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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인 學部에 의하여 새로운 학교제도가 1895년 조선에 도입되면서 이

를 위한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이 논문은 學部에서 최초로 출판된 수학 교과서인 簡易四則問題集(1895), 近易算

術書(1895), 학부의 의뢰로 李相卨이 편찬한 算術新書(1900) 등 세 권을 조사하여

이들이 교과서의 역할과 함께 서양 수학이 조선에 들어오는 경로중의 하나를 이루

게 된 것을 밝혀낸다. 近易算術書와 算術新書는 20세기에 출판된 조선의 수학 교

과서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19세기 조선 수학 교과서, 學部, 簡易四則問題集(1895년 7월), 近易算術書(上

卷 一, 1895년 9월, 上卷 二 , 1895년 11월), 算術新書(1900년 7월), 李相卨(1870∼

1917), 普通敎育 近世算術(上野淸, 1888), 初等敎育 近世算術(佐久間文太郞, 1889), 明治

算術(新名重內, 1892)

0. 서론

17세기 중엽 중국에서 時憲曆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서양 천문학과 수학이 조선에

들어왔다. Matteo Ricci(利瑪竇, 1552∼1610)와 李之藻(Li Zhi Zao, 1565∼1630)의 同文
算指(Tong wen suan zhi, 1613)를 연구하여 인용한 崔錫鼎(1646∼1715)의 九數略이 
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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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있는 조선 산서로는 최초의 것이다. 이는 후에 여러 산서에 재인용되었다

([27]). 이 논문에서 조선 산학에 관한 史料는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數學編([16]),
중국 산학은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Zhong guo ke xue ji shu dian ji tong hui) 數學
卷(Shu xue juan, [14])을 사용한다. 한편 數理精蘊(Shu li jing yun, 1723)은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에 서양 수학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삼각법을 연구

한 洪大容(1731∼1783)의 籌解需用, 洪吉周(1786∼1841)의 幾何新說, 차근방법을 연구

하여 저술한 南秉吉(1820∼1869)의 緝古演段, 無異解(1855)와 李尙爀(1810∼?)의 借根
方蒙求(1854)와, 기하와 삼각법에 관한 算術管見(1855)이 있고, 마지막으로 趙羲純은

算學拾遺(1869)에서 數理精蘊의 구고술을 확장한다([21], [22], [23], [24], [25], [26],

[27]). 천문학과 관계되는 구면삼각법도 위에서 언급된 저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한편 18세기 말부터 중국에서 재발견된 송, 원대의 산학이 재정리되었다. 특히 朱世傑

(Zhu Shi Jie)의 四元玉鑑(Si yuan yu jian, 1303)이 算學啓蒙(Suan xue qi meng,

1299)과 함께 발견되어 이들을 연구하여, 그들의 수학이 數理精蘊보다 우수하다는 사

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南宋 楊輝(Yang Hui)의 楊輝算法(Yang Hui suan fa, 1274∼

1275), 算學啓蒙, 元 安止齋(An Zhi Zhai)의 詳明算法(Xiang ming suan fa)만 주로 연

구하였던 조선 산학에 19세기 초 四元玉鑑과 함께 秦九昭(Qin Jiu Zhao, 1202∼1261)

의 數書九章(Shu shu jiu zhang, 1247), 元 李冶(Li Ye, 1192∼1279)의 測圓海鏡(Ce
yuan hai jing, 1248), 益古演段(Yi gu yan duan, 1259) 등을 포함한 知不足齋叢書(Zhi
bu zu zhai cong shu)가 들어와 李尙爀, 南秉哲(1817∼1863), 南秉吉등이 이들을 연구

하게 되어 조선의 산학은 다시 전통적인 방향으로 돌아섰다([22]).

한편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새로운 대수학

과 미적분까지를 포함한 서양 수학이 번역된다. 명말 Ricci와 徐光啓(Xu Guang Qi,

1562∼1633), 李之藻 등이 서양 수학 번역을 시작으로, 여러 예수회 신부들이 방대한

번역을 하여 이는 曆象考成, 律呂正義, 數理精蘊을 포함하는 律曆淵源(Lu li yuan
yuan, 1723)으로 집대성되었다. 擁正이후 예수회 신부들은 청나라를 떠나야 했고, 아

편전쟁 이후에야 영국 선교사들이 청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영국 선교사

Wylie(偉烈亞力, 1815∼1887)와 李善蘭(Li Shan Lan, 1811∼1882)은 예수회 신부들과

같이 서양 수학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Mateer(狄考文, 1836∼1908), Fryer(傳

蘭雅, 1839∼1929) 등이 여러 종류의 수학책을 번역하였다. 한편 이들 선교사들은

1830년대부터 신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이후 19세기 말에는 학교와 학생

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과서도 선교사들이 주도

적으로 출판하였다([7], [9]).

일본도 1862년 Wylie가 번역한 책을 가져가 서양 수학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어

서 明治(1868∼1912)대에 신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출판하였다([7], [13]).

19세기말 조선은 매우 급변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1876년 丙子修護條約, 1882년

壬午軍亂, 1884년 甲申政變, 1894년 東學革命, 淸日戰爭, 甲午更張, 1895년 乙未事變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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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친 이 격변의 시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번역된 서양 수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 조선은 외세에 의하여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치는 과정에

서 개화기를 맞았다. 한편 1883년 조선 최초의 관립 영어 교육기관 同文學(通辯學

校, 1883년 8월)이 세워지고, 영국인 Hallifax(奚來百士, 1842∼1908)가 그 해 11월에

부임하여, 영어, 일어, 筆算을 가르쳤다. 海關(稅關) 업무를 위한 학교이므로 간단한

계산법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886년 同文學을 폐교하고, 이어서 育英

公院을 설립하였는데 이 때 Hulbert(1863∼1949)는 育英公院의 학제를 서구식으로 정

하고, 영어, 역사, 과학, 지리, 수학 등을 1891년까지 가르쳤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

독교 선교사들이 배재학당(1885), 이화여학교(1886), 경신학교(1886), 정신여학교(1890)

숭실학교(1897), 배화여학교(1898) 등을 세워 신학문을 가르쳤다. 또 甲午更張 이후에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하면서 신교육을 실시하는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등 각급 관립학교를 설치하고, 교육입국의 詔書를 내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게 되었다([5], [9]).

이 논문의 목적은 신교육을 위한 수학 교과서를 조사하여 19세기 말 조선의 학교

교육과 서양 수학이 유입되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방대한 사료를 수집하여 정리

한 [1], [20]에 들어있는 교과서들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 출판된 교과서를

함께 비교하여, 교과서로의 역할 및 서양 수학이 조선에 들어오는 경로를 밝혀낸다.

사료가 방대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學部 편집국에서 출판한 최초의 교과서인 簡易四則
問題集(1895, [17]), 近易算術書(1895, [18]), 算術新書(1900, [11])로 제한하여 논의를 전

개한다.

논문은 네 절로 나누어, 첫째 절에는 중국과 일본에 서양 수학이 전달되는 과정과

조선 교과서가 주로 번역한 일본 교과서를 택하여 구조적으로 조사한다. 나머지 세

절은 차례로 위의 세 교과서의 내용, 특히 조선의 저자들이 전개한 특징을 밝혀낸다.

이 후에 출판되는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논문에 계속하기로 한다.

1. 19세기 중국과 일본의 서양 수학

1807년 London Missonary Society에 소속한 선교사 Morrison(馬禮遜, 1782∼1834)

이 처음으로 廣州에 들어오고, 이어서 1813년 Miline(米怜, 1785∼1822)이 역시 廣州

에 도착하였다. 한편 1830년 American Board of Commissions for foreign Mission에

속한 선교사 Bridgman(裨治文, 1801∼1861), Abeel(雅裨理, 1804∼1846) 등이 廣州에

도착하였다. 1842년 南京條約이 체결된 뒤 London Missionary Society에 소속된

Medhurst(麥都思, 1796∼1857)가 1843년 상해에 London Missionary Society's Press

(墨海書館)를 설립하여 1849년부터 서양 과학 서적 번역 사업을 시작하였다. 1844년

중국과 미국 사이의 望廈(Wang Xia)條約, 불란서와의 黃埔(Hwang Pu)條約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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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국과 불란서는 중국에서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이어

서 擁正 元年(1723)에 내렸던 금교령을 1846년에 폐지하게 되어 선교 활동이 활발하

게 진행되어 1830∼1848년 사이에 미국 선교사 73명을 포함한 98명의 선교사가 활동

하였는데 1874년에는 436명으로 늘어나고, 또 천주교 선교사도 1870년에는 250명에

이르렀다. 청말 서양 수학 번역을 시작한 사람은 전술한 Wylie이다. 그는 중등교육을

받은 후 cabinet maker로 일하면서 Scotland 장로회에 가입하고 중국에 관심을 두어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墨海書館을 경영할 사람을 구하였는데 그가 발탁되어 London

Missionary Society에 속한 Muirhead(慕維廉, 1822∼1900), Southwell(紹思韋爾, 1822

∼1849)과 함께 1847년 상해에 들어와 墨海書館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1847∼1860,

1863∼1869, 1870∼1877년 등에 걸쳐서 모두 16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그가

받은 수학 교육이나 연구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19세기 가장 많은 업

적을 낸 중국 수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李善蘭을 1852년에 만나게 된다. Wylie는

1853년 數學啓蒙([8])을 출판하였는데 이 때 李善蘭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Wylie에게 수년 동안 배웠다는 金咸福이 발문을 썼는데 李善蘭은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數理精蘊에 기초하여 自然數, 분수, 소수의 사칙연산을 다루고, 비례와 비례배분,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logarithm을 다루었다. 그는 諸等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러 종류의 단위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compound number의 번역이다. 이들

에 대한 사칙연산과 함께 小數와 循環小數도 취급하였다. 諸等數의 문제는 九章算術
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다룬 것과 소수 특히 循環小數는 모두 서양 산

수에서 중요하게 다룬 분야이다. 數理精蘊의 정의와 문제를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서

양 문제들도 첨가하였다. 예를 들어 광속, 음속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있다. 數學啓蒙
은 數理精蘊 이후 최초의 서양 수학이 중국에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는 철저하

게 중국식으로 이를 전개하여 후술할 번역본들과 함께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

고 한자로 숫자를 나타내었고, 사칙연산 기호도 數學啓蒙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1852년 李善蘭과 Wylie 두 사람의 공동 번역이 시작되었다. 먼저 Ricci와 徐光啓가

처음 6권만 번역한 Euclid의 Elements의 나머지 9권을 번역하여 1857년에 출판하였다

([14]). 따라서 數學啓蒙을 저술하면서 李善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어서 두 사람은 미국인 Loomis(1811∼1889)의 Elements of Analytical geometry

and of the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1851, [35])의 번역본 代微積拾級(1859,
[37]), De Morgan(1806∼1871)의 Elements of Algebra(1835, [31])의 번역본 代數學
(1859, [32]) 등을 출판하는데, Wylie의 口譯, 李善蘭의 筆述로 되어있다. 代微積拾級은
문자를 사용하는 대수학, 직선과 원추곡선론을 포함하는 해석기하학, 함수와 미적분학

을 최초로 동양에 소개한 책으로 유명하다. 代數學은 代微積拾級의 이해를 위하여 번

역한 는데,, 두 책 代微積분수를 數理精蘊 형태로 나타내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予

數學De Morgan의 원서의 방법과는 반대로 나타내고, 또 문자를 모두 alphabet을 사

용하지 않고 한자로 나타내어 우리가 읽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李善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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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쓰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전통 수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적은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甲 ,  甲 과 같이 지수와 근호를 사용하여 四元術을 모른 채 저

술된 數理精蘊의 차근방 표현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많은 수학

서적이 번역되는데 특히 華蘅芳(Hua Heng Fang, 1833∼1902)과 Mateer, Fryer 등의

업적이 뛰어나다. 자세한 것은 [7]을 참조한다.

한편 Miline(1785∼1822)이 1818년 Malaka에 세운 英華書院(Anglo-Chines College)

이 1843년 홍콩으로 옮긴 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는 급속히 늘어나

1853년에 이르러 78개 학교(1,200여명 학생), 1875년 800개 학교(20,000여명 학생),

1899년에는 2,000개 학교(40,000여명 학생)에 이르렀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적극적

으로 학교를 세워 1898년 초등학교 1032개교(학생 16,310명), 중등 이상 학교 74개교

(학생 3,819명)를 열었다. 이들을 위하여 교과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Parson(丁韙

良, 1827∼1916), Williamson(韋廉臣, 1829∼1890), Mateer, Allen(林樂知, 1836∼

1907), Fryer, Lechler(利啓勒) 등에 의하여 1877년 益智書會(School and Textbook

Series Committee)를 설립하여 13년 동안 98종의 교과서를 출판하였다([7]).

일본도 19세기 중엽에 서양 학문의 번역이 시작되는데 1856년 2월에 번역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특히 長崎에 설립된 海軍傳習所에서 17세기 중국에서 출판된 서

양수학들을 연구하였다. 1862년 高杉晋作(1839∼1867), 中牟田倉之助(1837∼1916), 五

代友厚(1834∼1885) 등이 상해를 방문하여 Wylie의 數學啓蒙, 代數學, 代微積拾級 등

을 일본에 가져가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서양 수학을 접하게 되었다([7]). 특히 福田

半(1850∼1888)은 Wylie의 책과 함께 Loomis의 원서를 참조하여 1872년 代微積拾級
譯解([36])를 출판하는데 그는 李善蘭과 달리 분수도 현재 기법을 사용하고 대수식의

문자를 한자 대신에 alphabet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13]). 또 De Morgan의 代數學
도 塚本明毅 교정으로 하여 1872년에 출판하였다([32]). 1871년 岩倉具視(1825∼1883)

가 이끄는 사절단이 구미 여러 나라에 파견되는데 이 때 60명의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서양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군사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돌아와 명치 시대 중요한

지도자들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수학도 중국을

통하지 않고 바로 들어오게 되었다.

산술 교과서로 이 논문과 직접 관계가 있는 上野淸(1854∼1923)의 近世算術(1888,
[4]), 新名重內의 明治算術(1892, [6]) 등을 예로 들어 논의를 진행한다. 上野와 新名의

책은 상, 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下卷은 취급되어 있지 않으므

로 이에 대한 논의는 이어지는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두 권 모두 다루는 내용의

순서는 같다. 이들은 모두 19세기 중엽 미국 산술 교과서들의 순서와 일치한다([3],

[4], [6], [15], [28], [29], [30], [34], [38], [39], [40]). 총론에서 간단히 일반론을 다룬다.

19세기에는 자연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整數 혹은 whole number의 번역

으로 完全數라 하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perfect number의 역어인 完全數는 完

數라 하였다. 편의상 이 논문에서는 이 정수 혹은 완전수는 모두 自然數로 바꾸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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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로 한다. 자연수의 표기법과 사칙연산 -上野는 이를 四基法이라 하였다-과 이

들의 성질과 약수, 배수, 素數, 소인수분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上野는 孫子의

연립합동식을 百五減之法이라 하여 간단히 취급-를 다룬 후 분수의 사칙연산, 분수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小數를 도입하여 이들의 사칙연산과 함

께 순환소수를 다룬다. 총론에서 數學과 算術을 정의하고 이어서 定義, 公理, 定理, 原

則, 法則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單位, 數 -名數, 不名數-와 量 -連續量, 不連續量-

을 정의한다. 자연수는 "單位의 若干倍에 상당하는 수"라고 정의하는데 若干倍라는 말

속에 자연수의 개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 이 후에는 단위 1에 1을 더한

2, 2에 1을 더한 3, . . . 등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는 Peano(1858∼1932)의

successor function에 해당되는 것으로 위의 정의보다는 나은 셈이다. 한편 De

Morgan은 그의 The Elements of Arithmetic([33])에서 finite cardinal로 정의한다. 자

연수는 모두 1부터 시작하여 0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만 연산을 할 때는 이를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분수와 소수도 함께 정의하고 무한소수를 不盡數라 하

는데, 上野淸은 循環小數를 취급할 때는 無理數만을 不盡數라 하여 두 정의에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자연수의 표기법으로 전통적인 한자 표기법과 함께 로마 숫자와 함께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하는데 아라비아 숫자 표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횡서로 교과서를 편집하였다. 사칙기호, 부

등호, 괄호 등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산학에서 독립하기 시작한다. 또 기호 ∴ ∵ 등

도 사용한다.

新名重內의 明治算術의 전체 제목은 純正 應用 理論 中等敎育 明治算術로, 그는 자

연수 사칙연산부터 먼저 이론적으로 사칙 모두를 정의하고 가법과 감법, 승법과 제법

은 서로 還原, 즉 역연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등을 모아 이론을 정립한 후에 각

각을 기술하고 있다. 이 방법은 모든 編에 통용되는데 학생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사칙연산은 필산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고, 또 검산 방법을 함

께 논하였다.

明治算術과 달리 上野淸은 사칙에 관한 기본 법칙을 따로 모아 취급하였다. 먼저

교환법칙을 다루는데 이를 현재 방법으로 나타내면        로 도입하고

이에서 를 소거하여     를 얻어내는 것으로 하고 결합법칙은 다음에 도입하

였다. 물론 이들의 증명은 모두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上野淸은 위의 첫 번째

등식에서 를 로 바꾼 것을 감법의 교환법칙이라 하였지만, 이를 통하여 19세기 중

엽 일본의 교과서 저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지수를 도입하여 거듭제곱을 차례로

평방, 입방, 四方, 五方 등으로 불러, 전통 산학의 三乘方, 四乘方 등이 사라지게 된다.

지수법칙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         등을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숫자로 이를 나타내었다. 이 논문에서 문자식은 모두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대치한 것이다.

한편, ≡ mod 9, ≡  mod 11을 이용한 9去法, 11去法 등 검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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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데 이 때 배수의 개념을 도입한다. 자연수의 성질을 다루는 編에서는 주로

약수, 배수의 문제로 시작하여 여러 숫자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취급하고, 素數

를 도입한다. 上野淸은 素數의 집합이 무한인 것을 귀류법에 의하여 증명하는데,

composite number를 複數로 번역하여 이 증명 다음에 도입한다. 그러나 그의 증명에

는 複數는 소인수를 가진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모든 複數 는 보다 작거

나 같은 소인수를 가진다는 사실에서 그런 소인수를 가지지 않으면 素數가 되는 사실

을 “  에서 ÷  이므로 173의 소인자는 17보다 작으므로” 이 보다 작

은 素數가 173의 약수가 아니므로 173은 素數라고 결론지었다.   에서 5는 3보다

큰 5의 소인자이다. 明治算術은 위의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고, 이에 기초한 Sieve of

Eratosthenes 방법을 적용하여 100 이하의 소수를 찾아놓았다. 소인수분해와 함께 수

론을 취급하였다. 上野淸은 소인수분해에서 약수를 구하는데 사용하려고 순열을 도입

하는데 늘어놓는 방법을 變數라 하고 개의 물건을 모두 늘어놓는 순열을 換列이라

하고,   을 換列變數, 개에서 개를 택하여 늘어놓는 순열을 錯列이라 하고,

 ≠을 구하여 놓았는데 이들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물건들을 alphabet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최대공약수는 소인수분해를 사용하여 구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

고 簡法으로 Euclid algorithm을 언급하였다. 서로 소 -互素數라 함-의 개념을 도입하

고, 이들의 간단한 성질, 예를 들어  가 서로 소이고 가 의 약수이면 는 의

약수이고, 두 수를 그들의 최대공약수로 나누면 그 몫은 서로 소인 것을 들어내었다.

최소공배수도 소인수분해를 통하여 구하였다. 이상의 준비를 거친 후 분수와 그 사칙

을 다루었다. 곱셈에 대한 역수를 反商이라는 용어로 도입하고, 분수의 나눗셈

÷   × 로 계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현재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분수들에

대하여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정의하여 이들을 구하였다. 두 기약분수

-已約分數 혹은 最低項으로 이루어진 분수라 불렀다- 

 

에 대하여 


가 


의 약

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 인 것을 이용하여 이들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구

하는데 上野淸은 이 절에서 모든 분수는 기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한 반면

新名重內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는데 이는 기약이 아닌 분수

에는 통용될 수 없는 것이다. 분수에 대하여 교환, 결합, 분배법칙을 다시 언급하였다.

한편 분수의 성질로 흥미 있는 것들은 


  




예를 통하여 들고, 기약분수 

에

대하여 


은 기약이고, 자연수 에 대하여 


도 기약이라는 사실을 증명 없이 사

용하여, 분모가 서로 다른 두 기약 분수 

 

의 합과 차는 자연수수가 될 수 없고,

또 이를 이용하여 


 


 은 자연수)이기 위한 조건이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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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류법을 사용하여 증명하였다. 이 부분도 서로 소인 수들의 성질에서 기약 분수



 

에 대하여 


 

이기 위한 조건이      임을 사용하면 바로 증명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小數를 도입하고 이들의 사칙연산을 다루는데 특별한 것이 없

다. 다만 정해진 유효자릿수까지 승법과 제법을 계산하는 略算法이 흥미 있는 것이고

순환소수와 분수의 관계와 사칙연산을 다루었다. 자연수의 수론에서 이들을 모두 이

해하여야 하는데 자연수에 대한 완전한 준비, 예를 들면 귀납법이 아직 도입되기 이

전이고, 논리적인 증명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술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항목에 단순한 계산 문제와 함께 방대한 양의 응용문제를 첨

가하였는데 이는 서양 교과서와 다른 점으로, word problem을 통하여 수학적 구조를

밝혀내는 동양 수학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많은 종류의 문제가 축적되어왔기 때문이

다. 예를 들면 數理精蘊의 線部의 문제는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자연

수, 분수, 소수 각 편의 마지막 부분에 雜題라는 제목으로 본문에서 취급한 내용을 통

합하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는데, 明治算術은 雜題를 취급하기 전에 예제를 넣어 해결

방법을 알려 주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흥미

있는 것은 數理精蘊에서 사용한 借衰互徵, 즉 가정법(single false position)을 사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1차방정식의 문제들인데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23]). 上野淸은 가정법을 下卷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明治算術이 더 좋은 교과서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

인다. 저자들은 전술한 福田半의 代微積拾級譯解나 De Morgan의 代數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교과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출판된 算術 敎科書들이 대

수학과 구별하려고 하여 음수를 다루지 않고, 또 문자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그대

로 옮긴 上野와 新名의 교과서들은 중등교육의 교과서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De Morgan이 그의 代數學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arithmetic에도 문자를 사용하고

또 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The Elements of Arithmetic에서는

자유롭게 문자를 사용하여 현대수학으로 발전하는데 기초를 이루게 하였다.

2. 簡易四則問題集

중국은 1차 아편전쟁(1839∼1842)후에 南京條約을 맺어 서양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

고, 또 일본은 Perry(1794∼1858) 제독이 1853년 일본에 들어와 1854년 개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를 계기로 서양 문물이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高宗(1864-1907)은 排

外政策을 유지하여 서양에 대한 조선의 문호는 닫혀졌다. 또 丙寅洋擾(1866)와 辛未洋

擾(1871)로 인하여 오히려 그 문호는 더욱 굳게 닫혀졌다. 그러나 운양호사건을 계기

로 하여 丙子修護條約(1876)으로 개항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신문명이 들어오게 되

었다. 전술한 대로 1883년 개학한 同文學(通辯學校)과 1886년에 개교한 育英公院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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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학을 가르쳤다고 하였지만 자세한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1885년의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서양선교사들에 의하여 여러 학교가 세워져 신학문을 가르친 것으로 되어있

지만 이들 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나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도 현재 찾을 수 없다. 예

를 들어 이들이 중등과정이었다면 입학을 위한 초등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사료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甲午更張(1894) 이듬해인 1895년은 조선에서 신교육이 제

자리를 잡게 되는 준비가 이루어진 해이다. 1895년 2월 2일 고종이 교육입국의 詔書

를 반포한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官報는 모두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2]를 뜻

하기로 한다. 같은 해 3월 25일 學務衙門은 學部로 바뀌고 4월1일 학부대신 朴定陽,

協辦 高永喜, 學務局長 李應翼, 編輯局長 李庚稙, 叅書官 趙秉健, 李商在, 洪禹觀 등이

임명된다(관보 4월 3일). 4월 16일 漢城師範學校官制(관보 4월 19일), 7월 19일 小學校

令(관보 7월 22일), 7월 23일 한성사범학교규칙(관보 7월 24일), 8월 12일 小學校敎則

大綱(관보 8월 15일) 등에 의하여 초등교육에 대한 기본 골격을 세웠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먼저 교사 양성을 위한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정한 후에 소학교령

을 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보면 본과는 2년, 속성과는 6

개월 만에 졸업할 수 있게 한 점으로 미루어 매우 급박하게 소학교 교사를 양성하려

고 한 것으로 보인다. 부속 소학교도 尋常科와 高等科로 구분하여 각각 3년을 졸업연

한으로 정하였고, 한성사범학교 직원은 학교장 1인, 敎官 2인 이하, 副敎官 1인으로

하고 부속 소학교 교사로 敎員 3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학교장은 학부의 叅書官이 겸

임하게 되어있다. 小學校令에서 교과서와 관계되는 부분을 인용하면 每週敎授時限은

학부대신이 정하고(14조), 敎科用書는 學部의 편집한 외에도 혹 학부대신의 검정을 經

한 者를 用함(15조)으로 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관한 것은 小學校敎則大綱에 들어있는

데, 제5조가 수학에 관한 것이다. 산술의 목적으로 일용계산을 습득하여 思想을 情密

하게 하고, 생업상에 유익한 지식을 주는 것을 요지로 한다고 하였다. 교과과정에 해

당하는 것으로 尋常科는 먼저 十位 이하의 수에 대한 계산법과 가감승제를 배우고 점

차로 수의 범위를 10,000 이하 수의 범위내의 가감승제와 통상 小數의 계산법을 가르

치는 것도 가하다고 하였다. 初年부터 점차로 도량형, 화폐, 시각의 制를 가르치고 이

를 일용사물에 응용하여 그 계산을 습득하게 한다. 高等科도 위의 세 가지 制를 습득

하게 하고 簡易한 비례문제와 통상 分數 小數를 함께 가르치는데 수업연한에 따라 복

잡한 비례문제도 다룰 수 있게 하였다. 두 과 모두 필산과 함께 주산을 병용하는 것

으로 되어있다. 산술을 통하여 理會力, 즉 理解力을 정밀케 하고 運算의 습득을 통하

여 응용에 自在하여야 하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운산과 방법과 이유를 설명하게

하고 또 암산에 숙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이한 것은 尋常科에서 小數를

먼저 가르치고 이어지는 高等科에서 분수를 다룬다는 것이다. 사칙연산과 도량형, 화

폐, 시간 -이는 諸等數로 취급된다- 의 계산, 비례 등은 모두 전술한 미국 산술 책의

영향을 받은 일본교과서의 순서와 일치하는데 小數와 분수의 순서만 바뀌어 있다. 전

통 수학에서 小數는 길이의 단위인 尺, 分, 釐, 毫와 화폐의 단위 등을 통하여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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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기 때문에 小數 계산이 분수 계산 보다 쉽다고 생각하는데서 이를 통상 小數라

하고, 이 순서를 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성사범학교규칙에는 수업일수 42주,

시간 매주 28시간으로 하고 본과에서는 수신, 국문,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

리, 박물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화학, 습자, 작문, 체조인데, 수학은 산술 및 대수,

기하의 초보와 그 교수법을 다루는 것으로 정하여 있다. 소학교와 달리 數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대수, 기하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하는 17세기에 들

어온 단어이지만 대수는 이곳에 처음 나타나있다. 그러나 6개월 속성과의 과목은 본

과와 같은데 다만 물리, 박물, 화학을 함께 理科로 나타내고 수학은 산술로 제한되어

있고, 역사 지리는 大要, 이과는 大意만 취급하기로 되어있다. 본과는 20∼25세인 자,

속성과는 22∼35세인 자가 지원할 수 있고 입학시험은 국한문과 本國 歷史, 地誌에

通한 者를 검정함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 사범학교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1895년 학부 편집국에서 3권의 수학 책을 발간하였는데 7월에 簡易四則問題集, 9월
에 近易算術書 上卷 一, 11월에 近易算術書 上卷 二를 발간하였다.

이 절에서는 簡易四則問題集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소학교와 사범학교의 학제가

정해지고 또 시행규칙이 각각 8월 12일, 7월 23일에 반포된 것과 또 후술할 취급한

내용으로 보아 이 문제집이 이들 학교 교과서로 편찬되었을 가능성은 떨어지는 편이

다. 시행규칙을 정하면서 함께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범학교 속성과의 입학 지

원 자격인 22∼35세인 자를 생각하면 이들은 이미 간단한 셈법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급한 교사의 충원을 위하여 6개월 수업연한

안에 응용문제의 해결력을 길러 주려고 이 問題集이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수의 구조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교육 제도를 도입하

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어 발간된 近易算術書에 의하여 대치되어 문

제집으로 역할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구성은 加減乘除 四則演算을 다루는 4장과 이들의 四則應用 200문항으로 이루어지

고 마지막에 해답을 넣어 모두 78쪽으로 되어있다. 너무 서둘러서 오자, 탈자가 매우

많다. 특히 지적할 것은 除法의 첫 쪽에서 몫인 商을 모두 高자로 쓰고 있다. 이런 誤

脫字를 교정하여 1907년 發行兼編述者 玄公廉, 初等敎科 簡易四則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판되었다([18]). 저작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다. 조선의 수

학 책으로 四則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책이다. 구조는 사칙연산의 각각을 정의

하고 예제를 세 개 들어 놓고 이어 문제를 가법, 제법은 30문항, 감법, 승법은 31문항

을 들어 놓았다. 예제와 답은 모두 한자를 사용한 숫자로 주어지고 풀이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 필산으로 나타내는데 숫자를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늘어놓고 加減乘法

은 각각 마지막 숫자 앞에 기호   ×를 쓰고 아무 설명 없이 답을 구하였다. 나눗

셈은 제수)피제수(몫 형태의 기호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나눗셈 기호 ÷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문제에서는 연산기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두

수의 和(합)는 얼마, 減하라, 乘하라, 除하라 등으로 나타내어 연산기호로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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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응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덧셈도 바로 한 자리

인 세 수, 두 자리인 세 수와 세 자리 이상의 네 수의 덧셈으로 예제를 주었다.

加法의 문제로 제1∼17문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단순한 덧셈 문제들로 100만

단위까지 포함되어있고, 제18문은 100만 단위의 6배, 제19문은 억 단위의 덧셈 문제들

이다. 제20문은 1872년 영국의 수납세에 관한 문제로 수출입세, 국산세, 인지세, 地稅

와 家屋稅, 所得稅, 郵便稅, 電信稅, 田畓稅, 雜種稅 등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다. 이런

종류의 세제가 조선에 도입된 것은 1910년 이후이다. 이 문제 외에도 除法 제30문은

海關稅를 다루고 영국에 관한 문제들이 簡易四則問題集에 들어있는데 이는 同文學

(1883)에서 필산을 가르칠 때 Hallifax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문제들로 보인다. 제21문

은 조선 8도의 官의 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고, 제23문은 목장의 脊類, 즉 등뼈동물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358마리 말, 290마리 양, 2,315마리 돼지, 168마리 소의 합을 구

하는 문제로 이도 당시 조선에 이 정도의 목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돈의

단위는 모두 元으로 통일하였다. 제28문은 말(斗), 되(升) 홉(合)이 포함되어 있

는 문제이다. 그 나머지 문제는 모두 재산 분배, 은행 문제 등 경제에 관한 문제들이

다. 이와 같은 문제는 사칙문제 모두에 포함되어 있다.

減法은 음수가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항상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문제로 큰 수를 被減數, 작은 수를 減數라 하고 그 차를 殘數라 하고 예제에서

는 이를 餘數라 하고, 또 문제에서는 差라 하였다. 殘數와 餘數는 除法의 나머지로 사

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용어를 통일하지 못한 것을 보면 저자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제1∼11, 14문은 단순한 뺄셈 문제이고, 제12, 13, 17문은      는 주

어진 수)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뺄셈과 덧셈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15∼17문은 덧셈과 뺄셈을 함께 포함하는 문제들이다. 제22문은 지리 문제, 제25,

26문은 풍속과 음속에 관한 것이 들어있고, 제27문은 온도계의 문제인데 화씨를 사용

하고 있다.

乘法은 (實)의 倍(法)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곱을 乘積 혹은 積이라 불렀

다. 이는 전통 수학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제1∼10문은 단순한 곱셈이고,

제11∼13문은 여러 수의 곱과 덧셈과 뺄셈이 함께 포함된 곱셈 문제들이다. 제15, 16

문은 음속, 광속에 관한 문제, 제19문은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관한

문제, 제29문은 지구의 둘레에 관한 문제이다. 제23문은 철도 주식에 관한 문제이다.

모두 word problem이지만 단순한 곱셈 문제이다.

除法은 승법의 還原으로 被除數를 實, 除數를 법이라 하고 몫을 商이라 하였다. 세

예제는 모두 整除되는 경우로 나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러나 제1∼8문은

단순한 나눗셈인데 제6문에 이미 나머지가 있는 경우가 나타난다. 제9, 12, 13, 23, 28

문은   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승법과 제법의 관계를 다룬 것이다. 제10문은 나머

지가 있는 나눗셈    에서 (法), (商), (殘數)을 주고 실 를 구하는

문제이다. 제15문에는 “整除”의 문제, 제16문은 제법을 累減으로 정의한 전통 수학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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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殘數도 함께 구하는 문제이다. 제19문은 지구와 태양사이의 거리와 광속의 문제

이고 제20문은 上野淸의 近世算術의 문제를 인용한 것이다. 簡易四則問題集에도 上野

淸과 新名重內의 明治算術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숫자

를 바꾸었는데 이 문제는 筆耕者를 當役軍, 寫書를 謄寫로 바꾸고 숫자는 완전히 일

치한다(近世算術 p. 25 제24문 참조). 제30문은 햇수는 밝히지 않고 仁川, 釜山, 元山

세 항의 海關稅가 모두 253,737元인데 평균을 구하는 문제이다.

본문 64쪽 중에 39쪽을 할애하여 四則應用으로 모두 word problem 200문항을 다루

었다. 이 책의 제목이 問題集인 이유를 알 수 있다. 단순한 계산이나 1차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연산기호와 계산식, 문자식을 전혀 가르치지 않고 이들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으로 다

루지도 못하여 특이한 것들만 논하기로 한다. 제1문은 本年이 大君主陛下 즉위하신

후 32년, 개국504년, 서력은 기원1895년인데, 陛下 즉위하신 해는 개국 몇 년이고 서

력기원 몇 년인가 이다. 淸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개국 햇수나 서기로 나타낸 것을

묻는 문제로 큰 의미가 있다. 다음해에 建陽 연호를 사용하고 또 그 다음해에 光武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제2문은 갑오년, 즉 1894년 외국 무역의 총액이 1,350,000元이

고 그 중에 수출이 860,000元인데 수입 액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제3문은 지구와 달의

직경에 관한 문제로 단위는 日里로 나타나 있다. 이 문항부터 일본의 단위가 많이 나

타나는데 일본 섬인 俵(4말), 길이의 단위 間, 町 등이 나타난다. 또 제151문부터 같

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均하다”를 사용하는데 이는 明治算術에 자주 나타나며

현재는 일본에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후술할 近易算術書에서 논하겠지만

1895년 學部에서는 上野淸과 新名重內의 책과 함께 佐久間文太郞의 初等敎育 近世算
術(1889, [15])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簡易四則問題集을 저술할 때 이 세 책을 모두

참고하였을 것이 틀림없다.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零條, 零餘, 零餘條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5문부터 나온다. 제6문은 분수 

이 들어있고, 제21문은 소수의 곱셈을 다루고

있으며, 제161, 162문은 利子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64, 169, 170, 177, 197문은 수은의

비중, 지구의 궤도, 수성과 금성의 직경, 해왕성과 태양의 거리와 광속, 火藥을 각각

다루는데 당시에 과학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통적인 산학

에서 넓이와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 나타내었는데, “方里”, 즉 平方里로 하여 구별하였

다.

구조적으로 교과서로 사용되기는 어려웠지만 자연수의 사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제를 모아 놓은 것이 簡易四則問題集이다.

3. 近易算術書

簡易四則問題集이 1895년 7월에 출판되었지만 우리는 소학교나 한성사범학교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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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용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學部 편집국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近易算術書 上卷 一(124쪽)과 上卷 二(224쪽)를 1895년 9월과 11월에 출판하

였다. 전술한 대로 이 책은 新名重內의 明治算術 上卷을 기본으로 택하고, 佐久間文太

郞의 近世算術과 上野淸의 近世算術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저술한 책이다.

明治算術의 上卷 중에서 처음 두 편, 즉 총론과 자연수의 四則을 上卷 一에, 나머지

세 편, 즉 자연수의 성질, 분수, 소수와 순환소수를 上卷 二에 넣었다. 서술한 구조는

미국의 arithmetic 교과서의 구조를 옮긴 일본 교과서 형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모

든 정의, 정리, remark 등을 일련번호를 매겨서 나타내고, 각 절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기술하고 이어서 例題를 첨가하고, 한 編이 끝나면 이를 종합하는 문제들을 모

아 雜題로 정리한다. 明治算術 下卷까지 번역할 예정으로 上卷이라 하였을 것인데 下

卷은 출판되지 않았다.

明治算術의 整數는 전술한 대로 자연수로 바꾸어 기술한다. 明治算術의 약점과 전

개 과정은 2절에서 이미 정리하였으므로 원본과 近易算術書가 다른 점을 논한다. 앞

으로 近易算術書와 明治算術을 각각 간단히 近易, 明治로 줄이기로 한다.

明治의 "한없이"는 "무한"으로 번역하고, 수의 조립에서 1, 2, . . ., 9를 基數라 하는

데 1에서 시작하여 계속하여 1을 더하여 무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無究에 이르니"로

표현하고 이중에서 1∼9를 기수라 정의하였는데 이는 佐久間의 近世算術을 인용한 것

으로서 明治와 上野에는 들어있지 않은 문장이다. 算用數字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

하는데 이는 字劃이 적어 쓰기가 편하여 수학에서 이 숫자로 “演算”한다고 하였다. 明
治의 十進數를 十進法으로 바꾸었다.

자연수의 加法의 정의는 합을 和 혹은 總數라 하였는데 이는 佐久間을 인용하고,

또 덧셈이 도입된 후에 십진법을 각 단위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덧셈의 검

산법 -驗算이라 함- 도 佐久間에서 인용하였다. 明治의 九引驗法은 인용하지 않았다.

예제는 모두 33문항으로서 이중에 제1∼25문은 단순한 숫자 계산인데 제9∼20문은

佐久間의 데 제9인용하였다. 제29∼32문은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데 로 만든 것으로

제29문은 1895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外部 예산(봉급 10,392元, 雜給 753元, 廳費

1,193원, 청사수리비 700元, 여비 1,936元, 재일본공사관비 12,461원, 재미국공사관비

8,000원)의 합계제9구하는 문제이고 제30문은 같은 해 度支部 예산에 관한 데 로 탁지

부 본청비 40,206元, 內閣費 15,030元, 中樞院費 12,230元, 稅關費 58,818元, 管稅司費

43,904元, 徵稅署費 360,798元, 國債 510,845元, 料祿및 恒式未下 519,016元, 貢未下

72,679元, 功臣世錄 1,630元, 兵士恩級 59,369元으로 되어있다. 外部의 예산과 비교하면

흥미 은 단순료이다. 제31, 32문은 吳宖黙이 쓴,8리서 輿載撮要(1894)에서 인용한 것으

로 제31문은 조선 8도의 戶數에 관한 자료의 합, 제32문은 각도의 元帳付田의 면적에

관한 자료의 합을9구하는 문제이다. 이 때 사용한 단위는 結이다. 나머지 문제는 明治
의 문제의제31문은 조선는데 일본 화폐 단위 圓을 모두 조선의 단위 元으로 바꾸었

다. 또 부피 단위 俵, 길이 단위 反 -넓이의 단위로도 사용됨-, 丁(町의 약자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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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日本 里 등도 대체로 조선의 단위로 바꾸고,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日本尺度”라

는 단서를 첨가하여 구별하였다. 곱셈 예제 제61문처럼 丁을 里로 바꾸면서 67.5가 되

어 소수의 곱셈이 포함되게 된 경우도 있다.

減法에 관한 기본 원칙, 즉     ⇔        등을 생략하였다. 佐久間

은 위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법을 정의하였다. 다만 계산법만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용한 검산법을 들고 있다. 예제는 모두 32문항인데 제21문은 漢城의 인

구가 187,402명인데 남자가 123,554명이다. 이 때 여자의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최근

의 조사에 의한다고 하였는데 男女의 성비가 3 : 2로 나와 조사의 신뢰가 떨어진다.

또 제22문은 漢城과 京都의 호수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교환법칙을 加減轉項定則이라

는 이름으로 도입하였는데 加減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덧셈에 관한 교환법칙이다.

이 부분부터 예제는 明治의 것에서 취사선택하고 새 문제를 거의 도입하지 않았다.

乘法의 도입은 明治 대신에 佐久間을 인용하였다. 또 factor를 乘子라 불렀는데 후

에 明治의 용어인 因子를 사용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승법에 관한 기본 법칙은

다시 明治를 인용하여 교환법칙과     , ×   , 분배법칙을 들어놓았다. 두 번

째 부등식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인데, 세 번째 등식은 과의 곱셈을 덧셈

의 累加로 설명하였다. 법칙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교환법칙은 連乘, 즉 여러 항

의 곱셈을 설명할 때 轉項이라는 단어로 나타내었다. 佐久間은 連乘을 累乘이라 하였

는데 明治는 거듭제곱을 뜻하는 것으로 累乘을 도입하였다. 累加를 생각하면 明治의

용어가 타당하다. 나머지 일본 교과서도 모두 같은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 부분을 저

자가 보고 佐久間을 더 이상 인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佐久間은 上野가 近世算術을
저술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上野의 서문에 들어있고, 또 佐久間의 初等敎育 近
世算術에도 上野가 序文을 쓰고 있는데 그의 책이 尋常師範과 中學校 교과서로 저술

되었으나 尋常中學校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워 쉬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初等敎育이라는 제목이 들어있지만 소학교 교과서는 아니다. 또 明治에 들어 있는 거

듭제곱을 近易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다. 가감법과 승법이 섞여있을 때 곱셈 기호 ×

에서 “×”를 반드시 에 딸려있는 “倚添數”라는 개념으로 도입하여 가감법에 곱셈이

우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괄호 용법도 포함되어 있다. 9連數 즉 99, 999 등과 같은

수의 곱셈을 분배법칙을 사용하여 간편셈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용하였는데 明治의 1

連數, 즉 11, 111 등과의 곱셈은 생략하였다.

除法은 累減이나 幾等分으로 도입하고, 승법의 還原으로 설명하고 를 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殘數, 剩餘)가  인 경우에    로 설명하였다. 明治는 이 경우

 ≤  인 것을 원칙으로 들어놓았는데 近易는 이를 생략하였다. 나머지가 있는 경

우, 예를 들어 ÷  

와 같이 표시하고 이를 분의 라고 읽는다고 하였다.

분수를 도입하기 전에 나타난 것인데 전통 산학에서 도입한 命分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나눗셈은 簡易와 같은 방법으로 除數)被除數(몫 형태로 하였다. 예제 제7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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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整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四則雜題라는 제목으로 100문항의 word problem을 모아놓았는데 풀이가 포함되어

있는 예제를 明治에 들어있는 21문항 중에서 近易는 17문항을 들어놓았다. 문제 해결

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택할 방법과 이를 “算式”으로 나타내어 연산을 통하여 답을 구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明治가 다른 책에 비하여 이 부분이 교과서로 뛰어나다. 그림

으로 현상을 나타내고 각 문제에 算式을 들어놓았다. 전술한 대로 사칙연산을 사용하

는 1차방정식의 문제인데 방정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算式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 아니고 연산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2예문에서 복호 ±를 사용하였다.

제5예문부터 數理精蘊에 들어있는 借衰互徵, 즉 가정법이 나타나는데 明治의 “假定”을

“權定”으로 近易는 바꾸어 사용하였다. 제10예문은 盈朒 문제인데 한 解를 구한 후 대

입을 통하여 나머지 解를 구하였다. 100문항 중에 일본 도량형을 바꾼 것과 함께 제

58, 68문은 새로 만들어 넣었다. 明治의 제58문은 삼형제의 나이가 각각 15, 9, 5세인

데 6년 전의 나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수학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와 같은 형태가

簡易에는 들어있다. 또 제68문은 還曆이 들어있어서 새 문제로 바꾸었다.

上卷 二는 자연수의 성질부터 시작된다. 홀수와 짝수를 도입하고 이들이 무한이라

는 것을 "限은 無하다"라고 하였다. 전술한 대로 佐久間의 乘子를 因子數로 다시 도입

하고 이들을 素因子와 複因子로 구별하는데 이들을 각각 素數, 複數라고도 한다고 하

였다. 1도 素數라고 하였다. 배수와 약수의 개념을 도입한다. 素數를 판정하는 방법과

특별한 수 즉 2, 3, 5, 7, 13, 17, 19, 23, 29, 31, 37, 41, 4, 8, 9, 25, 125 등을 약수로

가지는 수들의 조건을 증명 없이 늘어놓았다. 자연수의 factorization을 因子分割法이

라 하고 소인수분해를 언급하였다.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를 도입하고 이를 소인수분해

를 통하여 구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예제에서 Euclid algorithm을 다루었다. 최대공약

수를 이용하는 응용문제도 예를 들어 설명한 후 문제를 들었다. 明治는 "서로 소"의

개념을 "對素數"라는 용어로 도입하였는데 이를 近易는 생략하였다. 최소공배수를 도

입하고 또 구하는 방법을 들었다. 주어진 수들의 소인수분해에서 각 인자의 "最高冪의

連乘"으로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明治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近易는 지수

를 도입하지 않아서 예를 들지 못하고 다만 最高冪의 連乘이 최소공배수라고 하였다.

또 이 항에서 "對素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近易가 비교적 明治를 거의 그대로 번

역하였지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생략하고 번역하였다. 다음 편에서 다룰 분수의 연

산에 필요한 부분만 강조하고 자연수의 구조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분수의 성질과 분수의 사칙연산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

는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다. 분수의 分數倍를 複分數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분수

 에 대하여 " of "( )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약분법, 통분법 등을 도입한 후

분수의 사칙연산을 도입하면서 자연수의 사칙을 참조하라고 하였다. 사칙연산을 모두

다룬 후에 連分數를 다루었다. 2절에서 언급한 대로 분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를 정의하고 이를 구하는 방법을 논하였는데 필요한 기약분수 조건이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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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數 四則雜題도 明治의 15개 예문 중에 13문항을 들었다. 역시 借衰互徵을 사용하

는데 “權定”과 함께 “權道”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제9예문은 “第1群의 三倍는

第2群의 五倍”에서 “의 三倍”가 빠져있다. 또 “第2群과 第3群의 比가 4와 3과 如하고”

라는 조건이 있는데 비례의 개념은 下卷에 도입되는 것이지만 미리 사용하였다. 明治
는 모두 96문항으로 되어있는데 近易는 上野의 近世算術의 문제를 제8, 22, 23, 57, 58,

63, 64, 66, 69, 70, 73, 86∼96문으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明治의 문제를 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小數를 다루었다. 소수를 정수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수를 자세히 말하

여 나타내는 것으로 도입하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두 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方乘에 적합하여 끝자리가 있는 것으로 이를 10分分數의 商

이라 하고, 무한소수는 분수가 10의 方乘에 적합지 못하여 끝자리가 한없이 無窮에

續하는 것으로 無限小數는 모두 循環小數라 하였다. 따라서 明治는 無理數에 대한 개

념이 전혀 없고 소수는 모두 분수에서 생기는 숫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近易도 그

대로 따라서 나타내고 있다. 소수점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分, 厘, 毫, 絲 등을 사용하

여 표시한 소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읽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과 함께 3.035를 3奇

零035로 읽었다. 소수의 四則演算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총론에서 다

룬 不盡小數를 다시 도입하이 無窮도 除法에서 商이 무한히 連續하여 끝나지 못하는

것, 즉 무한소수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소수와 분수의 관계를 논하고, 무한소수의

근사값으로 대치된 것을 () 혹은 ( ) 기호를 붙여서 나타내기로 하였다. 순환소수는

전통 산Y방법은전혀 취급되즉 무한던 것이다. 여러 분모에 대하여 순환은위하고 있는

여 놓았다. 일반으로 분모가 자연수 인 경우은위하는  의 약수가 된다고 하였다.

순환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보이고, 순환소수의 사칙을 다루었다. 乘除法

에 관하여 明治는 乘法, 除法을 따로 다루었는데 近易는 上野의 近世算術을 인용하여

순환소수×유한소수, 순환소수÷유한소수를 계산하고 이어서 순환소수×순환소수, 순

환소수÷순환소수의 계산을 승수와 제수를 분수로 바꾸어 먼저 계산한 방법을 사용하

여 답을 구하였다. 明治의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은데, 上野에는 언급된 두 순환소

수를 모두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은 近易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

수의 略乘 略除 泛積, 泛商法을 다루었다. 泛積, 泛商은 근사값을 뜻하는 것으로, 유효

자리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小數四則雜題는 明治의 30문항 중에서 제26문만 上野의

문제로 대치하였다.

부록으로 日本帝國 貨幣와 度量衡을 모아 놓았는데 일본의 圓을 모두 우리나라의

元으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길이(尺度表)와 거리(里程表)를 구별하였고 넓이는 反別表,

부피는 量數表, 무게는 斤數表로 모아놓았다.

近易算術書는 學部에서 정한 小學校나 漢城師範學校의 교과과정에 따른 것은 아니

지만 신교육을 위한 최초의 교과서로 明治算術을 기본으로 하고, 上野의 近世算術과
佐久間의 初等敎育 近世算術의 장점을 적절하게 취사선택하여 편찬한 것으로 이 후에

나타나는 교과서의 표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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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算術新書

1896년 2월 22일 補助公立小學校規則(관보 2월 25일)과 9월17일 地方公立小學校位

置(관보 9월 21일)를 정하여 공립소학교립소덙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1899년 4월 4일

(관보 4월 6일)립소중학교관제를 반포하였는데 수업연한은 尋常科 4년과 高等科 3년으

로 하고, 지방립소설립하는 중학교는 尋常科만 두기로 되어있다. 교장 한 명, 교관 7명

이하로 되어있어 이수하여야 할 과목들립소비하면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4월 21일(관보 4월 25일) 漢城師範學校의 수업연한을 2년에서 4년으

로 늘리고, 같은 날 새 규칙에 따라 5월 10일에 치를 입학시험립소학한 공고를 내었다.

시험과목은 1895년의 것과 같다. 또 1899년 4월부터 여러 날에 걸쳐서 관보에 다음과

같은 광고가 실렸다:

天文及算學은 爲推測開明之本이라 在各種物理學中에 爲最切及且我而韓人士가 素踈

於此學이기 今擬說校敎育而非先覺이면 無以爲師요 亦無以定立課程이니 仰中外縉神儒

士에 有宿講天-天文은 非舊日災祥之學이오 乃推步之學也라-算之學하고 或游歷外國하

여 窺解奧妙者어던 須惠願本部하여 討究說學牖蒙之方이 幸甚 學部

그 내용은 전통적인 命理學이 아닌 천문학과 산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부족하

므로 누구든지 이에 정통한 사람은 학부로 와서 함께 논의하여 학교를 세워 이 방면

의 발전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광고이다. 1895년 이후에 소학교에 치중하던 학부가

1899년부터 중등교육과 사범학교가 제자리를 찾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의 편찬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學部는 算術新書를 출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

책은 서문이 없는데 반하여 算術新書는 1900년 7월 19일 학부 편집국장 李圭桓이 서

문을 달아놓았다. 이규환은 1900년 5월 16일(관보 5월 18일)에 편집국장이 되었다. 그

는 수학 책은 周髀算經부터 시작하여 李冶의 測圓海鏡과 朱世傑의 四元玉鑑을 들고,

서양산법이 나타난 후 정리와 성질이 밝혀지므로 산학이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의 학자들이 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염려하였는데 마침 經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또 산학에 旁通한 學士 李相卨이 쉬고 있어서 上野淸의 近世算術
을 번역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여 허락을 받아 算術新書를 1,000부 인쇄하여 출

판한다고 하였다. 1896년 2월 22일 成均館敎授兼任成均館長을 의원면직하고 같은 날

한성사범학교 교관에 임명되고 3월 25일 그 직을 그만 둔 李相卨은 1900년 4월 26일,

5월 27일, 6월 19일, 6월 24일, 7월 4일 秘書院郞직에 임명되고, 그 사이 5월 14일 通

信司電話科, 6월 15일, 6월 22일 弘文館侍讀으로 임명되고, 또 6월 28일과 7월 8일에

秘書院郞직을 의원면직한 것으로 관보에 나타나 있다. 같은 李相卨로 보이는데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잦은 이직과 복직을 한 것으로 되어있다. 아마 李圭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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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을 쓸 당시에 의원면직한 상태라서 學士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李相卨은 7월 19일에 다시 秘書院郞으로 임용되었다. 이상설은 凡例에서 上野淸의

近世算術이 심상사범학교와 심상중학교에 상당하는 학교에서 교과서로 적합하게 저술

한 것을 인용하였다. 전술한 대로 簡易와 近易 두 책에서 이미 上野의 책을 인용하였

고, 1896년 李相卨이 사범학교 교관으로 일하고 있을 때 두 책을 사용하였을 것이므

로 그는 이미 上野의 近世算術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近易算術書가
법칙만 주로 취급하고 기본 정리나 성질, 즉 구조에 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明治에
서 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수학의 진보발달을 기망하기 어려워 이 부분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上野의 서문에 산술을 代數, 幾何, 微積分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

비단계로 상정하였으나 李相卨은 다만 代數, 幾何만 언급하였는데, 이 부분을 李相卨

은 그의 數理에서 초보적인 경우를 다루었다([10], [12]). 그러나 한성사범학교의 授業

年限이 4년으로 늘어나고, 또 代數, 幾何의 초보까지 가르치기로 되어있지만 이 부분

은 算術新書에 전혀 취급되지 않았다. 上卷目錄은 [5]를 참조한다. 算術新書도 近易算
術書와 같은 구조로 편찬하였는데 上卷 一, 二 는 모두 144쪽으로 되어있다. 부록으로

英語對譯을 넣어 각 편별로 사용된 용어의 영어를 나열하여 19세기에 사용된 용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있다.

上野의 近世算術에 대하여 이미 논하였으므로, 李相卨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가 원본과 달리 한 부분만 논하기로 한다. 量을 도입하는데 그는 時間과 重力을 예로

첨가하였다. 이와 같이 과학에 관한 것을 많이 예로 들었다. 수학과 산술을 정의하는

데 “夫 學은 智識의 彙類를 指함이요. 術은 作用의 方法을 示함으로 이 둘은 不同하

니”라는 문장을 첨가하여 術을 응용으로 이해하였지만 “근세에 이르러 수의 정리 및

성질을 推論함으로 학문이라 遂稱한다"는 上野의 注로 이었다. 近易에서 定義, 原則,

法則, 定理, 公理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明治의 定義, 公理, 定理의 순서가 타당하나 그

순서를 바꾸어 놓았다. 數의 表示 方法으로 전통적인 산대 표시 방법을 漢法籌式이라

하여 첨가하였다. 앞으로 算術新書는 간단히 新書로 줄이기로 한다.

四則演算을 四基法이라 하고, 필산 방법은 近易의 것을 인용하였다. 범례에서 언급

한대로 李相卨은 예제에서 上野의 것을 많이 버리고 새로운 문제로 대치하였다. 특히

조선에 관계되는 簡易와 近易의 문제들을 많이 재인용하였다. 簡易의 加法 제21문과

新書의 제19문을 비교하면 簡易는 八道의 官의 수의 합을 구하였는데 新書는 이를 京

畿, 湖西, 湖南, 嶺南, 關東, 海西, 關西, 關北의 州郡의 수의 합을 구하는 것으로 바꾸

었다. 近易의 輿載撮要의 문제는 그대로 들어있다. 上野는 일본을 "我邦"으로 불렀는

데, 李相卨은 우리나라를 "我韓"으로 불렀고, 上野, 明治, 簡易, 近易에 들어있지 않은

문제들을 첨가하였다. 李相卨은 다른 책들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減法의 정의에

서 差를 較라고도 한다는 것을 첨가하였는데 그가 數理精蘊을 공부하여 數理([12])를
저술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減法 문제 제19문에서 "我

東이 檀君戊辰부터 現今 개국508년(光武 3년1899년)까지 4228년이니 檀君戊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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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朝 恭讓 末年이 몇 년인가?라는 문제를 넣었는데 檀君戊辰이 기원전 2333년이므로

1899년은 4232년이다. 따라서 문제의 4228년이 잘못되었다. 제20문은 光武 3년 여러

도시에 거류하는 일본인에 대한 통계가 들어있다. 乘法에서 上野에는 九九表가 들어

있지 않는데 李相卨은 近易를 인용하였다. 除法은 乘法의 反法으로 정의하였다. 나머

지 정리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四則을 모두 다룬 후에 近易와 같이 雜題를 넣었

는데 上野에는 明治와 달리 풀이가 포함되어있는 예문이 들어있지 않는데 李相卨은

明治와 近易와 같이 예문을 넣어 “註義算式을 詳論하여 後說하는 諸題의 解釋하는 方

法을 略示하노라”라고 하였다. 李相卨이 師範學校의 교관으로 가르치면서 이의 중요성

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近易의 예문을 포함하여 모두 22문항을 들었는데, 上野는

下卷에서 借衰互徵, 즉 가정법을 도입하였는데 李相卨은 이를 미리 사용하였다. 雜題

제94문은  를 두 변으로 가지는 직사각형에서         의 조건

에서  를 구하는 문제로 2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新書에서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두 번째 조건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95∼98문은 方

陣의 문제로서, 전통 산학에서 方陣은 두 가지 급수 
  



, 
  



로 도입되는데

新書는 전자를 뜻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 雜題 다음에 設問이라는 항목으로 정의 등

을 질문하는 문제를 모아놓았는데 제20문에서 除法의 殘數는 法보다 小함을 示하라,

즉 증명하라고 하여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3편에서 四基法의 定理 및 諸術로 교환법칙(互換定理), 결합법칙, 배분법칙(分配定

理)과 순서구조 등을 다루고, 簡易와 달리 지수를 도입하여 지수법칙을 다루었다. 검

산법으로 9去法과 11去法을 들었지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는 주를 달아놓았는데,

設問에 反例를 찾으라는 문제가 들어있다.

제4편은 자연수의 성질로 먼저 배수, 약수를 다루고, 이어서 諸數의 通性이라는 제

목으로 자연수의 일반 구조를 다루었다. 모든 자연수 는   
  



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6까지 보이고 “以下는 類推”로 끝을 내었다. 기수는 ± ,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 , 5의 배수가 아닌 숫자는 ± ± 등으로 나타내어 ℕ
의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곱수의 1자리는 반드시 0, 1, 4, 5, 6, 9임을 전편에서

취급한 전개식  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 세제곱수의 1자리는 모든 수가 될 수

있음을 같은 방법으로 보였다. 連續數의 곱, 즉 공차가 1인 수열의 곱에 대한 성질과

連續偶數, 連續奇數의 성질을 들었는데 1로 시작하는 連續奇數의 합은 그 項數의 제

곱과 같은 것을 앞에서 들은 ℕ의 성질을 이용하여 세 경우를 보이고, 또 2를 시

작으로 하는 連續偶數의 합은 그 項數의 제곱과 項數의 합과 같은 것도 세 경우를 보

인 후에 “以下同理”라는 말로 끝을 내었다. 등차수열의 합은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문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아직 귀납법도 도입되기 이

전이므로 엄격한 논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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例題16은 4문항 모두 증명을 요구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上野는 1을 素數에서 제외하였다. 素數는 무한집합이고, 또 2가 아닌 素數는 ± ,

±인 것을 보였다. 近易와 달리 지수를 포함하는 소인수분해를 하여 약수(整除

數)를 순열로 찾아내었다. 전술한대로 完數(perfect number)를 도입하고, 
  



이

素數인 경우,  ×
  



이 완수인 것을 증명 없이 언급하였다. amicable pair를 不完

伴數라 하였다. 近易에서는 취급하지 않은 “서로 소”의 개념을 “互爲素數”라 하였는데

雜題에서는 “互素數 되는 수”라 하였다. 李相卨은 雜題 이전에 5개의 예문을 들었는데

이 중에 3문항은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로 그 중 두 문제에서 문자를 사용한 증명을

들어놓았다. 제2문은 두 奇數의 제곱의 합은 제곱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으로, 두 奇

數를 나타내려면 문자가 두 개 필요한데 한 문자만 사용하여, 약간의 문제가 있타내

려대수적 思考로 증명을 시도하였다. 제5문은 上野의 잡제 제81문, 즉 최대공약수, 최

소공배수가 각각 15, 450이 되는 세 수를 구하는 문제로, 上野는 한 解만 구하였다.

李相卨은 다른 한 해를 구하고 이어서 “若是히 問題를 答함도 亦可하요한”라고 하였

는데 나머지 두 해를 구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上野는 두 連續偶數의 세제곱

의 합과 차는 8의 배수임을 증명하라고 하였는데, 李相卨은 이어서 이는 16의 배수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제를 추가하였다. 많은 문제가 증명을 요구하는 것들인데 이 부분

이 전통 산학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5편의 분수의 도입에서 "불연속량은 분수로 常示하기 불능하나 연속량은 분수로

常示하기 可得할지니라"라고 하였는데   

과 무리수를 포함시키면 이는 맞지 않는

것이다. 분수의 종류에서 上野의 已約分數를 己約分數로 잘못 번역하였다. 약분, 통분

을 다룬 후 분수의 사칙연산과 분수 사이의 배수, 약수 등을 다루고 분수의 여러 성

질을 들어 놓았다. 예를 들어 분수를 어떤 정수로 곱하여 최소정수를 얻는다면 그 정

수는 분수의 분모이고 최소정수는 분자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분수는 기약분수라는

조건이 빠져있다. 분수의 대소와 분수의 등식, 즉 비례식의 성질을 들어놓았다. 분수

의 지수법칙, 기약분수의 성질 등을 다루었다. 雜題 전에 예의 풀이를 포함하는 예문

을 近易에서 인용한 것을 포함하는 13문항을 포함시켰다. 제5문은 近易의 제9문으로,

조건 “3배”가 脫字 되었다고 하였는데 李相卨은 같은 문제에서 “3배”를 뺀 문제를 예

로 들었다. 雜題 제40∼42, 44문은 과학 문제로 제40문에서 수은의 비중을 다루는데

簡易는 수은의 비중을 14로 하였는데, 李相卨은 

으로 더 정확한 값을 택하였다.

제46문에서 1899년 學部 예산에 관한 문제로 이를 풀면 學校及補助費 101,646元, 本廳

及 觀象所費 26,561元, 外國留學費 13,120元으로 되어있다.

제6편 小數에서 上野는 무한소수를 循環小數와 不盡小數로 나누어 不盡小數를 無理

數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수의 사칙을 다루었다. 四捨五入法과 필요한 유효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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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까지 계산하는 略乘法, 略除法을 취급하는데 “泛積, 泛商”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雜題 제37∼39문에서 무한급수를 취급하는데 차례로 무한등비급수,    , 

를 나타내는 무한급수의 문제이다.

제7편 순환소수는 近易를 많이 인용한 것을 제외하면 특별한 것이 없다. 예제 46의

제81∼83문은 순환소수를 무한급수로 보아 합을 구하는 문제를 넣었다. 소수점과 순

환소수의 표현에서 점들의 조판이 어려웠었는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5. 結論

1895년 조선은 신교육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소학교에 관한 小學校令은 7월

11일에 정하였는데, 소학교의 교사 양성을 위한 漢城師範學校官制는 4월 16일에 미리

정하였다. 사범학교에서 가르칠 과목에 관한 규칙과 개교일(7월 21일) 등이 7월 23일

에야 정해진다. 한편 소학교의 교육과정 등에 관한 것은 8월 12일에 결정된다.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들이 많았지만 법령이 1895년에 정해진 것을 보면

이들 교육기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 학교의 교사들이 받

은 교육에 대한 정보도 없다. 따라서 1895년 도입된 제도는 충분한 준비 과정이 이루

어지지 않은 채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1880년대 세워진 학교의 교과서에 대한 사

료는 찾지 못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수학 교과서로 學部에서 출판한 簡易四則
問題集(1895), 近易算術書(1895)와 算術新書(1900) 세 권을 조사하였다. 실제로 簡易는
교과서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近易가 최초로 정부에서 출판한 교과서로 규정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시 정해진 여러 학교의 교과과정에 맞추어 편찬한 것이 아니

고 일본에서 출판된 新名重內의 明治算術(1892), 上野淸의 近世算術(1888)에서 이론을

주로 인용하고 佐久間文太郞의 近世算術(1889)을 포함한 세 책의 예제에서 선택하고

일부는 새로 첨가하여 예제를 만들어 편찬한 것이 위의 세 교과서이다. 한자를 두 나

라가 공용으로 사용하여 번역이 매우 쉽게 이루어졌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훌륭한 번역을 이루어내었다. 일본의 교과서가 주로 미국의 arithmetic 교

과서를 번역하여 문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데 충분히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의 교과서임에도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近易는 明治의 이론 부분을 옮기지 않은

반면 上野는 초보자들은 생략하기를 권한 부분까지 新書의 편자 李相卨은 모두 포함

하고 증명을 강조하였다. 소학교 교과서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책을 위

주로 하여 교사들이 정도를 낮추어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전통 산학을 공부한

사람은 수론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음수를 포함한 有理數體를 마음대로 다루

고 고차방정식까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여 가르쳤을 가능성도 있다.

소학교 교사들의 임명이 官報에 나오는데 그들의 이력을 알 수 없다. 이들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數理精蘊(1723) 이후에 처음 나타나는 서양 수학이 조선

에 들어오는 계기가 이들 교과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자연수의 구조에 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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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웠지만 정도가 너무 낮아서 조선의 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을 것으

로 추정된다. 20세기 처음 10년 동안 조선에서 많은 교과서들이 출판되는데 위의 近

易算術書와 算術新書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

음 논문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감사의 글 : 明治 時代에 출판된 일본 교과서를 읽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金嘷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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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Textbooks in the 19th Century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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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95, a ne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Chosu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kBu(學部). They published three mathematics textbooks for the new

system, GanISaChikMunJeJib(簡易四則問題集) and GeunISanSulSeo(近易算術書) in

1895 and SanSulSinSeo(算術新書) in 1900. Investigating these three books, we

show that they played the role of textbooks and gave rise to a pathway of

western mathematics into Chosun. Further they greatly influenced the textbooks

published in the early 20th century Chosun.

Key Words :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19th century Chosun, HakBu(學部),

GanISaChikMunJeJib(簡易四則問題集, 1895), GeunISanSulSeo(近易算術書, 1895),

SanSulSinSeo(算術新書, 1900), Lee Sang Seol(李相卨, 187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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