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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삼각법(trigonometry)을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의

의가 있다. 먼저 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 등을 이용하여 

측량, 항해, 지도 제작, 과학, 공학 등과 같이 실생활과 다른 학문

과의 연결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다항식

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함수 및 주기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삼각함수가 제시되면서 고등 수학 개념에의 연결을 돕는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삼각법을 주제로 한 연구는 삼각비에만 초점

을 맞추어 실생활 활용 방안을 제안하거나 삼각함수에만 초점을 

맞추어 호도법, 삼각함수의 도입 등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삼각법

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를 통해 학교 수학에서 삼각법을 배우

는 두 가지 의의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교과서는 의도된 교육과정과 실행된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교수·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과서

나 교육과정을 국제 비교하는 연구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 기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의미 있는 과

제나 학습경로가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단서를 제

공할 수 있다. 삼각법 내용은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교육과

정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으므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삼각

법 지도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에서 삼각법 영역을 비교하고자 했다. 또한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은 교육과정적 배경을 통해 

교과서 분석 결과를 논의할 수 있게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Charalambous 외(2010)가 제시한 교과서의 수평적 및 수직적 분석

을 통해 수평적 분석으로는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성취기준

을 살펴본 뒤 수직적 분석으로 삼각법 내용의 학습 시기, 학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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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세 국가 모두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삼

각법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었

다. 우리나라는 9학년 기하 영역과 11학년 해석 영역에서, 호주는 

9, 10학년의 측정과 기하 영역과 11학년의 삼각법의 응용 과목에

서, 핀란드는 9학년의 기하 영역과 고등학교의 기하 및 삼각함수 

과목에서 삼각법을 다루고 있었다. 삼각법 학습 시기를 분석한 결

과 핀란드와 호주는 둔각의 삼각비로, 우리나라는 삼각함수를 통

해 공통적으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학습하기 

전에 다루는 각을 확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국가 간의 

주된 차이점으로는 삼각함수의 도입 시기와 삼각법 내용을 다루는 

학년의 연속성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

형의 넓이를 학습하기 전에 호도법과 삼각함수를 도입한 것에 비

해 호주와 핀란드는 가장 나중에 호도법과 삼각함수를 도입했다. 

두 번째로 삼각비의 정의 방법에 대한 교과서의 학습 경로에서 세 

국가 모두 삼각형 방법에서 단위원 방법을 거친 뒤 삼각함수로 발

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사분원을 이용한 설명이 나타났으며 학습경로에서 사분원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학습한 뒤 사분원을 확장하거나 참조삼각형 등을 

통해 각을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각을 학습한 뒤 

삼각함수를 학습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삼각법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위해 제안했던 내용 체계나 이해 모델과는 다른 양상이므

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삼각법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한 

결과 세 국가 모두 맥락 없는 문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위장 

맥락 문제는 우리나라가 호주나 핀란드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미 수학적 처리가 된 도

형을 함께 제시하기 때문이었다.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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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호주, 핀란드, 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적 맥락 문제는 

호주나 핀란드에 비해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삼각법 학습경로에서 생략되었던 단위원 방법

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삼각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교과서에 제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활용 

문제에서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여 현실과의 연결성을 인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공학적 도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돕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삼각법을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방식 및 영역에 대해 재

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삼각법, 교과서 분석, 국제 비교

학  번: 2018-2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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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삼각법(trigonometry)1)이란 삼각비(trigonometric ratios)를 이용하여 삼

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크기 등 삼각형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

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삼각법은 삼각형의 세 각과 세 변 사이의 

관계를 구하고 기하학적으로 거리와 각을 계산하는 등 측량, 항해, 지도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실생활과 과학, 공학 등 다른 

학문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은 개념이다(Weber, 2005). 또한

삼각법은 삼각함수로 발전하여 고등 수학 개념에의 연결을 돕는다. 삼각

함수는 해석학에서 기본적인 주기함수로의 도입, 푸리에 급수에 의한 임

의의 함수의 해석적 표현, 복소함수와의 관계 등 함수론과 응용수학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삼각법 학습은 앞으로의 수학 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른 문화권에서도 교육과정이 개정을 거치더라도 삼각법은 수학 교과의 

필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다(유재근, 2014). 

교육과정에서 삼각법을 다루는 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Brown, 

2005). 먼저, 삼각법은 삼각함수 학습을 위한 하위 개념의 학습이라는 점

이다. 수학적인 개념은 하위 개념들의 풍부한 관계성이 요구되므로 수학

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하위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배종수, 임창균, 2002). 삼각함수는 기존에 학

생들이 다루던 유리함수나 제곱근함수와 같은 대수함수가 아니며, 학생

1)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삼각비와 삼각함수라는 용어를 이용해 

교과 내용을 설명하므로 삼각법이라는 용어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적

으로 삼각비(trigonomteric ratios)라는 용어는 삼각법(trigonometry) 학습 중에

서 구체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비를 언급할 때 이용되고, 우리나라 중학

교 교육과정에서 삼각비를 이용하여 변의 길이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내

용을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삼각비를 언급하는 것이 아닐 때는 

삼각법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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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교육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주기함수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수학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좌표평면에서 단위원 위의 점의 좌표

를 이용한 정의 방법과 주기성을 잘 보여주는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은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던 삼각비가 단위원 위에서 회

전각에 대해 정의되는 삼각비로 확장되는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통합

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Demir, 2012). 따라서 삼각법과 삼각함수는 연계

되어 있으므로 삼각함수를 학습하기 전에 삼각법에서의 충분한 학습 경

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에서 배

운 삼각비와 연계하여 삼각함수의 개념을 이해하게 한다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삼각법의 학습과 그 연계를 더 

강조하고 있다. 삼각법 학습의 두 번째 의의는 실생활에 활용되는 수학

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수학의 유용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다. 삼각법 영역에서는 삼각비를 이용하여 길이나 넓이, 높이 등을 구하

는 문제들을 제시하여 삼각법이 실생활에서의 측정에 유용하게 활용됨을 

나타낸다. 삼각법의 발전 과정에서 실생활에서의 필요로부터 발전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삼각법 영역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 삼각비를 활용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 등을 구해보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삼각법 학습에 

관한 국내 연구가 대부분 실생활 활용, 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 

김선영, 2018; 이정은, 2013; 이희숙, 20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의의를 모두 고려한 삼각법 연

구는 많지 않다. 삼각법을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삼각함수나 삼

각비 단원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거나 삼각법에서의 활용만을 다

루고 있다. 삼각함수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연구는 삼각함수 도입에서 

호도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다루거나 호도법의 교수학적 분석을 통한 삼

각함수 지도를 제안하고 있으며(송은영, 2008; 유재근, 2014; Fi, 2003; 

Moore, 2013;), 삼각비에 초점을 맞춘 김선형(2016)은 학생들의 개념 이미

지와 문제해결 간의 관계를 다뤘다. 실생활 활용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

도 학생들이 삼각비 학습에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거나 흥미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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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지도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김선영, 2018; 

이정은, 2013).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연계를 고려하고자 한 연구가 있지

만(이상원, 방승진, 2004) 이는 삼각비를 학습하는 시기가 학습에 소홀해

지는 시기라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삼각법 학습에 근본적인 시

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서술된 삼각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를 통해 삼각법 학습의 두 가지 의의를 모두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므로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를 

교수·학습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교과서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실행되는 수학교육과 의도된 교육과정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Robitaille & Travers, 1992; Stein, Remillard, & Smith, 2007)라는 

점과 현장에서 수학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교과서의 내용이나 순서, 지도 

방법 등을 그대로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는(박만구, 2002) 점을 고려해보

면 교과서에 서술된 삼각법 내용은 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삼각법을 주제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의 이

해나 교수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삼각법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분석하는 것은 새로운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과정의 차이는 삼각법 단원에서 학생들의 수행이 어떤 

영역에서 강점을 드러내는지의 원인이 될 수 있고(Delice & Roper, 2006) 

특히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서는 교과서의 자료를 파악하고 그 활동을 

해보는 방식으로 대부분 수업이 이루어지므로(진성현, 2016) 교과서에서 

삼각법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추후 교육과정 개정 및 현장에서의 삼각법 

지도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의 국제 비교를 통

해 학생들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 기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으므로(Charalambous et al., 2010) 외국과의 교과서 비교는 서술된 

삼각법 내용의 의의를 탐색하고 의미 있는 과제나 학습경로가 우리나라

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국제 비교를 통해 삼각법 영역 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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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호주, 핀란드를 비교 국가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세 가지 기준을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의 삼각비 지도 내용과 교육과정이 다르게 서술되는 국가를 위주로 선정

하였다. 호주와 핀란드 두 국가 모두 삼각비의 성질, 삼각비의 활용을 

풍부하게 다루는 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삼각함수 학습까지의 연결에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두 번째로 과학 기술 

연구 수준이 높거나 국제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

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역량을 강조하며 최근 교육과

정을 개정한 국가를 선정했다. 최근 호주나 핀란드의 교육과정 및 교과

서를 비교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만을 다루거나, 교육과정 전반의 내용

을 비교하고 있었으며(고호경, 장경윤, 이강천, 2016; 방정숙, 김유경, 

2017; 정영옥 외, 2016) 삼각법 내용을 포함한 비교 연구라고 하더라도 

교과서의 구성, 주요 용어 설명 방법 등 분석 범위가 넓어 차이점을 상

세하게 다루지는 못했다(장정순, 2011; 최영란, 조민식,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법 내용에 대해 수평적(horizontal) 분석과 수직적

(vertical) 분석을 통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삼각법을 학

습하는 동안 학생에게 주어지는 학습 기회의 순서 및 방법을 상세히 파

악하고, 실생활 활용 맥락에서 교과서를 이해하여 우리나라의 삼각법 지

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는 한국, 호주, 핀란드의 교과서에서 삼각법의 지도 내용을 비

교하기 위해 Charalambous 외(2010)가 제안한 수평적 분석과 수직적 분석

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평적 분석으로 교과서 서술의 배경이 되는 수

학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수직적 분석으로서 교과서의 내

용과 문제를 분석한다. 한국, 호주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에서 서술된 삼

각법 내용 요소를 살펴본 뒤 학습 시기와 순서, 설명 방법의 특징을 분

석하여 삼각법에서의 필요한 학습 요소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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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법을 배우는 의의를 고려하여 삼각함수를 도입하기 전에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삼각비 정의 방법에 기초한 내

용 체계 및 이해 모델로 세 국가의 교과서의 삼각법 내용의 학습경로를 

분석하며 삼각법이 실생활과의 연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삼각법 

영역에서 과제가 현실 맥락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과제의 맥락과 특징을 통해 살펴본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아래와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1.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 서술의 교육과정적 배경은 어떠한가?

2.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내용 특징은 어떠한가?

2-1.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에서 삼각법 학습 시기는 어떠한가?

2-2.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내용에서 어떤 삼각비 정의

를 바탕으로 서술되는가?

2-3.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문제의 맥락은 어떠한가?

본문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Ⅰ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연구 질문을 기술했다. Ⅱ장은 기존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연구를 검토했으며 삼각법에 대한 수학적 지식을 소개하고, 삼각법 학습

경로를 제안하기 위해 삼각법 학습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문

제의 맥락성을 살펴보며 교과서 문제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다졌다. Ⅲ

장은 분석 대상과 삼각법 학습과 문제의 맥락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각각 

기술하였고, 삼각비 정의로 구성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학습경로를 제

시했다. Ⅳ장은 수평적 분석을 위해 한국, 호주, 핀란드의 교육과정 목표 

및 내용 체계, 성취 수준 등을 살펴보았다. Ⅴ장은 수직적 분석의 결과

로 각국의 삼각법 학습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

탕으로 삼각법 영역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였으며 학습 시기와 삼각함수

의 통합적 이해를 고려한 학습경로에 따라 교과서를 분석했다. 이후 교

과서의 삼각법 문제의 맥락을 실생활 활용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Ⅵ장은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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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 검토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비교 연구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수

학 교과서와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방정숙, 김유경, 

2017). 김도한 외(2009)는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시기에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수학적 

과정의 적극적 고려, 교육과정 내용의 학년별·학년군별 제시 방안에 대

한 검토, 수학과 내용 영역의 통합・세분화 방안 등을 시사점을 도출했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는 10개국의 수학과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과정 구성 체계, 수학교육 목표, 학교 급별 내용 

요소, 문서 체제, 시수, 수학교육의 동향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했다(박

경미 외, 2014). 또한 핵심역량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식 및 적용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다(김선희, 박경미, 이환철, 2015). 호주나 핀란드를 비교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고호경, 장경윤, 이강천(2016)의 우리나라와 호주

의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연구와 정영옥 외(2016)가 미국, 싱가포

르, 영국, 일본, 호주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한 연구, 신준식

(2011)의 핀란드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 분석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호주와의 교육과정 비교에서는 진로에 맞게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학습

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과 나선형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제안

했으며 공학적 도구의 사용과 다양한 내용 및 수준의 문제를 교과서에 

제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필요성을 서술했다. 핀란드와의 교육과정 비

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학년군별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배경의 이해를 돕고 세계적인 수학교육의 흐름을 파악한다는 장점

이 있지만 시사점의 대부분이 교육과정의 성격, 문서의 구성 체제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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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등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피상적인 분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방

정숙 외, 2015).

한편 장정순(2011)은 한국과 핀란드의 수학 교과서 중 기하 영역에서 

내용 구성 방식과 문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기하 영역에서 많은 정리들

을 연역적인 증명을 통해 공식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실생활 문제가 제

시되는 방식이 다름을 분석했다. 최영란(2011)은 핀란드와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대수, 해석, 기하, 확률과 통계 영역별로 특징을 분

석하여 기하 내용에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연계되어 반복적이면서도 심화해서 다루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

구는 교육과정 연구가 피상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자 했으나 교과서에서 단원의 구성이나 내용을 도입하는 시기에 대한 분

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한 내용 요소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여 

교수·학습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 수학과 내용 

요소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 글로벌 콘텐

츠 및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

체적인 수학과 내용 요소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내용 요

소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방정숙 외, 2015).

정리해보면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부족하

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삼각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시사

점을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은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학습했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Mesa, 2004). 따라서 기존 연

구와 다르게 교과서를 일반적인 측면과 특정한 측면 모두를 분석하기 위

한 기준으로 삼각법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Charalambous 외(2010)가 제시한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분류하는 두 범

주를 도입할 수 있다(Shin & Lee, 2018). 수평적 분석은 교과서를 교육 

체계 안에서의 도구 중 하나로 보고 교과서의 일반적인 특징에 중점을 

두었고, 수직적 분석은 특정 주제가 설명된 방식, 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세하게 검토하는 방식이다. 수평적 분석은 교육 체계를 고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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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외적인 특징과 내용이 제시된 순서 등과 같은 일반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살펴보기 위한 배경이 되는 정보로서 제

목, 발행 연도, 저자 정보, 교수 안내 사항, 교육과정과 같은 부수적인 

자료를 분석하거나 단원의 구성이나 주제의 순서 등과 같은 전체적인 구

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수직적 분석은 하나의 수학적 개념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주제 특수적인 관점에서 교과서의 

구성을 살펴보거나 정의, 법칙, 삽화와 같은 수학적 내용, 예제나 수학에 

대한 관점 등을 분석한다. Hong과 Choi(2014)는 이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의 교과서에서 이차방정식 내용을 비교했으며 수평적 분석에

서는 교과서 개발과 발행 과정, 내용이 배치된 학년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했다. 수직적 분석에서는 개념 발달이나 적용

과 같은 특징을 찾고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수학적 혹은 실생활 맥락이 

활용되는지를 분석했다. Wijaya,  Heuvel-Panhuizen, 과 Doorman(2015)는 

수평적 분석에서는 교과서의 외형적 특징과 지도 구성 요소를 분석했으

며 수직적 분석에서는 과제의 특징을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의 수학 교과

서들을 비교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평적 분석으로 교육과정의 목

표, 내용 체계 등을 살펴본 뒤 수직적 분석으로 삼각법의 학습 시기, 삼

각함수를 학습하기까지의 학습경로 분석, 과제의 실생활 활용 맥락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나라 삼각법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

다.

2. 삼각법 

2.1. 삼각법의 수학적 접근

삼각법은 닮은 직각삼각형 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직각삼각형의 한 

각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을 때 빗변의 길이가 일정 비율만큼 바뀌면 다

른 두 변의 길이도 같은 비율만큼 바뀐다. 주어진 한 예각 를 한 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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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는 직각삼각형은 무한히 많은데, 이러한 모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

의 비는 일정하다. 즉 주어진 한 예각 를 한 각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다. 직각삼각형에서 한 예각을 고정시켰을 때, 이를 참조각

(reference angle)이라고 하며 다른 변들은 빗변(hypotenuse), 참조각에 

대한 이웃하는 변(adjacent side), 참조각에 대한 대변(opposite side)이라

는 이름을 붙인다. 또는 직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수평과 평행한 것을 

밑변, 수직인 것을 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림 Ⅱ-1] 참조).

호주 9학년 교과서(p.89)

[그림 Ⅱ-1] 직각삼각형의 변의 이름

한편 직각삼각형에서의 참조각 정의는 회전각의 끝점의 좌표와의 연결

에 적용될 수 있다. 회전각의 끝점이 축 위에 있지 않을 때, 끝점에서 

축에 수선을 그리면 수선의 발과 끝점, 원점이 직각삼각형을 이루며 이

러한 삼각형을 참조삼각형(reference triangle)이라고 한다. 끝점과 축 

사이의 거리는 끝점의 좌표이며, 끝점과 축 사이의 거리는 끝점의 

좌표에 해당한다. 이때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한 각을 참조

각이라고 부른다. 참조삼각형은 직각삼각형 삼각법과 각의 회전 사이의 

연결을 제공한다. 회전한 각의 끝점의 좌표의 절댓값은 참조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 정의는 변의 길이에 부

호를 부여하여 새롭게 정의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Brown, 2005). 

즉, [그림 Ⅱ-2]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인 원을 생각해보면 원 위의 한 

점의 좌표와 반지름을 이용하여 삼각비를 정의하면 원의 대칭성에 의해 

제 1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제 2, 3, 4분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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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영, 2008). 이제 보다 큰 각에 대해서도 sin  


, cos  


, 

tan  


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림 Ⅱ-2] 참조각과 참조삼각형(Brown, 2005, p.97) 

이렇게 삼각비에서 다루는 각이 ≦로 확장되는데, 회전각 

를 ≦ 이외의 값으로 한 번 더 확장이 일어나면서 삼각함

수의 주기성이 설명된다. 각 와 는 같은 참조삼각형에서 삼각

비의 값을 찾으므로 회전하는 횟수에 따라 삼각비의 값은 주기적으로 반

복된다.

한편 각 에 따른 sin → 


, cos → 


, tan → 


의 관계를 대

응의 관점에서 보면 sin, cos, tan 는 각각 의 사인함수, 코사인함

수, 탄젠트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정의된 삼각함수는 

에 대한 대수함수가 아니다.

2.2. 삼각법 학습에 대한 연구

학교 수학에서의 삼각법 학습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다(Brown, 

2005). 삼각법 학습의 연계에 대한 국내연구로는 다음이 있다. 이상원, 

방승진(2004)은 삼각법 학습에서의 소홀함이 삼각함수를 어려워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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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을 밝히고 삼각비 단원이 이후 삼각함수 단원의 기초가 됨을 인식시

켜 준비학습으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선형(2016)은 삼각비에 대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개념이미지는 매

우 단편적이었으며 삼각비에 대해 관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도구적으

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밝히고 있다. 길이로서의 삼각비

(trigonometric ratios as a length)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원에서 빗

변의 길이 또는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고려하여 삼각비의 값

에 해당하는 길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인데, 학생들은 길이로

서의 삼각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문제를 해결할 때 특수한 각을 

가진 직각삼각형의 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한편 학교수학에서 삼각함수 이전의 삼각법을 다룰 때, 삼각비를 정의

하기 위해 비 방법(ratio method)과 단위원 방법(unit circle method)이 사

용된다. 비 방법이란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하

는 것이며 단위원 방법은 단위원 위의 한 점의 좌표와 좌표로 각각 

코사인과 사인을 정의하는 방법이다. 연구에 따라 삼각형 방법으로 서술

하기도 하는데 Brown(2005)은 비 방법은 삼각형을 좌표평면 위로 옮겨와 

변의 길이의 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삼각형 방법과 차이를 뒀다. 삼각

형 방법에서는 기하 영역에서 다뤄지고 비 방법은 좌표평면 상에서 삼각

형을 다루므로 해석기하학 영역에서 다뤄진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삼

각법을 지도할 때 직각삼각형을 사용한 삼각형 방법과 비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 수학의 영향을 받아 단위원을 이용한 방법이 삼각함

수까지 지도하는 방법으로 지지받았다(Kendal & Stacy, 1996). 그러나 아

직 어느 한쪽이 적절한지는 확실하지 않다(Demir, 2012). Kendal과 

Stacy(1996)는 비 방법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기억술을 이용하여 올바른 

삼각비의 값을 찾을 수 있었고 삼각비의 값을 이용해 길이를 찾는 문제

를 해결할 때도 단위원 방법으로 학습한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Weber(2005)는 대학에서 삼각법 강

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위원 모델을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

인 값을 계산하고 좌표평면에서 탄젠트 값을 계산한 뒤 직각삼각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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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따라 학습한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더 깊

게 이해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Moore(2013)는 단위원 방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원주에 대한 호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측정하도록 하여 삼각비

와 삼각함수의 공통적인 기본 개념으로 각도를 일관성 있게 다루는 방법

을 제안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과정에서는 처음 삼각법은 직각삼각형

에서의 비율로 학습하며 이때 다루는 각은 보다 작은 각으로 한정했

다. 이후 단위원 방법에서 각도의 범위가 넓어지며 결국 라디안을 단위

로 하는 각, 즉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삼각법을 지

도하는 두 방법 중 어느 하나가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삼각

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서는 삼각형 방법과 비 방법이 학생들의 이

해를 도왔고 삼각함수로의 연결을 설명할 때는 단위원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정의한 삼각비에 대해 서로 통합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삼각함수를 불완전하고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데서 삼각함수 학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Brown, 2005; Demir, 2012; 

Tomson, 2008).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는 내용 요소의 체계를 조직하

거나 학생들의 이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방법의 연결을 강조

하고 적절한 교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omson(2008)은 삼각법을 가르

치는데 있어 삼각형 방법과 단위원 방법이 연결되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

로 지적했으며 서로 다른 방법끼리의 연결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Brown(2005)은 직감삼각형에서 좌표평면으로, 또 사인과 코사인 함수로 

연결되는 과정을 [그림 Ⅱ-3]과 같이 두 가지 경로로 나타냈으며 각 경

로에 따라 학습할 때의 내용 체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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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사인, 코사인이 함수로 정의되기까지의 두 경로(Brown, 2005, p.89)

[그림 Ⅱ-3]에서 Brown(2005)은 직각삼각형 방법과 단위원 방법의 통합

을 위해 왼쪽 경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 경로에 따른 내용 체계는 다섯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는 직각삼각형 삼각법(1단계), 이상 미만

에서의 각의 회전(2단계), 단위원으로의 발전(3단계), 이상 미만

에서 함수로의 사인과 코사인(4단계), 임의의 각으로의 확장(5단계)으로 

구성된다. 삼각비가 비 방법으로 정의되는 2단계에서는 기존의 직각삼각

형을 좌표평면 위에서 생각한다. 변의 길이의 비로 정의했던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 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이고 끝점의 좌표가  인 각

으로 볼 때, cos  


, sin  


로 다시 정하여 사인과 코사인의 부

호를 판단한다. 여기서는 참조각 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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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부호가 달라진다는 내용이 포함

된다.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가 직각삼각형의 한 각으로부터 좌표평면상

의 회전 각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므로 도형으로부터 좌표평면 즉, 기하

학으로부터 해석기하학으로 연결이 이뤄진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반

지름과 각이 주어졌을 때 좌표를 구하거나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것, 좌

표가 주어졌을 때 반지름과 각을 구하거나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내용이 

주로 등장한다. 단위원으로의 발전인 3단계에서는 앞서 정한 코사인과 

사인을   인 경우로 다시 표준화한다. 따라서 코사인과 사인을 

cos  , sin  로 정하여 좌표평면에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 삼각

비의 값은 더이상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좌표를 

읽는 것으로 바뀐다. 4단계에서는 단위원 위에서의 한 점이 회전함에 따

라 각도, 좌표, 좌표가 함께 바뀌고, 좌표와 좌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각각 코사인함수와 사인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됨을 서술한다. 한편 

[그림 Ⅱ-3]의 오른쪽 경로와 같이 단위원 정의를 바로 도입하는 경우 

내용 체계는 2단계와 3단계가 표준위치에서의 각(Angles in standard 

position)과 단위원에서 이상 미만의 회전으로 확장(3단계)으로 

바뀐다.

표준 위치에서의 각 미만의 회전으로 확장(3단계)

[그림 Ⅱ-4] 표준 위치에서의 각과 미만의 회전으로 확장(Brown, 2005)

표준위치에서의 각 내용은 제 1사분면 위에서의 단위원에서 사인과 코

사인의 정의를 다루는 것으로 한정된다. 각의 회전을 다루긴 하지만 예

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만 단위원 위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정의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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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의 길이의 비 대신 좌표와 좌표가 삼각비의 값을 나타낸다. 3단

계에서는 사분원에서 정의했던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를 단위원에서 적용

한다. 각의 회전 범위가 에서 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각의 범

위가 확장되면서 사분면에 따른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결정하는 내용

도 포함된다. 4단계와 5단계는 왼쪽 경로를 따른 내용 체계와 동일하다. 

Demir(2012)는 Brown(2005)이 제시한 내용 체계를 더 넓은 범위에서 살

펴보는 것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까지 포함하여 

내용 체계와 학생 이해 모델을 서술했다. 여기서는 삼각법의 학습 맥락

을 삼각형 삼각법(Triangle Trigonometry, TT), 단위원 삼각법(Unit Circle 

Trigonometry, UCT), 삼각함수 그래프(Trigonometric Function Graphs, 

TFG)로 제시하며 세 방법의 일관된 연결을 강조한 이해 모델을 제시했

다. 삼각형 방법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 사인과 코사인을 변의 길이의 비

로 정의하고 활용하는 점을 특징으로 갖고 있으며 단위원 방법에서는 단

위원 위의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을 정의하고 이를 적

용하여 특정한 각도에 대해 사인과 코사인값을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사

인함수가 기함수인 것과 같이 단위원에서 보일 수 있는 삼각비 간 관계

를 이해하고 라디안 개념을 이용하여 호와 대응각 사이의 관계, 라디안

과 도(Degree)의 상호 변환까지 단위원 방법에 포함된다. 그래프 방법에

서는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가 함수인 이유를 이해하고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삼각함수의 주기성

을 이해하고 그래프에서 cos  cos 와 같은 삼각함수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다. 삼각형-단위원 연결(Connections between triangle and unit 

circle, 이하 TT-UCT) 맥락에서는 참조삼각형을 이용한 비 방법과 단위

원 방법의 통합으로 90도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

고, 단위원-그래프 연결(Connections between unit circle and graph, 이

하 UCT-TFG) 맥락에서는 단위원 위의 한 점의 변화에 따른 삼각함수 

그래프 모양을 이해하고 함수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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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왼쪽 경로) Demir 이해 모델 Brown(오른쪽 경로)

직각삼각형 삼각법 

(1단계)
삼각형 맥락(TT)

직각삼각형 삼각법 

(1단계)

각의 회전(2단계) 삼각형-

단위원 연결

(TT-UCT)

표준 위치에서의 각

단위원으로의 발전

(3단계)

단위원 맥락
로 확장(3단계)

(UCT)

 ≦   에 서 

함수로의 사인과 코사인

(4단계)

단위원-그래프 연결

(UCT-TFG)

삼각함수 그래프 맥락

(TFG)

 ≦   에 서 

함수로의 사인과 코사인

(4단계)

임의의 각으로의 확장

(5단계)

임의의 각으로의 확장

(5단계)

<표 Ⅱ-1> Brown(2005)과 Demir(2012) 방법 비교

Brown(2005)과 Demir(2012)가 제시한 내용 체계와 이해 모델을 비교하

면 <표 Ⅱ-1>과 같다. 직각삼각형 삼각법과 삼각형 삼각법은 모두 직각

삼각형에서의 변의 길이의 비로 삼각비를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Demir(2012)가 제안한 단위원 맥락은 Brown(2005)이 제시한 왼쪽 경로에 

따르면 단위원으로의 발전 단계와 연결되며, 오른쪽 경로에 따른 내용 

체계에서는 표준위치에서의 각과 로의 확장 단계와 비슷하다. 왜냐

하면 사인과 코사인을 단위원에서의 좌표로 정의하는 특징을 가지므로 

단위원으로의 발전 단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

은 오른쪽 경로에 따르면 사분원에서 정의한 내용을 각의 범위를 확장한 

내용과 연결되므로 표준위치에서의 각과 로의 확장 단계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T-UCT 연결 내용은 각의 회전과 

단위원으로의 발전 두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데, TT-UCT 연결 단계에서 

학생의 특징은 삼각비 부호를 잘 서술하며 sin를 구하기 위해 

sin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판단

하고 참조각 에 대해 에 대한 사인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각

의 회전 단계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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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이해가 삼각형에서 그치지 않고 단위원 위의 어떤 각에 대해서

도 삼각비가 정의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단위원으로의 발전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단위원 위에서 각의 회전에 따라 바뀌는 좌표, 

좌표의 값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알 수 있다는 4단계와 임의의 

각으로 확장되어 그래프 모양의 주기성까지 이해하는 5단계 내용은 

UCT-TFG 연결과 TFG 맥락과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삼각법 학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들

이 직각삼각형에서 정의한 삼각비와 삼각함수 내용 간 연계를 어려워하

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이해를 위한 내용 체계

나 이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살펴본 내용 체계나 이해 모델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삼각법 영역을 비교하는 것은 학생들이 삼각함수를 

학습하기에 통합적으로 이해하기에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을 탐

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끌어낼 수 있다. 

3. 문제의 맥락

교과서에서 실생활과의 연결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 하

나가 교과서에 포함된 과제이다. 맥락을 포함하는 과제는 학생들이 일상 

경험을 수학을 통해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맥락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은 수학 학습을 의미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 도구를 사

용한 것의 장점과 한계를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Jurdak, 

2006). Treffers(1987)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수학에 맥락이 기반이 되도록 

현실의 문제를 형식적인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평적 수학화

와 더 높은 수준에서의 수학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수직적 수학화가 

교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De Lange(1995)는 현실 세계의 문

제 생황을 수학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을 수평적 수학과, 수학적으로 처

리하는 과정으로의 수직적 수학화를 구분했다. Treffers(1987)는 맥락 문

제가 수직적 수학화와 수평적 수학화 둘 다에 역할을 하는데 즉, 단순히 

문장제 문제가 아니라 수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때 부수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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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이며 현실세계 속의 수학적 현상의 다양성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 문제는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동

기를 부여하고, 응용 영역으로서의 현실을 보여주거나 응용 상황에서 특

정한 산술 능력을 익힐 수 있다. Stinner(1995)는 맥락 문제가 실제적 상

황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Jurdak(2006)은 맥락 문제를 이

용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실제 상황의 실제 경험

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리해보면 맥락 문제는 수평적 수학화와 

수직적 수학화를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학자에 따라 실제적인 것, 현실

의 상황을 언급하기도 한다. 다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실의 상

황과 학습자의 실제 경험이 과제에 녹아들어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현실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De Lange(1995)도 맥락문제에서 가

장 핵심적인 요인이 문제가 학생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강

조하며 실제적인 문제로 경험되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삼각법을 이용하면 삼각형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변의 길

이나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삼각법의 활용 가능성은 기원전

부터 삼각비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삼각법은 현실 세계와 높은 연결성을 갖고 있으므로 문

제가 실생활 맥락을 반영하여 학습자에게 수평적 수학화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보는 이러한 관점은 de Lange(1995)가 ‘관

련있고 필수적인 맥락(relevant and essential context)’이라고 부른 것과 

일치한다(Wijaya et al., 2015). De Lange(1995)는 맥락의 기능성을 기준

으로 설명했던‘맥락 없음(No context)’,‘위장맥락(Camouflage 

context)’,‘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Relavalent and essential context)’

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 준거를 만들었다. 위장맥락이란 일상 경험이나 

상식 추론이 필요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조건이 이

미 명백하며 과제에 나온 수들만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맥락

을 말한다.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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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상식 선에서 추론이 필요하며 수학적인 조건이 명시적으로 주어지

지 않았으며 수학적 모델링이 필요한 문제이다. 위의 두 경우와 다르게 

수학적 대상, 기호, 구조에 대해서만 언급한 문제는 맥락이 없는 과제로 

분류했다. De Lange(1995)는 실제적과 인위적(Real versus Artificial) 관점

에서도 맥락을 설명하는데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이라도 학생들에게 현

실 세계 맥락으로 와닿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부자연스럽

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서에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민경, 박은정, 허

지연(2012), Noh(2016), Wijaya 외(2015) 등이 있다. 김민경 등(2012)은 문

헌분석을 바탕으로 맥락문제의 준거를 일상성(everydayness), 다양성

(variety), 수학적 잠재성(immanence)으로 설정하였다. 그중 실생활 활용 

측면과 관련된 준거는 일상성으로 문제상황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사실적 소재를 다루는지, 학습자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로 정하여 초등

학교 4학년 수학교과서를 분석했다. Noh(2016)는 맥락이 있는 문제와 없

는 문제를 분류한 후, 맥락이 있는 문제는 인물이 등장하는지, 등장한 

인물의 이름이 있는지, 현실에서 필요한 상황인지 등의 준거를 통해 미

국의 Precalculus 교과서 과제를 분석했다. Wijaya 외(2015)는 de 

Lange(1995)의 맥락의 기능성에 따른 기준과 맥락기반과제의 목적에 대

해 인도네시아 교과서 3종의 문제 맥락을 분석했다. 종합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상식이나 경험에서 얻은 추론이 필요한지와 문제에 드러난 상

황이 사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하거나 실제로 일어날 법한 문제가 현실 

세계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로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

으로 교과서의 문제 맥락을 비교하거나 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의 

맥락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각법 

영역의 내용을 고려하여 문제 맥락을 분석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

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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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교과서의 국제 비교는 다른 국가의 수학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기회

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학생들이 주어진 순서대로 모든 교과서 내용을 다룬 뒤에 학습하게 되는 

내용과, 교과서의 모든 연습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학습하게 되는 두 질문

에 모두 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Charalambous et al., 2010). 

따라서 교과서에서 일반적인 측면과 특정한 측면 모두를 분석할 필요성

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Charalambous 외(2010)는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 수평적 분석과 수직적 분석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평적 분석과 수직적 

분석에서 다룰 내용을 정하였다. 수평적 분석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목

표, 내용 체계 및 삼각법과 관련된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상의 유의 사

항 등을 고려했으며 수직적 분석으로 삼각법 내용을 다룰 때 어떤 삼각

비 정의를 바탕으로 서술되는지와 실생활 활용 맥락에서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1. 연구 대상

호주는 GDP가 세계 10위(2019 IMF 기준)이고,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이

하 PISA) 2018 자료에 따르면 수학 성취 수준을 국제적으로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 최근 교육과정 개혁에 역량을 강조해온 나라로 검토

된 바 있으며 수학 교과에서 실생활에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뉴질랜드, 영국, 홍콩 등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표성

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와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았다. 또한 핀란드

는 PISA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학교 간 성적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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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학습효율화지수 1위 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 돋보이는 국가이

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다. 호주와 핀란드는 비교적 최근에 교육과정

을 개정했는데, 호주는 2009년 호주 교육과정 평가원(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의 주도로 교육

과정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에 내용을 확정했으며 2014년부터 시행되었

다. 호주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성공적인 삶을 위해 일반 역량을 제시

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21세기 환경에 적합하고 삶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을 강조했다. 이러한 개정 방향을 바탕으로 2014년에 기

본 교육과정, 2015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발표했다. 따라서 호주와 

핀란드 둘 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나라 교과서와 비교하기 

적절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법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각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를 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중 학교 

현장에서 채택률이 높은 2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국내의 교

과서 간 비교가 아니라 삼각법 내용 요소에 대한 국제 비교이고, 삼각비

의 정의나 단원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2

종을 대표로 살펴보아도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선정된 2종의 중학교 교

과서는 김원경 외(2020), 류희찬 외(2020)이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김원경 

외(2018), 류희찬 외(2018)의 교과서이다. 본 연구는 교과서 별로 우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교과서를 출판사에 따라 임의

로 A, B로 지칭하였다. 또한 삼각비 정의 방법이나 문제의 맥락을 파악

할 때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만으로 부족한 경우 각 교과서에 따른 지도

서를 참고했다. 호주 교과서는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발행하는 

ICE-EM Mathematics를 선정했다. 호주는 ACARA 설립 이전에는 주마다 

교육과정을 발행해왔는데, ICE-EM 시리즈는 뉴사우스웨일스 주 교육과

정을 반영한 교과서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의 교육이 호주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이 충분히 고려할만 하므로(김재헌, 2020) ICE-EM 9, 10학년 

교과서의 내용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핀란드의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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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교과서는 출판사별 학습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핵심내용에

는 별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하고자 하는 삼각비 내용이 포함된 학년의 

수학 교과서와 보조교재를 모두 출판하는 WSOY의 시리즈들 중 적절한 

비교 대상을 선정하였다. WSOY의 2010년에 출판된 9학년 교과서는 우

리나라에 2014년에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이를 분석했다. 다만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는 2014년 교육과정 개정 이

후 출판한 Otava의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이는 WSOY에서 2014년 개정 

이후 기하 교과서를 출판하지 않았으며, 출판사 간 서술하는 내용의 차

이가 크지 않으므로 Otava의 교과서를 참고하는 것이 연구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호주와 핀란드의 경우 교과서를 지칭

할 때는 각각의 국가 명과 학년 또는 교과목을 표시하였다.

학습 요소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의 구성방식을 살

펴보았는데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학년별로 삼각법 관련 내용의 

성취기준을 정리하였다. 성취기준이란 수업 후 학생이 할 수 있어야 할 

능력, 즉 학생이 배워야 할 지식과 기능을 나타내며 교사에게는 수업의 

방향을 제시하므로(이광우, 온정덕, 백남진, 2014) 각국에서 삼각법 영역

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교육과정의 

내용 설명(content descriptions)과 구체화(elaborations), 핀란드 기본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 영역(key content areas)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objectives), 주요 내용(core contents)은 교육과정 내용과 학생이 도달해

야 하는 목표가 함께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핀란드 기본 교

육과정에서 예시로 제시된 8학년의 지도 목표(objectives of instruction), 

평가 목표(assessment targets), 지식과 기능(Knowledge and skill)도 우리

나라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상의 유의사항과 같이 성취목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분석 대상에 포함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삼각법 내용 중 삼각비

를 정의하는 방식과 문제의 맥락이다. 삼각법과 삼각함수를 구분하는 기

준은 어떤 각에 대한 삼각비라고 할 때, 어떤 각이 도형으로서의 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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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지 실수로 제시되는지이다. 즉, 호도법의 학습으로 사인, 코사

인, 탄젠트의 입력값이 실수로 확장되면서 해석 영역인 삼각함수를 다루

게 된다. 본 연구는 삼각법 학습 시기를 비교하고 삼각법 학습 맥락 및 

과제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삼각법 내용 요소를 추출할 때는 각국에서 삼

각함수를 학습하기 전에 제시되는 내용을 우선 선정하였다. 이때 삼각함

수를 학습한 뒤에 삼각법을 다루는 내용이 서술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는 삼각함수를 학습하기 전에 제시되는 경우인지와 함수의 성질을 이용

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내용인지를 고려하여 삼각법 내용 요소로 분류

하였다. 또한 삼각함수와 삼각법을 다루는 시기를 국가별로 비교하여 삼

각법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므로 학습 시기와 삼각비 정의 방

법을 분석할 때는 삼각함수가 도입되는 시기도 고려하였다. 

한국의 경우 교과서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구성방식은 동일하

므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교과서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두 

교과서 모두 소단원은 학습 목표와 소단원 도입 글 및 소단원 번호를 통

해 구분한다. 두 교과서 모두 소단원 안에서 학습 내용이 구분될 때는 

[그림 Ⅲ-1]와 같이 앞으로 서술될 내용에 대한 질문을 상단에 큰 글씨

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내용 요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교과서에서 질

문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를 하나의 내용 단위로 보았으며, 내용 요소는 

A 출판사 B 출판사

[그림 Ⅲ- 1] 우리나라 교과서의 내용 요소 구분 기준 질문

상단에 서술된 내용으로 정하였다. 각 요소는 질문, 개념열기 또는 탐구

학습, 설명 및 요약, 예제 및 문제로 구성되며 이 중 개념열기나 탐구학

습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A 출판사의 경우 중단원, 

대단원 단위에서 연습문제를 제시했으며 중학교의 경우 중단원마다, 고

등학교의 경우 대단원마다 수학익힘란에서 추가로 연습문제를 다뤘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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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는 소단원을 마칠 때 스스로 확인하기, 대단원을 마칠 때 스스로 

마무리하기에서 연습문제를 다뤘다. 호주의 경우 하나의 단원에 대해 하

위 소단원은 알파벳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단원 옆에 단원의 제목이 함께 

표시했다. 이때 하나의 소단원에서 설명과 예제가 순서대로 제시되며 설

명과 예제가 제시된 이후 다른 설명과 예제가 제시될 때에는 굵은 글씨

로 다른 설명의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이후 소단원의 마지막에는 문제

를 제시했다. 호주는 소단원을 내용 요소 단위로 우선 정하였으며 소단

원 안에 여러 설명이 있을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로 표시

하였다. 핀란드는 한 단원에 대해 소단원을 번호로 구분하고 있으며 번

호 옆에 다루는 내용을 제시했다. 각 소단원을 본 논문에서 정하는 요소 

단위로 정하였으며 핀란드는 각 요소별로 설명과 예제, 연습문제, 응용

문제를 서술하되 요소 중 설명 없이 예제부터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 단 

교과서별로 하나의 내용 요소로 구분한 내용이 다른 교과서에서는 두 개 

이상의 내용 요소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인 교과서들에서 다수

가 택하는 구분 방식을 택해 연구자가 내용 요소를 조정하였다. 세 국가 

모두 요소로 정한 단위는 설명하는 내용이 2쪽 ~ 5쪽이므로 같은 단위로 

정하여도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2. 분석 기준

삼각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 삼각비의 값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

법, 단위원을 이용하는 방법, 함숫값으로 정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이 존재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생들은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

이의 비로 삼각비를 처음 접한 뒤 해석적 삼각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같

이 함숫값, 즉 하나의 실수로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던 Brown(2005)의 내용 체계와 Demir(2012)

의 이해 모델을 모두 참고하여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 요소가 어떠한 삼

각비 정의 아래서 서술되었는지 분석했다. 분석 기준은 <표 Ⅲ-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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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유형은 두 연구 모두에서 언급된 것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변들의 길

이의 비로 삼각비를 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거나 

적용하는 것이다. R2와 R3 유형은 Brown(2005)이 지지한 비 방법과 단위

원 방법의 통합 내용 체계 중 각의 회전(2단계)와 단위원으로의 발전(3단

계)를 바탕으로 정하였으며 U와 U3 유형은 단위원 방법을 먼저 도입하

는 방식에 따른 내용 체계 중 각각 표준위치에서의 각, 으로의 확

장 단계를 참고했다. 표준위치에서의 각에서는 사분원에서의 삼각비 정

의가 서술되므로 U 유형은 사분원에서의 삼각비의 좌표 정의로 특징을 

정했다. 다만 Brown(2005)의 연구에서는 둔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

하는 내용이 단위원 위에서의 좌표 정의를 다루기 전에 참조삼각형으로 

유형 단계 특징

T 삼각형 정의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의 변들의 길이의 비로 

정의

T-T T 활용 T를 바탕으로 한 예각의 삼각비의 값 활용

R2
회전각 

+참조삼각형
회전각의 정의 및 참조삼각형의 이용

R3
R2 + 

단위원

R2를 바탕으로 삼각비를 단위원에서의 좌표로   

정의

U 사분원 방법 삼각비를 사분원 위의 한 점의 좌표로 정의

U3 U + 단위원
U를 바탕으로 단위원으로 확장하여 좌표로 삼각비

의 값 구하기

RU U + 참조각
U를 바탕으로 참조각을 이용하여 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구하기

F 함수 정의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삼각함수 값을 정의

T-UCT 둔각 삼각비
도형에 포함된 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활용

T-F
둔각

삼각함숫값

도형에 포함된 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함숫값 

활용

<표 Ⅲ-1> 삼각비 정의 방법에 대한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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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뤄지거나, 단위원 위의 좌표를 이용하여 구하게 되지만, 교과서를 사

전 검토한 결과 사분원 위에서 좌표로 삼각비의 값을 정의하되, 삼각비

의 값을 구하는 것은 참조삼각형을 이용하는 내용이 있어 으로의 

확장 단계 중 일부분까지만 다룬다고 판단하여 RU 유형을 추가하였다. 

T-UCT 유형은 Demir(2012)의 TT-UCT 단계와 거의 유사하지만 앞서 정

의한 R3 또는 U3를 학습한 뒤 보다 큰 삼각비의 값을 이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삼았다. 이는 교과서에서 내용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 결

과 보다 큰 삼각비의 값이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 등에서 등장하

지만 이 과정에서 R3나 U3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R3나 U3에서 삼

각비의 값을 구하는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따로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

하려는 내용에서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은 다루지 않으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은 분석틀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그래프 대신 교과서에서 

도형에 포함된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 삼각함수를 학습한 후 

함숫값으로 구하는 내용이 있어 이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함수 정의 및 

삼각함수의 함숫값으로 도형에 포함된 보다 큰 각의 삼각비 값을 활

용하는 내용을 분석틀에 추가하였다. 

Brown(2005)가 제시한 개념 체계 단계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이 나타내

는 학습 경로를 고려해보면 [그림 Ⅲ-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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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삼각형 

삼각법 

(1단계)

T 직각삼각형 

삼각법 

(1단계)

↓

T-T

↓ ↙ ↘ ↓
각의 회전

(2단계)
R2 U

표준위치에서

의 각

↓ ↓ ↓ ↓
단위원으로의

발전

(3단계)

R3 RU U3
로 확장

(3단계)
↓ ↓

T-UCT T-UCT

↓ ↓ ↓ ↓
4단계, 5단계 F F 4단계, 5단계

[그림 Ⅱ-1]의 

왼쪽 경로

[그림 Ⅱ-1]의 

오른쪽 경로분석 기준

[그림 Ⅲ-2] 분석 기준이 나타내는 학습 경로

한편, 실생활 활용 측면에서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 de 

Lange(1995)가 설명한 맥락과 Wijaya 외(2015)의 문제 분석틀을 참고하였

다. 위장맥락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조건이 명시

되어 학생이 일상 경험이나 상식 추론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이다. 여기

서 분석하려는 삼각법 영역의 문제는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 각도

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조건으로 문

제 조건을 반영한 도형 및 그림, 수학적 용어 제시로 보았다. 예를 들어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은 위에서 언급한 도형, 그림, 수학적 용어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학습자가 직접 현실 상황을 도형화, 수식화 등의 수학화

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보았다. 올려다본 문제를 예를 들어 보면 학생은 

올려다본 지점을 삼각형의 한 점으로 문제에서 구하려는 높이는 직각삼

각형에서의 높이에 해당한다는 점으로 생각해야 삼각비를 이용하여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직접 측정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높이를 삼각비

를 이용하여 구한다는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현실 상황

을 직각삼각형으로 변환하는 수학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관련있

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실제적과 인위적인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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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각의 측정 결과가 , , 와 같은 특수

각인 경우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수각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실제적 및 인위적 맥락을 구분했다. 즉, 실제적은 특수각이 아닌 각도를 

문제에서 이용하는 경우, 인위적은 특수각을 이용하여 정확한 값을 구하

는 문제로 맥락을 분석했다. 이렇게 구성된 분석 기준은 <표 Ⅲ-2>와 같

다. 

맥락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유형과 실제적과 인위적 맥락을 동시에 비

교하기 위해 <표 Ⅲ-3>과 같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실제적 인위적

맥락 없음

위장 맥락

관련‧필수 맥락

<표 Ⅲ-3> 맥락 문제의 분석틀

맥락 특징

맥락 없음 수학적 대상, 기호, 구조에 대해서만 언급

위장 맥락

- 문제를 풀기 위해 일상 경험이나 상식 추론이 필요하지 

않음

- 문제의 조건을 반영한 도형 및 그림, 수학적 용어 제시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 문제를 풀 때 일상 경험이나 상식 추론이 필요

- 문제의 조건을 반영한 도형 및 그림, 수학적 용어가 제시

되지 않음

실제적 맥락 문제에서 사용되는 각이 특수각이 아님

인위적 맥락 문제에서 사용되는 각이 특수각임

<표 Ⅲ-2> 맥락 문제의 분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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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절차

각국의 삼각법 내용 학습 시기를 비교하기 위해 먼저 삼각함수 및 호

도법 도입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내용 요소를 국가별로 추출하였다. 1차

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법 내용 요소를 추출한 뒤 핀란드와 호주의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삼각법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로 추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다루지 않는 삼각법 내용을 추가로 분

석하면 삼각법 단원에서 어떤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

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1차로 추출된 내용 

요소는 삼각비의 뜻, 특수각에서의 삼각비, 예각에서의 삼각비, 높이와 

거리 구하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이다. 핀란드와 호주에서 추가로 추

출한 내용 요소는 둔각에서의 삼각비,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다. 이때 

사인법칙, 코사인법칙과 같이 2차로 추출된 삼각법 내용 요소는 우리나

라의 경우 삼각함수 단원 뒤에 서술되므로 삼각법을 학습하는 방법과 순

서를 비교하기 위해 각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도 호도법, 삼각함수 

정의 및 그래프, 삼각방정식 및 부등식을 학습하는 시기도 함께 조사했

다. 

이후 추출된 내용 요소들이 어떤 삼각비 정의를 기반으로 서술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을 재선정하여 삼각비 정의 방

법을 분석하였다. 공통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은 삼각비의 뜻, 특수각의 

삼각비, 예각의 삼각비,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와 거리 구하기, 삼각비

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다. 또한 삼

각비 정의를 다시 정하며 각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호주와 핀란드에서의 

둔각의 삼각비 내용과 우리나라의 일반각, 삼각함수 내용 요소도 선정하

였다. 우리나라에서 함수로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므로 비교를 위해 호

주와 핀란드의 경우 삼각함수 내용은 학습시기를 파악하는 정도로 조사

하였다. 

또한 삼각법 영역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서 실생활 활용 맥락이 어떻

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맥락 문제를 선정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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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실생활과의 연결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활용이 언급된 소단원의 문제

를 선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각비의 활용 단원이 존재하는데, 이 단

원에서는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나 거리 구하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내용이 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와 핀란드에서도 높이나 거리 구하

기,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내용이 서술된 단원의 문제를 선정하였다. 호

주는 9학년에서 삼각법을 이용한 문제 해결하기 단원에서, 핀란드의 경

우 삼각형 연습 단원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삼각비 값을 이용해 각도를 

구하는 문제가 포함되는데 이는 거리 구하기, 넓이 구하기와 같이 활용 

맥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석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사인법칙, 코사

인법칙 단원에서는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각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이 주

로 제시되므로 이 단원의 문제도 맥락 문제 분석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본문에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예제 및 문제는 제외하였으며 소단원과 단

원의 뒷부분에 서술된 연습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공식을 증명하도록 

하는 문제는 활용 맥락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1 -

IV. 교육과정 분석

1. 한국, 호주, 핀란드의 교육과정 목표

한국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교과 역량을 강조하며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교육내용의 질적인 감축을 이루는 동시에 수학교육의 국

제 동향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개정 고시되었다. 2015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정책연구(박경미 외, 2015)에 따르면 개정의 중

점 사항으로 수학 교과 역량 구현, 학습 부담의 경감 추구, 학습자의 정

의적 측면 강조, 실생활 중심의 통계 내용 재구성, 공학적 도구의 활용

을 강조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의 특

성을 고려하여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의 6가지 교과 역량을 선정하였다. 수학 교과의 목표는 전 학년에 

걸쳐 이해, 추론, 의사소통,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학습자로서

의 바람직한 태도 등을 서술하다.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은 2009년 설립된 ACARA에서 국가교육과정의 

개발을 주도했으며 모든 주에서 ACARA에서 개발한 수학과 교육과정을 

시행하기로 동의했다. 새로 개발된 호주 교육과정은 공평과 기회, 다른 

학습 영역과의 연결, 교육과정의 명확성, 학습의 폭과 깊이, 디지털 기술

의 역할, 학습자(F-12학년)의 특성, 일반역량, 통합 교육과정의 관점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호주의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ACARA는 복잡한 

문제해결 과정을 제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등(equity)을 추구했으

며, 학생들이 10학년의 모든 교과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가능성(accessibility)이라는 세 가지 이슈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토대 위에서 호주 수학 교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수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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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활에서 활동적인 시민으로서 상황을 탐구하고 표현하고 해석하

는 것,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과정에 대한 유창성을 정교하게 발전

시기며 문제 제기 및 문제 해결과 여러 영역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 수

학의 영역과 다른 학문 사이의 연결을 인식하고 수학을 통해 다른 분야

에서의 연구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ACARA, 2013). 수학과는 주

요 아이디어로 이해(understanding), 유창성(fluency), 문제 해결

(problem-solving), 추론(reasoning)을 정하여 과정 영역(proficiency 

stands)을 포함한다.

핀란드 교육과정은 교육의 평등과 지방 당국에의 자율성이라는 기본 

방향 아래서 개정되고 있다. 1학년에서 9학년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

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정 개발의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대부분 

학교에서 같은 국가 교육과정 아래 몇 가지 다른 강조점을 가진 교육과

정이 실행된다((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Engineering, and Medicine, 

이하 NASEM, 2018).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핀란드의 최근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를 둘러싼 세계와 환경, 기능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현

장에서의 교육 내용과 교수법을 검토하여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김래영, 최진영, 2017). 새로운 교육과정은 2016-2017학년도에 

실행되고 있으며(NASEM, 2018) 기본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 글로벌 환경

에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교육, 학생들이 미래 직업 생활 및 지속가

능한 삶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교육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

혔다(The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a). 기본교육의 목적

은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학습, 세계관 확장, 학습하는 기능에 대한 

학습을 통한 평생 학습자로서의 능력 함양 및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이다. 이때, 기본교육

의 목적에서 일반역량(tranversal competences)의 실현을 서술하는데, 여

기서 일반역량이란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의지로 구성된 총체 및 지식

과 기능을 연결하고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일반

역량은 사고와 학습 능력(T1), 문화적 역량 및 상호작용과 자기표현(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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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과 생활의 관리(T3), 멀티 리터러시(T4), ICT역량(T5), 직업 생

활 역량과 기업가 정신(T6), 참여 및 소속,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T7)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수학교과에서 구현하도록 안내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세 국가 모두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었다. 또한, 세 국가 모두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와 호주는 개정 방향에 드러난 

반면 핀란드는 일반역량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ICT역량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핀란드의 경우 개정 방향이나 기본 토대에서 평등을 언급

하여 평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비해 명시적으로 드러냈

다. 핀란드 교육과정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생활 관리, 직업 생

활 역량이나 호주 교육과정에서 수학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활동적인 시

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시민으로서 수학을 생활에 활용한다는 

점을 우리나라에 비해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호주, 핀란드의 수학과 내용 체계

이 절에서는 삼각법을 다루는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학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세 국가의 내용 체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검토 

목적은 이후 다뤄질 삼각법이 어떤 영역에서 다뤄지는지 분석하기 위함

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학교급과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진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공통 과목

인 수학은 수와 연산, 문자와 식, 함수, 기하, 확률과 통계 영역으로 이

루어져 있다. <수학Ⅰ>은 해석과 대수로, <수학Ⅱ>와 <미적분>은 해석 

영역이며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은 내용 영역과 과목명이 같다. 

<실용 수학>에서는 해석, 기하, 통계 영역을, <경제 수학>에서는 대수와 

해석 영역을 다룬다. <수학과제 탐구>는 과목의 특성상 학교마다 내용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학과제 탐구> 과목은 교육과정 검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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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로 하기로 한다. 이 중 <수학Ⅰ>과 <수학Ⅱ>는 일반 선택 과목이며 

나머지는 진로 선택 과목이다.

호주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수와 대수(number and 

algebra), 측정과 기하(measurement and geometry), 통계와 확률(statistics 

and probability)의 3가지 내용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ACARA, 2013). 중학

교 교육과정은 위의 대영역을 기준으로 내용 체계가 제시되지만 고등학

교 교육과정은 <필수수학>, <일반수학>, <수학적 방법>, <전문수학>의 교

과목별로 성취기준이 제시된다. <필수수학>은 금융수학을 포함하여 실생

활 관련 내용을, <일반수학>은 화폐와 금융수학, 대수와 행렬, 도형과 측

정, 함수, 수열, 이산수학, 자료 분석 등 대수, 함수, 기하, 통계의 기초적

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수학적 방법>은 미적분과 통계적 분석의 사

용능력을 강조하여 해석과 통계 영역의 비중이 크며 <전문수학>은 수학

적 방법을 기초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응용을 중점으로 두었다. 이 중 

<수학적 방법>과 <전문수학>은 수학과 관련된 진학을 위한 내용으로 학

생 개인이나 학교에 따라 그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다(정영옥 외, 2016). 

Unit 1, 2는 11학년이 unit 3, 4는 12학년이 학습하는 내용으로 본 연구

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반수학>을 참고하였다.

핀란드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합 과정에 해당하는 종합학교

를 9년간 다니며 이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를 선택한다. 핀란드 교육과

정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서술된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

교 교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교육과정에서 내용 영역은 6개로 이

루어져 있으며 자세한 영역명은 사고와 활동 기능(Thinking skills and 

methods, C1), 수와 계산(Numbers and operations, C2), 대수(Algebra, C3) 

함수(Functions, C4), 기하(Geometry, C5),  자료 처리, 통계, 확률(Data 

processing, statistics, and probability, C6)과 같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수학은 심화요목(MAA)과 기본요목(MAB)로 구분되어 있고 심화요목에

서 기본요목으로 변경할 때 각 과목을 조정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과목

은 필수과목과 전문과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필

수과목들을 이수해야만 한다. 심화요목의 각 과목을 나타내면 다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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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과 같다. 필수 과목 중 삼각법이 포함된 과목은 <기하>와 <삼각함

수> 과목으로 <삼각함수> 과목에서는 삼각함수의 미분까지 다루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년(군) 구성 및 내용 

영역을 정리하면 <표 Ⅲ-2>와 같으며 분석한 삼각법 내용이 포함된 내용 

영역을 함께 표시하였다. 교육과정 상에 내용 영역 대신 교과목을 기준

으로 서술된 경우에는 교과목을 내용 영역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삼각

법 내용에 대한 학습 시기 및 서술 방식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각국의 교

육과정을 비교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학년을 기준으로 다루었다. 또한 

학년 표시를 통일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학교 1~3학년을 7, 8, 9학년으

로, 고등학교 1~3학년을 10, 11, 12학년으로 바꿔 서술하였다. 교육과정 

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교과서에서 삼각법을 다루는 학년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의 학년을 기준으로 표시했다.

<표 Ⅳ-2> 각국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년 구성 및 내용 영역

국가 내용 영역

학년 9 10 11 12

한국 기하 해석

호주 측정과 기하 삼각법의 응용

핀란드 기하 기하, 삼각함수

필수과목 전문과목

수와 수열, 다항함수와 다항방정

식, 기하, 벡터, 해석기하, 미분, 

삼각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정수론과 수학적 증명, 수학에서

의 알고리즘, 심화 미적분학

<표 Ⅳ-1> 핀란드의 심화요목의 각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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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호주, 핀란드의 삼각법 영역의 성취기준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에 삼각비 단원이 등장하는데, 기하 영역에서 

다뤄진다. 성취기준은 ‘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

할 수 있다.’와 ‘삼각비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이며 관련된 학습요소는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sin , 

cos , tan이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으로는 삼각비 사이의 관

계는 다루지 않고 삼각비의 값은 에서 까지의 각도에 대한 것만 

다룬다는 점, 삼각비를 활용하여 직접 측정하기 어려운 거리나 높이 등

을 구해보는 활동을 통해 그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이 포함된다. 

이후 고등학교 선택과목 <수학Ⅰ>의 해석 영역 중 삼각함수 단원에서 호

도법, 삼각함수의 뜻과 성질이 다뤄진다. 자세한 성취기준은 ‘일반각과 

호도법의 뜻을 안다.’,‘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

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이며 학습 요소는 시초선, 동경, 일반각, 

호도법, 라디안,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 사인법칙, 코사인법

칙, 삼각함수, 주기, 주기함수, sin, cos, tan이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삼각함수의 개념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삼각비와 연

계하여 이해하게 한다는 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문제를 해결

할 때 공학적 도구의 이용 가능성, 삼각함수의 성질과 방정식 및 부둥식

은 간단한 경우만 다루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통해 삼각함수의 유용

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된다.

호주는 측정과 기하 영역 중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법(Pythagoras 

and trigonometry)라는 하위 영역에서 삼각비를 다루며 9, 10학년에서 학

습한다. 호주 교육과정에서 삼각법이 포함된 단원을 살펴보면 9학년 기

하 영역에서 삼각비, 삼각비의 활용을 학습한 뒤 10학년에 기하 영역에

서 삼각비, 올려본 각, 내려본 각, 방향을 통한 직각삼각형의 문제 풀이,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법,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학습한다. 호주의 성

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성취기준에 대한 상세화는 괄호 안에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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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9학년에서 ‘닮음을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의 주어진 한 각에 대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일정함을 이해한다(닮은 직각삼각형의 변들에 

대응하는 관계의 이해를 발전).’, ‘직각삼각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각비를 이용한다(직각삼각형에서 ‘이웃하는’,‘마주보는’변의 용어

를 이해, 직각삼각형에서 모르는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 

정확한 삼각비 값을 선택하고 정확하게 사용).’, 10학년에서는‘증가, 

감소하는 각과 방향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 문제를 해결한다(조사하고 

설계하는데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를 적용).’는 성취기준이 서

술된다. 추가로 10A에서는 ‘임의의 삼각형에 대한 사인, 코사인, 넓이 

법칙을 정립하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다(사인, 코사인, 넓이 법칙을 조

사와 설계가 포함된 실제 문제에 적용).’, ‘디지털 기술을 사용/미사용

하며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 단위원을 사용한다

(삼각함수의 대칭성 파악, 모든 각에 대한 탐구, 삼각함수가 주기적임이

고 이를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됨을 이해).’, ‘간단한 삼각방정식

을 해결한다(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성과 대칭성 사용).’, ‘직각

삼각형에서 3차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법을 적

용한다(실제 문제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적용 탐구).’가 서술되어 있다. 

핀란드는 7-9학년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삼각함

수를 사용하는 것을 학습한다. 고등학교 기하과목에서는 삼각법이 포함

된 성취기준으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성질과 닮음, 피타고라스 정

리,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에서의 삼각법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는 점이 서술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인과 코사

인 정리 및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길이, 각도, 넓이, 부피 등의 계산이 

포함된다. 또한 기하 과목에서 포괄적으로 평면과 입체 도형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과 명제를 사용하고 형식화, 정당화하는 연습 및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내용에 대한 성취기준이 서술되어 있다. 삼각함

수는 삼각함수 과목에서 다뤄지는데 본격적으로 단위원에서의 대칭성을 

이용하여 삼각함수 탐구, 삼각방정식의 해결, 삼각함수 간의 관계

(sincos , tancos

sin
) 학습, 미분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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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보면 세 국가 모두 중학교 기하 영역에서 삼각법을 학습하

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유의사

항은 세 국가 모두 서술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경우 고등학교

에서, 호주의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다. 삼각법과 해석

적 삼각법과의 연계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며, 삼각법에서 다루는 각도

의 범위나 난이도 등을 언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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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 결과

1. 삼각법 학습 시기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에서 삼각비의 뜻, , , 의 삼각비

의 값, 임의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와 거

리 구하기,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를 다루고 있다. 일

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에 학습하는 <수Ⅰ>에서 삼각함수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다룬다.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일반각, 호도법, 삼각함수의 

뜻,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삼각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포함하고 사인법

칙과 코사인법칙 단원에서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 넓이 구하기

를 서술한다. 호주의 경우 9학년에서 삼각법(trigonometry) 단원에서 삼

각비가 처음 제시되고 10에서 심화 삼각법(Further trigonometry) 단원을 

학습한 이후에 삼각함수를 도입한다. 삼각법 단원에서는 도입(참조각, 변

의 이름), 탄젠트, 삼각비, 각도 구하기, , , 의 삼각비의 값, 

삼각법을 이용한 문제 해결, 진방위(True bearings)로 구성된다. 삼각비를 

다룰 때는 sin   cos, cos  sin와 같은 여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도 함께 다루고 있다. 심화 삼각법 단원에서는 삼각비 

복습, 정확한 값(, , 의 삼각비의 값), 3차원에서의 삼각법, 

사인법칙, 둔각에서의 삼각비, 코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각도 

구하기, 삼각형의 넓이 주제가 포함된다. 이후 삼각함수 단원까지 10학

년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사분면에서의 각, 각도 구하기, 일반각, 삼

각함수와 대칭성, 삼각방정식까지 다룬다. 다만 삼각함수 단원은 호주 

교육과정에서 10A로 표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화학

습을 위한 단원이므로 학습시기를 비교할 때 이 내용은 10학년 학습 요

소에서 제외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9학년의 삼각비와 공간기하학 단원에

서 삼각비를 학습한다. 여기서는 직각삼각형(변의 이름), 직각삼각형의 

변의 관계, 각의 사인·코사인·탄젠트, 계산기와 표의 사용, 각도 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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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밑변의 길이와 높이 구하기, 빗변의 길이 구하기가 제시되고 이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학습한다.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중 기하 과목의 삼

각법 단원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법, 둔각삼각형에서의 삼각법,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을 학습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법에서는 삼각비, , , 의 삼각비의 값이 서술되고 둔각

삼각형에서의 삼각법에서는 보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 삼각비를 이

용한 삼각형 넓이 구하기도 학습한다. 삼각함수와 수열 과목에서는 각의 

방향, 사인과 코사인의 성질, 대칭공식, 삼각방정식이 서술된다. 삼각법

의 내용 요소를 종합해보면 직각삼각형의 변, 삼각비의 뜻, , , 

의 삼각비의 값, 예각에 대한 삼각비, 둔각에 대한 삼각비,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나 거리 구하기, 각도 구하기,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

의 넓이 구하기,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 있다.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 구

하기 내용 요소는 S  


sinC 공식을 학습하고 적용한 것을 뜻한다. 

각국의 교과서의 삼각법 영역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순서는 <표 Ⅴ-1>

과 같다. 학년으로 구분되지 않고 학교급 안에서 과목으로 분류된 경우 

점선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참조각, 삼각형의 변의 이름 내용은 도입으

로 표시했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삼각비를 처음 학습하는 것은 9학

년으로 나타났다. 이때 한국과 호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학습한 이후에 

삼각비를 학습하므로 삼각비의 뜻을 학습하고 변의 길이를 구하는 예제

나 문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핀란드는 삼각비를 

학습한 이후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도입되므로 피타고라스 정리 단원에서 

삼각비를 활용하도록 서술했다. 삼각비를 처음 학습하는 9학년에서 세 

국가 모두 높이와 거리 구하기 내용이 따로 소단원으로 나뉘어 서술되므

로 삼각법 학습에서 활용이 중요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호주의 경

우 11학년에서는 삼각법의 응용으로 구성된 단원이 있으며 10학년에서 

학습하는 사인법칙이나 코사인법칙 또한 넓이를 구하거나 길이를 구하는

데 이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생활 활용 내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도 구하기는 호주와 핀란드에만, 특수한 각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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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비는 한국과 호주에서만 별도의 소단원 안에서 서술되고 있다. 핀란드

에서는 특수한 각의 삼각비에 대한 별도의 소단원은 존재하지 않으며 9

학년에서는 연습문제에, 10학년에서는 삼각법의 복습 소단원에서 직각이

등변삼각형과 정삼각형의 한 꼭짓점에서 수선을 내려 만든 직각삼각형에

서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학년

국가
9 10 11 12

한국

・삼각비의 뜻

・특수한 각의 삼각비

・예각에 대한 삼각비

・높이와 거리 구하기

・삼각형 넓이

・호도법

・삼각함수와 그래프

・삼각방정식·부등식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 넓이

호주

・도입

・삼각비의 뜻

・각도 구하기

・특수한 각의 삼각비

・높이와 거리 구하기

・진방위

・삼각비 복습

・특수한 각의 삼각비

・3차원에서의 삼각법

・사인법칙

・둔각에 대한 삼각비

・코사인법칙

・각도 구하기

・삼각형 넓이

・삼각비 활용

・삼각형 넓이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의 활용

・실생활 활용

・호도법

・삼각함수와 그래프

・삼각방정식

핀란드

・도입

・삼각비의 뜻

・예각에 대한 삼각비

・각도 구하기

・높이와 거리 구하기

・삼각비 복습

・특수한 각의 삼각비

・둔각에 대한 삼각비

・삼각형 넓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호도법

・삼각함수와 그래프

・삼각방정식

<표 Ⅴ-1> 각국의 교과서의 삼각법 영역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순서

도입 시기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 요소는 삼각형의 넓이와 사인법칙, 

코사인법칙이 있다. 우리나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9학년에서 학습하는데, 

호주와 핀란드는 모두 둔각에 대한 삼각비까지 학습한 이후에 등장한다. 

우리나라는 9학년에서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을 이용한 삼각형의 넓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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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므로 11학년에서 호도법과 삼각함수를 학습하여 삼각비에서 다루

는 각의 범위가 넓어진 이후에 삼각형의 넓이를 다시 서술하고 있다. 사

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의 도입 시기 또한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우리나라

는 일반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는 것을 학습한 이후에 사인법칙과 코사

인법칙 내용을 서술하는 반면에 호주와 핀란드는 일반각을 학습하기 전

인 10학년에서 학습한다. 이는 10학년에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학습하므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둔각삼각형에 적용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호주는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학습하기 전에 사

인법칙을 도입하고,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학습한 뒤 둔각에 대한 사인

값이 필요한 예를 통해 사인법칙을 다시 언급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 국가는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다루기 전에 삼각비에서 다루는 각이 확장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때 다루는 수학적 대상은 

삼각형으로 둔각삼각형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 없이 삼

각형에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에서의 삼각비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호주와 핀

란드의 교과서에서 둔각에서의 삼각비를 학습하면서 ≦≦ 범

위에서 sin와 cos 만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인

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인과 코사인값

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차이점으로는 삼각함수의 도입 시기 및 삼각법 내용의 연속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호도법, 삼각함수와 그래프, 삼각방정식 등의 내용이 사인법

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 등을 다루기 전에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호주와 핀란드는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가 호도법이나 삼

각함수가 제시되기 전에 서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삼각법을 다루는 

시기가 9학년과 11학년으로 10학년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었다. 호주의 

경우 9, 10. 11학년 모두에서 다루고 있으며 핀란드는 9학년에서 학습한 

이후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기하>를 학습하므로 연속하여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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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각비 정의 방법에 따른 교과서 학습경로

삼각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직각삼각형을 사용한 방

법, 단위원의 개념을 사용한 방법, 함수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합하여 이

해할 때 이뤄진다(Demir & Heck, 2013). 우리나라는 특히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에 학습하는 삼각비 단원이 이후 고등학교 수학에서 삼각함수 학

습에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비 방법과 단위원 방법이 교과

서에서 어떻게 서술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표 Ⅲ

-1 >에 제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를 다룬다. 이 분석틀은 삼각법을 학습할 때 삼각비 정의가 어떤 방법으

로 서술되는지 분석하여 삼각비에서 입력값인 각의 범위 및 개념이 확장

되는 방식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삼각법 내용을 정의할 때 국가별로 어

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했다. 

한국 호주 핀란드

T(삼각비의 뜻) T(삼각비의 뜻) T(삼각비의 뜻)

T-T(특수각의 삼각비) T-T(예각의 삼각비) T-T(예각의 삼각비)

U, T-T(예각의 삼각비) T-T(특수각의 삼각비) T-T(높이, 거리)

T-T(높이, 거리) T-T(높이, 거리) T-T(특수각의 삼각비)

T-T(삼각형 넓이) T-T(사인법칙)
U, U3

(둔각의 삼각비)

R2, F(삼각함수)
U, RU

(둔각의 삼각비)
T-UCT(삼각형 넓이)

T-UCT(코사인법칙) T-UCT(사인법칙)

T-UCT(사인법칙) T-UCT(코사인법칙)

T-UCT(삼각형 넓이) F(삼각함수)

U3, F(삼각함수)

<표 Ⅴ-2> 학습 요소에 따른 삼각비 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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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는 <표 Ⅴ-2>과 같다. 동일한 내용이 이후에도 서술되는 

경우 삼각비의 정의 방법이 바뀐 경우에만 추가로 표시하였다. 세 국가 

모두 삼각비의 뜻을 학습할 때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길이의 비로 정의하

므로 T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세 국가 모두 삼각비의 뜻을 지도하기 위

해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함을 설명하지만 변의 길

이의 비가 일정함을 보이는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세 국가 모두 삼각형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직각삼각형의 변의 이름이 함께 나타나는데, 우리

나라는 직각을 둘러싸고 있는 변 중 수평 방향은 밑변, 수직 방향을 높

이, 가장 긴 변을 빗변으로 서술하여 빗변과 밑변, 빗변과 높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를 고려한다. 호주와 핀란드는 직각삼각형에서 변들의 

이름을 주어진 예각에 대해 이웃한 변, 대변, 가장 긴 변을 빗변으로 명

명하고 변의 이름을 학습한다. 이때, 호주는 두 닮은 직각삼각형에서 대

응되는 각의 크기는 같고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는 같다는 점을 서술

한 뒤 변의 이름을 학습하지만 핀란드의 경우 변의 이름을 학습한 뒤 변

들의 길이의 비가 일정함을 서술했다.

9학년 A 교과서(p.136) 호주 9학년 교과서(p.88)

핀란드 9학년 교과서(p.10)

[그림 Ⅴ- 1] 각국의 삼각형 정의 방법(T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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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형 방법으로 삼각비를 정의하는 경우 한 예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이 어떤 크기의 직각삼각형으로 생각하더라고 항상 같은 값을 가진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이때 [그림 Ⅴ-1]과 같이 우리나라는 변들의 길이는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지는 대신 기호로 표현하여 임의성을 보여줬다. 호

주와 핀란드는 구체적인 값을 계산하도록 하여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

다는 것을 제시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호주는 [그림 Ⅴ-1]의 한국 교과서

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그림을 활동이나 연습 문제에서 제시한 뒤 변

들의 길이의 비를 비교하도록 하거나 핀란드는 응용문제에서 한 예각의 

크기가 정해진 직각삼각형을 각각 그린 뒤에 변의 길이의 비를 계산하도

록 하여 어떤 두 직각삼각형을 그려도 변들의 길이의 비의 값이 일정함

을 통해 임의성을 나타냈다. 또한 한국과 핀란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서로 삼각비 개념을 도입하고 기호표현을 함께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그림 Ⅴ-2]과 같이 삼각비의 정의, 기호표현뿐만 아니라 삼각비의 정의

를 학습할 때 도움이 되는 기억술까지 함께 제시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억술은 알파벳 s, c, t의 필기체를 각각 sin, cos, tan와 연관시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억술과 학습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 같은 빗변을 언급할 때도 AC, CA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이는 

기억술에서 제시하는 알파벳을 쓰는 순서를 고려하여 선분의 양 끝점을 

다르게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Ⅴ- 2] 한국의 삼각비 정의를 위한 기억술

핀란드는 직각삼각형의 변들의 길이의 비율은 예각의 크기에 달려있으

며 그러한 비율들을 각 의 삼각비라고 정의한 뒤 사인, 코사인, 탄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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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의하는데, 자세한 정의는 sin 빗변

각 와 마주 보는 변
, 

cos 빗변

각 와 이웃한 변
, tan 각 와 이웃한 변

각 와 마주 보는 변
과 같다. 호주는 

탄젠트를 먼저 정의한 뒤 다른 두 개의 삼각비가 존재함을 설명하며 사

인과 코사인을 정의한다. 호주도 기억술을 이용하여 삼각비가 어떤 변들

의 길이의 비인지 제시하여 학습을 돕고자 한다.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

은 SOHCAHTOA로 Sine – Opposite/Hypotenuse, Cosine – 

Adjacent/Hypotenuse, Tangent – Opposite/Adjacent 와 같이 삼각비의 정

의에서 변의 이름에서 앞 철자를 따와 기억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T-T 유형은 삼각형 방법으로 삼각비를 정의한 뒤 이를 이용하여 삼각

비의 값을 구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T-T 유형으로 분류

되는 내용 중 세 국가 모두 공통적인 것은 특수각의 삼각비,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와 거리 구하기, 예각의 삼각비 내용 중 삼각비의 표와 계

산기 사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예각의 삼각비는 U와 T-T 유형이 모두 

서술되었으며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나라만 T-T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사인법칙에서 T-T 유형으로 분류된 것은 호주가 유일하다. 우리나라 교

과서에서 높이와 거리 구하기 및 삼각형의 넓이 내용의 경우 이전에 U 

유형의 정의가 드러나지만 실제로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 특수각

이 주어지거나 계산기가 사용되므로 T-T 유형으로 분석했다. 자세히 살

펴보면 특수각의 삼각비 내용은 , , 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것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각도는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직접 주어

지지 않아도 [그림 Ⅴ-3]과 같이 직각이등변삼각형, 정삼각형의 성질 등

을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으므로 측정을 통해 삼각비의 값

을 구하기보다는 기하적 성질에 주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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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기하> 교과서(p.69)

[그림 Ⅴ- 3] 특수각의 삼각비 설명 방법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내용은 호주와 핀란드는 삼각형 

방법을 이용하여 설명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분원 위의 좌표와 삼각비의 

표를 이용한 설명이 등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 

값을 구하기 위해 호주는 계산기를, 핀란드는 삼각비 표와 계산기를 이

용하는 것을 다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9학년에 U 유형의 정의가 등

장한 다음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다. 한국은 삼각비

를 학습하는 단원에서 삼각비의 정의와 특수각의 삼각비를 학습한 이후 

삼각비의 표를 다루기 전에 U 유형의 설명을 통해 임의의 예각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찾도록 설명한다. 임의의 예각에 대한 삼각비를 학습한 

이후에는 단위원 방법을 이용하여 , 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설명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단위원 위의 한 점에

서 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사인값으로 축에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코사인값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사실 사인값과 코사인

값은 각각 단위원 위의 한 점에 대한 좌표와 좌표이지만 교과서에서 

좌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표평면 위의 사분원을 이용

하여 설명하는 점, [그림 Ⅴ- 4]와 같이 좌표가 나타내는 삼각비의 값을 

찾는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U 유형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곧이어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여 예각의 삼각비를 구하는 설명이 서술되

므로 T-T 유형도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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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 4] 우리나라 교과서의 U 유형 설명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의 값은 삼각비의 표나 계산기만 이용하더라도 

값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실제로 핀란드는 삼각비의 표와 계산기 

소단원에서 예각의 삼각비 값을 구하는 법을 배우고, 호주는 문제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후 삼각비의 활용 단

원에서 특수각이 아닌 예각의 삼각비 값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삼각비의 

표나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A 9학년 교과서 (p.146) B 9학년 교과서 (p.171)

[그림 Ⅴ- 5] 우리나라 교과서의 삼각비의 표나 계산기 이용 문제

A 9학년 교과서(p.141, p.236)

B 9학년 교과서(p.163)와 지도서(p.396)



- 49 -

호주에서만 T-T 유형으로 나타나는 사인법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인법칙 단원에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직각삼각형이 아

닌 삼각형일 때가 많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삼각비를 이용하도록 하

는 것 중 하나가 사인법칙이라는 설명으로 도입했다. 이후 사인법칙은 

AAS 합동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소개했다. 한 변의 길이와 양 

끝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이러한 삼각형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사인법칙

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 각의 크기를 알 때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임을 이용하면 세 내각

의 크기를 모두 알 수 있으므로, 주어진 한 변의 길이 외의 다른 두 변

의 길이를 모두 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단원에서는 사인법칙이 성립

하는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T-T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만 T-T 유형으로 등장하는 삼각형 넓이 내용은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비를 이용하여 삼각형의 넓

이를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끼인 각의 크기가 예각인 경우, 둔각인 

경우로 구분해서 원리를 설명한다. 두 변 사이의 끼인 각이 둔각인 경우

는 [그림 Ⅴ-6]와 같이 둔각의 보각을 고려했을 때 사인값이 삼각형이 

높이가 된다는 설명으로 해결한다. T 정의를 바탕으로 ∠에 대

한 삼각비를 구하므로 이 내용은 T-T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A 9학년 교과서(p.148)

[그림 Ⅴ- 6] 우리나라의 삼각형 넓이 구하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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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삼각함수 단원에서, 호주와 핀란드는 둔각의 삼각비 단원

에서 다른 정의가 등장하면서 삼각비에서 다루는 각도의 범위가 넓어진

다. 우리나라는 삼각함수를 학습할 때 R2와 F 유형이 드러났다. 삼각함

수 단원에서는 일반각을 학습할 때 시초선과 동경을 학습하며 양의 방향

과 음의 방향의 회전을 모두 고려하여 일반각을 정의한다. 시초선과 동

경이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라고 하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단, 은 정수) 와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음을 학습한다. 

함수 정의를 학습하기 전에 R2 유형의 설명을 통해 삼각비에서 다루는 

각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A <수Ⅰ> 교과서(p.71) 

[그림 Ⅴ-7] 우리나라의 삼각함수 정의 방법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삼각함수 값을 정의하는 과정은 [그림Ⅴ-7]의 왼

쪽의 점 P 에 대해 


, 


, 


(≠) 의 값은 의 값에 관계없이 

의 값에 따라 각각 하나씩 정해짐을 설명한 뒤 이러한 대응은 에 대한 

함수임을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설명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나 좌표 대신 각 와 


, 


, 


(≠) 사이의 대응을 정의한 것이므

로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삼각함수 값을 정의했다고 할 수 있다. 한

편, 호주와 핀란드에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서술할 때 함수 정의가 드

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서술하는 방식은 다르다. 호주의 10학

년 교과서에서 좌표평면 위의 단위원에 대해 제 1사분면에 존재하면서 

단위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 좌표 정의를 학습한다. [그림 Ⅴ-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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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선분 와 양의 축이 이루는 각을 라고 할 때, 의 코사인은 단

위원 위의 점 의 좌표이고 의 사인은 점 의 좌표임을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을 정의한다. 

사분원에서의 좌표 정의 보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호주 10학년 교과서(p.362)

[그림 Ⅴ- 8] U 유형과 RU 유형

이는 [그림 Ⅱ-2]에서 보는 것과 같이 Brown(2005)이 표준 위치에서의 

각에서 설명한 표준 위치에서의 예각 와 끝점 P에 대한 정의와 일치하

며 점 P의 좌표가 cos sin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다. 즉, 여기서 제

시된 설명은 U 유형에 속한다. 이후 둔각에 대한 삼각비는 보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구한다. [그림 Ⅴ- 8]에서 보이

는 삼각형 POQ와 P′OQ′와 같이 합동이면서 축에 대해 대칭인 직각삼

각형을 이용하여 보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설명한다. 합동인 삼각형에

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각에 대한 사인값은 

같으며 코사인값은 부호가 바뀐다는 점을 서술했다. 즉, 

sin   sin, cos   cos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둔각

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는데, 이후 예제에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 값을 구

할 때에는 [그림Ⅴ-9]와 같이 구한다는 점에서 U를 바탕으로 사인과 코

사인의 좌표 정의를 서술한 뒤 참조각을 이용하여 둔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게 하므로 RU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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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학년 교과서, p.363)

[그림 Ⅴ-9] 보각을 이용한 둔각의 삼각비의 값 구하기 문제

핀란드는 [그림 Ⅴ-10]과 같이 단위원 위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좌표 

정의가 둔각에서도 적용됨을 설명하며 둔각에 대한 삼각비를 다룬다. 이

후 문제에서 둔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에도 원 위의 점에 대해 

좌표와 좌표를 통해 코사인과 사인값을 구하도록 한다. 또한 축의 대

칭을 이용하여 보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하는 설명까지 서술하

였다. 따라서 호주와 같이 처음에 U 유형으로 예각의 삼각비에 대한 좌

표 정의를 학습한 이후 각을 확장한 좌표 정의를 다루는 U3 유형까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53 -

핀란드 <기하>(p.77)

[그림 Ⅴ-10] U3 유형의 둔각의 삼각비 정의

세 국가 모두 각의 범위를 확장한 뒤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학습한다. 우리나라는 삼각함수를 학습한 이후이므로 이러한 내

용을 설명할 때 함수를 이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호주와 핀란드의 경

우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를 학습할 때 아직 함수를 학습

하기 전이므로 도형에 포함된 보다 큰 삼각비의 값과 활용인 T-UCT 

유형으로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사인법칙은 삼각형의 외접원과 사인함수

를, 코사인법칙은 피타고라스정리와 코사인함수를 이용하여 관계를 설명

하고 있으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도 삼각함수를 이용한다고 서술하

므로 삼각함수 값을 구하고 활용하는 T-F 유형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함

수 정의를 사용한 이후이므로 사인값과 코사인값 대신 사인함숫값, 코사

인함숫값 또는 사인함수, 코사인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지만 

앞서 학습한 사인함수나 코사인함수 내용과는 차이점이 있다.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호도법을 학습한 이후이므로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

식, 삼각부등식 등을 학습할 때에는 모두 호도법을 이용한 각의 표현이 

등장했다. 그러나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단원에서는 [그림 Ⅴ-11]과 같

이 육십분법을 사용한 각도가 다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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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Ⅰ> 교과서(p.97)

B <수Ⅰ> 교과서(p.205)

[그림 Ⅴ-11]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에서 육십분법의 사용

이제 [그림 Ⅲ-2]에서 나타난 분석 준거의 순서를 고려하여 앞에서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자. 분석 준거의 순서에서 F 유형까지 나타나므로 여

기에서도 각국이 F 유형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유형이 서술되는지를 나

타냈다. 우리나라, 호주, 핀란드 모두 삼각형 방법(T 유형)으로 삼각비를 

정의하며 삼각법 학습을 시작하며 높이와 거리 구하기, 특수한 각의 삼

각비 내용과 같은 T-T 유형이 연이어 서술되었다. 세 국가는 U 유형의 

설명이 등장하는 시기부터 교과서에서 택하는 삼각비의 정의 방법이 다

르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에서 예각의 삼각비의 값을 학습

할 때 사분원에서의 점의 좌표를 이용하므로 U 유형이 나타나지만, 삼각

비의 표와 계산기를 사용하여 이후 내용을 학습하므로 다시 T-T 유형의 

설명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등학교 <수학Ⅰ>과목에서 삼각함

수를 학습할 때, R2와 F 유형이 나타났다. R2 유형에서 회전각은 이

상 미만에서의 회전을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일반각은 각의 회

전 횟수까지 고려하여 서술하므로 R2 유형을 포함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회전각과 직각삼각형과의 연결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았다. 단

위원 위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좌표를 살펴보거나 일반각에서 동경과 시

초선을 이용한 직각삼각형도 보이지 않는다. 즉, 참조삼각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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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없다. 이후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삼각함수 값을 정의할 때도 참

조삼각형이나 단위원 위의 점을 한 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또한 등장하

지 않는다.

   

[그림 Ⅴ- 12] 참조삼각형

[그림 Ⅴ-12]에서 에 대해 대응되는 


를 sin로 정의하는 이유는 

에 대한 참조삼각형 OPA를 생각했을 때, 


가 참조각의 sin이기 때문이

다. cos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교과서에서는 그 뒤 각 대응에 대하여 각각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

트함수로 하고 통틀어 삼각함수로 정의한다. 이와 달리 호주와 핀란드는 

[그림 Ⅲ-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Brown(2005)이 제시한 학습경로 중 

오른쪽 경로를 따라갈 때의 내용 체계에 드러난 단계와 거의 유사했다. 

호주는 9학년까지 삼각형 방법으로 삼각비를 정의하고 활용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T 유형과 T-T 유형이 연속되어 나타났다. 이후 10학년에서 둔

각에 대한 삼각비를 학습할 때 사분원 위에서 점의 좌표로 삼각비를 정

의하므로 U 유형의 설명이 제시되고, 축에 대한 대칭을 이용하여 보각

의 삼각비를 정의하므로 RU 유형이 이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의한 둔

각의 삼각비 값을 이용하여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 넓이 등을 학

습하는 T-UCT 단계가 이어졌다. 핀란드도 사분원 위에서 삼각법을 정의

한 뒤 단위원으로 확장하며 둔각의 삼각비의 값을 정의하므로 U와 U3 

유형이 연이어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림Ⅴ-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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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3]에 제시한 삼각비 정의 유형 및 특징은 <표 Ⅴ-3>과 같다. 

[그림 Ⅴ-13]을 바탕으로 각국의 삼각법 학습경로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

이점을 살펴보자.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삼각형 방법으로 삼각비 뜻을 

학습한 뒤에 단위원 맥락을 거쳐서 삼각함수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교과

서가 서술되었다.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하여 삼각법을 다루는 것은 sin

와 cos를 ≦ 에서 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송은영, 2008). 삼각형 방법으로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만 정의할 수 

있고, 삼각함수에서 다루는 각의 범위는 실수 전체이다. 따라서 이 과정

의 연결이 필요하므로 세 국가 모두 단위원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 특징

삼각비를 직각삼각형에서의 변들의 길이의 비로 정의

T를 바탕으로 한 예각의 삼각비의 값 활용

회전각의 정의 및 참조삼각형의 이용

삼각비를 사분원 위의 한 점의 좌표로 정의

U를 바탕으로 단위원으로 확장하여 좌표로 삼각비의 값 

구하기

U를 바탕으로 참조각을 이용하여 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구하기

도형에 포함된 보다 큰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 활용

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삼각함수 값을 정의

<표 Ⅴ-3> 학습경로에 나타난 삼각비 정의 유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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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주 핀란드

[그림 Ⅴ-13]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학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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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으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임의의 예각의 삼각비의 값에서 

U 유형의 설명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U 유형의 설

명에서는 , 까지만 각을 확장하고 둔각의 삼각비 값으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같은 U 유형의 설명이 나타나는 호주와 핀란드 교과서와 비교

해보면 U 유형의 설명에서는 예각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뒤이어 서술되

는 RU나 U3 유형의 설명에서 까지 각을 확장했다는 차이점이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U 유형의 설명은 둔각까지 각을 확장하고자 하

는 호주나 핀란드와 달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 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학습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

제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U 유형으로 설명할 때 호주나 핀란드 교과

서에서 설명하지 않는 탄젠트값도 단위원 위의 한 점 대신 축으로 위

에 길이가 인 밑변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고려하여 구하도록 설명한다. 

이후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는 것을 학습하므로 학생들은 삼각비의 표에 

나타난 근삿값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구할 수 있는 값인지를 인식한 상

태에서 삼각비의 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sin×tansin×cos, cossin와 같은 방식의 문제

가 서술된 것으로 보아 , 에서의 삼각비의 값을 학생들이 이해하

는 것도 목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정 상에는 ‘삼각비의 뜻을 

알고, 간단한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간단

한 삼각비의 값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함수를 학습하기 전 각국의 학생들이 학습하는 삼각법 내용을 고

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 체계에서 생략되는 단계가 있었다. 일

반각으로 회전각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 뒤 바로 삼각함수를 도입하는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했던 내용 체계나 이해 모델과는 다른 양상이

다. 여러 연구자들은 삼각함수와 직각삼각형에서의 삼각비, 비 방법으로 

정의된 삼각비, 단위원 방법으로 정의된 삼각비 등의 내용이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삼각법이 서술된 방식은 학생이 

삼각함수와 기존에 배운 삼각비 영역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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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각법 문제의 맥락 분석

수학과 현실과의 연결은 학생들의 수학적 개념 이해를 돕고, 수학 학

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제 문제에 수학을 적용하는 것을 

돕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Gainsburg, 2008). 이 절에서는 삼각법 영역에 

제시된 문제들의 맥락이 실생활 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

했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Ⅴ- 4>와 같다.

<표 Ⅴ- 4> 실생활 맥락 분석 결과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실제적 맥락을 가진 과제가 14.9%로 나타나 호

주가 96.2%, 핀란드는 93.7%라는 것과 비교해볼 때 매우 적었다. 우리나

라 교과서에서는 삼각비의 표나 계산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호주와 핀란드는 계산기 사용이 교과서에서 자연스럽게 등장

했다. 호주는 [그림 Ⅴ-14]와 같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삼각비 값을 근삿

값으로 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삼각비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계산기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 포함되었다. 

국가

실제vs
맥락의   인위

기능성

우리나라 호주 핀란드

실제적 인위적 실제적 인위적 실제적 인위적

맥락 없음 0(0%) 45(67.2%) 44(56.4%) 3(3.8%) 59(61.5%) 6(6.3%)

위장 맥락 10(14.9%) 12(17.9%) 8(10.3%) 0(0%) 16(16.7%) 0(0%)

관련‧필수 

맥락
0(0%) 0(0%) 23(29.5%) 0(0%) 15(15.6%) 0(0%)



- 60 -

호주 9학년 교과서 (p.93)

[그림 Ⅴ- 14] 계산기를 활용한 삼각비의 값 구하기

핀란드는 계산기와 표의 사용 단원에서 함수계산기에서 각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어떤 단추를 눌러야 하는지의 방법이 사례를 

통해 나왔다. 관련된 예제에서는 같은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표와 계

산기를 이용하여 찾도록 하거나, tan의 값이 주어진 경우 각 의 크기

를 표와 계산기 모두에서 찾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산기는 각의 크기를 

표보다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한편 실제적 맥락과 

인위적 맥락이 맥락의 기능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면, 호

주와 핀란드는 맥락의 기능성에 상관없이 실제적 맥락의 문제가 많았다. 

그중에서도 위장 맥락 문제나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에서는 특수

각을 사용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장 맥락 문제에서 

5:6의 비율로 실제적 문제와 인위적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맥락 없는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특수각을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

가 나타났다. 국가별로 맥락의 기능성에 대한 문제의 맥락을 비교해보

면, 세 국가 모두 맥락 없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위장 맥락 문

제는 우리나라에서 33.8%를 차지했는데, 호주는 10.3%, 핀란드는 16.7%

라는 점에서 2배가량 높았다. 특히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핀란드는 15.6%로 위장 맥락 문제와 비

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호주는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가 29.5%에 

달해 다른 두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위장 

맥락 문제보다 많이 나타났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호



- 61 -

주는 10학년에서 특수각을 활용하여 정확한 값을 구하도록 요구하는 문

제가 제시되며 핀란드도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의 기하 과목에서 특수각을 

활용한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호주는 학년에 상관없이 9, 10학년 모

두에서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이 위장 맥락보다 많았다. 핀란드는 9학

년에서는 위장 맥락 문제가 더 많았으나 고등학교 기하 과목에서는 관련

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학년에 상관

없이 위장 맥락 문제가 더 많았다.

각국의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맥락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맥락 없는 

문제는 [그림 Ⅴ-15]와 같이 단순히 도형이나 수학적인 값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다. 세 국가 모두 맥락 없는 문제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60%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B 9학년 교과서(p.173) A <수학Ⅰ> 교과서 (p.106)

[그림 Ⅴ-15] 맥락 없는 문제

위장 맥락 문제는 현실 상황을 문제에 서술하고는 있으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순화한 그림이나 식이 함께 제시되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자신의 일상 경험이나 상식을 이용한 추론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림 

Ⅴ-16]은 m 떨어진 지점 C와 지점 D에서 타워의 꼭대기 지점 A를 

올려본 각의 크기가 각각 , 일 때 타워의 높이 AB를 구하는 문

제이다. 쉽게 높이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물의 경우 삼각비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맥락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함께 제

시된 삼각형 ADB가 직각삼각형이며 높이 또한 AB로 명시되어있으므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실생활에서의 활용 맥락 대신 오른쪽과 

같은 수학적인 대상이 제시된 문제로 인식한 뒤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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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게 된다. 

[그림 Ⅴ- 16] 위장 맥락 문제와 단순화한 도형

이러한 유형은 핀란드와 호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Ⅴ- 17] 

에 제시된 호주 교과서의 문제는 단순화한 그림과 현실 세계에서의 특정

한 위치가 점 A X B로 표시되어 있으며 절벽 아래부터 배까지의 거리

에 해당하는 거리가 BX로 제시되었다. 사실 이 문제는 현실 상황에서 

직접 높이를 측정하기 힘든 절벽에 대해 상대적으로 측정하기 쉬운 수평

면상의 거리 BX와 내려다본 각의 크기를 측정하여 절벽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맥락을 기반으로 한 문제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실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도 함께 제시된 직각삼각형 AXB에서 변 

A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비슷하게 핀란드의 9학년 교과서의 문제도 

경사각의 크기와 빗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비를 이용하면 다른 변들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맥락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스케이트대 모양에 대해 밑면이 직각삼각형인 삼각기둥으로 수

학화하지 않아도 제시되는 그림에서 이미 수학적 처리가 완료된 삼각기

둥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또 의 길이를 구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빗변의 길이나 경사각으로 부족하다는 경험을 하

기도 전에  라는 계산식이 제시되어 학생들은 단순히 수를 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위장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A 9학년 교과서(p.152)



- 63 -

호주 10학년 교과서(p.377) 핀란드 9학년 교과서(p.19)

[그림 Ⅴ- 17] 위장 맥락 문제 

호주와 핀란드 교과서에서 나타난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를 살

펴보자. [그림 Ⅴ-18]의 호주 9학년 교과서의 문제는 [그림 Ⅴ-16]의 우

리나라 교과서의 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여기서는 문제 상

황을 반영한 그림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학생은 m상공에 있는 헬리

콥터가 이동하는 차를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

형으로 수학적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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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9학년 교과서(p.127)

m

 

[그림 Ⅴ- 18]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와 단순화한 도형

이 같은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로 호주와 핀란드에서 공통적으

로 서술된 유형에는 [그림 Ⅴ-19]와 같이 방위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평소 알고 있던 방위를 이용

하여 밑면과 높이를 설정하여 입체도형으로 직접 수학적 처리를 해야 한

다. 또한 핀란드 교과서의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 중에는 핀란드

의 실제 지명과 위치를 반영한 문제도 있었다. 여기서는 각도를 표시하

는 대신 북쪽, 남동쪽과 같은 방위를 이용하여 나타냈다. 이 문제를 해

결할 때 학생들은 방위와 같은 상식 및 핀란드 위치에 대한 일상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현실 상황을 삼각형으로 바꾸는 수학적 처리

가 가능하게 한다.



- 65 -

호주 10학년 교과서(p.356)

핀란드 <기하> 교과서(p.102)

[그림 Ⅴ- 19] 방위 개념을 이용한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

또한 [그림 Ⅴ-20]에 나타난 문제는 도로와 를 이루는 선을 생각

할 때,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서 이루는 각이 가 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삼각형을 모두 고려한다는 추론이 필요하므로 관련있고 필

수적인 맥락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 <기하> 교과서(p.95)

[그림 Ⅴ-20]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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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술된 삼각법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와 호주, 핀란드의 삼각법 영역이 포함

된 교과서를 Charalambous 외(2010)가 제시한 분석틀을 참고하여 수평

적·수직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평적 분석 기준으로 

교육과정의 목표, 수학과 내용 체계 및 삼각법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삼았으며 특히 수직적 분석으로 학습 시기, 학습 경로 분석, 

문제의 맥락을 분석하기로 했다. 

삼각법이 학교 수학에서 다뤄지는 데에는 삼각함수에의 연계성을 위한 

학습과 실생활 활용을 통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한다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필요했으며 

특히 교과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삼각법 학습에서 학생들에게 주

어지는 학습 기회를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삼각법에 대한 수학적 지식

을 소개하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삼각법 학습 경로를 설정하고자 삼각

법 학습에 대한 Brown(2005)와 Demir(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또한 

문제가 실생활 활용 맥락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De Lange(1995)

가 서술한 맥락 없는 문제, 위장 맥락,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실제적 

맥락, 인위적 맥락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

구 질문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했다. 

1.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 서술의 교육과정적 배경은 어떠한가?

2.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내용 특징은 어떠한가?

2-1.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에서 삼각법 학습 시기는 어떠한가?

2-2.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내용에서 어떤 삼각비 정의

를 바탕으로 서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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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한국, 호주, 핀란드 교과서의 삼각법 문제의 맥락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중 우리나

라 2종과 호주와 핀란드에서 각각 1종을 택하여 내용과 문제를 분석하였

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세 국가 모두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하려는 목적 아래 역량

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우리나라는 9학년 기하 영역과 11학년 해석 

영역에서, 호주는 9, 10학년의 측정과 기하 영역, 11학년의 삼각법의 응

용 과목에서 삼각법을 다루고 있었다. 핀란드는 9학년의 기하 영역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기하>, <삼각함수> 과목에서 삼각법을 다루고 있었다. 

삼각법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으로 세 국가 모두 문제해결과 디지털 기술 

활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둘째, 삼각법 학습 시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9학년에서 삼각비

를 학습한 이후 11학년의 <수학Ⅰ>에서 삼각법이 다시 등장했다. 또한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등을 학습하기 전에 삼각함수를 도입하여 다른 국

가와 비교했을 때 함수 정의가 다른 학습 요소들보다 빨리 나타났다. 또

한 호주와 핀란드의 경우 다른 학년에서 삼각법을 다룰 때 삼각법 복습 

등의 소단원을 통해 복습이 아예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었다는 점이 차별

되었다.

셋째, 교과서에 서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삼각비 정의 방법을 분석

한 결과 세 국가 모두 삼각형 방법으로 삼각비를 정의하며 삼각법 학습

을 시작했으며 사분원에서의 좌표를 이용해 삼각비를 정의하는 U 유형

이 등장하면서 교과서 간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학교에서 U 유

형의 설명이 나타났지만 다시 삼각형 방법을 기반으로 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후 일반각을 배우면서 학습하는 회전각 단

계인 R2 유형을 거쳐서 삼각함수를 학습했다. 호주와 핀란드는 삼각함수

를 학습하기 전 둔각의 삼각비에서 U 유형이 나타났으며 호주는 보각의 

삼각비를 정의하므로 RU 유형, 핀란드는 사분원을 단위원으로 확장하는 

U3 유형으로의 발전된 서술을 보였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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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삼각비를 정의하기 전에 제시되는 학습 경험이 호주나 핀란드보다 

적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분원 위에서 좌표를 통해 삼각비를 구하는 내

용은 더 이른 시기에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 실생활 맥락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 특수각을 이용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인위적인 맥락이 많았으며, 

문제에서 수학적 처리가 된 도형을 함께 제시하여 위장 맥락 문제가 많

이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 문제가 세 국가 중 

가장 많았다.

2. 논의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각국의 삼각법 학습 내용 서술의 특징과 공통점 

및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논의와 함의점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삼각법 학습에 대해 시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서술된 삼각법 내용의 특징은 연속해서 다루지 않

는다는 점이다. 호주와 핀란드는 삼각법 내용이 9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까지 매 학년 심화 및 반복되어 제시되는데 이는 해당 국가들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

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삼각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이 학습 내용 감축 등의 요구에 의해 선형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어(정

영옥 외, 2016) 온 영향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2007 개정 교육과정

까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다루던 삼각함수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학습량 감축 및 계산 위주의 학습 지양을 기본 방향으로 선택과목의 

내용을 재조직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선택하는 <미적분 

Ⅱ>로 이동했다(신이섭 외, 2011).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학습 시기를 보였다. 

한편 삼각법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속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는 기하, 고등학교에서는 해석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사인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와 같은 내용들이 해석 영역으로 서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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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호주와 핀란드의 경우 호도법이 등장하기 전에 학습하는 사

인법칙, 코사인법칙, 둔각에서의 삼각비와 같은 내용이 기하 영역에 속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호주나 

핀란드에 비해 삼각함수 도입이 앞서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앞서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학년에서 도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삼각법에서 다

루는 내용들의 순서를 고려해봤을 때 앞서있다는 것이다. 삼각함수를 먼

저 도입한 뒤에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등의 내용을 다루므로 이를 함숫

값을 이용하는 해석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두 국가

에 비해 삼각법에서 기하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호주와 핀란드와 달리 중학교에서부터 특수각의 삼각비 값을 

강조하며 sin×tansin×cos, cossin 와 같은 방

식의 문제가 자주 나타났다. 이는 삼각비의 값을 기하적인 맥락 아래에

서 이해했는지를 파악한다기보다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과서 과제 중에는 인위적인 맥락과 위장 맥락 문제

가 많았다. 이러한 차이점은 교육과정 상에서의 강조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지속적으로 길러야할 소양으로 수리문해력(mathematical 

literacy)을 강조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상황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기본 목적 중 하나로 정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 상의 차이는 호주에서 

맥락 문제 중 관련있고 필수적인 맥락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았다는 점, 

주로 실제적 맥락을 이용하여 문제를 서술했다는 점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또한 실제적 맥락 문제가 우리나라에 비해 호주와 핀란드에서 비율

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호주와 핀란드에서는 공학적 도구를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하는 영향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삼각법 학습에 대한 시사점

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삼각법 학습경로에서 생략되었던 단위원 방법을 활

용한 학습은 삼각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사분원에서의 좌표 정의인 U 유형과 일반각을 학습하는 R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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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명만 나타난 뒤 바로 함수로 정의하므로 사분원에서 단위원으로 확

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U3 유형을 제시하거나 회전각에 그치지 않

고 회전각의 한 변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R3 유형의 설명이 제시된다면 현재의 학습경로 상의 비약을 보완할 수 

있다. 참조삼각형은 좌표평면과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의 정의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예로(송은영, 2008) 이를 도입한 뒤 [그림 Ⅴ-12]의 점 

P 에 대해 


, 


, 


(≠) 과  인 경우로의 발전을 다룰 수 

있다. 또는 중학교에서 학습한 U 유형의 사분원에서 단위원으로 확장하

는 U3 유형의 설명을 추가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단위원 위에서 삼각법

을 고려하는 것은 sin가 가 될 수 있는지와 같은 삼각형 방법이나 

삼각함수 정의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 더 쉬운 접근을 제시

한다(Chin, 2013). 또한 단위원 방법은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명백히 나타

내주는 방법이다(Mesa & Goldstein, 2017). 삼각법을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은 각각 삼각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다른 측면에서 도울 수 있

으므로 이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활용 문제에서 실생활 맥락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현실과의 연결

성을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두 국가에 비해 교과서의 

문제에서 특수각의 삼각비의 값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각의 삼각

비의 값을 강조하는 것은 학생들이 특수한 각에서만 삼각비의 값이 존재

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송은영, 2008) 다른 각에 대해서도 삼각비의 

값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론하는 활동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

생활 상황을 함께 제시하는 높이나 거리, 넓이 구하기 등의 문제에서는 

다양한 각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교과서에 제시된 삼

각비의 표나 공학적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삼각비의 표

는 부터 까지의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나타내므로 실제적 맥

락의 과제를 제시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삼각비의 값이 소

수 넷째 자리까지 나타냈으므로 계산할 때 번거로우므로 우리나라 교과

서에서는 주로 계산기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삼각비의 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와 핀란드는 실제적 맥락 문제를 다룰 때 계산기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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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는 교육과정 상에서의 강조부터 이어진 것으로 

호주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고려한 여러 관점 중 한 가지로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제시했으며 핀란드도 일반역량 중 하나로 ICT역량을 들

어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이 전보다 강조되기는 했으나 유의 사항 정도로 머무

는 경우가 많았으며 삼각법 영역에서도 삼각함수 단원에서만 공학적 도

구의 활용 가능성을 유의 사항에 포함시킨 정도였다. 그러나 실생활 활

용 문제에서 계산기의 활용을 통해 좀 더 실용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

은 학생들에게 현실성 있는 과제로 느끼도록 하며 흥미와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Scandura et al., 1976). 따라서 삼각법 영역에서 실제적 

맥락 문제 제시를 위해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더 강조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어떤 활동에서 계

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수학적 사고를 돕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지침

을 마련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교육과정에서 계산기 활용이라는 주제

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박교식, 1998; 최지선, 2018). 특히 삼

각법 영역에서 이를 강조하기 위해 교과서의 대단원이나 중단원에서 계

산기를 이용하는 법을 다루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핀란드나 호주의 

경우 계산기를 이용하여 삼각비의 값을 계산하는 내용에 대해 어떤 버튼

을 어떤 순서에 맞게 눌러야 하는지까지 제시되는 등 자세히 다뤄 실제

로 학생들이 계산기를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삼각

법을 다루는 교과서에서 계산기 활용이 표시된 과제라 하더라도 삼각비

의 값을 계산기로 구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계산하는 과정을 수월하

게 하는 데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직접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것부

터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을 활

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학생과 교사 모두 인터넷

에 대한 접근이 전보다 쉬워졌으므로 인터넷에서 검색이나 계산기 등을 

통하여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방안을 교과서에서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삼각법을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의 방식 및 영역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습량 감축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여 선형 방식을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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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교육과정 아래서 서술된 삼각법 내용은 학년의 단절뿐만 아니라 

학습경로 상 비약으로 오히려 학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여러 학년에 걸쳐 반복하고 확장하고 심

화하는 방식이 삼각법 내용의 심화나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정영옥 외, 2016). 또한 교육과정에 사인

법칙, 코사인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내용이 속한 영역이 적절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내용에 여러 영역이 혼재되

어 있을 경우 적절히 명명할 수 있는 영역명이나 주제명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방정숙 외, 2015). 현재 교과서에 서술되는 사인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내용도 삼각함숫값을 이용한다고 하기에는 

앞서 제시된 함수 내용과 일관되지 않으며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 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기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실제로 현

장의 교사들 또한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고등학교 기하 내용을 학습

하는데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박경미 외, 2015).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교과서에 서술된 삼각법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

해 우리나라, 호주, 핀란드의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한계

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교과서에 서술된 삼각법 내용 및 과제를 분석한 것이

므로 실제 수업에서 교사의 지도 방법이나 학생들의 인식에 따라 학습경

로나 실생활 맥락을 인지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학생이나 교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학습경로는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는 2종, 호주와 핀란드는 1종의 교과서를 대

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교과서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는 삼각법 영역에서 서술되는 내용과 과제가 국

가 교육과정을 따르는 수준에서 출판사 간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국제비

교를 위해서 대표적인 교과서만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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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각법 학습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경로나 실생활 맥락 과제를 

해결할 때의 사고 및 태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

라 교과서에서 사분원으로의 삼각비 정의에서 삼각함수로 확장하는 과정

이 호주나 핀란드와 다른 학습경로를 보였으므로 학생들이 학습할 때는 

어떤 사고를 거치는지 분석하여 교과서의 학습경로를 보완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더 폭넓고 깊은 비교를 위하여 비교 대상 국가 혹은 분석 교과

서를 확장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고 정교화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삼각법 영역 지도에 더 구체적이고 설득

력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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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Tasks 

in Mathematics Textbooks used in 

Korea, Australia, and Finland : Focus 

on the Trigonometry

Choi Eu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two important meanings for dealing with trigonometry in 

school mathematics. First, students recognize the usefulness of mathematics 

by linking it with real world problems and other disciplines such as 

surveying, navigation, cartography, science, engineering, etc. by using the 

length or angle of the sides of a triangle. In addition, the trigonometric 

function as a tool to understand new types of functions and periodic 

phenomena, rather than polynomials, is suggested to help connect to higher 

mathematics concepts. However,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subject of 

trigonometry focuses only on trigonometric ratios, suggests practical use 

methods, or focuses only on trigonometric functions and deals with radian 

and circular mea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wo 

meanings of learning trigonometry in school mathematics through a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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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has a comprehensive view.

Textbooks play an important role in teaching and learning as intermediary 

between the intended curriculum and the implemented curriculum. In 

particular, research that compares textbooks and curriculums internationally 

can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pportunities to learn trigonometry 

offered to students, and give inform as to whether meaningful tasks or 

learning paths are applicable in Korea as well. Since the content of 

trigonometry is included in the curriculum in most countries internationally, 

it can give implications to trigonometry teaching and learning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rigonometry in textbooks in Korea, Australia and Finland. In addition, the 

integrated analysis of textbooks and curricula can discuss the results of 

textbook analysis through curriculum background in textbook analysis, so in 

this study, horizontal and vertical analysis of textbooks presented by 

Charalambous et al.(2010) examined the goals, content systems, and 

achievement criteria of the curriculum through horizontal analysis and 

analyzed learning path, and context of problems through vert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iculum, all three countries were 

introducing trigonometry in the geometry of middle schools, and common 

emphasis was on solving problems. Korea was dealing with trigonometry in 

the 9th grade geometrical area and 11th grade analysis area, Australia in the 

9th and 10th grade measurement and geometry areas and the 11th grade the 

application of trigonometry, Finland in the 9th grade geometry area and high 

school geometry and trigonometric func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learn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Finland and Australia have an 

trigonometric ratios of obtuse angle, and Korea uses a trigonometric function 

to expand the angles covered before learning the sine rule, cosine rule, and 

area of the triangle.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was 

the time of introduction for trigonometric functions and the continu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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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dealing with trigonometry. Australia and Finland introduced the 

circular measure and trigonometric function last, while Korea introduced the 

trigonometric function before learning the sine law, the cosine law, and the 

area of the triangle. Second, in the learning path of textbooks on how to 

define a trigonometric ratio, all three countries had a commonality that they 

experienced triangular methods and went through the unit circle method and 

developed into trigonometric functions. In Korea, textbooks in middle school 

were presented using quadrants. In the learning path of Korean textbooks, 

after learning the value of the trigonometric ratios in the quadrant, the 

general angle and the trigonometric function were introduced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expanding the quadrant or expanding 

the angle through the reference triangle. However,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tent framework or understanding model proposed for the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rigonometry, so it is expected that Korean students will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trigonometry.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xt of the problem, three countries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problems without context. The problem of camouflage context 

in Korea was twice as high as that of Australia and Finland. This was 

because most Korean textbook problems presented figures that were already 

mathematized. The proportion of relevant and essential contextual problems 

was in the order of Australia, Finland and Korea, and the realistic context 

problem accounted for a very small proportion of Korea compared to 

Australia and Finlan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can be considered to present in the textbook contents that help to 

understand the trigonometry in an integrated way through learning unit circle 

method, which was omitted from the trigonometry learning path in Korea.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problem that can recognize the 

connection with the reality by emphasizing the real-life contex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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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problem, and suggest a method to help this by actively using 

technological devices in textbooks or curriculum.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ways and areas of the curriculum that deal with trigonometry.

Keywords : trigonometry, textbook analysis, comparative study

Student Number : 2018-2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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