를 측정 대상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단위로 하며 반지름과의 곱셈 관계를 표현하

는 ‘최적화된’ 비례상수라는 차이점을 취급해야 한다.

제 3 절 논의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 호도법은 고등학교 ≪미적분Ⅱ≫ 삼각함수의

‘일반각과 호도법’ 단원에서 짧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호도법 관련 내용

은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각도부터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삼각함수까지 폭

넓게 연계되어 있다. 호도법은 삼각함수를 재정의하면서 다시 제한적으

로 다루어지며, 그 결과 호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호도법의 지도 방향은 각도와 삼각함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각함수를 재정의하고 그래프를 다루면서 각도 측면

은 간과되고 있었다.28) 즉, 육십분법에서 호도법으로의 전환은 각도에서

28) 삼각함수는 먼저, 반지름이 인 원에서 좌표를 사용하여 sin   

,

cos   

, tan   


와 같이 정의한다. 다음에 단위원을 사용하여 s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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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로의 전환, 동심원의 호의 길이의 공변성에서 단위원의 호의 길이의

불변성, 이는 다시 실수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

도의 분할 전략에서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하여야 하며,

호도법의 단순화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삼각함수의 내용 전개는 맥락적

으로 변하고 있는데, 호도법의 내용 전개는 이보다도 더 미묘하고 복잡

하다. 따라서 각도의 개념화 4수준으로 이행을 위한 교수학적 개입이 반

드시 필요한 것이다.

강향임과 최은아(2015: 314)는 호도법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굴곡 있는 곡선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29)

 축의 공통단위를 맞추면 그래프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와 같게 되며(이상훈, 1995), 여러 가지 식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부채꼴의 공식이나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법의 공식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Maor, 2003).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서 각도는 호도법으

로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전개방식은 호도법을 사용하는 목적, 호도법을 계

속 사용하는 이유, 그에 따른 유용성을 명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호

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작해서 얼마간 육십분법과 병용하다

가, 어딘가에서 호도법으로 바뀐 결과적 지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에는 호도법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깨달을 학습기회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 호도법의 단순화와 간결성에 주목하기보다, 호

도법을 각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육십분법 이외의 ‘또 다른 방법’

이라 서술하였다. 분석틀에 의하면, 교과서에서는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

cos   , tan   

와 같이 정의한다. 그리고 단위원을 사용하여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삼각함수와 관련된 개념을 다루면서 세 가지

맥락을 거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삼각함수가 호도법을 근간으로 전개된다는 사

실을 간과하게 된다.

29) 만약 육십분법에 의해 사인함수를 그리게 되면 축에 거의 가까운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이상훈, 1995; 남진영, 임재훈, 2008; 강향임, 최은아, 20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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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로 다루고 단위 생략을 규약처럼 제시하며 단위 구성은 삼각함수를

재정의할 때 일부 내용에서만 호도법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직관적으

로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

에 의하면, 호도법 지도의 개선 방향을 위한 교수학적인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호도법과 관련 있는 내용은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이다. 이들 내용에 대

해서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각과 호도법의 경우, 단위 생략 측면에서 각도로서 공변성

이 다루어지기는 하나,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반대로 원

의 크기에 관계없이반지름의 길이
호의 길이

의 값이 일정하다거나 라디안이

일정하다는 불변성은 강조하고 있다. 원의 닮음을 기초로 공변성이 강조

될 필요가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단위 변환 측면에서 분할 전략으로 유도된 변환 공식만 강조될 뿐, 단

위의 곱셈 전략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은 호

도법의 곱셈 전략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측정 단위를 무

엇으로 정할지, 측정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지

등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는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 그치고 있어, 호도법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통째로 빠져 있다. 즉,


 


와

같이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만을 적용함으로써 호도법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호도법에서 호의 길이는 라디안의 배수

로 측정 활동이 가능하나, 교과서에서는  ×


  (라디안)

과 같이 육십분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단위 구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단순화와 실수화를 거의 다루

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위 구성의 단순화 측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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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 공식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만 강조할 뿐 단순

화의 가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실수화는 다루지 않는다.

둘째,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의 경우,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반지름

이 인 원에서 좌표를 사용하여 정의한 삼각함수가 일정하다는 불변성

은 강조하는 반면, 처음부터 단위원을 제시하고 있어서 단위 생략의 공

변성은 빠져 있다.

단위 변환 측면에서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라는 것을 가정하기 때

문에 곱셈 전략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라

디안과 같은 특수각 만을 다루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수를 실수로 인식하

지 못하고, 그 결과 sin의 근삿값을 예측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교

과서에서 곱셈 전략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러한 사고를 하지

못한다. 분할 전략은 교과서에 따라 육십분법을 병용하고 있어 포함되기

도 한다.

단위 구성 측면에서 암묵적으로 단순화와 실수화는 포함되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셋째,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의 경우, 단위 생략과 단위 변환은 삼

각함수의 뜻과 그래프에서 논의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

단위 구성 측면에서 단순화는 강조되고 있지만, 실수화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교수학적 분석 및 교육과정 분석을 반영한 평가문항을

통해,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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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호도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분석30)

교수학적 분석을 통해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과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호도법의 지도에서 간과

된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 장에서는 고등학생들이 호도법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삼각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도법과 일반각에 대한 개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업은 라디안 도입의 필요성이나 개념 자체의

의미보다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거나 공식을 유도하

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육십분법

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각도에만 국한하게 되며, 복잡한 공학 계산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심지어 간단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에서조

차 에 대한 각도의 비율로 나눗셈 계산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학생들은 이후의 편리한 경험이 부족하여 이러한 불편함

을 의식화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 따르면, 각도를

실수로 인식하는 유용성을 학생들은 부분적으로는 이해하나 5수준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적분을 학습한 후에 호도법

의 필요성과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분석은 그 원인

으로서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제1절에서는 이해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을

다룬다. 교수학적 분석을 토대로 DCT 유형의 과제를 통해 호도법의 오

개념을 포함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반성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도록 평가문항을 설계한다. 제2절에서는 라디안의 의미, 필요성과

유용성, 가치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호도법

지도를 위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러한 이해도 조사의 결과는

교과서 변형 과제를 실행하는 호도법 지도의 계열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된다.

30) 이하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승인번호 IRB

No. 1711/0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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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이해도 조사는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의 양상을 확인하

기 위해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이해도 조사는 고등학교 자연계에서 《미적분Ⅱ》과목을 배운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미적분 과정을 배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교수학적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즉 역사적 분

석에 따르면, 미적분학 이후에 라디안의 간결성이 수학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비 조사에서는 서울시 X고등학교 3학년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에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포함시

킨 이유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 예상반

응이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에서는 세종 소재 A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의 수학

적 성취를 보여준 3학년 학생들 13명, 대전 및 천안 소재 B와 C의 인문

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17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자연계열의 교육과정에 비해, 대학 학

부의 저학년 수준에 해당하는 고급수학을 더 이수해야 한다. 이를 수강

한 이력은 호도법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더 풍부하게 갖춘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특수목적 고등학생(영재 집단)들의 각도의 개념화 수준

을 일반 고등학생(일반 집단)들과 비교하기 위해 이들을 선정하였다. 영

재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에게서 관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 결과지를 우편 형식으로 수집하였으므로, 학생

들의 특성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추가 면담 자료는 더 이상

없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답

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기록을 연구자의 개입 없이 수집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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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도구

2.1. 예비 조사

본 연구의 조사도구에 대해 소요 시간이 적정한지, 문제의 진술이 적

절한지를 확인하고, 또한 예상 반응을 범주화하기 위해 2018년 3월 초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DCT 유형의 과제에서 예상답안을

구체화하고 수정 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대한 채점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조사 결과,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세세한 항목별 반응이 나타

나도록 범주를 다양화시키는 방향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 문항 2-2는 다음 질문에 범주별 구분 없이 아는 내

용으로만 답하였다.

⑷ (중략) “앞으로 배울 내용”으로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

용, 삼각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미적분법 등에서 호도법이 육십분법에 

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따라서 본 조사의 질문은 표 형식으로 반응을 세분하도록 수정하였다.

2.2. 본 조사의 문항 설계

과제의 설계는 본 연구에서 호도법의 이해도 조사를 실행하기 위해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다. 이해도 조사의 과제는 DCT 유형을 활용하여

설계하였다. DCT 과제는 의도적으로 오류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참

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추측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학생들은 직관적으

로 이해 가능하나 이를 해결하면서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이동환,

2018). DCT 과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적합하며, 이를 통해 호도법에 대한 사고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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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법의 이해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예비교사와 학생들은 미

적분을 배운 이후에도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하였다(임장미, 2018; 강향임, 최은아, 2015; Demir, 2012;

Moore, 2010; Akkoc, 2008; Topçu et al., 2006; Brown, 2005; Fi, 2003).

이를테면, 학생들은 호도법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육십분법과의 변환

공식만을 주로 적용하며 육십분법을 통해 오히려 복잡하게 접근하는 경

향이 있다.

이해도 조사의 선정 기준은 호도법의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

한 것이다. 강향임과 최은아(2015)는 남진영, 임재훈(2008), 김완재(2009),

강미광(2011)의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호도법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

해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강윤수와 박수정(2003)은 학생들이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임장미, 2018: 1

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호도법과 관련된 DCT 과제를 제시하고 그 의미

를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해도 조사의 항목은 강향임, 최은아(2015)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해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호도법의 부족한 개념 혹은 연계성이 약

하다고 밝혀진 부분을 선정하였다. 조사문항은 단위 생략의 의미와 호도

법의 유용성 및 가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무슨 뜻인

지 설명하도록 하거나 찬반 이유를 서술하여 제시한 답의 초점을 활용하

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해도 조사의 문항은 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문항은 조사문항

1로, 둘째 문항의 소문항 ⑴, ⑵는 조사문항 2-1로, 둘째 문항의 소문항

⑶, ⑷는 조사문항 2-2로 구분하였다.

조사문항 1에서는 호도법의 단위 생략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 2-1에서는 호도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호도법

의 유용성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조사문항 2-2에서는 호도법을 학습한

이후에 알 수 있는 호도법의 유용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문항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강향임과 최은아(20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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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고등학생들에게 반영하기 위해 학생 친화적인 검사 도구로

개발하였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만화와 삽화 표현을 변형한 말풍선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교사들의 교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빈도 높은

질문을 찾은 다음에, 학습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

사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미와 민수는 다음 교과서의 내용을 보며 각도의 단위 생략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 두 사람이 말하는 단위 생략의 의미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이야

기해 보자.

⑴ 라디안

ﾟ
≒ﾟ′″

⑵ 각의 크기를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흔히 단위명인 라디안을 생략하여 각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낸다.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참고

(이강섭 외(미적분Ⅱ, 2014: 52) 교과서에서 발췌)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단위를 생략하면 각의 크기는 

실수가 되지.

육십분법도 단위를 생략하면 

마찬가지로 수로 표현하는 게 

아닐까?

(우정호 외(미적분Ⅱ, 2014: 81) 교과서를 수정)

⑴ 육십분법에서도 단위명인 도 를 생략할 수 있다는 민수의 추측은 옳

은 것인가? 이유를 들어 설명해 보아라.

⑵ 수미가 호도법에서 단위명인 라디안을 생략한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

지 설명해 보아라.

[그림 4-1] 조사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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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문항 1은 학생들이 라디안 단위명의 생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학교수학에서 호도법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알고, 삼각함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삼각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삼각비와 연계하여 이해시키

며,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활용해봄으로써 주기적인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주기함수로서 삼각함수의 유

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라디안은 삼각비와 같이 길이비로 표현되

며 실수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삼각함수를 실함수가 되게 한다. 학생들

은 이러한 호도법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교과서 분석에서 호도법의 단위 생략은 수학의 약속처럼 사소하게 취

급되고 있어 호도법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조사문항 1

은 교과서의 내용으로 라디안 단위명을 생략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한 각

도는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제공하고 도에 비해 라디안의 차별성을

인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예상반응은 라디안이 동심

원의 닮음비에 의해 실수로 전환하기 때문에 생략한다는 것이다. 반면,

도는 각도의 측정단위만 되기 때문에 측정수를 분명히 하는 데 반드

시 필요하다. 학생들은 호도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단위 생략에서 공변성

과 불변성의 의미를 관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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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와 희태는 호도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를 보고, 현지가 왜 호도법이 필요하다고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호도법은유용해

서필요해.

육십분법보다

편리한점이

있겠지.

  



이공식이왜

성립할까?

(이강섭 외(미적분Ⅱ, 2014: 83) 교과서를 수정)

⑴ 다음 두 공식의 차이점과 특징을 비교하고, 두 공식 중에 어느 쪽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아라.

☆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 중심각의 크기

가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

넓이를 라고 하면

①   ×






②  ×


 




☆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 중심각의 크기

가 (라디안)인 부채꼴의 호의 길

이를 , 넓이를 라고 하면

①   

②   

  




(좌: 이준열 외(중1수학, 2014: 304-305), 

우: 이준열 외(미적분Ⅱ, 2014: 60)의 교과서를 수정)

⑵ 앞에서 현지의 마지막 물음, 즉 공식   

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해

보아라. 자신의 답에 근거하여 호도법이 육십분법에 비해 가지는 이점을 밝

혀 보아라.

[그림 4-2] 조사문항 2-1

조사문항 2-1은 학생들이 부채꼴의 공식에서 호도법의 유용성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강향임과 최은아(2015: 314)는

중학교 1학년에서 육십분법을 이용하여 다루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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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이를 왜 호도법을 이용하여 다시 다루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교

과서에 제시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단위를 변환하고 호도법

을 이용하여 부채꼴의 공식을 다시 다루면서 식을 단순화하거나 곱셈 전

략이 되는 호도법의 유용성을 인식할 수 있다. 문항 2-1은 이를 확인하

는 문항이다. 교과서 분석에서도 학생들이 단위 변환 인수 


만큼의

차이를 직접적이고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부채꼴의 관련 공식

임을 확인하였다. 호도법에서 부채꼴의 공식은 동일한 측도를 구하는 다

양한 방법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호도법의 장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호도법을 이용하면 같은 공식의 단순화된 다른 표현은 수학적 간결성과

심미성을 준다.

학교수학에서 각도 측정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양감을 기르되, 지

나친 단위 환산은 다루지 않는 것이다. 문항 2-1은 각이 대응하는 원의

호를 측도로 한다(Clairaut, 2005: 43)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또한

학교수학에서 비와 비례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두 양을 비교하는 상

황을 통해 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낼 필요성

을 인식하면서 비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사문항 2-1은 라

디안이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비교하는 비의 개념에 기초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예상반응은 부

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맥락에서 수식의 길이, 수의 크기, 셈법 등을

판단하여 도에 비해 라디안의 편리함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항 2-1의 의도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의 공식을 교과서의 내

용으로 제시하고 단위 변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각도의 분할 전략

을 조작하지 않아도 되는 호도법의 장점을 인식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육십분법에서는 각도의 분할을 비율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

이 있는 반면, 호도법에서는 길이만 곱해서 간편하게 계산 가능한 것이

다. 또한 호도법에서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더 간단하여 호의 길이의

관계도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학생들은 호도법의 개념

을 바탕으로 단위 변환에서 분할 전략과 곱셈 전략의 의미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 139 -

⑶ 다음 제시문 ①번의 안에 들어갈 수를 소수 둘째 자리의 근삿값으

로 어림하여 보아라.

자신의 답에 근거할 때 호도법이 더 편리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보아라.

① 라디안이 도에 비해 가지는 이점은 라디안이 더 편리한 단위라는 것

이다. 의 각은 라디안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라는 단위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을 다루기만 하면 되는 것이

다(Kline, M.).

② 우리는 각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육십분법을 사용해도 그 동안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왜 호도법을 배워야 하는가, 호도법을 사용하면 육십
분법을 사용할 때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좋은가, 호도법을 배웠을 때
각과 관련하여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앞으로는 어떠
한 것들을 더 배우게 되는가?’ 라는 수학의 배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다(남진영).

(수학 교양도서의 내용 중에서)

(강향임, 최은아(2017: 316)에서 Kline, M., 

남진영을 재인용한 내용 발췌) 

 는 소수로
대략몇라디안과
같을까요?

(이강섭 외(미적분Ⅱ, 

2014: 51)를 변형)

⑷ 위 제시문 ②번의 밑줄 친 부분 “앞으로 배울 내용”으로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법 등에서 호도법이 육

십분법에 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다음 표를 완성해 보

아라.

호도법이 육십분법에 비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호도법의 라디안은 보다 엄밀한 단위라

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활용에서 호도법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호도법을 이용하

면 유용하다. 왜냐하면,

삼각함수의 극한 및 미적분법에서

호도법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왜냐하면,

[그림 4-3] 조사문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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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문항 2-2는 학생들이 호도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해

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학생들은 호도법의 단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제

시한 질문의 초점을 이해하고 호도법을 필연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

다. 문항 2-2는 호도법의 유용성을 삼각함수와 그 미적분을 학습해 가면

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단위 구성에 대한

주장을 검증하는 문항이다. 교과서 분석에서도 호도법을 사용하면 미적

분 공식이 간단하게 표현된다는 사실을 교과서에 다루고 있지만, 학생들

은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후의 학습에서 호도법이 왜 유용한지를 파악해

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학교수학에서 미적분의 교육 목표 중에 하나는 다양한 함수의 도함수

와 부정적분 및 정적분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항 2-2는 호도법이 삼각함수와 그 미적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예상반응은 호도법의 표현, 삼각함

수의 활용, 그래프, 극한 및 미적분에 대한 호도법 이후의 학습까지 라디

안의 단위 구성을 해 가면서, 학생들이 도에 비해 라디안의 유용성을

차별화하고 라디안을 필연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항 2-2의 의도는 라디안의 단위 구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제시문을

주고 특정한 조작이 필요 없이 간결해지는 라디안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호도법의 개념을 바탕으로 단위

구성에서 단순화와 실수화의 의미를 연계하여 이해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교수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따

라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의 측면에서 이해도 조사를 위한 문

항을 설계하였다. 각 문항별로 학생들의 응답을 범주화하였다.

3. 조사 절차

이해도 조사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결과지를 우편 형식으로

수집하거나 이를 스캔 형식으로 저장한 파일로 만들어 수집하였다. 수집

한 자료를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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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조사는 2018년 2～3월 사이에 조사문항 설계, 예비 조사, 보완

사항 도출, 조사 실행,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 해석의 절차로 이루어졌

다. 교수학적 분석에 따라 평가 문항을 설계하고 진단적 추측 과제

(Diagnostic Conjecturing Task, 이하 DCT) 를 통해 학생들에게 오개념

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자신의 이해를 서술하거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서술하도록 하였다. 특히 DCT 유형의 과제를 활용함으로써 호도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만, 그 개념을 심도 있게 이해하였는지

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평가문항에 대한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타당화 하였다. 예비 조사를 거친 결과, 학생들이 평소 접하

던 연습문제가 아니라 개념적 이해를 묻고 있는 문항이므로, 학업성취도

가 낮은 학생들보다는 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다양한 이해도 양상을 보여

주리라 기대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조사의 연구 대상 모집에 선별 정보

를 제공하였다.

본 조사의 실행은 50분 1차시 수업 시간 중에 지필 검사를 실시하였

다. 학생들이 시간을 더 요구하는 경우는 10분 정도 연장하여 충분한 시

간을 두고 아는 내용을 충실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성적 연구는 본 조사의 두 집단에서 전형적인 사례를 선정하였다.

영재 집단은 점수를 만점으로 받았으나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는 치명

적인 오개념이 있는 사례와, 평균 수준의 점수이나 교과서 내용을 잘 제

시한 사례를 비교하였다. 일반 집단은 나머지 175명을 대표할만한 사례

를 찾았다. 그 결과 점수를 만점으로 받았으나 교과서 내용을 잘 제시한

사례와, 평균 수준의 점수이나 육십분법을 선호하는 사례를 비교하였다.

4.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정

량적 분석을 위해 문항별 채점 기준은 서술형 평가의 총괄적 채점 방법

을 사용하였다. 평가문항을 조사문항 1, 조사문항 2-1, 조사문항 2-2로

구분하고, 각각을 3점 만점으로 배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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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배점 채점 기준

단위 생략:

호도법의

의미

0 무응답 또는 잘못된 응답의 경우

1 측정 단위 및 약속, 구별, 축약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2
길이 이용, 실수 표현,  ,


, 실수와 혼용하는 편의상, 각의 의미가

있는 로 표현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3
길이비, 실수와 일대일대응, 일반각의 실수 전환, 닮음의 수학적 의미와

임의성 구분, 각을 실수로 취급해서 삼각함수의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한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단위 변환:

호도법의

필요성

0 무응답 또는 잘못된 응답의 경우

1
계산 편리, 공식 표현 간단, 빠르고 간편, 간소화, 공식 유도 과정을

쉽게 이해 가능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2

육십분법은 각도의 비율로 계산하나 호도법은 길이만 알아도 가능,

육십분법은 각도 비율에 의해 실수로 전환하나 호도법은 실수 자체라

간단, 는 라디안으로 생각 가능, 에 비례하여 약분 간단, 계산

숫자가 작아서 쉽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3 실수 연산, 수학의 간결성, 심미적 표현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단위 구성:

호도법의

유용성

0 무응답 또는 잘못된 응답의 경우

1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기 쉬움, 육십분법은 숫자 표현이나 의미가

실수와 다름, 를 기준으로 분할 또는 의 유리수배, 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어 쉽고 간편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2

각도의 실수화: 오차를 줄여 정확한 답이 나옴,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와 대응, 삼각함수를 실수에서 정의, 실수로 나타내어지므로 계산

가능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실변수 삼각함수의 활용: 삼각함수를 육십분법으로 나타내면 실수에서

실수로 정의되는 이점이 실수가 아닌 각에 한정되는 면에서 유용성이

떨어짐, 삼각함수의 실수 연산을 위한 단위 통일에 적합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의 표현이 간단,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육십분법으로 나타내면 치역과의 척도 차이가 커서 보기

불편하고 주기 또는 성질을 근삿값으로만 추측할 뿐 정확한 값이 아님,

삼각함수의 주기성 파악이 쉽고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미적분 공식의 단순화: 미분의 비례상수가  , 육십분법으로 나타내면

미적분 표현이 번거로움- 크기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양( )은 함수로써

하나의 실수 값(라디안)으로 정의해야 대소비교 가능하고 변화에 따라

곡선의 운동 파악 가능, 실수로 취급할 수 있어서 미적분에 바로

적용가능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3
관계적인 개념 이해, 주기성 등 함수적인 이해가 쉬우므로 연계성을

위해 중요, 규칙성과 일반성에 적합, 처음 정의를 배울 때는 어렵지만

삼각함수 등 이후 과정에서 편리하다는 등의 의미로 설명한 경우

<표 4-1> 채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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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개념을 옳다고 답하거나 모른다고 반응한 경우를 오반응,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반응으로 분류하였다. 오반응은 0점으로 배점하였다. 그러나 학

생들의 반응은 호도법의 개념 요소별로 분석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하

고, 분석 방법을 고안하고자 하였다.

정반응은 결과적으로 답만 사실로써 아는 경우 1점, 결과를 알면서 피

상적인 설명 과정을 제시한 경우 2점, 결과도 알면서 개념적인 설명 과

정을 제시한 경우 3점으로 배점하였다. 채점 기준은 <표 4-1>과 같다.

채점 기준의 적절성을 위해 삼각검증법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채점 기

준을 마련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예상반응을 범주화하였다. 둘째,

예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상반응 중에서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하고 중

복이 되는 경우를 병합하며 분류가 모호한 경우를 삭제하도록 수정하였

다. 셋째, 수정된 기준에 대해 다시 전문가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완성

하였다. 따라서 제시한 채점 기준은 본 연구자의 범주화, 고등학생 및 예

비교사들의 귀납적 사례 분석 결과, 전문가 자문의 세 가지 측면으로 수

정 보완한 삼각검증의 결과이므로, 이해도 조사 분석을 위한 적절한 기

준이라고 판단된다. 정량적 분석은 영재, 일반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였다.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표 4-1>의 채점 기준은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 중에서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측면을

중심으로 마련하였으나, 세부요소인 공변성과 불변성, 분할과 곱셈, 단순

화와 실수화를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귀납적 사례 분석으로는 나

올 수 있는 채점 기준이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190명 전체에 대해 사례

분석을 하는 것은 호도법의 개념 이해를 위한 6가지 세부요소를 유기적

으로 연결하기에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성취 수준별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선정하여 정성적 분석의 사

례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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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결과

이 절에서는 미적분 과정을 배운 고등학생들이 호도법에 대해 사고하

는 과정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다.

1. 정량적 분석 결과

집단별 평균은 <표 4-2>와 같다. 점 만점으로 채점한 결과, 영재 학

생들의 평균은 점, 일반 학생들의 평균은 점으로 나타났다.

예비 영재 일반 전체

평균 (점)    

학생 수 (명) 13 13 177 203

<표 4-2> 집단별 평균 비교 결과

이하의 분석 대상은 예비 집단을 제외하고, 본 조사의 영재와 일반 집

단에 속하는 190명으로 하였다. 집단별 점수 분포는 <표 4-3>, [그림

4-4]와 같다. 채점 결과, 3점 이하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 이며, 영

재 학생들의 경우 이다. 6점 이상은 일반 학생들의 경우 이

며, 영재 학생들의 경우 이다. 이 결과로부터 두 집단의 호도법의

이해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수 영재 일반

0점–1 점 0.0% (0명) 19.2% (34명)

2 점–3 점 7.7% (1명) 49.7% (88명)

4 점–5 점 30.8% (4명) 16.9% (30명)

6 점–7 점 23.1% (3명) 10.2% (18명)

8 점–9 점 38.5% (5명) 4.0% (7명)

계 100% (13명) 100% (177명)

<표 4-3> 집단별 점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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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집단별 점수 분포

문항별, 집단별 분석 결과는 <표 4-4>와 같다.

문항 1 2-1 2-2

점수 0점 1점 2점 3점 0점 1점 2점 3점 0점 1점 2점 3점

인원수 1 3 4 5 0 3 5 5 2 0 5 6

비율 7.7 23.1 30.8 38.5 0.0 23.1 38.5 38.5 15.4 0.0 38.5 46.2

계 총 13명(영재)

인원수 57 77 31 12 17 112 38 10 78 59 24 16

비율 32.2 43.5 17.5 6.8 9.6 63.3 21.5 5.6 44.1 33.3 13.5 9.0

계 총 177명(일반)

<표 4-4> 전체 빈도 분석

영재 학생들의 경우는 1점에 해당되는 비율이 ～이고,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이다. 또한 영재 학생들의 경우 문항별로

3점의 비율은 ～이며, 일반 학생들의 경우는 ～이
다. 두 집단의 이해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학생들의 호도법에 대한 사고 과정의 경향성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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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할 수 있다.

영재 학생들은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측면에서 이해도가

높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은 단위 생략과 단위 구성에 대한 오개념이 상

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며, 단위 변환에 대한 문항([문항 2-1])에서 1점의

반응률이 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호도법의 장점을 호도법

단원에서조차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로 도출하는 교수학적인 시사점으로 단위 생략과 단위 구

성에 유의하는 호도법의 실질적인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단위 변

환은 심각한 오개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내용의 지도를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 절의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보다 구체

화될 것이다.

2. 정성적 분석 결과

정성적 분석을 위해서 영재 학생 중에 점수가 가장 우수한 학생(G1)

과 평균에 가까운 학생(G2)을 한 명씩 선정하였으며, 일반 학생 중에서

도 점수가 가장 우수한 학생(S1)과 평균에 가까운 학생(S2)을 한 명씩

선정하였다. 이는 대표 사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정량적 분석

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특성들을 확인하기 위함이다31). 각 집단에서 점수

가 낮은 학생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을 기준으로

이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호도법이 더 직

관적”이라는 반복 진술에 대해 ‘단순화’만 이해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을 토대로 단위 생략의 공변성과 불변성, 단위

변환의 분할과 곱셈, 단위 구성의 단순화와 실수화에 대한 개념이 선정

한 학생들의 답안지에서 확인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

생의 해석에 따라 문항의 의도와 다르게 서로 다른 문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은 공변성의 개념을 [문항 1]에서 기술한

반면, 다른 학생은 [문항 2-1]에서 기술하였다. 따라서 개념 분석틀의 세

31) 4명 학생의 답안지는 부록에 첨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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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의 답안지 전체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각 학생의 답안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G1 학생의 반응 분석

G1 학생의 점수는 9점이었다. 호도법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항목별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단위 생략: 공변성과 불변성

[그림 4-5] 문항 1에 대한 G1의 응답 사례

[문항 1]⑴의 진술에서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 길이의 비로 결정”된다

는 불변성에 대한 개념이 관찰된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각이 존재하지

않는데”라는 진술에서 라디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경향은 [문항 1]⑵의 진술 “기준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rad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문항 2-2]⑷의 진술 “기준각이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학생은 라디안의

의미를 


이라는 공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라디안의 의미를 개념

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G1 학생은 동심원의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 


라디안이

일정하다는 의미인 불변성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 개념적으

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공변성과 관련된 진술은 답안지의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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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위 변환: 분할과 곱셈

[문항 2-1]⑵에서 “같은 반지름 원에 대한 넓이, 둘레 비율을 이용하

여”, “육십분법에서는 나누기 연산을 사용하고 있지만”과 같은 진술에서

분할 전략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호도법의 정의   


을

이용하여 을 구하고”, “호도법에서는 곱셈만 사용되고 있고”와 같은 진

술에서 이 학생은 곱셈 전략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있으나 수식에 나타

난 공식만을 보고 곱셈이라고 할 뿐, 라디안에 대한 곱셈 관계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림 4-6] 문항 2-1에 대한 G1의 응답 사례

결론적으로 G1 학생은 원을 이용하여 전체와 부분을 비교한다는 분할

전략은 있으나, 라디안을 단위로 구성하는 곱셈 전략은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③단위 구성: 단순화와 실수화

[그림 4-7] 문항 2-2에 대한 G1의 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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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2]⑷의 진술에서 “의 단위가 없어서 삼각함수 실수→실수
가 된다”와 같이 실수화가 나타난다. 또한 실수의 와 호도법의 를 같

게 인식하고 [문항 2-2]⑶의 근삿값을 구하였다. 그러나 “일반각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육십분법에서는 rad이상의 값이 잘 정의되지 않기

때문이다”와 같은 진술에서 이 학생은 일반각의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므

로, 실수화가 부분적으로만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1 학생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일반각을 파악하지 못하므로 실수화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공식과 계산을 단순화한다는 진술은 답안지

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점수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공변

성

불변

성
분할 곱셈

단순화 실수화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9점 × △ ○ △ - - - × △ × △ △

○ : 이해 △ : 부분적으로 이해 × : 없음

<표 4-5> G1의 이해도 조사 결과

이상과 같이, G1 학생의 호도법의 개념 이해는 <표 4-5>와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정량적으로 만점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우수하

나, 정성적으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는 암묵적으로만 제시되는 실수화가 관찰되나, 그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순화까지 보이지는 못하였다. 이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심도 깊은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⑵ G2 학생의 반응 분석

G2 학생의 점수는 6점이었다. 호도법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항목별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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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단위 생략: 공변성과 불변성

[그림 4-8] 문항 1에 대한 G2의 응답 사례

[문항 1]⑴의 “호도법으로 이므로 의미 있는 실수값”, “육십분법은

를 생략하면 실수가 되지만 의미 있는 값이 아니다”라는 진술에서 



라디안의 의미(과 의 같은 단위가 상쇄되어 실수이다.)를 고려하지 못

하고 단위를 빼면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문항 1]⑵의 “단위원

에서 부채꼴의 호의 크기를 각도로 한다는 뜻”이라는 진술에서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 로 생각할 뿐, 공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

과서의 진술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문항 2-1]⑴의 “호도법은 단

위원의 호를 기준으로 각도를 정하기 때문에”라는 진술에서도 불변성이

보인다. [문항 2-1]⑵에서 “원주∝반지름”으로 표현한 것은 공변성의 개

념과 관련되나, 이러한 공변성을 불변성과 직접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2 학생은 라디안을 단위원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알고

있으나, 동심원의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 


라디안이 일정하다는 의미인

불변성을 도구적으로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변성은 부분적으로

이해했다고 보인다.

②단위 변환: 분할과 곱셈

[문항 2-1]⑴의 “각도를 원주의 비로 변환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

다”와 같은 진술에서 분할 전략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항 2-1]⑵의 “단

위원 원주와 각도를 단위 변환 없이”라는 진술에서 이 학생은 곱셈 전략

에 대한 생각이 약간은 있으나, 곱셈 전략은 다음과 같이 공식을 설명하

면서 수식의 곱셈을 사용하는 정도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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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문항 2-1에 대한 G2의 응답 사례

결론적으로 G2 학생은 단위원을 이용하고 원주의 전체와 호의 부분을

비교한다는 분할 전략은 있으나, 라디안을 단위로 구성하는 곱셈 전략

은 수식을 다루면서 부분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③단위 구성: 단순화와 실수화

[문항 2-2]⑶에 대해 실수의 와 호도법의 를 같게 인식하고 근삿

값을 올바르게 구하였는데, 이는 실수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림 4-10] 문항 2-2에 대한 G2의 응답 사례

[문항 2-2]⑷에 대해 표현에서 “근사가 편하고 좀 더 명확하게”, 활용

에서 “단위원을 이용한 원론적 접근이 가능하며 직관적이다”, 그래프에

서도 “직관적이다”와 같이 단순화가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이는 미적분

에서 “여러 가지 삼각함수 공식을 쓸 때 유용하다”는 진술로도 부분적인

단순화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G2 학생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한다는 것을 잘

모르지만, 실수의 를 호도법의 와 연계시킨 것으로 판단할 때 표현의

실수화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내용을 도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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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함으로써 단순화가 관찰되나, 실수화와 연계시키지는 못하고 있

다.

점수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공변

성

불변

성
분할 곱셈

단순화 실수화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6점 △ △ ○ △ △ △ △ △ △ × × ×

○ : 이해 △ : 부분적으로 이해 × : 없음

<표 4-6> G2의 이해도 조사 결과

이상과 같이, G2 학생의 호도법의 개념 이해는 <표 4-6>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정량적으로 6점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평균

점의 수준이고, 정성적으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의한 분석 결과

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단위 생략과 단위 구성의 실수화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⑶ S1 학생의 반응 분석

S1 학생의 점수는 9점이었다. 호도법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항목별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단위 생략: 공변성과 불변성

[그림 4-11] 문항 1에 대한 S1의 응답 사례

[문항 1]⑵의 “라디안을 생략하여 흔히 쓰는 숫자와 같이 실수로 취급한

다는 뜻”이라는 진술에서 실수와 연계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불변성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항 2-1]⑵의 “단위를 생략해 실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진술에서도 불변성이 약간 보이지만, 다른

문항에서도 각도를 실수처럼 사용하고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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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빠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1 학생은 라디안을 단위 생략으로 각도를 실수처럼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심원의 부채꼴에서 각의 크기 


라디안이

일정하다는 의미인 불변성을 개념적이 아닌 도구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특히 공변성과 관련된 진술은 답안지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②단위 변환: 분할과 곱셈

[문항 1]⑴의 “육십분법에서의 단위인 도는 임의로 으로 나누어

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진술에서 분할 전략이 나타난다.

[문항 2-1]⑵의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육십분법과의 단위를 변환하는 공

식을 적용하고 있어서 분할 전략이 명확하다.

[그림 4-12] 문항 2-1에 대한 S1의 응답 사례

[문항 2-1]⑴의 “육십분법에서는 단위도 신경 써야 하고 수의 크기도

크다”와 같은 진술에서 분할 전략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나 곱셈 전

략에 해당되는 진술은 답안지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S1 학생은 분할 전략이 분명하며, 곱셈 전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③단위 구성: 단순화와 실수화

[문항 2-2]⑶에 대해 실수의 와 호도법의 를 같게 인식하고 근삿

값을 올바르게 구하였는데, 이는 실수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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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문항 2-2에 대한 S1의 응답 사례

[문항 2-2]⑷에 대해 표현에서 “호도법은 그것을 실수로서 계산하여

나타냈기 때문이다”, 활용에서 “각도를 실수처럼 사용할 수 있어 계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프에서도 “각의 크기를 실수처럼 사용하여 크

기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와 같이 라디안을 곧 실수로 보

고 있으므로, 실수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각도의 실수화가 주는 호도법의

유용성을 범주별로 구분하지 못하므로, 실수화를 도구적으로 이해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단순화는 [문항 2-2]⑶의 “호도법은 단위를 따지지 않아도 되고 많은

공식들이 간단해 진다”와 같은 진술에서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적분에서도 “많은 공식들이 간단해지기 때문이다”라는 진술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S1 학생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한다는 것을 알지

만, 실수화와 단순화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

점수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공변

성

불변

성
분할 곱셈

단순화 실수화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9점 × △ ○ × - △ - △ △ △ △ ×

○ : 이해 △ : 부분적으로 이해 × : 없음

<표 4-7> S1의 이해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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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S1 학생의 호도법의 개념 이해는 <표 4-7>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이 학생은 라디안이 실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는

교과서를 도구적으로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일반 고등학교의 우수한 학

생도 교과서에서 제시된 내용을 도구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

며, 개념적 이해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⑷ S2 학생의 반응 분석

S2 학생의 점수는 4점(2, 2, 0점)으로 평균 점보다는 높았다. 평균

과 더 가까운 3점을 받은 학생들은 모든 문항에서 1점을 받은 경우인데,

설명 과정이 불분명해서 일반 고등학생들의 대표적인 이해 양상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정성 분석하기에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른 학

생들의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라 단위 생략과 단위 구성의 측면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위 변환의 측면에서 이해가 풍부한 경우를 대표 사례로 선

정한 것이다. 호도법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단위 생략: 공변성과 불변성

[그림 4-14] 문항 1에 대한 S2의 응답 사례

S2 의 경우는 측정 단위에 대한 생각이 없다. 실수나 


라디안의 비

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공변성과 불변성에 대한 생각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S2 학생은 공변성과 불변성에 관련된 진술을 답안지의 어

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②단위 변환: 분할과 곱셈

[문항 2-1]⑵에서 분할 전략을 쓰고 있으나,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을

그래도 옮겨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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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문항 2-1에 대한 S2의 응답 사례

호도법의 이점을 편리하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모른다.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곱셈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

하다.

결론적으로 S2 학생은 교과서 내용을 도구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분할

전략을 알고 있으며, 곱셈 전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③단위 구성: 단순화와 실수화

[그림 4-16] 문항 2-2에 대한 S2의 응답 사례

[문항 2-1]⑴에서 “육십분법은 오래 전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더 편리

하다고 생각”,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호도법이라고 생각

한다”는 진술에서 단순화의 가치를 약간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모

른다.

[문항 1]⑴의 “각도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항 1]⑵

의 “각도를 실수처럼 쓴다는 뜻”이라는 진술에서 실수화는 도구적으로만

알고 있다. 이는 결과적 지식만 알고 있으며, 관계는 모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S2 학생은 단순화와 실수화를 부분적으로 나타냈으나, 호

도법의 유용성과 연계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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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단위 생략 단위 변환 단위 구성

공변

성

불변

성
분할 곱셈

단순화 실수화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표현 활용

그래

프

미적

분

4점 × × △ × △ - - × △ × × ×

○ : 이해 △ : 부분적으로 이해 × : 없음

<표 4-8> S2의 이해도 조사 결과

이상과 같이, S2 학생의 호도법의 개념 이해는 <표 4-8>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정량적으로 4점을 받아 전체적으로는 평균 이

상의 수준이나, 정성적으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는 많이 부족하다. 일

반 고등학교의 평균 수준의 학생도 문항에 따라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

용조차 도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제 3 절 논의

이 절의 이해도 조사 분석 결과, 학생들이 호도법에 대해 혼동하거나

잘못 생각하는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단위 변환의 분할 전략은

조금 나은 이해도를 보였으나, 곱셈 전략이 부족하였다. 사례 분석한 학

생들은 분할 전략만을 비교적 잘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단위 변환을 보

다 잘 이해한 경향은 교과서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여 교

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을 적용하고 확인하는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호도법으로 단위를 변환하는 필요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호도법이 더 편리하지 않다. 지

금까지 육십분법으로 배워왔는데 한 순간에 호도법으로 바꾸게 되면 이

전과 달라져 한 번 더 생각해야 해서 헷갈리기 때문이다”와 같은 답에서

호도법의 수학적인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단위 생략에 대해 우수한 학생들도 공변성과 불변성을 잘 연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디안의 생략은 실수 속성에 해당된다(남진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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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훈, 2008; 강향임, 최은아, 2015). 수학적 분석에서 라디안은 표준화로

서 단위를 통일한 의미가 있었다. 


라디안의 단위 생략은 과 의 단

위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 분석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대로 라디안은 생

략된다는 사실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라디

안이 


로 정해져 있어서 굳이 붙일 필요 없음”, “단위명이 길거나

귀찮아서 생략”, “생략해야 실수가 되므로”와 같은 개인적인 의견을 내

세우거나 중간 과정 없이 실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과

연계하지 못하는 도구적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극히 드물지만 개념적 이해도 나타났다. “호도법은 참값 실수인 호의

길이를 바탕으로 각을 재지만 육십분법은 가상의 어림값으로 잰 것이므

로 생략하면 안 된다”, “라디안이 도처럼 각도만을 위함이 아닌 길이

를 각도처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라디안을 생략하여 실수로 쓴다”,

“반지름의 길이가 인 단위원에 대해 호의 길이가 인 부채꼴의 중심각

의 크기가 rad이므로 

 이다. → 생략가능”하다는 진술에서 공변

성과 불변성을 관계적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단위 구성에 대해 우수한 학생들도 단순화와 실수화를 잘 연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수한 학생들에게 개념적 이해가 나타나더라도, 실

수화로부터 단순화를 재고할 수 있는 이해가 아니었다. 사례 분석한 학

생들은 라디안이 실수라는 결과적 지식만 알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도 학

생들은 “호도법이 각도를 실수 표현한 것”, “라디안이 실수 체계를 바탕

으로 함”,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실수”와 같이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으

나, 이를 단순화와 연계하지 못하므로 도구적 이해에 그쳤다.

빈도가 매우 낮지만 개념적 이해도 보였다. “수가 큰 계산을 다루게

될 때 호도법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실수를 사용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호도법에는 육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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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고 실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더

간결하다”, “간단한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별로 필요

성을 못 느꼈는데, 복잡한 도형이나 계산일수록 확실히 호도법이 편리하

다는 걸 느꼈다, 활용에서 길이를 실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프에서 축

의 단위를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미적분에서 도는 실수랑 계산

할 수 없다”는 진술에서 실수화와 단순화를 연계하였다.

단순화만 개념적으로 이해한 경우도 나타났다. “한 번 익숙해지면 계

산이 무지하게 편리하다”, “호도법의 공식이 당장 문제를 풀 때는 편리

하지만 육십분법에 비해서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사용 가능하

다”, “단위를 안 써도 되고 처음에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중에는 계산

할 때 왠지 더 편하다”와 같이 라디안 도입은 어려우나 사용하면서 편의

성을 의식화한 개념적 이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왜 편한지의 이유가 명

확하지 않으므로 실수화와 부분적으로만 연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재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채점 결과와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의

한 결과가 서로 달라 보였다. G1 학생의 성취도가 높은 반면에, G2 학생

에게 호도법의 개념 요소들이 더 풍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성

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면 G1 학생은 개념적 이해가 보인 반면, G2 학

생은 도구적 이해에 그치고 있다. G2 학생은 교과서 학습만이 잘 된 상

태로 보여 진다. 그 결과 채점 결과와 상반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정성적 분석에서 정량적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도록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을 비교해 보면, 우수한 학생들도 도구적 이해를 보이며,

평균 수준의 학생들은 도구적 이해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평균 이하의 성

취도를 보인 학생들에게는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서 부족한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교육과정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교

과서의 전개방식이 미적분 학습을 끝낸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에서 결과

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호도법 관련 내용으로 일반각과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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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까지 교과서의 전

개방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위 생략과 단위 구성

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먼저, 이해도 조사 결과가 덜 심각했던 단위 변환에 대해, 호도법의

필요성을 의식화해야 한다. “각이 육십분법으로 주어진 경우에는 육십분

법의 공식이 편리하고, 길이만 주어졌을 때는 호도법의 공식이 편리하

다”는 이해도 결과를 반영하여 호도법으로의 귀결이 중요함을 보여주어

야 한다. 이는 분할 전략에서 곱셈 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능하다.

둘째, 단위 생략에 대해 교과서 전개방식의 도구적 이해에 대한 개선

책이 필요하다. 각도와 호의 길이를 구분하고 실수에 연계하여야 한다.

“라디안은 실수처럼 생각해도 되도록 설계된, 즉 각도의 실수 표현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이기에 단위를 생략하고 실수 연산처럼 해도 된다”,

“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반지름 길이 비이므로 차원이 없는 단위가 된다.

때문에 라디안을 생략해도 차원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학

생들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호도법의 차별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셋째, 단위 구성에 대해 교과서 전개방식의 도구적 이해에 대한 개선

책이 필요하다. “호도법은 간편하기는 하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힘

들다”, “라디안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해도 결과를 반영하는 도입 자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삼각함수의 뜻

과 그래프에서 도입,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에서도 도입에서도 이러

한 호도법의 유용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굳이 어렵게 느끼는 라디

안의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이해를 시켜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일반각과 호도법의 의미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

을 보였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호도법의 차별성을

지도하기 위한 계열, 틀, 과제를 포함하는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한다.

교수 학습 방안은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서 단위 변환에 대해 분할 전

략에서 곱셈 전략으로의 전환 과정을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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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호도법 지도의 개선 방향 탐색

앞 장의 분석 결과, 고등학생들은 삼각함수의 미적분법까지 배웠음에

도 불구하고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의 이해가 부족했으며, 다양한 오개

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원인은 호도법의 의미를 탐구하

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육십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형식

적으로 적용하도록 지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에서도 실변수로서 라디안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해도 조사 결과로 확인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호도법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도구적 이

해에 머물러 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호도법을 의미 있게 지도하

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제 1 절 호도법 지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호도법의 지도를 위한 과제는 라디안의 단위를 구성한 후에, 주어진

각도를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때 선행 지식의 육십분법, 이후에

배우는 삼각함수의 유용성과 연계해야 한다.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서 단위 변환, 단위 생략, 단위 구성이 중

요한 지도 방향이 되어야 한다. 호도법의 개념적 지도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분할 전략과 곱셈 전략, 공변성과 불변성, 단순화와 실수화가

잘 드러나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지도 계열을 구성하면 <표 5-1>과 같으며, 음영 처리된 부

분이 호도법 관련 내용이다. <표 5-1>에서 1수준은 초등학교 중학년, 2

수준은 초등학교 고학년, 3수준은 중학교, 4수준은 고등학교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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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계열
핵심 개념 수준 지도 내용

1 각도

1수준

-각도를 원주의 등분(분할 전략)으로 수량화

예컨대, × 

에 의해 등분한 부채꼴에서의 중

심각의 크기가 임을 알기

2수준

-원주율의 불변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기

-반지름과 원주의 길이의 공변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기

3수준

-각도를 호의 길이에 의해 측정 가능한 양으로

인식하기

-각도를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부채꼴의 중심각이 호의 길이와 넓이에 정비례

함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2
일반각과

호도법
4수준

일반각의 정의

-라디안의 정의

각도 측정 단위의 다양성 탐구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반지름과 원주의 관계 인

식

-호도법과 육십분법 사이의 관계 인식

도를 라디안으로, 라디안을 도 로 변환하기

-각의 크기를 호도로 표현하기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호도를 표현하기

-호도법에서 공변성과 불변성을 이론적으로 추론

하기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수량화한 것이 호도임을

이해하기

-호도법에서 실수화 인식

-호도법을 사용하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기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에서 단순화의

이유 추론하기

<표 5-1> 호도법의 내용과 관련된 지도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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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의 수준은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 해당된다. 지도 내용을 통해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4수준에 해당하는 호도법의 개념적 이해는 상당히 폭넓고 복합

적인 지도 과제를 요구하며, 삼각함수와도 깊은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이하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에 대한 지도 방향과 구체적인 지도 과제

를 제시한다.

3

삼각함수

의 뜻과

그래프

4수준

-좌표에 의한 사인/코사인의 정의

좌표평면 위의 반지름이 인 원에서 좌표 정의를

활용하여 라디안에 대한 사인/코사인 함숫값 구하

기

반지름이 과 좌표 사이의 공변성과 불변성을 인

식하기

-단위원에서 사인/코사인의 정의

-삼각함수의 관계 확인하기

예컨대, 사인은 기함수 즉, sin  sin  
-단위원에 의해 사인/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기

축의 좌표가 단위원의 호의 길이임을 이해하기

-함수 성질에 대한 삼각함수 그래프의 해석

예컨대, 삼각함수의 정의역과 치역, 주기와 주기성

-그래프에서 삼각함수의 관계 확인하기

예컨대, cos  cos , 삼각방정식과 부등식

-실함수로서 주기함수의 유용성 이해하기

삼각함수 정의역의 실수화 인식

-수학 내적․외적 적용

4

삼각함수

의 극한과

미적분

4수준

-

sin 
의 극한값 추론하기

-공식의 단순화에 대한 이유 추론하기

-삼각함수의 덧셈정리와 합성

-삼각함수의 미적분법

-공식의 단순화에 대한 추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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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도

1수준에서는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원주

를 등분하는 경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등분할한 원주와 부채꼴의 중심각 사이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피자 등분 맥락을 활용할 수 있다.

2수준에서는 원 모양의 다양한 구체물을 사용하여 반지름에 대한 원

주의 비를 계산해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주율의 불변성과 반지름과

원주의 길이의 공변성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3수준에서는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각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부

채꼴의 중심각이 호의 길이와 넓이에 정비례함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원 모양의 색종이를 반씩 세 번을 접어 펼쳐보는

활동을 통해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탐구하고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하도록 한다.

[그림 5-2]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정비례 관계 (이준열 외, 2018: 206)

또한 회전관람차 사이의 등간

격을 맥락으로 활용하여, 한 원

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

이가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정

비례함을 지도할 수도 있다. 이

는 측정 대상의 각을 호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원리

(Clairaut, 2005; Freudenthal,

1983)를 내포하고 있다. [그림 5-3] 회전관람차의 맥락

(김화경 외, 2018: 194)

[그림 5-1] 원주의 등분

(김화경 외, 2018: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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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각과 호도법

4수준의 목표는 육십분법에서 각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던 것을, 호

도법에서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는 교수학적 분석

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교과서의 목표는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며, 지도 방식은 2차시 정도로 할당하여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

었다. 그러나 <표 5-1>의 핵심 개념 중 ‘일반각과 호도법’에서는 분할

전략과 곱셈 전략, 공변성과 불변성, 실수화와 단순화가 종합적으로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육십분법에서 호도법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위

해 적어도 4차시 이상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① 라디안의 정의

호도법은 각도를 호도로 전환하는 아이디어에 의미를 두고 지도해야

한다. 라디안인 부채꼴에서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중심각의 크기는 항

상 일정한 불변량이다.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불변인 이유는 Euclid

기하의 고유한 성질로 원주율의 상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디안은 학생들에게 이질적이므로, ‘일단 익히고’ 육십분법과 관련지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 비(比)의 의미를 살려 호와 반지름의 질적인 비교로

추측하도록 한다. 이때 각도 측정 단위를 다양하

게 변화시키면서 탐구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라디안이 실수라는 개념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중심각이 라디안인 부채꼴은 정

삼각형의 모양과 비슷해 보인다. 정삼각형의 한

변을 곡선으로 구부리면, 시각적으로 정삼각형의

와 비교해보고 그 크기가 보다 작은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다.

이제 학생들이 일단 익혀둔 라디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자. 교수학적으로 다음 질문은 매우 핵심적이다. 라디안

으로 어째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를 정했을까? 라디안은 곡선의



[그림 5-4] 정삼각형을 변

형한 라디안의 부채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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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화에 반지름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를 구적의 원리가 보여줄 수 있

다. 구적의 원리는 알고 있는 곡선의 구적으로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라

는 ‘Klein의 방식’이며, 함수의 역사적 발생에 부합되는 본질을 드러낸다

(Klein, 2004; 우정호, 2017: 121, 141에서 재인용).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와 같게 정한 것은 곡선의 단위를 직선과 맞추기 위함이었을 것이

다. 라디안이 표준화 단위임을 역으로 추론하면, 호와 반지름의 단위가

같은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는 무려 15세기까지도 삼각함수표 계산의 정

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루기 쉬운 직선(반지름)을 더 세분한 역사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위 넓이로 환원하는 도형 탐구의 역사적 사례는 많았다

(Clairaut, 2005: 100-104). 원형 도형은 원주율을 항상 내포한다. 그렇

다면 단위부채꼴도 로 정할지 고민했을 수 있다. 그러나 반지름과 호

의 길이가 인 부채꼴을 단위부채꼴이라 할 때, 원 전체와 단위부채꼴을

비교하면, 원 전체는 단위부채꼴의 배가 된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인 부채꼴은 단위부채꼴과 닮음이며, 이 성질을 이용하면 단위원

에서 반지름이 인 일반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라디안은

구적이 


인 단위부채꼴에서 도입한 단위이다.







 



[그림 5-5] 구적이 

인 라디안의 부채꼴

②호도의 분할 전략

학생들은 각도에서 호도로 이행함으로써 육십분법에서 실수로 전환함

을 의식화해야 한다. 원 전체를 분할하는 각도는 호도를 통해 실수와 일

대일대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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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름과 원주의 관계는 먼저, 분할 전략을 사용해서 출발을 해야 하

며, 곱셈 전략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분할 전략은 원 전체를 등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분할 전략은 육십

분법 각도를 분할하는 방법과 호도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은 각도에 주목하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살

펴보는 것이다. 은 약수가 많아서 등분하기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을 사용한다(황선욱 외, 2014: 50). 호

도의 분할 전략은 원주를 분할하는 방법이며, 극히 소수의 교과서에서

사용한다(정상권 외, 2014: 56).

[그림 5-6]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 [그림 5-7] 호도의 분할 전략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서는 육십분법의 각도를 참조하여 라디안을

정의하고 있다. 호도의 분할 전략에서는 호의 길이를 참조하여 라디안

을 육십분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육십분법은 각도의 측정값이며, 호도를 실수로서 받아들이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이해도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학

생들이 호도를 육십분법으로 환원해서 계산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

며, 라디안을 실수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는 이러한 교과서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원주를 분할하는 경험이 선행되어

야 하며, 이를 육십분법과 연계시켜야 된다. 그 후에 단위를 변환하는 공



- 168 -

식을 다루어야 하며, 나중에 단위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진행되도록 계

열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한 현행 교과서에서도 호도의 곱셈

전략을 먼저 사용한 후에,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도

계열상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실제로 이해도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

이, 학생들은 호도를 


이라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일 뿐 호도를 곱셈 전

략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분할 전략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호도법의 지도는 분할 전략에서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업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곱셈 전략은 rad단위로 시작한다. 단

위를 기초로 측정 대상을 보려는 것이며, 호의 길이에 주목하게 된다.

단위 변환 관계는 개념적 설명을 포함한 시각적 표상으로 제시해도

좋다. 다음과 같이 [그림 5-8](김용태, 2014: 299)에서 호도의 실수 표현

에 의 분할과 그 배수를 어림한 표시를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5-8]의

상세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변형하여 [그림 5-9](Coburn & Herdlick,

2011: 91)과 같이 간략하게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5-8] 단위 변환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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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단위 변환의 간략한 표상

이러한 시각적 표상에서 라디안과 같은 실수의 라디안에 주목하는

것은 단위에 대한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③ 라디안의 곱셈 전략

학생들에게 자칫 호도법을 호도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십분법으로

되돌아와야 생각할 수 있는 오개념이 나타나지 않도록, 호도의 의미를

살려 호도법의 차별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위에

대한 곱셈 전략은 중요하다.

곱셈 전략의 지도 방법으로 먼저, 라디안, 라디안과 더불어 라

디안을 구성해 보도록 한다. 선행연구(Akkoc, 2008; 송은영, 2008)에서는

학생들이  없는 실수의 라디안을 어려워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수의 라

디안은 호도를 반지름의 곱셈 전략으로 접근하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라디안과 같은 예를 시각적 표상에서 찾게 함으로써, 선행

연구에서 밝혔던 라디안에 항상 가 붙는다고 믿는 오개념을 줄일 수

있다. 이해도 분석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단위 변환의 곱셈 전략에 빈약

하였다. 시각적 표상은 단위에 대한 곱셈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곱셈 전략의 또 다른 지도 방법으로, 단위 반복 활동을 조작적으로 할

수 있다. Gleason(1995: 65)은 라디안의 부채꼴을 오려서 한 원에 붙여

보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오른쪽과 같이 변형하면, 비례관계의 공변

성을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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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단위 반복 측정활동 [그림 5-11] 변형 활동: → ≒ 

반지름의 길이를 달리한 라디안의 부채꼴들을 모아서 원 전체와 비

교해보는 조작 활동을 통해 반지름의 길이와 관계없이 라디안의 각도

가 일정함을 경험할 수 있다. 라디안 부채꼴을 여섯 개 붙이고, 반의반

으로 접은 


라디안 부채꼴을 더 붙이면, 원 전체를 덮을 수 있다. 이는

를 어림한 값이 된다.

 


(라디안)   (라디안)

선행연구(Klein & Hamilton, 1997)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원

주에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가 몇 번 놓이는지를 탐구한 방법

으로 라디안의 이해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호도법은 원 전체를 분할하는 각도의 분할 전략이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호도를 라디안의 곱셈 전략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도법

의 차별성은 굳이 어려움을 느끼는 라디안의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받아

들이도록 돕는 것이다.

④부채꼴 공식의 곱셈 전략

호도법을 사용하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은 학생들이 수학

적 간결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이해도 조사 결과에서 학생

들은 각도가 주어지면 육십분법의 공식이 편리하고, 길이가 주어지면 호

도법의 공식이 편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육십분

법의 공식과 호도법의 공식은 동일한 측도를 구하는 목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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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주어진 정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두 공식은 단순화에 차별성을 갖는 쉬운 예로써 의식화해야 한

다.

육십분법의 공식과 호도법의 공식을 비교해보는 과제를 통해, 육십분

법은 


을 곱하는 추가 조작이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육십분법

은 각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 전체에 대한 비율(


)로

나누기를 해야 한다. 반면에 호도법은 추가 조작 없이 각도 비율만큼의

값을 바로 곱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학적 간결성은 수학

적인 직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전개방식은 호도법의 차별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 의해 오히려 증명을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육십분법으로 환원하는 경향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호도법 자체의 간결성이 가져다주는 직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5-12]와 같

이, 라디안의 부채꼴에 대한 비례관계는

원과 부채꼴의 전체-부분 비례관계(분할

전략)와 같은 원리이면서 라디안일 때 약

분 절차가 생략되는 간결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시각적 표상은 호도

의 분할 전략을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전

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심각에 대한

정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쉽게 유도할 수 있다. 각도 단위가 라디안이면, 다음

식이 성립한다.

라디안
 라디안 

 

 ,    라디안 

 라디안 







이해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채꼴의 공식은 단순해서 여전히 호도법

의 간결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보다 복잡한 활용 맥락을 제시할

 (넓이)

[그림 5-12] 각도의 수학적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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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호도법에서 호의 길이 공식을 활용하는 과제는 경도가 같은 두

지역의 위도의 차를 거리로 환산하는 맥락이다.

경도가 같은 서울과 광주의 위도가 각각 °N, °N이다. 두 지역이  km 떨어

져 있을 때, 지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 보자. 

(단, 는 로 계산하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다.)

(김화경 외, 2018, 활동지)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 의한 해법>

답:     이므로 


 


에서  ×

×
≒  (km)

<호도의 곱셈 전략에 의한 해법>

답:    이고  ×  32) 이므로, ×

 

따라서  
×

≒ (km)

[그림 5-13] 분할 전략과 곱셈 전략의 단순화 비교

이 과제는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으로 해결하였을 때 수식과 계산이

복잡해지는 반면에, 호도의 곱셈 전략에 의한 해법은 계산식도 간단해지

고 호도법의 간결성을 의식화할 수 있다.

3.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미적분

4수준에는 삼각함수와 그 미적분을 다룬 이후에, 라디안의 가치가 확

고해진다는 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확인되었는

데, 삼각비로부터 삼각함수로의 개념적 일반화는 근세 이후 해석학의 발

전에 수반된 역사적 발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삼각함수는 처음 도입될

때에는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지만, 좌표평면 위에서 원함수

로서 확장되고 단위원에 기초하여 재정의하게 된다. 이때 정의역은 맥락

32)  ×   인 관계를 이용하면,  ×  를 쉽게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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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에 따라 각도, 호도, 실수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이 이

루어질 때 삼각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로 재개념화된다. 실변

수 삼각함수는 주기 현상의 중요한 도구로써 유용성을 갖는 의미가 있

다.

그러나 교과서의 전개방식은 호도를 실수로 암묵적으로 사용할 뿐, 삼

각함수의 정의역과 그 미적분이 실변수임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원의 닮음에

의해 길이비와 같다고 제시할 뿐 단위원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도

록 드러내지 않았다.

삼각함수가 실변수를 다루는 이유를 추론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위원의 시각적 표상을 직관적으로 즉각 파악하는 이해가 요구된

다. 그러나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 따르면, 이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즉각 파악하려면, 학생들이 단위원의

직관성을 사용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단위원은 관련각(reference angle,

) 의 예각을 이용하여 직각 이상의

삼각함수 값을 쉽게 구하도록 돕는다

(Coburn & Herdlick, 2011: 117). 단

위원에서는 중심각 rad에 대응하

는 호의 길이가 1라디안이기 때문이

다. 수학적 분석에서도 라디안이 단

위원에서 그 중심각에 대응하는 호의

길이임을 확인하였다.

원운동의 삼각함수는 단위원에 앞

서 동심원에서 닮음비를 이용하였다. 삼각함수는 각도의 상대적인 크기




에 대해 수직 수평 거리의 상대적인 위치


 


를 관계로 보는 것

이다. 삼각함수의 상대적인 양적 추론에는 수학적인 닮음 구조와 직각삼

각형의 삼각비에 연계되는 관점의 전환이 있다. 즉, 각도의 불변성을 닮

음의 길이비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단위원으로 단순화하면, 반지름을

생각하지 않아 간편해진다.

[그림 5-14] 단위원의 관련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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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단위원의 직관성을 이용한다. 단위원에서 각의

변화에 따른 좌표인 사인의 변화를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각의 변화는

좌표, 사인의 변화는  좌표의 순서쌍이 된다. 단위원의 좌표를 좌표

평면의  좌표로 직관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단위원의 좌

표의 경우는 연계성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여 기하 맥락에서는 곡

선을 직선화하므로 계산의 정확도에 문제가 있으나, 대수 맥락에서는 무

리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래프 맥락에서도 다음과 같이 직관

적인 같음을 설명할 수 있다(Coburn & Herdlick, 2011: 131).

[그림 5-15] 단위원의 호도 이용

이는 선행연구(Akkoc, 2008)에서 수직선으로 단위원을 감싸도록

(wrapping)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sin와 같이 정의역이

실수인 호도에 대해 삼각함수의 값을 어림잡아 추측 가능하다.

삼각함수 미적분의 기초가 되는 극한값에서도 단위원의 직관성을 이

용한다. 이해도 분석 결과, 학생들은 호도법의 필요성을 삼각함수의 미적

분 공식이 간단해진다는 계산상 편의성으로 알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적 이해의 정도로는 굳이 어렵게 느끼는 라디안의 중

요성을 학생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 분석에 의하면 라디안의 도입으로 삼각함수의 미적분이 단순

화되었으며, 미적분 이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토대가 되었다. 학교수

학에서 학생들은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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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삼각함수의 미적분이 단순화될 수 있다는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개선방안을 적용한 수업을 설계한다.

제 2 절 교수 학습 방안

호도법을 바탕으로 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으로는 일반각

과 호도법, 삼각함수의 뜻과 그래프,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이 있다.

이들 내용 전반에 걸쳐 교수 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이들 내용 중에서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

요하며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개선방안

을, 현행 교과서의 내용 전개와 비교하여 <표 5-2>와 같이 구성하였다.

현행 교과서 개선 방안

구적의 원리

라디안 라디안, 호도의 정의

육

십

분

법

의

분

할

전

략

호

도

의

분

할

전

략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공변성

인식 (닮음)

반지름 
원주 

 의 불변성 (닮음)

를 등분할

등분할 결과를  rad에 근사

(표상)

 


≒ (실수) →



단위 변환 (특수각) 단위 변환 (특수각)

<표 5-2> 현행 교과서의 내용 전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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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에서는 육십분법 각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호도와 육

십분법 각도 사이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을 뿐, 호도법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공변성과 불변성, 분할 전략과 곱셈 전략, 실수화와 단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원 전체를

분할하면서 그 부분적인 각도에 주목하는 한계점에 부딪히고 라디안

과 같은 실수로서의 라디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에 대해 각도의 분할 전략을

재차 사용하여 증명만 할 수 있을 뿐,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치가 있

는 라디안의 본질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라디

안의 실수화와 단순화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개선 방안에서는 먼저,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라디안의 본질을 반

영하였다. 라디안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를 비교하는 비의 개념에

기초하여 호도를 반지름 단위의 곱셈 관계로 추론하는 직관적인 개념이

다. 학습 경로에서 역할이 드러나는 호도법 개념 분석틀의 6가지 요소들

은 진하게 처리하였다.

라디안의 개념 지도를 위해 라디안을 구적의 원리로 의미 있게 도입

rad
의

곱

셈

전

략

반원의 호   × 포함한 일반각의 호
단위 반복 측정활동(곱셈)

   rad의 근삿값 어림

반원의 호    × 반지름 추론
호    × 반지름 추론

  ⋅ 추론

단위 변환 (실수)

부채꼴 공식의 분할 전략 부채꼴 공식의 곱셈 전략

  


증명   ⋅ 직관

단순화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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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라디안을 대상으로써 다룰 수 있도록 정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하여 원주를 등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때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둘레와 반지름의 비가 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공변성과 불변성을 바탕으로

반지름
원주

가 일정함을 인식하고 그 값이 보다 약간 큰 실수에 대응됨

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반지름
원주

  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했을 뿐, 논리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고등학교 수준에

서는 모든 원이 닮음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변성과 불변성을 이론적

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결과로반지름
원주

  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라디안이 보다 약간 작은 각도에 대응

될 수 있다는 개념이미지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단위를 변환하는 일대

일대응 관계를 도출하고, 를 직관적으로 분할하는 특수각부터 라디안

변환을 연습해야 한다.

이제 라디안의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라디안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곱셈 전략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

다. 먼저, 반원의 호   × 포함한 일반각의 호 를 만족하는 값을

추론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심각이 인 부

채꼴의 호의 길이를 척도로 하여 반원의 호를 측정한 측도는 이기 때

문에 육십분법의 는 


에 대응됨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

행 교과서에서는 ﾟ×ﾟ×

 


(라디안)와 같이 공식을 적

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이는 실수 사이의 연산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 단위를 떼고 있는 것이다. 이해도 분석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육십분

법의 도 역시 라디안과 같이 생략하면 실수가 된다는 오개념을 보이

고 있다. 또한 반원의 호  × 포함한 일반각의 호 를 만족하는 

값을 추론하는 활동은 분할 전략에서 곱셈 전략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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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서,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라디안을 추론하기 위한 예비적 활동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전제되어야 학생들은 라디안을 실수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라디안을 단위로 한 반복 측정활동

을 통해 라디안, 라디안, 라디안의 근삿값을 육십분법으로 어림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활동으로는 반원의 호   × 반지름 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호   × 반지름 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호도와 반지름의 길이로 일반화하면, 호도는

반지름의 곱셈 관계이며, 수학적으로는   ⋅이 라디안을 단위 호도

의 비례상수로 갖는 선형사상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호도법의 공식

  와 육십분법의 공식   ×


를 비교함으로써 육십분법의

공식에 존재하는 


의 인수가 호도법의 공식에서는 사라지며 결과적

으로 공식이 간결해진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라디안의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호도법의 지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도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행의 육십분법 분할 전략이 아닌, 호도의 분할 전략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도의 분할 전략에서 곱셈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가 있으며, 곱셈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라디안의 배수로 호의 길

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곱셈 전략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를 단위 호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 과제를 제시한다. <표 5-2>의 개선방안에

따라 모든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이 작업도 방대하여 제한적으

로 수업을 설계하고 지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교과서에

서는 분할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곱셈 전략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라디안의 곱셈 전략을 사용한 교수 학습 방안의 수업 설계

를 시도한다.

<표 5-3>은 2015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한 라디안의 곱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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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지도안(2차시 분량)을 제시한 것이다.

주제 라디안의 곱셈 전략 수학Ⅰ 고2

단원 대단원 삼각함수 중단원 일반각과 호도법

성취

기준
[12수학Ⅰ02-01]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

학습

목표

수업을 마치면 학생들은

1.  라디안을 어림하고, 라디안을 도로 단위를 변환할 수 있다.

2. 호의 길이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   ⋅ 를 추론할 수 있다.

3.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서 호도법의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

다.

전시

학습

전 시간에 학생들은

1. 호도를 이용한 분할 전략으로 를 등분할 하는 방법을 배웠다.

2. 특수각을 라디안으로, 를 등분한 라디안을 특수각으로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을 배웠다.

준비

물

1. 수업 활동지, 과제 활동지

2. 둥근 색종이, 자와 컴퍼스

3. 교사용 컴퓨터 및 프로젝터, 칠판

수업 계획

도입

(10분)

Ÿ 라디안의 의미: 원을 등분해서 그린 내접 정육각형과 로 이

루어진 단위부채꼴의 개념이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라디

안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과 단위 통일한 호도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다.

전개

(80분)

Ÿ 일반각의 라디안 계산(20분): 수업 활동지를 내주면서 학생들

이 수행할 과제를 설명해 준다. 를 포함한 일반각을 척도로 하

여 반원의 호를 측정한 측도로 나타낸다.

Ÿ 단위 반복 측정활동(20분): 라디안 부채꼴로 원 전체를 덮어

보는 조작 활동을 통해 회전 전체를 라디안으로 어림한다.

  라디안, 라디안 등을 어림하고, 도 로 단위를 변환한

다.

Ÿ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계 추론(20분): 반원의 호와 반지름, 주

어진 측정 대상의 호와 반지름을 비교하는 추론 과정을 통해

  ⋅ 의 곱셈 전략을 추론한다.

<표 5-3> 라디안의 곱셈 전략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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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sin ’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던 것은   라디

안 등 유리수로 표현된 일반각의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미지를 구성하지

않고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에 의존하여 육십분법의 도를 무의미하게

참조해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라디안의 개념이미지를 명확히 구성함

으로써 라디안의 표준화 단위로서의 의미로 반지름을 기준으로 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역사적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교실에서 구현하

는 방법으로 Thompson과 동료들(2007: 420)은 반지름의 직선과 호의 곡

선을 비교할 때, 끈을 이용하여 반지름 길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측정하

는 활동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호도법과 관련된 교육과정과 핵심 개념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인 지도 과제는 일부만 제시하고, 후속연구로 남기

고자 한다.

수업을 설계하기 위한 지도 과제는 교과서 과제변형 방법(Thompson,

2016; Watson & Mason, 2005)을 활용하였다. 과제변형 방법의 의의는

기존 과제에 대한 약간의 변형이므로 크게 어렵지 않다는 실천가능성에

있다. 또한 주변만 바꿈으로써 학생 스스로 수학적인 추론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부족한 지식을 확고한 지식으로

바꾸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이 무엇을 아는지 생각을 드러내도록

하여 교사가 보완할 정보를 확인하고 수업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본연의

목적을 위한 과정중심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다(Thompson, 2016).

다음은 지도 과제별로 학습활동을 제시한 것이다.

Ÿ 호도법의 단순화 추론(20분):   와   ×


을 비교

하는 활용 과제에서 호도법 공식의 단순화를 추론한다.

마무

리

(10분)

Ÿ 수업 활동지는 수거하고, 과제 활동지(일반각의 단위 변환 연습)

를 내주고 연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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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를 포함한 일반각의 라디안 계산

지도 계획

성취

목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를 포함한 일반각을 척도로 하여 반원의 호를 측정한 측도로 나

타낼 수 있다.

과제

구성의

의도

를 포함한 일반각의 라디안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습활동

⑴ 다음에서 육십분법의 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①    ②    ③   

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② 


③ 



학생들은 육십분법의 중심각의 크기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에 주목하도록 해야 한다.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   으로부터 에 대응되는 호의 길이는 


임을

추론하도록 한다.

⑵ 다음에서 육십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①    ②    ③   

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② 


③ 



⑶ ⑴ 과 ⑵의 답을 비교하고, 자신의 답을 설명하여라.

학생들은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의 결과와 호도법의 곱셈 전략의 결과가 일치함을 확

인하고, 단위원에서 호의 길이와 라디안의 관련성을 깨닫게 된다.

<표 5-4> 과제 1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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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단위 반복 측정활동

지도 계획

성취

목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공변성을 이해하고, 라디안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불변임을 이해하며, 원 전체를 라디안에 비교하

여 어림할 수 있다.

과제

구성의

의도

Gleason(1995: 65)을 변형하여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구체물을 통해 하나의 대상으로써 확고히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습활동

- 준비물: 시간 절약을 위해 과제로 미리 준비해 오도록 한다.

① ‘다양한 크기의’ 둥근 색종이에 라디안 부채꼴을 그려서 오린다.

②또 다른 둥근 색종이의 중심점을 잡는다.

- 조작 활동: 본 수업에는 활동만 실시한다.

③ ②를 판으로 두고, ①을 중심점에 맞추어 붙인다.

라디안 부채꼴을 오릴 때 크기가 다르도록 변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은 라디안의 공변성과 불변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⑴ 원 전체에는 라디안을 몇 개나 붙일 수 있을까?

⑵ 남는 부분에 대해 추론해 보자.

학생 활동 예시 답안: 라디안 부채꼴을 개 모아놓고 남는 공간에 번째 부채꼴

을 반의반으로 접어서 라디안을 더해 주었다.

<표 5-5> 과제 2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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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을 모두 적어 보아라.

학생 활동 예시 답안: 라디안의 크기가 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라디안의 크기는 보다 조금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라디안  

정리: 실제 라디안의 크기는 약 이다.

 라디안 ≒ 

과제 3 일반각 라디안의 어림

지도 계획

성취

목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라디안, 라디안 등 일반각의 라디안

을 라디안의 호의 길이와 비교하여 어림할 수 있다.

과제

구성의

의도

일반각의 라디안을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학습활동

⑴ 다음 <보기>와 같이 호도법을 육십분법으로 어림하여라.

<보기>

   → 

①   

②   

③   

<표 5-6> 과제 3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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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 

②    → 

③    → 

⑵ 다음에서 호도법의 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②  ③ 

학생들은 호도가 유리수일 때, 호의 길이는  임을 알 수 있다.

호도 호의 길이

<보기>    → 

①    →

②    →

③    →

과제 4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계 추론

지도 계획

성취

목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라디안의 곱셈 전략으로 호의 길이를 구한 것과 기존의 공식을

비교함으로써 호도법의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으며,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과제

구성의

의도

라디안의 곱셈 전략을 사용하여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계를 일반

화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호도법의 단순화를 추론할 수 있

다.

학습활동

⑴ 다음에서 호도법의 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표 5-7> 과제 4의 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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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 각도의 개념화 수준, 교육과정 분석,

이해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각과 호도법의 교수 학습 방안을 구안하

였다.







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② 



호도 호의 길이

①    →

②   


→

⑵ 다음에서 육십분법의 에 대한 호의 길이를 구하고, ⑴ 과 비교하여라.

학생 활동 예시 답안:

①  ② 



학생들은 호도를 사용한 ⑴의 결과와

기존에 알고 있던 ⑵의 결과가 서로 같

음을 확인함으로써 ⑴의 과정에서 단순

화를 경험할 수 있다.

육십분법 호의 길이

①    →

②    →

⑶ 다음에서 호도법의 와 호의 길이의 관계를 추론하여라.

학생 활동 예시 답안:   ⋅ 임을 추론할 수 있다.

학생들은 ⑴, ⑵의 활동을 통해서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계를 일반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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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논의

이 장에서는 교수 학습 방안을 통해 호도법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방

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호도법 지도에 적용하여

호도법 관련 내용의 지도 계열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반각과 호도법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교과

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

적인 방법으로 호도의 분할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해도 조

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호도법을 학습한 이후에도 육십분법을

참조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는 현행 교과서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호도

의 분할 전략을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호도법의 지도에서는 궁극적으로 호도의 곱셈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

데, 이 활동의 토대로 호도의 분할 전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

한 관점에서 일반각과 호도법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호도의 곱셈 전략은 호도법의 본질이나, 현행 교과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안과 지

도 과제를 제시하였다. 호도의 곱셈 전략을 통해 호의 길이와 호도의 관

계를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화의 가치를 경험하는 기

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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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호도법은 현재 어떻게 지도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이해 양상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지

도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드

러내기 위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교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호도법의 계열과 내용을 분석하고 선정한

교과서를 외국의 교과서와 비교분석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해

도 조사를 통하여, 호도법의 학습-지도상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호도법 지도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하

에서는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

고자 한다.

호도법의 학습-지도에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육십분법을 사용해도 충

분히 편리했으나, 호도법을 학습하면서 ‘왜 불편한 것을 새롭게 배우지?’

라는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세워야 한다. 이

를 위해 역사적, 수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호도법의 이론적 분석을 하

였다.

교수학적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역사발생 과정을 분석하였다. 호도

법의 발상은 일찍이 Ptolemy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호도법이 각도 자

체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의미였다. 그에 반해, 호도법이 수학

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육십분법과 비교해 본다면 그 역사가 매우 짧다는

특성을 알았다. 호도법에 대한 진정한 수학적인 취급이 더디게 발전하게

된 것은 개념상의 복잡성 때문에, 수학자들이 라디안 개념을 정의하기까

지 오랜 기간 고심했던 것이다. 수학자들은 잘 모른 채 물리학에서 제안

하는 라디안 척도를 가져왔으나,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적용에

서도 라디안이 육십분법보다 훨씬 더 편리함을 점차 알게 되었다. 그렇

더라도 학생들에게 호도법을 일단 사용하면서 그 필요성을 오래도록 고

심하고 점차 알아가도록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다. 역사적 분석은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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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학습 동기 유발 요인을 찾고 어려움의 근원을 밝히도록 하였다.

호도법의 발달은 미적분학을 기점으로 하여 계산에서 함수 맥락으로

변화하면서, 원의 호의 길이에서 동심원의 닮음비로, 이는 다시 단위원의

호도로 각도를 단순화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 호와 현의 길이를 반지름과 같은 단위로 비교하는 계산 문제

가 중요해졌다. 궁극적으로 라디안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를 이용하므로

단위를 생략하고 실수로 전환할 수 있는 개념으로 완성되었다.

호도법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라디안을 단위원의 호의 길이로 즉각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움을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과제를 설계해

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호와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단

위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육십분법에서 임의단위

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라디안의 표준단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

게 해야 한다. ‘  sin  에서 는 실수가 아니라면?’과 같이 의

도적으로 오류를 포함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만 대입

해 보더라도 계산상 복잡하다는 불편함을 통해 삼각함수의 정의역이 각

도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깨달을 수 있다.

교수학적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수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교과서

에는 호도법과 육십분법의 관계가 등호에 의해 표현되어 있다. 이는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으로써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호도법과 육십분법

의 관계는 일대일대응 함수이어서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논

리상 동치일 뿐,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는 말아야 한다. 호도법으

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각도를 표현하기에 단순히 가능해서 바꿔본 것

이 아니라, 그 고유한 가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수학적인 ‘필연성’으로 해석하였다. 학생들에게도 호도법의 필요성은 수

학적으로 필수불가결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학적 분석의 목표는 등

호 표기로 인해 육십분법과 같다고 오해하게 되는 호도법의 고유한 가치

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단위 생략은 물리학적 맥락에서 관점을 ‘호도’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라디안은 물리학에서 발생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토대로 ‘추가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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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라 해석하였다. 수학적 표현으로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호도

(circular measure)란, 호를 단위로 측정한 실수이며, 라디안을 단위로 하

면 


을 말한다. 단위 생략은 다양한 각도 측정 단위 중에서 라디안의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라디안이 각도의 표준화 단위가 된 이유와 관

련이 있었다. 


에서 호의 길이가 단위 호도와 같은 단위를 갖는

다는 의미는, 분자-분모에서 단위도 상쇄되어 라디안을 생략가능하게 하

는 근거가 된다. 또한 단위가 같아진 것은 따로 고려할 필요 없이 단위

를 통일하는 하나의 절차를 줄여줬다는 의미이다. 역사에서도 동심원의

닮음비에서 단위원의 호도로 단순화된 과정을 보면, 절대적인 산술 단위

인 에 의해 을 단순화할 여지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편의성 덕

분에 라디안은 각도로서 표준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은 각의 크

기를 측정하는 방법 자체이므로, 라디안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라디안은 각도 


을 어떠한 추가 조작 없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각도 단위다.

한편, 교과서에서는 라디안을 단위원으로 표상함으로써, 단위원의 호

의 길이


 만으로 즉각 파악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직관적으

로 시각적 표상을 참조하면, 라디안은 단위원의 호의 길이다.

비와 비례관계에 관한 수학적 분석에서는 역사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동심원의 공변성을 거쳐 단위원의 불변성으로 진행하는 지도 방향을 제

안하였다. 호도법을 원의 닮음으로 해석하면, 


의 불변성은 Euclid 기

하의 고유한 성질인 원주율의 상수성을 내포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

다. 라디안은 Euclid 기하의 고유한 성질을 어떠한 추가 조작 없이 가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 단위다(임장미, 2018).

상위 수학으로 수준을 높이면, 라디안의 가치는 보다 분명해진다.

Fourier 급수는 사각파와 같은 불연속함수도 연속적인 사인함수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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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근사함으로써 함수의 개념을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높

이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Fourier 급수는 임의의 함수에 근사하는 절차

가 쉽다. 직교성을 이용하면 계수를 결정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수

학의 유용성은 단순할수록 그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Fourier

급수에서 기저의 정규 직교성은 정적분에 의한 내적으로 계산된다. 따라

서 라디안은 Fourier 급수의 유용성을 위해 계산상의 편의성을 보장하는

필연적인 단위다.

이러한 수학적 분석은 라디안의 단순화 가치를 보여주었다. 라디안 척

도는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던 이유를 보여준다.

그러나 호도법은 수학적이고 정확하지만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호도법을 지도할 때 먼저, 학생들은 라디안의 단순화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가능하다면 수학적인 귀결이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수학적으로 알면 편리해지는데 알게 되기까지가 어렵다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라디안이 수학적 간결성을 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단순화

를 실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육

십분법과의 차별성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수학적 분석 결과, 호도법의 수학적 귀결을 위해 <호도법의 개념 분

석틀>을 도출하였다. 호도법의 이해를 위해 각도의 단위 변환, 길이비의

단위 생략, 라디안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단위 구성이 핵심적인 개념 요

소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도법의 단순화를 표현하기 위해 [각도의 수

학적 표현] 다이어그램을 제시하였다. 이는 단위원의 표상에 비해 라디

안을 곧바로 대응시키지는 못하나, 


의 공변성을 살린 시각적 표상이

다. 이를 통해 측정하는 호와 단위 호의 곱셈적인 비교를 직관적으

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곱셈 전략은 radian measure를 반지름 측도

보다 호도법(circular measure)으로 해석한 것이 적절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각도 단위 중에서 라디안은 단위가 상쇄되어 단위 변환 인

수로 만 남게 하므로, 라디안의 단순화 가치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교수학적 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선행연구를 통한 교육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동안 호도법의 학습-지도는 삼각함수의 전개에 주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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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도를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호도법의 지도방안은

각도의 계열에서 삼각함수를 포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학적

분석 결과, 호도법의 각도 계열은 1수준은 비형식적인 원의 등분 수준, 2

수준은 호의 길이로 수량화하는 수준, 3수준은 육십분법에서 각도의 분

할 전략 수준, 4수준은 호도법에서 호도의 곱셈 전략 수준, 5수준은 형식

화의 수준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각도의 개념화 수준>으로

도출하였다. 특히 5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수학적인 각도와 호도법의

함수를 [호도법의 관계:   ]로 제시하였다.

교과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는 호도법에서도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

을 사용하는 반면에, 외국 교과서는 호도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한 것을

확인하였다. 호도법의 곱셈 전략은 계산의 편의성을 보장하고 수학적 표

현에 심미성을 주며 결과적으로 간결해진다는 의의가 있다.

이해도 조사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라디안의 차별성을 단위 변환 측

면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례 분석에서도 “육십분법에서는

나누기 연산이 사용되고 있지만, 호도법에서는 곱셈만 사용되고 있다”는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라디안의 단순화를 대체로 감지하

고 있었다. 단순화의 이유도 몇 가지로 분류되었다. 절차가 빠진다는 단

순화에 대한 답은 “선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단위의 변환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원주율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원의 성질인 를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단순화가 드러

났다는 답은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된다”, “계산 과정, 사고 과정이 더

간단하다”, “주기 등이 더 깔끔하게 표현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수학적

인 단순화를 답한 경우도 있었다. “rad에 대한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다

는 가정 하에 연산이 훨씬 간단하다”, “ ×


으로 생각하던 비율을

라는 비율로 생각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상 같은 것이지만 약간 더 간

단하다고 느낀다”. 이해도 조사 결과, 두 가지의 결론을 내렸다. 첫째, 라

디안은 각도로서 


을 구하는 결과는 일관적이나, 분할 조작 없이 곧바

로 곱셈 전략을 취하는 과정상 차별성을 보다 분명하게 알았다. 특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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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에서 라디안의 곱셈 전략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화를 인식할 수 있었다. 부채꼴의 공식은 라디안의 차별성을 인식하

도록 하는 중요한 학습 소재로서 가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이해도는 단위 변환 측면에서 좀 나았을 뿐, 단위 생

략과 단위 구성에 대해서는 도구적 이해에 머물러 있었다. 학생들은 단

위 변환의 분할 전략을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곱셈 전략, 단위

생략의 공변성은 도구적 이해에도 못 미쳤으며, 단위 구성의 실수화는

관계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서의 전개방식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호도법 지도의 개선 방향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호도법 지도의 개선방안은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과 각도의 개념화 수

준을 반영하여 <호도법의 내용과 관련된 지도 계열>을 전반적으로 구성

하여 제시하였다. 호도법에 해당하는 각도의 개념화 4수준으로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과제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으며, 현행 호도법을 지도

하고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여 <일반각과 호도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였다. 학생들이 호도법에서도 자꾸 육십분법으로 되돌아가 참조하는 경

향성을 보고했던 것에 대해, 교과서의 전개방식이 호도법의 곱셈 전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십분법의 분할 전략은 호도의 분할 전략을 거쳐 단위의 곱셈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열과 단위의

곱셈 전략에 한정한 지도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로써 호도법의 본질에는

단위의 곱셈 전략이 내재되어 있음을 육십분법과 전략적인 차이로 드러

냈으며, 이를 단순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일부 이해도 조

사 결과로 확인하였으나, 호도법의 곱셈 전략이 단순화의 가치를 의식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그 밖에 [단위 변환의 일대일대응 함수], [합성함수로 표현한 삼각함

수], [구적의 원리에 의한 라디안]과 같은 호도법의 개념 설명을 다양

하게 시도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호도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지도하는 방

법을 찾고자 하였다.

학교수학에서는 삼각함수의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각함수를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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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다루려는 의도가 강했다. 학생들은 결과적 지식을 다 알더라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놓치기 쉽다. 호도법에서 반지름의 길이 변화의

과정은 왜 호도법이 심미성의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화된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결과적 지식의 적용보

다 힘든 인내의 과정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그 이전의 복잡한 과정을 힘

들다고 느끼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교실에 결과적 지식이

존재할 때 그 해상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결과 지식

을 고해상도 카메라의 안목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호도법에 대한 진정한 학습

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사문항에 대한 현장

의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한 후 교수목표의 형식화에 이르렀다는 의의가

있다(우정호, 2010: 396). 기존 연구들은 호도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부족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육십분법

과의 변환 공식 위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이

해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로부터 각도의 개념화 수준을 도출하

였으며, 그에 따른 지도방안을 연구하였다. 수학적 분석에 의해 형식화

수준을 추가하여, 학교수학에서부터 대학 수준까지의 각도의 개념화 수

준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개념 이해가 아닌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학습에 그치고 있는

호도법 학습-지도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과 이론적인 관점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사례

분석은 일반성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표본이

작지는 않으나, 특정 고등학교에 소속한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표

준화된 검사도구가 아니었다. 또한 외국 교과서를 선정할 때 국내 연구

기관에 소장하고 있는 접근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부 교과

서로부터 각국의 호도법 교육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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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해도 양상의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는 여러 데이터 중에 일부만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호도법의

개념 분석틀에 포함된 개념 요소별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각도의 개념화 수준에서 핵심 개념을 포괄하는 교수 학습 방안

을 구안하고 이에 대한 교수실험 결과의 사례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한

다. 먼저, 본 연구에서 구안한 일반각과 호도법의 교수 학습 방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도 교수 학습

방안의 설계, 실행, 반성이 요구된다.

셋째, 호도법의 단위 구성에서 단순화와 실수화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개념 이해를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으나, 학교수학에 반영되기는 어려웠다. 그 이유는 학교수학에서 관

계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채 도구적 이해에만 머물러 자동화되었더라

도, 이후의 학습에서 결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도법에서는 단

순함이 최선이라는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호도법 이후

의 과제에서 학생들이 단순함을 무시하고 분할 전략에만 머물러 있는 경

우에 를 와 약분하기 쉬운 상황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제들을 설계하여 실행 결과를 관찰 분석하면 호도법의 개념 이해에 대

한 본고와 같은 주장은 더욱 뒷받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호도법의 학습-지도에 관한 기초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교

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호도법의 지도방안이 호도법 지도의 실

제와 수학교육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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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dactical analysis on the

radian measure

Jae-Geun Yoo

Departma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Kyeong-Hwa Lee

This study is based on previous studies which investigated

students’ misconceptions and examined of the construction of

instruction plans. Without the multifaceted analysis of the essence of

the radian measure, these studies are insufficient for developing

practical solutions to the problems.

All circles are similar in Euclidean Geometry. The radian measure

is the method of measuring the angle using the length of the arc.

This is also appropriate for the simplicity that modern mathematics

pursues. The radian measure uses the real number without a unit

while the degree measure uses the degree as a unit. The two

measures have a one-to-one correspondence but they are not

equivalent. However, students who lack conceptual understanding

have a tendency to accept the degree measure and the r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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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as equivalent. Notably, an equal sign such as

‘rad


’ is usually written in the mathematics textbooks. It

causes students to misjudge that both of them are equivalent. This

results in students not being able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principles and accepting ‘ radian’ based on the conversion formulas

of the sexadecimal method. In order to improve teaching methods of

the radian measure, I analyzed what the nature of the radian measure

is and what students have understand about the radian measure.

This study attempts a didactical analysis of the radian measure

and searches for improved teaching methods. There are two main

points that are focused on in this paper. The first is the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radian measure. The second is on

how the radian measure is being taught and how students

understand.

The study found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of the radian

measure through analyzing historical, mathematical, pedagogical points

of view. A major finding was that the unit conversion of angles, the

unit omission of length ratio, and the unit construction are the key

conceptual elements of the radian measure. The levels of the angle

measure conceptualization are derived from the key conceptual

elements of the radian measure. The unit construction made by the

circular measure of a unit circle is the basis for intuitive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trigonometric function, and

convenience of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The derived levels of

the angle measure are used as a reference for design tasks and

lessons of the radian measure.

The sequence and content of the radian measure in the

mathematics curriculum analyzed by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mathematics textbooks with selected foreign textbooks. It reveals



- 215 -

some defects of our textbooks that have focused only on the

application of the unit conversion by using formulas. This causes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multiplication strategies of the circular

measure fundamental to the teaching of the radian measure.

To address specific issues in learning the radian measure,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on students who have completed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students lack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unit omission and

unit construction. The implications from the didactical analysis

including the survey of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radian

measure are the underlying principles for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provide insight into how to improve the teaching of

the radian measure.

In conclusion, if provided the opportunity to discover the

multiplication strategy of the circular measure intuitively, students

will come to understand more. The radian measure is converted to

real numbers,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mathematical simplicity

and is fundamental to the usefulness of the real variable

trigonometric function. Finally, it will lead students to accept the

necessity of the radian measure.

keywords : didactical analysis, levels of angle measure

conceptualization, circular measure, radian measure, unit circle,

real variable trigonometric function

Student Number : 2003-3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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