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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자 보재 이상설(李相卨)의 근대자연과학 수용

- 백승호초(百勝胡艸)를 중심으로

이 상 구 (성균관대학교)✝

박 종 윤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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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 이상설(李相卨, 1870-1917)이 자연과학―물리학―에 기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상설은 수리(數理)를 쓴 시기를 전후하여, 같은 시기에 붓으로 총 8면에 걸쳐 백승호초(百勝胡艸)라는
이름의 고전물리학 원고를 써서 남겼다. 분석결과 이 책의 원전은 1879년에 동경제대 의학부 교재로 발간된 물리학
(物理學)이다. 이상설은 백승호초에서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일상에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을 선록하여 한문으로
번역하였고, 물리학의 전체 분량에서도 특히 ‘통유성(通有性)’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동양에서 서양의 수리과
학이 들어와야만 말할 수 있는 ‘질량보존의 법칙’, ‘타성(惰性, 관성)’과 같은 고전물리학의 중요개념을 포함하는 내용

이 19세기 말에 이미 이 책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이상설은 당대의 다른 저술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당시 일반물리

학의 최고수준의 원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용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1)2) 

1. 보재 李相卨에 대하여

독립운동가로만 알려진 이상설(李相卨, 1870-1917. 자는 舜五, 호는 溥齋)은 대유학자이면서도 선구적으로 외

국어, 서양과학, 법학분야에서 19세기 한국의 최고권위자로 평가되며 한국사의 천재 중 한 명으로 소개된 바 있

다(김병기 외, 2010). 과학사학자 박성래교수는 근대 서양수학의 한국도입과정에서의 기여로 그를 한국 근대수학

교육의 아버지로 평가하였다.1) 과거시험 준비를 하던 이상설은 15세 때부터 10년간 학문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 등과 교류하며 여러 외국어와 서양과학 등 다양한 신학문을 익혔다. 누구

보다 먼저 서양수학과 과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수학과 서양과학을 공부하였고2) 학문에 전념하여 18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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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5년에 성균관장으로 임명된 이상설은 같은 해에 성균관의 교과과정에 수학과 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1900년에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수학책인 산술신서(算術新書)를 발간하였다(이상구 외, 2006). 이 책은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근대수학책이며 동시에 한성사범학교에서 예비교사 교육용으로 쓰였듯이 순환소수, 순열 등을 포함하는 책으로 이후로 나

오는 많은 초등학교 입문 수준의 책과 차별화된 조선어 수학책으로 볼 수 있다(이상구ㆍ함윤미, 2009). 이러한 일련의 업적

들을 통해 이상설은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로 평가받고 있다(박성래, 2004), (설한국ㆍ이상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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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리 표지

경에 수리(數理)라는 전통수학과 근대서양수학을 연결하는 교재를 완

성하였다(이상구 외, 2009).

이상설은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조선 국력 신장

의 열쇠는 서양의 선진학문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학습과 교육에 있다

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근대사상과 근대학문 전 분야의 최신 서

적을 대부분 독학으로 습득하기 시작했다(설한국ㆍ이상구, 2009). 그는

수학뿐 아니라 서양의 과학(식물학, 화학, 물리학)도 선구자적으로 공부

하고 그 내용 가운데 새롭고 관심있는 내용을 필사하여 과학책 식물학
(植物學), 화학계몽초(化學啓蒙抄), 백승호초(百勝胡艸)를 남겼다.

이 기록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가 이문원 수당기념관장이 보관중인

이상설 선생 관련 책의 일부를 국사편찬위원회가 마이크로피시3)로 만들

어 보관한다는 말을 듣고 저자와 한국 근대수학사 저술을 공동 수행 중

이던 오채환이 직접 방문하여 복사해 오면서, 같이 보관된 이상설의 필

사 자료로부터 한국 근대자연과학의 도입기 사료의 존재가 처음 확인되

었다.

이상설의 생애와 업적에 관련된 내용은 본 논문의 참고문헌(외솔회,

1975), (윤병석, 1982)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이상설의 자연과학에 대한

기여는 간과되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근대자연과학에서의 수용 과정에서 이상설의 기여에 대하여 논한다.

2. 이상설의 수학, 식물학, 화학에서의 기여

이 절에서는 이상설의 수학, 식물학, 화학에서의 기여에 관련하여 그가 저술한 수리, 식물학, 화학계몽초
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다. 이 부분은 기존의 연구결과들(박영민 외, 2011), (손용근 외,

2012), (이상구 외, 2009)을 참고할 수 있다.

2.1 수리
이상설의 수리는 19세기 조선의 산서 중 가장 늦게 출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전반부는 17세기에 서양

수학이 조선에 들어온 이래 가장 영향을 끼친 산서인 수리정온(數理精蘊)을 연구한 것을 나타내고 후반부에서
는 초보적 산술(算術)에서 취급하지 않은 대수학을 도입하여 수리정온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19세기 말 조선
에서 신교육이 시작되어 수리정온 이후의 서양수학을 가르치게 되면서 일본을 거쳐 주로 교과서를 통해 서양
수학이 들어왔는데 수리는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들어온 서양수학의 영향을 받았다. 수리
에 천원술(天元術), 사원술(四元術) 등에 관한 언급이 없어 이상설이 송, 원 대에 이룬 중국 산학을 발전시킨 조

2) 이상설이 수학을 공부한 시기는 늦어도 1885년 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기는 한국 수학사에서 신구 수학이 양립한 중첩

의 기간이라 한국수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설한국ㆍ이상구, 2009).

3) microfiche, A6판(105×148mm) 크기에 60장면의 상(像)을 복사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마이크로필름. 백승호초는 B-104
에서 B-108까지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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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산학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원술에 해당되는 개념을 연산 기호를 사용하여 최초

로 대수적으로 정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설이 근대수학을 다룬 내용의 분석과

의미는 2009년 논문(이상구 외, 2009)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2.2 식물학

<그림 2> 식물학 필사원본 제 1면 일부
  

이상설의 식물학은 식물학계몽(植物學啓蒙)(1886)4)을 읽으면서 붓으로 초록한 필사본으로 식물학계몽
의 30장 중 극히 일부인 총 4면을 학습하면서 선록한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학문적 수준을 논하기에는 양

이 지나치게 적다. 그러나 필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식물의 형태 및 구조, 성질

등과 같은 거시적인 식물학 지식은 간단히 언급하고 모두 생략하였다. 오히려 식물의 영양, 현미경적 구조, 물질

의 합성과 식물의 기능에 대한 실험법과 같은 미시적인 식물학이라는 조선에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즉 이상설은 조선이 당시에 모르고 있던 근대식물학 내용 중 식물의 기능 및

생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사 내용 중 실험에 관한 내용이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상설이 이미 현대적 의미의 과학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식물학계몽은 영국의 학술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수용된 한 예가 된다. 이를 통해 이상설은 서양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영

향을 받기 전에 서양의 과학지식이 조선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상설이 다룬 식물
학의 내용은 2011년 논문(박영민 외, 2011)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3 화학계몽초

4) 이 책은 영국인 J. D. Hooker(1817-1911)의 Botany(1877)를 영국의 Joseph Edkins(艾约瑟, 1823-1905)가 중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Robert Hart(赫德, 1835-1911)가 서학계몽(西學啓蒙) 시리즈(16종)에 실어 1886년에 간행하였다. 식물학계몽은
1권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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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화학계몽초 필사원본 제1-2면
이상설의 화학계몽초는 화학계몽(化學啓蒙)(1886)5)의 대부분을 독파한 후 그 내용을 간략히 선록한 것이

다. 선록에 있어서 원문을 축약하거나, 도치 및 보충설명 등을 추가하여 원전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상설은 화학에 대한 이해수준과 과학 일반의 기본소양이 충실하였고 식물학이나 물리학보다 화학

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설이 참고한 화학계몽은 양자론이 발표되기 이전에 저술되었으므로 양자화학에 기초한 원자구조, 화학
결합론, 분자구조 등은 물론이고 유기화학, 핵화학, 생물화학 등에 관한 지식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율수(率數-원

자량), 화학등수(化學等數) 등 원자론에 기초한 제반 법칙들은 현재 화학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사항들이며, 원소,

열화학, 전기화학, 금속, 비금속 등에 관한 실험적 지식은 원리 면에서 현대의 기초화학과 차이가 없다. 화학계
몽을 보면 유럽에서 동양에 전해진 서양과학지식이 중국에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번역되었는데
이로써 서양의 과학지식이 다양한 경로로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설이 다룬 화학계몽초의 내용과 주요
의미에 대하여는 2012년 논문(손용근 외, 2012)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한국 최초의 근대수학 교육자로 평가되는 이상설은 이와 같이 근대자연과학의 도입에서도 선구자적인 기여를

했다. 다음 절은 발굴된 사료 연구의 마지막 부분이자 이상설의 물리학 관련 학습 및 연구내용 부분으로, 최초로

본 논문에서 분석하여 소개한다.

3. 백승호초의 서지적 고찰
5) 이 책도 식물학계몽과 마찬가지로 역시 영국의 Henry Enfield Roscoe(羅斯科, 1833-1915)의 Science Primers:

Chemistry(1876)를 영국의 Joseph Edkins(艾约瑟, 1823-1905)가 중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서학계몽 시리즈(16종) 중 하나
이다. 화학계몽은 총22장 69절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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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丹波敬三

백승호초(이상설, 1899)는 이상설이 필사한 책의 일부로 선록을 마무리한 시기는 이전의 수리 관련 연구
논문(이상구, 2010)에서 밝혔듯이 1898-9년경으로 추정된다.

백승호초의 원전은 1879년(明治 12년)에 발간된 물리학(物理學)으로, 서
지정보와 표지를 통해 살펴보면 물리학은 당시 동경대학 의학부 조교(助敎,

조교수)인 이이모리 테이조(飯盛挺造, Teizo Ihimori, 1851-1916)6)가 찬역(纂

譯)한 것으로 단바 케이조(丹波敬三, 1854-1927)7)와 시바타 쇼오케이(柴田承桂,

1850-1910)8)가 교정하고 보충한 것이다. 그 서문을 보면 “의학을 예로 들면,

생활에서 만나는 질병은 정상적인 것과 다르게 생활하면 이 힘(力)의 영향이

인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물리

학으로 귀결된다(試以醫學例之 疾病則生活 變態生活 則斯力之發象于人體者也

是以講究病學者 其極終歸于物理學矣)”고 하여 물리학을 중시하였고, 의학부 조

교(조교수)가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번역하게 되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그 책을 두 명의 같은 분야 전문가가 교정하여 1879년에 발간한 것이다.

외국어 교육을 잘 받은 후 동경제대 의학부 조수와 조교수를 역임한 이이모리

테이조는 일본에서는 Pioneer of the Microbalance9)로 불리우기도 한다.

백승호초의 어의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어 원전에도 백승(百勝)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 호초(胡艸, 胡草)

는 대강 거칠게 초록하였다는 겸양어로 볼 수 있으나, 백승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백전백승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 세상 만물을 백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본어 원전의 서문에 “근대의 학문이 정밀하고 넓어

서 비로소 힘은 하나이면서 현상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물리학에서 이 힘의 발현을 설명하게 되었

으니, 가히 모든 학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近時學問精博 初知力一而現殊也 乃有物理之學說斯力發象者 可謂

萬有諸學之母矣).”라고 하여 물리학을 모든 학문의 근원으로 인식한 말을 참고한다면, 요컨대 이상설은 물리학이

모든 학문을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백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외무성 어학소(外務省 語学所)에 입학하여 동경외국어학교 교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동경대학 의과 조수를 거쳐서 동 대학

의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명치 17년, 1884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University of Freiburg)에 유학하여 미량천평(微

量天秤)을 이용하여 물질표면에 응축하는 수분박막 또는 수은박층의 무게(物質表面に凝縮する水分薄膜並びに水銀薄層の
重量)의 결정에 관한 연구를 했다. 명치 12년 물리학을 저술하였고 이는 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교과서가
되었다. Teizo Ihmori, the Pioneer of the Microbalance. http://ci.nii.ac.jp/naid/110002345699

7) 동경제대 약대교수 http://ja.wikipedia.org/wiki/%E4%B8%B9%E6%B3%A2%E6%95%AC%E4%B8%89

8) 동경제대 교수, 한약-약학-화학 http://ja.wikipedia.org/wiki/%E6%9F%B4%E7%94%B0%E6%89%BF%E6%A1%82

9) 1/1000g을 재는 정밀저울의 일종(마이크로단위)



이 상 구ㆍ박 종 윤ㆍ김 채 식ㆍ이 재 화492

<그림 5> 백승호초 필사원본 제1-2면 <그림 6> 물리학 표지

<그림 7> 물리학 (상편) 목차와 본문 일부

4. 원저와 이상설이 선록한 필사본 비교개괄

4.1 『백승호초』의 구성 및 내용

이이모리 테이조의 물리학은 상편, 중편, 하편 모두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편의 통유성(通有性)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통유성에는 전충성(塡充性), 정형성(定形性), 거성(拒性), 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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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호초 원문과 번역 현대적 의미

宇宙間萬物消滅 似歸烏有 其本質 未嘗消滅 變化之際 依然尙在 是爲

無盡性 有明證如左

우주간의 만물은 소멸하면 아무 것도 없는 데로 돌아가는 듯이 보

인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한번도 소멸한 적이 없어서, 변화하는 사이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것을 무진성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증명한다.

이는 물리학의 초기적인 발상이다.

100년 전에 미적분이나 미분방정식이

완성되지 않아 양자역학도 아직 초보

적인 단계여서 현재적인 의미와 반드

시 부합하는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이해하였다.

焚燒薪材 終失形質 僅有灰分 其太半爲炭酸水蒸氣等 用如(甲)硝子圓

筩 其下口用木製圓板 板有數孔揷蠟燭 上口以(キュルク)栓塞之 穿一孔

以U字狀管 一端揷入 他一端 以更大U字狀(丙)管中揷入 此(丙)管 充好炭

酸水蒸氣等吸收物質 卽苛性那篤倫 先量苛性那篤倫共幾何 次量蠟燭秤之

点火入(甲)筩中 暫時後滅火 而再量蠟燭 必減小若干量 卽因焚燃故也 更

秤(丙)管 必增加若干量 比蠟燭減量 更爲超加 是蠟燭焚燃之際 其炭素 則

於氣中與酸素化合 而生炭酸 其水素與酸素 合而生水 當其過(丙)管 爲苛

性那篤倫之所吸 玆炭水二素 相結合加量 是故各物焚燃 毫末未嘗失也

땔나무를 태우면 끝내 형체가 사라져 겨우 재만 남고, 그 대부분은

탄산수증기 등이 된다. (甲)처럼 유리원통을 준비하여 그 아래구멍은

나무로 원판을 만들고 판에 여러 구멍을 뚫고 초를 꽂는다. 윗구멍에는

코르크 마개로 막고 구멍 하나를 뚫어 U자 모양의 관 끝을 꽂고, 관의

다른 끝은 더 큰 U자 모양의 (丙)관에 꽂는다. 이 (丙)관에는 탄산수증

기 등의 물질과 잘 결합하는 가성나트륨10)을 채운다. 먼저 가성나트륨

의 양이 얼마인지 재고, 다음으로 초의 무게를 잰다. 초에 불을 붙여

(甲)통에 넣는다. 잠시 후 불을 끄고 다시 초의 무게를 달면 반드시 약

간량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바로 연소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丙)관의

무게를 재면 반드시 약간량이 증가하였을 것인데, 초의 무게가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것은 촛불이 연소할 때 탄소가 공기 중에서

산소와 화합하여 탄산을 만들고,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물을 생성하

는데, (丙)관을 지나면서 가성나트륨에게 흡수된다. 이 때 탄소와 수소

두 가지 물질은 (산소와) 서로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되니, 이 때문에

물질이 연소할 때엔 터럭만큼도 손실이 없다.

이는 화학의 기본법칙의 하나인 질

량보존의 법칙으로 반응물질의 전질

량(全質量)과 반응 생성물질의 전질량

은 같다고 하는 법칙을 이상설이 이

해한 것이다.

靜体欲動 動体欲靜 其原因卽力也 固物形之變流物形 流物形之變固物

形 而能保持舊体者 總秤惰性 雖有如此性相反者 只人不感覺耳 惰性則萬

物之總有也

정지된 물체는 움직이려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정지하려 하는데, 그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성에 대

한 현상학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

“정지된 물체를 움직이게 하거나 움

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원

<표 1> 백승호초 원문 일부의 번역과 현대적 의미

성(無盡性), 타성(惰性), 분성(分性), 송성기공(鬆性氣孔), 변용성(變容性), 인력(引力), 중량(重量), 비중(比重)의 11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충성, 정형성, 중량, 비중 등은 제외하고 논하였다. 거성, 무진성, 타성, 분성, 송성

기공, 변용성, 인력만을 중점을 두고 서술했는데, 이는 한국 근대물리학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

래의 <표 1>은 백승호초 원문 일부와 그 의미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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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바로 힘이다. 고체형 물질이 유체형으로 변하고, 유체형이 고체

형으로 변하는데, 옛 모습을 보존하려는 것을 총칭하여 타성(惰性)이라

부른다. 비록 이와 상반된 것이 있더라도 사람이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

인데, 타성은 만물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다.

인이 바로 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타

성(惰性)은 현대적인 의미의 관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이는 단

어로 이해될 수 있다. 현대에서는 ‘타

성에 젖어있다’라는 표현 외에는 물리

학에서 쓰지 않는 용어이다.

如(甲)大金屬球 重二百五十瓦蘭謨11) 以絲上下系之 下有橫木 徐引之

則上方絲斷折 卒然引之 則下方絲斷折 亦與前理同也

만약 (甲)과 같은 크기의 금속구슬(무게는 250그람)을 실로 위 아래

를 묶고 아래에 막대를 묶어둔다. 서서히 막대를 당기면 위쪽의 실이

끊어지고 갑자기 당기면 아래쪽의 실이 끊어지니, 이 또한 앞의 이치와

동일하다.

관성의 좋은 예이다. 서

서히 당기면 힘이 위의 실

에 전달되고 빠르게 당기면

힘이 아래의 실에 전달된

다.

백승호초가 다루는 내용은 당시 서양의 최신 물리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凡物体之細大硬軟 能分割者曰分性 物質之分解 到最小部分 而最小者名曰元子云(アトーム) 卽物質原始 此元子二個集合

尙可分解 可就最小部分者名曰分子(モレキュール) 此雖至微至渺 可得分解

물체의 가늘고 굵음, 딱딱하고 부드러움이 구별됨을 분성(分性)이라고 한다. 물질을 분해하여 최소부분에 이르는데,

가장 작은 것을 원자(元子 아톰)라고 하니, 즉 물질의 기원이다. 이 원자 2개가 합쳐져 분해할 수 있지만 가장 작은 부

분은 분자(分子 몰레큐르)12)라고 부르니, 이것은 지극히 작고 미세하지만 분해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 따르면 “물체의 가늘고 굵음”과 같이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곱다거나 굵직굵직함을 의미하여

“분할됨, 구별됨”을 분성(分性)이라고 한다. 백승호초에서는 물에 소금을 타는 예로 들어, 소금의 분성에 의해
확산(diffusion)이 발생하여 소금의 확산을 통하여 소금이 분해되는 분성을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一器水盛 食塩小許溶化 則塩之小部分 能見全水盡鹹 是卽塩細分 分播水之全量也 又紅色畵料 点水桶內 則全水盡紅 亦

畵料之細分 分賦一桶水內也

한 그릇의 물을 담아 소금을 약간 용해시키면, 소금의 작은 부분으로도 전량의 물을 모두 짜게 만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소금의 작은 부분이 물 전체에 흩어진 것이다. 또 홍색 안료를 물통 안에 떨구면 온 물이 다 붉게

변하니, 이 또한 안료의 작은 부분이 물통 속에 흩어진 것이다.

이상설은 일본어 원전을 그대로 필사만 한 것은 아니다. 예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선록하기도 하였다. 다음

의 예를 보자.

10) 가성나트륨 : 중국어로는 苛性鈉 또는 氫氧化鈉(NaOH)을 말한다. 여기서 鈉은 나트륨을 나타내는 것으로 「亞泉雜誌」에

서 화학원소의 중국, 서양, 일본 기호를 대비해놓은 표를 보면 那篤倫謨로 표시되어 있어 백승호초의 那篤倫과 유사하다
(陳鐿文․姚遠, 2007).

11) 瓦蘭謨는 여러 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람이란 용어로 쓴 듯하며 직접 일본어(グラム)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학
계몽초와 화학계몽에서는 格蘭으로 표시하였다.

12) 당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은 일본어로 직접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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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物体之細微集合 前旣說明 各實質細微集合 塡充空處 必有微小孔隙 此孔隙中有一種氣名(エーテル) 此名氣孔又鬆性

萬物通然 又通常氣孔之最著者 海綿浮石是也 能使液体氣体通通自己体中也 凡物体疎密 皆因氣孔 氣孔大者 其体疎 氣孔小

者 其体密 海綿浮石等屬疎体 白金黃金等屬密体 其重量 卽實質多小也 玆用一立方(センチメートル 尺之義)之黃金 與同容

(キュルク)之片相稱量 則黃金爲十九.二六(グラム 量之義)之重 (キュルク)爲0.二四(グラム)之重 則兩重之比 正爲八十.二五

倍 其比例盖如左

19.26 : 0.24 = 80.25 : 1 一九.二六 : 0.二四 = 八0.25 : 一

由是觀之 黃金正爲(キュルク)之八十.二五倍也 物体氣孔大小之異 用顯微鏡 方可明示也

물체가 미세하게 집합한 것은 앞서 이미 설명을 하였다. 각 물질은 미세하게 집합하여 빈곳을 채우게 되는데, 반드시

미세한 공극이 생긴다. 이 공극 가운데 일종의 에테르(예전에는 우주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여긴다)

란 이름의 기체가 있다. 이를 기공(氣孔) 또는 송성(鬆性)13)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만물에 공통된다. 또 통상 기공 중에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해면(海綿)과 부석(浮石)이 있어서 액체와 기체를 몸속으로 통과시킨다. 물체가 성글고 조밀한 것

은 모두 기공에 기인하는데, 기공이 큰 것은 그 물체도 성글고, 기공이 미세한 것은 그 물체도 조밀하다. 해면과 부석

등의 물질은 성긴 물체이고, 백금과 황금 등은 조밀한 물체이다. 그 중량은 (기공과) 실질의 다소에 달린 것이다. 이제

1세제곱센티미터의 황금과 같은 부피의 코르크 조각을 재보면 황금은 19.26그램이고, 코르크는 0.24그램의 중량이 되니,

두 물질의 중량 차이는 정확히 80.25배가 된다. 그 비례식은 다음과 같다.

19.26 : 0.24 = 80.25 : 1 一九.二六 : 0.二四 = 八0.25 : 一

이로써 보면 황금은 정확히 코르크의 80.25배이다. 물체의 기공의 크기 차이는 현미경을 써야만 볼 수 있다.

백승호초에서는 황금과 코르크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일본어 원전인 물리학의 설명에서도 아래와 같
이 백금(밑줄 친 부분)과 코르크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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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백승호초는 이상설이 이이모리 테이조의 책 물리학을 보면서 이해하고 한자로
선록하며 옮긴 것으로 보인다. 중간단계의 한문 서적이 존재하지 않고, 간혹 일본어를 잘못 파악한 곳도 있는 것

으로 보아 이 백승호초는 이상설이 자연과학에 들였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라 보아도 될 듯하다.

13) 기공 또는 송성(氣孔又鬆性) : 기공은 동물이나 식물의 숨구멍 혹은 용암이 굳을 때 기포가 빠지지 않고 생기는 빈 구멍

등을 나타내는 말로 기체가 통할 수 있는 빈틈을 의미한다. 송성은 물체의 조직 사이에 틈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유공성

(有孔性)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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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독립운동가로만 널리 알려진 이상설이 남긴 친필의 자연과학 관련 원고가 발굴되면서 최근에 수리와 산술
신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수학자들 사이에는 그를 한국 근대수학교육의 아버지로

평가한다. 그런 이상설이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침략을 피할 수 있는 조선 국력 신장의 열쇠는 서양의 선진학문

특히 자연과학 분야의 학습과 교육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학뿐 아니라 서양의 과학(식물학, 화학, 물리학)도 선구

자적으로 공부하고 그 내용 가운데 새롭고 관심있는 내용을 필사하여 과학책 식물학, 화학계몽초, 백승호
초를 남긴 것은 한국과학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사료들을 분석하면서 그가 한국에 근대자연과학을 수용
했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설이 수리정온과 다른 근대수학책을 학습하며 선록한 수리와 식물
학계몽을 읽으면서 선록한 식물학 및 화학계몽의 대부분을 독파한 후 그 내용을 강의록 형식으로 간략히
선록한 화학계몽초에 대한 분석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이에 보태어 본 논문에서는 이상설의 물리학 관련
학습 및 연구내용 부분을 최초로 분석하여 소개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1890년대 말 이상설이 붓으로 쓴 백승호초는 1879년에 동경제대 의학부 교재로 발간된 물리학을 읽고 선
록한 책으로, “의학을 예로 들면, 생활에서 만나는 질병은 정상적인 것과 다르게 생활하면 이 힘(力)의 영향이

인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결국 물리학으로 귀결된다”는 서문으로 시

작한다. 이상설은 그 책에서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일상에서 나타난 대표적 현상을 선록하여 한문으로 번역하였

고, 물리학의 전체 분량에서도 특히 ‘통유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동양에서 서양의 수리과학 개념이 들
어와야만 말할 수 있는 ‘질량보존의 법칙’, ‘타성(관성)’과 같은 고전물리학의 중요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이 19세기

말에 이미 원고에 소개된 것으로 보아 이상설은 당대의 다른 저술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당시 일반물리학의 최

고수준의 원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수용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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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Seol Lee(1870-1917) wrote a manuscript BaekSeungHoCho(百勝胡艸) in the late 19th century. BaekSeungHo- 
Cho was transcribed in classical Chinese from the 1879 Japanese book Physics(物理學) by Teizo Ihimori (1851-1916). 
Sang-Seol Lee, a famous independence activist, is also called Father of the Modern Mathematics Education of Korea, 
because of his early contribution to the modern mathematics education in the 19th century. 

In this paper, we introduce contents of his manuscript BaekSeungHoCho for the first time and discuss the 
significance of this book. Also, we show his constribution on the introduction to modern physics in the late 19th 
centu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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