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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글은 갑오경장(1894)과 경술 국치(1910) 사이에 간행된 산학(수학) 교재류

의 목록을 확인하고, 각 텍스트의 출판과 관련된 사항, 소장처, 이본 등의 서지

적 정보와 함께 이 시기 산학 교재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의의를 언어 사용 상

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현대 한국어 태동기

의1)1)분과 학문의 도입 양상에 대한 연구의 일환인 한편, 학술 용어의 번역과 정

착을 중심으로 이 시기의 한국어의 어휘 확장 양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기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1019166).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현대 한국어 태동기의 설정에 대해서는 한영균(2015) 참조.



208·한국문화 73

초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의 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 앞선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연구로는 산학 교재류의 서지 사항

에 대해 기술한 강윤호(1973:187-199), 김봉희(1992:247-253), 한길준(2009), 오

채환 외(2010) 등이 있고, 한국 수학사를 기술하면서 교재류를 함께 다룬 것으

로 김용운․김용국(1982)와 이상구(2013)이 있다.

강윤호(1973:187-199)에서는 14종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한길

준(2009)에서도 14종을 다루고 있다. 김봉희(1992:247-253)에서는 28종의 목록

과 필자, 간행처 등을 표로 정리해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표에 제시한 28종

중에서 8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현존

여부나 자료의 특징 등을 알 길이 없다. 오채환 외(2010)에서는 19세기 말의 3종

의 교재(簡易四則問題集, 近易筭術書 算術新書)만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김용운․김용국(1982)은 산학 교재류에 대한 서지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신구 수학의 교체’라는 장(김용운・김용국, 1982:303-322)에서 精選
筭學(1900), 算術新書(1900), 新訂算術(1901), 산학신편 고등(1908), 算
學通編(1908), 初等算術敎科書(1908) 등 6종을 소개하고 있는데, 기술 내용에
오류가 적지 않다. 첫째로 필하와의 산학신편 고등을 ‘算學新編’이라고 소개하
면서 저자나 번역자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엮은 것으로

기술한 것이 가장 큰 오류다. 미국교과서를 번역한 것은 밀의두(Miller) 목사가

편역한 산학신편 초등이다[2장 (9)산학신편 초등 참조]. 산학신편 고등은
미국인 여의사 필하와(Eva Field)가 짓고 신해영이 번역한 산슐신편 1, 2권을
묶고 이름을 바꾸어 간행한 것이다[2장 (7)산슐신편 뎨일권 참조]. 또 유일선
의 初等算術敎科書가 上․下로 1908년 간행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初等
算術敎科書는 上․中․下 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卷이 1908년, 中卷이

1910년, 하권이 1911년 간행되었다[2장 (22)初等算術敎科書 上․中․下 참조].
이상구(2013:197-201)에는 ‘조선 말기부터 해방 초까지 우리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책’이라는 제목 아래 76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복 제시된 것, 외국 도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지 않은 자료, 소장처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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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상황이 잘못 소개된 것 등을 제외하면 대한제국기에 간행된 것으로는 36책

의 산학 교재류가 확인된다.2)2)그러나 연도별로 그 해에 간행된 도서의 목록을

저자 및 간행자, 소장처 등과 함께 제시하고 있을 뿐 자료에 대한 구체적 정보

는 기술된 것이 없다. 더구나 책의 제목만 제시하고 저자나 간행처, 소장처 등

기초적 정보조차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아 활용에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선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서 지금까지 필

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한제국기의 산술(수학) 관련 교재의 전체 목록을 작성

하고 앞선 연구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서 누락된 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보완

하는 한편, 대한제국기 산술 교재류 텍스트의 국어사적 특징을 문체 및 어휘와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하려 한다.

2. 대한제국기 산학 교재류의 서지적 정보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하여 확인하고 수집한 이 시기 산학(수학) 관련 교재류

는 이본을 제외하고도 총 32종 45책이다.3)3)2장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해 ① 출판

2) 이상구(2013:54)에서는 부록의 목록을 토대로 “(이상설이 편찬하고 학부가 1900년 간행

한) 算術新書는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발간된 60종이 넘는 한글 혹은 국한혼용문
으로 된 수학교과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60종이 넘는’다는 것은 과

장이다. 언급한 대로 이상구(2013:197-201)에 제시된 목록 중에서 대한제국기에 간행된

교재로 확인되는 것은 36책이다. 이 중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1909년 간행되었다고
한 고등소학산술서, 신찬초등소학(이상익)의 2책이다. 그런데 이상익의 신찬초등소

학은 1909년 현공렴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수학 교재가 아니라 국어(독본) 교재다. 고등
소학산술서는 저자와 간행지가 미상인 채 책이름만 적혀 있어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데, ‘마산 김영구’라는 개인 소장자의 것으로 되어 있어 실물도 확인할 수 없다. 이 책도

수학 교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소학’이라는 이름은 주로 국어 교재의 제목으

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소학’이라는 용어가 초급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고등소학산술’이라는 제목은 이 시기 교재류 제목으로는 기이한 것이

다. ‘소학’이 국어를 가리키는 것이면 ‘소학-산술’의 병렬이 이상하고 ‘소학’이 초급을 뜻하

는 것이면 ‘고등-소학’의 병렬이 이상하기 때문이다.

3) 32종은 동일한 제목을 가진 책의 종수이고, 45책은 같은 이름을 붙이고 一, 二, 三 혹은 上

下로 구분한 책의 수를 합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간행년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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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항, ② 책의 구성, ③ 소장처, ④ 이본의 순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

면서, 각 자료의 서지와 관련하여 참조할 사항을 기술한다. 텍스트의 나열은 간

행 연도순으로 하되, 같은 해에 두 종류 이상 간행된 경우에는 책이름 순으로

배열한다. 또 두 책 이상으로 분책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하나의 이름 아래 각각

의 텍스트를 다룬다.

(1) 簡易四則問題集4)4)
① 출판 관련 사항: 1895년(대조선국 개국 504년) 간행, 학부 편집국 편, 鉛活

字 洋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 15.4 × 22.5 cm, 간행지 미상.

② 책의 구성: 목차 1면, 본문 63면(쪽수 매김 1～63), 答 14면(쪽수 매김 1～

14),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이미지 파일 공개, 청구기호 古 711-2), 연세대학

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O 511 구한국 간).

④ 이본: 이 책은 10여년 뒤에 (初等敎科) 簡易四則으로 이름을 바꾸어 재
간된다.5)5)필자가 실사할 수 있었던 것은 1909년 경성 현공렴가에서 간행한

같은 이름으로 간행한 경우 한 종류로 다루고 책수만 구분했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자에

따라 분책으로 간행된 책을 각각 별도의 텍스트로 다루기도 하고 둘 혹은 셋을 묶어 한
종으로 다루기도 해서 이 시기에 간행된 산학(수학) 관련 텍스트의 정확한 종수와 책수를

알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簡易四則問題集과 (初等敎科)簡易四則처럼

책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완전히 같은 경우나, 양재건 편 新訂算術(1907, 1909)처
럼 저자나 편자 이름은 다르지만 그 전에 간행된 책을 그대로 복제한 경우에는 선행본의

이본(異本)으로 다루었다.

4) 대한제국의 성립이 1897년이므로 1895년 학부에서 간행한 簡易四則問題集과 近易筭術
書 上下, 이명칠의 新訂代數學(1911), 柳一宣의 初等算術敎科書 下(1911)는 엄밀히
는 대한제국기의 자료가 아니다. 그러나 근대적 교육제도의 도입 직후에 간행되었거나 대

한제국의 패망 직후에 간행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다룬다.

5) 오채환 외(2010)에서는 이 책에 대해 현공렴이 1895년본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1907년 (初
等敎科) 簡易四則라는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는 오채환 외(2010)에 언

급된 1907년(隆熙 元年)간 초간본 (初等敎科)簡易四則은 보지 못했고, 경상북도 교육연
구원 부설 교육자료관에 소장된 재판본(융희 3년, 1909)을 볼 수 있었는데, 1895년본과 비

교한 결과 오채환 외(2010)의 기술대로 내용상의 수정은 없었고, 또 판권지를 통해 隆熙

元年(1907)의 초판을 隆熙 三年(1909)에 재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1909년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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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본으로,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교육자료관(유물번호 5-1-21) 및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청구기호 374.5441 간64)에 소장되어 있다.

(2) 近易筭術書 上卷一, 上卷二

(2-1) 近易筭術書 上卷一
① 출판 관련 사항: 1895년(대조선국 개국 504년) 간행, 학부 편집국 편, 鉛活

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 15.2 × 22.3 cm., 간행지 미상.

② 책의 구성: 목록 2면, 본문 122면(쪽수 매김 1～122),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이미지 파일 공개, 청구기호 古711-1).

④ 이본: 확인되지 않음.

(2-2) 近易筭術書 上卷二
① 출판 관련 사항: 1895년(대조선국 개국 504년) 간행, 학부 편집국 편, 鉛活

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 15.2 × 22.3 cm., 간행지 미상.

② 책의 구성: 目次6)6)4면, 본문 179면(쪽수 매김 1～179), 附錄(日本帝國貨幣

及度量衡) 5면(쪽수 매김 181～185), 諸例題答 35면(쪽수 매김 1～35), 판

권지 없음.

③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이미지 파일 공개, 청구기호 古711-1).

④ 이본: 확인되지 않음.

(3) 算術新書 上, 下

(3-1) 算術新書 上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0년(光武 4年), 이상설 역편, 鉛活字 鐵針裝 洋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7)7)15.3 × 22.2 cm, 간행지 미상.

표지에는 제목이 簡易四則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 첫 면 첫 행에 작은 글씨로 ‘初等敎科’

가 두 행 추가되어 있어 책의 제목을 (初等敎科) 簡易四則으로 했다.

6) 차례를 보이는 용어가 上卷一은 ‘目錄’인데, 上卷二는 ‘目次’로 다르다.

7)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나,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된 면은 가로로 쓰기도 하고 책을 돌리면

가로읽기가 가능하도록 글자를 눕혀서 인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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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의 구성: 序文 1면(학부 편집국장 李圭桓), 凡例 2면, 目錄 4면, 본문

162면(쪽수 매김 1～162), 판권지 없음.

③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 507 00가-1).

④ 이본: 1907년 이상설을 저자로 하고 上卷과 下卷을 합본하여 中等敎科算
術新書라고 이름 붙여서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하고 현공렴가에

서 간행한 재판본이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511 이상설 산)에

전하고, 같은 책의 1908년본이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청구기호 안

410.1 이52산) 및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 511 이61)에 전한다. 이

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3-2) 算術新書 下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0년(光武 4년), 이상설 역편, 鉛活字 鐵針裝 洋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8)8)15.3 × 21.6 cm, 淮東書館 간.9)9)

② 책의 구성: 본문 126면(쪽수 매김 163-288), 例題答 31면(쪽수 매김 1～

31), 英語對譯10)10)4면(쪽수 매김 1～4),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 507 00가-1).

④ 이본: ①에 기술한 것은 연세대 국학자료실 소장본의 서지 사항인데, 이

책은 線裝本과 洋裝本 두 가지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하권 線

裝本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에 전한다(청구기호 410.1 산56ㅅ 2). 또

상, 하권으로 분책되어 전하고 있지만, 하권의 쪽수가 百六十三으로 매겨

져 있어서 원래 한 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대의 재판본에 대

해서는 (3-1)의 ④ 참조.

8) 上卷과 마찬가지로 아라비아 숫자가 쓰인 부분은 가로로 쓰기도 하고 책을 돌리면 가로
읽기가 가능하도록 글자를 눕혀서 인쇄하기도 했다. 권말의 英語對譯 부분은 전체를 가

로쓰기로 하고, 한국어 용어를 한자로 적고 그에 대응하는 영어 용어를 제시하였다.

9) 이 책에는 판권지가 없는데 하권 마지막 면에 ‘皇城南署大廣橋三十七統四戶 淮東書館’이

라는 청색 고무인이 찍혀있다.

10) 책의 마지막 부분에 ‘英語對譯’이라는 제목 아래에 상, 하권의 각 編에 쓰인 한자 용어와

영어를 대비해 보이고 있다. 쓰인 면수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색인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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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精選筭學 上
精選筭學은 현재까지 상권과 그 해식만 존재가 확인된다. 下卷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출판 관련 사항: 1900년(光武 4年) 초판 간행, 남순희 편집, 권재형 교열,

鉛活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11)11)15.5 × 24 cm, 황성신문

사 간.

② 책의 구성: 서문 2면(권재형), 범례 1면, 목차 3면, 본문 234면(쪽수 매김

1～234), 답 30면(쪽수 매김 1～30), 발문 1면(임병식).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 513 남순희 정).

④ 이본: 동일한 내용으로 1907년(光武 11년) 塔印社에서 펴낸 ‘學部編輯局檢

正’이라는 기록이 있는 재간본이 독립기념관 자료실에 전하며(자료번호

3-003060-000), 日韓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하고 皇城書籍業組合을 발행자

로 1908년(융희 2년) 간행한 책이 국립중앙도서관과 독립기념관에 전한다.

이 1908년본에는 간기가 “隆熙二年十月 日 印刷, 隆熙二年十月 日 發行”라고

되어 있고, 쪽수가 달라 다른 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내용은 초판과 같다.

1908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이 공개되어 있고, 허재영

편, 통감시대 교과서 자료7, 산술 2: 精選筭學으로 영인되기도 했다.12)12)

(5) 精選筭學解式 上
① 출판 관련 사항: 1900년(광무 4년), 남순희 편집, 권재형 교열, 鉛活字 洋

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13)13)총 31면, 15.5 × 24 cm, 황성신문사 간.

② 책의 구성: 精選筭學 上에 실린 문제에 대한 풀이를 모은 것이다.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513 남순희 해).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1) 아라비아 숫자 부분은 책을 돌리면 가로읽기가 가능하도록 글자를 눕혀서 인쇄하였다.

12) 1908년본에는 판권 바로 앞에 발문이 있는데, 영인본에는 누락되었다. 또 영인된 것은 上

卷인데, 제목을 ‘精選筭學’으로만 붙였다. 주의가 필요하다.

13) 아라비아 숫자로 제시한 답들은 책을 왼쪽으로 돌리면 가로읽기가 가능하도록 글자를 눕

혀서 인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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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新訂算術 一, 二, 三.

이 책은 一學年用, 二學年用, 三學年用 세 권으로 분책되어 간행되었다. 그런

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이 세 권을 新訂算術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어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하고 있고(청구기호 한古朝66-65), 연세대학교 도서

관에도 이 세 권을 합본하여 묶은 것이 소장되어 있는데 서지 사항에 이름을 新
訂筭術: 尋常一至三學年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표지 서명은 ‘算學通編’이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에서도 세 책으로 분책된 같은 책의 책명을 新訂算
術: 尋常一至三學年用으로 제시하고 있다. 합본된 책을 분권과 비교해 보면 내

용은 같은데 一卷과 二卷의 마지막 쪽에 있는 가격과 출판사(廣文社) 기록이 없

다. 합본용으로 인쇄한 것과 분권용으로 인쇄한 것이 각 권의 마지막 면의 내용

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합본한 것과 분책한 것 두 가지로 발행한 것으

로 보아야 할 듯하다. 현전하는 자료 중에서 합본한 책의 표지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없으나 세 도서관에서 모두 합본한 책의 이름을 新訂算術: 尋常一至三

學年用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합본한 책의 이름이 新訂算術: 尋常一至三學

年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합본한 책의 경우에도 一學年用,

二學年用, 三學年用은 각각 별도로 쪽수가 매겨져 있다.

(6-1) 新訂算術 一 (小學校 敎科書)14)14)
① 출판 관련 사항: 1901년,15)15)李敎承 편저,16)16)鉛活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

혼용문 세로쓰기,17)17)15.3 × 22 ㎝, 廣文社 刊.18)18)

14) 이 책은 제목이 표지에는 제목 ‘新訂算術 一’ 다음에 ‘小學校 敎科書’가 작은 글씨로 두

행으로 제시되어 있고, 내용 본문의 첫 면에는 제목 ‘新訂算術’ 다음에 ‘尋常一學年用’이
작은 글씨로 두 행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지명에 따라서 新訂算術 一 小學校 敎科書로
다루되, 작은 글씨로 적인 부분은 괄호 안에 넣는 관행에 따른다.

15) 판권지가 없어 정확한 간행년도는 알 수 없다. 서문 말미에 光武五年 八月이라는 기록이

있어 이에 따른다.

16) 판권지가 없기 때문에 소장처에 따라서는 편자 미상으로 기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양재건의 서문에 이교승이 지었다는 기술이 있어 편자를 확인할 수 있다(“李君敎承 天民
之先覺者也. 十戴螢窓費鑽硏之功五車蠹帙 撰專門之學.” 이교승군은 하늘 백성 중 선각자

다. 오랫동안 어려운 공부를 하였으나 그 책들이 쓸모 없어진 것을 알고 이 전문서를 찬

하였다). 이교승은 게일이 담임목사이던 시기 장로교 연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것
으로 알려져 있다(강윤호, 1973:190).

17) 아라비아 숫자로 제시한 부분은 가로로 쓰기도 하고 책을 돌리면 가로읽기가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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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의 구성: 序 2면(梁在蹇), 新訂算術目次 1면, 본문 70면(쪽수 매김 1～

70), 答之部 14면(쪽수 매김 1～14),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동일본 3부 소장(청구기호 ㅇ 372.7 신정

산, 청구기호 ㅇ 372.7 신정산=2, 청구기호 ㅇ 372.7 신정산=3), 한국학

중앙연구원 도서관 동일본 2부 소장(청구기호 374.41 이15ㅅ 1, 안 410.1

신74), 이화여대학교도서관(청구기호 372.7 신813),19)19)국립중앙도서관(청구

기호 한古朝66-65, 이미지 파일 공개).

④ 이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 2, 3권 세 책의 합책본을 재장정하고 표지

서명을 ‘算學通編’으로 한 책이20)20)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전한다(청구기

호 O 372.7 01가).

(6-2) 新訂算術 二 (小學校 敎科書)
① 출판 관련 사항: 1901년, 李敎承 편저, 鉛活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

문 세로쓰기, 15.1 × 21.9 ㎝, 廣文社 刊.21)21)

② 책의 구성: 新訂算術目次 1면, 본문 87면(쪽수 매김 1～87), 答之部 16면

(쪽수 매김 1～16),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O 372.7). 동일본 3권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O 372.7 신정산–2, O 372.7 신정산–2 =2)에전한다.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글자를 눕혀서 인쇄하기도 했다.

18) 판권지는 없지만 答之部 十四면에 ‘第一冊八十四頁定價金三十錢 廣文社發行’이라는 기록

이 있다.

19) 이화여대 소장본은 판권지가 없는데, 책 첫머리에 廣學書舖의 책 광고가 한 면 실려있다.

이 책광고는 (6-3)에서 다루는 양재건 편집으로 되어 있는 광무 11년본에 실려 있는 것
과 똑같다. 따라서 이화여대 소장본은 1907년에 廣學書舖에서 1901년본을 복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 그러나 서지사항에 新訂算術: 尋常一至三學年用으로 되어 있어 新訂算術로 검색하여

야 확인할 수 있다.

21) 一卷과 마찬가지로 판권은 없는데, 答之部 十六면에 “第二冊八十六頁定價金三十錢 廣文

社發行”이라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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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新訂算術 三 (小學校 敎科書)
① 출판 관련 사항: 1901년, 李敎承 편저, 鉛活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

문 세로쓰기, 15.1 × 21.9 ㎝, 廣文社 刊.22)22)

② 책의 구성: 본문 87면, 答之部 16면(쪽수 매김 1～16), 판권지 없음.

③ 소장처: 삼학년용 1책이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O 372.7 신정산

–3)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청구기호 안 375.441 신74)에 전한다.

④ 이본: 국립중앙도서관에 1907년(光武 11年) 梁在蹇 編輯, 金相萬 發行, 普

文舘 印刷, 廣學書舖 發賣라는 판권지가 붙은 ‘新訂算術 1-3’으로 검색되는

자료(청구번호556-1-1-3)가 있다.23)23)편/권차에 1-3으로 되어 있어 3책인

것으로 알기 쉬운데 표지 제첨이 新訂算術 卷三 (小學校 敎科書)로 새
로운 판권지가 붙어 있는 것만 다를 뿐 내용은 1901년본과 완전히 동일하

다. 또 梁在蹇 편집, 南宮濬을 발행자로 하여 유일서관에서 1909년 간행한

新訂算術이라는 책이 전하는데(청구기호 古556-2, 이미지 파일 제공),

이는 1901년 이교승본의 권3과 비교해 보면 본문의 첫 쪽이 없을 뿐 내용

과 체재가 똑같다. 두 책 모두 이교승의 新訂算術을 편집자만 바꾸어 발

행한 것이다.

(7) 산슐신편 뎨일권

산슐신편에 대해서는 저자명 및 후대의 개정판 산학신편 고등, 고등 산
학신편과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각 자료를 다루는 부분에서 구체

적으로 밝히겠지만, 저자명과 책명이 바뀌는 까닭에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다.

산슐신편 뎨일권의 속표지 앞면에 저자로 표기된 ‘필하와’는 제중원에 근무

한 미국의 여의사 Eva H. Field이다. 이는 산슐신편 뎨일권의 속표지 뒷 면의
“Arithmatic Part I, By Eva H. Field, Published by The Korean Religious

22) 卷一, 卷二와 달리 答之部 十六面에 “定價金三十錢”이라는 기록만 있고 출판사는 명기되

지 않았다. 그러나 卷一, 卷二와 활자, 지질, 장정 등이 동일해서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았다.

23) 국립중앙도서간 디브러리의 서지 사항에는 廣學書舘으로 나온다.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217

Tract Society”라는 영문 간기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를 통해 ‘필하와’가 Eva H.

Field에서 Field의 첫음절 ‘필’을 성으로 삼고, Eva의 히브리식 독음인 ‘하와’를

한국 이름으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뎨일권(1902)과 뎨이권(1905)로 나뉘어

출간되었던 산슐신편은 1908년 산학신편 고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합본하여

제2판으로 간행된다. 이 산학신편 고등은 다시 고등 산학신편으로 이름을
바꾸어 제3판으로 간행되는데, 제2판과 제3판에서는 영문 저자명이 Mrs. Alex A.

Pieters, M.D.로 바뀐다. 저자가 시편촬요의 번역자이자 구약 성서의 번역에 깊

이 관여했던 피터스 목사(Alexander Albert Pieters)와 결혼한 후 이름과 성의

표기를 바꾼 것이다. 책이름과 저자명이 동시에 바뀌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24)24)

① 출판 관련 사항: 1902년 필하와 져, 신영 슐, 鉛活字 洋裝本,25)25)左綴

순한글 가로쓰기, 15.3 × 21.5 cm, 경셩 대한셩교셔회 간.

② 책의 구성: 서 2면, 차례 9면(쪽수 매김 v～xiii), 본문 221면(쪽수 매김

1～221), 답 27면(쪽수 매김 222～248).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청구기호 O 510.7 P617a 신대–1).

④ 이본 사항: 1905년 간행된 산슐신편 뎨이권과 합본하여 1908년 제2판 산
학신편 고등으로 간행되고, 1910년 다시 고등 산학신편이라는 이름으로
제3판이 간행되었다. 산학신편 고등 및 고등 산학신편에 대해서는 뒤

에서 다시 다룬다.

(8) 산슐신편 뎨이권

산슐신편 뎨이권은 강윤호(1973:190-191)에 구체적 내용 설명이 있고, 한길

24) 이들 필하와 저 산술 교재류의 번역자는 1902년 간행 산슐신편 뎨일권부터 1922년에
간행된 제6판까지 모두 신해영으로 되어 있는데, 신해영은 갑오경장 때 관비로 일본에

유학하여 게이오의숙(慶應義塾)에서 4년간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귀국후 1905년 보성전

문학교의 설립안을 성안하고 초대 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때 교장을 지내면서 교재
로 사용할 경제학(1907), 윤리학교과서(1908) 등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1909년 동경

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1910년의 제3판 고등 산학신편부터는 실제 출
판에 관여할 수 없었다. 제3판 이후의 것들은 이전의 신해영 번역본을 그대로 출판한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5) 원래의 장정은 종이 표지인데 하드커버로 재장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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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2010:89)에는 설명과 함께 도판까지 제시되어 있는데, 필자는 실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의 기술은 강윤호(1973)과 한길준(2010)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① 출판 관련 사항: 1905년 필하와 져, 신영 슐, 대한예수교셔회 간.

② 책의 구성: 차례 4면, 본문 221면, 산슐어록 15면, 해답 15면.

③ 소장처: 확인되지 않음.

④ 이본 사항: (7)-④ 참조.

(9) 산학신편 초등
이 책은 밀의두(E. H. Miller) 목사가 미국에서 간행된 Wentworth의 Elementary

Arithmatic을 토대로 하고 다른 책을 참고하여 영어본을 만들고, 오천경의 도움

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속표지 뒷면에 있는 영어 간기에 따르면 Hulbert

Educational Series No. 5로 간행되었는데, 2년 뒤 앞에서 기술한 산슐신편 뎨
일권과 뎨이권을 합하여 Hulbert Educational Series No. 7로 간행하면서 책 이

름을 산학신편 고등이라고 붙인다. 책의 내용상 계열적 학습을 고려하여 초등

과 고등의 구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출판 관련 사항: 1907년 밀의두 편역, 오텬경 챤슐, 鉛活字 洋裝本, 左綴

순한글 가로쓰기, 15.1 × 22.3 cm, 대한예수교셔회 간.

② 책의 구성: 셔문 2면, 법례 4면, 물명의 레 1면, 본문 167면(쪽수 매김

1～167), 답 6면(쪽수 매김 168～171).

③ 소장처: 독립기념관 자료실(자료번호 1-001251-000), 동일본 3부 소장.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0) 中等算術敎科書 上․下

(10-1) 中等算術敎科書 上

① 출판 관련 사항: 1907년 경성 현공렴 저작 겸 발행,26)26)鉛活字 四針線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 15.1 × 22 cm.

26) 상권에는 판권지가 없어 저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하권에 저작 겸 발행자가 현공렴으로

되어 있다. 이를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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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의 구성: 목록 2면(쪽수 매김 1～2), 본문 114면(쪽수 매김 1～114).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513 중등산 1).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0-2) 中等算術敎科書 下

① 출판 관련 사항: 1907년 경성 현공렴 저작 겸 발행, 鉛活字 四針線裝本, 右

綴 국한혼용문 세로쓰기, 15.1 × 22 cm.

② 책의 구성: 목록 4면(쪽수 매김 1～4), 본문 165면(쪽수 매김 1～165), 부

록(日本帝國貨幣度量衡) 4면(쪽수 매김 167～170), 例題答 34면(쪽수 매김

1～34).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513 중등산 2).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1) 中等筭學27) 上․下27)

(11-1) 中等筭學 (上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7년(隆熙 元年), 李元祚 編纂,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

한혼용문 가로쓰기, 15.2 × 21 cm, 대구 광문사 인쇄,28)28)大同報社 발행.

② 책의 구성: 中等筭學序 2면(편찬자 1～2쪽), 목록 2면(쪽수 매김 1～2), 본

문 161면(쪽수 매김 1～161), 答案 24면(쪽수 매김 24), 판권지 1면.

③ 소장처: 이화여대도서관 (청구기호: 511.07 이77ㅈ 1, 이미지 파일 공개).

④ 이본 사항: 원래 상권과 하권으로 분책되어 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합본

으로 전하는 것도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도서관(청구기호 안 376.5441 이

66중). 합본이지만 상권과 하권이 각각 쪽수가 매겨져 있다.

27) 강윤호(1973:193), 한길준(2009:91)에는 이 책의 이름을 中等數學으로 소개하고 있는
데, 中等筭學의 오류다. 이 시기에 ‘數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교재는 발견되지 않는

다. 또 표지에는 ‘中等筭學’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권지에는 上卷과 下卷 모두 ‘中等算術

敎科書’로 되어 있다. 현공렴 저작 및 발행의 中等算術敎科書와의 구분을 위해 中等筭
學으로 부르기로 한다.

28) 표지에는 인쇄소가 대구 광문사로, 판권지에는 달성(達城) 광문사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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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中等筭學 (下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7년(隆熙 元年), 李元祚 編纂,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

한혼용문 가로쓰기, 15.3 × 23cm, 대구 광문사 인쇄, 大同報社 발행.

② 책의 구성: 목록 2면(쪽수 매김 1～2), 본문 278면(쪽수 매김 1～278), 答

案 20면(쪽수 매김 1～20), 판권지 1면.

③ 소장처: 이화여대도서관 (청구기호 511.07 이77ㅈ 2), 연세대학교 국학자료

실(청구기호 O 513 이원조 중–2).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2) 代數學 敎科書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발행소 겸 저자 金埈鳳, 發賣元 發行者 鄭象煥,

柳一宣 較閱, 鉛活字 洋裝本, 左綴 하드커버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5.2 ×

22.5 cm, 監理敎會 印刷所 印刷.

② 책의 구성: 序 2면(鄭象煥), 自序 1면, 목록 6면(쪽수 매김 1～6), 본문

279면(쪽수 매김 1～279), 答部 60면(쪽수 매김 1～60), 판권지 1면.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ㅇ 512 김준봉).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3)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卷1～卷4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4책은 1908년 학부 편찬으로 간행된 후 1909년에

재간되었다. 1910년 학부편집국에서 펴낸 교과용도서일람에도 학부 편찬 교과

용 도서 8종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 모두 4책으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초간본 중에서 현재 전하는 것은 권4뿐이다. 1909년 재간본은 권1～권4가 모두

전한다. 또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서 편찬 주체가 조선총독부로 바뀔 뿐 동일한

내용을 실은 교재가 1911년, 1913년에 반복해서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3-1)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卷1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學部 編纂, 간행지 미상.

② 책의 구성: 산술서 총목차 1면, 권1 목차 2면, 본문 121면.

③ 소장처: 초간본 부전, 1909년 재간본이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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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본 사항: 1909년 재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하며 이미지 파일이 공개

되어 있다(청구기호 朝12-B139-2-1). 또 191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판본도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데(청구기호 556-24-1), 간

행 주체가 조선총독부로 바뀌었을 뿐 내용에는 바뀐 부분이 없다.

(13-2)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卷2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學部 編纂.

② 소장처: 초간본 부전, 1909년 재간본이 전함.

③ 이본 사항: 1909년 재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하며 이미지 파일이 공개

되어 있다(청구기호 朝12-B139-2-2).

(13-3)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卷3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學部 編纂.

② 소장처: 초간본 부전, 1909년 재간본이 전함.

③ 이본 사항: 1909년 재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하며 이미지 파일이 공개되

어 있다(청구기호 朝12-B139-2-3). 또 1913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판

본이 서울시 교육사료관에 전하고(정독도서관, 유물번호: 교육사료 130299-

000), 1915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간본도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데(청구기호 0 327.7 조선총 산-3), 간행 주체가 조선총독부

로 바뀌었을 뿐 내용에는 바뀐 부분이 없다.

(13-4) 普通學校 敎員用 算術書 卷4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學部 編纂, 鉛活字 洋裝本, 22.2 × 15.2 cm, 일한

도서주식회사 인쇄.

② 책의 구성: 교수요령 1면, 목차 2면, 본문 144면, 부록 求積及米突法 9면.

③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청구기호 古556-3).

④ 이본 사항: 1909년 재판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전하며 이미지 파일이 공개

되어 있다(청구기호 朝12-B139-2-4).

(14) 算術敎科書 上․下

(14-1) 算術敎科書 上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李敎承 編述, 鉛活字 洋裝本 鐵針裝 左綴, 국한혼



222·한국문화 73

용문 가로쓰기, 14.1. × 22.0cm，京城日報社 印刷, 京城 文華堂 간행．

② 책의 구성: 凡例 2면(쪽수 매김 1～2), 상권 목록 3면(쪽수 매김 1～3), 본

문 134면(쪽수 매김 1～134), 答 21면(쪽수 매김 1～21), 語彙29)29)5면(쪽수

매김 1～5), 상권 정오표 별지 2면 1매.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한결(O) 511 이교승 산–1).

④ 이본 사항: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내용이 동일하지만 어휘 부분 2면이

낙장이고 판권지가 없는 책이 1권 따로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O 511 이

교승 산–1).

(14-2) 算術敎科書 下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李敎承 編述, 京城 文華堂 간행, 京城日報社 印刷,

鉛活字 洋裝本 鐵針裝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5.2 × 22.1cm.

② 책의 구성: 下卷目錄 3면(쪽수 매김 1～3), 본문 154면(쪽수 매김 1～154),

答 17면(쪽수 매김 1～17), 語彙 6면(쪽수 매김 1～6매), 판권 1면.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청구기호 O 511 이교승 산–1).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5) (一個月間 卒業) 算術自解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김하정 편집, 오영근 발행 겸 교열, 鉛活字 五針線

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6.1 × 23.2cm, 흥문사 발행.

② 책의 구성: 緖論 1면, 目次 1면, 본문 140면(쪽수 매김 1～140), 答部 36면

(쪽수 매김 141～176), 판권지 1면, 광고 1면.

③ 소장처: 경상북도 교육청 부설 교육자료관 소장(유물번호 5-1-15).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6) 산학신편 고등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필하와 져, 신영 슐, 鉛活字 洋裝本30)30)左綴 순한

29) 이 ‘語彙’는 편별로 해당 편에서 나오는 용어를 한자-영어 대역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용어가 출현하는 면을 표시하지 않아서 색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하권에도 같은 방식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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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로쓰기, 14.8 × 21.5cm, 대한예수교셔회 간.

② 책의 구성: 산학셔문 1면, 목록 13면(쪽수 매김 IV～XVI), 본문 394면(쪽

수 매김 1～394), 부록(외국졔등수) 9면(쪽수 매김 395～403), 산학어록31)31)

15면(쪽수 매김 404～F 410), 답 30면(쪽수 매김 411～440).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ㅇ 510.7 p617a 신-산).

④ 이본 사항: 후대에 개장한 낙장본이 算學新編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
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청구번호 ㅇ 510.7 08 가).

(17) (新訂敎科) 算學通編-上下合裝 竝解式32)32)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隆熙 2年) 李命七 저, 鉛活字 洋裝本, 右綴 국한혼

용문 세로쓰기, 15.4 ｘ 23 cm, 漢城 日韓印刷株式會社 印刷, 漢城 玄公廉

發行.

② 책의 구성: 목록 6면, 상권 본문 173면(쪽수 매김 1～173), 하권 본문 154

면(쪽수 매김 175～329), 解式 50면(쪽수 매김 150～00).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청구기호 (한결(ㅇ) 510 이명칠 산).

④ 이본 사항: 1908년에 간행된 3판이33)33)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장기원기념실

에 소장되어 있고(청구기호 장기원 510 08가), 목차부터 하권의 303면까지

만 남아 있는 낙장본이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청구기호

ㅇ 510 이명칠 산). 또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교육자료관에 1909년 간행된

간본(제4판)이 소장되어 있고, 제7판이 1915년에 訂正增補算學通編이라

30) 원본은 실로 꿰맨 종이 표지인데, 하드커버로 새로 장정하였음.

31) ‘산학어록’은 수학 용어 색인이다. 책의 본문에서도 용어가 처음 나오면 괄호 안에 한자

를 병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영어 원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는데, 이 ‘산학어록’ 부분은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제시한 것이다. ‘한글용어―한자용어―영어용어―출현하는 면의 숫
자’의 4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윤호(1973:190)에 의하면 산슐신편 제2권에도 ‘산슐어
록’이 15면에 걸쳐 실려 있다고 한다. 이름이 달라졌지만 같은 내용일 것으로 판단된다.

32) 허재영 편, 통감시대 교과서 자료6, 산술1: 算學通編으로 영인본이 출판되었는데, 영인
본에는 판권지가 없어서 저본을 확인할 수 없다.

33) 3판의 판권지에 따르면 1908년 6월에 초판이 간행되고 재판(7월) 및 삼판(12월)도 같은

해에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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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는데, 본문 내용은 초간본과 동일한데 부록으로 ‘萬年

日曜日表’가 추가되었다.

(18) (中學校及師範學校 數學科用) 新式 算術敎科書34)34)상․하 합본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李相益 편찬,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

로쓰기, 일한인쇄주식회사 인쇄, 대동서시, 고금서해관, 광학서포, 회동서관,

중앙서관 발매.

② 책의 구성: 序 3면, 目次 7면, 上卷 본문 100면(쪽수 매김 1～110), 보습문

제 15면(쪽수 매김 111～125), 하권 본문 53면(127～179), 보습문제 17면

(쪽수 매김 181～198), 부록 16면(쪽수 매김(200～215), 상권 문제 답 8면

(쪽수 매김 1～8), 하권 문제 답 6면(쪽수 매김 9～14), 판권지.

③ 소장처: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청구기호 511.07, 이미지 파일 공개).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19) 新撰算術通義 上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洪鍾旭 編, 鉛活字 洋裝本, 右綴 국한혼용문 세로

쓰기, 22.4 × 14.9cm, 普文社 간.

② 책의 구성: 범례 2면(쪽수 매김 1～2), 목차 8면, 본문 195면(쪽수 매김

1～195), 解答 28면(쪽수 매김 1～28), 정오표 2면(쪽수 매김 1～2).

③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이미지 파일 공개, 청구기호 古556-4),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OL510-ㅎ257ㅅ), 조선대학교 도서관 (청구기호 510-ㅎ679ㅅ),

한국금융사박물관(유물번호 610-008).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0) 隆熙 新算術 上篇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鄭雲復 저,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

34) ‘中學校及師範學校 數學科用’는 표지 및 속표지에 작은 글씨로 행을 달리하여 기록하였기

에 괄호 안에 넣었다.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225

쓰기, 15.7 × 22.6cm, 京城 日韓書房 發行.

② 책의 구성: 序 2면, 目次 12면, 본문 264면(쪽수 매김 1～264), 答 40(쪽수

매김 1～40).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O 511 정운복 융 –1).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1) 初等 近世 算術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李相益 編纂,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

로쓰기, 15.2 × 22.4cm, 徽文館 발행.

② 책의 구성: 서 1면, 목차 1면, 본문 209면(쪽수 매김 1～209), 답 26면(쪽

수 매김 1～26), 판권지 1면, 광고 4면.35)35)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청구기호 ㅇ 372.7 이상익 초).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2) 初等算術敎科書 上․中․下36)36)

(22-1) 初等算術敎科書 上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柳一宣 著, 鉛活字 洋裝本 하드커버, 左綴 국한혼

용문 가로쓰기, 15.8 × 22.7cm，皇城 倉洞 精理舍 藏版, 東京印刷株式會社

橫濱分社 인쇄, 精理舍 발행.

② 책의 구성: 序(정상환) 2면, 自序 2면 세로쓰기, 目次 4면, 본문 262면(쪽

수 매김 1～262).

35) 책을 간행한 徽文館의 도서 목록. 新撰地文學, 大東文粹, 中等修身敎科書, 新訂東

國歷史, 近世小化學, 簡易商業簿記學, 中等鑛物界敎科書, 中等生理衛生學, 實
用家計簿記, 高等小學讀本 高等小學修身書, 初等近世算術, 普通敎科 漢文讀本
등 13권의 판매 중인 도서 목록과 最新代數學敎科書, 中等物理學敎科書, 쇼교육,
御定五經百選 등 4권의 인쇄 중인 도서 목록 4개가 실려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전본
이 확인되지만 最新代數學敎科書와 쇼교육은 현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

기 자료로는 극히 드문 ‘대수학’ 교재 이름을 싣고 있어 소개한다.

36) 유일선의 初等算術敎科書는 상권이 1908년, 중권이 1910년, 하권이 1911년에 간행되었
는데, 중권 및 하권의 쪽수 매김이 상권에 이어진다. 간행연도에 상당한 간격이 있지만

한 종류의 텍스트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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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O 372.7 유일선 초–1), 동일본

2부 소장.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2-2) 初等算術敎科書 中37)37)

① 출판 관련 사항: 1910년 柳一宣 著, 鉛活字 洋裝本 하드커버, 左綴 국한혼

용문 가로쓰기, 15.5 × 22.7cm., 皇城 倉洞 精理舍 藏版, 東京印刷株式會社

橫濱分社 인쇄, 精理舍 발행.

② 책의 구성: 目次 4면, 본문 219면(쪽수 매김 263～481).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열운(O) 372.7 유일선 초 –2).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2-3) 初等算術敎科書 下

① 출판 관련 사항: 1911년 柳一宣 著, 鉛活字 洋裝本 하드커버, 左綴 국한혼

용문 가로쓰기, 15.5 × 22.7cm, 京城 中部 壽進洞 精理舍 藏版, 휘문관 인

쇄, 精理舍 발행.

② 책의 구성: 目次 3면, 본문 179면(쪽수 매김 482～660).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열운(O) 372.7 유일선 초 –3).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3) 最新筭術 上․下

(23-1) 最新筭術 上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6월 간행, 김하정 편집, 오영근 발행 겸 교열, 鉛

活字 洋裝本 左綴 가로쓰기, 15.8 × 23.4cm., 一新社 인쇄 발매.

② 책의 구성: 自序 1면, 目次 3면(쪽수 매김 2～4), 본문 182면(쪽수 매김

1～182), 附錄 第一 循環小數 9면(쪽수 매김 1～9), 附錄 第二 外國度量衡

比較表(쪽수 매김 11～19), 上卷答部 24면(쪽수 매김 1～24).

37) 中卷에는 뒷표지 안쪽에 포켓을 만들고 初等算術敎科書 中卷 答을 別冊으로 제공하였
다. 上․下卷에도 같은 방식의 포켓이 있어 답지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전하는 것은 없다. 답지 판권에는 저자는 유일선이지만 발행처가 휘문관이어서 본책과

다르다. 12.6 × 19.1 cm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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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처: 대전 한밭교육박물관 소장(유물번호 교육 159).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3-2) 最新筭術 下
① 출판 관련 사항: 1908년 9월 간행, 김하정 편집 오영근 발행 겸 교열, 鉛活

字 洋裝本 左綴 가로쓰기, 15.7 × 23.5cm. 興文社 인쇄 발매.

② 책의 구성: 目次 2면(쪽수 매김 1～2), 본문(5편부터) 166면(쪽수 매김

1～166), 附錄 級數 11면(쪽수 매김 167～177), 下卷答部 14면(쪽수 매김

179～192), 광고지 1면. 別紙 羃數表(멱수표) 1매.

③ 소장처: 대전 한밭교육박물관(유물번호 교육 196).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4) 近世代數 上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9년 李相益 編纂,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

로쓰기, 15.1 × 21.6cm, 徽文館 인쇄.38)38)

② 책의 구성: 序 1면(韓鼎命), 目次 2면(쪽수 매김 1～2), 본문 153(쪽수 매

김 1～153), 補習問題 24면(쪽수 매김 1～24), 答 14면(쪽수 매김 1～14).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ㅇ 512 이상익 근-1).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5) 보통교과 산술서
이 자료는 강윤호(1973:196-198)에 그 내용에 대한 기술이 있고, 강윤호

(1973:269)에 ‘一學年用’ ‘二學年用’ 두 자료의 도판이 한 장씩 들어 있다. 그런

데 현재로서는 그 소장처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의 기술은 강윤호(1973:196-

198)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① 출판 관련 사항: 洪秉琁 著, 주시경, 吳祥根 敎閱, 國漢文體, 융희 3년(1909

년) 박문서관간.

38) 판권의 발매소 부분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알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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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처: 확인되지 않음.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6) 算術要解
이 책은 앞에서 다룬 (16) 算術自解와 함께 이 시기 산학(수학) 교재류 중
에서 특이한 자료다. 다른 자료들이 모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것을 상정하고

만든 것임에 비해, 두 자료는 학생 스스로의 자습을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우선 책의 크기가 다른 자료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휴대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 고급용 산학 교재류와 같은 내용을 담되

용어와 개념만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출판 관련 사항: 1909년 李聖和 저, 安一英 교열, 鉛活字 洋裝本, 上綴39)39)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0.8 × 14.5 cmd, 大同廣智社 인쇄, 唯一書館 발행.

② 책의 구성: 산술요해목차 2면(쪽수 매김 없음), 본문 87면(쪽수 매김 1～87).

③ 소장처: 서원대학교한국교육자료관소장(자료 번호 H 374.411 ㅇ 767 ㅅ).40)40)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7) 算術指南 上․下

(27-1) 算術指南 上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09년 柳錫泰 著, 尙 灝 較閱,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

혼용문 가로쓰기, 14.6 × 22.4cm, 휘문관 인쇄, 柳廷烈 發行．

② 序(申圭植) 1면, 서(저자) 2면, 目次 2면, 본문 188면(쪽수 매김 1～188),

복습문제 4면(쪽수 매김 1～4), 판권지.

③ 소장처: 한국금융사박물관(유물번호 조흥금융 610-011).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39) 이 책은 제본 방식이 여타 자료와 다르다. 즉 표지 부분을 보면 右綴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책을 좌로 돌리고 위로 넘겨보도록 만든 것이다. 책을 좌로 돌리면 완전히 가로쓰
기가 된다.

40) 이상구(2013)에 의하면 마산의 개인이 동일본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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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算術指南 下卷

① 출판 관련 사항: 1910년 柳錫泰 著, 尙 灝 較閱,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

혼용문 가로쓰기, 14.9 × 21.8cm, 휘문관 인쇄, 廣德書館 安泰瑩 發行.

② 책의 구성: 目次 2면(쪽수 매김 1～2), 복습문제 2면(쪽수 매김 1～2), 본

문 152면(쪽수 매김 1～152), 판권지.

③ 소장처: 독립기념관 자료실(자료 번호 1-001267-000).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8) 算術指南上卷答解
이 책은 판권지도 없고 표지에도 저자나 발행자에 대한 것이 없이 算術指南

上卷答解라고만 되어 있어 算術指南上卷과 함께 발행된 것으로 짐작될 뿐이

다. 내용도 算術指南上卷상권에 실린 문제에 대한 해답만 싣고 있다.

① 출판 관련 사항: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5.1 × 21.7cm.

②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ㅇ 513 산술지).

③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29) 平面幾何學
① 출판 관련 사항: 1909년 李明求 저, 柳一宣 校閱,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

한혼용문 세로쓰기, 15 × 21.6cm, 徽文館 인쇄, 光東書局, 中央書館 발행.

② 책의 구성: 目錄 3면(쪽수 매김 1～3), 본문 166면(쪽수 매김 1～166), 複

習問題附41)41)13면(쪽수 매김 170～182), 판권.

③ 소장처: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관(자료 번호 H 415.1 ㅇ 725 ㅍ).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30) 고등 산학신편
이 책은 1908년 간행된 산학신편 고등을 재조판하여 간행한 것이다. 활자

크기가 작아져서 쪽수는 달라졌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41) 다시 익힌다는 의미의 ‘복습’을 오늘날 사용하는 한자 ‘復習’이 아닌 ‘複習’으로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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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 관련 사항: 1910년 필하와 져, 신영 슐, 鉛活字 洋裝本42)42)左綴 순한

글 가로쓰기, 14.9 × 21.8cm, 간행지 미상.43)43)

② 책의 구성: 산학셔문 1면, 목록 4면(쪽수 매김 IX), 뎡오표 1면, 본문 303

면(쪽수 매김 1～303), 부록(외국졔등수) 7면(쪽수 매김 309～315), 산학어

록44)44)12면(쪽수 매김 316～327), 답 33면(쪽수 매김 328～360).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O 510.7 P617a 신). 동일본 3부

소장.

④ 이본 사항: 순천대 박물관에 1917년에 간행된 5판이 소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1) 新訂 代數學 (上下合)
李命七의 新訂 代數學은 상, 하권으로 분책된 것과 하나로 합본된 책이 함

께 전한다. 그런데 분책으로 전하는 것의 내용을 보면 하권은 新訂 代數學解式
으로 실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상권뿐이다. 현재 전하는 新訂 代數學解式
은 본문은 모두 전하지만, 부록의 附表(對數表)와 代數學 公式一覽 부분이 제본

할 때 쪽의 배열이 흐트러져 있고 판권지가 없다. 다음의 서술은 합본으로 전해

지는 책에 대한 것이다.

① 출판 관련 사항: 1911년 李命七 著, <硏精堂 간행, 新文舘 印出局 印刷, 발

행인 현공렴>, 鉛活字 線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② 책의 구성: 목차 2면(쪽수 매김 1～2), 본문 172면(쪽수 매김 1～172), 부

록 希臘字 1면, 附表 대수표 3장(쪽수 매김174～177), 代數學公式一覽 5면

(쪽수 매김 178～182), 新訂 代數學 解式 目次 2면(쪽수 매김 1～2), 新訂

代數學解式 105면(쪽수 매김 1～105), 판권지, 광고 1면.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기호 한결(O) 512 이명칠 대).

42) 원본은 실로 꿰맨 종이 표지인데, 하드커버로 새로 장정하였음.

43) 책의 내용은 1908년에 간행된 산학신편 고등과 같은데, 산학신편 고등에서 속표지에
‘대한예수교셔회 간인’이라고 밝힌 발행 주체와 영문 간기에 Hulbert Educational Series
No. 7이라고 했던 부분이 없어져 간행 주체를 알 수 없다.

44) 이 ‘산학어록’은 산학신편 고등의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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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본 사항: 상, 하권으로 분권 발행된 책이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에 전한

다(청구기호 O 512 이명칠 대–1, O 512 이명칠 대–2).

(32) 中程 代數學敎科書(全)
① 출판 관련 사항: 1910년 간, 柳一宣 저, 鉛活字 洋裝本, 左綴 국한혼용문

가로쓰기, 14.8 × 21.8 cm, 漢城 新舊書林 발행.

② 책의 구성: 目次 5면(쪽수 매김 1～5), 본문 262면(쪽수 매김 1～262), 附

錄(對數表) 7면,45)45)판권지.

③ 소장처: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청구번호 O 512 유일선 중).

④ 이본 사항: 확인되지 않음.

3. 산학 교재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

이 장에서는 태동기 산학 교재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신학문의 도입

에 수반한 문체 및 어휘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산학 교재류를 검토해 보면 ①서사 방식(사용 문자 및 띄어쓰기) 및 문체 ②

아라비아 숫자 및 로마 숫자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 ③가로쓰기의 수용과 관련된

문제 ④색인 혹은 용어집의 첨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1) 산학 교재의 서사 방식 및 문체

서사방식(書寫方式)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시기 산학 교재는 크게 한글에 한

자를 병기한 텍스트와 국한혼용문 텍스트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글에 한자를 병기한 텍스트는46)46)(7)산슐신편 뎨일권, (8)산슐신편 뎨이
권, (9)산학신편 초등, (16)산학신편 고등, (30)고등 산학신편 다섯 종이

45) 쪽수 매김 없이 삽지의 형식으로 들어 있다..

46) 대한제국기 산학 교재에서의 한자 병기는 모두 한글 용어 다음에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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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다섯 자료는 모두 미국 선교사가 관여한 자료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산슐신편 뎨일권, 뎨이권, 산학신편 고등 고등 산학신편은 모두 필하와

(Eva Field)의 저작을 신해영이 번역한 것이고, 산학신편 초등은 밀의두

(Miller) 목사가 미국 초등학생용 교재를 편역한 것이다. 간단히 예시하면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산슐신편 뎨일권의 표기법 예시

<그림 1>에서 밑줄 친 ‘명수법(命數法)(Naming of Numbers)’과 같은 표기법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 한글을 사용한 다섯 종의 텍스트 모두 주요한

수학 용어는 ‘한글―괄호안 한자―괄호안 영어 원어’와 같은 표기 방식을 사용하

고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내용 기술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더라도 용어류는 모

두 한자어로 번역하고 있으며, 그 번역은 32종의 산학 교재에서 상당 부분 일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한자어 용어 중에는 일본을 통해 수입된 것도 있고

중국을 통해 수입된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면 관계상 더 이상 구체적

으로 다루지 않는다.47)47)

32종 산학 교재 중에서 위의 다섯 종을 제외한 27종은 모두 국한혼용문으로

되어 있다. 결국 한국인이 신학문으로서의 산학(수학)을 수용할 때에 사용한 문

체는 국한혼용문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국한혼용

문은 현대의 국한혼용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산술 교재류에 나타나는 문장

은 아래의 예와 같은 것이 전형적이다.

47) 대한제국기의 수학 용어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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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筆을 1封에 2本式 入얏스니 5封에 筆 幾本이 有겟나뇨

(1-나) 長 24里 되 河 舟夫가 上航에 12時間을 要고 下航에 6時間

 要다 云니 然則 此 河流의 一時 速力을 求라

(1-다) 珈琲 3斤價 12圓 20錢인 其 10斤價 紅茶 6斤價와 上等다 니 紅

茶 6斤價가 幾何뇨

이 시기 국한혼용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실사(實辭)를 한자로 표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문장 부호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국한혼용문을

현대의 국한혼용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한영균(2015)에서는 태동기 국한혼용문이

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문체 내지 표기법은 용어의 번역 및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 이 시기에 수입된 수학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라는 점을 앞에서 언급했는

데, 한글에 한자를 병기한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용어류는 국한혼용문 텍스트의

한자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수학 용어는 상당

기간 그대로 사용되며 그 일부는 현대의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항으로 수용되
기도 한다.48)48)

2)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는 이미 1895년에 간행된 최초의 산학 교재인 簡
易四則問題集과 近易筭術書에서부터 쓰인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사용

되었다고 할 것인데, 후대의 교재류에서 아라비아 숫자와 로마 숫자를 읽는 법

부터 시작하는 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리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아라비아’의 한자 표기이다. 近易
筭術書(1895)에서는 ‘亞剌伯’이라고 적고 있는 바,49)49)‘亞剌伯’은 중국이나 일본

의 한자어가 아니다. 중국에서는 이 시기 ‘아라비아’를 ‘阿拉伯’이라 적었는데 중

국의 표기를 본뜨되 한국어 발음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아

라비아를 ‘アラビア’처럼 가타가나로 적기도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算用數字, 洋

48) ‘이식산(利息算)⇒이자산(利子算)’처럼 어휘의 변화에 따라 용어가 바뀌기도 하지만, ‘개

방법(開方法), 방정식(方程式), 다항식(多項式)’ 등 대부분의 한자어 수학 용어가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49) 이것이 中等筭學(이원조, 1907) 에서부터는 ‘亞剌比亞’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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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字로 지칭하기도 했는데, 일본어에 익숙한 일부 편자들은 원전을 참조한 경우

에 ‘算用數字’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50)50)

3) 가로쓰기와 좌철 방식의 도입

이 시기에 만들어진 다른 학문 분과의 교재는 대부분 우철에 세로쓰기를 사용

한다. 산학 교재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세로쓰기에 우철로 편집되는데, 전체적으

로 가로쓰기로 편집된 최초의 산학 교재는 산슐신편 뎨일권(1902)이다. 물론
이 책은 한글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의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한혼용문

으로 된 일반적 산학 교재와는 다르다. 국한혼용문을 사용한 교재로 가로쓰기로

편집된 최초의 산학 교재는 中等筭學 上․下(이원조, 1907)이다. 이 책 이후로

代數學敎科書(김준봉, 1908), 算術敎科書(이교승, 1908) 등 좌철 가로쓰기

방식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51)51)

4) 용어집 혹은 색인의 첨부

32종의 산학 교재류 중에서 용어집 혹은 색인을 붙인 것은 학부 편찬의 算術
新書(1900), 필하와의 일련의 저술[산슐신편 뎨이권(1905), 산학신편 고등
(1908), 고등 산학신편(1910)], 이교승의 산술교과서(1908)뿐이다. 算術新
書(1900)는 이를 ‘英語 對譯’(<그림 2> 참조) 산술교과서(1908)는 ‘語彙’(<그
림 3> 참조)라는 제목을 붙였다. 교재의 각 장에 나오는 중요한 한자 용어를 출

현순으로 배열하고 그 오른쪽에 영어 용어를 붙이는 방식이다. 출현한 쪽수가

나타나 있지 않다.

50) 현공렴의 中等算術敎科書가 한 예가 된다.
51) 1907년 이후 간행된 23종의 산학 교재 중에서 이전 간본의 재판본을 제외하고 세로쓰기

를 사용한 교재는 홍종욱의 新撰算術通義(1908)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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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算術新書(1900)의 ‘영어 대역’

필하와의 일련의 저서에 붙어 있는 색인은 모두 ‘산학어록’이라는 제목 다음에

배열되어 있는데, 한글, 한자 표기, 영어 원어, 출현 쪽수의 네 칼럼으로 이루어

져 있다(<그림 4> 참조). 용어의 번역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

제는 대한제국기의 학술용어 수입과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 글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그림 3> 이교승, 算術敎科書 상(1908)의 ‘語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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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학신편 고등 ‘산학어록’ 부분

4. 결론

이 글은 갑오경장(1894)과 경술 국치(1910) 사이에 간행된 산학(수학) 교재류

의 목록을 확인하고, 각 텍스트의 출판과 관련된 사항, 소장처, 이본 등의 서지

적 정보와 함께 이 시기 산학 교재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의의를 언어 사용 상

의 측면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을

서술하면서, 앞선 연구를 요약하여 살폈고, 2장에서는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관련 교재류 32종 45책의 출판 관련 사항, 책의 내용 구성, 소장처, 이본의 순서

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각 자료의 서지와 관련하여 참조할 사항을 기술

하였다. 3장에서는 이 시기 산학 교재류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특징을 서사방식

(書寫方式) 및 문체,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가로쓰기와 좌철 방식의 도입, 용어

집 혹은 색인의 첨부라는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주제어 : 대한제국기 산술 교재, 아라비아 숫자의 도입, 가로쓰기, 서사방식,

산술 용어집

투고일(2016. 1. 14), 심사시작일(2016. 1. 20), 심사완료일(2016. 2. 12)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237

참고문헌

강윤호(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김봉희(1999), 한국 개화기 서적 문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용운․김용국(1982), 한국수학사, 열화당.

오채환․이상구․홍성사․홍영의(2010), 19世紀 朝鮮의 數學 敎科書 , 수학사학
회지 23권 1호. 1-24.

이상구(2013), 한국 근대 수학의 개척자들, 사람의 무늬.

이화 100년사 편찬위원회(1994),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정일문(1995), 新訂算術의 분석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길준(2009), 개화기의 산술 교과서에 대한 고찰 , 수학사학회지 22권 4호, 83-95.
한영균(2015), 현대 한국어 성립기의 설정과 하위 구분: 현대 한국어 문체 형성

사의 관점에서 , 한민족어문학 70, 63-108.
허재영 편(2011), 통감시대 교과서 자료6, 산술1: 算學通編, 도서출판 경진.

, 통감시대 교과서 자료7, 산술2: 精選筭學, 도서출판 경진.



238·한국문화 73

<Abstract>

A Study on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52)Han, YoungGyun*

This paper aims to make a whole list of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and summerize bibliographical data and linguistic characteristics in 

view of Korean history.

In chapter 1, the author reviewed former studies which deals with the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era of the Great Han Empire. In chapter 2, the author summerized 

bibliographical data of 45 volumes of 32 kinds textbooks. In chapter 3, the author 

described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s, especially focusing on writing 

systems, the use of Arabic numerals, horizontal writing, and presence of index or 

glossary.

Key Words : the mathematics textbooks published in the Great Han Empire, the use 
of Arabic numerals, horizontal writing, ways of writing, glossaries of 
math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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