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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함수 중에서 삼각함수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함수 중 하나이다. 직각 삼각형의 직각이 아닌 한 

각의 크기를 a라 하면, 이 삼각형의 임의의 두 변의 길이의 비는 이 각 a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이 비를 이각의 삼각 함

수라 하였다. 즉,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가 일정하면, 이들 변의 비의 값은 삼각형의 크기에는 관계없이 일정

하다는 가장 단순하고 독특한 성질에 기초를 둔 학문이다. 어떠한 대상체의 높이는 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건물을 올려다본 

각이 있다면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쉽게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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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삼각함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싸이

클로이드와 삼각함수, 천문학과 삼각함수, 측량학과 삼각함수, 건

축학과 삼각함수, 바닷물의 높이와 삼각함수, 갑문의 수위와 삼각

함수, 바이오리듬과 삼각함수, 음향학과 삼각함수, 생태계와 삼각

함수, 밤낮의 길이와 삼각함수의 관계들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적

용 분야가 실로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삼각함수는 실제 다양한 분야에서 삼각법을 이용하여 활용되는 

함수이다. 이미 삼각함수를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각함수 개

념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도 검사를 실시하여 호도법 활용과 삼

각함수그래프와 관련된 학생들의 오개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GSP를 활용한 학생 주도형 교수-학습 자료를 고안하

여, 삼각함수그래프 지도과정에 투입한 연구[1]도 수행 되었다. 그
리고 삼각함수 단원을 중심으로 한 교수공학 친화적, 실용적, 교수

학적 변환의 실제적 연구[2]도 수행되었다. 

II. 삼각함수와 대상체

삼각함수는 삼각형이나 주기적 현상의 가정에 주로 사용된다. 
삼각함수는 일반적으로 해당 각이 존재하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비로 정의되며, 단위원에서의 가변적인 호의 길이의 비로 정의되

기도 한다. 이들은 무한급수나 특정 미분방정식의 해로도 표현되

어, 그 영역이 임의의 양의 값과 음의값, 또는 복소수로 확장되기

도 한다. 삼각함수에는 6개의 기본 함수가 있다.

그림 1. 직각삼각형에 대한 삼각함수

위의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변 a(높이)는 각 θ의 맞은편

에 있고, 변 b(밑변)는 각 θ의 밑에 있으며, 변 c는 삼각형의 빗변

이다. 삼각형으로 정의되는 기초  삼각함수는 삼각형 각 변 사이의 

길이의 비율이다. 가장 중요한 함수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sinθ = 높이/빗변 = a / c
cosθ = 밑변/빗변 = b / c
tanθ = 높이/밑변 =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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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각 변의 길이 관계에 이루어

지는 중요한 식으로 다음과 같다.

c2 = a2 + b2

사람이 대상체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 건물 바닥으로부터 

Am 떨어진 지점에서 건물의 제일 꼭대기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

었다. 또한 Bm 떨어진 지점에서 건물의 제일 꼭대기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손전등 빛이 올려본 각각 X°와 Y°일 때 꼭대기를 비추

었을 때 건물의 높이와 손전등 빛이 꼭대기까지 간 거리는 삼각함

수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III. 대상체의 높이 인식

직각삼각형의 밑변은 Am와 Bm로 주어졌고 각이 각각 X°와 

Y°로 주어졌을 때 tan 함수의 정의를 사용하여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빌딩의 높이를 구할 수 있다.

tan X°= 건물의 높이 / A m
tan Y°= 건물의 높이 / B m

다음으로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았으므로 건물 꼭대기까지

의 거리(빗변의 길이) c를 구할 수 있다. 

22 bac +=

V. 결론

삼각함수는 바이오리듬, 측량학, 그 외에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객체의 거리와 높이 측정에

도 사용되는데, 객체에서 떨어진 일정한 거리와 객체를 올려다본 

각이 있다면 객체의 높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구했다. 차를 타

고 이동하면서 객체와의 거리를 알고 있다면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객체의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삼각 함수를 

이용하여 사회의 전 분야의 정밀한 계산을 요하는 부분에 사용한

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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