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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학사 연구에 헌신하신 홍성사, 홍영희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헌정합니다.

본 논문은 한국수학사에서 연구와 정리가 취약한 시기인 근대수학의 도입기를

조사하면서, 그 근대수학의 도입기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인 이상설李相卨에 대한

조명을 시도한다. 시대적 상황이 모든 분야의 침체기를 가져온 구한말 이상설은

근대수학에서 당대를 대표하는 높은 학식을 쌓고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간

이상설에 대해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라는 평가가 없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설

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가 독립운동가로만 강하게 각인된 탓일 것이다. 하지만 그

는 19세기말 조선 근대수학의 첫 번째 교과서 편저자이자 수학교사이기도 했음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대유학자이면서도 선구적으로 외국어와 서양과학 특히 근대

서양수학을 이해한 면모는 한국이 배출한 천재 중 하나라는 평가가 결코 과장이 아

님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수학교육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인

이상설의 교육과 학문 및 실천업적을 조명한다. 보재 이상설이 1886년경에 쓴 책

<수리>와 최초로 수학과 과학을 관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편성한 과정, 최초의

근대수학교과서로 여겨지는 <산술신서>의 발간,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의 설립

및 운영을 포함한 보재의 업적을 한국수학사 관점에서 조명한다. 또한 <산술신서>

의 목차와 구체적인 내용 및 1901년에 출간된 <신정산술>의 내용을 소개하고, 지

금까지 부정확하게 알려진 <수리>와 <산술신서>에 관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여 재조명한다.

주제어 : 조선, 개화기, 한국 근대수학, 수리, 산술신서, 수학교사, 애국자, 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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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종황제의 칙서

1. 서론

보재 이상설은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에 파견된 독립열사 3인 중 한 명 정도로만 알려져 있

지만, 그는 해외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일제하 독

립운동계의 핵심인물일 뿐 아니라, 신구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른 당대의 천재였다([3]). 어려서 배운 유학

의 경지는 넓고 깊어 구한말의 대유학자 이건창(1852

∼1898)은 그를 ‘율곡을 이을 대학자’로 인정할 정도였

고, 이승만과 김구가 낙방한 조선의 마지막 과거, 대과

에 급제했으며, 스물일곱의 나이에 이미 성균관의 교

수 겸 관장에 등용되었던 인물이다.1) 그는 불교, 법률,

정치, 경제, 사회, 수학, 과학, 철학 등 거의 모든 분야

에 걸쳐 당대 최고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어, 러시아어, 영어, 불어에 능통한 수재였다.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서양과학 특히 근대 수학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첫 번째 한국 근대

수학 교과서를 썼다([16]). 이상설의 진정한 선각자적 탁월성은 시국과 사회의 큰 전

환을 살피고 곧 근대사상과 근대학문 전반에 대해서도 거의 독학으로 습득하기 시작

했다는 점에 있다. 해방 후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1868~1953)의 회고담은 신상자

료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이상설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상설은

결혼 후 장동에서 저동(지금의 명동)으로 이사했는데, 이시영의 집과 앞뒷집이 되어

아침저녁으로 만나 친하게 지냈으므로 이시영의 회고담은 믿을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보재(이상설)의 학우는 나와 나의 형인 회영을 비롯하여 남촌 3대 재능아

로 꼽히던 이범세, 서만순, 조한평과 한학의 석학인 조규형 등 쟁쟁한 인재들이었

다. 나중에 대부분 정부에서 중추적인 일들을 하게 된 이들 학우들 중에서도 보재

는 단연 선생 격이었기에 그 문하생도 7~8명이나 되었으니, 그와 동문수학한 사

람들은 17~8명 정도에 이른다.” 

  

  박규수의 사랑채를 중심으로 모인 유길준 박영효 서재필 등이 1870년대를 대표하

는 개화·개혁의 선두주자였다면, 이들은 1880년대를 대표하는 최정예 차세대 엘리트 

집단이었다. 과학사학자 박성래 교수는 이상설을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평가하였다([8]). 그러나 고종은 이 교육구국운동에 전념하던 교육자에게 다음과 같은

1) 이승희의 <한계유고> (국사편찬위원회, 1980년), <증보 이상설전> 윤병석 지음. 18쪽 재인

용 (일조각, 1998)



설한국․이상구

- 81 -

소임의 임명장[그림 1]을 보냈다.

“대 황제는 칙(刺: 황제의 명령을 적은 문서)하여 가로되 아국의 자주독립은 이

에 천하열방(天下列郭 :세계여러나라)의 공인하는 바라… 이에 여기 종이품 전 의

정부 참찬 이상설, 전 평리원 검사 이준, 전 주 러시아공사관 참서관 이위종을 특

파하여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 나가서 본국의 모든 실정을 온 세계에 알

리고 우리의 외교권을 다시 찾아 우리의 여러 우방과의 외교관계를 원만하게 하도

록 바라노라 짐이 생각건대 이번 특사들의 성품이 충실하고 강직하여 이번 일을

수행하는 데 가장 적임자인 줄 안다. 대한 광무 11년 4월 20일 한양경성 경운궁에

서 서명하고 옥새를 찍노라([1] ).”

이상설은 고종의 밀사 대표로 1907년 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헤이그에 가서, 고종

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에 근거한 을사늑약은 무효이며, “국제법에 어긋나게 일제가

1905년 강제로 조선의 외교권을 피탈하고, 자주권을 강탈한 후,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

하니, 이를 공동으로 저지하자”는 주장을 편다. 그러자 곧 일제의 조선통감부는 이상

설에게 궐석재판으로 사형을 선도하고, 이어서 고종을 폐위시킨다. 이에 그는 귀국을

미루고 북간도와 러시아의 국경에서 독립운동을 수행한다. 이상설은 만주, 러시아, 유

럽과 미주 지역을 넘나들며 교육기관 설립, 망명정부 수립,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알

리는 외교적 노력과 해외 독립운동단체의 조직화에 힘쓰지만, 조국의 독립을 못 보고

1917년 차가운 시베리아 땅에서 운명한다.

이상설은 당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는 서양의 과학 특히 근대 서양수학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스스로 근대 서양

수학을 독학으로 학습하여 강의하고, 수학교과서를 저술하고, 고종의 1895년 교육조서

를 받들어 수학과목을 정식으로 관립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등 중요한 교육

적 업적을 이루었다([15]).

2. 본론

(1) 한국 개화기의 교육제도 개관

한국1)의 과학 기술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천문학과 수학이 과학체계의 주류를 이루

었으며, 과학과 수학은 조선 건국 초기의 정치적 안정과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바탕

으로 왕권의 보호 아래 관영官營과학으로 발전해 왔다.

1) 본 원고에서는 1392년 고려 멸망과 조선(朝鮮) 건국, 1897년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大韓帝

國)으로 변경, 1910년 국권피탈(일본의 한국 강점), 1945년 8·15광복과 미군정의 시작, 1948

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 수립을 통일하여 한국(Korea)으로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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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을 계기로 1842년 중국은 개항을 하게 되고 1847년

에는 영국의 수학자 와일리(A. Wylie, 1815-1887)가 서양수학을 중국에 보급하기 시

작하였다.2) 또한 일본은 1858년 개항과 함께 1872년 프랑스 학제를 기초로 교육개발

을 꾀하였으며, 1872년 미국 럿거스대학(Rutgers college) 수학교수 스코트(M. Scott)

를 동경 고등사범학교의 교수로 초빙하여 영어와 산술을 가르쳤고, 1873년 미국인 머

레이(D. Murray)를 문부성 학감으로 임명하여 서양수학의 보급에 힘썼다([19]).3)

한국에서는 중국수학사의 황금기라고 일컬어지는 송宋∙원元 시대의 수학을 흡수 소

화하였던 세종대를 거쳐서 중국인 수학자들에게 동산東算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조

선의 산학이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으로 전수 되며 활용되고 있었으며, 이어서 명

⋅청 시대를 거치면서 수학적 저술이 중국을 거쳐 유입되어,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는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이 산사算士를 포함하는 기술 관료들을 대폭 증원하는 형태

로 추진되었다([4], [21])4).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쇄국정책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폐기하면서, 1876년 부산개항, 1879년 원산개항, 1882년 인천개항 등이 이루어

졌고 이와 더불어 서양과 본격적으로 왕래하면서 서양의 근대수학이 상당수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과학문명은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구한말의 황실

도 교육개혁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7]. 그러나 그 후 일제의 간섭과 강점

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교육기회가 통제되었고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왜곡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성장을 가로막는 반교육의 시기와 마주해야 했다.

1895년 고종의 교육조서敎育詔書5)를 토대로 하여 1897년 8월 12일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한 후부터 국치일인 1910년 10월 22일 사이에 이루어졌던 관학의 고등교

육 개혁 노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895년부터 1910년 말까지, 정부가 관립으로 설치 운영토록 한 근대적 고등교육기

관으로는 성균관, 법관양성소, 의학교 등이 있었다.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종 32

2) 실학기의 수학과 근대수학의 도입, 이은주,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3) http://famousamericans.net/davidmurray/

4) “The Chinese mathematics arranges the history is embarks from the Chinese nationality
standpoint, “Wasan”(和算，Japanese mathematics) and “Dogsan”(东算，Korean mathematics)

and “Zhongsuan”(中算，Chinese mathematics) the relations, regard as the Chinese. And

according to the approach to historiography of Chinese nationalism, Wansan and Dogsam

are taken as the transmitting and influencing results of “Zhongsuan” in Japan and Korea.”

in [21].

5)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교육개혁은 구한말의 갑오개혁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특히 1895년 발

포된 교육조서는 교육에 의거한 국가 발전에 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부는 국가의 중흥을 위해 새로운 교육 사업을 벌여 인재를 양성해야 함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 추진된 교육개혁은 주로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개방하고, 근대식 학제의 기초를 마

련하였으며, 근대적인 교육과정을 법규화하고 교과서를 마련하였다. 또 초등교육기관을 비롯하

여 각급 학교들의 설립과 근대적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시설들을 마련해 나갔다. 그러나 일

제의 강점으로 인해 교육 기회, 특히 고등교육은 몹시 제약되었고 교육과정이 왜곡됨으로써 우

리 민족의 성장을 가로막는 반교육개혁의 시기와 마주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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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인 1895년 7월 2일자 칙령 제136호와 학부령 제2호에 의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

는 성균관과 교육기관인 경학원으로 분리된다. 고종은 1895년 성균관에 3년제 경학과

를 설치하고 교육과정도 개편하여 강독, 작문, 역사학, 지리학, 수학(가감승제, 비례,

차분)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13]. 1886년(고종23년) 6월 조선정부는 내무부 주관

으로 근대학교의 설립을 착수하여 8월 미국인 헐버트(H. Hulburt, 1863-1949)6), 길모

어(G. Gilmore), 번커(D. Bunker)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신식교육을 맡겼다. 이로써

육영공원7)(育英公院, Royal English school)이라는 근대식 관학 교육기관이 만들어진다.

육영공원은 정치, 경제, 수학, 영어, 자연과학 같은 기본 과목 외에도 역서, 습자, 산학,

외국어, 정치, 의학, 지리, 기기 등을 가르쳤으며, 자연과학 분야 교과서는 영어원서를

교재로 채택하였다. 헐버트는 1892년 육영공원 교수로 직접 기하학, 천문학, 윤리학,

지질학을 가르쳤다. 1894년 폐교할 때까지 선발된 양반자제들에게 근대교육을 실시함

으로써 서구 자본주의의 급격한 유입에 적절히 대응할 관료의 양성을 주요 목표로 삼

아 운영하였다. 교육 기구로는 좌원과 우원을 두어 좌원에는 문무 현직 관리를 선택

하여 입학시키고 우원에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입학시켰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현대 개념의 첫 번째 고등tertiary 수학교육8) 기관으로 여겨진다. 학생은 처음에 좌·우

원을 합하여 35명이었다. 학교의 운영비는 모두 호조와 선혜청에서 절반씩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교육연한은 3년으로 정하였다. 한때 총 재학생수가 112명에 이르기도 하

였다. 1894년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영어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

인 육영공원으로 개편되었다.

1895년 고종은 교육조서를 공포하고 이어서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성균관 관제(경학과에서 산술학과 신설), 소학교령(소학교는 현재의 초등학교이다.)등

을 공포하였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를 시작으로 1895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사범학교와 중학교(1899년 설립)9)의 경우 산술 이외에 대수·기하를

가르쳤다. 1895년 이미 성균관은 교과과정과 직제를 개편하며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맡는 근대적 대학으로 되었으며, 신설 사학私學들도 10세에서 20세 사이의 학생을 지

도하는 근대적 중등교육과정을 거쳐 전문학교와 대학으로의 발전을 추구하였다([14]).

이 과정에서 미리 특기해둘 만한 중요한 사실은, 성균관장으로 임명된 이상설이 1896

년 국립 성균관의 교과과정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등과정의 서양수학을 필수과목으

로 지정하였으며, 이어서 학부 편집국장 이규환의 부탁으로 한성사범학교 수학교재로

6) 호머 헐버트(Homer Bezaleel Hulbert), 미국인, 사학자, 교육자, 1863년-1949년, 유니언신학교

졸업, 1886년 한국 육영공원 교수로 수학을 강의, 1907년 고종에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밀

사파견 건의, 1919년 3.1운동지지, 1950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태극장 수상.

7) 갑오교육개혁이 주로 초등교육단계에 비중을 두는 것이었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

고 있었던 것이 외국어교육에 대한 것이었다. 개화기의 조선이 근대적인 학교로 설립하였던

최초의 관립학교가 영어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육영공원이었다.

8)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의 직업 및 비직업 과정 교육의 총칭.

9) 서울특별시, 서울 600년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sidaesa/txt/5-5-3-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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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수학책 <산술신서>를 직접 편찬해 냈다는 점이다. 정부가 편찬한 이 책은 최

초의 수학교과서가 되었다. 이후 우리말로 쓰인 많은 수학책들이 1910년 한일병탄(합

병)10)까지 출판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수학 교육이 시작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발적 근대교육의 기틀이 미처 안착하지 못한 채 맞은 을사늑약

이후 이 땅의 근대교육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조선총독부는 1908년 사립학교령을 통

하여 대한제국의 모든 사립학교 교육을 공공연하게 통제하기 시작한다. 일제는 1910

년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제하기 시작

한다. 이후 우리말로 쓰인 모든 수학책들은 수거되어 폐기되고 1945년까지 우리말로

쓰인 수학책은 단 하나도 발간되지 않는다. 또 일제는 1911년 6월 15일, 조선총독부령

제 73호를 근거로 조선조 500년간 고급 관료와 학자를 배출 해왔던 한반도 유일의 고

등교육기관 성균관의 인재양성 기능을 정지시킨다. 이후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황국

신민 양성을 위한 보통교육(보통학교)과 기술교육(전문학교)만을 허가하였다. 더구나

1911년에서 1924년까지 한반도에 일제가 설립을 인가한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은 고등

보통학교(중학교과정)만 있었으므로 대학과정을 다니기 위한 필수과정인 고등학교나

예과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만 했다[17]. 그러나 당시 유학은 일

반인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1919년 삼일 독립운동을 통해 민족의 의지를 보

고 나서 그 후 5년이 지난 1924년에야 비로소 일제는 마지못해 식민지 운영의 불순한

의도를 숨기고 주된 설립 목적을 조선거주 일본인을 대상으로 법문학부와 의학부만을

가진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세웠다. 입학생의 1/3 이내로 총독부의 사상 검증을

통과한 조선인을 같이 입학시켰다([1]).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교육기관의 대학부 인가를 취소하면서 전문학교로 격하하

여 인가를 다시 받거나, 신사참배를 의무화 하며 결국 폐교하게 만들었다. 1941년 봄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에 처음으로 이공학부理工學部 7개학과를 개설하였다. 이공학부

설립 이래 1946년까지 경성제대 이공학부 7개과의 한국인 졸업생수는 총 77명(해방

전까지 졸업생은 총 37명뿐이다.11))에 불과했다([5],[6]).

(2) 인간 이상설 (이상설의 출생과 이력)

이상설(1870-1917)12) 선생은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오舜五, 호는 보재溥齋이다. 선

10) 한일병탄과 한일합병은, 1910년에 있었던 일본의 강제적인 조선 병합을 일컫는 말이다. 그

러나 두 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일합병은 한국과 일본이 합병했다는 뜻인데, 합병은 '

둘 이상의 나라 따위를 하나로 합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강제적인 침탈

이라는 면이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한일병탄에서의 병탄은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자기 것으로 만듦'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일합병보다는

한일병탄이 적합하다.

11)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역사, http://www.kps.or.kr/~pht/11-12/021243.htm

12) 1870년 음력 12월 7일∼1917년 양력 3월 2일(양력 환산시 1871년 1월 27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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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1870년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직마을에서 경주이씨 이행우 선생과 벽진 이씨 어

머니 사이에 큰 아들로 태어났으나 7세 때 이용우 선생의 양자로 입양되어 서울로 상

경한 후 한학을 공부했다([17]).

<기려수필騎驢隨筆>13)에 따르면 이상설은 신동이란 소리를 들으며 자랐는데 특히

수학 분야를 깊게 공부했으며,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영어 프랑스어 심지어 러시아어

까지 해독했고, 법률에도 일가견을 보였다고 한다. 스승 없이 독학으로 이룬 성과였

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그는 이미 20대 초반에 율곡 이이를 따라갈 만한 학자라고

칭송을 받을 만큼 유학에도 높은 경지의 학업을 이루었다[3]. 한편 독학으로 신학문을

깨우치는 등 두뇌가 명석하고 학문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였다. 이상설은 과거 준비를

하면서도 이미 헐버트 등과 교류하며 수준 높은 외국어와 서양의 다양한 신학문을 익

힘으로써 동서학문을 동시에 학습하며 통합적 이해를 스스로 이루어 나갔다. 다음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의 회고이다.

“보재가 열여섯 되던 해인 1885년 봄부터는 8개월 동안 (서울 근교 정릉에 있는)

신흥사에 합숙하면서 매일 과정을 써 붙이고 한문, 수학, 영어, 법학 등 신학문을 공

부하였다. 그때 보재의 총명 탁월한 두뇌와 이해력에 같은 학우들이 경탄을 금치 못

하였다. 끈질긴 탐구열과 비상한 기억력은 하나의 기이지사奇異之事였다. 보재는 모든

분야의 학문을 거의 독학으로 득달하였는데 하루는 논리학에 관한 어떤 문제를 반나

절이나 풀려다가 낮잠을 자게 되었는데 잠속에서 풀었다고 깨어서 기뻐한 일이 있었

다. 학구열이 강해 학우들이 다 취침한 후에도 혼자 자지 않고 새벽 두세 시까지 글

을 읽고도 아침에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공부하였다. 기억력이 얼마나 비상하였

던지 자는 동안 학우들이 한 이야기를 깨어서 역력히 기억하였다([3] ,[ 16] ).”

궁금한 것은 이상설이 도달한 구체적인 신학문 수준이다. 포괄적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구국계몽운동에 가담했던 이관직(1882-1972)의 <우당이회영

선생 실기>에 의하면 ‘1898년 가을 이회영 여준 이강연 등이 회동하여 시국을 일으켜

구하고자 했다. 우선 이상설의 서재를 연구실 겸 회의실로 정하고 매일 회합하여 정

치 경제 법률 동서양사 등 신학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치국훈민의 새 정강을 준비

하였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로 미루어 이상설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열기가 고

조될 무렵 이미 자신의 신학문 수준이 한 국가의 근대화 변신에 뼈대가 되는 정강을

구상하고 작성할 정도에 충분히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실제 이상설이 습득

한 과목별 신학문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 수학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한 일화를 살

펴보자.

그가 작정을 하고 신학문 습합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늦어도 ‘15세 되던 해인

1885년 봄부터’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당시 15세는 요즘 중학생 나이지만 그는 이미

13) 송상도가 대한제국 말기부터 광복까지 애국지사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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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를 올린 성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이 충만한 사대부 성인이었다. 이때 매일의 학

과일정 즉, (스스로 정한 것이긴 하지만) 학습 커리큘럼은 한문 뿐 아니라 수학 영어

법학 등이었다. 일찌감치 법학과 수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과목에 수학을 우선적으

로 포함시킨 점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이다. 이 점은 그가 나중에 가장 주력하게 된

신학문 분야와도 잘 일치한다. 이로부터 그가 명성이 자자해져서 유학을 마친 사람들

조차 다투어 찾아와서 ‘추가강론’을 듣게 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인이 된 후 10년

남짓의 기간이 있다. 이는 능력에 따라서 그의 학문 이력이 전설이 아닌 사실일 충분

한 물리적인 시간이다. 또한 베델(Ernest T. Bethell)14)이 책임을 맡고 있던 ‘대한매일

신보’는 아래와 같이 그를 신구학문을 겸비한 당대 제일가는 학자로 평가했다

“(이상설)씨는 대한에서 학문으로 최정상급(第一流)이니, 일찍이 학문적 소양이

비길 바 없이 뛰어나서 동서학문을 독파했는데 성리문장 외에 특히 정치 법률 수

학(算術) 등의 학문이 부강의 발판이 되는 학문임을 일찍이 깨달았다.”15)

이와 같은 수위의 인물평은 이밖에도 많이 있으며, 앞서 소개하지 않은 예로는 박

은식(1859∼1925)과 장석영(1851∼1926), 그리고 중국의 관설재 등이 남긴 이상설 평

설이 있다. 그 일관된 내용의 요지는 이상설이 특히 법학과 수학에 관해서는 대가의

경지라는 것이다. 평자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위상으로 봐서도 이상설을 일관되게 평

한 내용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상설이 수학을 공부한 시기는 늦어도 1885

년 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 수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시기가 한국 수학사에서 신구 수학이 양립·병행한 중첩의 기간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고종 25년(1888년)에도 산사 17명을 뽑았다는 기록16)이 있으니 이

상설은 ‘신구 수학 교체’의 시기 중에서 신구 수학이 양립·병행한 중첩기에 수학을 학

습을 한 셈이다. 윤병석의 논문에 기록된 아래의 평가는 이상설의 수학적 식견의 수

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이상설이 제일인자로 칭송되고 또한 가장 먼저 학계에

(서구)수학을 수용한 인물인 것 같다.17) 그 무렵에 (일본에서 지형측량을 배우고

돌아온) 남순희(南舜熙)가 수학으로는 이름이 높았으나 고등수학에 있어서는 이상

설이 독보적인 존재로서 이상설을 능가하지 못했다([16] ).”18)

14) 베델(1872~1909)은 영국인으로 러일전쟁 때 London Daily News의 특파원으로 한국에 들어

왔다가 1905년 양기택과 함께 대한매일신보와 Korea Daily News를 창간했다. 항일 논조의

언론인으로서 통감부의 배척과 추방에도 굴하지 않고 고종의 항일친서를 London Tribune에

게재하기도 했다. <증보 이상설전> 윤병석 지음. 17쪽 재인용 (일조각, 1894년 10월)

15) <대한매일신보> 광무 9년 11월 24일 ‘찬 이참찬 기사’ (광무 9년은 1905년임)

16) <주학입격안> 참조,

17) 조완구의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0년).

18) <증보 이상설전> 윤병석 지음. 19쪽 (일조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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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역사학과 윤병석교수는 1984년 이상설이 1886년과 1887년 사이에 붓으로 쓴

수학 책 <수리>의 존재를 처음 학계에 알렸다. 한국수학사학회 회원인 오채환씨를

통해 이 책이 이상설 유품의 일부를 보관한 중앙대 이문원 명예교수19)의 부친이 소장

해 온 것으로 최근 파악되었다.

1894년 이상설은 25세의 나이로 치른 조선의 마지막 과거의 대과大科([문과] 고종

(高宗) 31년 (1894) 갑오(甲午) 전시(殿試) 병과(丙科) 2위)에서 급제20)하여 한림학사

에 제수된 후 이어 세자시독관21)이 되었다.22) 곧이어 이상설에게 탁지부 재무관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이상설은 관계에 나가지 않고 혼란한 시국을 우려 속에서 관망하

며 한동안 더욱 학문에 전념하였다. 그 후 이상설은 성균관 교수, 성균관 관장(1895)

을 맡았다. 이어 한성사범학교 교관·궁내부 특진관·학부협판·법부협판 등을 거치면서

일제의 침략 야욕에 대항하며 항일구국운동을 위하여 대한협동회가 조직되자 의장으

로 추대된다. 이준은 부회장, 평의장에 이상재, 서무부장은 이동휘, 편집부장은 이승만

이 맡았다.

직책 기간 주요인물

조선
성균관 대사성

1392 유창(1392)

1451-1457 정인지(1451)-신숙주(1456)

1544-1894 이황(1544)-이수만(1894)

성균관장 1895.7.2(성균관직제개편) 이상설(1895)-김유제(1907)

일제

식민지

경학원 대제학 1911.6.15(경학원설립)
박제순(1911)-김윤식(1916)

-정만조(1929)

명륜학원 총재 1930.2.15(명륜학원 설립) 정만조(1930)-박상준(1940)

명륜전문학원총재 1939.2.18(명륜전문학원설립) 윤덕영(1939)-박상준(1940)

명륜전문학교 교장 1942.3.17(명륜전문학교설립) 박상준(1942)-변영만(1946)

한국
성균관대학 학장 1946.9.25(성균관대학 개교) 김창숙(1946)

성균관대학교 총장 1953.2(종합대학교로의 승격) 김창숙(1953)-현재

[표 1] 역대 성균관 기관장 명단23)

19) 제6대 독립기념관 관장(2001-2004)

20) [문과] 고종(高宗) 31년 (1894) 갑오(甲午) 전시(殿試) 병과(丙科) 2위, 한국인역대인물 종합

검색 http://people.aks.ac.kr/index.jsp

21) 세자의 선생님으로 조선시대 정식 관직 명칭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이다.

22) 이승만은 1894년 당시 20세로 이 마지막 과거에 낙방한 뒤 배재학당에 입학했으며, 미국으

로 유학을 가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당시 19세였던 김구도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동학에 투신, 1896년 해주 성 공략의 선봉에 섰다.

23) 성균관대학교 600년사-자료편 pp.284-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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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상설의 상소문

1904년 일제가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는 야욕을 드러내자 이상설은 침략성과 부당

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완강히 저항하여 결국 이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1905년 정부 참찬에 발탁된 그는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순사직殉社稷을 상소

했다. 그러나 실무책임자인 참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인의 제지로 대신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이에 을사오적의 찬성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이상설은 끝내

을사늑약의 체결을 막아내지 못하자 무효와 파기를 주장하며 을사오적24)의 처단을 주

장하는 상소를 5차례나 올리는 한편, 1905년 11월 30일에는 민영환(閔泳煥)의 순절 소

식을 듣고 종로 거리에 나가 운집한 시민에게 울면서 국권회복운동에 궐기할 것을 촉

구하는 연설을 한 다음 자결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에게 구원되었다([3]).

1906년 4월 마침내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자 나라의 운명에 초연할 수 없었던 그는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

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국권을 찾지

못하면 다시 고국 땅을 밟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살던 집을 포함하여 모든 재

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독립운동 자금

으로 삼아, 항일투쟁과 인재 양성을 위

해 인천항에서 중국인의 상선에 올라

상하이로 갔고, 그 곳에서 러시아 블라

디보스토크를 거쳐 8월 북간도 용정촌

에 도착했다. 용정龍井촌은 당시 일제

의 탄압과 가난을 피한 조선인으로 가

득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을사늑

약 이후 만주로 망명하기 시작한 동포

들의 교육을 위하여 북간도 최초의 근

대교육기관인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

립25)하면서 교육구국운동에 전념한다. 용정촌에는 현재 이상설의 기념 정자를 세워 '

이상설 정자(李相卨亭)'란 현판이 붙어있다. 그러나 1906년 간도행이 영원히 고국으로

돌아 올 수 없는 운명이 될 줄 그도 몰랐을 것이다([11]).

서전서숙의 숙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던 이상설은 이회영을 통하여 1907년 4월에

고종황제의 친서를 받고 이준, 이위종 등과 함께 특사로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서 고종이 서명하지 않은 서류에 근거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주

24)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

25) 최근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 편찬의 <문화산맥> 제4집을 통하여 연변 최초의 근대학교

는 1904년에 훈춘현 옥천동(오늘의 훈춘시 경신진벌 등 일대)에 기독교선교사가 세운동광학

교 또는 1904년에 설립된 연길시 북산 소학교도 있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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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그 후 일제는 이상설에게 사형을, 이위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체포령을 내렸다. 이준은 이미 헤이그에서 분사하였다. 헤이그 밀사에서의

독립운동으로 일제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또 서전서숙은 폐쇄되자, 이상설은 유럽,

미국, 러시아를 거쳐 북간도와의 경계인 이무르 강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망명정

부의 정치(독립운동)에 전념한다. 그는 시베리아, 중국,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

며 ‘대한광복군정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하다 1917년 3월에 러시아 연해주의 니콜

리스크에서 48세를 일기로 파란 많은 일생을 마쳤다. 1962년에 이상설은 국가에 대한

공헌으로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 되었으며, 2005년 국가보훈처는 12월의 독립운동

가로 그를 선정하였다([2]).26)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역사는 이상설의 일생을 독립운동가로만 기록한다. 그를 기

념하는 대성중학의 역사전람관에도 수학교육자 이상설의 모습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오랫동안 이상설의 수학 관련 업적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적 전반이 거의 드러나지 않

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한 가지 있다. 그는 고종이 파견한 헤이그 밀사사건에 대

한 일제의 재판에서 수괴로 언도되어 교수형의 처단을 받음으로써 이후 자신과 관련

된 일체의 행적을 적극 은폐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오영섭 연세대 연구교수는 “안중근 의사가 가장 존경한 인물이 최익현

과 이상설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27). 이처럼 안중근이 이상설을 특별히 존경한

배경에는 이상설의 남다른 교육철학과 교육활동이 있다고 판단된다.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고 공판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열거한 이토의 15

개의 죄목에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해외유학을 금지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

하여 불태운 죄”라는 교육 관련 죄목이 3가지나 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1]. 그렇

지만 정작 수학자 또는 수학교육자로서 이상설에 대하여는 오늘까지도 정확하게 알려

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상설은 근대수학을 깊이 이해한 선각자이며, 특히 한국의 정

규 고등 교육과정에 최초로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도입한 인물이며, 근대수학 교과서

를 최초로 발간한 탁월한 수학교육자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교육

자로서의 이상설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다룬다.

(3) 한국 근대수학교육에서의 업적, <수리>와 <산술신서>를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한국과학사의 중요한 사실史實 즉, 이상설이 성균관장이 되면서 국립 교

육기관인 성균관의 교육과정에 1895년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고, 1900년 수학

교과서를 발간하면서 한국에서 대중을 위한 근대수학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

다([17]). 과거 준비를 하면서도 여러 외국어와 수학, 물리, 화학, 경제학, 국제법 등

26) http://www.soongook.org/bbs/board.php?bo_table=photo03&wr_id=17&page=

27) http://kr.blog.yahoo.com/onecoree/1173.html?p=1&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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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상설 선생

신학문을 두루 익힌 바 있는 이상설은 마침내 1886∼1887년경에 <수리數理>라는 책

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16]).28) 이상설이 공부한 수학 분야의 책은 기록으로 남아있

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헐버트가 전해준 책과 중국에서 전해진 근대수학책 그리고 일

본에서 나온 서양 수학책의 번역서들일 것이다. 역사학자 윤병석이 1984년에 내놓은

참고문헌 '이상설전' ([15])을 보면 실제로 그의 수학실력은 20세기 초 당시 조선에서

제1인자로 꼽힐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조선인으로 가장 먼저 근대수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수학을 자발적

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상설은 한국 근대과학의 선각자 중

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다. 수학이 대중 교육의 교과과정에 포

함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소학교령이 현재 원본을 찾고 있는

이상설의 첫 번째 수학책 <수리>의 발간 추정연대보다 9년

가까이 늦은 1895년 7월인 점은 시대를 앞서 읽는 이상설의

탁월한 수학적 식견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상설이 1886, 1887

년경에 붓으로 쓴 책 <수리>는 현재 그 실존을 확인 중이다.

1896년에 한성소학교에서 사용된 산술교과서에 관한 내용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소학교령 제8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9)([9],[10]).

“소학교의 심상과 교과목은 수신, 독서, 한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한다.

형편에 따라서 체조를 빼고 또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의 한 과

목 또는 여러 과목을 보탤 수 있고, 여자를 위하여 재봉을 가르칠 수 있

다.”

따라서 1896년 당시 사용한 산술교과서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 8월 공포된 소학교교칙대강을 보면 산술 교과목에 대한 요지와 교수요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산술은 일용계산에 숙달하게 하고 또 동시에 사상을 정밀하게 하여 생업상의

유익한 지식을 주는 것을 요지로 한다. 심상과에서는 처음에는 두 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범위에서 계산법과 가감승제를 지도하고, 점차 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만 이하의 수의 범위 내에서 가감승제와 소수의 계산법을 가르친다. 첫 학년부터

점차로 도량형度量衡, 화폐와 시각의 제도를 가르치고, 이것을 일용 사물에 응용

하여 그 계산에 숙달하게 한다. 심상과에서는 필산과 주산을 사용하고 또 필산,

주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지방의 사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고등과에서는 필

산, 주산을 함께 사용하되 주산은 가감승제를 연습하고, 필산은 처음에는 도량형,

화폐와 시각의 계산을 연습하게 하고, 차츰 쉬운 비례 문제와 일반적인 분수와

소수를 함께 지도하고, 학교의 수업현황에 따라서 다시 복잡한 비례 문제 등을

지도한다. 산술을 지도하는 것이 이해력을 정밀하게 하고, 운산에 숙달하여 응용

28) p.13

29) 문장을 현대어로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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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유롭게 하고, 또 항상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여 운산의 방법과 이유를 설명

하고, 암산에 숙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산술의 문제는 다른 교과목에서 지도한

사항을 적용하고, 또 지상의 사정을 참작하게 하여 일상적으로 적절한 것을 택하

는 것이 좋다.”

1895년의 한성사범학교의 1회 학생 모집에서 본과생의 시험과목은 국문의 독서와

작문, 한문의 독서와 작문이었고 속성과의 입시과목은 국문의 독서와 작문, 한문의 독

서와 작문, 조선지리, 조선역사였다. 상급학교 입학시험에 수학과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이전에는 한국에서 수학은 학생이 꼭 배워야할 과목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상설은 승정원 비서감, 성균관 교수를 거쳐 1895년부터 1896년까지 성균관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교육과정에 근대식 교육 내용 특히 근대

수학을 필수과목으로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일반인에게는 독립운동가로만 널리 알려

진 이상설은 학부의 의뢰로 1900년 <산술신서算術新書>라는 수학책을 발간하였다

([17]). 이 책은 일본인 사쿠마타로야佐久間文太郎가 편집한 서양 수학책을 우에노 기요

시30)가 교열校閱을 해준 <근세산술近世算術> 상권, 중권, 하권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편집한 책의 1896년 8판을 기초로 이상설이 이 책을 다시 한글로 변역하며 설명을 붙

이고 편집해서 1900년 7월 20일 발간한 <산술신서> 상 1권, 2권이다. 중권이나 하권

에 대한 기록은 없다. 이 책은 소학교용이 아니라 교사를 배출하는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교사 교육용 교과서로 쓰일 만큼 순열등을 포함하는 당시 수준으로는 차별화된

조선어 수학책이라고 볼 수 있다([8]). 산술신서 상 1, 2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산술신서 (筭術新書) 상 1, 2권, 이상설 편역, 1900 4편 정수의 성질 (整數之性質)

1편 총론 (總論) 5편 분수 (分數)

2편 정수의 조립과 계산 (整數之組立及計算) 6편 소수 (小數)

3편 사기법의 정리와 제술 (四基法之定理及諸術) 7편 순환소수 (循環小數)

[표 2] 산술신서(상권: 1, 2)의 목차

현재 기준으로도 적지 않은 1,000부가 당시 수학책 초판으로 발간된 산술신서에 대

한 평가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31)

“광무 4년(1900)에 쓰여진 이규환의 서문에 의하면 이 책은 원래 편집국이 이상설

에게 위촉하여 편찬하도록 한 책이다. (서양수학책을 번역하고 편집하여 만든 원고

를) 일본인 우에노 기요시가 교열을 보아 만든 책32) <근세산술>을 근거로 이상설

30) 우에노 기요시(上野 清ㆍ1854~1924)

31) 이화총서 근대화의 첫 경험-개화기 번역서 연구 p.97

32) 원본: 初等教育 近世算術 / 上野 清 校閲 ; 佐久間文太郎 編纂. - 東京 : 吉川半七 : 青山清

吉 , 1889.10, 初等教育 近世算術 (上, 中巻 : 全) / 上野清 編纂. - 訂正8版. - 東京 : 吉川半

七 , 1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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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술신서

이 필요한 내용을 첨삭하여 편역한 수학교과서 <산술신서>는 (심상)사범학교와

중학교(심상과), 혹은 이에 상당하는 학교에서의 산술교과서로 이용하기 위해 번

역, 편찬한 것이다. 당시 1,000부를 출판했고, 그 후 이상설은 이를 수정하여 융희

2년(1908)에 다시 이 책을 발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원서의 체제에 따라 편찬

하기는 했으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나름대로의 체제

를 갖추었다. 총론에서는 수·정수·공리 등 각종 수학용어

의 개념을, 각론에서는 가감승제加減乘除를 비롯하여 정

수·소수·최소공배수·분수 등을 다루었다. 원서에서 문제가

복잡한 제4편과 5편의 잡제雜題등은 삭제했고, 이해가 어

려운 제2편, 제4편, 제5편에 응용 예(제)應用例를 새로이

추가했다. 중간 중간 예제를 두어서 학습자가 직접 문제

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다.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용어에서는 때때로 서양의 원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 있었다. 로마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는 그대로 사용했

다. 이에 대해 역자는 원서의 모방이 아니라, 원어를 사

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과 함께 후일 대수, 기하학 등을

연구하는데 예비적 지식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1900년에 발간된 현존하는 국한문 혼용으로 한글을 이용하여 쓰인 가장 오래된 근대

수학교과서 ‘산술신서’의 내용 중 근대 수학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홍성사 한국수학

사학회 전임회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전통적으로 동양수학에서는 소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상설에

게) 소수의 성질, 특히 소수가 무한이라는 증명과 소인수분해를 통한 수론은 아마

도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이상설은 산술신서에서)나머지 정리, 합동식, 일

종의 상환(factor ring, ℕ/ [ k] ), 지수법칙, 순환소수 등 간단한 수론을 포함시켰으

며 그 증명을 하고, 또 이를 요구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

이 책은 서양 수학이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에 한국인이 발간한 수학교재라는 점에서

한말 교과서 연구에 참조가 된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

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에 발간된 송상도宋相燾(1871∼1946)의 <기려수필騎驢

隨筆>에는 이상설이 이 책으로 당대 최고의 수학자라는 평가를 얻었다고 기록돼 있

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사학자 박성래 교수는 독립운동가 이상설 선생을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바 있다([8]). 성균관장으로 1896년 조선의 교육과정에

특히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에 근대수학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였으며, 한반도에 조선인이 쓴 현존하는 최초의 근대수학 교과서 산술신서 상(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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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규환의 산술신서 범례

권)을 1900년 발간한 이상설은 근대사의 첫 수학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던 셈이다.

산술신서의 범례는 이규환이 썼다. 2권의 마지막에 상권上卷 종終 이라 마친 것으로

보아 하권의 존재가 궁금하다. 지금까지 산술신서 상, 하권을 발간되었다고 알려져 있

으나, 다양한 경로로 모든 원서를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산술신서 상(1, 2권) 만이

확인되고 있다. 어떤 자료도 이상설이 쓴 하권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해 준 자

료는 없었다. 산술신서 하권의 발간은 미완성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설의 산술신서에 이어 많은 다양한 수준

의 한글수학책이 간행된다. 1900년 8월 30일과

1908년에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정선산학精選

算學>은 남순희가 편집하고 권재형(權在衡)이

교정한 산술교과서이다. 일본에서 엮여진 서양

의 수학서를 재차 편집한 책으로 전체적인 체제

는 산술신서와 같이 일련번호를 먼저 쓴 후 중

요한 정리나 용어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되

어 있으며, 내용에 있어서는 산술신서보다 초등

적인 수준이다. 남순희는 의학교와 사립 홍화학

교33)에서 측량교육을 하며 산학 교재로 이 책을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산

술신서>와의 두드러진 차이는 표기방식에 있다.

정선산학은 여전히 세로쓰기를 일관되게 고집하

는 데 비해 산술신서는 수식을 포함한 해법과정

이 모두 가로쓰기 형태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진

정한 근대수학서로서의 면모가 비견된다. 1886

년경에 쓰인 이상설의 ‘수리’ 이후에 1900년부터

1910년 사이에 한국인이 한글을 이용하여 쓴 수

학책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10],[12]).

1900년 산술신서 상(1, 2권) 초판 1,000권, 정선산학(상)

1901년 신정산술 (一, 二, 三)

1902년 산술신편

1907년 중등산학(상, 하), 산학신편(상, 하), 산학계몽

1908년 초등산술교과서(상), 최신산술(상, 하), 초등 근세산술(전),

중정 산학통편, 신식산술교과서(전), 산술신서 상(1, 2권) 2판

1909년 보통교과 산술서(제1학년용, 제2학년용), 산술지남(상), 근세대수(상)

[표 3] 1900년∼1910년 사이에 이용된 한글로 발간된 수학책의 일부

33) 사립 홍화학교는 민영환 충정공이 1895년 설립한 사립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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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신서(筭術新書)

1편 총론(總論)

수의 관념

양

단위

수

정량

불연속량

연속량

불명수

명수

정수

분수급소수

수학

산술

산술의 이론 급 응용

정의

원칙

법칙

정리

공리

2편 정수지조립급계산(整數之組

立及計算)

명수법

수의표시

제일언어 지 표시

기수 급 대수

명수지대원위급위

제이문자제삼수자지표시

기수법

라마(羅馬)자기수법

오원칙(라마자표기)

라마자기수표

아자비아(亞刺比亞)기수법

아자비아(亞刺比亞)기수법의사

원칙

일반지기수법

법칙

독수(讀數)법

아자비아(亞刺比亞)독수법

사기(四基)법

부호(符號)

가법(加法)

가호(加號)

가법삼원칙

양수(兩數)가법

단위중수(單位衆數)가법

중위제수가법

중위다수가법

법칙

가법험산

감법(減法)

감호(减號)

감법(減法)삼원칙

양(兩)수감법

중위양(衆位兩)수감법

법칙

감법험산

승법(乘法)

승호(乘號)

승법육원칙

승산구구표

단승법

장승법

법칙

장승별법

법칙

승법험산

제법(除法)

제호(除號)

제법칠원칙

단제법

장제법

법칙

제법험산

3편 사기법지정리급제술(四基法

之定理及諸術)

사기법삼정리(四基法三定理)

가법지호환정리

가법지결합정리

감법지호환정리

감법지결합정리

승법지호환정리

승법지결합정리

승법지분배정리

제법지호환정리

제법지결합정리

1906년에 공포된 고등학교령 (보통학교 졸업을 입학 자격으로 한다.)에서 대수, 기

하를 교수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수는 1909년에 <근세대수(상)>

가 출간되었으나 기하에 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18]).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초

등학교에서는 산술을 교수하는데, 중등학교 수학도 산술의 영역을 별로 벗어나지 못

한 것 같다. 이것은 1906년 9월 3일에 공포된 (기존의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부르도록

한) 고등학교령 시행교칙이나 1909년 7월 5일에 학부령으로 개정된 고등학교령 시행

규칙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근대 수학교육의

뿌리가 내린 것은 1895년 이후로 보아야 된다.

다음 표에서는 ‘산술신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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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지분배정리

가감법지정리응용

승제법지정리응용

사기법지제술

부등호

승제정위지계한(乘除定位之界限)

간(簡)승법

간제법

방(方)승(乘)법

지수(指數)

이방승지양동인자상승(異方乘之

兩同因子相乘)

역수지기방승(域數之幾方乘)

이방승지양동인자제법(異方乘之

兩同因子除法)

역방승수지방승

양수화지평방(兩數和之平方)

양수차지평방(兩數差之平方)

양수각평방지차(兩數各平方之差)

배수(倍數)

구거법(九去法)

구거법지원칙

가법지험산(加法之驗算)

감법지험산

승법지험산

제법지험산 

십일거법(十一去法)

십일거법(十一去法)지원칙

승법지험산

구급십일거여론(九及十一去餘論)

4편 정수지성질(整數之性質)

배수급약수(倍數及約數)배

수급정수지원칙

별해

우수급기수(偶數及奇數)

역수지배수

이지배수

사지배수

팔지배수

이지기방승지배수(二之其方乘之

倍數)

오지배수

공(廾)오지배수

백공(廾)오지배수

오지기방승지배수(五之其方乘之

倍數)

삼급구지배수

십일지배수

칠십배수

십삼지배수

십칠지배수

구십지배수

공(廾)삼,공(廾)구,삼십일,삼십칠

지배수

제잔수(除殘數)

상지한계(商之限界)

일반지통성(一般之通性)

특유지통성(特有之通性)

평방수지통성

입방수지통성

연속수

연속(連續)이수지적二數之積)

연속삼수지적(連續三數之積)

연속사수지적

연속약간(若干)수지적

연속우(偶)수

연속기(奇)수

연속수지제정리

소수(素數)

복수(複數)

구(求)소수법

소수지제정리

소인자분해법(복수)

소인자분해법

원칙지응용

변수(變數)

환열(煥列)

착(借)열

정제(整除)수

정제수지산법

완(完)수(數)

불완수

불완반(伴)수

완수지산법

공약수

최대공약수

제수지최대공약수구법

중위양수지최대공약수지구법

중위제수지최대공약수지구법

간법

최대공약수지제정리

호(互)소수

호(互)소수지성질

공배수

최소공배수

제수지최소공배수구법

중위양수지최소공배수지구법

중위삼수지최소공배수지구법

중위제수지최소공배수지구법

간법(簡法)

최소공배수지제정리

백오감법(百五减法)

산법(算法)

대약(對約)법

대약(對約)법지산법(算法)

5편 분수(分數)

정수급분수지구별

분수지양항

분수

분수지단위

여론(餘論)

분수지기법

분수지칠원칙

상(常)분수(分數)

가(假)분수

대(帶)분수

기약분수

민(鰵)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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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重)분수

분수지변화

가분수급대분수지변화

변(變)분모(分母)법

약분(約分)

통(通)분모법

분수가법

등(等)분모가법

법칙

이(異)분모가법

분수감법

등분모감법

법칙

이분모감법

분수지보수(分數之補數)

분수지승법

승법지산법

법칙

분수지제법

제법지산법

법칙

반(反)상(商)

민분수

민분수지산법

분수지배수급약수

동원칙

최대공약수급최소공배수

법칙

호환결합배분지삼정리

분수지제정리

분수지관계(關係)수

정의

분수지관계수산법

법칙

6편 소수(小數)

소(小)수지종류

소수

대(帶)소수

소수점급승호(小數点及乘號)

소수지조위(組位)

소수기법급독(記法及讀)법

소수지위수

소수지단위

소수지성질

소수지변화

소수지통법

분화(分化)소수(小數)

분화(分化)소수(小數)지계한(界

限)

소화분수

소수지가법

산법

소수지감법

산법

보(補)수(數)

소수지산법

산법

소수지제법

산법

약(畧)승법(乘法)

산법

약(畧)제법(除法)

산법

소수(小數)약(略)방(方)승법(乘

法)

산법

7편 순환소수(循環小數)

순환소수(循環小數)

순환소수(循環小數)위(位)

순환소수(循環小數)기(記)법

순(純)순환소수(循環小數)

혼(混)순환소수(循環小數)

순환소수(循環小數)지변화

순환소수(循環小數)통법(通法)

분화(分化)소수(小數)

연구수지분모(連九數之分母)

순(純)순환소수(循環小數)지성질

순(純)순환소수(循環小數)위(位)

혼(混)순환소수(循環小數)지성질

혼(混)순환소수(循環小數)위(位)

분화소수지통법(分化小數之通法)

소화분수(小化分手)

소화분수지통법(小化分手通法)

구지순환소수(九之循環小數)

순환소수(循環小數)지가법

산법

순환소수(循環小數)지감법

산법

보수(補數)

순환소수(循環小數)지승제법

산법

산법(算法)이(二)

산법(算法)삼(三)

산법(算法)사(四)

약산법(略算法)

[표 4] 산술신서의 내용

이어서 1901년에 출간된 <신정산술> 1권의 첫 쪽을 현대어로 바꾸어 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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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

(1) 산술算術은 수학의 한 과목으로서 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운산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2) 단위單位란 것은 물건이 오직 하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과

일 한 개, 종이 한 장과 같은 것이다(때로는 단수라고도 말한다).

(3) 수數란 것은 단위이거나 또는 단위를 합한 것과 그 부분을 말한다.

(4) 불명수不名數란 것은 특별히 물건을 지칭하지 않는 수로서 이를테면 5와 7

과 같은 것이다.

(5) 명수名數란 것은 특별히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를테면 말 4필, 비단

8자와 같은 것이다.

(6) 정수整數란 것은 단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이다.

[그림 6] 신정산술

[표 5] 신정산술에 소개된 총론 일부

이와 같이 용어의 뜻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뒤에 가서 사칙연산四則演算에 대하

여 해설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한글 수학책들은 1910년 한일

병탄과 함께 한글 수학책은 모두 사용이 금지되고 소각되었으며, 이 후 1945년까

지 단 한권의 한글 수학책도 발간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을사늑약 이후 짙게 드리운 망국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 북간도로 무

대를 옮겨 이상설이 세운 민족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에서 <산술신서>는 수학교

과서로서 생명을 한동안 더 이어갔다. 초대 숙장 겸 당대 최고의 수학자로 평가받

는 교사였던 이상설은 갑·을·병 세 학급 가운데 가장 앞선 갑반에서 자신이 쓴 산

술신서 상 (1,2권)을 가르쳤다. 그렇지만 1907년 4월 이상설이 고종의 밀사로 헤이

그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게 되자 서전서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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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설 (1870~1917)

년 도 주 요 사 항

1870년

고종7년
충북 진천 출생(진천군 덕산면 산척리 산직말)부: 경주 이씨 행우, 모: 벽진 이씨

1877년 서울 이용우 선생의 양자로 입양됨

1886,

1887년
<수리數理>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짐

1894년 갑오문과에 급제, (이승만, 김구와 함께 응시). 세자시독관, 비서감비서량에 임명

1896년
성균관교수 겸 관장, 한성사범학교교관, 탁지부재무관등 역임, 궁내부 특진관에

승진

1900년 중등교과서 <산술신서> 상권 1, 2 편역

1904년
박승봉과 연명으로 황무지개척에 반대하여 '일인요구 전국황무지개척불가소' 를

올림, 대한협동회 회장 (이준은 부회장, 평의장에 이상재, 서무부장은 이동휘)

1905년 학부협판, 법부협판 역임, 의정부참찬 발탁, 을사조약 상소, 관직사퇴, 자결시도

1906년 4월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자, 6월 이동녕, 정순만과 같이 북간도 용정으로 망명,

[그림 7] 서전서숙 옛터

재정난을 겪게 되었고, 이상설이

헤이그 밀사로 서전서숙을 떠난

이후부터 조선통감부 간도출장소

가 설치되어 일제의 감시와 방해

가 심해지며 학교운영이 어려워진

다. 이어 더욱 강화된 일제의 탄압

으로 서전서숙이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이상설에게 조선통감부

가 사형을 구형한 후, 이상설의 수

학교과서 <산술신서>는 거의 금서

에 가까운 대우를 받다가 1910년

한일병탄 후에는 모두 수거되어

태워진다.

이상설이 떠난 지 반세기가 지난 뒤 충북 진천에 있던 이상설의 생가가 복원되고,

이상설을 독립운동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국 독립운동의 큰 재목으로 꼽게 되

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그의 진정한 ‘선구자’ 역할은 한국 근대 수학교육의 시작

에 있는 것이다([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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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전서숙> 설립

1907년
이준, 이위종을 대동하고 헤이그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됨, 공고사 투고,

일제의 사형선고

1908년 미국 덴버시에서 열린 애국동지대표자회의에 이승만과 같이 참가

1909년
국민회 총회장 최정익과 국민회의를 열고 연해주로 망명, 독립운동기지인 한흥동

건설

1910년 13도의군 편성,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명회 조직

1911년 김학민, 이종호, 정재관, 최재형 등과 권업회 조직

1913년 이동휘, 김립, 이종호, 장기영 등과 나자구에 사관학교 설립

1914년
이동휘, 이동녕, 정재관 등과 중국과 러시아에서 대한광복군정부 설립, 상해 영조

게에서 박은식, 신규식, 조성환, 유동열, 유홍렬, 이춘일 등과 신한혁명단 조직

1917년 니콜리스크에서 사망, 모든 소장품과 함께 화장

[표 6] 이상설 선생 연대표

[그림 8 ] 헤이그 특사 (일러스터 김지혁 그림, 조선일보)

3. 결 론

한국 과학사에서 이상설은 조선의 마지막 과거 대과에 급제한 분으로 영어, 불어

등 외국어와 수학, 물리, 화학, 경제학, 법학 등 신학문을 익혔으며, 특히 수학, 물리,

화학, 경제학, 국제법등을 공부하고 1886, 1887년경에 <수리數理>라는 책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립교육기관에 최초로 특히 성균관 교육과정에 1895년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키고, 가장 먼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수학을 수용하였으며

1900년에 한글로 쓴 현존하는 최고의 근대수학 교과서 <산술신서算術新書>를 발간하

였다. 한국이 배출한 특출한 인재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이상설은 세자시독관, 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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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교수, 성균관장, 한성사범학교 교관, 조선 근대수학의 첫 번째 교과서 저자, 사립학

교 교장 겸 수학교사를 역임한다([3]). 특히 고등수학의 이해 수준에서 당시 이상설은

독보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상설은 1904년 일제가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그는 침략성

과 부당성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회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1905년 고종의 서명 없이 을사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

자, 그는 늑약을 파기할 것을 주장하는 상소를 다섯 차례나 올리고 종로거리로 나와

통곡을 하면서 항쟁 연설을 한 뒤 자결을 시도했다. 조선통감부가 설치되자 즉시 관

직을 버리고 1906년 만주로 가서 민족교육학교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교육자로 교육

구국운동에 헌신한다. 1907년 고종은 그런 이상설에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역할

을 명한다. 그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한다. 그 일로 일제에 의하여 사형선고

를 받고, 북간도와 러시아의 경계에서 10여년에 걸친 치열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역사는 그를 독립운동가로만 기록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상설의 진정한 ‘선구자’ 역할은 근대수학과 과학을 누구보다 먼저 깊이

있게 이해한 선각자로 한국 근대수학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초창기 수학 교육자였다

는 것이다. 그는 근대수학을 대중화하고 더 나아가 교육구국운동을 벌이며 한국의 근

대수학교육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감사의 글 : 본 원고의 초안을 읽고 내용의 충실도와 표현의 개선을 위한 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성균관대 손동현 학부대학장님과 서강대 홍성사 교수님, 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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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eol LEE:

Father of Korean Modern Mathematics Education

Department of Mathematics, Sungkyunkwan University Sang-Gu Lee

Department of Mathematics, Daejin University Han-Guk Seol

Most who have heard of Sang-Seol Lee know him for his contribution to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nearly a hundred years ago. This paper, however, will discuss

Lee’s other great contribution to his country; that of being “The father of modern

mathematical education in Korea”.

Lee passed the rigorous government officer examination with the highest honor and

became a teacher for the royal prince. Later he became the president of Sunkyunkwan,

a national institute of higher learning since 1398, and eventually a well-known

university bearing the same name. Lee was also a highly regarded Confucian scholar

and well versed in foreign languages.

He wanted Korea to become a modern country and felt that the areas of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studies that needed improving in order to achieve modernization.

While researching Western textbooks on the subjects he realized that Western

mathematics would be especially important for Korea. With that, it became his mission

to integrate Western mathematics into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This paper will explain the importance of Sang-Seol Lee’s contributions to

mathematic education in Korea and how it helped Korea become the modern nation it

is today.

Key Words : Sang-Seol LEE, Mathematics books in 1887 and 1900, patriot, teacher,

Korean modern 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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