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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9년 (1905년) 12월5일한국인최초의이학사인유일선이발행한우리나라첫번째

수학 저널인 <수리학잡지 數理學雜誌>가 사료로 최근 수학계에 그 존재를 알렸다. 이

저널은매월 5일발행한정기간행물로 2년정도 (광무10년 6월5일제 7호까지) 발간된후

폐간되었다.발행은유일선에의해 1907년설립된정리사 (精理舍)가위치한서울남대문

근처상동 (尙洞)의 ’수리학잡지사’를통하여이루어졌다. 그내용은근대수학의기초내

용을강론형식으로서술한 ’산술신강의’와 ’산술문제해설’ 및 ’이과 (理科)’로구성되었

다. 본 논문은유일선이발행한한국최초의수학저널 <수리학잡지>의창간호의내용을

분석하고그내용을구체적으로소개하는데그목적이있다.

주제어: 한국근대수학, 최초, 수학저널, 수리학잡지, 유일선.

1 서론

한국에서발간된첫번째수학잡지는한국인최초로수학을전공한이학사로알려진유일선

(柳一宣)이정리사를통하여 1905년발간한 <수리학잡지數理學雜誌>이다.이저널은그간

멸실된것으로알려졌었다. 저자는한국근대수학사의주요사료인 <수리학잡지>를국립중

앙도서관에서발굴하여그내용을구체적으로조사하여보고한다.

*본논문은 2010년동아시아학술원소속리서치클러스터의활동성과임.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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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발행인유일선 (柳一宣, 1879-1937)

그림 1: 수리학잡지표지

1895년 (고종 32년) 1월 7일,고종은세자와대원군 ·종친

및백관을거느리고종묘에나아가먼저독립의서고문 (誓
告文)을고하고이를선포하였다.다음날인 1월 8일에는이

를전국민에게반포하였다.이서고문을홍범 14조라하며,

근세최초의순한글체와순한문체및국한문혼용체의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 한글 체에서는 홍범 14

조를 ‘열네가지큰법’ 이라표기하였다. 14개조목의강령

으로,자주독립의확립,왕위세습제,후빈 (后嬪)의정치불

간여,조세법률주의와예산편성,지방관제의개혁과지방

관리의 권한 제한, 선진 외국의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생명재산보호,징병과군대의양성,광범위한인재

등용이그내용이다. 이중 11조가다음과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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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안의총명한자제를널리외국에파견하여학술과기예를습득한다.

이러한시대상황에서유일선은한성부출생으로일본조합교회의목사인와다세 (渡賴常
吉)의도움으로일본에유학하여 1904년도쿄물리학교를졸업하였다.이과 (수학)을전공한

조선인첫번째대학졸업생이된것이다.졸업후에는잠시도쿄의중앙기상대에서기상학을

연구하다가 귀국하였다. 1905년 일신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이듬해부터 상동청년학원에서

교장 겸 산술 교사를 역임하는 등 교육계에 종사하였다. 유일선은 1906년 전덕기의 주도로

한글로발행되는 《가뎡 (가정)잡지》발간에관여하였다.조선후기에선교사들에의하여서양

수학이 잇달아 도입되었으며, 갑오개혁 이후 근대식 학교가 설립되어 각 급 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교육하였고, 수학교과서도 1900년에서 1911년 사이에 수십 종이 나왔다. 이 시기에

는수학교사로이상설 (李相卨) ·이상익 (李相益) 등이유명하였고, 일제강점후에는최규동

(崔奎東) ·안일영 (安一英) ·유일선 (柳一宣) 등이 교사로 활약하였다 ([5]). <수리학잡지>

를발간한유일선은근대의수학교재인 <초등산술교과서 初等算術敎科書 상하 (1908)>를

저술했다. 초등산술교과서상 ·하권은일본에서인쇄된양장본이다.

정리사 (精理舍,數理專門)라는수리과학출판사및학원 (전문학교)을경영하며한국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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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최초의수학저널인 <수리학잡지>를 1905년 12월창간호부터 1906년제7호까지를발행한

선구자이다. 당시의근대수학교재중 1908년에한글로발간된 <초등산술교과서> 상, 하는

유일선이지은것으로밝혀져있다.이책의내용은간단한정수의사칙연산,분수,약수등에

관하여 독학자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있으며, 저자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은

논리적 사고와 두뇌의 단련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해방 직후 경성대학 초대

이사장과국립서울대학의초대총장 (경성대학부터는 4대)이된청년최규동은유일선의체

계적인근대수학을정리사학원을통하여습득하였다 ([2]). 정리사는정신과 (精神科)와이과

(理科)로교과과목이나눠져있었으며, 정신과에서는심리 ·윤리 ·논리등을이과에서는수

학 ·물리 ·화학등을지도하였다 ([4]).배재학당보통과 (1900. 6)와흥화학교양지과를졸업한

주시경 (周時經)과한성외국어학교한어과 (漢語科)를졸업한장지영 (張志暎) 등이정리사

(精理舍,數理專門)에서 3년간수학과과학을배우고각각 1910년과 1911년에졸업했다1).

유일선은 1908년에는대한학회와기호흥학회에참가하여활발한사회활동을벌였다. 1907

년일본어를가르치는관립한성일어학교의교관으로부임하였고,사립명신여학교 (후에숙명

여학교)와휘문의숙에서교무주임과교장을지내는등개화파교육인으로활동했다.그러나

수학자로청년시절을시작한유일선은한일합병조약이체결된이듬해인 1911년판임관대우

를받는경성부의중부장 (中部長)에임명되었다.일본조합교회가서울에설립한한양교회에

서집사를지냈다.그러나한국인최초의수학분야이학사인유일선은 1913년 ’조선전도론’을

주창한일본조합교회의후원으로재차일본에유학하여동지사 (同志社)대학의신학부에서

신학을다시공부했다. 일본유학을다녀온뒤친일파로활동하며조선총독부의밀정역할을

하였다. 1919년 3 · 1 운동이발생했을때이를진정시키기위해조직된 ‘3 · 1운동진정운동’

에 참가했으며, 1936년 조선총독부 경기도 내무부의 지방과에서 촉탁으로 발령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이듬해심근경색으로사망했다2). 2006년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수록예정자명단중종교부문에모두포함되었다3)([6]). 즉, 한일합방후수학

보다는기독교지도자로활동하며친일에앞장섰다. 1920년대한민국임시정부의기관지인

<독립신문>이 반드시 처단해야 할 7적을 꼽아서 보도했을 때 유일선이 포함되었다. 이런

이유로유일선의근대수학에서의기여에대한조명이그간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1) http://blog.cbkmc.com/blog/index.php?blog_code=sunghwa&category_id=109
2) 전봉관. “[전봉관의 옛날 잡지를 보러가다 30] 최옥희 ·유영혜 ·김상한의 ‘사랑과 전쟁’ - 부잣집 방탕아와
기생, 그질긴연정이부른비극”, 《신동아》, 2007년 12월 1일작성, pp. 590 606. 2007년 12월 12일확인.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조사보고서 II, 869 880쪽)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C%9D%BC%EC%84%A0#cite_note-0

- 3 -



한국최초의수학및과학저널— 數理學雜誌

그림 2: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2.2 수리학잡지원문의분석

광무 9년 (1905년) 12월5일유일선이발행한우리나라첫번째수학잡지인 <수리학잡지 數
理學雜誌>창간호의가격은 1905년당시 10전이었으며, 그목차는다음과같다.

본호목차

발간취지서 - 1엽 (頁)4)

산술신강의 (제1회) - 3엽

서론, 명수법, 기수법, 가법, 감법

산술문제해설 - 13엽

이과 - 19엽

공기, 바람 (風), 화약, 성냥 (柴)5), 우 (牛),

충, 종자발아, 염, 유황, 하류

현상미어 (謎語)6)(제1회) - 25 엽

잡록 7건 - 26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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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간취지서

’발간취지서’가 2쪽, ’산술신강의 (제1회)’ 가 (3∼12쪽)로 ’서론, 명수법, 기수법, 가법,

감법’을포함하고, ’산술문제해설’(13∼18쪽) 이상이수학내용을다루었으며,이과 (19∼24

쪽) 부분은 ’공기, 풍, 화약, 화시 (성냥), 우, 충, 종자발아, 염, 유황, 하류’등을다루었다. 그

외에현상미어 (제1회) 1 쪽과잡록 7건 1 쪽과광고등으로이루어졌다.

수리학잡지의발간취지서의원본내용의일부를보면다음과같다.

수리학잡지발간취지서

세계 (世界)만국 (萬國)을환고 (環顧: 돌아봄)하건대농공 (農工)상무 (商務)와기선

(汽船)8)전신 (電信)과해 (海)육 (陸)군 (軍)술 (術)이일 (日)진 (進)월 (月)보 (步)하여과

장 (誇張)부강 (富强)하니차등 (此等)발달 (發達)의유래 (由來)원인 (原因)을추 (推)구

(究)하면무 (無)비 (非)수리학 (數理學)의공 (功)유 (由)에불외 (不外:어떤한계에서벗

4) 頁 : 머리혈또는책면엽으로읽음

5) 성냥 = 화시 (柴), 柴 : 섶시또는울짱채로읽음

6) 謎語 : 수수께끼,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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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지못함)하니유 (由)차 (此)관 (觀)지 (之)하면수리 (數理)양 (兩)학 (學)은가 (可)위

(謂)세 (世)운 (運)진보 (進步)의기관 (機關)이요민생 (民生)행복 (幸福)의원천 (源泉)

이라수리 (數理)를불구 (不究)하고부강 (富强)을욕 (欲)수 (遂)함은연목구어 (緣木求
魚)와태동 (殆同:거의한가지)하도다.천지 (天地)간 (間)에형형색색 (形形色色)한군

(群)품 (品)만 (萬)휘 (彙:무리휘)가 무 (無)비 (非)수 (數)야 (也)며 이 (理)야 (也)-니 불

(不)학 (學)이면 이 (已)언이와 학 (學)지 (之)인대 수리 (數理)를 필 (必)유 (由)연후 (然
後)에 기 (其)위 (爲)기 (幾)허 (許)수 (數)와하 (何)물질 (物質)을 초 (稍)9)가 (可)득 (得)

지 (知)니 근 (近)자 (自)일용 (日用)사물 (事物)로 원 (遠)지 (至)천체 (天體)지축 (地軸)

의 운행 (運行)변천 (變遷)이 총 (摠)시 (是)수리 (數理)의 소 (所)방 (昉)이니 차 (此)학

(學)의범위 (範圍)가지 (至)광 (廣)차 (且)10)대 (大)하여여 (與)천 (天)지로시종 (始終)

을상동 (相同)하도다.

위의발간취지서를현재우리말로쓰면다음과같이요약된다.

“현재 세계만국의 상황을 돌아보니, 농업-공업-상업과 증기선 (汽船)-전신 (電
信) 및해군-육군의군사기술이하루가다르게발전하여각나라가크게부강함을

자랑하니, 이런 발달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수리학 (數理學)의 공 (功)을 벗어난

것이 없다. 이것으로 보면 수리 (數理), 수학과 이과학 (물리-화학-생물-지리)

이라는두학문분야는세상을발전시키는동력 (기관,機關)이요민생행복의원

천이라말할수있어수리를연구하지않고,부강을추구하는것은연목구어 (緣木
求魚)와마찬가지이다.”

창간호 본론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산술신강의와 응용문제와 그의 해설이 실려 있다.

여기에서본론의내용중일부를원본과현대적의미를살펴보도록하자.원본은아래주소10)

에서확인할수있다. 먼저수리학잡지의시작부분인산술신강의제 1회의첫번째페이지에

실려있는내용과그의현대적의미를설명하고, [그림 4]는실제원본사진이다.

산술신강의 (算術新講義) (제 1회)

7) 증기선

8) 稍 :점점초로읽음

9) 且 : 또차로읽음

10) http://matrix.skku.ac.kr/2009-Album/1906-Math-Journal/1906-Math-Journ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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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편완전수 (完全數)지 (之)계산 (計算)

제 1장서론
(1) 1에 1을병하야 2, 2에 1을병하야 3, 3에 1을병하야 4,와같이점차히하나씩병하야

득한바 1, 2, 3, 4,등을수라칭하나니라.
[의미] 1에 1을더하여 2, 2에 1을더하여 3과같이얻어지는수 1,2 3 들을수라고부른다.

즉, 현대적으로 자연수를 정의한다. 그러나 본문에서 정수와 자연수의 구별 없이 자연수를

정수로이해하고사용하였다.

그림 4:산술신강의원문

(2) 1에반을병하야득한바하나판갓튼 (하나반같은-1과 1/2)
것도역시수나전자와구별하기위하야 1 2 3...등을완전수혹
은 정수라 칭하고 하나판갓튼 수를 분수 (후편에 상론할 것)라
칭하나니라. 고로 다만수라운하면, 정수, 분수를함유한자로

지함이가하니라.

[의미] 1 더하기 1/2 해서얻은수를분수라하고수의정의를

정수 (자연수), 분수를 통칭한다. 그러나 자연수라는 용어는 정

수라는용어로사용되었다.

(3)누층석계 (累層石階)의층수 (層數)를지 (知)코저하면일
층 (一層)을기본으로정하야기 (其)총누수 (總累數)를계 (計)
하고 일포권목 (一布卷木)의 척수 (尺數)를 知코저 하면 일척
(一尺)차 (此)난 현금 (現今)에 사용하는 관례 (慣例)를 기본으
로정하야기총척수 (其總尺數)를계 (計)하나니차 (此)기본 (其
本)즉 (卽)일층 (一層),일척 (一尺)을각기수 (其數)의단위 (單
位)라칭하나니라.

[의미] 책의권수를세거나할때기수 (其數)의단위 1의의미

를설명했다.

(4)자 (玆:이)에마 (馬)가여차 (如此)히○○○○○집 (集)할때에차 (此)를임의 (任意)
로오 (五)필 (匹)이라하거나단 (單)히오 (五)라호창 (呼唱)하나니차 (此)오필 (五匹)은명수
(名數)라칭하고오 (五)난불 (不)명수 (名數)라칭하나니라.

[의미] 오필 (五匹)같이단위를포함하는수는명수 (名數), 단위를포함하지않는수오 (五)

는불명수 (不名數)로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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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此)오필 (五匹)이라하는명수 (名數)는다만필 (匹)수 (數)에만사용하나오 (五)라
하는 불명수 (不名數)는 광 (廣)히 적용 (適用)이 되나니 오 (五)자 (字)하 (下)에 리 (里), 척
(尺), 환 (圜) 등 (等)을 부 (附)하면 오리 (五里), 오척, 오환이라 호창 (呼唱) 할 수 있으니 여
(如)차 (此)한성질 (性質)을 수 (數)의공용 (公用)성이라 하나니라. 연즉 (然則)이하 (以下)
제 (諸)계산 (計算)중에명수 (名數)라도불명수 (不名數)로개용 (改用)함이편리 (便利)하나
니라.

[의미] 단위를포함하는수들의여러가지계산을할때,단위없이불명수만으로모든계산

을하는것이편리함을설명했다.

(6)수 (數)의관한제 (諸)법칙 (法則),제계산 (計算),제성질 (性質)등을연구 (硏究)하는
학문 (學問)을산술 (算術)이라칭 (稱)하나니라.

[의미] 산술이란수에관한여러가지규칙,계산법칙,성질등을연구하는학문이라고정의

하였다.

이어서 ‘수리학잡지창간호’ 의산술신강의제1회내용중주목할만한내용중몇가지를

한자원문과한글음역을함께하여아래에소개한다.

제2장명수법에서는많은수를몇개의문자를이용하여수의명칭을부여하는방법을이

야기했다. 자릿수에따라 1(일), 10(십), 100(백), …, 1000000000000(조)까지의명칭이사용

되었다.

제 2장명수법 (命數法)

(7)일 (一)에일 (一)을증가 (增加)하면일과이 (異)한이 (二)를득 (得)하고이 (二)에일을
가하면일,이와상이 (相異)한삼 (三)을득하나니여 (如)차 (此)히하나씩증가하기를부 (不)
지 (止)하면각각상이한수를무궁 (無窮)히득할지라.연즉 (然則)오인 (吾人)이만약 (萬若)
허다 (許多)한수를사용코저하면기 (其)수 (數)효 (爻)와같은문자를선 (先)습 (習)하여야
할지나연 (然)이나현금 (現今)세계에기수효 (爻)와같은문자를선습한후에수를사용하는
자 (者)유 (有)하뇨부 (否)라. 오인 (吾人)의천 (天)부 (賦)지 (之)능 (能)이여무궁한수를근
(僅:겨우)근십 (十)여 (餘)자로기록 (記錄)함이능 (能)하도다.고로다수의수를근소 (僅少)
한문자로각 (各)기 (其)명 (名)을명하는법을명수법 (命數法)이라칭하니라.

[의미] 몇개의수로다수의수를표현하는방법을소개한다.

(8)일이삼사오육칠팔구를기수라칭하니라. 일 (一)을열번집 (集)하여십 (十)이라칭하
니라 (즉구 (九)에일 (一)을증가 (增加)한것).십 (十)을이 (二)집 (集),삼집,... 십 (十)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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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십, 삼심,... 백 (百)이라칭하나니라. 백 (百)을이 (二)집 (集),삼집,... 십 (十)집하여,
이백,삼백,...천 (千)이라칭하나니라.천 (千)을이 (二)집 (集),삼집,...하여,이천,삼천,...
만 (萬)이라 칭하니라. 만 (萬)을 이 (二)집 (集), 삼집,... 십 (十)집..백집..천집...만집하야
이만, 삼만,..십만...백만...천만...억 (億)이라칭하니라. 억 (億)을이 (二)집 (集),삼집,...
십 (十)집...백집..천집...만집하야이억,삼억,...십억...백억...천억...조 (兆)라칭하나니
라.(조 (兆)이상의명칭은실용 (實用)에부적 (不適)함으로생 (省)략 (畧)함)

[의미] 1,2,3,4,5,6,7,8,9를기본수로하여수의명칭을소개한다.

(9) 자 (玆:이)에 생선 (生鮮)약 (若)간 (干)미 (尾)가 적 (積)퇴 (堆)하엿는데 차 (此)에 수
(數)명을 명 (名)하건데 위 (爲)선 (先)십 (十)미 (尾)로 위 (爲)일급 (一級), 십급 (級)으로 위
(爲)일 (一)속 (束:묶을속)11)하는현금 (現今)관례 (慣例)에의 (依)하여

뭇넛난그릇 두룸넛난그릇 낫마리넛난그릇

팔 (八) 사 (四) 칠 (七)

초 (初)에기 (其)총 (總)미 (尾)수 (數)를십미 (尾)씩작 (作)급 (級)하니낫마리가칠미 (尾)
라차 (此)칠 (七)미 (尾)는낫마리넛난그릇에성 (盛)하고차 (此)에기 (其)총 (總)급수 (級數)
를십급 (級)씩작 (作)속 (束)하니팔속 (束)하고사 (四)급 (級)이라사급은두룸넛난그릇에
성하고팔속은뭇넛난그릇에성 (盛)하니총히팔속 (束)사급 (級)칠미 (尾)라. 차 (此)를갱
(更)히 (八)절에 의하야 팔백사십칠 (八白四十七)미 (尾)라 하나니라. 여차 (如此)히 십개
(個)씩조직 (組織)하는법을십진법 (十進法)이라칭하니라.

[의미] 십진법의소개

(10)우 (右)도 (圖)와같이낫개넛난데, 열 개넛낫데라부서 (附書)치아니하야도최 (最)
우 (右)단 (端)에난낫개넛난데로지 (知)하고기 (其)좌 (左)에는열개넛난데로지 (知)하고
우 (又)기 (其)좌 (左)에는 백 개 넛난데로 지 (知)할지니 연즉 (然則) 수 (數)지 (之)다 (多)과
(寡)의등급 (等級)은전혀기 (其)위치 (位置)에관 (關)하니차 (此)등급 (等級)의위치 (位置)
를 수의 위 (位)라 칭하나니라. 자 (玆)에 우 (右)도 (圖)에 준하야 수 (數)위 (位)를 여 (如)좌
(左)히기 (記)하노라.

11) 束:묶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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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수의자릿수표현을소개한다.

제 3장기수법 (記數法)12)

제3장은 기수법으로 몇 개의 기호를 이용하여 수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를사용하여수를표기하는방법을설명한다. 즉, 아라비아숫자를도입한수의

표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한자 원문과 한글 음역을 함께하여 그 내용

또는 [의미]를소개한다.

(11)근소 (僅少)한기호 (記號)를용 (用)하야여하 (如何)한수 (數)던지기 (記)하는법을
기수법이라칭하나니라.기수를대용하난기호 (記號)는 1 2 3 4 5 6 7 8 9이니차 (此)는상고
(上古)아 (亞)자 (刺)백 (伯)인 (人)13)의사용 (使用)하던것들인데차 (此)를수자 (數字)라칭
(稱)하야세계 (世界)각방 (各邦)에서보용 (借用)하는것이라. [무 (無)]하다는어 (語)를대용
(代用)하는기호 (記號)는 [0]이니차 (此)를 [영 (蕶)]혹은속 (俗)에 [공 (空)]이라호창 (呼唱)
하나니라.[0]도역시 (亦是)수자 (數字)로동시 (同視)하야사용 (使用)하나니전자 (前者)구
(九)개 (個)수자 (數字)와구별 (區別)하기위 (爲)하야전자구개의수자를실수 (實數)자 (字)
라칭하나니라.

[의미] 영 (0)과아라비아숫자를소개하였다.

(12)명 (命)한수 (數)즉 (卽)칠 (七)천 (千)팔 (八)백 (百)사 (四)십 (十)삼 (三)을수자 (數字)
로기 (記)하랴면초 (初)에일 (一)십 (十)백 (百)천 (千).....등 (等)을자 (自)우 (右)로지 (至)좌
(左)하야14) 횡 (橫)렬 (列)로 기 (記)한 후 (後)에 천 (千)위 (位)하 (下)에 7, 백 (白)위하에 8,
십 (十)위하에4,일 (一)위하에 3을기 (記)하나니라.

12) 원문에는제2장으로되어있음 : 3장의誤字 (오자)로판단됨

13) 아라비아인

14) 우에서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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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千) 백 (百) 십 (十) 일 (一)
7 8 4 3

이니라.만약 (萬若)명 (命)한수 (數)가칠 (七)천 (千)사 (四)십 (十)삼 (三)이면백 (百)위 (位)
에수가무 (無)하니차 (此)무 (無)하다함을 0으로대용 (代用)하야여 (如)좌 (左)히기하니라.

천 (千) 백 (百) 십 (十) 일 (一)
7 0 4 3

여차 (如此)한기 (記)법 (法)으로숙련 (熟練)하거던일 (一)십 (十)백 (百)천 (千).....등 (等)을
생략 (省畧)하야직접 (直接)이기 (記)함이가 (可)하니라즉, 사만육천사십구를 46049하게
기 (記)함.

[의미] 아라비아숫자의표기방법을소개하였다.

(13) 수자 (數字)로 기 (記)한 수 (數)를 독 (讀)하랴면 자 (自)우 (右)로 지 (至)좌 (左)하야
일 (一)십 (十)백 (百)천 (千)만 (萬).....등 (等)을 호창 (呼唱)하면서 만 (萬), 억 (億), 조 (兆)등
위 (位)하 (下)에만 (萬),억 (億),조 (兆)등을기 (記)한후 (後)에최 (最)좌 (左)단 (端)에서시
(始)하야 각위 (各位)에 상당 (相當)한 명칭 (名稱)을 의 (依)하야 독 (讀)하니라. 가 (假)령

(令) 728915409는 와 갓치 기 (記)하야 칠억이천팔백구십일만오천사십구라 독
(讀)하나니라. 여차 (如此)한법 (法)으로숙독 (熟讀)하거던기수 (基數)의우 (右)단 (端)에
셔지 (至)좌 (左)하야사 (四)위 (位)마다타 (打)점 (点)(,)하야점 (点)좌 (左)방 (傍)의수 (數)
가만 (萬),억 (億),....등으로요 (料)량 (量)하고전 (前)법 (法)과갓치기 (起)좌 (左)지 (至)우
(右)15)하야독 (讀)함이가 (可)하니라.

[의미] 아라비아숫자를읽는방법을소개하였다.

이어서관련예제를답과함께아래와같이제시하였다.

예제 (例題)제일 (苐一)

(1)16) 여 (如)좌 (左)히명 (命)한수 (數)를수자 (數字)로기 (記)하라.
오만십팔, 사십만팔천구백칠, 이억사천이백사

답 50018, 408907, 200004204 (오만십팔을아라비아숫자 50018로쓰는문제임)

15) 좌에서우로

16) 처음아라비아숫자로번호매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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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 (如)좌 (左)히기 (記)한수 (數)를독 (讀)하라.
2724001, 2997800, 100007210
답 이백칠십이만사천일, 이백구십구만칠천팔백, 일억칠천이백십 (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문제임)

(3)오위 (五位)수 (數)중에최대 (最大)한수와팔 (八)위 (位)수 (數)중에최소 (最小)한수를
기 (記)하라.
답 99999, 10000000 (5자리숫자중가장큰수와 8자리숫자중가장작은수를적는문제

임)

(4) 9,6,1,0의사 (四)개 (個)활자 (活字)가유 (有)하니차 (此)사 (四)개 (個)자 (字)를여하
(如何)히병 (竝)열 (列)하여야최소 (最小)수를득 (得)하게나뇨
답초 (初)에 0,기 (基)우 (右)에 1 6,우 (又)기 (基)우 (右)에 9를전 (轉)도 (倒)하야치 (置)

하면 (0166:오기)0169이라연 (然)이나최 (最)좌 (左)단 (端)에 0을치 (置)하는기 (記)법 (法)
은의미 (意味)가무 (無)함이니기실 (其實)은 (166:오기)169이라. (4개의수 9, 6, 1, 0을나

열하여가장적은수 (169) 를만들라는문제임)

제 4장가법 (加法)

제4장은 덧셈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가법에 대한 소개이다. 즉, 상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덧셈의원리를단위별로 1단위씩병 (더하기)하는방법으로덧셈을소개한다.몇가지덧셈의

규칙을제시하며세로셈을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생활속예제를통하여덧셈의사용예를

소개하였다.그내용중몇가지를아래와같이꼭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한자원문과한글

음역만을함께하여소개한다.

(14)17) 자 (玆)에 상등 (相等)한 단위 (單位)로 조성 (組成)한 도 (桃)가 7개 (個)와 5개가
유 (有)하니 차 (此) 7개를 조성 (組成)한 7단위 (單位)에 5개를 조성한 5단위들 1단위식 병
(竝)하야 8단위, 9단위, 10단위, 11단위, 12단위즉 12개를구하는법을 7에 5를가 (加)하는
법이라 칭 (稱)하나니라. 고 (故)로 가법 (加法)의 일반 (一般)정의 (定義)을 시 (示)하면 이
(二)과 (顆:낱알)의수 (數)나이과 (顆)이상 (以上)의수 (數)나기 (其)제 (諸)수 (數)의단수
(單數)을총 (總)집 (集)하야타 (他)일과 (一顆)의수 (數)를구 (求)하난법 (法)을제 (諸)수

17) 원본에서번호표기가아라비아수로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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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의 가법 (加法)이라 칭 (稱)하고 기 (其)수 (數)를 전 (前)제 (諸)수 (數)의 화 (和)18)라 칭

(稱)하니라.
(15)상가 (相加)하다하는부호 (符号)는 (+)이니차 (此)를가표 (加票)라칭 (稱)하나니라.

가령 (假令) 7+5는 7에 5를가 (加)하다함이라.
(16) 상등 (相等)하다 하는 부호 (符号)는 (=)이니 차 (此)를 상등 (相等)표 (票)라 칭 (稱)

하나니라. 가령 (假令) 7+5=12는 7과 5의화 (和)가 12와상등 (相等)하다함이라.
(17) 758, 4409, 2456, 3243의사 (四)수 (數)를가 (加)함에는여 (如)좌 (左)한법칙 (法則)

을의 (依)하라.

  
   
   
   
  

 
    

[법칙]
(1)동위 (同位)의숫자 (數字)층층 (層層)이종렬 (縱列)하도록제 (諸)수 (數)를기 (記)하

고최저 (最低)에횡선 (橫線)을획 (劃)하라.
(2) 우 (右)단 (端)의 종렬 (縱列)숫자 8,9,6,3을 상가 (相加)하야 득 (得)한바 26의 6은 기

(其)횡선 (橫線)하에서 (書)하고 2는기 (其)좌 (左)린 (隣)에 [..]하게진 (進)하라.
(3)기 (其)좌 (左)린 (隣)종렬 (縱列)의열 (列)수 (數) 5,0,5,4,[..]을상가 (相加)하야득 (得)

한바 16의 6은기 (其)횡선 (橫線)하에서 (書)하고 1은전 (前)법 (法)과갓치기 (其)좌 (左)린
(隣)에 [..]하게진 (進)하라.여차 (如此)한법 (法)을연속 (連續)하야최종 (最終)에 10866을
득 (得)하니차 (此)가제 (諸)수 (數)의총 (総)화 (和)니라.

(18)우 (右)화 (和)의정오 (正誤)를험산 (驗算)하랴면각종렬 (縱列)의숫자를자 (自)하
(下)지 (至)상 (上)하야가 (加)함이가 (可)하니라.만약 (萬若)전 (前)운 (運)산 (算)이자 (自)
하 (下)지 (至)상 (上)하엿스면험산 (驗算)에는자 (自)상 (上)지 (至)하 (下)하니라.

예제 (例題)제이 (第二)

(1)여 (如)좌 (左)한각 (各)군 (群)의화 (和)를구 (求)하라.
7567+4005+2748+5678, 10078+2756+46749+1779, 17914+28904+2007+272,

18) 합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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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答) 19998, 61362, 49097 (덧셈문제)
(2) 갑 (甲)을 (乙) 양인 (兩人)이 일 (一)점 (点)에 출발 (出發)하야 정반대 (正反對) 방향

(方向)으로 갑 (甲)은 사 (四)백 (百)육 (六)십 (十)이 (二)리 (里)를 행 (行)하고 을 (乙)은 삼
(三)백 (百)육 (六)십 (十)오 (五)리 (里)를 행 (行)하엿다하니 양인 (兩人)의 상 (相)거 (距)가
기 (幾)하 (何)리 (里)뇨19).
답 (答)팔 (八)백 (百)이 (二)십 (十)칠 (七)리 (里) (462 + 365 = 827라는답을구하는문장

문제)
(3)사십 (四十)오 (五)간 (間)되는지 (池)변 (邊)에일 (一)간 (間)식격 (隔)20)하야식목 (植

木)한다하니기 (其)총 (總)주 (珠)수 (數)기 (幾)하 (何)뇨.
답 (答)사십 (四十)육 (六)주 (珠)
(4)모 (某)여객 (旅客)이 갑 (甲)지 (地)에서 출발 (出發)하야 을 (乙)지 (地)에 여행 (旅行)

할새 제 (第)일 (一)일 (日)에 팔십 (八十)리 (里), 제 (第) 이일 (二日)에 구십 (九十)이 (二)리
(里), 제 (第)삼일 (三日)에 백 (百)이 (二)리 (里)를 행 (行)하고 오히려 을 (乙)지 (地) 린 (厸:
이웃린)21)지사십 (四十)팔 (八)리 (里)가여 (餘)하였다하니양 (兩)지 (地)의거리 (距離)가
기하 (幾何)리 (里)뇨.
답 (答)삼백 (三百)이십 (二十)이 (二)리 (里)

제 5장감법 (減法)

제5장은뺄셈하는방법을설명하는감법에대한소개이다. 즉, 뺄셈의원리를단위별로 1

단위씩취 (빼기)하는방법으로뺄셈을소개한다. 몇가지뺄셈의규칙을제시하며세로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 예제를 통하여 뺄셈의 사용 예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 원문과 한글 음역만을 함께하여

소개한다.

(19)자 (玆)에상등 (相等)한단위 (單位)로조성 (組成)한도 (桃:복숭아도)가 7개 (個)와
5개 (個)가 유 (有)하니 차 (此) 7개 (個)를 조성 (助成)한 7단위 (單位)에셔 5개 (個)를 조성
(組成)한 5단위 (單位)를 1단위식취 (取)하야 6단위, 5단위,4단위,3단위, 2단위즉 (卽) 2개
(個)를 구 (求)하는 법 (法)을 7에서 5를 감 (減)하는 법 (法)이라 칭 (稱)하나니라. 고 (故)로

19) 얼마인가?

20) 隔 : 사이뜰격

2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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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법 (減法)의일반 (一般)의정의 (定義)을시 (示)하면대수 (大數)에셔소수 (小數)를조성
(組成)한 단위 (單位)수 (數)만콤 취 (取)한 잉여 (剩餘)를 구 (求)하는 법 (法)을 감법 (減法)
이라 칭 (稱)하나이라. 차 (此) 대수 (大數)를 피 (被)감 (減)수 (數), 소수 (小數)를 감 (減)수
(數)기 (其)잉여 (剩餘)를차 (差)라칭 (稱)하나니라.

(20)감 (減)하다하는부호 (符号)는 [−]이니차 (此)를감표 (減票)라칭 (稱)하나니라.가령
7 − 5는 7에서 5를감 (減)한다함이라.

(21)456에서 349를감 (減)함에는여 (如)좌 (左)한법칙 (法則)을의 (依)하라.


  
  

  

[법칙 (法則)]
(1)초 (初)에피감수 (被減數)를서 (書)하고기 (其)하 (下)층 (層)에동위 (同位)의수 (數)

에종렬 (縱列)하도록감수 (減數)를서 (書)하고기 (其)저 (底)에횡선 (橫線)을획 (劃)하라.
(2) 6에셔 9를 감 (減)할 수 업는 고 (故)로 기 (其)피감수 (被減數)좌 (左)린 (隣)5에셔 일

(一)을퇴 (退)하야 10을작 (作)하라. (3)10에서 9를감 (減)하야기 (其)차 (差)1과전 (前)의
6과합 (合)하야 7을기 (其)횡선 (橫線)하 (下)에서 (書)하라. (4)차 (次)에 5에서 4를감 (減)
할터인데차 (此) 5는전에 1을퇴 (退)하엿는고로기 (其)실 (實)은 4라고로 4에서 4를감 (減)
한즉기 (其)차 (差)는무 (無)하니 0으로기 (其)횡선 (橫線)하 (下)에서 (書)하라. (5)종 (終)
에는 4에서 3을 감 (減)하니 기 (其)차 (差)가 1이라 연 (然)즉 횡선 (橫線)하에 107이 456과
349의차 (差)이라. (22)우 (右)차 (差)의정오 (正誤)를험산 (驗算)하랴면감수 (減數)와차
(差)를가 (加)하야기 (其)화 (和)가피감수 (被減數)와상등하면정 (正)산 (算)이니라.

예제 (例題)제삼 (第三)

(1) 여 (如)좌 (左)한 각 (各)군 (群)의 차 (差)를 구 (求)하라. 1708 − 439, 56000 − 2756,
9008 − 7081

답 (答) 1269, 53244, 1927.
(2)모 (某)수 (數)에삼백 (三百)팔십 (八十)이 (二)를가하니기 (其)화 (和)가사 (四)천 (千)

이십 (二十)구 (九)라모수 (某數)가기하 (幾何)뇨.
답 (答)삼천 (三千)육백 (六百)사십 (四十)칠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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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某)지 (地)점 (点)에서동 (同)방 (方)일직선 (一直線)상에갑을 (甲乙)양 (兩)지 (地)
가유 (有)하니모 (某)점 (点)에서갑 (甲)지 (地)까지는삼백 (三百)팔십 (八十)사 (四)리 (里)
요을 (乙)지 (地)까지는구 (九)백 (百)사십 (四十)구 (九)리 (里)라하니갑 (甲)을 (乙)양 (兩)
지 (地)의거리 (距離)가기하 (幾何)리 (里)뇨.
답 (答)오 (五)백 (百)육십 (六十)오 (五)리 (里)
(4)십 (十)오 (五)세 (歲)되는아해 (兒孩)의부 (父)의연령 (年齡)은오십 (五十)팔 (八)세

(歲)라하니부 (父)기 (幾)세 (歲)에차 (此)자 (子)를생 (生)하엿나뇨.
답사십 (四十)사 (四)세 (歲)시 (時)

본문에 포함된 두 번째 유형으로 산술문제의 해설이 있다. 실제 가법과 감법을 사용하여

계산가능한문제와그의해설이담겨있다.일례로첫번째문제의현대적표현과해설을살펴

보자.

산술 (算術)문제 (問題)해설 (解說) 주의 자 (玆)에 게 (揭:높이 들 게, 걸 게, 질 갈, 세울
걸)출 (出)한문제 (問題)는전 (前)강의 (講義)와연락 (連絡)한것이아니요간 (簡)이 (易)한
산술 (算術)의지식 (知識)이유 (有)한자 (者)를위 (爲)함이라고 (故)로전 (前)강의 (講義)
에 속 (屬)한 문제 (問題)는 기 (其)정도 (程度)에 적당 (適當)하게 추후 (追後)갈 (揭)출 (出)
호리라.

(1)모수 (某數)에셔이십 (二十)오 (五)를감 (減)한것과백 (百)십 (十)에서모수 (某數)이
(二)배 (倍)를감 (減)한것과상등 (相等)하다하니모수 (某數)가기하 (幾何)오.

현대적표현: 어떤수에 25를뺀것과 110에서어떤수의 2배를뺀것이같을때어떤수를

구하시오. 즉 현대적대수표현은다음과같은방정식를만족하는를구하는문제인것이다.

산술문제의예제가생활속에서찾아실용적인수학을주장한다.그러나풀이과정을살펴보면

나눗셈을이용하는등이잡지의성격은교과서가아닌수학적개념을서술하는데목적이있고

독자들은이미기본적인사칙연산의개념을이해한것으로간주하여서술한것이라사료된다.

다음이이문제에대한해설이다.

해설 (解說)

차 (此)문제 (問題)를해명 (解明)하기위 (爲)하여

피감수 (被減數) −감수 (減數) =차 (差) ——- (제 (第)일 (一)식 (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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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차 (如此)한식 (式)을인 (因)용 (用)하여본 (本)문제 (問題)를해 (解)하리라.
본 (本)문제 (問題)의모수 (某數)에서 25를감 (減)한다함을

[모수 (某數)] − [25]여차 (如此)히대용 (代用)하고

모 (某)결과 (結果)가백 (百)십 (十)에서모수 (某數) 2배 (倍)를감 (減)한다함을

[110] − [모수 (某數)2배 (倍)]여차 (如此)히대용 (代用)하면

연 (然)즉 (卽) [모수 (某數)] − [25] = [110] − [모수 (某數)2배 (倍)] 차 (此)식 (式)이 제 (第)
일 (一)식 (式)과상등 (相等)함이명백 (明白)하니라.
제일식의관계 (關係)를갱 (更)히여 (如)하 (下)히변형 (變形)하면

피감수 (被減數) =감수 (減數) +차 (差) ————– (제 (第)이 (二)식 (式))

고 (故)로전 (前)식 (式)도제 (第)이 (二)식 (式)의형상 (形狀)으로변 (變)하니

[모수 (某數)] − [110 −모수 (某數)2배 (倍)] + [25]

라즉 (卽)모수 (某數) = 110 −모수 (某數)2배 (倍) +25

우 (又)모수 (某數) = 110 + 25−모수 (某數)2배 (倍)
우 (又)모수 (某數) = 135−모수 (某數)2배 (倍)
차 (此)식 (式)좌우 (左右)편 (便)을이전 (移轉)하니

135−모수 (某數)2배 (倍) =모수 (某數)

차 (此)식 (式)이제일식과동 (同)형상 (形狀)인고 (故)로갱 (更)히제이식의형상 (形狀)으로
변 (變)하니

135 =모수 (某數) +모수 (某數)2배 (倍)

우 (又) 135 =모수 (某數)3배 (倍)(즉 1배 (倍) + 2배 (倍) = 3배 (倍)
135가모수 (某數) 3배 (倍)와상등 (相等)한고 (故)로모수 (某數)는 135÷3 = 45라.

마지막으로본론에포함된내용은제목이숙제 (宿題)로일종의퀴즈형식으로독자들에게

풀이를제시하지않는산술문제를제시하였다.제 1호에제시된숙제는 2문제로아래와같다.

숙제 (宿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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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금 (債金) 약간 (若干)을 약간 (若干)월 (月)간 (間)에 환 (還)보 (報)하는데 초 (初)삭
(朔)에는십환 (圜)을환보 (還報)하고기 (其)후 (後)매 (每)삭 (朔)팔 (八)환 (圜)식평균 (平
均)히환보 (還報)하면오히려이 (二)환 (圜)이잉여 (剩餘)하고만고 (萬苦)초 (初)삭 (朔)에
이십환을환보 (還報)하고기 (其)후 (後)매 (每)삭 (朔)칠 (七)환 (圜)식환보 (還報)하면오히
려삼 (三)환 (圜)이잉여 (剩餘)하다하니채금 (債金)의총액 (總額)이기하 (幾何)오. 현대적

표현:월초에 10환을지급하고매보름날마다 8환씩채금하면 2환이남고월초에 20환을지

급하고매보름날마다 7환씩채금을지불하면 3환이남을경우지불된총채금은얼마인가?

(7)갑 (甲)촌 (村)과을 (乙)촌 (村)간 (間)에소 (小)구 (丘)가유 (有)하니갑촌과차 (此)소
(小)구 (丘)를 월 (越)하야 을 (乙)촌까지의 거리는 삼십 (三十)육 (六)간 (間)이라. 금 (今)에
일인 (一人)이갑촌에셔을촌에달 (達)하는데칠 (七)분 (分)간 (間)을비 (費)한다하니을 (乙)
촌 (村)에셔 갑 (甲)촌 (村)에 달 (達)하랴면 기 (幾)분 (分)간 (間)을 비 (費)하겟나뇨. 우 (又)
갑 (甲)촌 (村)에셔 차 (此)소구 (小丘)정점 (頂点)까지의 거리 (距離)는 기 (幾)리 (里)요.(단
(但)차인 (此人)의매분 (每分)간 (間)승 (昇)속 (速)은사 (四)간 (間),강 (降)속 (速)은육 (六)
간 (間))

그림 5: 이과원문

현대적 표현: 갑 마을에서 을 마을로 가는데 언덕이 있다. 거리

는총 36단위라하고갑에서을로가는데에는 7분 (分)이소요된다.

을에서 갑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단, 언덕을 오르는

속도는 1분에 4단위, 내려오는속도는 1분에 6단위이다.

이어서 19쪽부터 25쪽까지는이과 (理科)라는제목으로공기, 바

람,화약,성냥,소, 곤충,씨앗,소금,유황,하천에대하여자세하게

백과사전 형식으로 소개하였 다. 현상미어 (퀴즈)를 공모하여 정답

에근사한답을제시한사람에게는다음호에그이름과답을실어서

상품을주었다. 이어서 잡록에서는 독일에서사자가서커스를하는

모습을 말로 설명하며 신기하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화기, 전차,

연금술, 엘리베이터, 지중의무게등세상의신기한일들을 28쪽까

지나열하였다.마지막으로社告 (사고)난에는잡지의가격으로권당

십전, 1년 정기구독은 일원십전이라 하고, 광고료, 주의사항 및 편

집인및발행자로유일선, 발행소로수리학잡지사, 인쇄소로탑인사

(塔印社)라는내용등을나열하였다.

<수리학잡지> 창간호의 마지막 쪽을 확인하면 발행은 광무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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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신강의 산술문제해설 숙제 이과

제1호 1-21 1-5 6-7 제1장공기 -제10장하류

결호 22,23,24 (?) (?) 제11장-제20과
제4호 사칙잡제 (기3) 25-42 11-13 14-15 제21과지구의형상 -제28과호박

제5호 사칙잡제 (기4) 43-57 14-15 16-17 제29과지구의자전 -제36과주의제조법

제6호 사칙잡제 (기5) 58-71 16-17 18-19 제37과지구의공전 -제42과책호도

제7호 사칙잡제 (종) 72-88 18-19 20-21 제43과배기기

(1905년) 12월4일이며, 재간은광무 10년 (1906년) 10월5일에하였다고기록되어있다. 이

저널은 매월 5일 발행한 정기간행물로 2년 정도 (광무10년 6월5일 제 7호까지) 발간된 후

폐간되었다. 현재확보한다음사료는창간호와함께 <수리학잡지>

그림 6: 발행인

광무 10년 3월5일22) 4호와 4월5일 5호 및 5월5일 6호, 6월5일 7호 까지

이다. 1905년 12월에발간된 1호와 1906년 4월에발간된 4호사이에 2호와

3호가있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그내용을검토한결과산술신강의는 1

권1호에서 (1)에서 (22)번까지진행되었으며, 이과 (理科)는제1장에서 10

장까지진행되었다. 1권 4호에서는산술신강의가 (25)부터 (42)번까지나열

되었으며, 이과는제21과에서제26과까지진행되었다. 이를볼때제1권 1

호와 4호사이에결권이있음을추측할수있다. (표5 에서각호별연재번호

를 표시하였다.) 앞으로 나머지 호들에 대한 발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리학잡지>肆 (사)호와伍 (오)호및陸 (육)호,柒 (칠)호의내용을간단히

요약하면 1호와구성은유사하며,잡록과광고는제일뒤에위치하고본문인

산술신강의와산술문제해설, 현상술어, 수리학고문 (顧問)과학생, 이과의

장별 순서가 호에 따라 다르게 배열 되어있다. 이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 할

수있다.

위에서확인한바와같이 <수리학잡지>는유일선이일본으로유학을가서한국인최초로

동경물리학교 (당시 전문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여 귀국한 후 수학을 가르치면서 수학과

과학을대중화할강한필요성을느껴서만든우리나라최초의수학잡지이다. 잡지의내용은

‘먼저수를정의하고, 산술에대한학문적정의를하였으며, 명수법, 기수법과사칙계산, 연

습문제, 가감승제의계산등을포함함’ 을확인하였다. 특히예제와연습문제의수준은당시

보통학교나 소학교 수학의 수준을 넘어선다. 또 현상문제를 통하여 수학에 관심이 있고 문

제에답을주는사람들과의네트워킹을시도하였다. 오랜기간동안친일전력등으로조선인

22) 肆 (방자할사)호,伍 (다섯사람오) 陸 (뭍육)호,柒 (옻칠/일곱칠)본문에표기

- 19 -



한국최초의수학및과학저널— 數理學雜誌

최초의 수학학사인 유일선의 수학 및 과학에서의 선구자적인 기여에 대한 판단이 유보되어

온상태였다.

3 결론

1884–1945년 사이의 한국수학은 한국인에 의해서는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7]). 본

원고에서는그간멸실되었다고알려졌던, 한국근대수학사의주요사료중하나를발굴하여

그내용을구체적으로보고하였다.그내용은근대수학의기초내용을강론형식으로서술한 ’

산술신강의’와 ’산술문제해설’및 ’이과 (理科)’로구성되었다.이를통하여사료의중요성을

확인함과동시에우리나라최초의수학저널 <수리학잡지>의내용과편집인인유일선의수학

및과학에서의선구자적인기여에대한객관적인판단자료를제공하였다. 본연구를통하여

1904년수학과를졸업한유일선의수학에대한애정과대중화에대한열의를확인할수있다.

앞으로도새로운한국의수학사료발굴및관련연구는계속되어야할것이다. 세계는한국

수학의현재는물론과거와미래에대하여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이와관련한연구는 2012

년 ICME-12와 2013년AMC, 2014년 ICM을통하여한국에온 ICME, AMC, ICM참석자들과

공유할의미있는우리의자료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참고문헌

[1] 강윤호, 「개화기의교과용도서」, 교육출판사, 1973.

[2] 심희보, 정지호, 「개화기의한국수학교육」, 한국수학사학회지, 4(1), 9-23, 1987.

[3] 이상구, 양정모, 함윤미, 「근대계몽기일제강점기수학교육과해방이후한국수학계」,

한국수학사학회지, 19(3) (2006), 71-84.

[4] 이상구, 함윤미, 「한국근대고등수학」, 한국수학사학회지, 22(3) (2009), 207-254.

[5] 이상구,홍성사,홍영희, 「李相卨의算書數理」, 한국수학사학회지, 22(4) (2009), 1-14.

[6]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 II, 869-880쪽 http://ko.

wikipedia.org/wiki/%EC%9C%A0%EC%9D%BC%EC%84%A0#cite_note-0.

[7] Xu, Zelin(2005), Nationalism and Historiography of Mathematics in East Asia, SS23 Sci-

ence and Culture, 557-559. Proceeding of XXII International Congress of History of Sci-

ence, Beijing, 24-30.

- 20 -



The Korean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Vol. 23 No. 2 May 2010 1–21

First Mathematical Science Journal of Korea in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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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Korean mathematical science journal was published by Yu, Il- Sun in 1905 and
the name of this journal is ”Mathematical Science magazine”. This monthly journal was
published for 2 years. But in the existing literature,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it. We
discovered its existence and studied its contents. From the historical materials, pioneering
contributions of Yu, Il-Sun to mathematics were provided. In this article, the first issue of
this journal was fully analyzed. We could see his affection and enthusiasm for the journal
that he started. More mathematical search efforts on finding historical math materials should
be continue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on finding historical math literatures. Related
researches will be done. Those works will be worth to be shared in ICME-12 and ICM 2014.

Key Words: Korea, Modern mathematics, First Korean mathematical science journal, Math-
ematical Science magazine, Yu Il-Sun

200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 01A55, 01A73, 01A90
ZDM Classification : A30

접수일: 2010년 3월 12일 수정일: 2010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일

- 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