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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actual state of Korean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period of syllabus

우리나라 교수요목기의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실태 연구

Park Kyo Sik 박교식

In this study, middle and high school authorized mathematics textbooks which
were used in the period of syllabus are traced. Since the first appearance of autho-
rized textbooks in 1947, 11 types of authorized textbooks written by eleven teams
of authors have been used in the period of syllabus. Among them, 5 types corre-
spond to today’s middle school textbooks, while 6 types correspond to a combina-
tion of today’s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Nor were all of them used until
1955. There were changes such as suspending publication, changing publishers, or
cancelling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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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요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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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한글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이하 ‘교과서’)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전에 사용하던 일본 교과서를 번역하여 편집한 것을 주로

사용하였다 [13]. 1946년 9월에 군정청 문교부에서 수학과 교수요목 (이하 ‘교수요목’)을

발표한 후에는 이 교수요목에 따른 한글 교과서가 나타나게 되었다.1) 그러나당시사용된

교과서의전모는밝혀져있지않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수학교육사복원연구의일환으로,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교수요목기에 사용된 교과서를 추적한다. 그 중에서도 문교부의

검정을필한교과서(즉, ‘검정교과서’)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2)

해방 직후부터 1946년까지는 문교부의 검정을 필하지 않은 교과서 (즉, ‘무검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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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6년 9월’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9].
2) 문교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군정청 문교부와 대한민국 문교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하 구분 없이 ‘문교부’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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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용되었고, 1947년에비로소검정교과서가출현하였다. 이때검정교과서가몇종되지

않았기때문에 1947∼1948년에는무검정교과서도사용되었다. 그러다가대한민국정부수립

후에 무검정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37], 문교부에서 1949년 2월에 교과서 검정

규정을발표하였다 [19]. 이렇게해서 1949년에교과서검정이전면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

다. 이런과정을거쳐, 1949년이후부터는검정교과서가본격적으로사용되게되었다. 한편,

경상북도의경우에는학무국에서 1948년부터무검정교과서의사용을금한바있고 [49],이에

따라이미 1948년이후부터는검정교과서가사용되었다.

그러나 1950년까지도 무검정 교과서가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를 들

어 당시의 경기중학, 경복중학, 양정중학을 비롯한 다수의 중학교에서 중학교 5∼6학년용의

고등대수학, 해석기하학, 미분학, 적분학 지도를 위해 무검정 교과서를 채택한 광고를 볼 수

있다 [41].3) 1950년 6월 25일의한국전쟁발발전에는교과서검정이수시로이루어진것으로

보이지만,그이후한동안교과서검정이이루어질수없었다 [1]. 이에문교부에서는교과서의

정비를위해 1951년 4월에기존검정교과서의재등록을실시하게되었다 [28].

1946∼1951년에는 중학교 교과서만 있지만, 이때 4∼6학년 교과서는 실제로는 오늘날의

고등학교교과서에해당한다. 1952∼1955년에는중학교교과서와고등학교교과서로이원화

되었다.4) 본연구에서는 1947∼1951년의경우에는중학교(1∼6년)검정교과서, 1952∼1955

년의경우에는중학교(1∼3년)검정교과서와고등학교검정교과서에초점을맞춘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학년별로 1권씩 3권이 발행된 것은 아니다. 발행사와 저자에

따라 1학년교과서만발행된경우도있고, 1∼3학년교과서로두권이발행된경우도있다.

1947∼1948년에무검정교과서와함께검정교과서가몇종사용되었고, 1949년에는검정

교과서가본격적으로사용되었지만, 1947∼1949년의검정교과서에대한문교부공고는찾을

수 없다. 1950∼1955년의 검정 교과서에 대한 문교부 공고도 찾을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1947∼1948년의검정교과서를추적하고,이어 1949년이후의검정교과서를추적한다.

이 교과서들이 제1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가 등장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

니다. 1950년이후로책의이름이나발행사가바뀌기도했고,또검정이취소된것도있다. 본

연구에서는그러한변화도함께추적한다.

3) 1951년에 교육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중학교가 6년제로 운영되었다 [7]. 즉, 초급중학교 1∼3학년, 고급중학교
1∼3학년으로 운영되었다. 그래서 ‘중학교 1∼3학년’은 초급중학교 1∼3학년을, ‘중학교 4∼6학년’은 고급중
학교 1∼3학년을 의미하였다. 이것이 교육법 개정으로 각각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으로 바뀌게
되었다.

4) 제1차 교육과정은 1955년 8월에 발표되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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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교수요목기의교과서를추적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방법을사용한다. 이때서로

다른 세가지방법을사용한다. 이것은교차 점검을 위한 것이다. 먼저 교수요목기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선행 연구를 분석한다. 둘째로는 1946∼1955년의 신문 기사 및

광고를검색하여교과서의발행정보를조사한다. 셋째로는도서관및박물관에소장된교과

서의발행정보를검색하고,가능한범위에서교과서실물을조사한다.

2.1 선행연구분석

교수요목기교과서의발행정보를부분적으로제공하고있는선행연구는다음①∼⑦이다

[2, 4, 5, 10, 11, 12, 13]. 이중몇몇 [2, 4, 5, 10]은검정교과서도수록하고있는반면에,그렇지

않은것도수록하고있다. 또각문헌에서교과서의발행정보가명확하지않은경우도있다.

예를 들어 ②에서 1946년에 발행된 조선수물연구회의 ≪중등수학 1≫과 1947년에 발행된

이준찬의≪중등수학 1≫및≪중등수학 2–1≫을볼수있는데 [10]5),이들이검정교과서라는

증거는없다. ‘이준찬’이라는이름도정확하지않다. 실제로교과서를보면저자가이집찬(李

潗燦)임을알수있다. ⑦에서 1947년에발행된이윤식의≪중등수학 1∼4≫를볼수있는데,

여기서 ‘이윤식’이라는이름도정확하지않다 [4]. 실제로교과서를보면저자가최윤식임을알

수있다 [15]. ②에서는 1950년에백영사에서발행된이정기의≪중등수학 1≫을볼수있는데

[10],이때 ‘1950년발행’은정확하지않다. 문교부공고 106호 [51]에따르면,이책의초판은

백영사에서 1956년에발행되었다. 이와같은문제점이드러남에따라,본연구에서는둘째및

셋째방법으로교수요목기교과서의발행정보를교차점검하였다.

① 국립중앙도서관(1970). 1945∼1970년도발행교과서미소장목록. [12]

② 국립중앙도서관(1979). 한국교과서목록(1945∼1979). [10]

③ 국립중앙도서관(1982). 한국교과서목록(1982). [11]

④ 대한출판문화협회(1990). 한국교과서목록(개화기∼1963). [2]

⑤ 박한식(1991). 한국수학교육사,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3]

⑥ 이상구외(2017). 한국근·현대수학교재연구,수학교육논문집 31(1), 149–177. [5]

⑦ 이종국(1998). 대한교과서사,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4]

2.2 1946∼1955년의신문기사및광고검색

교수요목기 검정 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46∼1955년의 신문 기사 및

광고를 검색하였다. 먼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뉴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5) ②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⑦에서도 이준찬이라 하고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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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기사 및 광고를 검색했고,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를통해대구시보,독립신보,부녀일보,연합신문,영남일보,한성

일보의기사및광고를검색하였다.

특히 신문 광고 검색을 통해 1949년도 검정 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 1949

년의검정교과서에대한문교부공고를찾을수없는상황에서이정보는교수요목기의검정

교과서를추적하는중요한단서를제공하였다. 대한중등교과서출판협회는 1949년 8월 1일에

검정 교과서 일람표를 만들어 광고하였다 [21]. 이 일람표에 있는 검정 교과서는 Table 1의

①∼⑩이다. 대한중등교과서출판협회는 이 광고에서 문교부의 명령에 따라 수정 중인 것을

포함하여검정교과서전부를망라했다고보면틀림없을것이라고했지만,실제로는이이외에

Table 1의①′과 ⑪도 1949년에검정교과서가되었다 [40, 50].6)

저자 책의 이름 발행사

① 박경찬 신수학 1∼3 동명사

② 심형필 중등새수학 1∼3 건국사

③ 유충호·허식 중등최신수학 1∼3 박문출판사

④ 이성헌 새교육중등수학 1∼3 수문관

⑤ 이임학 표준수학 1∼3 동지사

⑥ 이정기·안병태·이호기 중등신수학 1∼3 조선공업문화사

⑦ 이춘호 신제중등수학 1∼3 연학사

⑧ 정순택 중등수학 1∼3 고려서적회사

⑨ 정의택 신교육중등수학 1∼6 진성당

⑩ 최윤식 중등수학 1∼6 정음사

①′ 박경찬 신수학 4∼6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⑪ 오용진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1∼4 조선출판사

Table 1. Authorized textbooks for 1949; 1949년의 검정 교과서

2.3 도서관및박물관소장교과서의발행정보검색과교과서실물조사

첫째와 둘째 방법으로 얻은 교수요목기 검정 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교차 점검하기 위해,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된 1946∼1955년 발행 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검색했고, 가능한 범

위에서교과서실물도조사하였다. 이를위해다음①∼⑧의도서관및박물관에소장된교과

서의 발행 정보를 이용하였다. 특히 ①과 ⑥은 교과서 전문 박물관이다. ⑦에는 교수요목기

교과서가상당수소장되어있다. ①,④∼⑤,⑦은 ‘e뮤지엄’을통해접근할수있다. 이이외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통해 경북대학교도서관, 고려

6) ①과 ①′의 저자는 박경찬으로 동일하다. 다만 ①은 동명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1∼3학년 교과서이고, ①′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중학교 4∼6학년 교과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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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도서관, 공주대학교도서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서원대학교도서관, 연세대학교학

술정보원,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된 교과서의 발행 정보를 이용하였다. ①∼⑧에서

교수요목기의검정교과서를학년별및연도별로모두소장하고있지는않았지만,첫째와둘째

방법으로얻은정보와의교차점검을통해교수요목기검정교과서의발행정보를어느정도

명료화할수있었다.

① 교과서박물관(미래앤)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③ 국립중앙도서관

④ 대한민국역사박물관

⑤ 부천교육박물관

⑥ 사이버교과서박물관(한국교육개발원)

⑦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

⑧ 한밭교육박물관(대전광역시교육청)

3 1947∼1948년의검정교과서와그변화

여기서는 1947∼1948년에전체또는부분적으로문교부의검정을필한교과서로 Table 1

의①과①′,⑨∼⑪에대해,그리고 1949년이후의이교과서들의변화에대해논의한다. ①과

①′은 저자가 같으므로 함께 논의한다. 이 교과서들은 오늘날의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를합쳐놓은것에해당한다.

3.1 박경찬(朴敬贊)이집필한교과서

1947년 8월에한성출판사의≪신중등수학초급 1∼3≫(학년별상,하 2권)이발매예정이

라는광고를볼수있다 [16].7) 1947년 11월에는≪신중등수학초급일학년상≫과 ≪신중등

수학 초급이학년 상≫8)이 문교부의 검정을 통과했고, 이하 각 권은 인쇄중이라는 광고를 볼

수있다 [33]. 1947년에는이두권이발행된것을알수있지만,그나머지책의발행여부는

알수없다. 1948년에는≪신중등수학초급 1∼3≫(학년별상,하 2권)이모두발행된것으로

보인다. 1949년 8월의 ≪신수학 1∼3≫ (발행사는 동명사)의광고에서, “본서의 수정증보전

(한성출판사판신중등수학)은신학기에는교재로서사용이불능이오니…(원문)”에서그것을

알 수 있다 [22].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48년 발행의 ≪신중등수학 초급 1하≫는 검정

교과서이지만, 1948년에 발행된 ≪신중등수학 초급 1∼3≫ (학년별 상, 하 2권)이 모두 검정

7) ≪신중등수학 초급 1∼3≫ (각 학년 상, 하)는 ≪신중등수학 초급일학년 (상)≫∼≪신중등수학 초급삼학년 (하)
≫의 6권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8) 각각 간단히, ≪신중등수학 초급 1상≫과 ≪신중등수학 초급 2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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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1948년 9월에 ≪신수학 4∼6≫ (학년별 상 1권)이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이 광고에서 ‘검정 교과서’

라는문구는볼수없다 [53].

Table 1로부터 1949년에동명사발행의≪신수학 1∼3≫과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발행의

≪신수학 4∼6≫이검정교과서가되었음을알수있다. 특히중학교 1∼3학년교과서의발행

사가동명사로, 책의이름은 ≪신수학 1∼3≫으로 바뀌었다. 한성출판사에서발행한 ≪신중

등수학초급 1∼3≫은학년별상,하 2권으로되어있었지만,동명사에서발행하면서학년별

1권으로합쳐지게된다. 한편, 1949년 9월에검정교과서≪신수학 4∼6≫(각학년상,하)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40].

1950년에는 ≪신수학 4∼6≫의 발행사도 동명사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1950

년 6월의광고를보면,동명사에서≪신수학 1∼4≫를발행하고있음을볼수있다 [41]. 특히

≪신수학 1∼3≫은검정교과서이고,≪신수학 4≫는검정출원중이라고광고하고있다. ≪신

수학 4≫의검정통과여부는명확하지않고,한국전쟁발발전에≪신수학 5∼6≫이발행된것

으로보이지도않는다. 1950년발행의≪신수학 5∼6≫과 1951년발행의≪신수학 1∼6≫을

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학년별 권으로 합쳐지게 된다 한편 년 월에 검정 교과서 신수학 각 학년 1 . , 1949 9 4~6 (≪ ≫
상, 하 가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에서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 ([40]). 

년에는 신수학 의 발행사도 동명사로 바뀐 1950 4~6≪ ≫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년 월의 광고를 보면 동([3]). 1950 6 , 
명사에서 신수학 를 발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4≪ ≫

특히 신수학 은 검정 교과서이고 신수학 ([41]). 1~3 , ≪ ≫ ≪
는 검정 출원 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신수학 의 4 . 4≫ ≪ ≫

검정 통과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한국 전쟁 발발 전에 신, ≪
수학 이 발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년 발행5~6 . 1950≫
의 신수학 과 년 발행의 신수학 을 소5~6 1951 1~6≪ ≫ ≪ ≫
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 
확인되지 않는다. 

년에는 발행사가 장왕사로 바뀌었다 년 월에 1952 . 1952 3
장왕사에서 검정 교과서 신수학 가 발행되었다는 광1~4≪ ≫
고를 볼 수 있다 년 발행의 신수학 이 한([44]). 1953 3≪ ≫
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신수학 가 부천교육박물관, 4≪ ≫
에 소장되어 있다 년 발행의 신수학 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신수학 가 . 1955 1 , 2≪ ≫ ≪ ≫
교과서박물관에 신수학 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3 . , ≪ ≫

년 발행의 신수학 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1952~1955 5~6 , ≪ ≫
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박경찬이 집필한 교과서는 표 와 같이 년부터 , < 2> 1947 1955
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신중등수학 초급 상 상1 , 2 한성출판사

1948
신중등수학 초급 1~3 한성출판사 학년별 상 하 권, 2・
신수학 4~6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학년별 상 권1・

1949 신수학 1~3 동명사
신수학 4~6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학년별 상 하 권, 2・

1950 신수학 1~4 동명사 한국전쟁 발발 전・

1950~51 신수학 1~4 동명사 한국 전쟁 발발 후・
발행 여부 미상・

1952~55 신수학 1~4 장왕사

표 < 2 박경찬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Park (K.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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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에 진성당의 신교육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1947 10 1~3≪ ≫
이 광고에서 검정 교과서 라는 문구는 찾을 수 없다 한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34]). ‘ ’ . , 

관에 소장된 년 발행의 민중서관 신교육고등수학 과 년 발행의 민중서관 1955 I 1952≪ ≫ ≪
신교육고등수학 의 판권지에 보면 초판이 모두 년 월 일로 되어 있다 이 기록II , 1947 6 20 . ≫

Figure 1. Park(1952)
source: Textbook MuseumFigure 1. Park(1952) source: Textbook Museum

1952년에는발행사가장왕사로바뀌었다. 1952년 3월에장왕사에서검정교과서≪신수학

1∼4≫가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44]. 1953년발행의≪신수학 3≫이한국교원대학

교교육박물관에,≪신수학 4≫가부천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955년발행의≪신수학

1≫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신수학 2≫가 교과서박물관에, ≪신수학 3≫이 한국교원대

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한편, 1952∼1955년발행의≪신수학 5∼6≫을소장하고

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박경찬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2와 같이 1947년부터 1955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Park Kyo Sik 181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신중등수학초급 1상, 2상 한성출판사

1948 신중등수학초급 1∼3 한성출판사 ·학년별상,하 2권
신수학 4∼6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학년별상 1권

1949 신수학 1∼3 동명사

신수학 4∼6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학년별상,하 2권
1950 신수학 1∼4 동명사 ·한국전쟁발발전

1950∼51 신수학 1∼4 동명사 ·한국전쟁발발후
·발행여부미상

1952∼55 신수학 1∼4 장왕사

Table 2. Textbooks written by Park (K. C.);박경찬이집필한교과서

3.2 정의택(鄭義澤)이집필한교과서

1947년 10월에진성당의≪신교육중등수학 1∼3≫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34].

이광고에서 ‘검정교과서’라는문구는찾을수없다. 한편,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소장된

1955년발행의민중서관≪신교육고등수학 I≫과 1952년발행의민중서관≪신교육고등수학

II≫의 판권지에 보면, 초판이 모두 1947년 6월 20일로 되어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진성

당에서 1947년에≪신교육중등수학 4∼6≫도발행한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러나그것을

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1948년 8월에

검정교과서≪신교육중등수학 1∼6≫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18].

에 의하면 진성당에서 년에 신교육중등수학 도 발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 1947 4~6≪ ≫
다 그러나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 , 

않는다 년 월에 검정 교과서 신교육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 1948 8 1~6≪ ≫
있다([18]). 

표 로부터 년에 진성당 발행의 신교육중등수< 1> 1949 ≪
학 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1~6 . 1950≫
부터는 발행사가 민중서관으로 책의 이름은 신교육중등, ≪
수학 으로 바뀌었다 년 발행의 신교I~VI ([23]). 1951≫ ≪
육중등수학 와 신교육중등수학 가 한국교I~II IV~V≫ ≪ ≫
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신교육중등수학 이 사이버교, III≪ ≫
과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에는 책의 이름이 신교육중등수학 과 1952 I~III≪ ≫ ≪
신교육고등수학 로 바뀌었다 년 발행의 I~II . 1952~1955≫
신교육고등수학 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신교I , ≪ ≫ ≪

육고등수학 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II≫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정의택이 집필한 교과서는 , 

표 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1947 1955 .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신교육중등수학 1~3 진성당

신교육중등수학 4~6 진성당 추정・

1948~49 신교육중등수학 1~6 진성당

1950~51 신교육중등수학 I~VI 민중서관

1952~55
신교육중등수학 I~III 민중서관
신교육고등수학 1~II 민중서관

표 < 3 정의택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Cheong (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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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식이 집필한 교과서는 다른 문헌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지만 연도별 변화까지([15]), 

는 소개되어 있지 않다 년 월에 정음사의 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 1947 10 1~6≪ ≫
를 볼 수 있다 특히 학년용은 문교부 검정을 통과했으며 학년용은 검정 중([35]). 1~2 , 3 , 4

학년용은 인쇄 중 학년용은 조판 중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년 발행의 중등, 5~6 . 1947 ≪
수학 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종국에 의하면 년에 1~3 . , 1947≫ ≪
중등수학 도 발행되었다 년에 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4 ([4]). 1947 5~6≫ ≪ ≫
않다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 , 

다 년 월에 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검정 교과서 라. 1948 7 1~6 , ‘ ’≪ ≫
는 문구는 찾을 수 없다 또 중등수학 상 만 발행되었고 중등수학 하 는 발([36]). 6 , 6≪ ≫ ≪ ≫
행되지 않았다([14]). 

표 로부터 년에 정음사 발행의 중등수학 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 1> 1949 1~6≪ ≫

F igure 2. Cheong(1949)

source: Textbook Museum
Figure 2. Cheong(1949) source: Textbook Museum

Table 1로부터 1949년에 진성당 발행의 ≪신교육중등수학 1∼6≫이 검정 교과서가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부터는 발행사가 민중서관으로, 책의 이름은 ≪신교육중등수학

I∼VI≫으로 바뀌었다 [23]. 1951년 발행의 ≪신교육중등수학 I∼II≫와 ≪신교육중등수학

IV∼V≫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신교육중등수학 III≫이사이버교과서박물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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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되어있다.

1952년에는책의이름이≪신교육중등수학 I∼III≫과≪신교육고등수학 I∼II≫로바뀌었

다. 1952∼1955년발행의≪신교육고등수학 I≫이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신교육고등

수학 II≫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정의택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3과 같이 1947년부터 1955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신교육중등수학 1∼3 진성당

신교육중등수학 4∼6 진성당 ·추정
1948∼49 신교육중등수학 1∼6 진성당

1950∼51 신교육중등수학 I∼VI 민중서관

1952∼55 신교육중등수학 I∼III 민중서관

신교육고등수학 1∼II 민중서관

Table 3. Textbooks written by Cheong (U. T.);정의택이집필한교과서

3.3 최윤식(崔允植)이집필한교과서

최윤식이집필한교과서는다른문헌에서이미소개된바있지만 [15],연도별변화까지는

소개되어있지않다. 1947년 10월에정음사의≪중등수학 1∼6≫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

수있다 [35]. 특히 1∼2학년용은문교부검정을통과했으며, 3학년용은검정중, 4학년용은

인쇄중, 5∼6학년용은조판중이라는문구를볼수있다. 1947년발행의≪중등수학 1∼3≫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이종국에의하면, 1947년에≪중등수학 4≫도

발행되었다 [4]. 1947년에 ≪중등수학 5∼6≫이 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을 소

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 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1948년 7월에

≪중등수학 1∼6≫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검정 교과서’라는 문구는 찾을 수

없다 [36]. 또≪중등수학 6상≫만발행되었고,≪중등수학 6하≫는발행되지않았다 [14].

Table 1로부터 1949년에정음사발행의≪중등수학 1∼6≫이검정교과서가되었음을알수

있다. 1950년발행의≪중등수학 1≫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중등수학 2∼4≫가

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951년발행의≪중등수학 1≫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

에소장되어있다.

1952년에는 책의 이름이 ≪중등수학 1∼3≫과 ≪고등수학 1∼2≫로 바뀌었다. 1952년에

발행된≪중등수학 1≫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중등수학 3≫이사이버교과서박물

관에소장되어있다. 1953년에발행된≪중등수학 2≫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1954

년에발행된≪중등수학 1≫이교과서박물관에, 1955년에발행된≪중등수학 1≫이국립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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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년 발행의 중등수학 이 한국교원대학. 1950 1≪ ≫
교교육박물관에 중등수학 가 교과서박물관에 소장, 2~4≪ ≫
되어 있다 년 발행의 중등수학 이 한국교원대학. 1951 1≪ ≫
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에는 책의 이름이 중등수학 과 고등수1952 1~3≪ ≫ ≪
학 로 바뀌었다 년에 발행된 중등수학 이 1~2 . 1952 1≫ ≪ ≫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중등수학 이 사이버교과, 3≪ ≫
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에 발행된 중등수학 . 1953 2≪

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년에 발행된 중등, 1954≫ ≪
수학 이 교과서박물관에 년에 발행된 중등수학 1 , 1955≫ ≪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년 발행의 1 . 1954≫
고등수학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년 발행의 1 , 1954~1955≪ ≫
고등수학 가 교과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2 . ≪ ≫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최윤식이 집필한 교과서는 표 와 같이 년부터 , < 4> 1947 1955

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중등수학 1~4 정음사
1948 중등수학 상1~6 정음사 하는 발행되지 않음6 .・
1949~51 중등수학 1~6 정음사

1952~55 중등수학 1~3 정음사
고등수학 1~2 정음사

표 < 4 최윤식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Choi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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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조선출판사에서 발행한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초급 년 류 와 중등교육 1946 1 1≪ ≫ ≪
수학교과서 고급 년 류 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과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각각 소1 1 ≫
장되어 있다 류 는 대수를 의미한다 이 책은 교수요목이 발표되기 전에 집필된 것으로. ‘1 ’ . , 
검정 교과서가 아니다 이 두 책의 발행자는 경상북도 학무국으로 되어 있고 조선출판사는 . , 
번각 발행자로 되어 있다 경상북도 학무국에서 중등 교과서의 보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 
여 경상북도 내의 권위자에게 중등 교과서의 집필을 의뢰한 바 수학 교과서의 경우 ([46]), 
그 집필을 오용진에게 의뢰하고 그 발행을 조선출판사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년 , . 1946 11
월에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초급 년 류 와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고급 년 류 를 1 2 1 2≪ ≫ ≪ ≫
인쇄하는 중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현재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47]), 
없다 류 는 기하를 의미한다. ‘2 ’ . 

년 월에 저자가 오용진인 중학교 각 학년 교과서를 광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947 5
이때 학년 교과서만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년 교과서를 소장하고 ([48]). 1~4 . 5~6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년 월에 학, . 1947 6 1
년 및 학년 교과서의 검정을 신청 중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한편 년 월4 ([45]). , 1947 8
에는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가 최초로 문교부의 검정을 필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Figure 3. Choi(1950)
source: Textbook MuseumFigure 3. Choi(1950) source: Textbook Museum

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또 1954년발행의≪고등수학 1≫이국립중앙도서관에, 1954∼1955

년발행의≪고등수학 2≫가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최윤식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4와 같이 1947년부터 1955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7 중등수학 1∼4 정음사

1948 중등수학 1∼6상 정음사 · 6하는발행되지않음.
1949∼51 중등수학 1∼6 정음사

1952∼55 중등수학 1∼3 정음사

고등수학 1∼2 정음사

Table 4. Textbooks written by Choi (Y. S.);최윤식이집필한교과서

3.4 오용진(吳龍鎭)이집필한교과서

1946년에 조선출판사에서 발행한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초급 1년 1류≫와 ≪중등교육

수학교과서고급 1년 1류≫는 사이버교과서박물관과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각각 소

장되어 있다. ‘1류’는 대수를 의미한다. 이 책은 교수요목이 발표되기 전에 집필된 것으로,

검정 교과서가 아니다. 이 두 책의 발행자는 경상북도 학무국으로 되어 있고, 조선출판사는

번각 발행자로 되어 있다. 경상북도 학무국에서 중등 교과서의 보급이 늦어질 것을 우려하

여 경상북도 내의 권위자에게 중등 교과서의 집필을 의뢰한 바 [46], 수학 교과서의 경우 그

집필을 오용진에게 의뢰하고, 그 발행을 조선출판사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1946년 11월에

≪중등교육수학교과서초급 1년 2류≫와≪중등교육수학교과서고급 1년 2류≫를인쇄하는

중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지만 [47], 현재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 ‘2류’는

기하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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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5월에저자가오용진인중학교각학년교과서를광고하고있음을볼수있다 [48].

이때 1∼4학년교과서만발행된것으로보인다. 현재 5∼6학년교과서를소장하고있는곳을

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1947년 6월에 1학년및 4학년교

과서의검정을신청중이라는광고를볼수있다 [45]. 한편, 1947년 8월에는오용진이집필한

교과서가 최초로 문교부의 검정을 필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 [1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검정을필한것은 1학년과 4학년교과서로보인다. 2∼3학년교과서의검정통과여부는

명확하지않다.

경상북도학무국에서 1948년부터무검정교과서의사용을금한바있고 [49],이에따라경

상북도에서는이미 1948년이후부터는검정교과서가사용되었다는점에서, 1948년에는검정

교과서≪중등교육수학교과서 1∼4≫가발행된것으로보인다. 1948년발행의검정교과서

≪중등교육수학교과서 1상≫과≪중등교육수학교과서 3≫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Table 1로부터 1949년에조선출판사발행의≪중등교육수학교과서 1∼4≫가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11월에, 1∼3학년 교과서는 1949년 10월 31

일에, 4학년교과서는 1949년 8월 31일에검정을통과했다’는광고를볼수있다 [50].

1946∼1947년에발행된교과서의경우,경상북도학무국이발행자이고조선출판사는번각

발행자로되어있다. 1948년이후의교과서에서는더이상경상북도학무국을발행자로하고

있지않다. 1948∼1949년의교과서를실제로보면, 1949년까지는조선출판사를번각발행자

로하고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검정을 필한 것은 학년과 학년 교과서로 보인다([17]), 1 4 . 2~3

학년 교과서의 검정 통과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경상북도 학무국에서 년부터 무검정 교과서의 사용을 금한 바 있고 이에 따1948 ([49]), 

라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년 이후부터는 검정 교과서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년에1948 , 1948

는 검정 교과서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가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년 발행의 검1~4 . 1948≪ ≫
정 교과서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상 과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이 한국교원대학교교1 3≪ ≫ ≪ ≫
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 로부터 년에 조선출판사 발행의 중등교육 수학교. < 1> 1949 ≪
과서 가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 월에 학년 교과서는 1~4 . 1949 11 1~3≫

년 월 일에 학년 교과서는 년 월 일에 검정을 통과했다는 광고를 볼 1949 10 31 , 4 1949 8 31

수 있다([50]). 

년에 발행된 교과서의 경우 경상북도 학무국이 발행자이고 조선출판사는 번1946~1947 , 

각 발행자로 되어 있다 년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더 이상 . 1948

경상북도 학무국을 발행자로 하고 있지 않다 년. 1948~1949

의 교과서를 실제로 보면 년까지는 조선출판사를 번각 , 1949

발행자로 하고 있다. 

년에는 발행사가 대건출판사로 책의 이름은 1950~1951 , ≪
중등수학 로 바뀌었다 또 이전까지 학년용은 각I~IIII . 1, 4≫
각 상 하 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건출판사에서 발행하면서 , 2 , 

각각 권으로 합쳐지게 된다 년 발행의 중등수학 1 . 1950 I≪ ≫
이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에 중등수학 가 사이버교과, IIII≪ ≫
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 발행의 중등수학 이 . 1951 I≪ ≫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에 중등수학 가 한밭교육박물관에 , II≪ ≫
소장되어 있다.

년에는 발행사가 탐구당으로 책의 이름은 중1952~1955 , ≪
등수학 과 고등수학 로 바뀌었다 년 1~3 1 . 1952~1953≫ ≪ ≫
발행의 중등수학 이 년 발행의 중등수학 과 중등수학 이 그리고 2~3 , 1954 1 3 , ≪ ≫ ≪ ≫ ≪ ≫

년 발행의 중등수학 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1955 2~3 . 1952≪ ≫
년 발행의 고등수학 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년 발행의 고등수학 1 , 1955 1≪ ≫ ≪ ≫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는 표 와 같이 년부터 , < 5> 1946 1955

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6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초급 년 류1 1 조선출판사 류는 발행 여부 미상2・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고급 년 류1 1 조선출판사 류는 발행 여부 미상2・

1947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1~4 조선출판사 학년용은 상 하 권1, 4 , 2・

1948~49 중등교육 수학교과서 1~4 조선출판사 학년용은 상 하 권1, 4 , 2・

1950~51 중등수학 I~IIII 대건출판사

1952~55
중등수학 1~3 탐구당

고등수학 1 탐구당

표 < 5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Oh (Y. J.)

Figure 4. Oh(1949)

source: Textbook Museum
Figure 4. Oh(1949) source: Textbook Museum

1950∼1951년에는발행사가대건출판사로,책의이름은≪중등수학 I∼IIII≫로바뀌었다.

또 이전까지 1, 4학년용은 각각 상, 하 2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건출판사에서 발행하면서

각각 1권으로합쳐지게된다. 1950년발행의≪중등수학 I≫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중등수학 IIII≫가사이버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951년발행의≪중등수학 I≫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중등수학 II≫가한밭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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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55년에는 발행사가 탐구당으로, 책의 이름은 ≪중등수학 1∼3≫과 ≪고등수학

1≫로 바뀌었다. 1952∼1953년 발행의 ≪중등수학 2∼3≫이, 1954년 발행의 ≪중등수학

1≫과≪중등수학 3≫이,그리고 1955년발행의≪중등수학 2∼3≫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

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또 1952년 발행의 ≪고등수학 1≫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1955년발행의≪고등수학 1≫이국립중앙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5와 같이 1946년부터 1955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6
중등교육수학교과서초급

1년 1류 조선출판사 · 2류는발행여부미상

중등교육수학교과서고급
1년 1류 조선출판사 · 2류는발행여부미상

1947 중등교육수학교과서 1∼4 조선출판사 · 1, 4학년용은상,하 2권
1948∼49 중등교육수학교과서 1∼4 조선출판사 · 1, 4학년용은상,하 2권
1950∼51 중등수학 I∼IIII 대건출판사

1952∼55 중등수학 1∼3 탐구당

고등수학 1 탐구당

Table 5. Textbooks written by Oh (Y. J.);오용진이집필한교과서

4 1949년의검정교과서와그변화

여기서는 1949년에 처음으로 문교부의 검정을 필한 교과서로 Table 1의 ②∼⑧에 대해,

그리고 1950년이후의이교과서들의변화에대해논의한다.

4.1 심형필(沈亨弼)이집필한교과서

1948년 10월에건국사의≪중등새수학 1≫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38]. 이광

고에서 ‘검정교과서’라는문구는볼수없다. 1948년발행의≪중등새수학 2∼3≫을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Table 1로부터 1949

년에 건국사 발행의 ≪중등새수학 1∼3≫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6

월에≪중등새수학 1∼3≫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24]. 또 1951∼1955년발행의

≪중등새수학 1∼3≫을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심형필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6과 같이 1948년부터 1950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186 A study on actual state of Korean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period of syllabus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8 중등새수학 1 건국사

1949∼50 중등새수학 1∼3 건국사

Table 6. Textbooks written by Shim (H. P.);심형필이집필한교과서

4.2 유충호(劉忠浩)·허식(許軾)이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 박문출판사 발행의 ≪중등최신수학 1∼3≫이 검정 교과서가 되

었음을알수있다. 1950년 6월에≪중등최신수학 1∼3≫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42]. 한편, 문교부공고 8호 [52]에의해 1951년에이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유충호의 월북 [8]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공고에서 검정일이 1950년 6월 3일로

된 4권의검정을취소하고있고,그 4권이목적하는학교를 ‘중학교및고등학교수학과’로한

것으로부터, ≪중등최신수학 4≫가 1950년에발행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현재 ≪중등최

신수학 4≫를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다.

년의 검정 교과서와 그 변화4. 1949

여기서는 년에 처음으로 문교부의 검정을 필한 교과서로 표 의 에 대해1949 < 1> ~ , ② ⑧
그리고 년 이후의 이 교과서들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1950 .

.

년 월에 건국사의 중등새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1948 10 1 ([38]). ≪ ≫
이 광고에서 검정 교과서 라는 문구는 볼 수 없다 년 발행의 중등새수학 을 ‘ ’ . 1948 2~3≪ ≫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로, . < 1>
부터 년에 건국사 발행의 중등새수학 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1949 1~3 . ≪ ≫

년 월에 중등새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또 1950 6 1~3 ([24]). ≪ ≫
년 발행의 중등새수학 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1951~1955 1~3 , ≪ ≫

에서도 그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심형필이 집필한 교과서는 표 과 같이 년부터 , < 6> 1948 1950

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8 중등새수학 1 건국사

1949~50 중등새수학 1~3 건국사

표 < 6 심형필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Shim (H. P.)

 

표 로부터 년에 박문출판사 발행의 중등최신< 1> 1949 ≪
수학 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 1~3 . 1950≫
월에 중등최신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6 1~3≪ ≫

있다 한편 문교부 공고 호 에 의해 년에 ([42]). , 8 ([52]) 1951

이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었다 이것은 유충호의 월북. ([8])

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공고에서 검정일이 . 1950

년 월 일로 된 권의 검정을 취소하고 있고 그 권이 목6 3 4 , 4

적하는 학교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학과 로 한 것으로부‘ ’

터 중등최신수학 가 년에 발행되었다는 것을 알 , 4 1950≪ ≫
수 있다 현재 중등최신수학 를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 4≪ ≫
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유충호와 허식이 집필한 교과, 

서는 표 과 같이 년부터 년까지 사용된 것으< 7> 1949 1950

로 보인다. 

Figure 5. Yu & Hur(1950)

source: Textbook Museum
Figure 5. Yu & Hur(1950) source: Textbook Museum

지금까지의논의에따르면,유충호와허식이집필한교과서는 Table 7과같이 1949년부터

1950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50 중등최신수학 1∼3 박문출판사

1950 중등최신수학 4 박문출판사

1951 중등최신수학 1∼4 박문출판사 ·검정취소

Table 7. Textbooks written by Yu (C. H.) & Hur (S.);유충호 ·허식이집필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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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성헌(李星憲)이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 수문관 발행의 ≪새교육중등수학 1∼3≫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또 1950년 6월에 ≪새교육중등수학 1∼3≫은 검정필, ≪새교육중등수학

4∼6≫은검정신청중이라는광고를볼수있다 [25]. ≪새교육중등수학 4∼6≫의검정통과

여부는명확하지않다. 현재 1950년발행의≪새교육중등수학 4∼6≫을소장하고있는곳을

찾을수없다. 1951년발행의≪새교육중등수학 1≫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

어있다. 1951년발행의≪새교육중등수학 4∼6≫을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

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되지않는다.

1952년에는발행사가민교사로바뀌었고,이때≪새교육중등수학 1∼3≫과함께고등학교 1

학년용의≪새교육고급수학≫도발행되었다 [29]. 1953년발행의≪새교육중등수학 1≫이교

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954년 4월에,그리고 1955년 3월에≪새교육중등수학 1∼3≫과

≪새교육고급수학≫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31, 32]. 현재≪새교육고급수학≫을

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이성헌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8과 같이 1949년부터 1955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51 새교육중등수학 1∼3 수문관

1950 새교육중등수학 4∼6 수문관 ·발행여부미상

1952∼55 새교육중등수학 1∼3 민교사

새교육고급수학 민교사

Table 8. Textbooks written by Lee (S. H.);이성헌이집필한교과서

4.4 이임학(李林學)이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동지사발행의≪표준중등수학 1∼3≫이검정교과서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6월에 ≪표준중등수학 1∼3≫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26].

1951년 발행의 ≪표준중등수학 2≫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표준중등수학 3≫이

한밭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1년에 동지사가 장왕사와 백영사로 분리되면서 [3],

≪표준중등수학 1∼3≫은더이상발행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장왕사에서는 1952년에박

경찬이 집필한 교과서를 발행하였다 (‘3.1 박경찬이 집필한 교과서’ 참고). 1952∼1955년에

백영사에서수학과검정교과서를발행한기록은찾을수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이임학이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9와 같이 1949년부터 1951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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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51 표준중등수학 1∼3 동지사

Table 9. Textbooks written by Ree (R. H.);이임학이집필한교과서

4.5 이정기(李廷紀)·안병태(安炳泰)·이호기(李浩基)가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 조선공업문화사 발행의 ≪중등신수학 1∼3≫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런데 1949년 7월과 8월에≪중등신수학 1≫을제외한≪중등신수학

2∼3≫만을광고하고있음을볼수있다 [20, 39]. 현재 1949년발행의≪중등신수학 1∼3≫을

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다.

‘조선공업문화사’라는 이름이 ‘조문사’로 바뀌었다 [3]. 또 적어도 1950년 3월 이후에는

‘공업문화사’와 ‘조문사’라는이름을함께사용한것으로보인다 [54]. 1950년 6월의광고에

서 공업문화사·조문사의 1950년도 중등학교 검정 교과서 광고에서 ≪중등신수학 1∼3≫은

보이지 않는다 [27, 55]. 1950년 이후에 ≪중등신수학 1∼3≫이 발행되었다는 기록은 물론,

소장한곳을찾을수없다.

지금까지의논의에따르면,이정기·안병태·이호기가집필한교과서는 Table 10과같이 1949

년에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 중등신수학 1 조선공업문화사 ·발행여부미상
1949 중등신수학 2∼3 조선공업문화사

Table 10. Textbooks written by Lee (J. K.) et al;이정기 ·안병태 ·이호기가집필한교과서

4.6 이춘호(李春昊)가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연학사발행의≪신제중등수학 1∼3≫이검정교과서가되었음을

알수있다. 1950년 6월에≪신제중등수학 1∼3≫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43].

1951년에는 발행사가 민교사로 바뀌었다. 1951년 발행의 ≪신제중등수학 2≫와 1952년

발행의 ≪신제중등수학 3≫이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3년 4월에

≪신제중등수학 1∼3≫이발행되었다는광고를볼수있다 [30]. 한편, 1954∼1955년발행의

≪신제중등수학 1∼3≫을소장하고있는곳을찾을수없고,신문광고에서도그발행이확인

되지않는다. 이것은이춘호의납북및사망 [6]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이춘호가 집필한 교과서는 Table 11과 같이 1949∼1953년에

사용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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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9~51 표준중등수학 1~3 동지사

표 < 9 이임학이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Ree (R. H.)

6 9 6 (

표 로부터 년에 조선공업문화사 발행의 중등신수학 이 검정 교과서가 < 1> 1949 1~3≪ ≫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년 월과 월에 중등신수학 을 제외한 중등신수. 1949 7 8 1≪ ≫ ≪
학 만을 광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년 발행의 중등신수2~3 ([20], [39]). 1949≫ ≪
학 을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다1~3 .≫
조선공업문화사 라는 이름이 조문사 로 바뀌었다 또 적어도 년 월 이후에는 ‘ ’ ‘ ’ ([3]). 1950 3
공업문화사 와 조문사 라는 이름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년 월의 광고‘ ’ ‘ ’ ([54]). 1950 6
에서 공업문화사 조문사의 년도 중등학교 검정 교과서 광고에서 중등신수학 1950 1~3・ ≪ ≫
은 보이지 않는다 년 이후에 중등신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기록([27], [55]). 1950 1~3≪ ≫
은 물론 소장한 곳을 찾을 수 없다, .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이정기 안병태 이호기가 집필한 교과서는 표 과 같이 , < 10>・ ・
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1949 . 

연도 책의 이름 발행사 비고
1949 중등신수학 1 조선공업문화사 발행 여부 미상・
1949 중등신수학 2~3 조선공업문화사

표 < 10 이정기 안병태 이호기가 집필한 교과서 > textbooks written by Lee (J. K.) et ・ ・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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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부터 년에 연학사 발행의 신제중등수학 < 1> 1949 ≪
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년 월에 1~3 . 1950 6≫

신제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1~3≪ ≫
([43]). 

년에는 발행사가 민교사로 바뀌었다 년 발행의 1951 . 1951
신제중등수학 와 년 발행의 신제중등수학 이 2 1952 3≪ ≫ ≪ ≫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 월에 . 1953 4 ≪
신제중등수학 이 발행되었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1~3≫

한편 년 발행의 신제중등수학 을 ([30]). , 1954~1955 1~3≪ ≫
소장하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고 신문 광고에서도 그 발행, 
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춘호의 납북 및 사망 과 . ([6])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6. Lee(1949)
source: Textbook MuseumFigure 6. Lee(1949) source: Textbook Museum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50 신제중등수학 1∼3 연학사

1951∼53 신제중등수학 1∼3 조문사

Table 11. Textbooks written by Lee (C. H.) et al;이춘호가집필한교과서

4.7 정순택(鄭淳宅)이집필한교과서

Table 1로부터 1949년에고려서적회사발행의≪중등수학 1∼3≫이검정교과서가되었음

을알수있다. 1950년에는발행사가을유문화사로바뀐것을알수있다 [24]. 한편, 문교부

공고 8호 [52]에의해 1951년에이교과서의검정이취소되었다. 이것은정순택의월북 [8]에

의한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의논의에따르면,정순택이집필한교과서는 Table 12와같이 1949년부터 1950

년까지사용된것으로보인다.

연도 책의이름 발행사 비고

1949 중등수학 1∼3 고려서적회사

1950 중등수학 1∼3 을유문화사

1951 중등수학 1∼3 을유문화사 ·검정취소

Table 12. Textbooks written by Cheong (S. T.);정순택이집필한교과서

5 결어

본연구에서는교수요목기의중·고등학교수학검정교과서를추적하고있다. 문교부공고와

같은 정부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선행 연구 분석, 1946∼1955년의 신문 기사 및 광고 검색,

도서관및박물관소장교과서의발행정보검색과교과서실물조사의세가지방법으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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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정보를교차점검하여 Table 1∼Table 12를작성하였다.9) 이방법은간접적이고한계도

있는만큼,이러한방법으로확인하지못한교과서실물이새롭게나타난다면, Table 1∼Table

12를수정하게될수있다.

교과서검정제도가본격적으로시작된 1949년을기준으로,그이전에는주로 ‘발행 후검

정’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에는 ‘검정 후 발행’이 정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완전한 일괄

검정이이루어진것은아니었다. 1947∼1948년사이에저자기준 4종이전체또는부분적으

로 검정 교과서가 되었고, 1949년에는 이 4종을 포함하여 저자 기준 11종이 검정 교과서가

되었다. 1955년에제1차교육과정이발표되기전까지이 11종의검정교과서이외의새로운

검정 교과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 11종의 교과서가 1955년까지 그대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발행사가바뀌는변화도있었고,특히유충호·허식과정순택이집필한교과서는검정

이취소되기도했다. 또발행되지못한교과서도있다.

현재도서관및박물관에소장된교수요목기의교과서를다합쳐도연도별그리고학년별로

누락된것이많다. 교과서의발행정보만있고,교과서실물이아예확인되지않는것도있다.

또한도서관및박물관에소장된교과서도보존상태가좋지않은것이대부분이어서열람이나

대출도 제한적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수요목기의 수학교육사 복원을 위해서는

교수요목기교과서의실물을확인하고그것을디지털화하기위한시도가필요해보인다. 현

재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일부 교과서의 디지털 자료가 있을 뿐이다. 교수요목기 교과서의

디지털작업을위해서는상당한예산이예상되는바,그러한시도는연구기관이주도해야할

것으로보인다. 이러한작업과함께각교과서의내용에대한연구도필요해보인다.

또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의 선구자들이라 할 수 있는 각 교과서의 저자에 대한

연구도필요해보인다. 저자들중에서이임학,이춘호,최윤식과같이어느정도알려진저자도

있지만,그이외의저자들에대해서는알려진것이별로없다.

References

1. Heo Gang et al, A Study on the Changes of Korean Authorized Textbooks,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2002.허강외,한국의검인정교과서변천에관한연구,한국교과서연구재
단, 2002.

2.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List of Korean textbooks(the enlightenment period ∼1963),
1990.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교과서목록(개화기∼1963), 1990.

3. Lee Doo Young, History of modern Korean publishing, Moonye publishing co, 2015.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문예출판사, 2015.

4. Lee Jong Kuk, History of Korean textbook company, Korean textbook company, 1998.이종국,
대한교과서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8.

9) 아래 참고문헌의 각 신문사 영문명은 당시 각 신문사에서 사용한 것이다.



Park Kyo Sik 191

5. Lee Sang Gu et al, Mathematics Textbook in Korea(1880∼2016), J. Korean Soc. Math. Ed.
Ser. E: Communications of Mathematical Education 31(1) (2017), 149–177. 이상구외, 한국근·
현대수학 교재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 E: 수학교육논문집 31(1) (2017), 149–177.

6. Lee Sang Gu, The pioneers of Korean modern mathematics in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2013. 이상구,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 성균관대학교 출
판부(사람의 무늬), 2013.

7. Ministry of education, 40 year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1988. 문교부, 문교40년사, 1988.
8. Moon Man Yong, Kim Young Sik, Data on the formation of modern science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4. 문만용, 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 과정 자료, 서울대학교출
판부, 2004.

9.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re.kr.
10. National library of Korea, List of Korean textbooks(1945∼1979), 197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

교과서목록(1945∼1979), 1979.
11. National library of Korea, List of Korean textbooks(1982), 198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과서

목록(1982), 1982.
12. National library of Korea, List of not owned textbooks from 1945 to 1970, 1970. 국립중앙도서

관, 1945∼1970년도 발행 교과서 미소장 목록, 1970.
13. Park Han Sik, History of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textbook company, 1991.

박한식, 한국수학교육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14. Park Han Sik, I and mathematics education, Compilation committee for history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ed.), History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Sungji Pub-
lications, 1998. 박한식, 나와 수학교육, 대한수학회사편찬위원회, 대한수학회사, 성지출판 (주),
1998.

15. Park Kyo Sik, Mathematician Choi Yoon Sik and mathematics education, Journal for His-
tory of Mathematics 32(2) (2019), 79–93. 박교식, 수학자 최윤식과 수학교육, 한국수학사학회지
32(2) (2019), 79–93.

16. The daegu times(1947. 08. 13, page 1, advertisement), <New secondary school mathe-
matics>. 대구시보(1947. 08. 13, 1면 광고), <신중등수학>.

17. The daegu times(1947. 08. 21, page 2, article), <Mathematics textbooks written by Oh
Yong-jin are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대구시보(1947. 08. 21, 2면기사), <오용
진씨 저작 수학 교과서 문교부 검정>.

18. The donga-a ilbo(1948. 08. 22,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by Jinsungdang publisher>. 동아일보(1948. 08. 22, 1면 광고), <진성당 중등수학>.

19. The donga-a ilbo(1949. 02. 02, page 2, article), <The rules of textbook authorization>. 동
아일보(1949. 02. 02, 2면 기사), <교과서 검정 규정>.

20. The donga-a ilbo(1949. 07. 21, page 1, advertisement), <General science, Science of inan-
imate nature, the latest edition>. 동아일보 (1949. 07. 21, 1면 광고), <일반과학 물상편 최신
판>.

21. The donga-a ilbo(1949. 08. 01, page 1, advertisement), <List of authorized secondary
school textbooks>. 동아일보(1949. 08. 01, 1면 광고), <중등 검정 교과서 일람표>.

22. The donga-a ilbo(1949. 08. 29, page 1, advertisement), <New mathematics>. 동아일보
(1949. 08. 29, 1면 광고), <신수학>.

http://ncic.re.kr.


192 A study on actual state of Korean secondary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period of syllabus

23. The donga-a ilbo(1950. 05. 19,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xtbooks for
1950>. 동아일보(1950. 05. 19, 1면 광고), <4283년도용 중등고등학교용 교과서>.

24. The donga-a ilbo(1950. 06. 05, page 1, advertisement), <Textbooks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동아일보(1950. 06. 05, 1면 광고), <문교부검정필 교과서>.

25. The donga-a ilbo(1950. 06. 09,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aching mate-
rials by Sumoonkwan publisher>. 동아일보(1950. 06. 09, 1면 광고), <수문관판 중등 및 고등
학교 교재>.

26. The donga-a ilbo(1950. 06. 13, page 2, advertisement), <Guide to secondary school teach-
ing materials for 1950>. 동아일보(1950. 06. 13, 2면 광고), <4283년도 중등교재 안내>.

27. The donga-a ilbo(1950. 06. 16, page 1, advertisement), <Gongupmoonhwa publisher,
Chomoon publisher>. 동아일보(1950. 06. 16, 1면 광고), <공업문화사, 조문사>.

28. The donga-a ilbo(1951. 04. 20, page 2, article), <Re-enrollment of authorized textbooks>.
동아일보(1951. 04. 20, 2면 기사), <검인정 교과서 재등록을 실시>.

29. The donga-a ilbo(1952. 04. 03, page 1, advertisement), <Guide to teaching materials au-
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by Minkyo publisher>.동아일보(1952. 04. 03, 1면광고),
<문교부 검정필 민교사 교재 안내>.

30. The donga-a ilbo(1953. 04. 20, page 1, advertisement), <Guide to textbooks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for 1953 by Chomoon publisher>. 동아일보 (1953. 04. 20, 1면 광고),
<조문사 4286년도 문교부 검정 고중등 교과서 안내>.

31. The donga-a ilbo(1954. 04. 17, page 1, advertisement), <Guide to textbooks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for new semester>. 동아일보(1954. 04. 17, 1면 광고), <신학기 문교부
검인정 교과서 안내>.

32. The donga-a ilbo(1955. 03. 09, page 3, advertisement), <List of textbooks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 for 1955>.동아일보(1955. 03. 09, 3면광고), <교과서목록일람,문교부
검정필 단기 4288년도>.

33. The hansung ilbo(1947, 11. 26, page 1, advertisement), <Hansung publisher>. 한성일보
(1947, 11. 26, 1면 광고), <한성출판사>.

34. The independence news(1947. 10. 02, page 2,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mathe-
matics for new education 1∼3>. 독립신보(1947. 10. 02, 2면 광고), <신교육중등수학 1∼3>.

35. The kyunghyang shinmoon(1947. 10. 31,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xt-
books>. 경향신문(1947. 10. 31, 1면 광고), <중등교과서>.

36. The kyunghyang shinmoon(1948. 07. 31,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xt-
books>. 경향신문(1948. 07. 31, 1면 광고), <중등교과서>.

37. The kyunghyang shinmoon(1948. 10. 10, page 4, article), <Textbooks without authoriza-
tion shall be prohibited in schools>. 경향신문 (1948. 10. 10, 4면 기사), <검정 없는 교과서
학원서 사용 금지시킨다.>

38. The kyunghyang shinmoon(1948. 10. 13,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aching materials>. 경향신문(1948. 10. 13, 1면 광고), <중등교재>.

39. The kyunghyang shinmoon(1949. 08. 01, page 1, advertisement), <General science, Sci-
ence of inanimate nature>. 경향신문(1949. 08. 01, 1면 광고), <일반과학 물상편>.

40. The kyunghyang shinmoon(1949. 09. 02, page 1, advertisement), <Secondary school text-
books authorized by ministry of education>.경향신문(1949. 09. 02, 1면광고), <문교부검정



Park Kyo Sik 193

중등교과서>.
41. The kyunghyang shinmoon(1950. 06. 05, page 1, advertisement), <Notification of new

teaching materials by Dongmyoung publisher>. 경향신문(1950. 06. 05, 1면 광고), <동명사
신간 교재 통보>.

42. The kyunghyang shinmoon(1950. 06. 05, page 2, advertisement), <Guide to teaching ma-
terials by Bakmoon publisher>. 경향신문(1950. 06. 05, 2면 광고), <박문교재 안내>.

43. The kyunghyang shinmoon(1950. 06. 08, page 1, advertisement), <Authorized textbooks
by Younhak publisher>. 경향신문(1950. 06. 08, 1면 광고), <연학사 검정 교과서>.

44. The kyunghyang shinmoon(1952. 03. 23, page 1, advertisement), <Science of inanimate
nature>. 경향신문(1952. 03. 23, 1면 광고), <물상>.

45. The lady daily news(1947. 06. 20, page 1, advertisement), <Chosun publisher>. 부녀일보
(1947. 06. 20, 1면 광고), <조선출판사>.

46. The lyungnam ilbo(1946. 09. 13, page 2, article), <Secondary school textbooks are pub-
lished in succession>. 영남일보(1946. 09. 13, 2면 기사), <중등교과서 속속 출판>.

47. The lyungnam ilbo(1946. 11. 16, page 1, advertisement), <Chosun publisher>. 영남일보
(1946. 11. 16, 1면 광고), <조선출판사>.

48. The lyungnam ilbo(1947. 05. 06, page 1, advertisement), <Chosun publisher>. 영남일보
(1947. 05. 06, 1면 광고), <조선출판사>.

49. The lyungnam ilbo(1947. 09. 09, page 2, article), <Unifying the use of textbooks, any oth-
ers except authorized textbooks by ministry of education are strictly forbidden>. 영남일
보(1947. 09. 09, 2면 기사), <교과서 사용 통일 문교부 검정 외 엄금>.

50. The lyungnam ilbo(1949. 11. 25, page 2, advertisement), <Chosun publisher>. 영남일보
(1949. 11. 25, 2면 광고), <조선출판사>.

51. The official gazette no.1639(1956. 09. 12, announcement no. 106 by ministry of education),
관보 제1639호(1956. 09. 12, 문교부 공고 제106호).

52. The official gazette no.488(1951. 06. 20, announcement no. 8 by ministry of education),
관보 제488호(1951. 6. 20, 문교부 공고 제8호).

53. The pyunghwa ilbo(1948. 09. 12, page 1, advertisement), <publishing secondary school
textbooks>. 평화일보(1948. 09. 12, 1면 광고), <중등교과서 발행>.

54. The union times(1950. 03. 30, page 1, advertisement), <Chomoon publisher>. 연합신문
(1950. 03. 30, 1면 광고), <조문사>.

55. The union times(1950. 06. 14, page 1, advertisement), <Guide to authorized secondary
school textbooks and other books in 1950>. 연합신문 (1950. 06. 14, 1면 광고), <4283년도
중등고등대학교 검정 기타 교과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