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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ㆍ현대 수학 교재는 19세기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필산(筆算)이 산학전문가들에게 소개되면서 선교

사와 서당에서의 서양수학 교육을 시작으로 1894년 6월 28일 갑오교육개혁을 통하여 수학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된 이

후 공식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조선통감부를 통한 수학교과과정의 소개와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 또

1945년 이후 군정에서의 수학교재 그리고 1948년 정부 수립이후 2015년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형

식으로 발간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말기부터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해방 후 미군 군정청, 대한민국 교육과정

의 변화를 거치면서 개발되어 소개된 근ㆍ현대수학 교재들을 전수 조사하여 그 특징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Ⅰ. 서 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과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

였다. 분석한 선행연구 (정지호ㆍ심희보. 1987), (한길준, 2009)에서는 개화기의 일부 교과서와 부분적인 수학교육

과정에 대하여만 다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근ㆍ현대 수학교재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그 과정을 소개

한다. 우리나라의 근ㆍ현대 수학 도입은 19세기말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필산(筆算)이 산학전문가들에게 소개된

후 중국을 통하여 전해진 서양수학 내용에 보태서 시작되었다. 특히 근ㆍ현대 수학교재는 기독교선교사들의 입국

과 더불어 서양수학 교육을 통하여 보급되었다. 그러다가 1894년 6월 28일 갑오교육개혁 이후 수학교육이 공교육

에 포함되어 정부차원의 수학교재가 공식적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1895년 <간이사칙문제집(簡易四則問題集)>

을 시작으로(이상구 외, 2010), 1900년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이상설(李相卨, 1870-1917. 자

는 舜五, 호는 溥齋)이 편역한 수학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가 발간된 후(설한국ㆍ이상구, 2009) 많은 우리말

수학책들이 발간되었다. 이어서 1905년 조선통감부를 통한 수학교과과정에 따라 우리말 교과서들이 발간되었고,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어 수학교재들이 다수 발간되었다. 해방이 된 1945년 가을에는 미군정이 주관하

여 우리말 수학교과서를 발간하였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를 중심으로 현재 사용되는 2015년 개정 수학

과 교육과정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지면서 발전해 왔다. 그리고 2004년 덴마크에서 개최된 제 10차 국제수학교육

대회(ICME-10) 이후에는 우리말 수학 교과서의 일부가 영어로 번역되어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1880년에서 2016년 현재까지 발간된 <근ㆍ현대 수학 교재>의 특징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 접수일(2016년 7월 7일), 심사(수정)일(1차: 2016년 8월 5일, 2차: 2016년 9월 4일), 게재 확정일(2016년 11월 17일)

* ZDM 분류 : A10, A30, A40, D30, U20,

* MSC2000 분류 : 01-01, 01A55, 01A60, 01A85, 01A90, 97-01, 97-03, 97B99

* 주제어 : 개화기, 와일리, 근ㆍ현대 수학 교재,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조선교육령, 식민지 교육정책, 해방 후 미군 군정청,

교육과정, 근대수학

✝ 교신저자 : sglee@skku.edu

http://dx.doi.org/10.7468/jksmee.2017.31.1.149
mailto:sglee@skku.edu


이 상 구ㆍ이 재 화ㆍ김 영 구ㆍ이 강 섭ㆍ함 윤 미150

Ⅱ. 본 론

1. 대한제국 시기

(1) 개화태동기(1880-1894)

개화 태동기는 근대 학교의 발상기이자 수학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일정하게 법제화되지 못했던 시기로 1880

년부터 1894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새로운 대수학과

미적분까지를 포함한 서양 수학이 번역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선교사들이 1830년대부터 세우기 시작한 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도 출판되었다. 일본도 1862년 영국 선교사 와일리(Alexander Wylie, 偉烈亞力, 1815-1887)가 중국

어로 번역한 서양 수학책을 수입하면서 서양 근대수학을 학습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메이지(明治, 1868-1912) 시

대에 이르러 신교육을 위한 일본식 초중등 수학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조선에도 1876년(고종13)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병자수호조약, 강화도조약), 1882년 임오군란(壬午軍亂),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1894년 동학혁명(東學革命), 청일전쟁(淸日戰爭), 갑오경장(甲午更張), 1895년 을미사

변(乙未事變)과 1876년 부산개항, 1879년 원산개항, 1882년 인천개항 등을 거쳐 서양과 본격적으로 왕래하면서

서양의 근대수학이 상당수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당시 조선에는 여전히 전통산학의 영향력이 컸다. 현재까

지 발굴된 조선의 마지막 전통산학책은 안종화(安鍾和, 1860. 11. 9-1924. 11. 24, 본관은 廣州-廣陵, 號는 涵齋,

字는 士應)가 1882년에 저술한 <수학절요>이다([그림 Ⅱ-1]참조)(이상구 외, 2011).

[그림 Ⅱ-1] 현존하는 마지막 조선 산학 책 안종화의 <수학절요>(1882) - 덧셈, 뺄셈부분

1883년 조선인의 손으로 설립된 최초의 근대적인 사립학교인 <원산학사>의 교육과정에는 천문, 지리, 전기

등의 과목을 비롯해 산법(算法)과 대수(代數)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양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배

재학당(1885), 이화여학교(1886), 경신학교(1886), 정신여학교(1890) 숭실학교(1897), 배화여학교(1898) 등에서도

서양의 신학문을 교육하였는데, 배재학당에서는 천문학과 생리학 등의 과학교육이, 이화학당에서는 산술 및 과학

교육 등 수학 및 과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1886년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는데 이 때 교

사로 초빙된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는 육영공원의 학제를 서구식으로 정하고, 영어, 역사, 과학,

지리, 수학 등을 1891년까지 가르쳤다. 특히 이상설은 헐버트 등과 교류하며 학문에 전념하여 1880년대 말부터

학습한 <수리정온(數理精蘊, 1723)>과 서양에서 직수입한 근대수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1899년경에 <수리(數

理)>라는 전통수학과 근대서양수학을 연결하는 교재를 완성하였다([그림 Ⅱ-2]참조)(이상구 외, 2009). 이렇게 교

육제도에 있어서는 서당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의 큰 변화가 있었지만, 1883년에서 1893년 사이에 발간된 우리말

교과서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굴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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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조선산학과 근대수학을 연결하는 첫 번째 책 <수리> (1898-1899)

마침내 1894년 6월 28일 갑오교육개혁 이후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신교육을 실시하는 소학교, 중학

교, 사범학교1), 외국어학교 등 각급 관립학교를 설치하고, 고종은 교육입국의 조서(詔書)를 내려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하게 되었다. 특히 학부(學部, 교육부)의 관제에는 우리나라 교육에 사용되는 문자와 문장은 국문이고 우

리 한글임을 명시하였다. 1895년 성균관 교육과정에 수학과 과학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후, 교재로 사용된 수학

(과학)책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굴하지 못했지만 당시 성균관장인 이상설이 이미 서양수학, 물리, 화학, 식물학을

학습하며 정리한 <수리>, <백승호초(百勝胡艸)>, <화학계몽초(化學啓蒙抄)>, <식물학(植物學)> 등의 일부 내용

이 강의록으로 쓰였거나 이런 강의로부터 나온 강의록이 이 책들이 되었을 가능성은 크다(이상구 외, 2013;손용

근 외, 2012;박영민 외, 2011). 국고지원이 확정되어 충북 진천군에 '이상설선생기념관'과 ‘수학박물관’이 만들어

지고 있다. 2017년에는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 수학 심포지움이 예정되어 있다.

<표 Ⅱ-1> 개화태동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발행자

1853 수학계몽(중국어) 김함복 譯, Wylie 용재씨

1865 해석기하(영어) Elias Loomis, LLD Harper & Brothers

1872 대미적습급역해(일본어) 복전반 역, 라밀사, Loomis 발열서림

1873/04 소학산술서권지(小學算術書卷之) 일본 문부성 편집 발열서림

1873/04 소학산술서(일본책) 4권 일본 문부성 편집 -

1875 1878/12/05 기하학원초(일본책) 격납극(格拉克, Clark) 문림당

1876/01 산술수인초 (일본책) 窪田善之 문조당

1883 1886/09/19 대수괘범 (일본, 중국책)
중삼시삼랑 역, 석판청장 교열,

Todhunter(대수)
중외당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발행자

1888 근세산술(일본책) 우에노기요시(上野淸) 吉川牛七

1892 산술교과서(일본책) 1, 2, 3권 데라우스시 (寺尾寿) 敬業社

1892 명치산술-1892-v1(일본책) 신명중내(新名重內) 大阪活版製造所印刷部

1892 명치산술2-1892-v2(일본책) 신명중내(新名重內) 前川善兵

1899 수리(한자) 이상설(성균관장) 친필-붓글씨

1) 대한제국 정부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1895년 칙령 79호로 한성사범학교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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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기(1895-1896)

체계적인 서양식 교육시스템의 필요를 반영한 갑오교육개혁이후 우리의 의지로 근대 학교를 세웠고 학부에서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 민간교과서도 학교교재로 받아들여졌다. 1895년 1월 8일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과 홍범

14조(洪範十四條),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반포되었고(칙령 79호), 1895년 7월 22일 소학교령이 공

포되어(칙령 제 145조), 이때부터 제도적인 학교 교육이 마련되었다. 1895년 8월 15일 마침내 소학교령 중에서

그 내용과 교과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한 소학교 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이 공포되어 초

등교육에 대한 기본 골격을 세웠다. 즉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먼저 교사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관

제를 정한 후에 소학교령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소학교 교칙대강에 들어있는데, 제5조

가 수학에 관한 것이다. 이때 조선의 학부 편집국에서 발간한 우리말 수학교재는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발행자

1895 1896 간이사칙문제집 학부편집국 편 학부

1895/09 근이산술서-상, 하 학부편집국 편 학부 편집국

<표 Ⅱ-2> 개화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 첫 번째 교과서

1895년 학부 편집국에서 7월에 <간이사칙문제집>, 9월에 <근이산술서(近易算術書)> 상권 1(上卷 一), 11월에

<근이산술서> 상권 2(上卷 二)를 발간하였다2). <간이사칙문제집>은 가ㆍ감ㆍ승ㆍ제 등 간단한 사칙계산 문제

를 주로 다룬 문제집이다. <근이산술서>는 학부에서 정한 소학교나 한성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 따른 것은 아니

지만 신교육을 위한 최초의 교과서로 <명치산술(明治算術)>을 기본으로 하고, 우에노기요시(上野淸)의 <근세산

술(近世算術)>과 佐久間의 <초등교육 근세산술(初等敎育 近世算術)>의 장점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편찬한

것으로 이 후에 나타나는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다. 이 책들의 특징은 저자가 없이 조선정부 학부 편집부 이름으

로 발간되었다.

[그림 Ⅱ-3] 간이사칙문제집(1895년 7월) [그림 Ⅱ-4] 근이산술서 상권 1(1895년 9월), 상권 2(11월)

(3) 대한제국 시기 (1897-1905)

1897년 조선은 자주독립국가임을 국내외에 선포하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연호를 광무 1년으로 칭하였다.

그 후 1899년 4월 4일 중학교령과 학칙이 반포되면서 중등교육3)과 사범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의 편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는 당시 근대수학에 가장 식견이 높다고 판단한 이상설 선생

2) 學部 編輯局, 簡易四則問題集, 189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學部 編輯局, 玄公廉 發行兼 編述, 初等敎科 簡易四則, 1907;學部

編輯局, 近易算術書, 1895,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3) 1899년 4월4일 대한제국 정부는 중학교 관제를 규정한 칙령 11호를 처음 공포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산술 이외에 대수·기하

를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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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의뢰, 우에노기요시의 <근세산술>을 번역하며 해설을 추가하고, 예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고친 중등학교

수학교재 <산술신서>를 출판하게 된다. 그리고 1900년 4월 4일 중학교 규칙이 공포되며 교과서가 편찬 공급되

었으며, 1905년 2월 26일 학부 관제를 개편하여 교과용 도서의 편집 및 번역 검정을 관장하게 하였다. 이때 일본

에서 교육차관 50만원(학부쇄신-확장비)과 추가로 4만8천원, 인적자원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일본의 참여적 영

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제시한 <간이사칙문제집>, <근이산술서>, <산술신서>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는 논문 (이상구 외, 2010)에 소개되어 있다.

[그림 Ⅱ-5] 1900년 7월 발간한 <산술신서> [그림 Ⅱ-6] 한성사범학교에서의 수학교육

이상설의 <산술신서>는 이후 출판된 다른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다. 예를 들어 남순희(南舜熙)는 유럽 수학을

편집한 일본의 <신수학>을 재편집하여 한달 후 1900년 8월에 <정선산학(精選算學)>을 발간하였다. 그 외에도

이 시기를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위의 책들을 모방하여 다양한 우리말 수학 교재들이 발간되었다. 이 당시 발간

된 수학 교재들의 특징은 단순히 외국 교재를 번역한 것을 넘어 해설을 보태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구성했다는

것이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발행자

1896, 1907, 1909/01 간이사칙 현공렴-발행 겸 편술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

1900/07 산술신서 상 (1, 2권) 1판, 2판 이상설 학부의뢰/학부

1900/08 정선산학(精選算學) 상
남순희-학부편집국

검정
탑인사

1901 1906 신정산술(新訂算術) 1, 2, 3권 이교승 양재건

1902 산술신편 필하와(Eva Field)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02 Elementary ARITHMETIC G.A. Wentworth Ginn & Co., Boston

1905
FIRST BOOK IN

ARITHMETIC
안창호(가계 소장)

캘리포니아 주(州) 교과서

위원회

1905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 유일선 정리사

<표 Ⅱ-3> 대한제국시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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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남순희의 <정선산학> (1900) [그림 Ⅱ-8] 이교승의 <신정산술> (1901)

(4) 통감부 통치기(1906-1910)

이 시기는 일제 통감부의 주도하에 우리 정부의 학부가 일본식 학교 제도에 따라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

서를 편찬하던 시기이다. 1906년 2월 1일 통감부가 발족되고, 1906년 교과서 편찬업무 지침에 따라 친일 교과서

가 발간되면서 이에 대항하여 조선의 우국지사들은 통감부의 편찬지침과 독립된 우리말 수학교과서를 편찬하였

다. 1906년 3월에는 학사참사관 미쓰지 주소(三土忠造)를 편찬 전담관으로 임명하고, 8월 27일 구(舊) 소학교령

을 보통학교령으로 바꾸어 일본의 소학교와 차별화 하였고, 1907년 정미7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교과서 검정령에

의하여 교과서를 모두 검열하며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1907년 7월 24일에는 한일 신협약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

을 공포하고, 우리말로 쓰인 각종교과서에 대하여 금서조치하고, 판매금지령을 내렸다. 조선통감부는 1908년 8월

26일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사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해서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기부금

품 모집 취체규칙과 지방비법(地方費法)을 공포하여 사립학교4)의 설립과 교과서 선정과 같은 운영을 모두 일제

의 통제 아래에 두었다. 이어서 이틀 후인 8월 28일에는 전문 15조로 된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을 공포하고 모든

교과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통제하겠다는 의미 외에도 학교설립운동을

통하여 발현되는 민족적 지방자치의 움직임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었다(강윤호, 1973).

1910년 교과용도서 일람과 1911년 교과용도서 일람에 관한 학부편집국의 지침에 따르면 한글 옆에 일본어 토

를 병기하도록 하였다. 이 중 사립학교령 6조에서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는 학부 편찬 또는 학부대

신의 검정(인가)을 얻은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학부편찬 교과용도서의 발매인, 일람표, 발매규정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아래도서를 사립학교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

술되어 있다.

서 명 책수 정가5) 발행자/저자 사용하는 학교

산술서(교원용) 4책 각 24전(錢) 학부 보통학교

산술교과서 2책 각 1원(圓) 박승혁/이교승 보통학교

<표 Ⅱ-4> 학부대신의 인가를 얻은 도서(수학)

4) 사립학교는 처음에는 서구 문명을 도입하기 위해 설립됐다가 을사늑약에 즈음한 1905년 무렵부터는 구국운동의 성격을 갖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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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서 명 책수 정가 저작자 발행자/발행소
인가한

사립학교

산술

신정산술(新訂算術) - 광무10년 3 60전 이교승 (학부인쇄) 초등

신정산술(新訂算術) 1 或 3 60전 이교승/양재건 김상만(金相萬) 초등

간이사칙(簡易四則) 1 30전 현공렴(玄公廉) 현공렴(玄公廉) 초등

산술신서(算術新書) 2 - 이상설(李相卨) (학부인쇄) 초등

정선산학(精選算學) - 광무11년 (上) 1 70전 남순희(南舜熙) 황성신문사 초등

심상소학산술서(尋常小學算術書) 4 34전 일본 문부성 일본문부성 초등

고등소학산술서(高等小學算術書) 4 24전 일본 문부성 일본문부성 초등

초등교육근세산술(初等敎育近世算術) 3 60전 佐久問文太郞 육합관(六合館) 고등

초등산술교과서(初等算術敎科書) (上) 1 - 유일선(柳一宣) 정상환(鄭象煥) 고등

신식산술교과서(新式算術敎科書) 1 80전 이상익(李相益) 일한인쇄 고등

신정교과산학통편(新訂敎科算學通編) 1 1원 이명칠(李命七) 현공렴(玄公廉) 고등

중등산학(中等算學) 2 1원 50전 이원조(李元祚) 대동보사(大同報社) 고등

초등근세산술(初等近世算術) 1 60전 이상익(李相益) 휘문관(徽文館) 고등

산술지남(算術指南) 2 각 55전 유석태(柳錫泰) 휘문관 고등

신선산술통의상권(新選算術通義上卷) 1 75전 홍종욱(洪鍾旭_) 보문사(普文社印刷) 고등

중등산술교과서(中等算術敎科書) 2 85전 현공렴(玄公廉) 황성중앙서관등 고등

중등산술교과서(中等算術敎科書) - - 이상익(李相益) 보성관(普成館) 고등

최신산술(最新算術) 2 1원 김하정(金夏鼎) 오영근(吳榮根) 고등

실업학교산술교과서(實業學校算術敎科書) - - 橋本八年 - 고등

실업교육상업산술(實業敎育商業算術) - - 神尾定吉 - 고등

신선산술오천제(新選筆算五千題) 2 - 郡正光 적성개석 초등

대수

대수학교과서(代數學敎科書) 1 1원 30전 김준봉(金竣鳳) 정상환(鄭象煥) 고등

근세대수상권(近世代數上卷) 1 70전 이상익(李相益) 휘문관(徽文館印刷) 고등

초등대수학교과서(初等代數學敎科書) 2 1원 30전 藤澤 利喜太郞 大日本圖書株式會社 고등

스미스씨초등수학(스미스氏初等代數學) 1 1원
長澤龜之助

宮田超之助
수서각(數書閣) 고등

<표 Ⅱ-6> 학부인가 교과용 도서(수학)

그리고 학부인쇄 교과용도서도 사립학교령 제6조 2항에 따라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서 명 책수 저작자 발행자 사용하는 학교

신정산술 3 이교승 양재건 사립학교 초등교육

산술신서 2 이상설 학부 사립학교 초등교육

정선산학 1 남순희 황성신문사 사립학교 초등교육

<표 Ⅱ-5> 학부인쇄 교과용 도서(수학)

그리고 학부인가 교과용도서는 사립학교에서 학부에 사용허가를 청원한 것 중 인가를 얻은 도서로 효력은 인

가를 받은 학교에만 있고, 사립학교가 이 도서를 사용하려면 역시 사립학교령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아래는 그 목록이다.

5) 상기 산술교과서 교재의 당시 가격은 1909년 당시 쌀 한가마 값, 금 한돈 값과 비슷함 (현재 금 한돈은 약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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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06 (학회기관지) 산술문답 제1-6호 유석태 휘문소

1906 (학회기관지) 논산학 제1-6호 이유정 -

1906 1907 산술교과서(算術敎科書) 이원조 대동보사(大同報社)

1907 초등 산학신편 (국문) E. H. Miller, 오천경(편역) 대한예수교서회간인

1907 중등산술교과서 상, 하 이원조 -

1907 중등산술교과서 상, 하 (204쪽) 현공렴(玄公廉) 황성중앙서관등

1907 중등산학, 하 이원조 -

1907 중정 산학통편, 산학신편 (상, 하), 산학계몽 이명칠 -

1908 고등산학신편 필하와(Eva Field) 저, 신해영 술 대한야소교서회

1908 대수학교과서 김준봉 저, 유일선 교열 정상환

1908 보통학교 산술교과서 홍병선 -

1908 최신산술 김하정 -

1908 신식 산술교과서(新式算術敎科書) 이상익 대동서시(大東書市)

1908 신찬산술통의(新撰算術通義) (상) 홍종욱 보문사(普文社)

1908/06 신식산술교과서 (전) 이상익 저, 안종화의 序
일한도서인쇄주식회사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

1908 산술자해 - -

1908 초등근세산술 (전) 이상익 휘문관(徽文館)

<표 Ⅱ-7> 통감부 통치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대수

중등교육대수학교과서(中等敎育代數學敎科書) 1 1원 長澤龜之助 西野虎吉 고등

대수학신교과서(代數學新敎科書) 2 1원 樺 正董 龜井忠一 고등

소대수학(小代數學) - - 宮本久太郞 春陽堂 고등

기하

기하학소교과서평면(幾何學小敎科書平面) 1 80전 菊池大麓 大日本圖書株式會社 고등

개정평면기하지부(改訂平面幾何之部) 1 80전
寺尾 壽

吉田好九郞
富山房 고등

기하학교과서(幾何學敎科書) - - 遠藤政之助 三省堂 고등

측량 토지측량술(土地測量術) 1 60전
度支部臨時財産

整理局測量課
인쇄국(印刷局) 고등

산술 산학신편(算學新編) 1 80전 필하와 대한예슈교셔회 야소교학교

이 중 이원조(李元祚)의 <중등산학(中等算學, 1908년 10월 11일 대동보사(大同報社) 인쇄)>은 당시 교과용도

서 검정 규정 부칙 제15조에 의하여 검정이 무효 되었다가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런 역경 속에서도 1900년 7월 발간한 <산술신서> 이후 1910년 한일 강제 병탄까지 다음과 같이 60권 이상

의 우리말 수학교재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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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초등산술교과서 (상권) 유일선 정리사

1908 초등산술교과서 (하권) 유일선 정리사

1908 최신산술 상·하 2권 김하정/오영근 교열 서울 일신사(日新社)

1908 중등 용기화법 오영근(吳榮根) -

1908 융희 신산술 상편 정운복 일한서방

1909 산술교과서(상) 이교승 저, 이면우 공열 이면우법률사무소

1909 산술교과서(하) 이교승 저, 이면우 공열 이면우법률사무소

1909/05 (학부인가) 산술지남 상권 유석태 휘문소

19?? (학부인가) 산술지남 답해 상권 - -

19?? (학부 인가) 산술지남 해설 - -

1909 근세대수 / 1권 1책. 인쇄본. 국한문혼용체 이상익 휘문관(徽文館)

1909/01/28 (학부검정) 산술교과서 (하권)
이교승-사립학교 고등교육

수학과학(교)원용
휘문관(徽文館)

1909 보통교과산술서 홍수? 저, (제1, 2학년용) 박문서관

1909 고등소학산술서 문부성 박문서관

1909 근세대수 - 유일서관

1909 산술서 학부편집국 편 학부

1909 산술요해 이성화 저 광덕서관

1909 평면기하학 이명구 광동서국, 중앙서관

1909/06 기호교육회잡지 신법산서 제3호 이근중 -

1910 산술지남 하권 유석태 휘문소

1910 중정 대수학교과서 유일선 한성 신창서림

1910 고등 산학신편 3판 필하와 저. 신해영 술 (3판) 대한야소교서회

산술지남 산학통편 산학신편 고등

고등 산학신편 소장중인 1900-1910년 사이에 발간된 우리말 수학책 일부

[그림 Ⅱ-9] 통감부 통치기 일부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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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07년 국문으로 발간된 <초등산학신편>은 웬트워드 기초 수학(Wentworth's Elementary Arithmetic)

을 밀러(E. H. Miller)가 오천경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교 교과서 산수책으로 편역한 것이다. 위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이미 1895년부터 능동적으로 근대 수학을 도입하고 교육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 즉 조선에 근대수학

이 소개되는 과정이 일제의 관점에서 알려진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08년 조선통감부가

사립학교령을 만들어 예산을 통제하고, 교과서 선택을 강제하면서 위기에 빠졌음을 그 후 발간된 수학교과서 목

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2. 일제 강점기 (1911-1945)

일제는 조선총독부 교육령을 통해 조선에 대한 식민지 교육정책을 집행하였다.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이후 총 3차례(1922년, 1938년, 1943년)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중등교육과정에서는 이 조선교육

령과 개정사항을 제1차 조선교육령, 제2차 조선교육령, 제3차 조선교육령, 제4차 조선교육령으로 지칭한다.6) 일

제는 이를 통해 조선의 민족의식과 문화를 말살하고 황국의식과 일본신민화(日本臣民化)를 고취시켜 일본에 흡

수하려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교육정책 중 중요한 사항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기관들의 재학기

간을 일본보다 짧게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시설 설치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학교를 졸업

한 학생이 일본의 상급학교에 바로 입학 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막아버린 후, 자신들의 검증을 거친 일부

학생들에게만 편입이라는 방식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조선인 교육을 왜곡시켰다. 조선교육령 시행 이

전인 1910년 8월, 초대 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의 교육방침은 조선 민족에게 이성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기회

를 주지 않는데 있었다. 그리고 일본어를 보급하여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실용적인 근로자, 하급관리, 사무원 양

성을 목적으로 하였다.(김영봉 외, 2008)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조선어 수학교재의 발간과 사용은 금지되었고, 일본

에서 만들어진 일본의 수학교재 또는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일

본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재만을 사용하게 되었다.(이상구ㆍ함

윤미, 2009) 그러나 3.1 독립운동이후 강압정치의 한계를 파악하

면서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우리말 수학교재의 발간을 일부 허

용하였다.

(1)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1911-1921)

제1차 교육령은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고, 되도록 적

은 경비로 초보적인 실업교육에 치중하여 충성된 일본인을 만드

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령에 의하여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와 중등과정인 고등보통학교, 기술학교, 전문학교 등을

포함하는 학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존 학교를 승격

시킨 것에 지나지 않았고, 공업·농림·의학·법률 등 기술 분야로

만 제한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발간된 우리말 수학 교재는 현

재까지 발견된 것이 거의 없다.

6) 학술용어로는 조선교육령과 개정(조선)교육령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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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대수 임학일 저,

동경개성관(1913)

[그림 Ⅱ-11] 보통학교 산술서, 제3학년 생도용,

조선총독부(1919)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13/01/15 대수(代數) 임학일 동경개성관

1913/06/01 주산독습(珠算獨習) 보문관 경성 보문관

<표 Ⅱ-8>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 일부와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2)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1922-1937)

조선 총독부는 3·1 운동 이후 1921년 1월 임시 교육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본 본토의 교육제도에 준거한

학제의 개혁을 심의케 했고, 1922년 2월에는 교육령을 전면 개정하여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령

은 표면상 일본학제와 동일하게 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을 융화시키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당시의 수학교재

는 다음과 같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22
중등교육대수학교과서

(中等敎育代數學敎科書)
임학일 東京開成館

1923 보통학교산술(3, 4학년)-교수참고서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23 보통학교산술(5, 6학년)-교수참고서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23 보통학교산술서 1학년 - 교사용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23 정정증보 - 산학통편 이명칠 대동인쇄주식회사

1924 산학전서 김원우 대동인쇄주식회사

1927
초등교육산술대수/정정재판

(初等數學算術·代數/訂正再版)

동경고등사범학교 부속중학교

수학연구회
목흑서점(目黑書店)

1928 보통학교 산술서 2학년 - 교사용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28 보통학교 산술서 3학년 - 교사용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1
여자교육 신기하/개정판

(女子敎育 新幾何/訂正版)

광도고등사범학교 부속중학교

수학연구회

동경수문관 : 대판수문관

(東京修文館 : 大阪修文館)

1933
실업대수교과서/정정판

(實業代數敎科書/ 訂正[版])
제국서원 제국서원(帝國書院)

1934 농촌산술서 경기도 경성부 길강인쇄소

1935 간이학교산술서(簡易學校算術書) 제1학년 조선총독부 조선서적

1936 간이학교산술서(簡易學校算術書) 제2학년 조선총독부 조선서적

<표 Ⅱ-9>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 일부와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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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38 고등소학교 산술서 (일본어) 문부성 대판서적인쇄주식회사

1938 대수학 岩切睛二 동경 배풍관

1938/03/25 初等理科 卷二 (초등이과 권2)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주식회사

1938/03/28 初等算術 上 (초등산술 상 제3학년아동용)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8/09/20 初等算術 下 (초등산술 하 제3학년아동용)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39/04/15 木山の模範算術 (목산의모범산술 제 5학년 상) 목산순원 淳 수험연구사

1940 심상소학산술 5학년 - 아동용2(상) 문부성/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표 Ⅱ-10>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그림 Ⅱ-12] 산학전서(1924)와 농촌산술서(1934) [그림 Ⅱ-13] 보통학교 산술서(1928)

1921년 이후에는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문화 정책으로 우리말 수학교재가 일부 발간되었다. 이 중 1934년 경

기도에서 발간한 <농촌 산술서>[그림 12]는 농촌에서 미취학자를 위해서 만든 아주 작은 분량의 책으로 가감승

제 구구단 등이 소개되어 있다. 주로 생활에 필요한 연필, 계란, 호박의 가격을 묻는 문제와 예를 들면, 사과를

구매하였는데, 그 중 상한 사과의 개수를 빼는 등의 문제, 계란과 학용품, 배추, 무를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입출금 표 등을 예로 하는 생활에 필요한 수학 문제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보리와 벼의 평

균 수확량이 얼만지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책은 경성부 한강통 15번지 길강인쇄소에서 발간되었고, 편집겸 발

행자는 경기도로 가격은 4전이었다. 또 1926년 법문학부와 의학부만으로 이루어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고,

1941년 3월에야 이공학부(물리학·화학·토목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응용화학·채광(광산)야금의 7개 전공)를 만들

었다. 원칙적으로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학생을 위한 대학으로 입학정원의 30% 정도만 조선인 학생을 같이

선발하였다. 그러나 일본제국대학의 예과는 3년인 반면 경성제국대학만 예과가 2년이라, 경성제대 졸업생의 일본

대학원 진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이슈는 1945년 해방 당시까지 경성제국대학 교수들의 오랜 불만으로

남아있었다(이상구ㆍ함윤미, 2009).

(3)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1938-1942)

일본은 1931년 9월 만주 사변과 1932년 초 만주국 건립, 1933년 10월 국제 연맹 탈퇴를 거치며 군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7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는 1938년 3월 칙령 제103호로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발표

하여 교육을 통한 민족말살(民族抹殺)정책을 사용하게 되었다. 1938년의 학제 개편을 거치면서야 초․중등학교

수학기간이 일본과 비슷해졌다. 현재까지 이 시기에 발간된 우리말 수학교재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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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심상소학산술 5학년 - 아동용(상) 문부성/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0/03/28 初等算術 上 (초등산술 제3학년아동용 상)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0/03/31 小學算術 上 (소학산술 제4학년아동용 상) 문부성
발행자-조선총독부

발행소-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0/09/10 小學算術 下 (소학산술 제5학년아동용 하) 문부성
발행자-조선총독부

발행소-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0/10/25 小學算術 下 (소학산술 제6학년아동용 하) 문부성
발행자-조선총독부

발행소-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1 심상소학산술 6학년 - 아동용(상) 문부성/조선총독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1/07/25 幾何學の基礎 (기하학의 기초) 와전충언 암파서점

1941/10/31 初等算術 下 (초등산술 제1학년아동용 하) 조선총동부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그림 Ⅱ-14] 심상 소학산술(제4학년 아동용 상) [그림 Ⅱ-15] 대수학(1938)

(4)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1943-1945)

1941년부터 일제와 조선총독부는 전시(戰時)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전문학교 이상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게 되

었다. 총독부는 첫해인 1941년에 3개월(12월 졸업), 1942년부터는 6개월(9월 졸업)을 단축시켰다. 이렇게 총독부

는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1943년 3월에는 종래 조선교육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4월 1일에 시행하

였다. 즉 대학·예과·전문학교·중학교·고등여학교·실업학교·사범학교 등에 학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951년 동경대

총장을 역임한 타다오 야나이하라(1893-1961)가 1938년 6월 Pacific Affairs의 198쪽에 쓴 논문과 1944년 일제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중 (보통학교)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3.3% 이하이고, 중등학교(고등보

통학교) 교육을 단 1년이라도 받아본 조선인은 전체 조선인의 1%도 못 된다고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같은 기록

에 의하면 당시 일본인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중등학교 교육을 경험했었다. 또한 1945년 5월 일본정부는

학부의 결전태세(決戰態勢)확립을 위하여 ‘전시교육령(戰時敎育令)’을 공포하고 수업은 안하고 모든 조선인 학생

을 전쟁과 관련된 일에 동원하였다. 현재까지 발견된 당시의 우리말 수학교재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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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자/발행소

1943/02/10 상업수학 1(商業數學 1) 실업교육진흥중앙회 실업교육진흥중앙회

1943/04/08 수표(數表) 중등학교과서주식회사 중등학교과서주식회사

1943/08/31 초등과산수(初等科算數) 제 3학년 하 문부성 조선총독부/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3/09/10 초등과산수(初等科算數) 제 4학년 하 문부성 조선총독부/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4/01/15 초등과산수(初等科算數) 제 6학년 상 문부성 조선총독부/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4/03/15 초등이과(初等理科) 제 6학년 조선총독부 조선서적주식회사

1944/04/01 중등수학(中等數學) 2 문부성 중등학교과서주식회사

1944/09/30 초등과산수(初等科算數) 제 6학년 하 문부성 조선총독부/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1944/11/15 초등과산수(初等科算數) 3 문부성 조선총독부/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

<표 Ⅱ-11>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우리나라 근대 수학책과 그에 영향을 끼친 외국수학책의 목록

[그림 Ⅱ-16] 상업수학 1(1943) [그림 Ⅱ-17] 초등과산수(1944) 제6학년 상

3. 미군정기(1945-1948)와 교수요목기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어 위도 38도선 이남의 조선(남한, South Korea)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

을 하게 되었다. 당시 남한의 교육을 담당한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채로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놓지는 못하고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고7)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하였고, 1946년 3월에 공포하였다.8) 일제강점기 초반의 수학교육은 관학과 사학을 막

론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초등 및 중등수학교육만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기간에 독학으로 수

학을 공부한 최규동(崔奎東, 1882-1950)과 같은 수학자들이 해방 후 수학교육의 중요한 축을 맡는다. 최규동은

광복과 더불어 같은 해 9월 한국교육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7명의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일반교육의 책임자가

되어 교육행정분야를 담당하였으며, 1947년 조선전기공업중학교를 인수하여 중동중학교와 함께 두 학교의 교장

직을 겸임하였다. 그 뒤 서울시교육회장·서울대학교 이사장·조선교육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1949년 제3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1950년 6·25전쟁 때 강제 납북되어, 1950년 겨울 평양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중동

학원, 2007)

이 시기에는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힘을 실었으며 분과주의를 채

7) 국민학교 교수요목, 1946년 9월 1일. 미군정청 편수국; 초급중학교 교수요목, 1947년 9월 1일. 미군정청 편수국; 고급중학교

교수요목, 1947년 9월 1일 미군정청 편수국; 1946-1947년에는 중학교가 6년제로서, 고급중학교는 현재의 고등학교에 해당된

다.
8) 이 시기를 교육과정 분류에서는 ‘교수요목기'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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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知力)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

육을 강조했으며,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정신·생활면에서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

은 이를 제정하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단순히 열거하는 데 불과하였고, 내용과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비해 너무 높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9) 또한 교과목별 수업시간을 보면 교수요목에

준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므로,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46 셈본 2-1 군정청 문교부 군정청문교부

1946/08/31 중등 수학 4 오용진 대건출판

1946/09/05 수학교과서 1년 (상) 오용진 조선출판사

1946/09/05 수학교과서(數學敎科書) 오용진 조선출판사

1946/10/12 초등 셈본 5-1 군정청문교부 군정청문교부

1946 초등 셈본 참고서 5-1 김교명 동방출판사

1947 셈본 5-2 군정청 문교부 동방출판사

1947/05/05 초등 셈본 6-2 군정청문교부 군정청문교부

1947/05/30 초등 셈본 6-2 군정청문교부 군정청문교부

1947/06/15 數表 (수표) 해동도서주식회사 해동도서주식회사중앙본사

1947/06/20 신교육 고등수학 Ⅱ 정의택 서울 민중서관

1947/06/20 신교육 고등수학 Ⅰ 정의택 서울 민중서관

1947/06/20 신교육 중등수학 Ⅰ 정의택 서울 민중서관

1947/07 초급一년의수학 1 (상) 채홍종 -

1947/09/20 신교육 중등수학 3년용 정의택 서울 진성당

1947/09/20 신교육 중등수학 Ⅱ 정의택 서울 민중서관

1947/09/20 신교육 중등수학 Ⅳ 정의택 서울 민중서관

1947/11/15 수학교과서 3년 오용진 조선출판사

1948/01/31 그랜빌·스미스·롱리 미분학(微分學) 이임학 청구문화사

1948/02/10 초등 셈본 4-1 문교부 경기도교육회

1948/03/10 공식집(公式集) 이희철 우리사

1948/04/10 초등 셈본 4-2 문교부 경상남도학무국

1948/06/05
중등수학·5 고등 평면삼각법· 대수학

평면해석기하·미적분
최윤식 정음사

1948/07/30 해석기하학개요(解析幾何學槪要) 임창순 서울 청구문화사

1948/08/05 신교육 중등수학 1학년용 정의택 서울 진성당

1948/09/10 초등 셈본 5-1 문교부 문교부

1948/10/10 미분적분학연습(微分積分學演習) 정순댁 외 2명 탐구당서점

<표 Ⅱ-12> 미군정기 우리나라 수학책 일부

9) 교육과학기술부, 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⑤ 수학,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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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셈본 2-1(1946) 초등 셈본 참고서 5-1(1946)

초등 셈본 5-2(1947) 초급 1년의 수학(1947)

[그림 Ⅱ-18] 미군정기 수학교과서 1

1946년도 조선수물연구회에서 편찬한 <중등 신수학>에서는, 미군정청 교육부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수

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교재를 만든 교사-교수들의 모임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1946년 여름

남조선 호열자(천연두) 환자가 10월 28일 현재, 경상남도에 환자 수는 3060명, 사망자는 1535명, 경기도는 환자

수가 1232명, 사망자가 775명으로 기록되어 해방 후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폐에 대해서 5년

간의 인플레 상황이 기록된 내용이 있다.

중등 신수학(1946) 초등 셈본 4-1(1947)

초등 셈본 6-2(1949) 초급 셈본 6-2, 4-2(1949)

[그림 Ⅱ-19] 미군정기 수학교과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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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1947 1947 1947 1947

1947년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간한 <초등 셈본 6학년 2학기>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450.5 km로 표

시하였고, 기차로 가는 시간을 설명하였으며, 청량리에서 경주까지의 거리를 497.9 km, 경주에서 부산까지에 거

리를 115.2 km, 대구에서 경주까지에 거리를 75.9 km, 그리고 비용은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77원, 경주에서 부산

까지 24원, 부산에서 서울까지 91원으로 표기하였으며, 숙박료는 경주에서 이틀 묵는데 80원, 부산에서 하루 묵

는데 50원, 점심값으로 4일 60원으로 기록하였다. 이전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를 비교하면서 인플레이션, 물가지

수 등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현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한동안 우리의 독자적인 교육과정은 없었다. 그러나 중등학교

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학책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49 신제 중등수학 이춘호 서울 연학사

1949 고등대수학(高等代數學) 박경찬 동명사(東明社)

1949 (신교육) 중등수학 : 5년용 정의택 진성당

1952/03/20 중학생 수학공식 및 문제풀이 요령집 문창사 편집부 문창사

<표 Ⅱ-13>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우리나라 수학책

이 중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이춘호의 신제 중등수학(1949)은 해방 후의 교과서로 문교부 검정을 거쳤다.

미군정시대에 시급히 만든 교과과정을 문교당국은 한국전쟁 후 전면 개편하려 했다. 그 결과 1954년에 ‘교육

과정 시간배당 기준령’을 제정하고10), 이듬해 새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11)

10) 문교부령 제35호, 1954년 4월 20일
11) 문교부령 제44호 국민학교 교육과정, 1955년 8월 1일 : 문교부령 제45호 중학교 교육과정, 1955년 8월 1일 : 문교부령 제46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55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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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1947 1947 1949 1949

1949 1947-1956 1952 1952 1952

[그림 Ⅱ-20] 정부수립 이후 수학교과서 (일부)

1950년대 6.25 전쟁 전후의 책은 저작자는 문교부, 발행자는 각 시도 학무국으로 구분하여, 같은 학년의 수학

책도 지역에 따라 지역 학무국 주관으로 발행하였다. 따라서 내용은 비슷하지만 종이의 질이 다른 경우가 많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편집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통 문교부에서 발행한 책

은 지질이 좋고 지역학무국에서 발행한 책은 지질이 낮았다. 그 이유는 UN 한국 재건위원단(운끄라)에서 지원

한 종이가 없어서, 지역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학책을 인쇄하여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6.25 전쟁 이후로는 전

쟁의 아픔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책 말미에 <우리의 맹세> 라는 글이 있는 것을 1957년도 발간된 일반 출판사

책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맹세(1957)
UNKRA지원의 1-1 셈본 (1953) :

교사용지도요령 포함

UNKRA 지원의 인쇄기 도입 후

1-2 산수(1955)

[그림 Ⅱ-21] 6·25전후 수학교과서의 예

1954년 이후의 수학과 교육과정 및 특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논문에서 다루어져왔다. 제1차에서 제7차 교

육과정까지는 논문(신중필ㆍ노영순, 2000)에 자세히 보고되었고, 그 이후의 수학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한 내용은

논문(박한식, 2001)과 최근에 발간된 책 ‘수학교육학 신론(황혜정 외 2016)’ 등에서 자세히 보고되어 본 연구에서

는 간단하게 특징만 보고하고, 이전의 참고 문헌에 소개되지 않은 교과서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1) 제1차 교육과정(1954년 4월 20일; 1955년 8월 1일 공포) 시기 : 1954년 4월 - 1963년 1월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55년 8월 1일 문교

부령 제44호, 제45호, 제 46호로 초등학교육,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각각 공포하였다. 1차 교육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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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60/03 고등학교 신제일반수학 1 오용진 사조사

1960/03/01 산수 4-1 문교부 문교부

1960/07/25 수표(數表) 정영진 숭문사

1960/09/01 산수 5-2 문교부 문교부

1960/09/01 산수 1-2 문교부 문교부

1961/03/01 산수 1-1 문교부 문교부

1961/03/01 산수 4-1 문교부 문교부

1961/09/01 산수 5-2 문교부 문교부

1961/09/01 산수 2-2 문교부 문교부

1961/09/01 산수 3-2 문교부 문교부

1962/01/10 일반수학 정봉협 민교사

1962/01/10 중등수학 2 정봉협·조기환 민교사

1962/08/01 산수 3-2 문교부 문교부

1962/08/01 산수 4-2 문교부 문교부

1963/01/10 중등수학 2 심형필 동국문화사

1963/01/10 신생활 중등수학 3 정의택 서울민중서관

1963/03/01 산수 2-1 문교부 문교부

1963/03/01 산수 3-1 문교부 문교부

1963/03/01 산수 1-1 문교부 문교부

1963/09/01 산수 2-2 문교부 문교부

<표 Ⅱ-14> 제 1차 교육과정 시기 우리나라 수학책

1954 1955 1956 미상 단기 4286 - 1953년

교과중심 교육과정이었다. 1947년 당시의 교수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요시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들어있

는데, 이런 특색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신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생활중심 단원으로 부르기도

했다. 또한 수학용어가 한글화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사용된 수학과 교육과정은 내용 수준이 높고 체계적이

지 못하였으므로 기초 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

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 제정하고 공포한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과 비슷하게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교과 구성에 있어 필수 교과는 동일하고 선택 과목을 달리하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과 각 학교의 개성을 신장시

키는 데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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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1965 1956년 초판, 1965년 판 1956년 초판, 1965년 판

1956 1957 1961 1933 1933 1965

[그림 Ⅱ-22] 제1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1955년까지는 일본의 수학교재의 영향에 미국식 수학교재의 영향이 더해진 시기로 초등교과서에 ‘셈본’과 ‘산

수’라는 제목을 같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2) 제2차 교육과정 (1963년 2월 15일 공포) 시기 : 1963년 2월 - 1973년 1월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의 수립 당시 사회의 비정상성, 체제의 미흡함을 들어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또

한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 유인 우주선 쇼크에 따른 우리 교육에서의 질 향상을 위한, 경험중심 교육과정으

로 개정하게 된다. 새 교육과정은 수학의 체계와 지도 내용 수준의 향상, 논증적 사고의 강화 등의 특성을 보이

고 있으나 개념적인 수준에서 학교 교육을 규정했을 뿐이고, 실제 교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

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1961년까지는 ‘단기(檀君紀元)’를 사용하였으나 5.16혁명 후인 1962년부터는 ‘서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

한 1969년도부터는 수학교과서 책 표지의 다음 장에는 ‘무궁화 그림’, 그 다음 쪽에는 ‘국민 교육 헌장’이 실렸다.

1968 산수 6-2 (1965)

[그림 Ⅱ-23] 제2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서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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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64/01/10 중학교 수학 2 유희세·김명경·김응태 일조각

1964/01/10 중학생의 수학 1 김병희 서울영지문화사

1964/01/10 신생활 중등수학 2 정의택 서울민중서관

1964/01/10 신제수학 1 오용진 사조사

1964/03/01 산수 2-1 문교부 문교부

1964/12/08 중학생을 위한 실력수학 하주용·김사만 서구출판사

1965/05/10 중등수학 2 수학연구회 융문사

1965/06/07 새셈법 주호순 보성사

1965/09/30 완벽기하(完璧幾何) 박정기 계몽사

1966/02/20 중학교 수학 자습서 1 박한식 영지문화사

1967/12 인문계고등학교 수학Ⅰ 송성규 고려서적(주)

1971/03/01 산수 1-2 문교부 문교부

1972/03/01 인문계고등학교 계산기 수학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3/02/10 표준 상업계산 1 오상락·유정옥 실학사

<표 Ⅱ-15> 제 2차 교육과정 시기 우리나라 수학책 (일부)

1963 1964 1965

1967 1969 1971 1972

[그림 Ⅱ-24] 제2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3) 제3차 교육과정 (1973년 8월 31일 공포) 시기 : 1973년 2월 - 1981년 12월

이 시기는 새 수학 전환기로 학생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구성되었고 엄격한 용어와 기호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사교육강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국사과를 독립시키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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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3차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도덕 과목의 중요도를 국어

보다 앞에 두어서 초등학교 교과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9과목이 되었다.

발행연도 서명 저작자 발행소

1975/02/25 수학 Ⅰ의 완성(數學Ⅰ의 完成) 정경진 계몽사

1975/02/25 공통수학의 완성(共通數學의 완성) 정경진 계몽사

1978/01/30 수학 1 박한식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79/03/01 실업계고등학교 수학Ⅰ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03/01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 계산 2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03/01 실업계 고등학교 수학 Ⅱ-1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0/03/01 인문계 고등학교 수학 Ⅰ (상) 정영진·구광조 보진재

1981/07/20 아기다람쥐의 산수공부 박승일 성광문화사

<표 Ⅱ-16> 제 3차 교육과정 시기 우리나라 수학책 (일부)

1973 1975 1977 1978 1979 1979

[그림 Ⅱ-25]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수학교과서 등

(4) 제4차 교육과정 (1981년 12월 31일 공포) 시기 : 1982년 1월 - 1987년 6월

4차 교육과정은 인간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정부의 과외금지조치에 따라 재학생의 과외 교습과 입시 목적

의 학원 수강이 법으로 금지되었다. 당시 국민학교에 통합교과서(교육과정은 각 과목마다 따로 구성)가 도입되

어 초등학교 1-2학년에 바른 생활(도덕+국어+사회), 슬기로운 생활(산수+자연), 즐거운 생활(체육+음악+미술)이

라는 교과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교육과정 전반에서 반공 교육을 강조하여 도덕 교과의 경우 교과서 내용의

50%이상을 반공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 시기 수학(Ⅰ, Ⅱ)은 2종도서로 출판사의 자격 기준을 종래

‘최근 3년간 5종류 이상의 도서를 발행한 실적이 있는 출판사에서 ’매년 10종류 이상의 도서 발행‘으로 개정, 강

화되었고, 합격본은 종당 5종으로 제한했다. 이러한 변환은 검정 도서 정책이 이전보다 크게 수정된 것을 말해

준다. 이때의 수학 교과서는 수학적 구조나 논리의 엄밀성을 무리하게 강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킨다는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문제 해결에 대한 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내용을 삭제 또는 줄여서 엄격한 용어나 기호의 사용을 완화하는 특성을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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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6

[그림 Ⅱ-26] 제4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5) 제5차 교육과정 (1987년 3월 31일 공포) 시기 : 1987년 7월 - 1992년 9월

5차 교육과정은 통합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고 과외금지조치가 해제되었다. 1987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에 맞추

어 제작된 교과서는 1989년에 국민학교 1-3학년, 1990년에 국민학교 4-6학년과 중학교 1학년, 1991년에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1992년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1993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었다. 이

시기의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수학적 활동의 강화, 문제해결의 강화였다. 그러나 입시 중심의 교육 풍

토와 문제 해결 수업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으로 이전의 교육과정과 별로 다른 점이 없었다. 당시 외국에서

는 계산기와 컴퓨터의 활용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1989 1990

[그림 Ⅱ-27]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6) 제6차 교육과정 (1992년 9월 30일 공포) 시기 : 1992년 10월 - 1997년 12월

6차 교육과정은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1994년에 대학입학시험이 기존 학력고사에서 대

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바뀌었으며, 1996년에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1995년에 국민학교 1-2학년, 1996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1997년에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1998년에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1999

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되었다. 지방 교육자치가 부활하면서 지역별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과정이 도입되었

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시, 도 교육과정의 내용이 비슷하여 교육과정 자율의 의미가 퇴색하였고,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바꾸었다. 이 시기의 수학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추론 능력

과 문제해결 능력을 중시하고 수학의 실용성을 강조하며, 계산기와 컴퓨터의 활용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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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6

1997 1997

1997, 1999 1997, 1999

[그림 Ⅱ-28] 제6차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7) 제7차 교육과정 시기 (1997년 12월 30일)

7차 교육과정은 학생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을 설정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1학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후 2년간의 선택중심교육기간에

는 선택교과를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어과에는 보충·심화형을, 수학과와 외국어과에는 단계

형 교육과정을 채택해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수학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단계로 나누고, 각 학년의 교과서는 1학기에는 1을, 2학기에는 2를 붙여서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 7-1은

중학교 1학년 1학기용 수학교과서를 뜻하고, 수학 10-2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용 수학교과서를 뜻한다. 또한,

2004학년도부터는 부분적으로 주 5일 수업제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2006학년도부터는 매월 2, 4번째 토요일을

대상으로 월 2회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기본 방향은 ‘수학적 힘’의 신장으로 개인의 능력 수준과 진로를 고려

하여 수학적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자의 활동을 중시하였다. 수학적 흥미와 자신감을 고양시키고, 계산기,

컴퓨터 및 구체적 조작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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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6년 8월 29일),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7년 2월 28일)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종전까지 전면개정으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 교육과정 개정 체제를 수시개정 체제로

바꾼 뒤 개정된 4번째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수학과 영어의 경우에는 이보다 1년 전인 2006년 8월 29일에 교육

과정의 개편이 있었다. 이 시기의 특징으로는 중학교 1학년의 수학 교과서와 영어 교과서에서 단계형을 없애 통

합하였으며, 수학은 <수학>과 <수학 익힘책>, 영어는 <영어>와 <English Activities>로 교과서를 나누었다.

새로 편찬된 교과서는 2009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2학년, 3학년에 보급되었고,

고등학교에는 2010년부터 보급되었다.

[그림 Ⅱ-2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연도별 적용 학년

2008 수학 익힘책-지학사 등 (다양한 수학책-번역)

[그림 Ⅱ-30] 2006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일부 서적

(9)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2009년 12월에 총론 발표, 2011년 8월 9일 - 수학과 교육과정 발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

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예ㆍ체능을 등급으로 표기하기 않고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기록한다. 국민공통적 성격이 강한 10학년

사회, 도덕 과목을 폐지하여 심화과목에 편입하거나 중3과정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학년군ㆍ교과군을 고려하여

전체 교과 내용을 약 20% 감축했다. 교과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마련해 수업하는 `교과교실제', 쪼개진 시간을

블록(block)으로 모아 집중해 가르치는 `블록타임제' 등도 활성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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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2

[그림 Ⅱ-31]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일부 수학교과서

2011년 8월 9일에 공개된 수학과 교육과정 각론에 따라 만들어진 수학교과서는 2013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

을 대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 수학교과서는 2014년 3월부터 제공되었다.

2011 고등학교 수학교과서 2013 초등학교 수학교과서

[그림 Ⅱ-32] 2011년 이후의 수학교과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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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서는 현재 개발 중이다. 2018년 3월에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에게 새

교과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해방 후의 우리나라 근ㆍ현대 수학교재의 모습을 확인해 보

았다. 이 과정에서 전통 산학을 뒤로하고 서양 수학을 도입하는 과정이 19세기 말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서양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부분, 그리고 1894년 갑오교육개혁 후 우리 말 근대수학교과서(문제집)가 처음

발간되고, 그 후 많은 우리 말 교과서가 발간되었다는 것과,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침략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

고 일제의 식민지로 강제 편입된 후에는 조선총독부의 조선교육령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일본어로 된 수학

책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후 1919년 3ㆍ1 운동을 계기로 군사, 경찰에 의한 강경책을 펴던 조선총독부는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면서 다시 우리말 수학책이 일부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후 미군 군정청 주관으로 수학

교과서들이 발간되었으며, 한국전쟁, 4ㆍ19, 5ㆍ16과 5공화국, 민주화, 국제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약 9차

례의 교과과정 개편이 있었고, 그 시대별로 수학교과서들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그 과정에

서 발간된 수학 교재의 특징을 일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한 필산이 소개되면서부터 시작된 서양수학교육은 개화기를 거치며 전통산학에서 근대

수학으로 점차 넘어갔다. 예를 들어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2011년 8월 9일에 발표된 수학과 교

육과정에 따라 2013년부터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수학교과서는 모든 면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보았다.

본 연구에서 발굴된 많은 수학 교과서들에 사용된 실생활문제 예시들을 시대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는 당

시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덧붙일 사실은 일제의 통치 기간 중 수학을 포함한 대

부분의 주요 사료를 관리한 일제가 물러간 후 또 다시 전쟁을 겪으며 우리는 많은 수학 관련 귀한 사료를 분실

하였다는 사실이다12). 이러한 사료의 미비는 근대수학의 도입과 수용, 그리고 변용과정의 확인을 어렵게 한다.

지금이라도 수학 관련 사료의 발굴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수학사의 빈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윤호 (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교육출판사.

Kang, Y.H. (1973). Mathematics textbooks of late 19th Century, Education Publisher.

김영봉ㆍ김경수ㆍ강병재ㆍ나항진ㆍ박선미 (2008). 신 교육학개론, 서현사.

Kim, Y.B., Kim, K.S., Kang, B.J., Na, H.G. & Park, S.M. (2008). Introduction to Education, Seohyun-Sa.

박영민ㆍ김채식ㆍ이상구ㆍ이재화 (2011). 수학자 이상설이 소개한 근대자연과학: <植物學>,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E <數學敎育 論文集>, 25(2), 341-360.

Park, Y.M., Kim, C.S., Lee S.-G. & Lee, J.H. (2011). Botany: A Modern Natural Science Book written by Mathematician

Sang-Seol Lee, J . Korea Soc. Math. Ed. Ser. 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5(2), 341-360.

박한식 (2001). 수학교육의 회고와 제 7 차 교육과정 및 교직수학 - 제 7 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과서 검정

12)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05/200605100142.html

http://www.chosun.com/culture/news/200605/200605100142.html


이 상 구ㆍ이 재 화ㆍ김 영 구ㆍ이 강 섭ㆍ함 윤 미176

심의와 관련하여,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E <數學敎育 論文集>, 11, 451-468.

Park, H.S. (2001). Retrospective of mathematics education,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Mathematics for Teachers, J .

Korea Soc. Math. Ed. Ser. 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11, 451-468.

설한국ㆍ이상구 (2009). 이상설: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한국수학사학회지, 22(3), 79-102.

Seol, H.-G. & Lee, S.-G., (2009). Sang-Seol LEE: Father of Korean Modern Mathematics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3), 79-102.

손용근ㆍ김채식ㆍ이상구ㆍ이재화 (2012). 19世紀 朝鮮의 화학교과서, 한국수학논문집, 20(4), 541-563.

Son, Y., Kim, C.S., Lee, S.-G. & Lee, J.H. (2012). 19th Century Chemistry Book of Korean Mathematician Sang-Seol LEE,

Korean J. Math. 20(4), 541-563.

신중필ㆍ노영순 (2000). 제 6·7차 고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비교·분석 연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3(2), 83-97.

Shin, J.P. & Ro, Y.S. (2000). A Comparative and Analytic Study on the Sixth and Seventh Curriculum of Mathematics in

High School, J . Korean School Math. Soc., 3(2), 83-97.

이상구ㆍ박종윤ㆍ김채식ㆍ이재화 (2013). 수학자 보재 이상설(李相卨)의 근대자연과학 수용―백승호초(百勝胡艸)

를 중심으로, 韓國數學敎育學會誌 시리즈 E <數學敎育 論文集>, 27(4), 487-498.

Lee, S.-G., Park, C.-Y., Kim, C.S. & Lee, J.H. (2013). Sang-Seol Lee’s manuscript on modern physics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J. Korea Soc. Math. Ed. Ser. 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7(4), 487-498.

이상구ㆍ이재화ㆍ변형우 (2011). 安鍾和의 <數學節要>에 대한 고찰,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25(4), 641-651.

Lee, S.-G., Lee, J.H. & and Byun, H. (2011). A study on An abridged version of the Joseon

Mathematics(Su-Hak-Jeol-Yo), a mathematics book written by Jong-Hwa AN, J. Korea Soc. Math. Ed. Ser.

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25(4), 641-651.

이상구ㆍ함윤미 (2009). 한국 근대 고등수학 도입과 교과과정 연구, 한국수학사학회지, 22(3), 207-254.

Lee, S.-G. & Ham, Y.M. (2009). Korean tertiary mathematics and curriculum in early 20th century,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3), 207-254.

이상구ㆍ홍성사ㆍ홍영희 (2009). 李相卨의 算書 數理, 한국수학사학회지, 22(4), 1-14.

Lee, S.-G., Hong, S.S. & Hong, Y.H. (2009). Lee Sang Seol’s mathematics book Su Ri,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4), 1-14.

이상구ㆍ홍성사ㆍ홍영희ㆍ오채환 (2010). 19世紀 朝鮮의 數學 敎科書, 한국수학사학회지, 23(1), 1-24..

Lee, S.-G., Hong, S.S., Hong, Y.H. & Oh, C.W. (2010).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19th Century Chosun,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3(1), 1-24.

정지호ㆍ심희보 (1987). 개화기의 한국수학교육, 한국수학사학회지, 4(1), 9-23.

Jung, J.H. & Sim, H.B. (1987). Mathematics education of 19th century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4(1), 9-23.

중동학원 (2007). 중동백년사 (1권, 학원사).

Joongdong Hakwon (2007). Hundred years of Joongdong (Vol. 1, History of Joongdong School).

한길준 (2009). 開化期의 算術敎科書에 대한 考察, 한국수학사학회지, 22(4), 83-96.

Han, G. J. (2009). A study on the arithmetic text books of Gwangmu-Yunghee period in Korea,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22(4), 83-96.

황혜정ㆍ나귀수ㆍ최승현ㆍ박경미ㆍ임재훈ㆍ서동엽 (2016). 수학교육학신론, 문음사.

Hwang, H.J., Na, G.S., Choe, S.-H., Park, K.-M., Yim, J.H. & Seo, D.Y. (2016). 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Moonumsa.



한국 근ㆍ현대수학 교재 연구 177

Mathematics Textbook in Korea (1880-2016)

Sang-Gu Lee✝

Department of Mathematics,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E-mail : sglee@skku.edu 

Jae Hwa Lee
Department of Mathematical Finance & Information Statistic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200-702, Korea

E-mail : jhlee2chn@hallym.ac.kr 

Yeung-Gu Kim
Department of Mathematics,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440-746, Korea

E-mail : whawha536@naver.com

Kang Sup Lee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Yongin 448-701, Korea

E-mail : leeks@dankook.ac.kr

Yoonmee Ham
Department of Mathematics, Kyonggi University, Suwon 16227, Korea

E-mail : ymham@kyonggi.ac.kr
13) 

Since modern mathematics textbooks were introduced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arithmetic experts started to 
teach modern mathematics using Arabic numerals at village schools and churches. After the Gabo Education Reform of 
1894, western mathematics education was included in public education and the mathematics textbooks began to be 
officially published. We explored most of Korean mathematics textbooks from 1895 to 2016 including the changes of 
mathematics curriculum through 1885-1905, 1905-1910, 1911-1945, 1945-1948, 1948-1953, 1954-1999, and 2000-2016. 
This study presents the characters of modern mathematics textbooks of Korea since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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