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CATIONS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pISSN 1225-1534
31: 021 ~ 034, 2016 September                                                                      eISSN 2287-6936
ⓒ 2016.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All Rights Reserved.                http://dx.doi.org/10.5303/PKAS.2016.31.2.021

http://pkas.kas.org 21

대한제국시기 천문학 교과서 비교†

COMPARISON OF ASTRONOMY TEXTBOOKS DURING THE PERIOD OF KOREAN EMPIRE

박은미1, 민병희1,2, 이용삼3

1한국천문연구원 2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3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UHN MEE BAHK1, BYEONG-HEE MIHN1,2, AND YONG SAM LEE3

1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Daejeon 34055, Korea
2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4113, Korea

3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E-mail: rathfjqnn@naver.com

(Received February 06, 2016; Revised July 21, 2016; Accepted July 28, 2016)

ABSTRACT

   There were two books on astronomy published in 1908. One is 『Astronomy (天文學)』 written by Jeong, 
Yeong-Taek  (鄭永澤, 1874 ∼ 1948), an educator. The other is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 written 
by William Martyn Baird (裵偉良, 1862 ∼ 1931), an American missionary. It was known that these two book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s astronomical textbooks of the Korean Empire. We investigated the life of translators, 
the motivation of writing textbook, and the translators’ specialty in astronomy. We also compared the two books 
in terms of content, orthography of terminology, scale of units, and so forth. We suggest that these books were 
really utilized as textbooks of astronomy in the modern school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We also conclude 
that in astronomy education these two textbooks bridged th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Chinese astronomy of 
the middle age and modern astronomy from the West.

key words: Astronomy Textbooks,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 텬문략해), Astronomy (天文學),  William 
Martyn Baird (裵偉良), Yeong-Taek Jeong (鄭永澤)  

1.  서론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서양 문물이 다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조선은 개화기에 들어섰다. 1885년에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배재학당을 필두로 이화학당, 경신학교 등이 세워졌고, 근대 

학교 교육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1894년에는 전문적인 교사 

양성의 취지로 사범학교가 운영되었고 이듬해 「한성사범

학교관제」에 의해 한성사범학교로 새로이 정비되었다(Ro 
1985; Lim, 1998; Woo & Ahn, 2006). 
   근대학교의 설립과 동시에 근대적인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과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조선에서 대

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면서 근대적인 사회제도가 정비되

는 중이었다. 을사조약(1905년) 이후 교육을 통한 구국운동

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많은 사립학교들이 생겨났다. 이 때문

 
† This paper is based on the thesis submitted by Bahk, U. M. for the Master’s 

Degree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2010. In addition, 
we wrote (classical) Korean or Chinese characters together within the tables 
and figure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words and context.

에 각 학교는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필요했고, 과학 

교과서 또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학교에서 사용된 과학 교과서는 모두 일본에서 발행된 것이

었는데, 1906년 이후 한국에서도 과학교과서가 발행되기 

시작하여 1907-08년에는 교과서 출판이 절정에 이르렀다

(Park et al., 1998; Park, 2007).
   조선시대 천문학 과거시험에 사용되었던 천문서적은 동

시에 관상감에서 교육시킨 천문학 교과서로 인식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보천가(步天歌)』, 『천문(天文)』, 『역법

(曆法)』등이 있었고, 후기에는 『신법보천가(新法步天

歌)』, 『수리정온(數理精蘊)』, 『역상고성(曆象考成)』 

등이 있었으며(Lee et al., 2003), 19세기에는 시헌력에 관한 

교과서인 『시헌기요(時憲紀要)』가 있었다(Jeon, 1976). 천
문학 교과서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여 왔으며, 
개화기에서부터 광복 이전까지는 매우 드물게 발간되었는

데 주로 국외에서 발행된 최신의 천문학서를 번역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던 중 1908년에 『천문학(天文學)』과 『텬문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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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 ‘텬문략해’로 표기)가 출판되었다. Rufus (1936)가 

정영택(鄭永澤, 1874 ∼ 1948)의 『천문학』을, Lee (1997)가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1862 ∼ 1931)의 『텬문략해』

를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전자는 요코야마 마타지로(橫山又

次郞)의 『천문강화(天文講話)』를 번역한 것이고(Oh, 199
8)1, 후자는 스틸(Joel Dorman Steele)의 『Popular Astronom
y』를 번역한 것이다(Lee, 1997).  Jeon (1976)은 『천문학』을 

교과서로 정의하였고, Kim (1976)은 수식없이 천문 현상을 

중심으로 서술한 오늘날 중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과 비슷하

다고 제시하였다. 
   대한제국시기의 두 천문학 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 자료 

조사 및 근대 교육사적 관점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Rufus, 
1936; Jeon, 1976; Kim, 1976; Lee, 1997; Oh, 1998; Park et 
al., 1998; Park & Chung, 2000; Park, 2007). 이 논문에서는 

근대 천문학 교과서로 알려져 있는 두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

였다. 2장에서는 역자(譯者)인 정영택과 베어드의 생애를 

살펴보고, 3, 4장에서는 각 교과서의 내용 및 발간 배경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두 교과서의 특징을 비교하

고, 근대학교의 천문학 교과과정을 조사하여 발간에 따른 

영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  교과서 역자(譯者)

2.1. 정영택(鄭永澤)

『천문학』을 번역한 정영택(鄭永澤, 1874 ∼ 1948)은 1888
년(15세)에 무자년 식년시(式年試)에 생원으로 합격하였고, 
1895년(22세)에 법관양성소(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2를 

졸업하였다. 1897년(24세)에는 한어(漢語)학교를 수업하였

다(NIKH, 1972).
   1902년(29세) 6월에 혜민원의 주사(판임관 6등)로 서임되

었으나 7월에 면직되고, 10월 덕릉의 석물 및 정자각 개수사

업의 감동으로 참여하여 승훈랑(정6품)으로 승진하였다. 
1904년(31세) 7월에는 법관양성소의 교관(주임관 6등)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9월 법관양성소의 감독사무를 겸임하였

지만 다음해인 1905년(32세) 3월 다시 교관으로 재임명된 

뒤 4월에 면직된다(NIKH, 1972; Park, 2007). 법관양성소 

면직 후 약 5개월(1905년 3월 ~ 7월) 동안 보성전문학교(고려

대학교 전신)의 학감을 지내고(CACCKU, 2008), 7월부터 

법부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에 임용되어 1906년(33
세) 3월까지 업무를 보았다3. 그 사이 1905년 11월에 경기전 

1 오병렬(1998)은 “1902년 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 출판부가 발행한 

269쪽의 횡산우차랑(橫山又次郞)이 지은 『천문학강화(天文學講

話)』”로 서술하였으나, 자료조사 결과 1902년에 조도전대학에서 

발행된 저자의 서적은 『천문강화(天文講話)』였기에 이 논문에

서는 『천문강화』로 진행하였다.

2  김효전, 2014, 법관양성소와 근대한국 (소명출판, 서울), pp. 17-77. 

3 『승정원일기』고종 42년(1905) 6월 23일(乙丑, 양력은 7월 25일)

개수 사업에 감동관으로 참여하고 정3품으로 승격된다4.
   정영택은 1906년 9월 충북 청주의 보성중학교 교장을 

맡았고(CACCKU, 2008), 12월에 아산 둔포 보성학교와 온양 

보성학교의 교장을 겸임한다5. 1908년 1월에 천문학 교과서

인『천문학』을 번역하고,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보성관에서 

발행되었다. 그는 1908년 1월 교육을 통한 계몽과 구국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호흥학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총무를 맡으

며 8월에 「기호흥학회월보」를 창간하는 등 학회활동에 

힘을 쏟았다(Lee, 1997). 1908년 2월에 보성전문학교의 교감

으로 임명되었으나 실제로는 교장대리를 수행하였으며

(CACCKU, 2008), 6월에 기호흥학회 인사들과 함께 기호학교

를 설립하고, 10월엔 양영학교 교장을 겸임하는 등 교육활동

에 전념했다. 1909년(36세) 2월 정영택은 보성전문학교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하고, 5월 설립허가된 사립관진학교의 교장을 

겸임한다. 
   정영택은 1910년(37세) 7월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사임하

고(CACCKU 2008),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 22일) 직후에 

양성군수에 임명되지만 이듬해 3월 면직한다. 이후 길림으로 

넘어가 정안립(鄭安立)이란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인 독립운동가의 행보에서 벗어나 

보이기에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945년(72세) 8월 

광복이 된 후 고령의 나이로 한국에 돌아온 정영택은 다양한 

정치 활동과 언론 활동을 하였지만, 1948년 1월 2일 자동차사

고로 사망하였다6. 그간 정영택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미진하였기에 부록에 정영택의 생애를 자세히 정리하였다

(PCMDYJF, 1984; Jeong, 1981; NIKH, 1972; NIKH, 2015; CACCKU, 
2008).

2.2.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텬문략해』를 번역한 윌리엄 마틴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裵緯良, 1862 ∼ 1931)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노버대학(Hanover College),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한 후, 1891년에 북장로교의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했다. 내한 초기 베어드는 부산, 대구 

등 전국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며 1895년에는 부산에 한문학

교(Chinese School)를 설립하기도 하였다(KCM, 2007).
   1897년 평양에 도착한 베어드는 ‘사랑방학교’를 시작하

여, 1901년에 신축 이전한 뒤 숭실학당으로 개명하였고(Kim, 
2004), 점차 중학 과정, 대학 과정을 신설하여 1908년에 대한

제국 학부로부터 ‘숭실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KCM, 
2007). 같은 해 학장이었던 그는 천문학 교과서 『텬문략해』

를 번역하여 발간하였다.

  『승정원일기』고종 43년(1906) 2월 23일(庚申, 양력은 3월 17일).

4 『승정원일기』고종 42년(1905) 10월 9일(戊申, 양력은 11월 5일). 

5 《황성신문》 1906년 12월 15일.

6 《경향신문》 1948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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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ure 1.  Cover pages of books; (a)『Astronomy (天文學)』by 

Jeong, Yeong-taek  and (b)『Lecture on the Astronomy (天文

講話)』6th revised edition by Yokoyama Matajiro.  

  베어드는 한국에서의 선교활동과 함께 1903년(42세)에 

하노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13년(52세)
에 동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KCM 2007). 
1904년(43세)에는 미국 북장로교 내한 선교부로부터 최초의 

교육 전임 선교사로 임명받기도 하였다(Kim, 2004). 그는 

1915년(54세)에 숭실대학 학장직을 사임하지만, 1928년(67
세)에 『An English-Korean and Korean-English Dictionary』

를 발간하는 등 이후에도 교육 및 선교 활동을 지속하면서 

한국 교육계에 큰 도움을 주다가 1931년 평양에서 사망하였

다(KCM, 2007). 현재 서울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에 비

석이 세워져 있지만 그의 유골은 평양에 있다.

3. 정영택의 『천문학(天文學)』

3.1. 『천문강화(天文講話)』와의 비교 

정영택의 『천문학』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실로 엮는 조선

의 전통 제본방식인 우철(右綴)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이 

책은 1902년에 초판 발행된 요코야마 마타지로(橫山又次郞)
의 『천문강화』를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한 것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천문강화』는 18년 동안 일본에서 꾸준히 

보급되었던 천문학 서적으로, 인지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

다. 『천문학』은 『천문강화』 4판(1906) 이전의 원서를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의 서적을 구하지 못하였

기에, 이 논문에서는 『천문강화』개정 6판(1914)을 비교하

였다.
  Figure 1은  정영택의 『천문학』과 요코야마 마타지로의 

『천문강화』 표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서적은 같은 우철(右
綴)이나 일본의 원서는 양장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은 『천문학』과 『천문강화』의 서지사항을 요약

한 것으로7, 내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구성은 유사하

다. 두 서적에서 100개의 그림이 순번의 차이가 있을 뿐8, 

Title 『Astronomy』 『Lecture on the Astronomy』

Author Jeong, Yeong-taek
(Tanslator)

Yokoyama Matajiro
(橫山又次郞)

Year of 
publication

01/10/1908 printing
01/20/1908 publication

11/12/1902 printing
11/15/1902 publication
06/10/1903 2nd edition
05/20/1905 3rd edition
05/25/1906 4th edition.
06/01/1908 5th edition
08/25/1914 6th rev. edition

Publication

Printing

Boseong Office
(普成館)
Boseong Company 
(普成社)

Waseda University Press
(早稻田大學出版部)
Nissin Printing Corporation
(日淸印刷株式會社)

Preface
List
Contents
Figure
Table
Total pages

1∼2 pages
5 pages
215∼6 pages
32 pages (100 figures)
―

254 pages

2 pages
12 pages
269 pages
100 figures within the body 
1
283 pages

Language Korean and Chinese 
combined style 
(國漢文混用)

Japanese

No. of col.  
per page 

No. of letters 
per col.

13 columns

35 letters

14 columns

35 letters

Size (cm) 16×23 15.8×22.6

Price 90 Jeon (錢)
(postage 10 Jeon)

1 Won (元) 30 Jeon (錢)

Authorization 
of textbooks

Authorization of gov.1 
(1912-15) 

―

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朝鮮總督府) 

Table 1.  Bibliographic data of 『Astronomy (天文學)』
and 『Lecture on the Astronomy (天文講話)』 

개정된 『천문강화』의 달의 궤도 그림(51번째 그림)만 개선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3.2. 목차 및 내용

Lee(1997)는 『천문학』의 목차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

다. 이 논문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주제에 맞게 구분하여 

개요, 항성계, 태양계, 역(曆)으로 크게 나누었다. 개요 부분

에서는 하늘, 별, 항성, 별자리, 은하, 황도12궁 등의 천체에 

대해 정의하고, 별의 색깔, 별의 구성 물질 등 항성의 광학적 

7 표의 양식은 Park(2007)의 표 양식을 따랐다.

8 그림의 순번은 99圖까지지만, 23圖와 23圖 次가 있어 총 그림 개수

는 100개이다 (『천문학』은 서적의 앞부분에 100개의 그림을 모

아 제시, 『천문강화』는 본문의 적절한 위치에 그림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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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ents Special note (detailed)

Introduction Sky, Stars, Fixed stars, Con
stellations, Galaxy, Zodiac
al signs

Express a Japanese pronun
ciation for the name of con
stellation

Color of stars, Compositio
n element of stars 

Approach to analysis of a 
stellar-light-shadow
(Spectroscopy)

Planetary Nebula (霞雲

星),  (Stellar) Cluster (星
霧), Nebula (霞點)

① Not established concept 
External Galaxy
② Contribution to the dev
elopment of Astronomy to 
photography

Stellar 
system

Distance of Fixed Star (Ma
gnitude),  Motion of Fixed 
Star, Nova, Binary Star (M
ultiple Star), Variable Star

① Discovered more than 
10,000 binary stars
② Find out the proper moti
on 4,000 stars

Solar 
system

Sun, Planets (遊星), Satelli
tes, Comets, Meteor, zodia
cal light

Approach to analysis of a 
stellar-light-shadow
(Spectroscopy)

Attractive force, Centrifug
al force, Gravitational forc
e, Planetary motion (ellips
e, parabola, hyperbola, Kep
ler’s laws)

Fault description
① Undistinguishable to ca
pital and small letter of alp
habet
② Kepler’s 3rd law
 (Kepler’s harmonic law)

Lunar eclipse, Solar eclips
e, Star eclipse

Approach to analysis of a 
stellar-light-shadow (Spec
troscopy)

Calendars
(曆)

1 day, 1 week, 1 month, 
1 year, New Solar year, 28 
years (太陽章), 19 years 
(太陰章), Lunar year, 10 
Heavenly Stems (10干) & 
12 Earthly Branches (12
支), 24 Solar terms (24氣), 
Japanese’s traditional holid
ays (雜節)

Adopt the Japanese calend
ars

Table 2.  Contents of 『Astronomy (天文學)』

특징을 설명하며, 하운성(霞雲星), 성무(星霧), 하점(霞點) 
등 항성이 아닌 천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항성계에서는 

항성의 거리(등급), 항성의 운동, 신성, 쌍성(다중성), 변광성 

등 항성계 전반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 행성(遊星으로 표현), 위성 등 태양계 내의 천체를 

정의하고, 혜성, 유성, 황도광과 같은 천문현상을 기술하였

다. 또한 인력, 원심력, 중력, 타원, 포물선, 쌍곡선, 케플러법

칙 등 행성운동의 법칙을 설명하고, 월식, 일식, 성식 등의 

식 현상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曆)은 1일, 1주일, 
1개월, 1년, 신태양력, 태양력의 장법[太陽章, 28년=1461주], 

태음태양력의 장법[太陰章, 19년=235太陰月], 태음태양력, 
10干12支, 24기, 각종 일본의 잡절 등을 설명하고 있다. Table 
2는 『천문학』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정영택의『천문학』에서 역(曆) 부분은 일본 달력의 내용

을 그대로 번역하였고, 일본에서만 있었던 입매(入梅), 팔십

팔야(八十八夜), 이백십일(二百十日), 피안(彼岸), 반하생(半
夏生) 등 잡절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천문학』이 

가지는 번역의 한계로 보여진다.
  반면, 근대 천문학 지식을 도입하여 기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분광분석을 『천문학』에서는 도영(熖影)분석, 염영

(燄影)분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도영분석(염영분

석)으로 별의 색을 알고, 별의 화학적 성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분광분석이 천문학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던 Rufus(1936)는 『천문학』에서 분광

분석을 목차의 주제로 취급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였다. 
또한 달과 하점(霞點)·적성(積星) 등을 촬영한 것을 언급하

며, 1850년 이래로 천체 사진술이 천문학의 발달을 가속화하

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3. 오기(誤記)와 번안 

『천문학』 본문에는 단어 및 수식의 오기가 발견된다. 비슷

한 시기에 발행된 다른 서적들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원인은 

당시 인쇄 상의 기술적인 문제와 번역자의 천문학에 대한 

이해 수준, 그리고 책이 발행되기 전에 적절한 교정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당시 국내에 인쇄기가 

처음 도입되어 인쇄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인쇄 

상 식자(植字)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번역 과정의 오기 중 대표적인 예로 케플러 제3법칙을 

들 수 있다. 케플러 제3법칙을 천왕성 예로 설명하는데, 원서

에서 공전주기(84년)의 제곱과 궤도 장반경 3승이 같음을 

서술한 데 비해, 『천문학』에서는 84년 주기를 94로 오기하

였고, 궤도 장반경의 3승이 아닌 2승으로 표현하였다9. 
  반면, 『천문학』에는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원서를 의역

한 부분이 발견된다. 『천문강화』에서 일본식으로 표현된 

연도, 방위, 도량형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천문강화』(6
판, 개정)에서는 연도를 일본의 연호로써 표현하고 있지만, 
『천문학』에서는 개국 495년(1887년)으로 표기하였다. 
『천문학』에 표현된 길이 단위는 한국 리(里)와 일본 리수

(里數)를 사용하였다. 책의 앞부분에는 주로 한국 리를 사용

하였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일본 리수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길이나 무게 단위도 조선의 단위와 일본의 단위를 설명하였

는데 이는 5.2절에서 정리하였다.
  또한 용어(영어)는 원서에서 한자로 표기된 것은 그대로 

옮겼으며, 카타카나로 표기된 것은 음차하여 순한글로 나타

9 자세한 내용은 박은미(2010)의 석사학위논문 32-3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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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본어 표현법과 국한문 표현법

이 서로 다른 천문학 용어를 기술할 때는 용어 선택에 고심한 

흔적이 간혹 발견된다. 

3.4. 번역의도

정영택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법

조인에서 교육자로 삶이 전환된다. 1905년 4월에 개교한 

보성전문학교는 속성 법학 교육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

리나라 최초의 본격적 근대 법학교육기관으로 평가되고 있

다(CACCKU, 2008). 그렇기 때문에 정영택이 보성전문학교

의 학감으로 발탁된 데는 법관양성소 교관이던 이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정운경(정영택의 父)
과 신해영(보성전문학교 초대교장)이 1895년 한성사범학교

에서 각각 교관과 부교관으로 재직한 사실도(Kim, 1999) 
정영택의 발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가 

일반 강사가 아닌 학감으로 임명된 점은 교장으로 선임된 

신해영의 추천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1905년부터 약 5-6년간의 이력에서 정영택은 보성전문학

교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그해 4월에 정영택은 보성전문

학교에서 학감으로 재직하며 중국어를 가르쳤다. 이후 그는 

충북 보성중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고 아울러 아산 둔포 

보성학교와 온양 보성학교의 교장을 겸임하다 1908년 2월에 

다시 보성전문학교의 교감으로 복귀하였다. 이듬해 정영택

은 제4대 교장으로 취임하여 1년 5개월간 교장의 임무를 

수행하다 1910년 7월에 사임하였다(CACCKU, 2008).
  당시 천문학 교과서의 발행은 교과과정의 필요성과 상업

적 이해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 당시 충북 

보성중학교 교과과정에 ‘지문(地文)’ 과목이 있었다(Kim, 
1990). 그 때의 지문 과목은 천문학, 지리학, 지구과학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영택은 『천문강화』를 접한 후에 ‘지
문’ 과목에서 천문학 내용을 뽑아 세분화된 교과서를 만들려

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과서는 보성전문

학교뿐만 아니라 보성학원 계열의 사립중등학교에서 필요

했을 수 있다. Park & Chung(2000)에 따르면 당시 인쇄업계는 

전문번역가를 내세워 과학서적을 번역하여 판매도 했는데, 
이들 서적이 교과서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신문광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10. 
   한편 1905년부터 출판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애국계몽운

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강력한 계몽의 수단으로서 

출판이 국력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애국계몽기 

주요 계몽서적에 『천문학』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있다

(Chae, 2008). 이와 비슷하게 Choi(1981a)에 따르면 박은식(朴
殷植, 1859 ∼ 1925)은 서양 신학문의 전문서적을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계몽해야 한다며 ‘흥학설’을 주장하였다. 정영택

10 《황성신문》 1908년 5월 9일∼6월 10일자 “보성관 서적광고” 나, 
《신한민보》 1910년 6월 14일자 “서적광고”에 『천문학』 판매

를 위한 광고가 실려있다.

도 이러한 신학문의 중요성을 주장한 개화기 지식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교육자로서 정영택은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1908년 기호흥학회가 설립될 때, 그는 발기인 중의 한 명이었

고, 이 학회의 월보를 간행할 때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총 12호의 월보가 나오는 동안 7회에 걸쳐 「교육학」을 

논술했다. 그 내용 중 ‘교육의 목적’에 실리주의, 중혼주의, 
정치주의, 자연주의, 우미주의, 도덕주의 등 6가지가 있는데

(Park, 2003), 정영택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인물을 

양성하고자 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번역의도를 유추해보면, 정영택은 

신학문을 계몽할 목적으로 천문학 교과서를 번역하여 발간

했다고 추정되며, 이와 같은 주장은 당시 과학 교과서가 

다수 발행되었던 시기와 겹친다(Park & Chung, 2000; Park, 
2007).

3.5. 인쇄소「보성사」와 발행소 「보성관」

이종호(李鍾浩)는 보성전문학교를 세운 이용익의 손자로, 
보성전문학교의 제2대 교주로 알려져 있다. 정영택이 보성계

열 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배후에는 이종호와의 연계점이 

있었다.
   이종호는 문화의 보급에 인쇄출판의 힘을 빌어야 할 것을 

깨달아 10여만 원의 자본금을 대고 일본에서 정교한 기계와 

활자를 다수 구입하였다. 또한 이종호는 서양의 최신 서적과 

일본의 문물을 다수 구입하여 일본·서양에서 유학하고 돌아

온 사람을 통해 이 서적들을 번역하게 하였다. 이러한 번역 

자료를 인쇄하여 발행할 기관으로 각각 보성사와 보성관을 

설립하였다. 그는 번역서를 발행하여 각 학교와 청년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이종호는 한국정부가 보낸 일본 유학생들이 귀

국하면 즉시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로 영입하여 서적을 번역

하도록 지원하였다11. 
   보성관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법학 교과서를 출판하였는

데, 대체로 일본의 대학들에서 사용하는 강의안을 참고하여 

보성전문학교의 강사들로 하여금 해당과목의 교과서를 저

술하도록 지원하여 출판했던 것으로 보인다(Choi, 1981b). 
   보성관은 교과서 발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보성학원

에 필요한 교과서 외에도 신지식층을 대상으로 한 서적을 

발행하였기 때문이다(Kwon, 2011). 
  이러한 보성관(또는 보성사)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영택은 이종호를 통해 요코야마 마타지로의 『천문강

화』를 번역하여 『천문학』으로 출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1 「삼천리」제7호(1930. 7. 1), 25-27.



26                                          BAHK ET AL.

  

           (a)                     (b)
Figure 2.  Cover pages of books; (a)『Introduction to 

Astronomy』 (Sogang University Loyola Library, 
http://library.sogang.ac.kr) by William Martyn Baird and 
(b)『Popular Astronomy (1899)』 (Internet Archive, 
https://archive.org) by Joel Dorman Steele. 

4. 베어드의 『텬문략해』

4.1. 『Popular Astronomy』와의 비교  

조엘 돌만 스틸(Joel Dorman Steele, 1836∼1886)은 주요 교과

서 저자이자 교육자로 여러 편의 천문학 저서를 남겼다. 
그는 1869년과 1884년에 『(A) New Descriptive Astronomy』
를, 1870년과 1875년에는 『(A) Fourteen Weeks (Course) in 
Descriptive Astronomy』를 저술하였다. 이를 스틸의 사후(死
後)인 1899년에 메이블 루미스 토드(Mabel Loomis Todd)가 

『Popular Astronomy: Being the New Descriptive Astronomy』
로 개정하여 재발행하였다. 
   베어드의 『텬문략해』는 스틸의 『Popular Astronom
y』를 원서로 삼아 중국어 판본과 비교하여 순한글로 발행한 

것이다. 여기서 중국어 판본은 린더 윌리엄 필처(Leander 
William Pilcher, 李安德, 1848 ∼ 1893)가 저작하고, 하이럼 

해리슨 로리(Hiram Harrison Lowry, 劉海瀾, 1843 ∼ 1924)이 

교정한 『천문약해(天文略解)』이다. 필처는 감리교 선교사

로 19세기 말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였고 북경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천문약해』는 필처가 교과서로 사용

하기 위해 편집하여 둔 것으로, 그의 사후인 1896년에 중국에

서 발행되었다. Figure 2는  베어드의 『텬문략해』와 스틸의 

『Popular Astronomy』 표지를 보여주고 있다.
   『텬문략해』는 『Popular Astronomy』의 PartⅠ과 Ⅱ만 

번역한 것인데, 본문을 보면 필처의 『천문약해』를 주로 

번역한 인상을 준다.『천문약해』도 『Popular Astronomy』
의 PartⅠ과 Ⅱ만 서술하고 있으며, 용어의 표기나 그림 등이 

『텬문략해』와 유사하다(『천문약해』에는 컬러그림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 필처의 『천문약해』는 『Popular 
Astronomy』에 없는 중국의 천문학사를 추가로 포함한 것이 

『Popular 
Astronomy』

『Introduction to 
Astronomy』

(『天文略解』)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해』)
Author Joel Dorman 

Steele (revised 
by Mabel 
Loomis  Todd) 

Leander William 
Pilcher (revised by 
Hiram Harrison 
Lowry)

William Martyn 
Baird

Year of 
publication

1899(revised)
(1st edition 1884)

1896 1908

Publication
 
Printing 

American Book 
Company
unknown

Beijing Huiwen 
College (京都 

滙文書院)
Japan Aoyama 
Printing Office 
(日本 靑山印刷所)

unknown

unknown

Preface
List
Contents
Figure
Table
Addendum

2 pages
2 pages
294 pages
122 (Color 3)
3
43 pages

2 pages
2 pages
170 pages
41 (Color 9)
2
―

4 pages
13 pages
206 pages
73 (missing No.11)
4
Korean 21 pages,
English 19 pages

Total pages 349 pages 183 pages 267 pages
Language English Chinese (漢語) Old pure Korean
No. of col.  
per page 

No. of letters 
per col.

33 columns

Not Fixed

12 columns

25 letters

16 columns

36 letters

Size (cm) unknown 15.8×23.7 15.4×22.2
Price unknown unknown 2 Won (元) 50 

Jeon (錢)
Application 
of textbooks

unknown used by Huiwen 
College (滙文書院)

used by Soongsil 
College

Table 3.  Bibliographic data of 『Introduction to 
Astronomy』 and 『Popular Astronomy』

특징이다. Table 3에 『Popular Astronomy』, 『천문약해』

와 『텬문략해』의 서지사항을 비교하였다. 
   『텬문략해』의 발행과 인쇄에 대한 사항은 확실히 알려

진 것이 없다. 숭실학당 설립 초기에는 한글활자가 구비된 

일본 요코하마 인쇄소에 맡겨 교과서를 발행했으나, 1900년 

이후에 인쇄기를 들여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1908년에는 교

내에서 인쇄 및 발행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다. 
이 점은 4.5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4.2. 목차와 내용  

『텬문략해』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의 제본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천문학사와 천구 개념에 관한 

내용이 20%, 태양계가 80%의 비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문

학사는 고대 중국, 바빌론(칼데아), 그리스, 이집트, 이슬람의 

고대천문학과 코페르니쿠스, 티코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

오, 뉴턴의 역사적 공헌을 살펴보는 근대천문학의 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이어 천구, 좌표계, 황도 12궁 등 천문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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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Main contents 

Introduction History of 
Astronomy

China, Babylonia (Chaldea), 
Greece, Egypt, Islam, History of 
astrology

Copernicus, Tycho Brahe, Kepler, 
Galileo, Newton

Celestial 
sphere 

Celestial sphere, Celestial 
coordinate system, Zodiacal signs

Exercise
(習問)

27 Questions

Solar 
system

Sun Sun

Planet
(行星)

Outline of palnet, Mercury, Venus, 
Earth, Moon, Solar and lunar 
eclipses, Tide, Mars, Asteroid,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Shooting 
stars (飛星)

Aerolite (隕石), Meteor (隕星), 
Shooting star (流星)

Comet Comet

Zodiacal 
light

Zodiacal light

Exercise
(習問)

57 Questions

Addendum Korean index, English index

Table 4.  Contents of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해』)

기초를 기술하고 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문

학』은 사실 그대로를 서술한 반면, 『텬문략해』는 실생활

에서 두루 사용되는 물체에 비유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천문학』과 마찬가지로 분광학과 사진술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텬문략해』는 ‘습문’이라는 84문항

의 연습문제가 있다. Table 4는 『텬문략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텬문략해』에는 부록으로 한글 색인과 영어 색인이 포

함되어 있다. 이 중 별자리 색인에 82개의 별자리와 플레이아

데스가 정리되어 있는데, 82개 별자리 중 아르고 자리(Argo)
를 분리한 뒤 나침반, 방패, 공기펌프, 조각칼 자리를 추가하

면 오늘날의 88개 별자리 목록과 일치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절에서 다루었다.
  『텬문략해』의 표기 상 특징은 숫자를 1만 단위로 끊어 

쉼표로 표기하고, 전문용어는 한자를 첨부하였으며, 지역명

은 세로 두 줄, 인명은 세로 한 줄로 구분하였다(Figure 3 
(a) 참고).

4.3. 발행의도

『텬문략해』는 숭실학당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던 순한글 

교과서로써 편찬되었다. 베어드는 천문학 강좌에 사용했던 

          (a)

  

            (b)
Figure 3.  Characteristic of 『Introduction to Astronomy』. 

(a) Non-Koreans described by single lateral line and 
non-Korean place names by double lateral lines (b) Repetition 
of ‘God’ in this book.

수업자료를 모아 한국 학생들의 도움으로 순한글로 번역하

여 오랜 시간 끝에 편찬하였음을 서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책 서문에는 “(중국의『천문약해』는) 미국 천문학 박사 

스틸이 지은 책을 중국 학교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여) 유익

하게 썼고, (우리의『텬문략해』는) 원서와 중국 번역서까

지 비교해가며 중국어본의 잘못된 점은 고치려고 애썼다.”고 

기술하고 있다.  베어드는 『텬문략해』를 천문학 수업에 

활용할 순한글 교과서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 편찬에 공을 들인 만큼,『텬문략해』는 순한글 

표기에 있어서 일부의 오타만 발견된다. 이는 정영택의『천

문학』에서 보이는 오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베어드는 천문학을 종교적 목적으로도 활용하고자 하였

다. 서문에 따르면, 별의 거리나 크기 등 천문학적 지식을 

알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였다(Lee, 
1997). Figure 3 (b)의 예시처럼 ‘하나님’의 표현이 자주 등장

하고, “천체의 운행은 모두 위대한 하나님이 관장한다” 등의 

선교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텬문략해』에 기술된 내용 

중 9개 부문에서 총 22회에 달하는 선교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다(서문 6회, 천문학사 뉴턴의 공헌 1회, 태양 1회, 
행성총론 2회, 행성총론 생물의 유무 6회, 지구의 장동 2회, 
지구의 대기굴절 1회, 달의 고도 1회, 혜성의 밀도 2회). 
이렇듯, 베어드는 『텬문략해』를 통해서 계몽보다 ‘선교’
를 목적으로 천문학을 강의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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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문적 기호

『William M. Baird of Korea: a profile』에는 베어드가 천문학

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음을 소개하고 있다(Baird, 1968). 

베어드 박사의 생애 최고의 취미이자 기호는 천문

학이었다. 베어드 박사가 과학부대학에 다닐 때 

그의 형제가 좋은 크기의 망원경을 보내주었고, 
그는 다른 수업보다 천문학 수업을 즐겼다. 그는 

자신의 열정을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였다. 그는 

특히 ‘금성의 통과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정확한 시각을 얻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사람들이 태양을 통해서만 시각을 말하는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늘을 보려 하지 않고 교인들은 일요

일에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교회에 참석하는 

땅에서(한국에서), 필자는 누구의 눈에 금성의 통

과가 빠르든 느리든 간에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는

다고 느꼈지만, 베어드 박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무로 만든 팔을 집의 남향 창문 

밖으로 설치하였다. 그 위에 금성의 시선방향에 

두 핀을 십자선이 되게 설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써 집 안에서도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금성 

통과 현상은 저녁 만찬에 발생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를 즐기려고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을 쯤에 

베어드 박사가 갑자기 뛰쳐나가고, ‘아들아, 아들

아, 아들아, 금성이, 금성이!’ 소리치면, 윌리엄 주

니어(둘째 형)가 그를 따라 다른 방에 뛰어 들어간

다. 십중팔구 금성은 이미 십자선을 통과했거나 

구름에 가려지지만, 열에 하나는 베어드 박사가 

흐뭇한 만족감으로 그의 시계를 맞추고 식탁으로 

돌아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였던 

것이다. 당시 필자는 금성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이 커졌지만 결코 천문

학적으로 커지지 않았음을 고백해야만 하겠다. 

   ‘금성의 통과 현상’은 베어드가 특별한 관심을 보인 대상

이었다. 직접 설치한 장비로 이 천문현상을 관찰하고 시계의 

시각을 교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4.5. 출판

1908년에 발간된 『텬문략해』는 숭실학당에서 직접 인쇄

한 교과서일 가능성이 있다. 숭실학당을 설립한 베어드는 

한국어 교과서 발간(번역)에 힘을 쏟았다. 그는 한국인에게

는 한국어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었다(Kim, 
2004). 학당 초기의 교재는 미국의 교과서를 번역하고 재편집

하여 숭실학당의 기계창에서 등사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한때는 한글 활자를 구비한 일본의 요코하마 복음출판사를 

통해 교재를 인쇄하기도 하였다(CACCSU, 1997). 1900년 

이후부터는 교내에서 직접 인쇄 및 발행을 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족답식 인쇄기를 사용하고, 자조근로사업부12를 

설립하여 ‘안라공업소(The Anna Davis Industrial Shop)’을 

건설한 후 인쇄실을 설치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안라공업소의 인쇄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기독교서적 및 

각종 학술서적을 발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베어드는 주로 

성경 관련 서적을 번역하였고, 『텬문략해』는 그가 번역한 

유일한 과학 교과서였다.
   다만 『텬문략해』가 숭실학당에서 출판되었다고 확신

할 수는 없다. 『텬문략해』의 뒤쪽에 ‘Hulbert Series, No.Ⅳ’
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 헐버트 시리즈는 ‘순한글(교과서) 
연속간행물’로 발간된 것으로 짐작된다13. 한편 헐버트시리

즈로 발간된 『민필지(사민필지)』(1906, 2nd Edition)는 

감리교단출판국(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이 인쇄와 

발행을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텬문략해』도 이 출판국에

서 발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텬문략해』에 관한 또 다른 발행정보는 애니 베어드

(Annie Laurie Adams Baird, 安愛理, 1865 ∼ 1916)를 통해 

참고할 만하다. 베어드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는 당시 내한 

선교사 중 한국어 번역이 가장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Kim, 2004; Oh, 2011). 『텬문략해』가 발행되었던 시기

에, 애니 베어드는  과학교과서를 다수 번역하여 발행하였는

데, 그녀가 번역한 교과서는 감리교단출판국, 조선성교서회

(대한기독교서회) 등의 발행처가 명시되기도 하였지만, 발
행처가 불명인 경우도 있었다. 

5.  『천문학』과 『텬문략해』의 비교

같은 해에 첫 발행된 두 교과서는 유사점만큼이나 차이점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례로 각 교과서의 제본방식을 비교하

면, 정영택의 『천문학』은 조선의 전통 제본을 따랐지만, 
베어드의 『텬문략해』는 서양의 제본방식을 채용하였다.
두 교과서 모두 본문이 200여쪽의 분량이지만, 『천문학』은 

100개의 그림만 있는데 반해, 『텬문략해』는 73개의 그림과 

표 4개의 표와 더불어 색인이 부록으로 함께 있다. 사용언어는 

각각 국한문혼용과 순한글로 미묘한 차이가 있고, 『텬문략

해』가 『천문학』의 약 3배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었다(두 

교과서의 서지사항은 Table 1과 Table 3을 참고). 두 교과서 

12 지금으로 보면 근로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숭실대학교에서는 지금도 출판팀 외에 근로장학생을 

배정하여 베어드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13 Hulbert Series는 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1863 ∼ 1949)와 관련 있는 것으로 ‘순한글(교과서) 연속

간행물’로 보인다. 일례로 그가 저술한 최초의 순한글 교과서 

『민필지(사민필지)』(1890)는 1906년에 Hulbert Series, No.Ⅱ로 

재발행되었고, 『미국긔(미국사기)』(Mattie Henry Miller, 1907)
는 Hulbert Series, No.Ⅲ로 발행되었다. 이외에도 Hulbert 
Educational Series 출판물(순한글 교과서)도 존재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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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contents

Stellar system, 
Calendars

History of Astronomy,
Celestial coordinate system

Newly
introduced
contents

Composition of stars, 
Color of stars, Number 
counting

Composition of comet

Table 5.   Different contents between 『Astronomy (天文學)』 

and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해)』

모두 태양계 부분을 내용 전반에 할애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천문학』은 번역 상의 오기(誤記)가 다수 발견되어 교정작

업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텬문략해』는 수년에 걸친 

교정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5.1. 교과서 내용의 비교

『천문학』과『텬문략해』 는 1900년대 초의 근대천문학 

지식을 담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태양계 천체와 이에 관련된 

천문현상, 황도 12궁, 행성운동 법칙 등에 대한 내용이 반 

이상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시 최신 분야인 분광학과 

사진술을 서술하고 있다.
  『천문학』은 항성계와 일본달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어 차별성을 가진다. 이 책에는 별의 구성 원소, 별의 색깔, 
측광 사진의 별 개수 세기 등 항성천문학 분야의 최신 연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텬문략해』에는 천문학사와 좌표계 등이 기술되

어 있는데, 이는 동시대 다른 천문서적에서 볼 수 없는 특이점

이며, 비교적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텬문략해』에는 혜성의 구성 원소에 대한 내용 등 태양계 

천체의 새로운 관측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Table 5에 두 

교과서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5.2. 단위계의 비교

두 교과서는 천문학을 기술하는 단위계가 서로 차이를 보인

다.  『천문학』은 일본 리(里)로 표현하고 부가설명을 달아 

한국 리(里)와 비교했다. 반면『텬문략해』는 영국의 거리 

단위(英里)를 주로 사용하고 간혹 조선의 단위계를 표기하였

다. Table 6에 『천문학』과 『텬문략해』의 단위계를 서로 

비교 정리하였다.
   두 교과서가 다루는 10의 정수승배의 표기도 차이를 보인

다. 『천문학』은 , , 을 각각 만(萬, 万), 억(億), 

만억(萬億)으로 정수승배 표현의 최대를 ‘=만억’으로 

표기하고 있다. 일례로 ‘2,004만억의 10만억 乘’ 으로 표현한 

수는 2,004의 10의 25승과 같다. 

  한편 『텬문략해』는 , , , , , 을 

각각 만, 억, 조, 경, 해, 자로 중국의 표기법과 마찬가지로 

『Astronomy』 『Introduction
 to Astronomy 』

Present day

Joseonese Unit Japanese Unit

W 100 Nyang (兩) 1 Gwanmok (貫
目)

― 1 Gwan (貫) 
 = 3.75㎏

1,680 Geun (斤) 1 Ton (噸) 1 Deon (English Ge
un, 英斤)
 = 2,240 lbs

1 Ton (噸)
 = 1,000㎏

L 10 Li (里) 
 = 12,960木尺

1 Li (里) 1 Yeongli (English 
Li, 英里)
 = 5,280 ft. 
 = Daehan 3 Li

1 Li (里) 
 ≃ 0.4㎞

60 Gan (間) 
 =360 Ja [尺]

1 Jeong (町) ― 1 Jeong (町) 
 ≃109.1m

1 Mokcheok (木
尺) ≃ 300 Milim
edol (Mili米突)

1 Ja (尺) 1 Daehan-Mokche
ok (大韓木尺)
 = 1 Ja = 1 ft.

1 Ja (尺) 
 ≃ 30.3㎝

Table 6.  Scale of weight (W) and length (L) 

표현하고 있다. 10의 24승까지 명칭을 ‘자’로 하여 사용하였

는데, 『천문학』보다 앞서간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다.

5.3. 용어의 비교

두 교과서는 외래어 사용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문학』은 일본식 외래어를 용어로 채택했다면, 
『텬문략해』는 중국에서 번역된 과학 용어의 영향을 받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문학’이란 용어는 각각 ‘성학(星學)’
과 ‘혹성학(惑星學, 행성학)’으로 다르게 표현하였고, 행성은 

각각 ‘유성(遊星)’과 ‘행성(行星)’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은 안도로몌다(Andromeda), 겟푸레루(Kepler) 등
으로 영어의 일본식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고, 『텬문략

해』는 션녀(Andromeda), 겝플너(Kepler) 등으로 한자 혹은 

중국식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였다. 특히 지금의 88개 별자리

는 국제천문연맹(IAU)에서 정한 것으로14, 『텬문략해』에

는 플레이아데스(Pleiades)를 포함하여 83개 별자리가 색인

에 따로 정리되어 있다. 당시엔 수록되어 있지 않은 별자리는 

아르고(Argo)별자리를 3개로 분화한 고물(Puppis), 돛(Vela), 
용골(Carina)과 새로이 추가된 나침반(Pyxis), 방패(Scutum), 
공기펌프(Antlia), 조각칼(Caelum)이 있다15. 
Table 7에 두 교과서에 나타난 별자리와 화학원소, 천문학자 

등 천문학 관련 용어를 간추려 비교하였다. 

14 1922년부터 1928년까지 3번의 국제천문연맹(IAU)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을 Eugène Delporte가 ‘IAU Commission 3(천문학 용어 위원회)’를 대표하

여 『Délimitation scientifique des constellations』(1930)를 출간하였는데, 
지금의 88개의 별자리 체계를 정리해 놓았다.

15 라카유(Nicolas Louis de Lacaille, N., 1713 ∼ 1762)는 별 목록을 

작성하며 아르고자리를 3부분으로 나누었고, 이후 14개의 별자리

를 추가하면서 아르고가 있던 구역에 나침반자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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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2006)1

Basics of
Astronomy

seonghak
(星學)

hokseonghak (혹셩학, 
惑星學)

Astronomy

yuseong
(遊星)

haengseong (성, 行
星)

Planet

Constellation Cepheus
(셰후이우스)

syeonwang (션왕, 仙王) Cepheus

Cassiopeia
(가시오베야)

syeonhu (션후, 仙后) Cassiopeia

Andromeda
(안도로몌다)

syeonnyeo (션녀, 仙女) Andromeda

seonhyeong-gung
(船形宮)

tyeonjyu (텬쥬, 天舟) (Argo)2

Chemical ele
ment

sogium (소지움) soduieom (쏘듸엄), nap
(noei) (납(뇌), 鈉(鏀))

Sodium (Natrium)

magunesyum (마
구네슘), maeknes
yum (맥네슘)

mi (미, 鎂), maknisiyeom 
(막니시염)

Magnesium

aruminum 
(아루미늄)

to (토, 釷), nyeo (녀, 鋁), 
alnyumineom (알뉴미넘)

Aluminium

Astronomer Louerie 
(루우에리에)

Leberieo 
(레베리어, 力拂利亞)

(Le Verrier)

Getpuleru 
(겟푸레루)

Geppeulneo 
(겝플너, 刻白爾)

Kepler

Herusieru 
(헤루시에루)

Heoshil (허쉴, 候失勒) (F. W. Herschel)

1 Words in parenthesis are not included in this book (KAS, 2006). 
2 The Argo constellation included 3 constellations (Lacaille, 1756); the Puppis, 
the Vela, the Carina constellation

Table 7.  Comparison of terms in 『Astronomy (天文學)』 and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해)』

 
5.4. 교과서 인가 여부와 교과과정

1906년에 학교 관제가 재정비되고, 1908년에 일본의 간섭으

로 교과서의 검정·인가 규정이 도입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교과서로 인가받으면 관·공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사립학

교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천문학』의 사용처는 현재까진 알려진 바가 없으나, 
1912년부터 15년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교과서로 인가받은 

기록이 있다(Park, 2007). 이러한 점은 『천문학』이 관·공립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성관에

서 발행하였으므로, 보성전문학교 및 관련 학교에서 우선적

으로 교과서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텬문략해』는 인가 기록은 없으나, 교과서로 사용

하였다는 서문의 기록으로 숭실대학의 교과 과정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알 수 있다. 특히 선교 목적이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교과서의 사용처를 추정해보고자 근대학교의 천문

학 교과 과정을 조사하여 Table 8과 같이 정리하였다. 

Year of established 
(設立年度)

Geog.
(地理)

Geog.
(地誌)

Geog.
(地文學)

Astrono.
(星學)

Astrono.
(天文)・(天文學)

Royal English School 
(育英公院, 1886)

1886 (格致萬物)

PaiChai Hakdang 
(培材學堂, 1885)

1886 1890-1900 (天文)

Ewha Hakdang
(梨花學堂, 1886)

1892 19081 19081 

Kyungshin School 
(儆新學校, 1886)

1908 19102 1900’s

Soongsil Hakdang 
(崇實學堂, 1897)

1900, 1904

Hwangseong YMCA 
School 
(皇城基督敎靑年會

學館, 1904)

1906 1907 19103

Sangdong Youth 
School 
(尙洞靑年學院, 1904)

19074 

Seowoo School 
(西友學校, 1907)

1907 1907

Daeseong School 
(大成學校, 1908)

1908 19085

Union Christian 
College (崇實大學, 
1905)6

1909-19105

1912-19137

Chosen Christian 
College 
(朝鮮基督敎大學, 
1915)

19158 

1 advanced class
2 intermediate class between 2nd and 3rd yr
3 4th yr’s class: Astronomy (天文)
4 4th yr’s class: Outline of Astronomy (天文大要)
5 3rd yr’s class
6 beginning year of the first lecture as college education 
7 3rd yr’s class: theoretical astronomy,  4th yr’s class: practical astronomy
8 astronomy lecture in the mathematical physics department

Table 8.  Curriculum of the astronomy in the modern 
school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Korea

   근대학교 초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리 혹은 지지

(地誌) 과목을 교육하였고, 지지(地誌) 안에 지리와 지문을 

같이 교수한 경우가 많았다. 주로 기독교계 학교에서 천문(天
文)을 교과과정에 넣어 선교사에 의해 교육되었다. 1906년 

이후 다수의 과학 서적 유입 및 발행으로 천문관련 교과과정

이 지문학과 성학·천문학으로 세분화되어 교육되었음을 

Table 8을 통해 알 수 있다.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과 서우학

교에서 ‘성학’을 교수하였고16, 상동청년학원에서는 ‘천문대

요’를 4학년 과목으로 교수하였다(Han, 2015)17. 1908년에는 

16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 ; 《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8일 ∼ 9
월 1일자, 학원모집광고,

   서우학교 ; 「서우」 12호, 1907년 11월 1일, 학원모집광고..

17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5 ~ 20일자, 학생모집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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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Bibliog. Classical bookbinding 

Korean

Korean and Chinese 
combined style

Authorization of gov. 
(1912-15)

Modernistic bookbinding 

American missionary

Old pure Korean 

Private textbook

Background 
of pub.

Enlighten the public 
to save the nation

Christian propagandism

Contents Japanese Calendar (曆)

Used a weight and a 
measures in Japanese 
unit

Naming by ten to the 
power of 12 ( ) 

History of Astronomy

Used a weight and a 
measures in English 
unit

Naming by ten to the 
power of 24 ( ) 

Loanword 
orthography 

Koreanization from a 
word in Japanese that 
originated from 
English words

Koreanization and 
Chinese characters from 
English words

Sim. Bibliog. Both published in 1908.

Background 
of pub.

Translators were an educator.

Contents Expansion of contents on the solar system.

New contents: Photography, Spectroscopy

Loanword 
orthography 

When compared to domestic published books, 
a number of loanwords for astronomical terms 
were used.

Table 9.   A comparative analysis of 『Astronomy (天文學)』and 
『Introduction to Astronomy (텬문략해)』

이화학당에서 고등과를 신설하여 ‘천문학’을(Kim, 1992)18, 
대성학교에서도 3학년 수업에 ‘천문학’을(Park, 1997), 숭실

대학에서도 3학년 수업에 ‘천문학’을 포함시켜 교육, 1910년 

이후엔 이론과 실용으로 나눠 천문학을 세분화하여 교수하

였다(CACCSU, 1997). 
   당시 각 학교 교과과정의 ‘천문’ 관련 과목이 세분화되어 

교육된 시기가 교과서 발간 전후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두 교과서의 발간과 교과과정의 성립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여겨진다. 두 권의 천문학 교과서가 출판된 이후(1908년)
에는 교과목의 명칭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결론

대한제국을 전후한 한국 개화기에는 서양의 근대적인 학문

이 관립학교와 선교사들의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되었다. 
당시 선구자들은 교육이 부국강병을 이끈다는 일념으로 교

과서 발행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초기의 근대적인 과학 

교과서는 초보적 수준의 지리·이과 등의 분야가 있었으며, 

18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16 ~ 23일자, 여학원모집광고..

이후 고등 수준의 지리(지지·지문)·물리·화학·박물(광물·식
물·동물·생리·기생) 등의 교재가 개발되었다. 
   19세기 중반까지 조선말의 천문학 교재는 서양의 천문학

의 영향을 받은 중국의 과학 서적을 번역한 것이었다. 이후 

국내에서 근대 천문학은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된 간략한 

기사를 통해 계몽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1908년에 천문

학만을 다룬 교과서로 『천문학』과 『텬문략해』가 발간

되었다. 『천문학』의 번역자 정영택(鄭永澤, 1874 ∼ 1948)
은 現 고려대학교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의 교장을 역임했으

며, 『텬문략해』의 번역자 미국인 선교사 베어드(William 
Martyn Baird, 1862 ∼ 1931)는 現 숭실대학교의 전신 숭실학

당을 설립하였다. 
   두 사람 모두 천문학자가 아닌 교육자이며, 과학서적은 

단 1권만 번역하여 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영

택은 ‘구국’을 위한, 베어드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필요성

을 가지고 천문학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두 교과서의 내용은  

태양계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고, 당시 새롭게 도입된 

‘도영분석(염영분석)’, 즉 분광학의 연구 내용이 ‘천체사진

술’과 더불어 편입되어 있었다. 
  두 천문학 교과서는 대한제국 시기에 근대 과학을 담은 

교과서로서 널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판 

이후에 실제로 교과서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

록은 없으나, 『텬문략해』는 숭실학교의 천문학 교과과정

에 활용되었고, 『천문학』은 1912년도에 조선총독부 차원

에서 교과서로 인가를 받았다. 특히 발행자가 각 학교에서 

중책을 역임했던 인물(정영택, 베어드)임을 감안하면, 보성

계열과 숭실계열 학교는 각각의 교과서가 적절히 교육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당시 여러 중고등 교육기관을 

통해 천문학 교과 과정이 개설된 것으로 보아 각 학교마다 

천문학 교재를 편집했던지 또는 위 두 교과서를 채용하여 

천문학을 교육했을 개연성이 있다.    
  한편 두 교과서에 수록된 천문학 용어는 한국의 천문학 

용어의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오늘

날 천문학 용어의 통일안이나 현재의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할 만한 사료로도 가치가 있다. 두 교과서

의 서지사항, 발간배경, 수록내용, 용어의 표기법에 따라 

차이점과 유사점 비교를 Table 9에 정리하였다.
  ‘천문학’만을 다룬 두 교과서가 우연하게 같은 해

(1908년) 발간된 사실은 이전의 천문학 서적(1870년대)
과 이후의 천문학 서적(1960년대) 사이의 간극을 이어

주는 근대 천문학사의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

다. Rufus(1936)가 지적했듯이, 비록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지만, 두 교과서는 당시 최신의 관측방법인 분광학

과 사진술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한국어로 발간된 최초의 근대 천문학 교과서가 천문학

을 전공하지 않은 두 교육자에 의해 천문학 원서를 번

역한 것이라는 점은 아쉽지만, 근대 과학의 불모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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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새롭게 대체해 나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스

런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향후 중국과 일본의 천문

학 교과서를 비롯하여 1910년대의 천문학 교과서 비교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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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정영택의 생애와 활동사항19

연  도 생애와 활동사항

1874년 1월 20일 출생, 본관은 영일, 자는 성장·안립

미상(유년기) 전우(田愚)에게 수업

1888년(15세) 무자(戊子) 식년시(式年試) 생원(生員) 3등 186인 중 171위 (당시 거주지는 전주)

1895년(22세) 법관양성소(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 졸업

1897년(24세) 한성한어학교 수업

1900년(27세) 부친(정운경, 한성사범학교 교관) 사망

1902년(29세)
6월 혜민원 주사(판임관 6등)에 임용,  7월 의원면관

10월 덕릉 석물 및 정자각 개수시 감동 관련으로 승(陞), 승훈랑(정6품)
1904년(31세) 7월 법관양성소 교관(주임관 6등)에 임용, 9월 법관양성소 감독사무 겸업

1905년(32세)

3월 법관양성소 재임용, 4월 의원면직

4월 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 전신) 학감으로 취임, 7월 면직

7월 법부 법률기초위원(法律起草委員)에 임용

11월 경기전 개수시 감동 관련, 가자(加資)됨. 정3품으로 승(陞)

1906년(33세)
3월 법부 법률기초위원 해임

9월 충북 보성중학교(前 청주 청호학교)교장 역임

12월 아산 둔포 보성학교, 온양 보성학교 교장 겸임

1908년(35세)

1월 기호흥학회 설립(총무 역임) ,『천문학』 번역·발간

2월 보성전문학교 교감으로 임명

6월 기호학교 설립 

8월 《기호흥학보》 창간호 창간, 「교육의 목적」 외 6편의 ‘교육학’ 논설 게재 (총 7편)
10월 양영학교 교장 역임    

1909년(36세)
2월 보성전문학교 제4대 교장으로 취임

5월 사립관진학교 설립허가(설립일자는 불분명), 교장 겸임

6월 신문발간 목적으로 시사신보사(황성신문 6월 29일자) 설립의 중역

1910년(37세)
5월 유병필과 함께 대한의사총합소 내 위생회(衛生會) 조직

7월 보성전문학교 교장 사임

8월 위생회 평의원 사임, 양성군수 임명, 10월 양성군수 재임명

1911년(38세)
3월 양성군수 면관

중국으로 이주하여, 이름을 바꿔 안립(安立)으로 활동 시작

1913년(40세)
길신여학교 교감 역임

간민회(간민교육회)의 참여인사로 활동

1914년(41세) 7월 중국과 연합 무장독립운동 추진(간민교육회)

1915년(42세) 간도 국자가에 조직된 만국개량회 참가

1918년(45세) 동삼성에서 동성한족생계회 주도, 11월 해산

1919년(46세)
2월 동삼성 일대에서 ‘무오대한독립선언서’ 발표 (중광단 인사 39인)
4월 고려독립안을 파리평화회의에 제출할 것을 촉구

1920년(47세) 1월 조선고사연구회 조직, 4월 조선고사연구회 해산

1922년(49세) 대풍수전공사(大豐水田公司) 시행 주도

1930년(57세) 주식회사 화풍 개간공사 설립운동

1945년(72세)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준비회 발족(발기인)
11월 임시정부영수환국전국환영회 결성(서무부 위원)
12월 조선사회문제대책 중앙위원회 결성(중앙위원), 대한독립국민총동맹 결성(발기인)

1946년(73세)
1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상임위원에 선임

1월 전국의용단총본부의 단장으로 선임

1947년(74세)
10월 이승만 측에게 연립정부수립(남북통일) 도모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11월 남북통일기성회장 역임

1948년(75세) 1월 2일, 자동차충돌사고로 사망

19 영일정씨세보, 대한제국관원이력서, 승정원일기, 고려대학교 100년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의 자료로 작성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