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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이전 시기 초등 수준에서의
‘이과(理科)’의 성립과 내용*

이면우**

<요 약>
이 논문에서는 1900년대 초기에 초등교육 수준에서 발간된 과학 교과서 3종을 발굴하여 그
내용 및 출판 배경을 살펴보았다. 오성근(1902)의 <신찬이과초보>(총 4권)는 우리나라 초등
교육 수준에서 편찬된 최초의 과학 교과서로 평가된다. 이 교과서는 1895년에 공포한 소학
교령에 근거했다. 박물학 분야와 이화학 분야의 기초 사항을 고루 다루었다. 국학문혼용체
를 채택했으며, 송낙풀과 같은 우리 고유의 식물 자원을 교과서에서 다루려는 노력을 보였
다. 1908년에는 정부기관인 학부에 의해 출판된 <이과서>(총 2권)와 민간인 현채가 역술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총 4권)가 출판되었다. 2종류의 교과서 모두 1906년의 보통학교령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림 자료가 삽입되어 있으며, 비교적 내용도 아동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
되었다. 다만 학부 편찬 <이과서>는 일본어로 서술되어 있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드러낸다.
그러나 제1권 제1과에서 조선왕조의 상징인 “자두 꽃”을 다루어,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강조
하기도 했다. 반면에 현채의 <최신고등소학이과서>는 국한문혼용체를 택하였다. 교과서 내
용에서도 과학의 모든 부분을 다루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1900년대 초기에는 정부기관인
학부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 과학 교과서가 편찬된 시기였다. 일본어로 편찬된 학부 교
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 차원 노력의 결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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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과(理科)’라는 단어는 문과(文科)에 대비되는 말로 자연계열
또는 자연과학분야를 뜻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연계의 원
리나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물리학, 화학,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지질학, 천문학 따
위”로 풀이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17). 즉 이과는 자연과학 자체를 총칭하는 용어로
정의한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리카(理科)’를 초중등 수준의 학교에서 교수하는 자연과
학 분야의 교과목이나 교과서의 명칭을 가리킨다(文部省, 1947).
우리나라에서 이과라는 교과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5년의 일이었다. 1895년 구한국
정부는 소학교령(小學校令, 칙령 제143호, 1895.7.19.)과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
학부령 제3호, 1895.8.12.)을 공포했는데, 이 때 처음으로 ‘이과’라는 교과명이 등장한다
(이면우, 1997, 66-72). 사실은 이 법령보다도 조금 앞서 공포한 한성사범학교관제(漢城
師範學校官制, 칙령 제79호, 1895.4.16.)에 근거한 한성사범학교규칙(漢城師範學校規則,
학부령 제1호, 1895.7.23.)에서 6개월 과정의 속성과(速成科) 교과목으로 ‘이과’가 있었다
(이면우, 1997, 65-66).
일제강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시기에 ‘이과’는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명인 동시에
교과서를 뜻하는 용어로도 인식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출판된 초등 수준의 과학 교과
서에는 대개 “이과” 또는 “이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09년 당시 학부(學部)에서 편찬한 <이과서(理科書)>(총 2권)라는
교과서이다(오윤겸, 1971; 이면우, 1997, 297-299; 宋珉煐, 1997a, 70-79; 송민영, 1997b).
이 교과서는 우리나라 최초 초등교육 수준의 과학 교과서라고 알려졌다(宋珉煐, 1997a;
송민영, 1997b). 그런데 학부 편찬 <이과서>보다도 앞서 오성근(吳聖根)은 1902년에
<신찬이과초보(新撰理科初步)>(총 4권)를 출판한 바 있다(이면우, 1997; 박종석, 1998).
또한 1908년에는 민간인 현채(玄采)에 의해서 <최신고등소학이과서(最新高等小學理科
書)>(총 4권)가 번역되어 출판되었다(宋珉煐, 1997a; 박종석, 1998, 2009).
여기에서는 이전까지 연구가 미흡했던 오성근(1902)의 <신찬이과초보>의 내용과 체
계 및 출판 배경을 소개한다. 이어 1908년에 학부에 의해 출판된 <이과서>와 민간인
현채가 번역하여 출판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의 내용을 비교하고 이러한 교과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추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3종 과학 교
과서에 대한 과학교육학적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초등 수준에서 근대
과학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곧 이어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상황을 조
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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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3종의 이과 교과서
1900년대 초기에 초등교육 수준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과학 교과서는 1902년에 오
성근이 저술한 <신찬이과초보>(총 4권)이었다(이면우, 1997; 박종석,

1998). 1908년에

는 실제로 일제의 영향아래에서 대한제국의 학부(學部)가 발행한 <이과서>(총 2권)가
일본어로 편찬되었다(오윤겸, 1971; 이면우, 1997; 宋珉煐, 1997a). 또한 같은 해에 민간
인 현채에 의해 <최신고등소학이과서(총 4권)>가 역술 편찬되었다(宋珉煐, 1997a; 박종
석, 1998, 2009). 당시 출판된 이과서 목록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1900년대 초기 발행한 초등 과학 교과서 목록
교과서 명칭

新撰理科初步
(신찬이과초보)
전 4권

理科書
(이과서)
전 2권

最新 高等小學
理科書
(최신 고등소학
이과서)
전 4권

저술자

편찬자

吳聖根
(오성근)

尹泰榮
(윤태영)

學部
(학부)

學部(학부)
東京三省堂印刷
(동경삼성당인쇄)

玄采
(현채)

玄采(현채)
日韓印刷株式會社
(일한인쇄주식회사)

출판
연도

주요 특징

1902

일본, 중국, 영국에서 사용하는 현
행 교과서를 정선한 것(1권, 범례)
국한문혼용체,
필사본으로 추정, 그림 자료 없음.
小學校敎則大綱(1895.8.12.)에 근거

1908

대한제국 학부 편찬
최초의 정부 편찬 교과서
일본어, 인쇄본, 그림 포함.
普通學校令施行規則(1906.8.27.)에
근거

1908

해외 교과서 20여권을 종합하여 역
술한 것(1권, 편집대의)
1,2권: 식물, 동물, 지문, 광물과
3,4권: 물리, 화학, 생리, 위생과
국한문혼용체, 인쇄본, 그림 포함.
普通學校令施行規則(1906.8.27.)에
근거

3종류의 교과서는 일제에 의해 강점되었던 1910년 이전 시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다. 그러나 모두 “이과”라는 명칭을 교과서 이름에 사용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
러한 사실은 당시 초등학교 수준에서 교수할 교과를 규정한 법령인 소학교교칙대강
(1895.8.12.)이나 보통학교령시행규칙(1906.8.27.)에 제시된 교과명을 그대로 따른 것에 기
인한다. 이때부터 이과는 자연과학 분야의 교과를 뜻하는 동시에 과학 교과서를 규정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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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성근(吳聖根)의 <신찬이과초보(新撰理科初步)> (1902)
<신찬이과초보>는 정교한 필사본으로 현존한다. 확인한 자료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한 고본(古 7100-1-v.1-4)이다. 이 책은 황색 표지에 오른쪽을 5군데
구멍을 내어 편철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황색배지주사오침안(黃色背紙朱絲五針眼)을 택
하고 있다.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의 목차 다음에는 이 책을 출판하는 데 관계한
사람을 나열했다. 이 책은 오성근이 저술[輯術]하고 윤태영(尹泰榮)이 감수[參訂]했으며
윤태무(尹泰懋)가 교정[考閱]했다. 국한문혼용체로 사실상 모든 용어는 한자로 표현되었
다. 교과서의 표지, 서문, 범례, 목차 및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그림 1] 및 [그림 2]
와 같다
이 책의 서문은 순한문으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국가의 부강은 교육의 정도에
달려 있다(國之富强貧弱懸於其國民之學業多少).”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동양의 학문
은 먼저 윤리의 학문을 공부하고 이후에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저자는 정월 봄부터 시작하여 동물학, 식물학, 물리 및 화학, 천문학, 지문학 등의 학문
을 역술하였다(東洋之學文習倫理之學再學事物之理後究諸他玄渺之學問此其理之當然也.
是故余於今年旦春始譯述動植理化天地之學).”라고 하여 교과서 저술 배경과 교과서에 서
술된 내용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어 “4권으로 묶어 책명을 <이과초보>라고 했다(輯成
四卷而名之曰理科初步).”라고 언급했다. 끝 부분에는 편찬이 완성된 일시를 “광무 6년
5월(光武六年五月)”로 명기해 놓아 1902년에 출판된 책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책의 범례(凡例)에서는 4개의 항목을 제시하여 교과서의 성격을 분명히 밝

[그림 1] 오성근의 <신찬이과초보>(1902) 표지와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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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오성근의 <신찬이과초보>(1902) 범례, 목차 및 내용의 일부
혔다. 그 내용을 인용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吳聖根, 1902, <신찬이과초보>, 1권, 1a).
이 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영국에서 사용하는 현행 이과 교과서를 선
별 편집한 것이다(此書는 韓日淸英 現行理科中 初等과中等에셔 述淂야 最精히 選輯
事).
이 책은 동물학, 식물학 중 약간이나마 꼭 필요한 것을 추출하였으며, 이화학에서는
초급수준에서 선별하여 합쳐 편집한 것이다(此書는 動植物中 若干 緊要者를 抄出며 理
化學中 初階便者를 選輔야 合編 事).
이 책은 중등과 고등학교에서 과정을 공부하는 초보로써, 교과서명을 “이과초보”라 정
事).
했다(此書는 中等과 高等學校에 課程을 學ᄒ는 初步로 定ᄒ야 理科初步라 名ᄒᆫ
이 책 속에는 또한 광물학 내용을 약간 첨가하여 서술했으므로 각 물체를 비교하여 고
찰할 수 있도록 했다(此書中에는 又 礦物學의 若干을 述添야 各物을 備考케 事).

이 책은 1,2권과 3,4권이 단원의 수나 성격이 서로 다르다. 책의 목차와 내용을 소개
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제1권은 5개 단원(식물, 동물, 광물, 물, 공기), 제2권은 4
개 단원(식물, 동물, 광물, 물)으로 중단원 체계를 갖추었다. 반면에 제3권은 18개 단원,
제4권은 21개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도 제1,2권과 제3,4권은 성격을 달리한다. 제1권과 제2권은 당시 박물학 교과서
를 지향한 것으로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의 내용을 다루었다. 예를 들어 유성준(兪星
濬)이 1907년에 발간한 <신찬소박물학(新撰小博物學)>을 보면, 제1편 식물학, 제2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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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오성근의 <신찬이과초보>(1902) 목차 및 주요 내용
권수

목차 및 주요 내용

비고

제1권

1.
2,
3.
4.
5.

植物에 關 事項(자두, 완두, 오동나무 등 식물)
動物에 關 事項(원숭이, 개, 고양이 등 동물)
礦物에 關 事項(화강암, 금, 은 등 광물)
水(물의 성질과 특성)
空氣(공기의 성분과 특성)

양면 37쪽
(총 74쪽)

제2권

1.
2,
3.
4.

植物에 關 事項(유채, 배, 감 등 식물)
動物에 關 事項(조개, 우렁이, 누에 등 동물)
礦物에 關 事項(철, 구리, 납 등 광물)
水(공기 중의 물, 구름, 안개 등)

양면 39쪽
(총 78쪽)

1.
2,
3.
4.
5.
6.
7.

제3권

植物에 關 事項(식물의 생장, 번식 등)
動物에 關 事項(동물의 생장, 번식, 호흡 등)
植物과 動物의 關係(식물과 동물의 상호관계)
地殼(지각), 土沙(풍화작용), 地層(퇴적암과 화성암), 石盤石(셰일), 荒砥(사암)
溫泉(온천), 地熱(지열), 火山(화산), 地震(지진), 土地의 昇降(융기와 침강)
力(힘), 重力(중력), 重心(무게중심), 物의 落는 速(낙하속도), 振子(진자)
秤(저울), 槓杆(지레), 滑車(도르래), 輪軸(축바퀴), 齒車(톱니바퀴), 斜面(경사면), 楔(쐐기),
螺旋(나선)
8. 物의 三體(기체, 액체, 고체)
9. 水의 性質(수평, 수준기, 분수, 수압기 물의 부력, 비중 등)
10. 空氣의 性質(압력, 기압계, 양수기, 배기 기구 등)
11. 水의 組成(수소, 산소)
12. 空氣의 成分(산소, 질소, 암모니아, 질량불변의 법칙 등)
13. 炭素(목탄, 석탄, 석탄가스, 석유, 흑연, 금강석 등)
14. 鹽素(염소), 硫黃(황), 燐(인)
15. 硝酸(초산), 鹽酸(염산), 硫酸(황산)
16. 元素(원소), 化合物(화합물), 混合物(혼합물), 溶解(용해)
17. 曹達(소다), 重曹(중조), 苛性曹達(수산화나트륨), 加里(칼리, 石험(비누), 琉璃(유리)
18. 酸類(산성류), 鹽基(염기성류), 鹽類(염류)

양면 51쪽
(총 102쪽)

제4권

1. 天然物과 人造物의 區別(천연물과 인조물의 차이)
2. 生物과 無生物의 區別(생물과 무생물의 차이)
3. 動物과 植物의 區別(동물과 식물의 차이)
4. 生物의 分布(생물의 분포와 기후)
5. 生物과 無生物의 關係(생물과 무생물의 상호 관계)
6. 植物의 效用(식물의 쓰임새)
7. 動物의 效用(동물의 쓰임새)
8. 礦物의 效用(광물의 쓰임새)
9. 陸(대륙, 섬, 산악, 산맥, 계곡, 산림 등)
10. 海(대양, 바다, 해저의 상황, 파도, 조석, 해류 등)
11. 音(소리, 소리의 전달, 소리의 속도, 반향, 소리의 강약 및 고저 등)
12. 熱(물체의 팽창, 온도계, 용해, 응고, 증발, 증류, 열의 전도, 증기기관 등)
13. 光(빛의 직진, 빛의 속도, 반사, 거울, 굴절, 무지개, 물체의 색 등)
14. 電氣(마찰전기, 전기의 전도, 피뢰침, 전지, 전기도금 등)
15. 磁氣(자석, 전신기, 전화기 등)
16. 人類의 食物(단백질, 전분, 당류, 지방, 염류, 물 등)
17. 醱酵(효소)
18. 腐敗(부패)
19. 化學上의 變化 及 物理學上의 變化(화학적 변화와 물리적 변화)
20. 生理의 關 事項(골격, 근육, 피부, 소화, 피의 순환, 호흡, 배설 등)
21. 衛生의 關 事項(운동, 휴식, 수면, 목욕, 음식 등)

양면 55쪽
(총 110쪽)

* 표 안의 번호는 단원의 번호임. 괄호 안의 한글은 단원의 내용을 소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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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 제3편 광물학으로 삼분되어 있다. 이 책의 1,2권 역시 박물학 교과서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에 3,4권은 이화학(물리 및 화학) 분야를 주로 다루었고, 지문
학(오늘날의 지구과학) 분야를 약간 첨가했다. 제1,2권은 박물학, 제3, 4권은 이화학 교
과서라 할 수 있다.
<신찬이과초보> 제1,2권에서 다룬 박물학적 소재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제1권과 제2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
는 식물, 동물 및 광물의 자료를 제시했다. 다만 소단원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거의 모
든 제목이 한자로 표기되었다. 다만 제1권 “6. 百合(백합)”의 경우 “당나리”라는 한글
이 작은 글씨로 병기되었다. 제2권에서는 “16. 송낙풀”로 순수하게 한글만 표기된 제목
도 있다. 송낙풀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지의류인 송라를 말한다. 적절한 한자 표기가 없
어 한글로 표기한 사례이다. 이러한 접근을 볼 때 저자는 우리에게 친숙한 소재를 찾
아서 나름대로 아동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구성하는 노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 <신찬이과초보>(1, 2)의 박물학적 내용
권수

박물학 분야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

제
1
권

1.柰(사과)-梅(매화),桃(복숭아),李
(자두); 2.豌豆(완두); 3.桐(오동나
무); 4.桑(뽕나무); 5.竹(대나무); 6.
百合(백합)-당나리(한글 병기);
7.漆樹(옻나무)

1.猿(원숭이); 2.犬(개), 3.猫(고양
이); 4.牛(소); 5.馬(말); 6.豚(돼
지); 7.鼠(쥐); 8.鯨(고래); 9.鳶(솔
개); 10.鷄(닭); 11.雀(참새); 12.
啄木鳥(딱따구리); 13.鷘(원앙);
14.鷺(백로); 15.龜(거북); 16.蛙
(개구리); 17.蛇(뱀); 18.鯉(잉어);
19.鯛(도미); 20.鰹(가물치); 21.
比目魚(넙치)-넙치(한글병기);
22.鰯(멸치); 23.大口魚(대구)

1.花崗石(화강
석)-水晶(수정),
雲母( 운모) , 長
石( 장석) , 陶土
( 고령토) , 粘土
(점토);
2.金
(금); 3.銀(은);
4.水銀(수은)

제
2
권

1.油菜(유채); 2.梨(배); 3.柿(감); 4.
栗(밤); 5.松(소나무); 6.苽(오이); 7.
麥(보리); 8.綿(면화); 9.茄子(가지);
10.煙草(담배); 11.麻(마); 12.稻(벼);
13.茶木(차나무); 14.藍(쪽); 15.蕨
(고사리); 16.송낙풀(한글로만 표
기); 17.松茸(송이버섯); 18.昆布(다
시마); 19.根(뿌리); 20.莖(줄기);
21.葉(잎); 22.花(꽃); 23.實(열매)․
種子(씨); 24.有花植物(현화식물)․
無花植物(은하식물)

1.鳥賊(오징어); 2.蛤(대합); 3.田
螺(우렁이); 4.蠶(누에); 5.龍蝦
(가재), 6.絛蟲(촌충); 7.珊瑚(산
호); 8.有脊動物(척추동물)․無
脊動物(무척추동물); 9.有脊動物
의 區分(척추동물의 구분); 10.
哺乳類(포유류); 11.鳥類(조류);
12.爬蟲類(파충류); 13.兩棲類(양
서류); 14.魚類(어류); 15.無脊動
物의 區分(무척추동물의 구분);
16.軟體動物(연체동물); 17.昆蟲
類(곤충류)

1.鐵(철); 2.銅
(동); 3.鉛(납);
4.錫(주석); 5.
亞鉛(아연); 6.
石灰石(석회석)

* 표 안의 번호는 단원의 번호임. 괄호 안의 한글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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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근의 교과서 중 박물학 분야는 단순히 모양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
니라 일생생활과 연결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즉 식물, 동물, 광물의 각각이 생활 속
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
다.
사과 꽃은 그 색이 담홍색이거나 백색이다. 꽃받침은 5개로 이루어져 있다. 꽃잎도 5
개가 있는데, 꽃잎이 하나인 경우도 있으며, 여러 꽃잎이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끝은 모두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柰花는 其色이 淡紅 或은 白色이오, 萼은 五片으로 成ᄒ
며, 瓣도 亦 五片이 有ᄒᆫ
대, 每片이 斷片으로 成ᄒᆫ
것도 有ᄒ며 數片이 重疊ᄒ야 成ᄒᆫ
것
도 有ᄒ나 其 末端은 皆 凹ᄒ니라. <신찬이과초보> 권1, 1a면).
나비, 꿀벌, 둥에, 잠자리 등의 종류는 그 몸이 머리, 가슴, 배의 세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머리에는 촉수와 단안과 복안을 갖추고 있고, 가슴과 배에는 많은 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측면에는 공기를 호흡하는 구멍이 있다. 또한 가슴에는 6개의 다리와 4개 또
는 2개의 날개가 있다. 대개 알에서 태어난다. 일생 사이에 수차례 모양을 변화시키는데,
대략 누에와 같이 변태하는 것이 많다(蝶과 蜂과 虻과 蜻蛉等의 類는 其體가 頭와 胸과
腹의 三大部에 分ᄒ얏난대, 頭에는 觸鬚와 單眼과 複眼을 具ᄒ고, 胸과 腹은 類多의 節로
成ᄒ얏스며, 其側에 空氣를 呼吸ᄒ는 孔이 有ᄒ며 又 胸에는 六個의 足과 四個 或은 二
個의 翅가 有ᄒ고, 大槪 卵生인대, 一生의 間에 數次 形을 變ᄒ기를 大畧 蠶과 如ᄒ게 ᄒ
는 것이 多ᄒ니라. <신찬이과초보> 권2, 32b면).
납은 백색에 푸른색 작은 띠가 보이는 금속인데, 공기와 접하면 급하게 변하여 쥐색이
된다. 은이나 철이나 구리보다도 무겁고 물보다도 11배 남짓 무겁다. 질은 심히 연약하므
로, 눌러서 판을 만들며 잡아당겨서 가느다란 선을 만든다. 총탄이나 활자 등에 사용한다
金이나 空氣에 觸ᄒ면 直變ᄒ야 鼠色이 되며, 銀과 鐵과 銅
(鉛은 白色에 靑色을 小帶ᄒᆫ
보다도 重ᄒ고 水의 十一倍餘이고, 質은 甚히 軟ᄒᆫ
故로 展ᄒ야 板을 作ᄒ며 伸ᄒ야 細
線을 造ᄒ며, 銃丸과 活字等을 造ᄒ나니라. <신찬이과초보> 권2, 34a면).

이어 제3권과 제4권은 <표 2>에 본 바와 같이 주로 물리학, 화학 및 지문학 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박물학 분야에서는 보다 발전적으로 식물과 동물을 범주화시켜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했다. 제3, 4권에서 다룬 박물학적 소재만 추출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오성근의 교과서는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 학부령 제3호, 1895.8.12.)에서 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이 교과서는 1895년의 최초 학제에 의한 성립된
소학교에서 사용할 과학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소학교교칙대강에서
규정한 이과의 교수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과는 통상의 천연물과 현상의 관찰을 정밀하게 하고, 우리 생활에 대하는 관계의 대
요를 이해하게 함을 요지로 한다(理科는 通常의 天然物과 現像의 觀察을 精密케 하고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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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찬이과초보>(3, 4)의 박물학적 내용
박물학 분야

권수

제3권

식물학

동물학

1. (植物에 關 事項
(식물에 관한 사항)
: 植物의 生長(식물의
생장),
植物의 繁殖(식물의
번식)

2. 動物에 關 事項(동물에
관한 사항)
動物의 生長(동물의 생
장), 動物의 食物(동물의
먹을거리), 動物의 住處
及 氣候(동물이 주로 사
는 곳과 기후), 動物의
呼吸(동물의 호흡), 動物
의 生存競爭(동물의 생존
경쟁)

광물학

4. 地殼(지각), 土沙(풍화작
용), 地層(수성암과 화성
암), 石盤石(셰일), 荒砥
(사암)
5. 溫泉(온천), 地熱(지열),
火山(화산), 地震(지진),
土地의 昇降(조륙운동)

3. 植物과 動物의 關係(식물과 동물의 관계)

제4권

1.
2.
3.
4.
5.

天然物과 人造物의 區別(천연물과 인공물의 구별)
生物과 無生物의 區別(생물과 무생물의 구별)
動物과 植物의 區別(동물과 식물의 구별)
生物의 分布(생물의 분포)
生物과 無生物의 關係(생물과 무생물의 관계)

6.

植物의
효용)

效用(식물의

7.

動物의
효용)

8. 礦物의 效用(광물의 효용)

效用(동물의

* 표 안의 번호는 단원의 번호임. 괄호 안의 한글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生에 對하는 關係의 大要를 理解케 함을 要旨로 함.).
처음에는 주로 학교가 위치한 소재지의 식물, 동물 및 자연의 현상을 다루어, 아동이
눈으로 보아서 얻을 수 있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중 중요한 동식물의 형상이나, 생활하
고 성장하는 상태를 관찰하게 하여, 그 중요 요점을 이해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동식물과
우리 생활에 관계되는 것과, 물리, 화학의 현상과 아동이 목격하는 기계의 구조와 작용
등을 이해하게 한다. 더불어 우리 몸의 생리와 위생의 요점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다(最
初는 主하기를 學校 所在 地方에 植物 動物 及 自然한 現像에 就하여 兒童의 目擊함을
得하는 事實을 授하고, 其中 重要한 動植物의 形狀과 及 生活 發育하는 狀態를 觀察케
하여 其 大要를 理解케 하고 進하여는 動植物과 人生에 對하는 關係되는 것과, 物理 化
學의 現像과 兒童의 目擊하는 器械의 構造 作用 等을 理解케 하고 兼하여 人身의 生理와
衛生의 大要를 授함이 可함.).
실물을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혹은 표본이나 모형 및 그림 자료 등을 제시하
고, 또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하여,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實地의 觀察
에 基하고 或 標本 模型 圖畵 等을 示하고 또 簡單한 試驗을 施하되 明瞭히 理解케 함을
要함.). (小學校敎則大綱, 제8조)

오성근이 저술한 이 교과서는 이면우(1997, 293-297)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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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에 의하여 다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상세한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정교한 필사
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쇄본일 가능성도 있다. 교과서의 형식을 보면, 서문, 범
례, 목차,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기본적인 교과서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이 교과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소재를 채택하는 노
력을 보였다. 식물 분야에서 당개나리와 송낙풀을 다루었고, 동물 분야에서 넙치와 같
은 물고기를 소재로 택했다. 전체 내용은 박물학적인 요소와 이화학적인 요소를 고루
갖추어 소학교교칙대강에서 제시한 이과의 요지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가 한자로 표시되어 있고, 한글은 단지 조사나 서
술어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과학 교과서에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그림
자료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동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교과
서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다만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자연과학 분야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상세하게 규정한 과학 분야의 교육과정이 없었던 상황에서 교사
에게 참고가 될 만한 교사용 교과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저자인 오성근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다. <구한국관보>나 <조선총독
부 관보> 및 “한국역대인물중앙정보시스템” 등에서도 저자에 관계된 기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대 역사 교과서의 하나인 <대한력ᄉ(대한역사)>가 순한글로 1908년 1월에 출판되
었는데, 이 책의 저자가 오성근과 헐버트(Hulbert)였다. 헐버트는 1900년부터 <한국 평
론(Korea Review)>에 한국사를 연재한 바 있는데, 이 때 오성근과 함께 우리 역사를 공
부했다고 한다(김봉희, 1999). 또한 오성근과 헐버트는 자주 만나 국민 계몽과 교육운동
을 함께 한 사실이 보고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이러한 상황을 보면, 당시 근대 교육기관인 육영공원(育英公院)의 교사인 헐버트는
오성근을 학생으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오성근과 함께 역사 교과서를 저술한
업적으로 보아 두 사람은 공동 연구자로서 교육과 번역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근대 계몽 학술지인 <태극학보> 제11호(1907.6.24.)에는 오성근이 학회에 찬조
금을 냈나는 기사가 나온다. 이어 <대한협회회보> 제4호(1908.7.25.)에 회원으로 이름
이 명기되어 있고, 같은 잡지 제5호(1908.8.25.)와 제7호(1908.10.25.)에는 학회 평의원 후
보로 추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기호흥학회월보> 제1호(1908.8.25.)에는 오성근이
편집 팀의 일원으로 발령이 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같은 잡지 제3호(1908.10.25.)에도
회비를 낸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1909.9.19.)에 의하면 서울
이문동에 사립도서관인 동지문예관(同志文藝館)을 설립하는데 오성근이 발기인으로 참
여했다고 한다.
<태극학보>는 주로 일본유학생 출신들이 창립한 태극학회가 발행한 학술지인데, 실
제로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한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다(이면우, 1997).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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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보>는 대한자강회의 후신인 대한협회에서 발행한 학술지로 주로 교육진흥과 계
몽운동에 앞장선 단체였다. <기호흥학회월보>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와 충청도를 근
거로 한 교육운동 단체인 기호흥학회가 발간한 학술지였다(이면우, 2001). 이러한 사실
을 근거로 할 때, 오성근은 근대 교육을 지향하는 각종 학술단체에 임원이나 회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사립 도서관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동지문
예관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아, 오성근은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인사였던 것을 틀림이 없다. 보다 확실한 이력은 추후의 연구를 기대한다.

2. 학부(學部) 편찬 <이과서(理科書)> (1908)
1905년 을사늑약 이후 학부를 장악한 일제는 학부참여관으로 시데하라 타이라(幣原
坦)를 임명했다. 1906년에는 교과서 편집 전문가인 미츠지 주죠(三土忠造)로 교체하여
보통학교 교과서의 편찬에 박차를 가했다(박종석, 1998). 그 결과 1908년에 학부에서
<理科書>(2권)이 다른 교과서와 함께 출판되었다(이면우, 1997).
학부 편찬 <이과서>는 근본적으로 일본어로 서술된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교과서에는 그림 자료가 체계적으로 삽입되었으며, 단원도 짜임새 있게 구
성되었다. 더욱이 인쇄본으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인 학부에서 출판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책의 표지와 목차 및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그림 3]과 [그
림 4] 및 <표 5>와 같다.
<이과서> 제1권은 식물, 동물 및 사람의 생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

[그림 3] 학부 편찬 <이과서> 권1(1908)의 표지와 목차 및 내용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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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부 편찬 <이과서> 권2(1908)의 표지와 목차 및 내용의 일부
<표 5> 학부 편찬 <이과서> 권1,2 (1908) 목차 및 주요 내용
권수

목차 및 주요 내용

비고

권 1

1.李の花(자두꽃); 2.菜の花(유채꽃); 3.蝶(나비); 4.蜜蜂(꿀벌); 5.花と蟲(꽃과 벌
레); 6.蠶(누에); 7.昆蟲(곤충); 8.桑(뽕나무); 9.燕(제비); 10.蒲公英(민들레); 11.大麥
(보리); 12.蛙(개구리); 13.蛇(뱀); 14.蚯蚓(지렁이); 15.絛蟲(촌충); 16.麻(마); 17.草
綿(목면); 18.茶と煙草(차와 담배); 19.鯉(잉어); 20.鱆魚と鳥賊(문어와 오징어); 21.
蝸牛と蛤(달팽이와 대합); 22.蝦と蟹(새우와 게); 23.柿の實(감); 24.蕨(고사리); 25.
椎茸(표고버섯); 26.昆布(다시마); 27.鷄(닭); 28.騖と鳧(오리와 기러기); 29.猫(고양
이); 30.馬(말); 31.牛(소); 32.蝙蝠(박쥐); 33.鯨(고래); 34.骨(뼈); 35.筋肉(근육); 36.
食物の消化(음식물의 소화); 37.血液の循環(혈액의 순환); 38.呼吸(호흡); 39.排泄
(배설); 40.神經(신경); 41.五官(오관)

보통학교
3학년용
(76쪽)

권 2

1.空氣(공기); 2.氣壓(기압); 3.氣壓と天氣(기압과 일기); 4.ぽんぷ1(펌프1); 5.ぽん
ぷ2(펌프2); 6.噴水(분수); 7.飮料水(음료수); 8.洗濯(세탁); 9.熱(열); 10.熱の傳導(열
의 전도); 11.風(바람); 12.寒暖計(온도계); 13.水の三態(물의 삼태); 14.雨雲(비와
구름); 15.雪(눈); 16.蒸氣機關(증기기관); 17.酸素と炭素(산소와 탄소); 18.燃燒(연
소); 19.炭酸瓦斯(이산화탄소); 20.呼吸2(호흡2); 21.體溫(체온); 22.動物と植物(동물
과 식물); 23.音(소리); 24.人の聲(사람의 목소리); 25.音の反響と共鳴(소리의 반향
과 공명); 26.耳(귀); 27.光(빛); 28.光の反射(빛의 반사); 29.光の屈折(빛의 굴절);
30.寫眞(사진); 31.眼(눈); 32.近眼鏡と老眼鏡(근시안경과 원시안경); 33.顯微鏡(현
미경); 34.ばくてりや１(박테리아1); 35.ばくてりや2(박테리아2); 36.ばくてりや3
(박테리아3); 37.電氣(전기); 38.雷と電(천둥과 번개); 39.避雷針(피뢰침); 40.電池
(전지); 41.電氣燈(전기등); 42.磁石と電磁石(자석과 전자석); 43.電信機(전신기);
44.電話機(전화기); 45.電車(전차); 46.土と巖石(흙과 암석); 47.陶器と瓦(도기와 기
와); 48.石灰(석회); 49.水晶․硝子(수정과 유리); 50.金屬1(금속1); 51.金屬2(금속2);
52.錆(녹); 53.地球の引力․重さ(지구의 인력과 무게); 54.梃子(지레); 55.齒車(톱니
바퀴); 56.振子․柱時計(진자와 괘종시계); 57.斜面(사면)

보통학교
4학년용
(70쪽)

* 표 안의 번호는 단원의 번호임. 괄호 안의 한글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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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식물과 동물에 관한 사항에 간단한 물리나 화학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이러한 구성은 1906년에 공포한 보통학교령시행규칙(普通學校令施行規則, 학부령
제23호, 1906.8.27.)을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규정한 이과의 교수요지(제9조 8항)를 인용
하면 다음과 같다.
이과는 통상의 천연물 및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의 대략을 전체적으로 습득하게 하여,
그 사물간의 상호 관계와 우리 생활에 대하는 관계의 큰 요지를 이해하게 한다. 더불어
관찰을 정밀하게 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정신을 기름을 요지로
한다(理科는 通常의 天然物 及 自然現象에 關한 知識의 大略을 通得케 하여, 其 物物間
互相關係와 및 人生에 對하는 關係의 大要를 理會케 하여, 兼하여 觀察을 精密히하고 自
然을 愛하여 共同生存의 精神을 養함을 要旨로 함.).
식물, 동물, 광물 및 자연현상을 다룰 때에는 아동이 직접 보아서 얻을 수 있는 사항을
교수한다. 특히 중요한 식물, 동물의 형상과 효용 및 생장의 커다란 요지를 알게 하는 것
을 위주로 한다. 또한 보통의 물리 및 화학상의 현상과 사람의 생리 및 위생의 대요를 교
수한다. 특별히 지역의 정황에 따라 농사, 수산, 공업, 가사 등에 적합한 관계가 있는 사
항을 교수한다. 식물, 동물, 광물 등을 교수할 때에는 이러한 물건으로 만든 중요한 가공
물의 제법이나 효용 등의 개략을 알게 해야 한다(植物, 動物, 鑛物 及 自然現象에 就하여
學徒의 目擊을 得하는 事項을 敎授하되, 特히 重要한 植物, 動物의 形狀과 效用 及 發育
의 大要를 知케 함으로 爲主하고, 또 通常의 物理, 化學上의 現象과 人身의 生理, 衛生의
大要를 敎授하며, 特別히 土地情況에 依하여 農事, 水産, 工業, 家事 等에 適合한 關係가
有한 事項을 敎授하며 植物, 動物, 礦物 等을 敎授할 時에는 此種物로 製하는 重要한 加
工物의 製法과 效用等의 槪略을 知케 함.).
실물을 관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혹은 표본이나 모형 및 그림 자료 등을 제시하
고, 또한 간단한 실험을 실시하여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필요하다(實地
觀察에 基因하거나 或 標本模型圖畵等을 示하며 又 簡單한 實驗을 施하여 明瞭히 理會
케 함을 務要함.). (普通學校令施行規則, 제9조 8항)

학부 편찬 <이과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보고되었다. 대표적
인 연구로 오윤겸(1971)은 이 교과서의 목차와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바 있다.
나가다 에이지(永田英治)와 송민영(1993)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편찬 <이과교과
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대 구분과 함께 정리하여 소개한 바 있다. 이어 송민
영(1997a, 1997b)은 학부 편찬 <이과서>의 내용과 편찬과정을 소개했다. 계속해서 송민
영(1998a)은 조선총독부 초기에 이전 시기인 학부 편찬 <이과서>를 잠정적으로 정정
하여 조선총독부 편찬으로 출판했음을 밝혔다. 송민영(1998b)은 학제 제정(1895년) 시기
부터 1910년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교육에 관여한 사람들이 일본인이었으며, 이들은 과
학교육 전공자가 아님을 밝혔다. 이어 송민영(2001)은 조선총독부하 6년제 보통학교에
서 초기의 과학교육 상황을 다루면서 학부 편찬 이과서의 영향을 논했다.
한편 박종석(1998)은 일본어로 서술된 이 교과서가 1910년에는 무려 11430권이나 발
매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당시 초등교육에서 표준 교과서로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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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부 편찬 <이과서>(1908)는 나중에 발간된 일본 문부성 편찬 <심상소학
이과서(尋常小學理科書)>(1910)와 내용과 체계 면에서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송민영,
1997b), 학부 편찬 <이과서>(1908) 권1은 41개의 단원으로 동식물과 생리 분야를 다루
었다. 나중에 출판된 일본 문부성의 <심상소학이과서>(1910) 5학년용은 55개의 단원인
데, 여기서 다룬 동식물의 소재가 학부 편찬 <이과서>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러한 점을 들어 학부 편찬 <이과서>는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
라 독자적으로 먼저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송민영, 1997b,
303-307).
그런데 일본 문부성에서는 1904년부터 모든 소학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이과의 경우 아동용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시킨 상황도 주
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 문부성에서는 1908년에 <심상소학이과서 교사용(尋常
小學理科書 敎師用)>을 간행했다. 여기서 교사용 교과서만을 먼저 개발한 것은 아동용
이과 교과서를 금지시킨 조치를 따르기 위함이었다. 통상 교사용 교과서는 아동용 교
과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교수요지나 교수 및 실험 방법 등을 제시하여
교수하는데 편리하게 편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학부 편찬 <이과서>가 일본 문부성 발행 교과서의 영향을 받
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교과서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1908년 실제로 학부에서 <이과서>의 집필이나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
인 관계자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송민영, 1997b; 박종석, 199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학부가 독립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과서>를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집
필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인 관리들에 의해서 일본 문부성
에서 개발한 <심상소학이과서 교사용>을 참조로 하여 편찬했을 것이다.
그런데 학부 편찬 <이과서> 권1에 나오는 “제1과. 李の花(자두 꽃)”은 아주 독특한
단원이다. 191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개정한 <정정 보통학교학도용 이과서(訂正 普通學
校學徒用 理科書)> 권1을 보면 자두 꽃이 복숭아꽃(桃の花)으로 변경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자료를 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송민영(1997b)은 학부 편찬 <이과서> 제1과가 자두 꽃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두나
무가 유채나 벚나무보다는 대중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서술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이과서>가 일본어로 편찬되었지만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을 다루었으
므로 나름대로 발전적이라는 평가를 한 것이다.
그런데 자두 꽃이 첫 번째 단원에 소재로 등장한 이유는 보다 깊은 뜻이 있다. 이화
(李花)는 순우리말로 ‘오얏 꽃’이라 하는데, 바로 이씨(李氏)의 조선왕조를 상징하기 때
문이다(공채영, 2015).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한 조선총독부에서는 자두 꽃이 더 이상
중요한 식물 소재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거의 같은 그림을 사용하고 서술된 지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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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학부 <이과서>(1908)의 자두꽃과 조선총독부 <정정 보통학교용 이과
서>(1910)의 복숭아꽃.
완전히 같지만, 단원 이름만 자두 꽃을 복숭아꽃으로 바꾼 것이었다.
학부 편찬 <이과서>(1908)는 인쇄된 교재로서 당시 우리나라 보통학교에서 교과서
로 직접 사용된 책이었다. 그러나 한글이나 국한문혼용체가 아닌 일본어로 서술되었다
는 점에서 일제의 침략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의 내용을 비교할 때 같은
시기 일본 문부성이 편찬한 <심상소학이과서 교사용>(1908)을 많이 참조했을 것이다.
사실상 학부 편찬 <이과서>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가 강점되면서, 권1의
제1과 자두 꽃이 복숭아꽃으로 대체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겪었다. 1910년의 조선총독
부는 대한제국의 학부가 편찬한 <이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표지
와 발행인 및 저자 부분에 학부 대신에 조선총독부로 표지만 바꾼 상황이었다.

3. 현재(玄采) 역술 <최신고등소학이과서(最新高等小學理科書)> (1908)
1906년에 이미 통감부는 이전의 소학교령(小學校令, 칙령 제143호, 1895.7.19.)을 폐지
하고 보통학교령(普通學校令, 칙령 제44호, 1906.8.7.)을 공포하여 보통학교를 설립했다.
이전 시기의 소학교령에 의하면 소학교는 심상과(尋常科)(3년)와 고등과(高等科)(2년 또
는 3년)로 수업연한이 5-6년이었다. 그런데 4년제 보통학교로 변경하면서 실제로 수업
연한을 줄인 셈이 되었다. 이전 시기의 소학교령에 따르면 이과 교과는 소학교 고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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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역가이자 교육자였던 현채(玄采)가 서술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最新高等小學理科
書>의 명칭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908년 당시 초등교육기관으로는 소
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법령에 의해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제로 민간에서는 소학교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학교에서는 심상과의 경우 이과가 수의
과목이었고 고등과에서만 교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소학교가 보통학교로 이
름이 바뀌면서 이과는 3-4학년에서 반드시 교수되는 교과목으로 변경되었다(이면우,
1997). 이러한 격변기에 현채는 당시 보통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 교과서를 저술
하여 출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립학교에서는 소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고등소학”이라는 명칭을 첨가한 것이다.
현채의 <최신고등소학이과서>는 4권으로 편철되었으며, 4권 모두 1908년에 출판되
었다. 국한문혼용체로 서술했으며, 일련번호까지 부기한 그림 자료를 많이 제시하여 아
동의 이해를 도왔다. 예를 들어, 현채의 교과서 제1권은 38개 단원이 있는데, 이 중 그
림 자료만 42개나 된다. 거의 한 단원에 그림 자료가 하나 이상이 게재된 것이다. 인쇄
는 서울 소재 일한인쇄주식회사(日韓印刷株式會社)이었다. 현채의 <최신고등소학이과
서>의 표지와 목차 및 판권 부분을 소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현채 역술 <최신고등소학이과서> 권1(1908)의 표지, 목차 및 판권 부분
현채가 저술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 1권에는 “편집대의(編輯大意)”가 있어 편집한
의도를 알 수 있다. 편집대의는 순 한문체로 총 13개의 항목이 있다(현채, 1908, 1권,
6-7.). 이 중 책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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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은 모두 4권으로, 고등소학교에서 이과를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是書共分四冊,
爲高等小學校敎授理科之用).
1. 학년마다, 쉴 때를 제외하면 모두 40주가 되므로, 이 책은 매권마다 40개과로 편성
했다. 매주 1과씩 진행하면, 1년 동안 충분히 사용한다(每一學年, 除暇期外, 合得四十週,
是書每冊四十課, 每一週敎授一課, 適足一年之用).
1. 이 책을 편집하는 큰 뜻은, 자연과학(천문, 지문, 물리, 화학, 생리, 위생, 동물, 식물,
광물, 모든 과목을 뜻하는 통합적인 이름이다) 전체의 요점을 취급하는 것이며, 그 대강
을 취득하는 것을 아동에게 권유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함이다(本
書編輯大旨, 乃取自然科學, 此爲 天文, 地文, 物理, 化學, 生理, 衛生, 動物, 植物, 鑛物, 諸
科之總名, 全體之要理, 撮取大綱, 誘掖兒童, 與以人生必須之知識).
1. 이 책의 제1,2권은 동물, 식물, 광물, 지문학 위주이고, 제3,4권은 물리, 화학, 생리,
위생을 위주로 했으며, 전체로써 소학교 박물학 및 이화학 교과서가 되므로, 고르게 공부
하고 버리는 것이 없다면, 중학교 학생의 기초가 충분히 될 것이다(本書第一二冊, 以動,
植, 鑛物, 地文爲主, 第三四冊, 物理, 化學, 生理, 衛生爲主, 一切小學博物 理化敎科書, 均
己包孕無遺, 足爲中學基礎).

이어 현채는 이 교과서를 동서양이 20여종 이상의 교과서를 번역하고 비교하여 저
술했음을 밝혔다. 특히 과학의 원리는 많고 넓으며 미세하기 때문에 그림 자료를 첨부
했다고 한다.
1. 이 책의 소재는 동서양의 여러 이과 교과서에서 얻었다. 어떤 것은 번역본이고 어떤
것은 원본인데, 20여종 이하는 아니며, 자르고 재단하여 선택했으니, 많이 고심한 것이다
(本書材料, 多採之東西理科諸書, 或譯本或原本, 共計不下二十餘種, 翦裁選擇, 頗費古心).
1. 과학의 원리는, 많고 넓으며 정밀하고 미세하기 때문에, 그림 자료를 모두 첨부했으
니, 강의를 하는데 편리할 것이다(科學之理, 繁博精微, 故悉附圖畫, 以便講貫).

아울러, 과학교과서로서 가르쳐야 할 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 방법 및 과학적
인 태도까지 고려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과학 교과서의 소재는 계절과 일치되어
야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각 과의 분량이 일정하지 않는 등의 한계점도 제시
했다.
1. 이 책은, 장차 여러 과학의 긴요한 원리와,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과, 가르칠 내용을
섞은 것으로, 아동의 흥미를 이끌어 냈다(本書 將各科學之要理, 依適宜之方法, 錯綜敎授,
以引起兒童之興味).
1. 이 책의 각 과의 순서는, 계절에 맞추어 요약한 것이므로, 대부분 교수할 때에는 실
험 수업이 쉬울 것이다(本書各課次序, 略依時令, 庶敎授之時, 易於實驗).
1. 이 책의 각 과는 원리의 깊이에 따른 것으로, 점차 어려운 내용으로 순서를 정했고,
앞과 뒤를 호응하여 연계시켰으므로, 책을 읽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모두 주의를 해야
한다(本書各課, 依學理深淺, 循序漸進, 前後呼應聯絡, 讀者授者, 俱宜注意).
1. 각 교과의 소단원의 수는, 많고 적음이 고르지 않은데, 그것은 학과의 경중이 다르
기 때문이다(各科課數, 多寡不齊, 隨其學科重輕而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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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고등소학이과서> 제1권은 현재 국회도서관(古 372.8 ㅎ194ㄱ)에 소장되어 있
다. 이 자료를 근거로 박물학적 분류에 의하여 1권의 목차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현채 역술 <최신고등소학이과서> 권1 (1908)의 목차와 내용
권수

식물학
1.
2.
4.
5.
7.

제
1
권

梅(매화)
采(유채)
豌豆(완두)
麥(보리)
植物(식물)의 部分(부
분)
10. 桑(뽕나무)
13. 稻(벼)
14. 芋(土蓮)(토란), 薯 (甘
藷甘)(감자)
15. 百合(백합)
16. 瓜(오이)
19. 蓮(연)
22. 靛. 쪽(한글 병기)
23. 木綿(목면)
24. 麻(마)
25. 林木(숲과 나무)

동물학
3. 蝴蝶(호랑나비)
8. 蠶(누에)
9. 蜜蜂(꿀벌)
11. 蜘蛛(거미)
12. 蝦(새우) 蟹(게)
17. 蚊(모기)
18. 蜻蜓(잠자리)
20. 燕(제비)
21. 蟬(매미)
26. 牛(소)
27. 馬(말)
28. 緜羊(면양)
29. 豕(돼지)
30. 猫(고양이)
31. 犬(개)
32. 鼠(쥐)
33. 鯨(고래)
34. 哺乳類(포유류)

광물 및 지문학
35. 風(바람)
36. 水(물)
37. 水의 變化<1>
- 冰(얼음), 氣(수증기), 雲(구
름), 霧(안개), 雨(비)
38. 水의 變化<2>
- 雹(우박), 霰(싸라기 눈),
雪(눈), 露(이슬), 霜(서리)
39. 沙土(모래와 진흙)
40. 巖石(암석)

6. 花(꽃)와 蟲(곤충)과 風(바람)의 關係(관계)
* 표 안의 번호는 단원의 번호임. 괄호 안의 한글은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현채가 역술한 이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그림 자료가
매 과마다 삽입되어 있으며 그림에 일련번호를 달기도 했다. 편집대의에서 알 수 있듯
이 제1권과 제2권은 박물학 분야로 동물, 식물, 광물, 지문학을 다루었고, 제3권과 4권
은 이화학 분야로 물리, 화학, 생리, 위생을 위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학부 편찬 <이과서>와 마찬가지로,

보통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3호,

1906.8.27.) 제9조 8항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특히 현채의 <최신고등소학이과서>와 학부 편찬 <이과서>에서 다룬 동물과 식물
의 소재는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물에서는 유채, 보리, 마, 목면, 뽕
나무 등을 다루었고, 동물에서는 나비(호랑나비), 꿀벌, 누에, 제비, 고양이, 소, 말, 새
우, 게 등을 공통 소재로 제시했다.
현채가 저술한 과학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미 송민영(1997a, 1997b)이 조사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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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송민영(1997b)은 현채가 번역하여 역술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가 당시 민족운
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로 보았다. 또한 이 교과서를 최초
의 한글판 이과교과서로 평가한 바 있다. 1902년에 오성근이 저술한 <신찬이과초보>
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과 교과서는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 체계를 제대로 갖
춘 근대 과학 교과서로서 표준이 될 만한 국한문혼용체의 교과서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석(2009)은 개화기에 역관으로 활동했던 현채가 번역 출간한 과학 분야의 교과
서 목록을 작성했다. 특히 현채는 역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쉽게
과학 관련 교과서를 역술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최신고등소학이과서 3>(1908)을
조사한 결과, 1910년 일제 강점 이전에는 학부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교과서였으며, 이
후 1912년부터 1915년까지는 조선총독부에서 인가를 받은 교과서임을 밝혔다.
이어 박종석(2009)은 현채가 저술한 <개정이과교과서1>(1910), <최신고등소학이과서
3>(1908)과 <신찬이과교과서3>(1915) 등을 비교했다. 이는 실제로 같은 책의 서로 다
른 권수를 비교한 것이다. 현채가 저술한 교과서를 서지학적으로 분석한 정은경(1997)
에 의하면 <최신고등소학이과서>나 <개정이과교과서> 및 <신찬이과교과서>는 모두
같은 책이라고 한다. 결국 현채가 서술한 초등 수준의 이과 교과서로서 대표가가 될
만한 교과서는 1908년에 발간된 <최신고등소학이과서>(1908) 총4권이 될 것이다.
현채의 <최신고등소학이과서>는 당시 초등학교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체계를 갖춘 교과서였다. 사실상 1910년 이전 시기에는 공립학교가 아주 적었고, 상대
적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는
학부 편찬 <이과서>가 사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사립학교에서
는 현채의 교과서를 많이 이용했을 것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우리나라 초등교육 수준의 과학교과서를 살펴보
았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교과서는 오성근이 1902년에 편찬한 <신찬이과초보>(총 4권)
이었다. 이 교과서는 1895년에 공포한 소학교령에 근거한 소학교교칙대강에서 제시한
교수요지를 충실히 따른 교과서였다. 당시 ‘이과’라는 새로운 교과가 등장하고 이를 초
등수준에서 가르쳐야 할 처지에서, 나름대로 교과서 체계를 갖추고 박물학(동물학, 식
물학, 광물학)과 물리 및 화학이 기초 등 모든 분야를 교과서 내용 속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보였다. 다만 과학 교과서에서는 필수라 할 수 있는 그림 자료가 없었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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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용어가 한자어로 표기하는 등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아동들이 읽고 이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교과서였지만, 교육과정이 상세하게 규정되지 않는 당시 상황에
서 교사에게는 꼭 필요했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교과서에서 다룬 소재로는 송낙풀과
같은 우리 고유의 자료를 포함시키는 노력을 보였다. 저자인 오성근에 대해서는 상세
한 이력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육영공원의 교사였던 헐버트와 함께 역사 교과서를
저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지식인들은 각종 학회를 조직하여 교육을 통한 근대
화를 이루고자 했는데, 오성근은 이러한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08년에는 정부기관인 학부에 의해서 <이과서>(총 2권)가 발행되었다. 같은 해에
민간인 현채에 의해서 <최신고등소학이과서>(총 4권)가 발간되었다. 두 종류의 교과서
는 모두 1905년에 공포한 보통학교령에 근거한 교과서였다. 단원이나 내용 구성면에서
도 거의 완벽한 교과서 체계를 갖추었다. 교과 내용에서도 박물학과 물리 및 화학 분
야 등을 고루 다루었으며, 내용에 상응하는 그림 자료도 삽입되어 아동들의 이해를 돕
고 있다. 다만 학부 편찬 이과서는 일본어로 서술되는 등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현채 편찬 <최신고등소학이과서>는 국한문혼용체로 서술되어 당시 아동
이나 교사에게 보다 친숙한 교과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학부 편찬 <이과서> 제1권 제1과의 “자두 꽃”은 아주 특이한 단원이다. 자두 꽃은
조선왕조의 상징을 뜻한다. 비교적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과학 교과서이지만, 첫
단원으로 “자두 꽃”을 넣어 대한제국의 독자성을 나름대로 강조한 것이었다. 이 교과
서는 당시 공립학교에서 사용되었다. <신찬고등소학이과서>를 번역 편찬한 현채는 역
관이자 동시에 교육자였다. 이 교과서는 당시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여러 나라의 교과
서를 참조로 하여 과학의 모든 내용을 담아낸 교과서로 초등교육 수준에서 표준이 될
만한 책이었다. 당시 교육과정이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수준의 사립학교에서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 대한제국은 완전한 근대국가로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시기였다. 반
면에 일제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다 치밀하게 식민지를 조성하려는 정지작업이 진행
되었던 위기의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시기에 부국과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대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초등 수
준 과학 교과인 이과와 과학교과서인 이과 교과서의 출현이었다. 당시로서는 새로운
문화의 산물인 과학을 초등수준에서 교과로 인정하고 이를 교수할 급박한 필요가 생겼
기 때문이다. 이에 급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여 이과 교과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고 근대국가가 완성되었다면 보다 완벽한 초등 과학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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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強占の以前時期における小学校レベルでの「理科」の成立と内容
李勉雨 (春川敎育大學校)
この論文は、1900年代の初期に、初等教育の水準で発刊された科学の教科書の3種を発掘し、その内容
および出版の背景を調べるのが目的がである。吳聖根(1902)の<新撰理科初歩>(全4巻)は、韓国の初等教
育レベルで編纂された最初の科学の教科書に評価される。この教科書は、1895年に公布した小学校令に基づ
いていた。1908年に学部によって出版された<理科書>(全2巻)と民間人の玄采が訳術した<最新高等小学理
科書>(全4巻)が出版された。<理科書>と<最新高等小学理科書>は1906年の普通学校令に基づく教科書
である。図の資料が挿入されており、比較に教科書の内容が児童が理解しやすいように記述されていた。この
ように1900年代初期には、政府機関の学部だけでなく、民間によって科学の教科書が編纂されるの時期であっ
た。
主題語 : 1900年代 初期、初等教育、科学教育、理科、教科書

The Formation and Contents of ‘Ikwa’ as an
Elementary School Science befor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Myon-U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ree kinds of science textbooks published at the level of
elementary education in the early 1900s, and to examine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Shinchan Ikwa Chobo(新撰理科初歩)(4 volumes), which was compiled by Oh Seong-Keun(吳聖根) in 1902,
is evaluated as the first science textbook at the level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There were two
kinds of textbooks published in 1908. The one was Ikwaseo(理科書)(2 volumes) which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學部). The other was ChoeShin Godung Sohak Ikwaseo(最新高等小学理科書)(4
volumes) which was developed by the private educator Hyeon Chae(玄采). In the early 1900s, it was a
time when textbooks were written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by the private educator.
Key Words : In the early 1900s, Elementary education, Science education, Scienc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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