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원주율 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허  선  희



원주율 에 대한 교수학적 분석

지도교수  김 서 령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학교육과

허  선  희

허선희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7월

위 원 장 유 연 주 (인)

부위원장 이 경 화 (인)

위 원 김 서 령 (인)



- i -

국문초록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에서 길러주어야 할 여섯 

개의 교과 역량 중 하나로 창의･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융합은 

수학적 연결성과 깊게 연관된 역량으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

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

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

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주율은 다양

한 수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 수학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지도해

야 할 수학적 개념 중 하나이다.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수학적 개념

과 연관되어 완성되어 온 의 역사는 원주율이 수학의 연결성을 설

명하고 적용하기 좋은 소재임을 드러내주는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

이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개념의 깊이가 단순하고 쉽지 않음을 보

여준다. 원주율을 수학적 연결성 측면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은 원주

율 개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수

학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원주율을 지도할 때 필요한 교사의 교수학

적 내용 지식(PCK)을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이해

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원주율, 수학적 연결성,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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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의 지식을 이해하

고 기능을 습득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

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수학 교과 역량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6가지 수학 교과 역량 중 하나인 

창의･융합은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

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

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

을 수학과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

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수학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이하 NCTM)에서 ‘Curriculum 

and Evaluation Standards for School Mathematics’을 통해 과정 규

준으로 제시한 수학적 연결성(Mathematical Connections) 규준을 떠

오르게 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수학 교과를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로 정리하고 있다. ‘수학적으로 관

찰하고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는 각각의 수학적 개념과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

을 습득한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원리, 법칙을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수학을 바라보고, 다른 교과 더 

나아가 현실 세계의 다양한 현상과 연결하여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

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융합’역량은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내적 연결)하고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외적 연결)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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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율은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있어 수학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할 수학적 개념 중 하나이다. 기원전 2000년경부

터 인간은 오늘날 로 표기되는 상수로서의 원주율을 파악했다

(Beckmann, 1976). 하지만 그 뒤 원주율을 계산하고, 무리수이자 초

월수임이 밝히기까지는 수천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4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원주율은 수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의미를 완성해왔다. 원

주율 의 성질과 그 값의 계산에 대한 논의는 기하학, 대수학, 해석

학, 정수론, 통계학 등 다양한 수학 분야와 연결된다. 

이는 Morgan(1993)가 발표한 π라는 제목의 시에서도 잘 나타난

다. 

원주율은 지름(line)과 원주(circle)사이의 관계(relationship)를 나타

낸다. 그 관계는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고(always known), 누구나 아

는 것이지만(commonplace), 우리의 세계를 초월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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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ental). 그 값은 완벽하게 쓸 수 없지만(it cannot be 

written out in full), 상수이고(exact and constant), 라는 기호(one 

brief sign)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직선과 곡선 사이의 관계, 원

의 크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값, 수로서의 표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

의 완전한 수인 원주율의 매력이 시에 잘 표현되어 있다. 많은 수학

자를 매료시켰던 원주율의 수학적 매력이 시인에게도 통했다는 사

실이 흥미롭다. 

원주율 의 매력은 원주율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의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π는 그 자체가 ‘원주율’이라는 하나의 ‘수학적 

개념(mathematical concept)’인 동시에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

(mathematical symbol)’로도 사용된다. π는 모든 원이 서로 ‘닮

음’임을 나타내는 원이 지닌 고유한 성질 즉, 원에 내재된 ‘수학

적 불변량(invariant)’이며, 원에서 두 양 즉, 원의 둘레의 길이 와 

지름  사이의 정비례 관계 

를 나타내는 ‘비례상수

(propositional constant)’이자,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의 그

래프의 ‘기울기(slope)’이기도 하다. 수이지만 문자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계산 과정에서는 문자처럼 취급한다. π는 수학에서 가

장 중요한 ‘상수(mathematical constant)’ 중의 하나로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3.141592…로 나타내어지는 ‘무리수’인 동시에 눈

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는 ‘작도가 불가능한 수’이며 어떤 유리계

수 방정식 


⋯ 의 해도 될 수 없는 ‘초월수’

이다. 

많은 수학자들이 오랜 세월동안 연구하고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한 

원주율이 가진 매력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을까? 안타깝

게도 학교수학에서 원주율은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선행 

개념으로 간단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학생들도 원주율이라는 개념을 

공식 위주로 학습하여 막상 원주율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당황하곤 

한다. (원주율)=(원주)÷(지름)이란 공식은 알고 있지만 원주가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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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배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어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있고, (원주)=×(반지름)이란 공식은 자유자재로 사용하지만 모든 

원에 대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같다는 건 확신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단순한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학습이 학생

들의 호기심을 방해하고 수학적 감동을 느낄 시간적 여유를 빼앗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수학에서 수학적 매력으로 학생들을 이끌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탐구를 통해 놀라움을 느끼고 깊게 사고할 기회를 잃고 

영영 공식으로만 수학적 개념을 기억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수학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원주율은 초등학교 5~6학년 군에

서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도입된다(교육부, 2015). 이

때 원주율의 어림값으로 3, 

, ,  등이 사용된다. 원주율의 

참값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비로소 라는 문자로 표현된다. 역

사적으로도 원주율을 문자 로 표시한 것은 1706년 이후의 일이다. 

다음은 원주율과 원의 넓이 등을 배우고 치른 중학교 1학년 기말평

가 도중에 이루어진 학생과 교사의 대화의 일부이다.1)

학생 : 선생님, x번 문제 답 쓸 때 단위 써요? 안 써요?

교사 : 문제에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쓰지 말아야지.

학생 : 예~

해당 문제는 단위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특정 단위

를 주지 않은 문제였다. 그러나 평가가 끝난 후 답안지를 확인하면

서 이 학생은 교사로 인해 정답을 틀리게 작성했다면서 다음과 같

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학생 : 선생님 때문에 답이 틀렸어요. 

1) 이는 연구자가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며 직접 경험한 일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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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그게 무슨 말이니?

학생 : 선생님이 단위를 쓰지 말라고 해서 썼다가 지웠는데, 틀렸

잖아요.

학생이 작성한 답을 확인한 결과, 이 학생은 반지름이 인 원의 

넓이를 라고 썼다가 단위를 쓰지 말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를 

지워버리고 라고 답안을 작성했다. 즉, 이 학생은 를 cm나 m와 

유사한 단위의 일종으로 인식한 것이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

사가 바라는 대로 π를 원주율로서 3.14(혹은 3 혹은 3.1)를 대신하

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가 모

든 원에서 일정하고, 그 값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로 

문자(π)로 표현함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랜 세월동안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관되어 완성되어 온 의 

역사는 교사와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해해야 할 개념의 깊이가 단순

하고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겪은 시행착오

와 어려움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특히 원은 

중학교 과정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이다. 

원주율은 원의 성질과 관련되어 다루어진다.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

어진 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성질

은 미적분학, 해석기하학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된다. 미

적분과 다양한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기 전인 중학교 기하영역에서

는 주로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성질을 다룬다. 평면도형의 성질(내

각의 크기의 합, 외각의 크기의 합, 대각선의 개수 등)은 삼각형의 

성질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사각형, 다각형으로 그 성질이 연결되

어 확장된다. 논리적인 설명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된다. 하지만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직선으로 둘러싸인 다각형과 달리 그 성

질을 직관적으로 유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원은 지극

히 규칙적이고 대칭적이어서 그나마 다루기 쉬운 곡선 도형이지만, 

원의 성질을 다각형처럼 기하적 성질만을 이용하여 유추하고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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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다른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

은 각각의 수학적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영

기, 홍갑주(2008)는 원주율이 수학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상수 중 

하나이고, 학교수학의 여러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

생들의 수학 지식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주율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다루기 어

려운 개념 중 하나이다. 수학의 발달과 더불어 잠차 분명해진 원주

율의 다양한 의미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문장으로 원주

율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 연결성 측면에서 원주율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원주율의 다

양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은 교사에 의해 실행된다. 수학교사의 전

문성은 교사가 지닌 지식에 있고, 이는 교수학적 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박경미

(2009)는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PCK(교수학적 내용 지식)가 크게 수

학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수에 대한 지

식으로 구성된다고 정리하였다.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은 학습자에

게 가르쳐야 하는 수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된 수학

사 배경과 다른 수학적 개념과의 연결성, 교과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학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오개념, 선행 지식 등을 포함하며, 교수에 대한 지식

은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교수법, 실제 교실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학적 지식을 포함한다. 교사의 PCK는 일반적으로 교사

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경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최승

현, 2007). 교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종합하여 PCK를 만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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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또, 수업을 통해 습득된 

경험은 반성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PCK로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발

달한다. 시행착오와 차이를 최소화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

하기 위해서는 단원별, 개념별로 PCK를 정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원주율을 

지도할 때 필요한 PCK를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문

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원주율 지도에 필요한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수학적 연결성 측면에서 원주율 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몇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학교수학에서 원주율 

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원주율 지도에 필요한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

식’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원주율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본

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장과 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2절에

서는 각각 수학적 연결성과 교수학적 내용 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에 대해 알아보고, 3절에서는 원주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원주율을 지도할 때 필요한 ‘수학 내용

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1절에서는 원주율의 역사를 간단

하게 살펴보고, 2절에서는 수학적 연결성을 측면에서 원주율 가 지

닌 다양한 의미를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3절

에서는 학교수학에서 원주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교육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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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Ⅳ장에서는 원주율 지도를 위한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

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

후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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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수학적 연결성 

누구나 원하는 지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학교 

교육이 교과 내용 이상의 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수학적 

연결성에 대한 관심과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장혜원, 2016). NCTM에

서 1989년 수학적 연결성 규준을 주요 규준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부터 시작된 관심은 국내로 이어져, 수학적 연결성은 수학 교육과정

에서 2007 개정 이후 수학의 과정으로서 중시되고 있다(장경윤, 

2016).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수학과에서 길러주어

야 할 여섯 개의 교과 역량 중 하나로 창의･융합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융합은 수학적 연결성과 깊게 연관된 역량으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

출하고 정교화하며,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을 수학과 연결･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경험을 생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수학적 연결성은 크게 수학 내적 연결성과 수학 외적 연결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수학 내적 연결성은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의 연결을 의미하고, 수학 외적 연결성은 타 교과나 실생활의 

지식, 기능 경험과 수학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이때 수학 내적 연결

성은 다시 수직적 연결성과 수평적 연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도종

훈, 2016). 수학 교육과정에서 수직적 연결성은 선수학습 내용과의 

연결로, 수평적 연결성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결로 구분할 수 있

다. 

1.1. 수학의 내적 연결성

수학의 내적 연결성 중 수직적 연결성은 수학의 계통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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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은 계통성이 강한 학문이다. 계통성이란 지식의 확장이 기

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이뤄진다는 것

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 중 하나이다. 수학의 계통성은 

수학 지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특히 수학 내용 간의 수직적 연결성을 의미한다(도종

훈, 2016). 선행 개념의 결손은 새로운 개념의 학습을 어렵게 한다. 

수직적 연결성은 수학 개념을 가르치는 순서와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기 어려워하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조완영, 2016). 

하지만 수직적 연결성만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수학은 오랜 세월동안 발생하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내용들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있다. 이러한 수학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논

리적이고 연역적인 선후 관계, 즉 수직적 연결성과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시간적 선후 관계는 수학의 역사적인 발생, 발달과정과 더불

어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 사회적 필요와 요구를 보여준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인지적 어려움을 고려해 시간적 선

후 관계를 반영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에서 생기는 이러한 교수학적 변환은 개념을 다룰 때 직

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한다(도종

훈, 2016).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의 선행 지식을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직관적인 수준에서 받아

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변형하거나 절차 중심으로 설명하게 된다. 

이렇듯 교수학적 변환 과정을 거치면 개념의 본질이나 존재론적 문

제가 다소 취약하게 변화될 수 있다(오택근, 2016). 따라서 교사는 

수직적 연결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교수학적 변환이 어떻게, 왜 일어

났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학생들이 

개념의 본질에 접근하도록 도와야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수학의 내적 연결성 중 수직적 연결

성이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의 순서와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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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연결성은 개념의 이해를 깊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을 제시해준다. 이동환(2016)은 Hilbert(1926), Kitcher(1989), 

Sierpinska(1991) 등의 의견을 정리하여 수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

학 지식들 사이의 연결성을 만드는 과정이고, 수학적 개념은 그것과 

관련된 연결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심화되고 발전한다고 지적

하였다. 

수학이란 학문은 분리될 수 없는 전체이고 각 분야의 연결이 단단

할수록 전체적으로 더 잘 발전하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다.…어떤 

수학 이론이 발전할수록 그 이론은 더 조화로워지고 통일성을 더

해가며 지금까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던 분야와의 관계가 나

타난다. 따라서 수학이 확장되면 그 유기적인 성격을 상실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명백하게 그것을 그러내게 된다(Hilbert, 

1926; 이동환, 2016에서 재인용)

Hilbert에 따르면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던’수학적 지식 사이의 

연결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여기에서의 수학적 연

결성은 수학의 내적 연결성, 그 중에서도 수평적 연결성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학의 수평적 연결성은 수학 교육

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1.2. 수학의 외적 연결성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하면 수학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기능을 습득하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

찰하고 해석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과’이다. Freudental(1973)은 수학은 우리 

주변 세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구조와 지식

체라고 규정하였다(장경윤, 2016에서 재인용). 수학은 현실에서 시작

되어 다시 현실로 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학 교육의 궁극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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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학생들이 이러한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학적 사고를 실제 

생활에서 재현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평

가하기보다 다양한 실세계 맥락에서 수학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소양을 평가하고 있다. 

수학은 현실의 필요와 요구에서 시작되었다. Freudental(1973)에 

따르면 수학은 우리 주변 세상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명된 구조와 지식체이다(장경윤, 2016에서 재인용). 실제로 수학은 

농업, 상업, 제조업, 물리학, 천문학 등 현실의 다양한 분야와 영향

을 주고받으며 발달되어 왔다. 수학이 발생한 역사적 맥락을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조완영, 2016). 첫째는 수학적 개념을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함으로서 수학에 의미를 부여하고 수학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

울 수 있다. 둘째는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시킬 수 있으며 수학 학습의 동기를 유

발할 수 있다.

수학의 외적 연결성에 주목하는 것은 수학의 발생과 도구 교과로

서의 성격을 이해하여 수학 본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기

도 하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20세기가 분과된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학문 전체를 종

합적으로 연구하는 시대하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환경 등 융합적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육은 자연

과 인간과 문명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근거로 합리적이고 창의적으

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배

연수, 2011). 이러한 맥락에서 STEAM 교육, 수학적 모델링 등의 형

태로 수학의 외적 연결성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수학에서 수학의 외적 연결성은 다른 교과와의 연결성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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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성으로 구체화된다. 

1.2.1 다른 교과와의 연결성

다른 교과와의 연결성은 학교 수학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수학은 다른 교과를 학습을 위한 도구 교과로 보는 

관점에서 다른 교과에 등장하는 어려운 수학적 개념을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조정함으로서 연결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박

선주, 백석윤(2016)은 초등학교 교과서(수학, 과학, 사회, 실과)를 분

석하여 다른 교과에서 수학적 개념이 먼저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며 교육과정 개정 때 지도시기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

고 있다. 그들은 교과서 분석을 통해 비와 비례, 정비례와 그 그래

프, 좌료, 축적, 다양한 통계 그래프 등의 수학내용이 수학 교과에서 

다루기 전에 과학, 수학, 실과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을 빈도수로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또, 구체적인 교과별 사례를 

통해 이러한 불일치가 학생들에게 학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학을 기반으로 다른 교과의 내용을 수업에 융합하는 

방법이다. 이는 지금도 교과서와 수업을 구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개념의 도입, 개념의 활용, 심화 측면에서 다른 교

과의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 수학 교사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교과

가 어떤 수학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김수철(2016)은 과학, 국어, 영어 등 수학 이외의 교과를 지

도하고 있는 40여명의 중․고등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결과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각 교과별로 필요한 수학 능력을 정

리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 사회 관련 교과가 다른 

교과보다 수학 학습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과학은 함

수 영역, 사회 관련 교과는 확률과 통계 영역과 연결성이 높은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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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세 번째는 수학과 다른 교과를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하여 하나의 

수업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연결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STEAM 교육

이나 교과 간 프로젝트 수업 등이 이러한 맥락에 있다. 초등학교에

서는 담임교사가 대부분의 교과를 지도하여 교과 간의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중등에 비해 비교적 편하지만 중등 이상의 학교 

수업에서 교과 간 통합, 융합 수업은 쉽지 않은 편이다. 

1.2.2 실생활과의 연결성

수학의 외적 연결성 중 특히 실생활과의 연관성은 학생들에게 수

학을 왜 배워야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수학의 외적 연결성은 학생들에게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할 

가능성을 제공하여 수학의 가치를 높게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수학 학습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확

실하지 않다. 수학이 다른 교과목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배

워야한다는 것은 다른 교과목을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가정 

아래 가치가 있다. 수학 교과 뿐 아니라 다른 교과목의 가치까지 수

학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제시하기는 무척 힘든 일이다. 실제

로 많은 학생들은 수학의 가치는 수긍하지만 수학을 공부하는 건 

싫어하고 힘들어한다. 

학생들이 느낀 수학의 유용성이 학습 동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흔히 접하고 흥미 있어 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

학이 유용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학생 개개인의 환경과 관심은 

다양하여 교사가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기는 힘

든 일이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맥락을 찾아 시도해 봄

으로써 교사는 자신의 수업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수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실생활 맥

락을 찾는 것은 수학 수업을 준비하는 수학 교사가 다양한 교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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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서툴러도 수학 본연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업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PISA의 다양한 맥락 틀은 평가를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수학 수업

을 설계할 때도 참고할 수 있다. PISA는 수학의 실생활과의 연관성

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PISA에서는 ‘수학 소양’을 

‘다양한 맥락에서 수학을 형식화하고, 이용하고 해석하는 개인적인 

능력’으로 정의하고 ‘수학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의 배경

이 되는 상황을 ‘맥락’,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수학 내용 지식을 

‘수학적 내용’, 문제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학적 능력을 ‘수

학적 과정’으로 세분화한 평가 틀을 개발하였다.  수학적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 실세계 맥락

을 다음과 같이 개인적, 과학적, 사회적, 직업적 상황으로 유형화하

였다(임해미, 2016).   

개인적 맥락

학생 자식, 자신이 가족, 동료 집단에서의 활동과 관련

(음식 준비, 쇼핑, 게임, 개인의 건강, 개인의 운송수단, 

스포츠 여행, 개인적인 일정, 재정 운영 등)

과학적 맥락

자연계 또는 과학 및 공학과 관련된 문제 또는 주제에 

응용하는 것과 관련

(날씨 또는 기후, 생태계, 의학, 우주 과학, 유전학, 측정, 

수학 내적인 문제 상황 등)

사회적 맥락

지역사회, 국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맥락의 활동

과 관련

(투표, 공공 운송기관, 정부, 공공 정책, 인구통계, 광고, 

국가 통계 및 경제 등)

직업적 맥락

직업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

(측정하기, 원가계산, 배열하기, 급여지급 및 회계, 품질

관리, 일정관리, 재고조사, 설계, 건축, 직업과 관련된 의

사결정 등)

<표 Ⅱ-1> 수학적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실생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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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실세계 맥락을 실제 수학 학습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공학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술공학 도구는 수학적 사

고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일을 쉽게 

해준다(NCTM, 2000). 실생활 맥락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다루기 힘든 

수들을 접하게 된다. NCTM(2000)은 기술공학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개념 이해와 수학적 사고 과정에 집중할 수 있음을 지적

하며, 수학 학습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기술공학을 다양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도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수학교육에서 공

학 도구의 활용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신현성, 한혜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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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최종적으로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

게 전달되고 구현된다. 계획된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는 

교사가 얼마나 교육과정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수 학습 지도 

계획을 세웠는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계획과 실행 사이의 괴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가 교수 학습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때 교육과정

에서 제시한 교수 학습 방법보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실천 지식에 

의존한다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교사가 지니고 있는 실천 지식의 중

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최승현, 2007)

PCK에 관한 논의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만들어 그 위상을 제고하

려는 노력과 맞물려 시작되었다. 수학교사의 전문성은 교사가 지닌 

지식에 있고, 이는 교수학적 내용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박경미(2009)는 PCK에 대한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PCK(교수학적 내용 지식)의 구성요소를 크게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 ‘교

수에 대한 지식’으로 정리하였다.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은 학

습자에게 가르쳐야 하는 수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관련된 

수학사 배경과 다른 수학적 개념과의 연결성, 교과서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학습 과정에서 나

타날 수 있는 학습자의 오개념, 선행 지식 등을 포함하며, ‘교수에 

대한 지식’은 동기유발을 촉진하는 다양한 교수법, 실제 교실 환경

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학적 지식을 포함한다. 교수학적 내용 지식은 

단순히 이 세 지식의 혼합물이 아닌 화합물로 이 세 지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실천 지식이다(이구

연, 2007).

Shulman 이후 PCK 관련 연구는 수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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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고 수학교사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교과

내용적 지식이 어떻게 교과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되는지, 즉 교사

의 개별적인 PCK가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조완영, 2011). 더 나아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KICE-TLC)는 수학과 PCK 분석틀을 제시

하여 수업컨설팅, 초임교사 연수 등을 통한 수업 개선을 시도하였다

(최승현, 황혜정, 2009). 

교사의 PCK는 교사가 수업을 준비할 때 기준틀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수학 수업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교사는 주어진 개념을 

가르칠 때 필요한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에서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개념 자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은 가

르쳐야 할 개념과 관련된 학문적 수학 내용(대학 수학), 수학사, 수

학적 연결성, 교과서, 교육과정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이다. 조

완영(2011)은 수학 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교수학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학문적 수학 내용을 폭넓게 알고 있어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 Hill 외(2007)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학지식인 ‘공

통 내용 지식(Common Content Knowledge)’과 함께 학습자에게 직

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사가 이해하고 숙지해야 할 수학 지식인 

‘특수 내용 지식(Specialized Content Knowledge)’도 교사에게 필

요한 지식 중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박경미, 2009에서 재인용). 폭넓

은 수학적 지식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배우는 개념이 정확히 무

엇인지, 왜 중요한지, 주어진 개념과 관련된 수학적 아이디어는 무

엇인지 등을 알게 되어 수학 수업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게 된

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오개념과 오류, 

학습자의 학습 수준, 정의적 특성 등을 고려하며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수집해야 한다.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은 교사의 

경력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다. 경력이 쌓일수록 교사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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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알고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훌륭한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

을 경험적으로 된다. 경력이 있는 교사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어

려워하는 내용, 학생들이 쉽게 빠지는 오개념과 오류를 알게 되어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수업 난이도를 조절하고 학생들의 정의

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의 도입과 활동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최승

현, 황혜정, 2008).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이 교사의 지식으

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뿐 아니라 수업 시간에

도 학습자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교사에게 일깨워준다. 학생들

의 질문과 대답, 풀이 과정에 집중해서 학습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하는 교사는 수업 중간에도 ‘학습자

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재조직해서 수업을 조절하고, 수

업이 끝난 후에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기록하여 이후의 수업 개

선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와 해석, 풀이를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가 끊임

없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도 학생들이 부담 없이 남들과 다른 자신의 풀이와 해

석을 발표하고 질문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구연, 2007). 

‘교수에 대한 지식’은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실제적인 수학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

수학적 지식이다.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식으로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을 

실행할 때 학생들의 활동, 공학도구의 사용, 평가 등과 관련된 실천

적 지식이다. 김구연(2007)은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이 어려워하

는 내용을 예를 들어 반복하거나, 예전에 배운 내용과 연관하여 설

명하거나, 학생들의 해석과 풀이를 칠판에 공유하여 같이 풀어보는 

방법으로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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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하였다.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간단하고 매력적인 풀이를 찾는 수

학적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교사가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수업을 구상한 것이다. 교사의 ‘교수에 대한 지식’은 질

문과 공유, 토론을 중시하는 교수 방법의 선택, 학습지 구성, 예시 

선택 및 제시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의 PCK는 일반적으로 교사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경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발전한다(최승현, 2007). 교사는 스스로 학습자가 

되어 개별적으로 교수 활동에 필요한 PCK를 형성한다. 자신의 경험

과 지식을 종합하여 PCK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

고 실행한다. 또, 수업을 통해 습득된 경험은 반성적 고찰을 통해 

새로운 PCK로 축적되며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교사는 교수학적 내

용 지식을 주로 교사의 학습 경험, 교수 경험, 교과서와 교사용 지

도서를 통해 주로 습득하게 된다. 교사의 PCK는 개별적이고 완전하

지 않다. 교사의 경력과 신념, 경험에 따라 다르고 서로 공유되지 

않는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시행착오와 차이를 최소화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단원별, 개념별로 PCK를 정리하

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PCK는 특히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는 원주율 지도를 위한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원

주율 지도를 위한‘교수에 대한 지식’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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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주율에 대한 선행연구

지금까지 원주율()과 관련된 교수학적 연구는 원주율의 역사를 

살펴보고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거나(정용기, 1992; 라병소, 

1992; 최희락, 2007)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고(강향임, 최은아, 

2015a; 조혜정, 2006; 김숙자, 1998; 김세일, 2009), 수학사를 활용하

여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박동윤, 2006; 고성무, 1998; 서지은, 2015). 

원주율의 역사를 토대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정용기

(1992), 라병소(1992), 최희락(2007)의 연구가 있다. 정용기(1992)는 원

주율을 수학사적으로 고찰하고 당시 중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원

주율 관련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다. 라병소(1992)는 원주율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원주율의 상수성과 근삿값 계산의 효율성, 원주율

의 활용 측면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 있

다. 최희락(2007)은 계산방법과 무리수성을 중심으로 원주율의 유래

와 역사를 자세히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초등수학 영재교육 대상자 12명

을 대상으로 원주율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강향임, 최은아

(2015a)의 연구와 중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원주율에 대한 이해도와 

측정활동을 통한 학습 경험을 조사한 조혜정(2006)의 연구,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율의 의미와 대소관계, 호도법의 개념 

이해를 조사한 김숙자(1998), 김세일(2009)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강향임, 최은아(2015a)는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원주

’라는 사고의 고착화로 인해 원주율의 개념, 무한성, 근사성

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주율과 원주율의 근삿값을 혼동하는 

오류를 보임을 보여주었다. 조혜정(2006)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

이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로서의 원주율을 잘 모르고 

있고, 원주율 를 배운 후에도 몇몇 학생들은 근삿값 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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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함을 밝혔다. 더불어 측정을 통한 탐구 활동을 초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많이 했음을 확인하였다. 김숙자(2006)와 김세일(2009)의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주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원주율

로서의 와 호도법에서의 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호도법에서  로 인식하여 원주율

과 다르다고 대답하였다. 

지도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연구는 Freudenthal의 수학화 이론을 

바탕으로 교재를 재구성하고, 이를 활용한 수학화 지도 방안을 모색

한 박동윤(2006)의 연구와 단위원의 넓이를 로 정의하여 원주율 개

념을 도입하기를 제안한 고성무(1998)의 연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안한 서지은(2015)의 연구가 있다. 박동윤

(2006)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주와 원주율, 원의 넓이 지

도를 위한 수학화 활동 지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초등학교 급에

서 원주율의 무리수성과 상수성을 부각하여 지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측정활동을 통해 원주율의 근삿값만 확인하는 정도로 원주율 

지도를 가볍게 넘어가고, 원주율의 근삿값을 이용해 원주를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 원주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원주율의 개념 지도보

다 현실적 문맥을 통한 학생들의 수학화 활동에 초점을 둔 수업 모

형을 제안하고 있다. 고성무(1998)는 측정을 통해 의 근삿값을 구

하면 원주를 정확하게 재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삿값의 신뢰도가 떨

어지고 원주율이 무한 소수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하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 정의를 다르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단위원의 넓이를 로 정의하고 단위원을 모눈

종이 위에 놓고 원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원을 포함하는 정

사각형의 넓이를 통해 의 값을 어림하고, 닮음 개념을 이용하여 반

지름이 인 원의 넓이가 임을 지도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원의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원의 크기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어진 다양한 크기의 원

을 단위원으로 인지하고 상대적인 길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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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 든다. 서지은(2015)는 원주율의 역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

재를 만들고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학업성취도와 정의적 측면에

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밖에 김태완(2008)의 원주율, 원의 넓이 지도에 관한 교수학적 

변환 연구는 교과서와 실제 수업에서 일어나는 교수학적 변환을 상

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세 명의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원주율, 원

의 넓이 단원 3차시의 수업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사에 의해 일어

나는 교수학적 변환의 다양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는 

학생들이 측정 활동을 통해 모든 원에서 원주율이 와 비슷하다

는 것을 추론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업을 분석하

고 있다. 실제 초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원주율 지도과정을 이해하

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비 교사들이 원주율을 중심으로 무한 개

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김대희(2017)의 연구도 현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원주율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

을 제공한다. 그의 연구에서 몇 명의 예비교사들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하나의 수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

수인 를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시킬 수 있는 교수전략을 찾지 

못했다. 원주율의 소수 표현이 가지고 있는 무한성을 중심으로 한 

원주율 연구로 학생들이 흔히 겪는 실무한 개념의 어려움이 기하학

적 표현이 힘든 원주율 학습에서 더 많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원주율() 개념이 등장하는 

초등학교 6학년, 원주율의 참값으로 기호 를 사용하는 중학교 1학

년, 원주율이 활용되는 호도법과 삼각함수 단원의 교과서를 분석하

거나 그 지도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그 논의가 학교 급별로 

통합되지 않고 제각각 이루어져 원주율의 다양한 의미가 단계적으

로 심화되고, 통합되어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

다. 원주율의 다양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

서 접근하여 단계적으로 원주율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주

율()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도형의 닮음, 함수,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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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개념은 원주율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다. 학교수학에

서 원주율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그와 관

련된 깊이 있는 논의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적 성장에 맞춰 

원주율 개념의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교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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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원주율 지도를 위한 ‘수학 내용에 대한 지식’

1. 원주율의 역사발생적 분석 

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또는 본능에 의해서, 아니면 이성에 의해

서 어쩌면 이 모두를 사용하여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비례 개

념을 알게 되었고, 이 비례 개념을 통해 원의‘폭’이 클수록‘둘

레’도 같은 비율로 커지므로 비례 상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Beckmann, 1976). 기원전 2000년경에 오늘날 로 표기되는 상수의 

의미를 파악하고 대략적인 근삿값을 구한 것이다. Zebrowski(2001)도 

비율 개념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고대 이집트, 수메르, 메소포타미

아에 도시가 생겨날 때 이미 비율의 개념을 토대로 미래 수요를 계

산했고, 원주가 지름에 비례한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그 비례상

수를 구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원주율이 비례상수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그 값을 정

확히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mm의 정확

도로 값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즉, 까지 측정하려고 한다

면 대략 m 정도의 지름을 가진 원을 그려야 한다(Zebrowski, 

2001). 물론 이 같은 사실은 mm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한다는 가정에

서 참이다. 하지만 인간의 감각으로 곡선을 mm단위까지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정교한 도구로 

완벽한 평면에 그리더라도 그려진 원은 완벽한 원이 아니라는 것이

다. 원을 그리고 측정을 통해 원주를 완벽하게 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이에 아르키메데스(B.C. 287~B.C.212)는 내접하는 정다각형과 외접

하는 정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하여 원주의 범위를 계산하고 원주율

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정 96각형을 둘레를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원주율의 값을 정확히 알아냈다. 다각형을 통한 

접근은 수학의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체된다. 16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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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그레고리는 다각형을 쓰지 않고 무한급수

의 항을 더하여 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Zebrowski, 2001). 이후 뉴턴을 비롯한 수학자들은 훨씬 빠르게 수

렴하는 무한급수를 찾았고, 이러한 대수적 접근으로 빠르게 정밀한 

근삿값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원주율의 값이 점점 정밀해지면서 새로운 소수자리가 나올 때마다 

순환하는 주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율이 유리수일

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사라졌다. 이때 오일러(Leonhard Euler, 

1707-1783)는 ‘는 어떤 종류의 수인가?’, ‘유리수인가, 무리수인

가’, ‘대수적인 수인가, 초월수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

며 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Beckmann, 1976). 가 무리수임

은 1767년 스위스의 수학자 요한 하인리히 람베르트(Johann 

Heinrich Lambert, 1728-1728)가 증명하였고, 초월수임은 1882년 독

일의 수학자 린데만(Friedrich von Lin´demann, 1852-1939)이 증명

하였다. 

2. 원주율의 다양한 의미와 수학적 연결성 분석

그리스 알파벳의 16번째 문자인 는 그 자체가 원주율이라는 하

나의 수학적 개념인 동시에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지름의 길

이가 1인 원의 둘레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 반원 

모양의 부채꼴의 중심각 즉, 평각의 크기인 각도이기도 하다. 또한 

π는 원에서 두 양 즉, 원의 둘레의 길이 와 지름 사이의 정비례 

관계 

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이자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의 그래프의 기울기이며, 모든 원이 서로 닮음임을 나타내는 원이 

지닌 고유한 성질 즉, 원에 내재된 수학적 불변량이기도 하다. 이처

럼 에는 ‘원주율의 참값으로서 3.14를 대신하는 것’ 이상의 다양

하고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 이 절에서는 수학적 연결성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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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주율 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

여 분석하고자 한다. 

2.1. ‘비와 비율’과 원주율

‘비와 비율’ 개념은 도형의 닮음, 정비례와 반비례, 그래프의 기

울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확률 등과 같은 학습의 선행개념으로 

매우 중요하다(김수현, 나귀수, 2008). 현재 우리나라도 ‘비와 비

율’개념을 바탕으로 원주율을 지도하고 있다. 교과서 구성도 ‘비

와 비율’ 단원과 ‘원의 넓이’단원이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다. 

비와 비율, 비와 비례는 일상생활에서 엄밀한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정은실, 2003a). 특히 ‘비와 비율’은 ‘비

례’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은실(2003b)은 비 개념의 본

질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두 양을 비교한 정적인 결과만을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크기가 바뀌어도 그 안에 내재하는 관

계가 같다는 구조의 불변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

하면 비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례관계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며, 비례적 추론을 통해 비례 상황에 내재해 있는 수

학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Baroody & Coslick(2006)은 비와 비율의 내재된 의미를 순서적 관

계, 곱셈적 관계, 고정된 관계로 특징짓고 있다(박희옥, 박만구, 2012

에서 재인용). 

1) 순서적 관계 : 비나 비율에 있어서 두 양을 특정한 순서에 따

라 비교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2) 곱셈적 관계 : 


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3보다 

2가 많은 것이 5’라거나 ‘5는 3보다 2가 더 크다’는 덧셈적 관

계 표현과는 다른 ‘3은 5의 


이고, 5는 3의 


이다’라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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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비율 


에서 두 양 사이의 관계는 덧셈적 관계가 아니

라 곱셈적 관계이다.

3) 고정된 관계 : 정해진 요금이나 고정된 측도와 같은 관계로 가

령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커진 원의 원주도 처음 원주의 두 배가 

되는 것은 고정된 관계로 성립한다. 그러나 정사각형의 변의 길이

를 두 배로 하여도 그 정사각형의 넓이는 두 배가 아니고 네 배가 

되어 버린다. 이것은 비율이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다양한 비례 상황을 통해 ‘비와 비율’을 도입

하고 비례적 추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할 것

은 제안하고 있다(정은실, 2003a; 김수현, 나귀수, 2008; 김용익, 

2009; 정영옥, 2015). 비 개념은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 뿐 아니

라 두 양이 변화할 때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서 완전

히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 개념을 넓게 해석하고 적극적으

로 비례 개념과의 연결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은실(2013)은 비례 추론을 초등학교 산술 교육

의 절정이자 이후 수학 학습의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비례 추론은 ‘비와 비율, 비례, 비례식

과 관련된 추론으로 공변과 다중 비교의 의미를 포함하는 양적 및 

질적 추론’이다. 공변은 어떤 관계가 있는 두 변수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하는 말로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서와 같이 

두 양 중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같은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중비교는 ‘관계에 대한 관계’를 의미하는데, 비례 추

론은 어떤 두 양의 곱셈적 관계를 의미하는‘비와 비율’을 다시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중비교라 할 수 있다. 비 개념의 근원인 

비교와 공변에 대한 감각은 아동의 발달 초기에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비는 학습하기 어려운 대상 중 하나이

다(정은실, 2003b). 

이 밖에도 비례 추론은 수학 외적으로 다른 학문 영역과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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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례 추론은 비와 비율 그리고 비례 개념을 중심으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 분수와 소수, 곱셈과 나눗셈, 도형에서 닮음과 삼각법, 

측정에서 단위 환산, 확률에서 비율, 통계에서의 상대 도수 등 수

학의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고, 지리학에서 인구밀도나 축적, 과

학에서 속도, 힘, 중력, 농도 에너지, 경제학에서의 이익과 손실, 

역학에서의 운동과 같이 다양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정영옥, 

2015). 

원주율이 비례 추론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라는 사실은 원주율이 

다양한 수학 개념과 연결된 이유를 일정 부분 설명해 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와 비의 값,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그림 Ⅲ-1] 비의 정의(교육부, 2015b) 

[그림 Ⅲ-2] 비율의 정의(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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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비율(비의 값)의 정의(교육부, 2015b) 

  

현재 교육과정에서 ‘비와 비율’개념은 두 양의 비가 일정하다는 

‘비와 비율’의 구조적 불변성보다는 두 양의 곱셈적 관계에 초점

을 두고 두 수를 비교하는 식과 수로 제시되고 있다. ‘비와 비율’

에 대한 학습 내용도 비의 외형적 표현 방법과 기계적 알고리즘 습

득 지도에 초점을 두도록 구성되어 있어 아동들이 비 개념을 충실

히 학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김용익, 2009). 정은실(2003a)은 비

례적 추론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기에 도입하여 개념으로

서의 비를 다루기 전에 비에 대한 느낌, 시각을 갖도록 할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비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한 후에 기호 표현

이나 알고리즘을 지도할 것을 강조하면서 적합한 맥락 속에서의 문

제 상황과 학습을 도와주는 도식과 시각적 모델 사용을 권장하였다. 

원주율을 지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원주)÷(지름)’을 이용

하여 원주율을 설명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비율로서의 원주

율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aroody 

& Coslick(2006)이 제안한 ‘비와 비율’의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

로 원주율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원주율의 특정한 순서에 따라 비교해야 하는 순서적 관계이

다. 순서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

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원주율은 대부분의 교과서

에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로 정의되고 있다. 학생들은 

비와 비율을 학습할 때 ‘~에 대한 ~의 비(율)’라는 용어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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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박희옥, 박만구, 2012). ‘A에 대한 B의 비

(율)’라는 정의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원주율 학습에서도 고스란

히 드러난다. 용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원주율을 처음 

제시한 때 ‘원주가 원의 지름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수’라고 풀

어서 정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몇 배인지 나타내는 수라는 

표현은 ‘(원주)÷(지름)’라는 식을 떠올리기 쉽게 해주고, ‘비교하

는 양’이 원주이고 ‘기준량’이 원의 지름임을 직접적으로 알려

준다. 

둘째, 원주율은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이다. 두 수

를 비교하는 방법에는 두 수의 차를 구하는 절대적 비교와 두 수의 

비를 구하는 상대적 비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교육부, 2015b). 2와 

5의 덧셈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뺄셈식‘5-2=3’을 이용한 절대

적 비교가 가능하고, 2와 5의 곱셈적 관계에 설펴볼 때는 나눗셈식

‘÷ 


’을 이용한 상대적 비교가 유용하다. 원주율은 원주와 

원의 지름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개념이다.  원주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와 원의 지름이 서로 배의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박선영, 이광호, 2018). ‘원주율() = (원주)÷(지

름)’이라는 것은 원주가 지름의 배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지

름이 원주의 


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원주율은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고정된 관계이다. 원의 

크기가 달라져도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언제나 일정하다. 

원의 지름이 2배, 3배, … 될 때, 원주도 2배, 3배, …로 변하는 공변

성2)과 이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곱셈적 관계를 인식하여 비의 

동치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2) 공변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두 변수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하는 말

로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서와 같이 두 양 중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같은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은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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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udenthal에 따르면 비가 의미 있는 조직 수단으로 작용하는 현

상은 크게 두 가지이다(김수현, 나귀수, 2008에서 재인용). 첫 번째는 

양 내에서 그리고 양 사이에서의 관계로서의 비이다. 대표적인 현상

으로 등속운동을 들 수 있다3). 두 번째는 기하학적 맥락으로서의 비

이다. 대표적인 현상은 도형의 닮음이다. Streefland(1985)는 비와 비

율 개념의 의미 있는 지도를 위해 기하학적 맥락(확대와 축소, 닮음, 

그림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김수

현, 나귀수, 2008에서 재인용).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비와 

비율’단원에서 기하학적 맥락에서 출발하는 현상보다는 속력, 농

도, 인구 밀도 등 양적인 비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닮음이라

는 현상의 내적비의 불변성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내면화하기는 어

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비와 비율’단원에서 기하학적 맥락에서 

출발하는 현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원주율을 도입

할 때 좀 더 세심한 교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2. ‘정비례’와 원주율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비례에 관한 개념은 ‘비와 비율

(6-1)’,‘비례식과 비례배분(6-2)’, ‘정비례와 반비례(6-2)’단원에

서 다루고 있다4). ‘원주율과 원의 넓이(6-1)’단원은 ‘비와 비율

(6-1)’단원 바로 뒤에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은 비례식과 (정)비례 

개념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율 개념을 학습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와 비율’로서의 원주율을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서는 원의 지름이 2배, 3배, … 될 때, 원주도 2배, 3배, …로 

변하는 공변성5)과 이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곱셈적 관계를 인

3) 이때, 시간 사이의 비, 거리 사이의 비가 하나의 체계 내에서의 내적비이고, 시간

과 거리 사이의 비는 두 체계 사이의 외적비를 의미한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비례와 반비례’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상향이동

하였다.

5) 공변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두 변수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하는 말

로서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서와 같이 두 양 중 한 양이 변할 때 다른 양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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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여 비의 동치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은 ‘정비례’개념은 원주율을 배운 이후에 등장하

기 때문에 ‘원주율’개념은 ‘비와 비율’에 개념을 통해 도입되

고 이해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있다. 현재 초등학교‘비와 비율’

단원은 두 수의 곱셈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들이 비율로

서의 원주율의 본질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에서 ‘정비례’개념은 비율로서의 ‘원주율’의 본질을 부각시키

고 친절하게 풀어서 비율과 원주율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원주율을 배웠다고 가정하고 

원주율을 근삿값으로 표현하지 않고 문자 로 대신한다는 설명만 

간단히 하고 부채꼴 학습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정비례’를 학습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율에 대한 설명이 초등

학교보다는 풍부해질 수 있다. ‘정비례와 반비례’단원에서 정비례

의 예로 원주율을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비례식과 정비례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5] 비례식의 정의(교육부, 2015c)

방식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은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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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정비례 정의(교육부, 2015c)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정비례 개념을 가르칠 때 ‘비와 비율’개념

과 연결하여 와 가 정비례 관계일 때 의 모든 값에서 에 대한 

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고 이때의 비율이 바로 비례상수( 


또는 

  ×)가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정비례 관계는 두 수 사이의 비(비율), 즉 


의 값이 일정한 관

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정비례는 비례식        (


 


)을 사용

하여 도입하지 않고, 가 2배, 3배, …로 변함에 따라 도 2배, 3배, 

…로 변하는 관계로 도입하고 있다. 내적비가 같음을 이용하여 정비

례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내적비가 같음을 이해하고 있

다고 해서 외적비가 같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용 지도서에

서도 


의 값이 일정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관련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정비례 도입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이 활동은 정비례 관계가 가 2

배, 3배, 4배, …로 변함에 따라 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임

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에 













…임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주로 공변 관

계를 파악하여 내적비가 같음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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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도록 하여   형태의 식이 정비례임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림 Ⅲ-6] 정비례 도입 활동(교육부, 2011b) 

공변 관계와 관계식에 초점을 맞추어 정비례를 도입한 것은 함수

를 쉽게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권오남, 박정숙, 박지현,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사용 지도서에서도 정비례 관계가 일

차함수로 연결되는 함수의 바탕임을 지적하며 비례관계의 이해가 

대수 학습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함수와 연결을 강조

한 정비례의 정의는 


가 일정하다는 부분이 약화되어 비례식과의 

연결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권오남, 박정숙, 박지현, 2007). 

정비례는 비례 추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할 개념으로 비와 비율, 

비례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권오남, 박정숙, 박지현(2007)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비와 비율, 비례 개념이 내재된 수학 개념을 

분석하여 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

는 학습 상황이 부족하며 다른 영역과의 관련성도 고려되지 않아 

단절된 지식으로 학습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관련 

개념에 내재해 있는 비례 개념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사고 교육

보다는 개념의 외형적 표현과 기계적 알고리즘 학습에 치우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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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전반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있다. 함수와의 연결성뿐만 아

니라 ‘비와 비율’,‘비례식’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정비례를 지

도할 때 학생들이 비율 


이 항상 일정함을 이해하고 비율 


의 의

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원주율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의 지름과 원주가 정비례 관계라는 사실은 불변량으로서의 원주

율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원주

율은 정비례와 다르게 공변성보다는 불변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되고 있다. 원주와 원의 지름이 정비례 관계임을 고려하면 지름의 

길이가 2배, 3배, 4배, …로 변할 때 원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

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원의 지름

과 원주가 같은 비율로 변함에 집중해서 지름과 원주 사이의 관계

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원주도 2배, 3배, 4배, …로 변하므로 




는 일정하고 그 값이 불변량으로서의 원주율임을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원주()는 지름()에 (정)비례하고, 비율이 

일정하므로 관계식은 


(),  이다. 이때, 원주율 는 비

례상수이다. 

2.3. ‘함수’와 원주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비례 개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상향이동하고, 함수 용어 도입 시기를 중학교 2학년으로 늦추었다. 

그에 따라 그래프를 ‘함수의 그래프’로 도입하던 기존의 관례에

서 벗어나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 

등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정의하고, 그래프를 학습하고 정비례/반

비례 개념을 학습하도록 순서에 변화를 주었다. 그래프를 관계식보

다는 그래프가 나온 실제 맥락과 연결하여 그래프를 작성하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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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중점을 둬서 중학교 1학년에서는 비전형적인 그래프를 포

함한 다양한 그래프의 작성과 해석을 충실히 다루고, 대표적으로 정

비례/반비례 관계를 표, 식과 함께 그래프로 표현해봄으로써 두 변

수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를 준 것

으로 보인다(김화경 외, 2016). 

함수는 수학의 여러 영역을 통합하고 현실 세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학적 개념이다(김남희 외, 2006). 함수 개

념의 역사 발달은 천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표 형태의 전 함수 

단계, 곡선의 형태로 표현된 함수 단계, 식으로 표현된 함수 단계, 

대응 관계로 표현된 함수 단계로 이루어졌다(박교식 외, 2018). 역사

적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함수의 다양한 표현 방식은 수학의 여

러 영역을 통합하고 현실 세계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의 함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함수를 종

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법(언어적 

표현, 수치적 표현, 그래프 표현, 대수적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NCTM, 2000). 

함수의 여러 표현들 사이의 번역은 함수를 하나의 규칙이나 식, 

그래프로 고착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함수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된다(김남희  외, 2006). 특히 그래프는 대수와 기하를 효과적

으로 통합하여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

서 수치 형태로는 쉽게 인식되지 않는 관계와 특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발견하고 추측할 수 있게 도와준다(박교식 외, 2018). Barrody, 

Coslick(1998)은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기록하는 것이 정비례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주어진 자료를 표와 그래프로 표

현해보는 활동을 통해 정비례 관계 그래프의 특징과 그러한 특징을 

지니는 이유, 정비례가 아닌 상황의 그래프와 다른 점을 학생들과 

토론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의 지름과 원주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바라보면 그래프를 배우

기 전이지만 개략적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원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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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강문봉(2001)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한 수학책(Mastermaths 4)에서 다음과 같이 원주율을 도입하고 있음

을 설명하였다. 

둥근 물체를 책상 위에서 굴려 보게 하여 그 원주를 재게 하고 있

다. 그 다음에 직교좌표의 가로축에 물체의 지름을, 세로축에 원주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려보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나 NCTM에서 

그 비를 구하게 한 것과는 달리 좌표축에서 시각적으로 그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이어서 “원의 원주는 지름의 3

배보다 약간 크다. 그래프 위의 어떤 점이 이와 다르면 그 원의 측

정량을 다시 점검해 보아라.”와 같이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지름이 

12cm, 15cm, 20cm, 40cm, 1m인 원의 원주를 어림해 보게 한 후 

원주율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래프를 그려봄으로써 시각적으로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에서 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시각적 이미지

인 그래프를 추측해보는 과정은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공변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비례 함수 그래프의 특징

을 관계식  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처음 함수의 그

래프를 그릴 때 등장하는 현실 세계 상황이 있긴 하지만 표와 관계

식을 구할 때 등장할 뿐 그래프의 특징을 현실 상황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보지는 않는다.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모양임

을 예를 통해 보여주지만 왜 직선 모양인지,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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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함수   의 그래프’의 성질(이준열 외, 2013a)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관계는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 볼 수 있

는 기하학적 맥락에서의 함수적 상황이다. 원주()는 지름()에 정비

례하는 함수이고, 함수의 관계식은  , 


()이다. 이때, 

원주율 는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이자 비례상수이고,   일 때

의 함숫값 즉 지름의 길이가 1일 때의 원주이다. 이때 주목해야할 

것은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라는 것이

다. 그래프의 모양이 왜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인지, 원점을 지나

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비례 관

계가 내포하고 있는 공변성과 구조적인 동치관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4. ‘닮음’과 원주율

원주율은 삼각비처럼 닮은 도형인 모든 원에서 성립하는 원주와 

지름의 길이의 비율이다. 원주율의 상수성은 닮음이라는 개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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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라병소(1992)는 원주

율을 교과서에서 다양한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한 후 (원주)÷

(지름)을 구하는 활동은 그 값이 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유효하지만 원주율의 상수성을 보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닮음을 이용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과

서 내용체계 개편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닮음은 수학적 엄밀함보다는 축소, 확대라는 일

상용어를 이용해 그 뜻을 정의하고 있다. 주어진 도형을 축소, 확대

하여 닮은 도형을 얻을 수 있고, 이 때 축소, 확대는 길이를 같은 

비율로 축소, 확대함을 의미한다. 이때 각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Ⅲ-8] 닮음의 정의(이준열 외, 2013b)

등속운동에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는 움직인다(속도가 일정하다)’와 동치이다

(Freudenthal, 1983; 정은실, 2003b에서 재인용). 두 변량 사이의 공

변성과 구조의 불변성의 인식은 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이는 닮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닮음의 특수한 경우인 

합동의 정의와 비교하면, 닮음은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다른 상태를 

의미한다. 모양와 크기가 같아 완벽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합동이라

고 하면, 모양만 같은 도형은 닮음이라고 할 수 있다6). 다각형의 경

6) 미국 수학교과서(6학년)에서는 ‘같은 모양이지만 같은 크기일 필요가 없는 도형들

이 닮은 도형들이다(R I. Charls et al., 1998; 김홍기, 2009에서 재인용).’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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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형의 모양을 유지하려면 다각형의 각은 같아야 하고 각을 만

들고 있는 변들 사이의 길이의 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7). 서로 

대응하는 선들의 상대적인 길이의 비도 그대로 유지된다. 원의 경우

는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 된

다. 따라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모든 원에서 같게 된다. 

닮음비는 닮음 도형에서 대응변 사이의 비이다. 닮음비는 닮음 관

련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다음은 도

형의 닮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림 Ⅲ-9] 닮음에 관한 문제(이준열 외, 2013b)

(3)번 문제는 닮음비를 이용하여 비례식 ADA′D′  으로 해결

할 수 있지만 사각형을 이루는 변들 사이의 비가 같다는 것을 이용

닮음을 정의하고 있다.

7) 유클리드 원론 제Ⅵ권에서는 ‘닮은꼴 다각형이란 두 다각형이 각들이 각각 크기가 

같고, 같은 각에 대한 변들이 같은 비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닮음을 정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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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례식 A′D′B′C′AD BC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교

과서에서 하나의 도형 안에서 변들의 길이의 비가 닮음 도형에서는 

유지된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닮음을 이해한

다는 것은 크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모양, 상황이나 크기가 바

뀌어도 그 안에 내재하는 관계가 같다는 구조의 불변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닮음 도형에서 구조적 불변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비, 삼각비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닮음을 

다룰 때에도 닮음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불변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0] 특수한 모양의 직각삼각형(이준열 외, 2013b)

[그림 Ⅲ-11] 삼각비 도입(이준열 외,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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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닮음과 

원주율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핀란드 수학교과서 Laskutaito 8에서는 

‘닮음’단원 뒤에 ‘원’단원을 배치하고 있다. 측정을 통해 원주

율이 같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우리나라 교과서와는 달리 모든 원이 

서로 닮음이므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항상 같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Ⅲ-12] 원주율 도입(Laurinolli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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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닮음은 중학교 2학년, 특수한 모양

의 삼각형이나 삼각비는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루고 있다. 원주율을 

닮음을 통해 도입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구조적 불변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고안하고, 원주율을 닮음

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원주율에 대한 이해가 훨

씬 깊어질 것이다. 

정영옥(2015)은 다양한 닮음 모델을 소개하며 닮음을 시각화할 모

델을 통해 비와 비례뿐 아니라 정비례 관계 등을 시각화하여 비의 

동치관계(구조의 불변성)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림 Ⅲ-13] 닮음 직사각형 모델(정영옥, 2015)
    

[그림 Ⅲ-14] 그림자 모델(정영옥, 2015)

[그림 Ⅲ-15] 닮음 격자 모델(정영옥, 2015)

닮음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면 서로 닮음 도형인 모든 원에서 원

주율(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은 크기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

는 불변량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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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리수’과 원주율

원주율은 무리수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무리수는 중학교 3학년

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원주율을 도입할 때에는 원주율이 무

리수라는 사실을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15926535897932…

와 같이 끝없이 써야합니다’라고 단순화하여 설명하고 있다(교육

부, 2015b). 원주율이 무리수임은 무리수 개념이 등장하는 중학교 3

학년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 설명된다.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

주율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Ⅲ-16] 무리수 도입(이준열, 2013c)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 즉, ‘


 ∈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 정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존재하고,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지를 중학생들에게 설명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무리수는 일반적으로 분수 표현

보다는 소수 표현에 의존하여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정의

한다(김남희 외, 2006). 

최은아, 강향임(2016)은 무리수 개념은 형식적 정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에 따른 수학적 표현과 강하게 연결

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무리수 개념의 다양한 표현을 범주화하고 

이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이해 정도를 조사하여 무리수 개념 지도에 

대한 교수학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들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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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소수 표현에 의존한 무리수 정의가 무리수에 대한 개념적 이

해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밝히며, 무리수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

해서는 무리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표현들 간의 자유로운 번역 또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시

한 무리수의 표현8) 양식은 다음과 같다.

1) 非분수 표현 : 무리수를 분수 


 ∈Z 형태로 나타낼 

수 없음을 기술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非분수 표현은 통약불가능

한 양으로서의 무리수를 설명해준다. 이는 유리수와 대조되는 성

질로 16세기 소수의 발명전까지 무리수 개념을 설명해왔다. 무리

수의 非분수 표현은 분수 표현의 불가능성뿐만 아니라 무리수의 

통약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소수 표현 : 무리수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내는 것

을 의미한다. 소수 표현은 非분수 표현과 함께 무리수의 정의를 

구성하는 기본 표현으로 통약불가능한 양의 수치화하여 통약불가

능한 양의 측정값을 표현가능하게 한다. 무리수의 소수 표현을 이

해한다는 것은 유리수의 소수 표현과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 수학에서는 유리수가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

수로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며, 대학수학에서는 ‘실수는 무한소수이다’라는 명제

가 참임을 아는 것이다. 물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해하

는 것도 포함한다. 무리수의 소수 표현은 수가 끝이 없이 계속해

서 진행하는 수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여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하

나의 점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오개념을 만들 위험이 있다.  

3) 기호 표현 : 무리수를  , 과 같이 근호 기호를 사용해 

나타내거나, , 와 같은 특정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는 ‘무리수는 루트(), 근호가 있는 식’과 같이 제한적 

8) 최은아, 강향임(2016)은 수학적 ‘표현’을 ‘수학적 개념을 내적으로 인식하고 외적

으로 나타내는 과정과 결과’라고 정리하고, 개념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수 개념은 정의 자체가 표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Zazkis & Gadowsky, 2001) 수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해서는 표

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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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위험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단순 기억과 회상에 의해 무

리수로 간주할 위험이 있다.9)

4) 기하 표현 : 무리수를 도형의 길이, 넓이 등의 측정값으로 나타

내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작도의 관점이 아닌 직관적인 측정의 

관점에서의 시각적 표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에 대한 빗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의 둘레 

또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넓이 등이 있다. 무리수를 측정값

으로서의 하나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무리수의 

실무한 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수직선 표현 : 수직선 위에 무리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수직선과 실수의 일대일대웅을 기본 성질로 하여 무리수

와 수직선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무리수의 무한 소수 표현이 

가지는 가무한의 속성을 극복하고 무리수의 실무한의 속성을 이해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6) 함숫값 표현 : 무리수를 특정한 함수의 함숫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og, ln, sin, cos


는 함숫값을 

이용하여 무리수를 나타낸 사례이다. 이 표현은 중등학교에서는 다

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원주율 는 무리수’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무리수

의 본질적 개념인 통약불가능성이나 실수의 무한소수 표현에 대해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다(최은아, 강향임, 2016). 원주율이 무리수라

는 것은 원의 지름과 원주는 아무리 잘게 쪼개도 같은 단위로 측정

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름의 길이가 유리수면 원주는 유

리수가 아니고, 원주의 길이가 유리수면 지름의 길이는 유리수가 아

9)  ,   , ,  등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무리수들만 기호로 표현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리수 표현(, ,   , …)이 가능하다. 표기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

서 다루는 표기 가능한 무리수를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강정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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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원주율은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된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는 지름이 인 원의 둘레

이자,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의미하는 수로써 수직선에 대응하

는 점이 존재하는 실수이다. 하지만 작도가 불가능하여 수직선에 대

응하는 점은 정확히 찾기는 불가능하다. 

원주율이 지니고 있는 무리수로서의 본질,‘통약불가능성’과 

‘비순환성’은 초등 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개념이다. 따라서 원주

율 도입 과정에서는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을 다루기 힘들다. 이러한 

원주율의 성질은 무리수 학습 이후에 심화될 수 있다.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수 지도에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근호로 표현된 무리수’를 중심으로 무리

수를 다루고 있다. 근호가 아닌 기호로 표현된 무리수는 ,  등이 

있고, 표기방법이 개발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무리수들만 기호로 표현되고 표기방법이 개

발되지 못한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표기 가능한 무리수를 무리수의 전부라고 착

각하는 경향이 있다(강정기, 2016). 를 비롯한 다양한 무리수를 같

이 다룸으로써 무리수 개념의 본질적인 이해를 유도하고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의 특징을 심화시키기에 앞서 원주율이 무리

수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

년 때 원주율을 소수로 표현하면 불규칙하게 계속되는 무한소수임

을 알려져 있음을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자 로 표현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이러한 원주율 소수 표현의 특징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소수 표현에 의존한 무리수 정의에 의해 무리수임이 밝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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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7] 중학교 과정에서의 원주율 도입(이준영 외, 2013a)

가 무리수임은 1767년 스위스의 수학자 요한 하인리히 람베르트

(Johann Heinrich Lambert, 1728-1728)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증명하

였다.

가 0이 아닌 유리수이면 tan 는 유리수가 될 수 없다.

이 사실로부터 즉시 다음 사실이 추론된다.

tan 가 유리수이면 는 무리수이거나 이다. 

tan 


 , 즉 tan 


가 유리수이므로 


는 무리수이고 따라서 

는 무리수이다(Beckmann, 1976).

원주율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것은 학교 수학 범위에서 불가능하

다. 교과서에서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밝혀져 있다’고 그 

과정을 생략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 무리수임이 밝혀진 것은 1767

년이지만, 그때까지 많은 수학자들은 원주율 값을 구하고 정밀화하

여 100자리가 넘는 소수 자리까지 의 값을 밝혀내었다(Zebrowski, 

2001). 원주율의 값이 점점 정밀해지고 새로운 소수자리가 나올 때

마다 순환하는 주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원

주율이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고 추측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원

주율이 무리수임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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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이 가능하게 했던 과정, 즉 원주율 값을 구했던 역사적 과정을 재

구성하여 제공한다면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좀 더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측정을 통해 원주율을 도입하고 그 측정값을 

통해 원주율의 값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측정도구를 이용

한 실험적인 방법으로 곡선을 mm단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 중학생에게 원주율 측정하도록 하면 다음

과 같이 오차가 꽤 크게 나온다. 이 활동을 통해 원주가 지름의 3배

보다 크다는 것은 확인 가능하지만 약 3.14임을 예측하고, 더 나아

가 그 값이 무한소수일 수 있음을 예측하도록 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18] 원주율 측정 활동 결과

그렇다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원주율의 값을 추측하고 사용했을까? 

Beckmann(1976)의 예측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자신이 기원전 3000년의 이집트인이라고 상상하여 이를 직

접 시도해보자. 국립표준위원회도 없으니 눈금 있는 줄자는 사용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십진법이나 어떤 종류의 나눗셈도 사용해

서는 안 된다. 컴퍼스나 연필이나 종이도 없다. 갖고 있는 것은 막

대기와 줄, 그리고 모래뿐이다. 

이제 나일 강을 따라서 아주 평평하고 축축한 모래밭을 찾아보자. 

그 곳에 말뚝을 박고 튼튼한 밧줄을 연결한 다음, 다음 한쪽 끝을 

못으로 고정한다. 밧줄을 팽팽하게 하여 모래밭에 원을 그려보자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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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모래밭에서 를 측정하는 방법

밧줄에 지름의 길이를 표시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여 원주를 측정

하면 C D E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원주가 지름

의 3배보다 약간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좀 더 정확한 측정값을 얻자면 나머지 길이 EA를 우리가 정한 

단위길이 AB로 표현하면 된다. 이를 위해 EA의 길이를 지름 

AB위에 몇 번 표시할 수 있는지 세어본다. 그림과 같이 7번 보다

는 크고 8번 보다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호 EA의 길이

가 단위 길이 AB의 


보다는 작고 


보다는 크다는 것을 의미한

다. 




 



고대 문헌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원주율의 값이  


 


임

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두 양(원주와 지름, 지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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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작은 양을 단위로 

큰 양을 측정하여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단

위  로 원주와 지름을 측정하고 원주율을 식 (원주)÷(지름) 

로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보다 곱셈적 관계로서의 비율의 의

미를 더 잘 드러낸다. 

다음은 2016년 미국 아이오와주 CCA middle school 8학년 수학 학

습지로 자를 사용하지 않고 끈(string)을 사용하여 원주가 지름의 3

배보다 약간 큰 것을 확인하는 탐구 활동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율을 도입하는 첫 활동에서 지름의 길이를 단위 길이로 하여 

원주의 길이를 비교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어 ‘3배보다 약간 큰’

공통점에 집중하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다. 

[그림 Ⅲ-20] 미국 8학년 원주율 도입 학습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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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1] 미국 8학년 원주율 도입 학습지 2

이러한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여 원주율의 근삿값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원주율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둘레 사이의 관계,  한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 등

을 측정에 의존하여 탐구하지 않듯이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관

계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문제의식에서 아르키메데스(B.C. 287~B.C.212)는 내접하는 정다

각형과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둘레를 이용하여 원주의 범위를 계산

하고 원주율을 정확하게 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정 96각형을 둘레

를 계산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원주율의 값을 정확히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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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원주율  이야기(황선욱 외, 2013)

다각형을 통한 이러한 접근은 몇몇 교과서에서 역사 이야기꺼리로 

제공하고 있다. 더 정확한 근삿값이 후에 발견되지만 거의 19세기 

동안 아르키메데스의 다각형 방법을 능가하는 방법은 없었다

(Beckmann, 1976). 그가 남긴 계산의 의미를 Zebrowski(2001)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원은 정사각형으로 근사할 수 있는데, 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원에 가깝게 근사할 수 있다. 무한소 길이의 무한개의 변

을 갖는 극한에서, 실제 정다각형의 모든 기하학적 성질들은 실제 

원의 대응하는 성질과 동일하다. 본래부터 불규칙한 실제 다각형

과 둥근 형태의 측정 한계를 피할 수 있다면 이 계산식을 써서 추

상적으로  값을 계산(또는 정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림과 스케

치는 길잡이 역할을 할 뿐 수학적 논리를 기초로 결론을 이끌어내

므로 그림의 불규칙성 때문에 수학적 결과의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리적인 세계의 불완전한 원이 진정한 원에 가까워질수

록 원주의 지름에 대한 비율은 점점 더 에 가까워진다고 논리적

으로 가정할 수 있다.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각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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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탐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리적 설명은 학교 수학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측정의 한계, 다각형의 변

을 늘려가면서 정밀도를 높이는 아이디어 등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다. 이를 단순화 하여 

다음과 같이  임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Ⅲ-23]  임을 설명하는 그림

사실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을 그 과정을 반복해도 원주의 길이는 

정확하게 구할 수 없다. 하지만 거의 19세기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다각형을 통한 접근은 새로운 접근법으로 대체된다. 원주율을 무한

급수, 연분수로 구하는 방법이 등장했고, 곧 미적분학의 발견으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Beckmann, 1976). 무한과 연관되

는 과정에서 수학자들은 원주율이 유리수가 아닐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면 원주

율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자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무리수임

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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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초월수’과 원주율

원주율은 무리수이자 초월수이다. 초월수는 대수적인 수가 아닌 

수, 즉 유리계수의 대수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이다. 모든 유리수 




 ∈는 방정식  의 근이므로 대수적인 수이다. 무리

수는 대수적인 수와 초월수가 섞여있다. 무리수  ,  등은 각각 

   의 근으로 대수적인 수이다. 하지만, 는 대수적인 수

가 아닌 무리수로 학교 수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초월수이다. 

가 초월수라는 사실은 의 작도불가능성과 연결되어 수직선 위

에 정확한 위치를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된다(최은아, 강향임, 

2016).  , 는 다음과 같이 수직선 위에 위치를 나타낼 수 있지

만 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 성질은 학생들이 를 다른 표현(기

하, 수직선 표현)으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최은아, 

강향임, 2016). 

[그림 Ⅲ-24] 실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활동(이준열 외, 2013c)

교과서에서도  ,  ,  등을 주로 다루고 있어 작도 가능

한 무리수만이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가 있다. , 등 작도 불가능한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의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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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 초월수라는 사실은 3대 작도 불능 문제 중 하나인 원적문제, 

즉 자와 컴퍼스를 유한 번 사용하여 주어진 원과 넓이가 같은 정사

각형을 작도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초월수의 연구는 2000

년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왔던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 문제 중 하

나인 원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사의 중요한 분야임을 입증하였

다(박춘성, 안수엽, 2010). 이러한 사실은 학교 수학에서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에 관한 연구가 기하학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연결성을 설명하

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대 작도 불능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작도 단원에서 관련 수학사 이야기로 자주 소개된다. 

[그림 Ⅲ-25] 작도 불가능한 3가지 문제(이준열 외,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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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문자’와 원주율

원주율 는 초월수인 무리수이다. 모든 무리수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무리수들만 기호로 표

현되는데, 대수적인 수는 주로 근호를 사용하여  ,    등 문자

에 수를 첨가한 방법으로 나타내고, 초월수는 ,  등 문자로 표현

한다. 원주율은 학생들이 최초로 접하는 문자로만 표현되는 수이다. 

원주율을 문자, 즉 기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수가 소수

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무리수이자 대수적인 수가 아닌 초월수

이기 때문이다. 원주율을 지도할 때 교사는 가 문자로서의 측면과 

수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원주율 개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도입되지만 문자로서의 표현은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처음 다루어진다. 문자와 문자를 사용한 식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다루어지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학교 수학의 대수 학습은 문자 기호의 도입으로 본격

적으로 시작된다. 우정호(1998)는 대수에서 문자 기호의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수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호주의의 발달이다. 

문자를 사용하여 방정식의 미지수를 나타내고 나아가 상수를 나타

냄으로써 방정식의 일반해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계산 법칙을 표현할 수 있게 한 기호주의의 발달은 절차적인 관점

으로부터 구조적인 관점으로의 사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였다. 

문자는 , , ,  등과 같이 특수한 수나 조작을 나타내는 기호

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 양, 집합, 명제, 함수, 도형, 벡터, 행렬 등

을 나타내는 미지수, 상수, 변수로 사용된다. 중학교에서 문자를 도

입할 때는 주로 수와 양을 나타내는 문자로 방정식과 함수에 쓰이

는 미지수, 상수, 변수로서의 문자를 많이 다루게 된다. 문자 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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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것은 수학 언어로서 문자가 갖는 독특한 성질을 이해하

는 것이다. 김남희(1998)가 제시한 문자의 본질적 성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동시표현의 성질 : 수는 단일한 하나의 수를 표현하지만 문자

는 ,  와 같이 동시에(그러나, 개별적으로) 많

은 수를 표현할 수 있다. 

(2) 한계 결정의 자유성 : 문자가 나타내는 범위의 한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문자 선택의 자유성 : 주어진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서 거의 

아무거나 임의로 문자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문자의 이러한 성질은 문자식과 관련된 학습(방정식, 함수 등)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강조되고 내면화된다. 이렇게 내면화된 

문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를 학습할 때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

다. 는 특정한 수를 나타내는 문자임에도 여러 수(3, 3.1, 3.14, 


등)를 대신하거나 변화하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주율=3.14’라는 고착화를 막

기 위해 원주율의 값을 3, 3.1, 3.14, 


등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

시하고 있다. 다양한 어림값으로 원주와 원의 넓이를 계산한 경험도 

일반적인 문자의 성질과 더불어 이런 혼란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율이 문자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수를 나타냄으

로 문자가 갖는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원주율은 수이지만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수식 학습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학생들의 인지적 오류가 원주율 관련 계산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김남희(1998)이 제시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문

자식 학습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오류’ 중 원주율과 관련하여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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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오류는 다음과 같다. 

오류 1: 문자식 계산에서 을 무리하게 간단히 하여 로 답

하는 경우

오류 2:  와 같이 괄호로 둘러싸인 부

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 생각하는 경우

원주율 는 계산 과정에서 문자와 같이 다루어진다.   와 

같이 동류항 계산과 같이 계산되고, 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간단하게 되지 않는다. 둘레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계산 과정에서 

문자가 포함된 식의 계산처럼 분배법칙, 교환법칙 등을 이용하여 간

단히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오류 1,2와 같은 유형

의 오류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 밖에도 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

여 = 와 같이 에 를 대입하여 식을 완결하려

는 하거나 서론에서 살펴본 예처럼  에서는 를 단위로 인

식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라디안에서 등장하는 를 

로 인식하여 원주율 와는 다르게 인지하기도 한다(김숙자, 

2006). 

식에서 가 문자처럼 행동하기는 하지만 는 변수와 미지수, 단

위를 의미하는 문자와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식 

, 를 와 2, 와 2를 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계산 결과로 식을 완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김남희 외, 2006). 하

지만 대수에서 라는 표현은 종종 와 를 더하는 과정을 의미

하기도 하고 와 의 합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대수에서는 산술

과 달리 과정과 대상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수 학습이 조

작적 관점에서 구조적 관점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대수식을 하나

의 대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김남희 외, 

2006). 학생들이 와 를 하나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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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지도함과 동시에 와 는 다른 이유에서 더 이상 간단하

게 되지 않음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에서 는 임의의 수를 나

타내기 위한 변수이고, 에서 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무리수이

다. 와 2는 서로 통약 불가능하여 연산결과를 공통 단위로 변형하

기 어렵다(강정기, 2016)10). 

어떤 수가 무리수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한 표상이 없다는 점

은 많은 학생들이 무리수 개념을 어려워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Zazkia, 2005, 이지현, 2014에서 재인용). 강정기(2016)는 무리수 개

념 학습의 어려움을 무리수 표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표기로부터 

비롯된 인지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현이 쉽기 않

은 수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단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고대 수학자들이 그 값을 구하기 위한 고심과 노력을 재현하여 학

생들로 하여금 표현이 쉽지 않는 수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표현을 스스로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문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무리수의 특성을 이해

함으로써 인지적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2.8. ‘호도법’과 원주율

2009개정 교육과정(2011c)에서는 ‘미적분 Ⅱ’에서 삼각함수를 

다루면서 각도의 새로운 단위로서 라디안을 도입하고, 라디안을 단

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와 


의 합은 공통단위 


에 기반하여 


으로 변형 가능하다(강정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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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6] 라디안의 정의(황선욱 외, 2014)

호도법은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까다롭고 어려운 

개념이다. 여러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이 라디안을 배우고도 그 의미

나 유용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와 라디안 변환 계산은 

잘 수행하는 반면에 라디안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송은영, 2008; 장영수, 20006; 강윤수, 박수정, 2003, 

라병채, 2002; 김현웅, 2001; 남진영, 임재훈, 2008에서 재인용). 또, 

원주율로서의 와 호도법에서의 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를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 항상 붙여야하는 단위처럼 생각하거나(남진

영, 임재훈, 2008),  로 인식하여 원주율과 다르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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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김숙자, 2006; 김세일, 2009). 라디안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예

비교사의 내용지식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라디안 개념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이해정도가 미흡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강향임, 최

은아, 2015b). 

라디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진영, 임재훈, 2008; 

김완재, 2009; 강향임, 최은아, 2015b). 하나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 사이의 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1라디안은 호의 길이와 반

지름의 길이와 같을 때의 비로 정의된다. 다른 하나는 반지름의 길

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각의 벌어진 정도를 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라디안은 

각의 크기, 각의 측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각’의 속성

이, 후자는 ‘수’의 속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미 중에 라디안 개념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서

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강향임, 최은아, 2015b). 남진영, 임재훈

(2008)은 라디안이 각의 크기와 동질량의 비, 즉 각과 실수라는 양면

적 성질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라디안이 수학과 물리

학에서 각의 측도로 빠른 시간에 자리를 잡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이 이중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교육

과정에서 라디안은 각의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삼

각함수를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로 정의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일

반적으로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고 단위를 생략하면 삼각함수

는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가 됨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로 나타내어도 단위를 생략하면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설명

이다(강향임, 최은아, 2015b). 이때 라디안을 길이의 비로 정의하면 

그 자체가 실수 속성을 갖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완재(2009)는 두 길이의 비로서의 라디안의 각의 측도로서의 라

디안으로부터 파생된 의미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라디안을 지도

할 때 라디안을 측정 가능한 각의 단위라는 관점에서 지도해야 와 

을 혼동하는 등의 오개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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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에서 의 정의역과 의 치역을 실수 차원으로 일치시키려는 

것은 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다. 삼각함수의 정의역을 실수로 

두는 것은 대학 교육과정이나 심화 교육과정에서 wrapping 

function(circular function)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난 뒤에 논의될 일

이며, 무리하게 sin의 정의역을 실수로 두기 위해 ‘라디안은 실

수’라는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면 와 실수 의 구분에 있어서 

오개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디안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호도법으로 각도 

표현이 가능한 것은 Euclid 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음이기 때문이다

(유재근, 2018). 모든 원이 닮음이기 때문에 원주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는 비례하고, 중심각이 같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

이에 비례하게 된다. 즉, 모든 원이 닮음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라디안만이 원과 관련된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나타내려는 아이

디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남진영, 임재훈, 2008).

각도 개념은 원에서의 호의 길이와 원 안에 들어있는 중심각이라

는 두 개의 양의 측정에서 발전되었다. 호의 길이로 각도를 해석하

는 것이 원의 중심각으로 각도를 해석하는 것보다 먼저 나왔다고 

볼 수 있다(이종희, 2001).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degree)와 라디안

은 모두 원과 관련된 길이를 이용하여 각도를 나타내려는 아이디어

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남진영, 임재훈, 2008). <그림28>은 천문

학 맥락에서 두 별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 각도를 측정하게 된 

핵심 개념을 나타낸 것이다(유재근, 2018). 천문학자들은 원의 닮음

을 이용하여 각도의 불변성 


 


 


 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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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7] 각도의 역사적 본질(유재근, 2018)

최은아, 강향임(2015)은 도(degree)와 라디안을 호의 측도로 해석함

으로써 각의 측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들은 그동안 호의 측도에 의한 각의 측도라는 측

면이 라디안에서만 강조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육십

분법와 호도법은 상호 변환 관계만 존재할 뿐 개념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별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하면서 각의 측도로

서의 도(°)와 라디안을 호의 측도라는 공통적인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라디안의 개념적 이해를 돕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호의 측도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호의 길이와 원주, 반

지름 사이에 존재하는 불변성과 공변성을 이해함으로써 라디안의 

개념적 이해를 돕고 각의 측도로서의 속성을 부각시켜 지도할 필요

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남진영, 임재훈(2008)도 도와 라디안이 원의 호를 이용하여 각도를 

나타내려는 사고방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구의 공전 주기에 의지해 기본 단위를 설정한 

반면 라디안은 원의 본질적 성질인 원주율에 의지해 원의 반지름을 

기본 단위로 설정함을 밝히며 다음 수학교육전공 교수의 견해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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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라디안을 지도할 때 원주율이라는 수학적인 성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의식하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는 문화적이고 다소 임의적인 산물인 것 같아요. 인류가 다

른 행성에 살았다면 다른 각도를 만들었을지도 모르지요. 라디안

은 수학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공전주기는 행성마다 달

라도 원주율 그 자체는 행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비유로 말한다면, 도가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것이라면 라디안은 

전 우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문

화적이고 다소 우연적인 도만 배우는데서 그치지 않고 라디안을 

배우면서 좀 더 수학적인 각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 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수학교수전공 교수 F).

원주율과 관련된 원의 성질은 각의 측도로서의 도, 라디안을 이해

하는 기본이 된다. 특히 라디안을 학습할 때, 원의 반지름을 기본단

위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율의 불변

성과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공변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

로 비로서의 라디안과 단위원에서 wrapping function을 도입한다면 

를 단위로 인식하거나  로 이해하는 오류 등도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2.9. ‘통계적 확률’과 원주율

확률은 수학의 다른 영역, 특히 수, 기하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자료의 수집, 기술, 해석을 위한 기초가 된다(NCTM, 2000). 우정호

(1998)은 확률 교육의 특징과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수학적 수단인 확률은 다

른 수학적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실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의 해결

을 위한 중요한 사고 도구이며 의사소통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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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인과적이고 결정적이며 논리적인 특징이 강한 수, 도형, 함

수에 관한 수학적 사고와 다르다. 인과적 사고가 편안한 느낌을 

주고 논리적 사고는 명쾌하며 기하학적 사고는 이미지를 수반하는 

데 비해 확률적 사고는 반직관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높으며 이해

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분석과 연구를 요하는 많은 교육적 문

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는 현행 학교수학에서는 확률 개념의 지도보다 계산 패턴에 따

라 복잡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알고리즘 중심의 지도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 학생들은 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의 

확률적인 판단, 우연 현상에 대한 확률적 사고능력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실제적인 문제 상황과 관련된 

통계적 확률을 보다 의미 있게 다룸으로써 확률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생활 문제를 확률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맥락에서 확률·통계 교육 내용의 방

법론적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이준열 외, 

2019b).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확률을 수학적 확

률과 통계적 확률로 도입하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수학적 확률

과 통계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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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8]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이준열 외, 2019a)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

두 같다는 가정 아래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

부분의 현상은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

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통계적 확률

을 도입하고 수학적 확률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충분히 많은 횟수

의 실험과 시행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다룰 수 있도록 ‘교

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관

계를 이해하고 통계적 확률을 다룰 때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시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다(교

육부, 2015). 신보미, 이경화(2006)도 통계적 확률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적 접근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충분히 많은 횟수의 반

복을 구현하는 것은 컴퓨터나 계산기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 

원주율 값을 추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확률 실험은 Buffon의 바늘

문제와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이용한 문제가 있다(장대홍, 엄태

웅, 이성백, 2017). 이 두 방법은 통계적 확률을 다룰 때 좋은 소재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1733년경 Buffon(1707~1788)

이 바늘문제의 확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거리 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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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평행선들이 그어져 있는 한 평면에 길이 ()인 바늘을 

임의로 던졌을 때 바늘이 평행선 중의 하나와 만나게 될 확률은 




이다. 

[그림 Ⅲ-29] Buffon의 문제(Beckmann, 1976)

 








sin  






이 관계로부터 Laplace는 실험을 통해 를 얻고, 식 


로부

터 의 값을 계산하였다(Beckmann, 1976). 또 다른 방법은 정사각형

에 내접하는 원에 점을 찍어서 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한 변의 길

이가 인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면적과 정사각형 넓이의 비는 




 


이다. 여기에 점을 찍을 때 원의 내부에 찍힐 확률은 넓

이의 비와 일치하므로 식  로부터 를 추정할 수 있다. 장대

흥, 엄태웅, 이성백(2017)은 실험을 통해 몬테카를로법으로 표본크기

를 늘려가며 의 값을 추정하면 실험 횟수가 많아진다고 반드시 

의 값이 더 정확하게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Buffon방법보다는 정사

각형의 내접원을 이용하여 를 추정한 경우 비록 극값들이 존재하

지만 오차가 더 작은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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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항상 가

까워진다거나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

률이 정확히 같다고 생각하는 등의 오류(Quinn, 2000; 신보미, 이경

화, 2006에서 재인용)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Ⅲ-30] 몬테카를로법으로 원주율 구하기(Entry, 2019) 

이러한 방법들은 값을 계산하는데 그리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Beckmann, 1976). 예를 들어, Buffon방법으로 바늘을 3,400번 던져 

값을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얻을 확률은 퍼센트보다 

작은 매우 낮은 값이다. 이 방법이 값을 계산하는 데는 별로 효율

적이지 않지만 어떤 확률변수의 복잡한 함수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

할 때 컴퓨터가 복잡한 적분계산을 하도록 프로그램하지 않고 확률

변수와 밀도함수를 시뮬레이터하도록 프로그램하여 산술평균, 예를 

들어 10만 번의 시행에서의 평균을 계산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응용 가능성이 높은 매우 강력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Beckmann, 1976). 

Buffon의 바늘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Stein(1979)

은 Buffon의 바늘 문제는 Buffon의 국수 문제(Remaley, 1969), “어

떤 길이와 어떤 모양이든 곧은 철사로 만든 편평한 철사 조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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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것을 수없이 많이 던질 때, 선에 걸칠 평균 횟수는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적분을 사

용한 Buffon과 달리 기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철사의 모양과 길이를 변수로 실험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때, 평행선 사이의 길이는 1로 일정

하다.  

위 자료에 의하면 모양은 교차 횟수의 평균값에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길이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길

이를 두 배로 늘이면 평균 교차 횟수도 두 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평균 교차 횟수를 철사의 길이로 나누면 똑같은 값(상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실험에서 그 값은 0.65와 0.7근처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때 지름이 1인 원 모

양의 철사를 사용하면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다. 원 모양의 철사

는 바닥의 어느 부분에 떨어지든 간에 평행선과 교차하는 부분이 

항상 두 군데이다. 철사의 길이는 이고 평균 교차 횟수가 2이기 때

문에 


가 원하는 상수값이 된다.  

Stein의 방법은 미적분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 과정 학생

들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에 소개한 두 방

법과 마찬가지로 철사 던지기 실험을 통해 값을 계산하고 예측하

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양 철사의 길이 평균 교차 횟수 평균값을 길이로 나눈 값

직선 1 0.66 0.66/1=0.66

직선 2 1.40 1.40/2=0.70

V 2 1.30 1.30/2=0.65

Z 1 0.65 0.65/1=0/65

정사각형 2 1.30 1.30/2=0.65

<표 Ⅲ-2> 철사의 모양과 길이에 따른 교차 횟수(Stein, 1979) 



- 72 -

3.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김남희(2016)는 초등학교 교사 교육과 중등학교 교사 교육이 분리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의식중에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초

등학교 수학과 중등학교 수학을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수학,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으로 진행되는 학교수학

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수학에서 

수학 내적 연결성에 대한 강조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며, 

중학교 수학이 초등학교 수학을 기반으로 심화, 발전되어 전개되면

서 고등학교 수학 학습을 위한 발판으로서 중요함을 다양한 예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 내용은 ʻ수와 연산ʼ, ʻ도형ʼ, ʻ측

정ʼ, ʻ규칙성ʼ, ʻ자료와 가능성ʼ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ʻ수와 연산ʼ 

영역에서는 자연수, 분수, 소수의 개념과 사칙계산을, ʻ도형ʼ 영역에

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개념, 구성 요소, 성질과 공간 감각을, 

ʻ측정ʼ 영역에서는 시간, 길이, 들이, 무게, 각도, 넓이, 부피의 측정

과 어림을, ʻ규칙성ʼ 영역에서는 규칙 찾기, 비, 비례식을, ʻ자료와 가

능성ʼ 영역에서는 자료의 수집, 분류, 정리, 해석과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다룬다(교육부, 2015). 원주율 개념은 초등학교 5~6학년군 

측정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구체물의 측정을 통해 도입되어 곧바로 

원의 둘레 혹은 넓이를 구하는 계산에 적용된다. 

중학교 수학 내용은 ʻ수와 연산ʼ, ʻ문자와 식ʼ, ʻ함수ʼ, ʻ기하ʼ, ʻ확률과 

통계ʼ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ʻ수와 연산ʼ 영역에서는 정수, 유리

수, 실수의 개념과 사칙계산을, ʻ문자와 식ʼ 영역에서는 식의 계산, 

일차방정식과 일차부등식, 연립일차방정식, 이차방정식을, ʻ함수ʼ 영

역에서는 좌표평면, 그래프, 정비례와 반비례, 함수 개념, 일차함수, 

이차함수를, ʻ기하ʼ 영역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성질, 삼각형

과 사각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비, 원의 성

질을, ʻ확률과 통계ʼ 영역에서는 자료의 정리와 해석, 확률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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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성질, 대푯값과 산포도, 상관관계를 다룬다(교육부, 2015). 홍갑

주(2016)는 중학교 수학에서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이상의 심화된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완전하

진 않더라고 중학 수준의 지식과 수학적 추론을 통해 원주율을 심

화하여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원주율에 대한 아르키메데

스의 연구는 지금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기하학 지식의 총 집약 판

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2015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원주율과 관

련된 내용이 다루어지는 시기를 정리한 표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초

등

학

교

영역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도형
자료와 

가능성

1~2학년 ∙원

3~4학년
∙원의 구성요

소 

5~6학년 ∙원주,원주율 ∙비, 비율

중

학

교

영역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1학년 ∙문자의 사용
∙정비례

∙그래프
∙원과 부채꼴

2학년
∙유리수, 순

환소수
∙일차함수 ∙도형의 닮음 ∙확률

3학년
∙무리수, 실

수
∙원의 성질

고

등

학

교

수학 ∙원의 방정식

수학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호도법과 삼각함수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

률

<표 Ⅲ-3> 원주율과 관련된 개념(교육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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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례가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이동되었고, 

호도법을 미적분 Ⅱ에서 다루다가 수학 Ⅰ에서 다루는 등의 변화는 

있지만, 원주율을 도입하거나 전개하는 방식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1. 초등과정에서 원주율 지도

학교 수학에서는 6학년 1학기에 다양한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지름

을 측정하는 활동을 통해 원주율의 존재와 어림값을 동시에 가르치

고 있다. 강향임, 최은아(2015a)는 학생들이 원주율을 3.14로 인식하

여 원주율의 개념과 근사성, 무한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밝히

며 측정 활동을 통해 원주율을 도입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원주율 

<2009개정 교육과정>

초

등

학

교

영역 수와 연산 측정 규칙성 도형 확률과 통계

1~2학년 ∙원

3~4학년
∙원의 구성요

소

5~6학년 ∙원주,원주율
∙비, 비율

∙정비례

중

학

교

영역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1학년 ∙문자의 사용
∙함수와 그래

프
∙원과 부채꼴

2학년
∙유리수, 순

환소수
∙일차함수 ∙도형의 닮음 ∙확률

3학년
∙무리수, 실

수

∙․원의 현, 접

선에 대한 

성질

∙원주각의 성

질

고

등

학

교

수학 ∙원의 방정식

미적분Ⅱ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법 적분법

∙호도법과 삼각

함수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확률 통계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

률

<표 Ⅲ-4> 원주율과 관련된 개념(교육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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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통해 원주율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

한 상황을 통한 측정활동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측정을 통해 

원주율을 다음과 같이 도입하고 있다. 

[그림 Ⅲ-31] 원주율 도입활동(교육부, 2015b)

선행연구에서는 원주율을 도입할 때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이 제

안하고 있다. 첫째, 강향임, 최은아(2015a)는 초등수학 영재교육 대상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수업시간의 측정활동이 원주율의 상

수성과 무한성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된 사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 활동에서 학생들이 구한 (원주)÷(지름)의 값은 전부 같게 나왔을

까? 완벽한 원은 그릴 수 없는 원의 본질과 측정의 불완전함으로 원

마다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는 상황에서 원주율이 실제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측정값은 다르게 나오는데 왜 원의 크기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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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는 일정할까? 교과서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활동 후 다음과 같이 원주율을 정의하고 있다. 

[그림 Ⅲ-32] 원주율 정의(교육부, 2015b)

둘째, 원주율은‘원주’가 ‘지름’의 몇 배인지 구하는 활동을 

통해 도입되는데, 식 ‘(원주)÷(지름)’을 구해야 하는 값으로 직접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대수적인 식을 생각할 수 있는 여

지가 없어 보인다. 강향임, 최은아(2015a)는 이러한 진술 방법이 학

생들로 하여금 원주율을 대수적 공식으로 기억하도록 한다고 지적

하면서‘원주는 지름의 몇 배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 약간 넘는다’, 또는 ‘(원주)=(지름)의 약 3배’로 

설명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학생들은 원주율을 ‘(원주)÷(지름)’

의 대수적인 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강향임, 최은아, 

2015a). 원주와 지름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 스스로 대수식으

로 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주율을 도입하는 활동은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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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3] 원주율 도입활동(교육부, 2002a)

7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는 도입 활동에

서는 식‘(원주)÷(지름)’을 제시하지 않고 몇 배인지 구하도록 하

고 있다. 7차 교과서는 반지름을 한 단위 길이로 하여 컴퍼스로 원

주를 나누면 약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확인해봄으로써 원주

가 지름의 약 3배임을 알도록 도입활동을 구성하였다. 특히, 익힘책

에서 실을 이용하여 지름의 길이와 원주를 비교해보는 활동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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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소개한 미국 아이오와주 CCA middle school 8학년 수학 학습지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 컴퍼스 대신 끈을 이용함으로써 지름의 길이

를 단위로 원주를 측정하는 것이 활동의 목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곡선인 원주를 컴퍼스로 자를 때 확연히 보이는 오차를 줄임으로서 

활동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Ⅲ-34] 원주율 도입활동(교육부, 20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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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5] 원주율 도입활동(교육부, 2011a)

2007개정 교과서는 측정의 부정확성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측정을 통해 원주율의 값을 정확히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지름의 길이가 변할 때 원주의 길이도 변하지만 그 비율이 

3배보다 크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정도로 학생

들의 활동을 설계한다면 원주율의 상수성과 무한성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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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주율의 어림값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2009 개정 교과서에서는 원주율의 참값이 아주 긴 소수임을 알려주

고 그 것을 이용해 어림값을 구해보고 참값과 가까운 것을 구하도

록 하고 있다. ‘원주율=3.14’라는 고착화를 막기 위해 2009 개정  

교과서는 원주율의 값을 3, 3.1, 3.14, 


등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Ⅲ-36] 원주율의 어림값(교육부, 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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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7] 원주율의 어림값(교육부, 2011a)

라병소(1992)는 초등학교에서 를 어림값으로 사용하는 것은 계

산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하여 원주율과 관련된 여러 원리를 알지

도 못한 채 계산 숙달로 학습의 목표가 변질된 가능성을 지적하면

서 어림값을 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강문봉

(2001)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지필 계산에서는  대신 ‘보다 

약간 큰’ 것으로 이해하게 하거나 를 사용하게 할 때는 계산기

를 사용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제시된 원주율이 어림값이고, 어림값을 이용한 

원주, 지름, 원의 넓이는 모두 어림값임을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이

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어림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원의 지름과 원주

가 어림값임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고성무(1998)는 교과서에서 원주

율을 약 3.14라고 제시하지만, (원주)=(지름)×로 표시하여 학생

들의 어림값의 개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원주율을 어림값으로 표현되고 활용되는 수이다. 원주율은 현실 

상황에서 다양한 어림값으로 대체된다.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상황에

서 사용된 원주율의 근사성을 인지하는 것은 원주율이 무리수, 초월

수라는 사실과 문자 로 나타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토

대가 된다. 하지만, 어림값으로 원주율을 대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은 ‘원주율’ 라는 사고의 고착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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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최은아(2015a)는 초등학교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원주율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원주율’라는 사고의 고착화로 

인해 원주율의 개념, 근사성, 무한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원

주율과 원주율의 어림값을 혼동하는 오류를 보임을 밝혔다. 

2009 개정 교과서는 이전 교육과정과 다르게 원주의 길이를 알 때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의 지름을 구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

과 같은 활동을 추가하여 다루고 있다. 

[그림 Ⅲ-38] 원주율 이용하여 지름구하기(교육부, 2015b)

원주의 길이를 2배, 3배로 변화시키고, 원주율이 3임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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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 길이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보라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 원주율이 3이라는 것을 이

용했다는 것은 원주와 지름의 길이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연히 지름의 길이도 2배, 3배로 변하게 된다. 원주와 

지름의 길이 사이의 공변성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원주율 도입활동

으로 나왔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중학교 과정에서의 원주율 지도

모든 원에 대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가 항상 일정하

다는 것은 모든 원은 서로 닮은 도형이고 원의 둘레와 지름의 비가 

상수라는 것을 내포한다. 원주율의 상수성은 닮음이라는 개념을 통

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라병소(1992)는 원주

율을 교과서에서 다양한 물건의 원주와 지름을 측정한 후 (원주)÷

(지름)을 구하는 활동은 그 값이 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유효하지만 원주율의 상수성을 보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닮음을 이용한 접근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교과

서 내용체계 개편까지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은 닮

음 개념을 중학교 2학년에 배우고, 원주율의 도입은 그 전에 이루어

지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원주와 지름이 정비례 관계임을 이용하

여 상수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비례, 반비례 개념도 원주

율 학습 이전에 배우고 있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원주율을 문자 로 도

입하고 있다. 원주율을 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주율이 무

리수이자 초월수이기 때문이다. 원주율은 

(는 정수, )로 나

타낼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이고,    등으로 나타

낼 수 없는 초월수이다. 하지만 무리수 개념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에 등장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원주율을 ‘불규칙하게 무한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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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소수’로 설명하고 문자 로 간단히 표현한다고 설명하고 있

다.

[그림 Ⅲ-39] 의 도입(이준열 외,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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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주율 지도를 위한 ‘학습자의 이해에 대한 

지식’

원주율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원주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장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이미 학습한 수학적 개념과 연

결하여 원주율 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분

석하고자 한다. 

1. 연구방법

1.1 연구대상

본 조사는 대전 소재 A 중학교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A 중학교는 대전에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다. 약 30명의 학생들이 한 반을 이루고 있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선행학습도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교사로서의 연구자 경험에 의하면 선행학습이 수학 개념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보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등과정에서 원주율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비율,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비율로서의 원주율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와 비례 관계

를 기반으로 한 원주율의 불변성과 상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중등과

정에서 원주율의 불변성과 상수성은 닮음과 정비례 개념을 통해 정

당화되고 심화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인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원주

율과 관련된 수학적 개념(도형의 닮음, 정비례, 무리수 등)을 모두 

학습한 상태이다. 

설문조사는 2019년 5월 초에 중학교 3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수

학시간에 이루어졌다. 30명 정원 학급인데 1명이 결석을 하여 총 29

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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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총 5문항의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그림 Ⅳ-40] 문항 1 

문항 1은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문항 1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지은(2015)의 2차시 수업 도입 문제11)를 참고

하여 제작하였다. 서지은(2015)은 이와 비슷한 도입 질문에서 14명 

중 12명의 학생들이 지름의 2배보다 약간 긴 길이를 선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직 원주율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임을 감

안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원

주율 개념을 배운 중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원주율 공식을 

원주와 넓이 계산에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이 원주

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학생들이 두 양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본질적으로 이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조사문

항으로 선택하였다. 

11) 아이디어 출처는 ‘아이스크림 원격연수원 초등수학 르네상스 도형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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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문항 2 

문항 2는 학생들은 원주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지 확

인하는 문항이다. 원주율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 대수식‘(원주)

÷(지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길이의 

비율’로 이해하고 있는지, ‘3.14’등의 수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술형으로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그림 Ⅳ-42] 문항 3 

문항 3은 원의 지름과 원주가 정비례 관계임을 알고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한 문항이다. 비율로서의 원주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원의 지름과 원주가 정비례함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항 3은 정비례를 이미 배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의 지름과 

원주가 정비례 관계임을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원주율이 비례상수

임을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설계하였다. 

[그림 Ⅳ-43] 문항 4 

문항 4은 불변량으로서의 원주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한 문항이다. 원주율을 측정으로 통해 도입할 때 원주율의 불

변성과 상수성은 다양한 원에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이 

비슷함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하지만 측정의 한계와 오

류로 학생들이 측정활동을 통해 원주율이 같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

려운 일이다. 정비례와 닮음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불변량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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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주율을 학생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문항을 설계하였다. 

[그림 Ⅳ-44] 문항 5 

교육과정에서 유리수는 분수 표현에 의존하여 정의하고 무리수는 

소수 표현에 의존하여 정의하고 있다. 무리수 개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무리수를 이해해야 한다(최은아, 강

향임, 2016). 문항 5는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2. 연구결과 

<문항 1> 

29명중 13명이 3번을 답으로 선택했고, 2번을 선택한 학생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번호 학생수 백분율(%)

1) 1 3.45 

2) 11 37.93 

3) 13 44.83 

4) 3 10.34 

무응답 1 3.45

합계 29

<표 Ⅳ-5> 문항 1 설문결과 

원주율을 비율로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와 원의 지름의 곱셈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원주는 원의 지름의 배이고, 원의 지름은 

원주의 


배이다. 이 문항은 원주가 원의 지름의 배, 즉 약 3배보

다 약간 크다는 것을 이용하여 원주에 해당하는 길이의 끈을 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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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정답 3)을 선택한 학생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을 선택한 학생은 11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문

항 1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원주와 비교할 양이 원의 지름임을 

힌트로 주고, 원의 지름을 4칸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모눈종이로 단

위길이를 주면 정답률은 다음과 같이 올라갔다. 

[그림 Ⅳ-45] 변형문항 1  

번호 학생수 백분율(%)

1) 1 3.33

2) 7 23.33

3) 22 73.33

4) 0 0

무응답 0 0

합계 30

<표 Ⅳ-6> 변형문항 1 설문결과 

원주율을 이용하여 원주와 원의 넓이는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학

생들은 위와 같이 변형된 문항에서는   이라는 공식을 떠올려  

결과를 쉽게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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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6] 변형문항 1 풀이사례 

하지만 문항 1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한 학생 풀이는 하나도 없었

고 다음과 같이 원주가 지름의 3배임을 어림해본 풀이 사례만 있었

다.

[그림 Ⅳ-47] 문항 1 풀이사례

같은 반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두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의 차이는 대수식 (원주)=2×(원의 반지름), (원주)=×(원

의 지름)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원주가 원의 지름의 배라는 사

실을 이용하여 원주를 어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

식을 잘 안다고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 즉 ‘원주가 

원의 지름의 배’임을 이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 원주율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곱셈적 관계에 초점을 맞추

어 충분히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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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29명 중 20명의 학생들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통해 원주율을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배우고 무

리수의 예로 와 를 다루고 있어 최근의 학습내용으로 원주율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원주율을 ‘지

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로 학습한다. 하지만 ‘비율’로서 원주율

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2명에 불과했고, 대수적인 식으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3명으로 생각보다 적었다. 배운 후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정의보다는 공식, 원의 넓이나 원주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값으로 대

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항 3> 

29명의 학생들 중 24명의 학생들이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관계

를 정비례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양 사이의 관계식이

나 공변성을 이용하여 정비례임을 설명한 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비율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둘레랑 지름 사이의 비율
2

대수적인 식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

(원주)/(원의 지름)

(원주)=(지름)×

3

어림값 3.14 5

무리수
3.141593…, 무리수, 끝이 없는 소수, 무한소수

의 대표적인 예, 숫자 많은 것,
20

문자 , 그리스 기호, 파이 7

쓰임새
원의 넓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것.

원주를 구하는 데 쓰임.
4

관련 경험 파이데이, 원, 도형, 수학 3

오답

반지름과 원주사이의 비율

반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

원주 비율?

3

<표 Ⅳ-7> 문항 2 설문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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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학생들 중 12명은 이유를 모른다고 응답했고, 5명의 학생들

은 원의 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정비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례

상수로서 원주율을 설명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정비례 24 82.76 %

반비례 2 6.90 %

모름 3 10.34 %

<표 Ⅳ-8> 문항 3 설문결과 

정비례인 이유

2배가 되면 2배가 되고, 


배가 되면 




배가 되어서

1

원의 반지름이 일 때 원주는 이

기 때문에, 

원주=원의 지름×이기 때문에

6

원의 지름에 원주율을 곱한 것이 원주

이기 때문에 원의 지름이 커지면 원주

도 커진다.

5

이유는 모름. 12

반비례인 이유

원의 지름이 길어지거나 짧아진다고 

해서 가 길어지거나 짧아지지 않아

서

1

이유는 모름 1

비례상수로서의 원주율
원주율은  와 같이 앞에 붙는 

상수를 의미한다.
1

<표 Ⅳ-9> 문항 3 설문결과(선택 이유)

현재 교육과정에서 정비례 개념 지도는 함수와의 연결이 강조하여 

가 2배, 3배, 4배, …로 변함에 따라 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공변성을 파악하는데 학생들이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공변 관계로 정비례 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형

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된다. 이때 는 비례상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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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주율은 비례상수로서 대수와 기하를 연결하는 좋은 소재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정비례 개념을 토대로 원주율을 비례상수로 소

개하는 시도와 설명을 찾기는 어렵다. 그 영향으로 학생들도 비례상

수로서 원주율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4> 

원주율의 불변성에 얼마나 확신을 하는지 물어본 문항이다. 원주

율이 모든 원에서 같다는 것은 18명의 학생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원주율의 불변성과 상수성

인정(가온의 의견) 18 62.07 %

불인정(희정의 의견) 10 34.48 %

무응답 1 3.45 %

<표 Ⅳ-10> 문항 4 설문 결과 

인정 

이유

확

신

원주율은 같은 거라고 배웠음. 5

계산할 때 모든 원에 를 사용하므로 5

모든 원은 서로 닯음이기 때문에 일정 2

불

확

신

무한소수이므로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다 

같음
1

항상 다르다면 오류나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1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같다고 할 수 있음

평균값 사용
2

이유는 모름 2

불인정 

이유

예외가 있을 수 있음. 1

⋯ 뒤에 수많은 숫자들이 끝이 없이 있

고 잘 모르기 때문
3

이유는 모름 6

<표 Ⅳ-11> 문항 4 설문결과(선택 이유) 

원주율의 상수성과 불변성은 정비례 관계와 닮은 도형의 성질로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므로 원주율이 같

다고 수학적으로 설명한 학생은 2명에 불과하다. 그 전 문항에서 원

주와 원의 지름이 정비례 관계임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

여 원주율의 불변성을 설명한 학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인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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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2명 이외에 원주율이 모든 원에서 같다고 확신하는 10명의 학

생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든 원에 대해 를 사용하거나, 같

은 공식을 사용하여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논리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암기에 의한 불완전

한 확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원주율이 모든 원에서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의 수임은 확

신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원주율이 하나의 수임을 인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원주율이 무리수라

는 것이다. 무한소수이므로 아직까지는 같지만 앞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는 학생도 있었고, 차이가 너무 작아서, 그 평균값으로 하나의 

값으로 사용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원주율의 불변성

과 상수성을 인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응답과 비슷하다는 것이 눈에 

띈다. 무한소수를 하나의 수로 인정하지 못하는 오개념은 무리수 지

도에서 많이 언급되어 왔다. 

둘째는 원주율을 주로 측정활동을 통해 도입한다는 것이다. 원주

율을 지도할 때 학생들은 원주와 원의 지름을 측정하고 원주율을 

계산해보게 된다. 하지만 측정값에 따라 원주율의 값은 달라지고 정

교하게 측정하고 계산하면 그 값이 약 임을 설명하는 것으로 원

주율 학습은 마무리된다. 이러한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지름과 원주

의 곱셈적 관계를 파악하여 원주율의 어림값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원주율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주율 측정활동으

로 학습한 학생들은 원주율의 불변성과 상수성을 확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아직 부족하다. 

사실 이러한 측정활동은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못

한다. 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둘레 사이의 관계, 한 변

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 등을 측정에 의존하여 탐구

하지 않듯이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관계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

하여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측정과 관련하여 원주율의 상수성을 의심한 희정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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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문항 5>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를 학습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지 29명중 25명의 학생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원주율이 

무리수임을 설명하고 있다. 단 1명의 학생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서 원주율의 무리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원주율의 무리수성

인정 25 86.21 %

불인정 4 13.79 %

무응답 0 0 %

<표 Ⅳ-12> 문항 5 설문결과 

인정 

이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20

분수로 나타낼 수 없어서 1

아직 끝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음)
4

이유는 모름 0

불인정 

이유

언젠가는 그 계산이 반복되어 규칙이 생길 것임 2

는 기호이기 때문에 3이라고 생각하면 그 값은 

무리수가 아니다.
1

이유는 모름 1

<표 Ⅳ-13> 문항 5 설문결과(선택 이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원주율을 설명한 학생 중 원주율이 유

리수가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학생들이 4명이나 있다는 게 

눈에 띈다. 이 학생들은 원주율의 상수성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원주율이 무리수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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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 <문항 5>

[그림 Ⅳ-48] 원주율이 유리수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학생 응답 사례 

비슷한 이유로 원주율이 무리수가 아님을 설명한 학생도 2명이 있

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표현이 원주율의 상수성과 무리수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무리수 개념은 형식적 정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에 따른 수학적 표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최은아, 강향

인, 2016).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것은 원의 지름과 원주는 아무리 잘

게 쪼개도 같은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주율

은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되는 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이자,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의미하는 하나의 수로써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는 실수이다. 다양한 관점에서 무리수로서의 원주율을 다룸으

로써 이러한 학생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를 다양한 값을 가지는 문자로 오해하여 원주율이 무리수가 아

님을 설명한 학생의 응답도 흥미롭다. 

[그림 Ⅳ-49] 를 다양한 값을 가지는 문자로 오해한 학생의 응답사례 

를 앞서 배웠던 약속에 따라 여러 값을 가지는 문자로 판단하여 

무리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초등학교 때 원주율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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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어림값으로 계산했던 경험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했

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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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원주율을 지도할 때 교사는 학생들이 ‘모든 원에서 지름의 길이

에 대한 원주의 비가 일정할까?’, ‘같다면 왜 같을까?’, ‘원주율

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 수의 특징은 무엇일까? 등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질문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

으로든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고, 교사 스스로 질문과 함께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학생들에게 일어나고 

학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거에 배웠거나, 앞으로 배

워야 할 수학 개념과 원주율이 연결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원주율은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 수학적 연결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할 수학적 개념 중 하나이다. 그리스 알파벳의 

16번째 문자인 는 그 자체가 원주율이라는 하나의 수학적 개념인 

동시에 원주율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또한 π는 원에서 두 양 즉, 

원의 둘레의 길이 와 지름 사이의 정비례 관계 

를 나타내는 

비례상수이자 원점을 지나는 일차함수  의 그래프의 기울기이

며, 모든 원이 서로 닮음임을 나타내는 원이 지닌 고유한 성질 즉, 

원에 내재된 수학적 불변량이기도 하다. 이처럼 에는 ‘원주율의 

참값으로서 3.14를 대신하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 

원주율은 수학에서 쓰이는 중요한 상수 중 하나로 여러 수학적 개

념과 연결되어 있다. 중등 수학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개념

이어서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다루기 어려운 개념 중 하나이다. 현

재 교육과정에서 원주율은 초등학교 측정 영역에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로서 정의되고, 중학교 때 그 값이 무한히 반복

되는 소수이므로 문자 로 대체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의 예로 

다루어진다. 고등학교 때는 라디안을 배울 때 언급되는 게 전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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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분명해진 원주율의 다양한 의미와 맥

락을 고려하지 않고 몇 개의 문장으로 원주율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Ⅲ장에서는 수학적 연

결성 측면에서 원주율을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연결하여 원주율에 

대한 내용 지식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비와 비율 :　원주율은 비례 개념을 바탕으로 원의 ‘폭’이 

클수록 ‘둘레’도 같은 비율로 커지므로 비례 상수가 존재함을 인

식함으로써 생겨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비율로 정의되는 원

주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두 양을 비교한 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크기가 바뀌어도 그 안에 

내재하는 관계가 같다는 구조의 불변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와 비율’로서의 원주율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그 내

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 먼저 원의 지름(기준량)을 기준으로 원주(비

교하는 양)를 비교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때 원

주율을 ‘원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로 정의하기보다는 ‘원

주가 원의 지름의 몇 배인지 나타내는 수’로 정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둘째,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곱셈적 관계에 집

중하도록 해야 한다. 식으로 그 관계를 집중시키기 보다는 원주가 

지름의 배이고, 원의 지름은 원주의 


임을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주율은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고정된 관계이자 불

변량임을 알게 해야 한다. 원의 지름이 2배, 3배, …가 될 때 원주도 

2배, 3배, …로 변하는 공변성과 이 때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곱

셈적 관계를 인식하여 구조적 불변성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비례 관계에 근거한 ‘비와 비율’개념은 정비례와 닮음, 삼각비, 

확률, 통계에서의 상대도수 등 많은 수학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원

주율이 이러한 비례 추론을 통해 형성된 개념이라는 사실은 원주율

이 닮음과 정비례 함수 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

여준다. 현재 교육과정에서 원주율을 구조적 불변성보다는 두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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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셈적 관계에 초점을 둔 비율로 정의하고 두 수를 비교하는 수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학습하는 정비례 함수 개념과 닮음 개

념을 통해 구조적 불변성을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정비례 : 정비례 개념은 ‘비와 비율’개념과 연결하여 와 

가 정비례 관계일 때 의 모든 값에서 에 대한 의 비율이 항상 

일정하고 이때의 비율이 바로 비례상수( 


)가 됨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교과서에서는 공변성을 파악하여 

정비례를 이해하도록 정비례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도입은 함수 

도입을 고려한 것으로 


가 일정하다는 부분이 약화되어 구조적 불

변성을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정비례를 지도할 때 학생들이 


가 

일정함을 이해하고 비율 


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원주율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원의 지름과 원주가 정비례 관계라는 사실은 불변량으로서의 원주

율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원주

율은 정비례와 다르게 공변성보다는 불변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되고 있다. 원주와 원의 지름이 정비례 관계임을 고려하면 지름의 

길이가 2배, 3배, 4배, …로 변할 때 원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

도록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원의 지름

과 원주가 같은 비율로 변함에 집중해서 지름과 원주 사이의 관계

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원주도 2배, 3배, 4배, …로 변하므로 




는 일정하고 그 값이 불변량으로서의 원주율임을 좀 더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원주()는 지름()에 (정)비례하고, 비율이 

일정하므로 관계식은 


(),  이다. 이때, 원주율 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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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상수이다. 

3) 함수 :　원의 지름과 원주의 관계를 정비례 함수로 바라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활동으로 원주율을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원

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관계는 학생들과 함께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맥락에서의 함수적 상황이다. 원주()는 지름()에 정비례

하는 함수이고, 함수의 관계식은  , 


()이다. 이때, 원

주율 는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이자 비례상수이고,   일 때의 

함숫값 즉 지름의 길이가 1일 때의 원주이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

은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이라는 것이다. 

그래프의 모양이 왜 원점을 지나는 직선 모양인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탐구함으로써 비례 관계

가 내포하고 있는 공변성과 구조적인 동치관계를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닮음 :　‘닮음’개념을 통해 원주율의 구조적 불변성을 설명

할 수도 있다. 원주율은 삼각비처럼 닮은 도형인 모든 원에서 성립

하는 원주와 지름의 길이의 비율이다. 원주율의 불변성과 상수성은 

닮음이라는 개념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핀란드 수학교과서에서는 ‘닮음’ 단원 뒤에 ‘원’단원을 배

치하고 모든 원이 서로 닮음이므로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주의 비

율이 항상 같음을 설명하고 있다. 닮음 도형에서 구조적 불변성에 

대한 인식은 이후 특수한 직각삼각형의 비, 삼각비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닮음을 다룰 때에도 닮음비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불변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

주율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무리수 : 원주율은 무리수이다. 무리수 개념은 형식적 정의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에 따른 수학적 표현과 강

하게 연결되어 있다(최은아, 강향임, 2016). 무리수 개념을 깊이 이해

하기 위해서는 무리수에 대한 다양한 표현 방식(非분수 표현,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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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기호표현, 기하표현, 수직선표현, 함숫값표현 등)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표현들 간의 자유로운 번역 또한 가능해야 한다. 원주

율이 무리수라는 것은 원의 지름과 원주는 아무리 잘게 쪼개도 같

은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주율은 소수로 나

타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표현된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

수로 표현되는 는 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이자,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의미하는 하나의 수로써 수직선에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는 

실수이다.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사실은 원주율 값을 측정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접적으로 원주율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학교 수학 범

위에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동안 원주율 값이 점점 정

밀해지고 새로운 소수자리가 나올 때마다 순환하는 주기가 전혀 발

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원주율이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

고 추측하였다. 학생들에게도 원주율이 무리수임이 밝혀지진 않았지

만 유리수가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했던 역사적 과정, 즉 

원주율 값을 구했던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하여 제공한다면 원주율

이 무리수라는 사실을 좀 더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고

대인들의 방법과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다각형의 성질

을 이용하여 원의 성질을 탐구했던 아르키메데스의 방법을 통해 유

리수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6) 초월수 : 원주율이 초월수라는 사실은 의 작도 불가능성과 연

결되어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을 작도할 수 없으므로 대응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리수를 

지도할 때 , 등 작도 불가능한 무리수도 같이 다루면서 대응하는 

점의 존재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초

월수의 연구는 2000년 이상 수학자들을 괴롭혀 왔던 고대 그리스의 

기하학 문제 중 하나인 원적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수학사의 중요한 

분야임을 입증하였다(박춘성, 안수엽, 2010). 이러한 사실은 학교 수

학에서 의미있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수에 관한 연구가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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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연결성을 설명하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3대 작

도 불능 문제는 중학교 1학년 작도 단원에서 관련 수학사 이야기로 

자주 소개된다. 

7) 문자 : 어떤 수가 무리수임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유한 표상이 

없다는 점은 많은 학생들이 무리수 개념을 어려워하는 중요한 원인

이다. 는 특정한 수를 나타내는 문자임에도 여러 수(3, 3.1, 3.14, 




등)를 대신하거나 변화하는 수를 나타내는 문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원주율=3.14’라는 고착화

를 막기 위해 원주율의 값을 3, 3.1, 3.14, 


등 다양하게 학생들에

게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어림값으로 원주와 원의 넓이를 계산한 

경험도 일반적인 문자의 성질과 더불어 이런 혼란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율이 문자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특정한 수를 

나타냄을 강조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 원주율은 수이지만 문자

로 표현되기 때문에 대수식 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생들의 인

지적 오류가 원주율 관련 계산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8) 호도법 : 호도법은 라디안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

법이다. 라디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남진영, 임재훈, 

2008; 김완재, 2009; 강향임, 최은아, 2015b). 하나는 호의 길이와 반

지름의 길이 사이의 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1라디안은 호의 길

이와 반지름의 길이와 같을 때의 비로 정의된다. 다른 하나는 반지

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각의 벌어진 정도를 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라

디안은 각의 크기, 각의 측도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는 ‘각’

의 속성이, 후자는 ‘수’의 속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라디안

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도 불구하고 호도법으로 각도 표현이 

가능한 것은 Euclid기하에서 모든 원이 닮음이기 때문이다. 원주율과 

관련된 원의 성질은 각의 측도로서의 도, 라디안을 이해하는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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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특히 라디안을 학습할 때, 원의 반지름을 기본단위로 설정한 

이유와 그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주율의 불변성과 원주와 

(반)지름 사이의 공변성을 이해해야 한다.

9) 통계적 확률 :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사건이 일

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가정 아래 정의한다. 하지만 우리 주변

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은 각 근원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

두 같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통계적 확률을 도입하고 수학적 확률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충분히 많은 횟수의 실험과 시행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것을 권

장하고 있다. 통계적 확률 개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적 접근

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충분히 많은 횟수의 반복을 구현하는 것은 

컴퓨터나 계산기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원주

율과 관련된 확률 실험인 Buffon의 바늘문제와 정사각형에 내접하

는 원을 이용한 문제는 통계적 확률의 예로 의미있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 실험은 효율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원주율

을 계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특히, Buffon의 바

늘문제의 변형인 ‘국수문제’는 미적분학을 이용하는 바늘문제와 

달리 미적분학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 과정 학생들이 이해하

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Ⅳ장에서는 학생들이 원주율의 다양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율로서, 정비

례 관계에서 비례상수로서, 무리수로서 원주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문항 1>에서 50%

가 넘는 학생들이 원의 지름과 원주 사이의 곱셈적 관계를 직관적

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문제의 설정을 바꿔 공식을 이용할 수 있도

록 문항을 변형하면 약 27%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식으로 원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직관

적으로 원주가 원의 지름의 배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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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문항 2>에서는 29명 중 20명의 학생들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통해 

원주율을 기억하고 있었다. 최근에 무리수를 배우고 무리수의 예로 

와 를 다루고 있어 원주율을 무리수로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초등학교 때 학생들은 원주율을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로 학습한다. 하지만‘비율’로서 원주율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2명

에 불과했고, 대수적인 식으로 기억하는 학생들도 3명으로 생각보다 

적었다. 배운지 시간이 지나서 정확한 정의보다는 공식, 원의 넓이

나 원주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값으로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문항 3>에서는 약 83%의 학생들이 원주와 원의 지름 사이의 관

계를 정비례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양 사이의 관계식

이나 공변성을 이용하여 정비례임을 설명한 학생은 7명에 불과했다. 

17명의 학생들 중 12명은 이유를 모른다고 응답했고, 5명의 학생들

은 원의 지름이 커짐에 따라 원주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정비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비례

상수로서 원주율을 설명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다. 

<문항 4>에서는 수학적으로 모든 원은 닮은 도형이므로 같다고 설

명한 학생은 2명에 불과했다. 그 전 문항에서 원주와 원의 지름이 

정비례 관계임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원주율의 불변

성을 설명한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2명 이외에 

원주율이 모든 원에서 같다고 확신하는 10명의 학생들은 그렇게 배

웠기 때문에, 모든 원에 대해 를 사용하거나, 같은 공식을 사용하

여 원주와 원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 

근거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암기에 의한 불완전한 확신이라는 

생각이 든다.

<문항 5>에서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무리수를 학습한지 얼

마 지나지 않아서인지 86%에 해당하는 25명의 학생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원주율이 무리수임을 설명하고 있다. 단 1명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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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만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서 원주율의 무리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로 원주율을 설명한 학생 중 원주율이 

유리수가 될 수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4명이나 있다는 게 눈에 

띈다. 이 학생들은 원주율의 상수성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원주

율이 무리수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슷한 이유로 원주율이 

무리수가 아님을 설명한 학생도 2명이 있었다. 

본 연구는 비와 비례. 닮음, 정비례 함수, 무리수, 초월수 등과의 

연결성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원주율을 연결하여 원주율을 

도입하고 원주율의 의미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 학습 방

안을 찾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원주율과 관련된 수학 

영역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 구성 순서를 바꾸거나, 원주율

의 의미를 학생들의 수학적 성장에 맞춰 심화할 수 있는 지도방안

을 찾는 후속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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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다음 원을 한 바퀴 감는데 가장 적당한 끈은?

                          

1) 

2) 

3) 

4) 

2. 원주율()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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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의 지름과 원주는 정비례 관계인가요? ( O,  X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이때 원주율은 무엇을 의미하나

요?

4. 원주율 에 대한 두 친구의 대화를 읽고 여러분과 생각이 일치하는 

친구를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5. 원주율 는 무리수인가요? ( O,  X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가온 :　원주율은 모든 원에서 항상 같아. 

  희정 : 아니야, 실제로 측정해보면 원주율은 조금씩 다르게 나오

잖아. 약 3.14지만 모든 원에서 원주율이 같은 건 아니

야.



- 115 -

ABSTRACT

A didactical analysis on the ratio of 

circumference,   

Heo, Sun Hee

Major Advisor Kim, Suh Ryung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2015 revised mathematics curriculum emphasizes ‘creativity 

and convergence’as one of the six mathematical competencies 

which mathematical education should develop. ‘Creativity and 

convergence’ is deeply connected with mathematical connections. 

It means the ability to create new and meaningful ideas and solve 

the problems by connecting and integrating knowledge, skills and 

experiences of other subjects or real life with mathematics. The 

ratio of circumference is associated with various mathematical 

concepts, so it is one of the mathematical concepts to be guid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nectivity of mathematics. The history 

of , which has been complete over the years in connection with 

various mathematical concepts, reveals that circumference is a 

good material for explaining and applying mathematical connections 

and shows that the depth of concepts that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experience and understand is not simple and difficult. The 

effort to look at  in terms of mathematical connections is for 

understanding itself exactly. This study looks at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specially 'knowledge of mathematical content' 

and 'knowledge of learner's understanding', for teachin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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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mathematical connections.

Keyword : The ratio of circumference, , Mathematical 

connection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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