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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발행 실태 연구

Park Kyo Sik 박교식

In this study,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s text-
books used at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were investigated.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were used from 1956,
and middle school textbooks were used until 1965, and high school textbooks were
used until 1967. First of all, the announceme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related
to the textbook authorization were examined in the government official gazettes
of 1956∼1967. However, there were considerable typographical errors in these an-
nouncement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o textbooks used at that period were
examined, and typographical errors were corrected by cross-checking the biblio-
graph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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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해방 이후 초·중·고등학교 수학과에서 가르쳐야 하는 핵심 요소만 제시한 교수요목에

따라 수학교육이 이루어지던 ‘교수요목기’를 지나, 1955년 8월에 새로운 수학과 교육과정

이 발표되었다 [37, 38, 39].1) 이것은수학과교육과정으로서의모습을갖춘최초의것이고,

그래서이것을 ‘제1차수학과교육과정’이라하고,이것에따라수학교육이이루어지던시기를

‘제1차교육과정기’라고한다. 이교육과정에따른중·고등학교수학교과서가사용된시기로

보면, 중학교는 1956∼1965년, 고등학교는 1956∼1967년이 제1차 교육과정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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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에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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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수학교육사 복원을 위해 그 당시에 출판된

중·고등학교수학교과서의발행실태를파악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본연구를위해제1차교육과정기에사용된중·고등학교수학과검정교과서 (이하간단히

‘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의발행실태를알려주는선행연구를검토하였지만,

부분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다. 1979년에 34개 도서관 소장 교과서와 문교부 및 출판사의

교과서발행목록을근거로,국립중앙도서관에서발행한≪한국교과서목록(1945∼1979)≫은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 실태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문

헌이라고할수있다 [36]. 그러나이문헌에제시된교과서의소장여부를재확인해본결과,

현재는소장하고있지않은곳이대부분이었다. 이이외에몇몇문헌에서극히일부교과서를

소개하고있다 [2, 6, 10, 24].2) 본연구에서는이런이유에서제1차교육과정기의중·고등학교

교과서의발행실태를정확히파악하는것을연구내용으로하게되었다.

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는 1956년부터사용되었다. 1956년 3월 25일이전의

검정교과서는 1956년 3월 25일자로그검정이취소되었고 [40],이렇게해서교수요목에따른

중·고등학교교과서의사용이끝나게되었다. 제1차교육과정기의중학교교과서는 1956년에

사용되기시작했지만,고등학교교과서는 1956∼1960년사이의검정결과에따라점진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제2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는 1965년 12월 1일에

발표되었고 [46],인문계고등학교교과서의검정결과는 1968년 1월 11일에발표되었다 [47].

즉, 제2차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교육이 이루어지던 시기 (제2차 교육과정기)에 중학교 교과

서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1966년이고, 고등학교 교과서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1968년이다.

이것으로부터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는 1965년까지, 고등학교 교과서는 1967

년까지사용된것을알수있다. 본연구에서는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초판의

발행실태를파악한다.3) 박물관및도서관의소장본에한정하여그발행실태를파악하였다.

2 연구방법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발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과 교과서 실물을 수집하여 발행 기록을 확인

2)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두 편을 찾을 수 있다 [2, 10]. 전자
에서는 이성헌의 중학교 1∼3학년 교과서에서 실생활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후자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대부분이 ‘생활단원 학습’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10],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성헌의 1∼3학년 중학교 교과서 이외에 정봉협과
조기환의 1957년판≪중등수학 2≫와정의택의 1960년판≪신생활중등수학 1≫,이성헌의 1957년판≪일반수
학≫과 차필제의 1957년판 ≪기하≫를 보면, 당시 교과서가 ‘생활단원 학습’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것을확인하기위해서는당시출판된교과서에서취급하고있는내용에대한면밀한분석이필요하고,
또 선행적으로 당시 출판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과서의이름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수학과’, ‘고등학교수학과’라는 표현을붙인경우가있는데,
이것은 단지 중학교 수학 교과서 또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이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교과서의 이름에서 이러한 표현은 모두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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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특히서지정보의교차점검을위해관보의검정교과서관련내용검색,당시발행된

신문의검정교과서광고,도서관및박물관소장교과서의서지정보검색,교과서실물조사의

네가지방법을사용하여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의발행실태를파악하였다.

2.1 관보의검정교과서관련내용검색

대통령령제336호에따르면 [44],검정을받은교과서의이름,책의수,정가,목적하는학교

등을관보에공고해야한다. 이런이유에서먼저국가기록원에보관된 1956∼1967년의관보

에서 검정 교과서 관련 내용을 검색하였다 [35]. 그 결과 다음 ①∼④에서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교과서의발행실태를파악할수있었다.

① 문교부공고제106호(1956. 9. 12) [40]

② 문교부공고제138호(1957. 7. 5) [41]

③ 문교부공고제341호(1958. 9. 18) [42]

④ 문교부공고제419호(1960. 5. 9) [43]

국가기록원에관보가빠짐없이보관되어있는것은아니다. 일부망실된관보에검정교과서

관련내용이있을수있다는점에서,관보검색만으로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의

발행실태를완벽하게파악할수있다고보기어렵다. 그뿐아니라실제교과서를보면문교부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①에서 김치영이 집필한 교과서의 이름을 ‘새

로운생활수학’이라하고있지만,실제교과서를보면그이름이 ‘수학’임을알수있다. 이런

점에서 문교부 공고에서의 서지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은 서지 정보와 교차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2.2 신문의검정교과서광고검색

1956∼1967년에발행된신문에서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검정교과서초판의광고

를검색하였다. 교과서발행사에서는검정을받은경우신문에광고를하게되는바,이광고에

서초판의서지정보를확인할수있었다. 이를위해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9]. 그러나신문광고에서검색이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예를들어 1956년의신문에서는

장기원의≪중등수학 1∼3≫초판의광고는찾을수없었다.

2.3 도서관및박물관소장교과서의서지정보검색

도서관 및 박물관에 소장된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서지 정보를 검색하

였다. 다음①∼③을이용하여연결가능한도서관및박물관의홈페이지를통해서지정보를

교차 점검하였다. ③을 이용하여 연결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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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현재의이름은대구보건대학교인당뮤지엄이다.4)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11]

②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바다국가상호대차서비스> [4]

③ 국립중앙박물관의 e뮤지엄 [3]

≪한국교과서목록(1945∼1979)≫에서교과서를소장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도서관의홈페

이지를통해교과서소장여부를재확인했는데,실제로소장하고있는곳은거의없었다. 예를

들어대전시립도서관에김형걸의≪중등수학 1∼3≫이소장된것으로되어있다. 그런데현재

대전시립도서관은여러개의도서관으로나누어진상태이고,대전시립도서관자체는존재하

지 않았다. 대전의 공공 도서관을 모두 연결한 대전사이버도서관에서 김형걸의 ≪중등수학

1∼3≫을검색했지만,어디에서도소장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2.4 교과서실물조사

도서관소장의교과서서지정보가정확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 예를들어고려대학교도

서관에 1957년판심형필의≪중등수학 2≫가소장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교과서

실물을보면이책은 1956년판임을알수있었다. 이런이유에서가능한경우에 <학술연구정

보서비스>의 ‘복사신청하기’를통하여교과서실물을조사하였다. 교과서실물의표지,내지

및판권지에서발행연도와저자의정보를얻을수있었다.

3 제1차교육과정기의중·고등학교교과서발행실태

3.1 제1차교육과정기의중학교교과서

Table 1은문교부공고제106호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다 [40]. 제1차교육과정기의중학

교교과서는저자기준으로 17종이다. 교과서의이름은문교부공고에따른것이다. 이이외에

추가로검정을통과한중학교교과서는없다.

①에서저자정의택은 1956년 2월당시에서울시교육국장이었다 [15]. 1956년판≪신생활

중등수학 1≫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신생활 중등수학 2≫는 교과서 박물관

등에,≪신생활중등수학 3≫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등에소장되어있다.

②에서저자이경형은 1956년당시에서울대학교공과대학토목공학과교수이었다 [1, 14].

1956년판≪표준중등수학 1∼2≫가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이교과서를보면저자가

이경형과박을룡(朴乙龍)의 2인임을알수있다. 박을룡은 1956년당시에경북대학교사범대

4) 이하에서는대구보건대학교인당뮤지엄으로쓰기로한다. 인당뮤지엄홈페이지에서는현재교과서서지정보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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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학과교수이었다 [5].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따르면,경북대학교도서관에 1956년판

≪표준중등수학 1∼3≫이소장되어있는것으로되어있다 [11].5)

③에서 저자 이성헌은 1956년 2월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이었다

[13, 25]. 이성헌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수학’이다. 1956년판 ≪수학 1≫은 고려

대학교 도서관에, ≪수학 2≫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수학 3≫은 고려대학교

도서관등에소장되어있다.

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교수이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에 따르면 경북대학교 도[5]. < > , 
서관에 년판 표준중등수학 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56 1~3 [11].≪ ≫ 5) 

에서 저자 이성헌은 년 월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이었다 1956 2③

이성헌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수학 이다 년판 수학 은 고려[13, 25]. ‘ ’ . 1956 1≪ ≫
대학교 도서관에 수학 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수학 은 고려대학교 , 2 , 3≪ ≫ ≪ ≫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순번 저자 교과서의 이름 발행사

① 정의택( )鄭義澤 신생활 중등수학 1~3 민중서관

② 이경형( )李曔衡 표준중등수학 1~3 광문사 

③ 이성헌( )李星憲 중등수학 1~3 대동문화사

④ 장기원( )張起元 중등수학 1~3 박문출판사

⑤ 유희세 외 인 ( ) 2劉熙世 수학 1~3 일조각

⑥ 김형걸 외 인( ) 2金亨杰 중등수학 1~3 문화당 

⑦ 최윤식( )崔允植 중등수학 1~3 을유문화사 

⑧ 심형필 외 인( ) 4沈亨弼 중등수학 1~3 동국문화사 

⑨ 오용진( )吳龍鎭 신제수학 1~3 사조사

⑩ 정봉협 외 인( ) 1鄭鳳浹 중등수학 1~3 민교사 

⑪ 김병희( )金昞熙 중학생의 수학 1~3 영지문화사

⑫ 김창호 외 인( ) 3金昌鎬 최신중등수학 1~3 문헌사

⑬ 이원철( )李源喆 중등수학 1~3 대동당

⑭ 강삼영( )姜三榮 중등수학 1~2 평범사

⑮ 한필하( )韓弼夏 새로운 생활수학 1~3 일한도서출판사

⑯ 김치영( )金致榮 새로운 생활수학 1~3 탐구당

⑰ 이정기( )李庭紀 새로운 생활수학 1~3 백영사

Table 1. authorized middle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first curriculum 

제 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 1

에서 저자 장기원은 년 월 당시에 연희대학교 이학원 수학과 교수이었다 1956 3 [7, 8, ④

년판 중등수학 과 중등수학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48]. 1956 1 3 . ≪ ≫ ≪ ≫
년판 중등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1956 2 . ≪ ≫
에서 저자는 유희세 외 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은 강명경 과 김응태2 , 2 ( ) (姜明暻 金應⑤

이다 년 월 당시에 유희세와 강명경은 공주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김응태는 ) . 1956 3 , 泰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교수이었다 년판 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12, 21]. 1956 1~3≪ ≫
않는다 년판 수학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교과서 박물관에는 . 1957 1~3 . ≪ ≫

년판 수학 가 소장되어 있다1957 2 .≪ ≫
에서 저자는 김형걸 외 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은 박동준 과 이홍준2 , 2 ( ) (朴東峻 李弘⑥

이다 년 월 당시에 김형걸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박동준은 이) . 1956 4 , 俊

화여자대학교 교수 이홍준은 국립항공대학 교수이었다 년판 중등수학 , [14, 32]. 1956 ≪
이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에는 저자로 김형걸 인만 제시하고 있다2~3 . 1 . ≫

5) 확인을 위해 복사 신청을 했지만 년 월 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으로부터 제공 불 , 2019 7 11 (willsend@riss.kr)
가 사유로 서가에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

Table 1. Authorized middle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학교 교과서

④에서저자장기원은 1956년 3월당시에연희대학교이학원수학과교수이었다 [7, 8, 48].

1956년판≪중등수학 1≫과≪중등수학 3≫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1956년판

≪중등수학 2≫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⑤에서저자는유희세외 2인으로되어있는데,그 2인은강명경(姜明暻)과김응태(金應泰)

이다. 1956년 3월당시에유희세와강명경은공주사범대학수학교육과교수,김응태는충남

대학교문리과대학교수이었다 [12, 21]. 1956년판≪수학 1∼3≫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1957년판≪수학 1∼3≫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교과서박물관에는 1957년판

≪수학 2≫가소장되어있다.

⑥에서저자는김형걸외 2인으로되어있는데,그 2인은박동준(朴東峻)과이홍준(李弘俊)

이다. 1956년 4월당시에김형걸은서울대학교공과대학건축공학과교수,박동준은이화여

자대학교교수,이홍준은국립항공대학교수이었다 [14, 32]. 1956년판≪중등수학 2∼3≫이

5) 확인을위해복사신청을했지만, 2019년 7월 11일한국교육학술정보원(willsend@riss.kr)으로부터제공불가
사유로 ‘서가에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60 A study on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표지에는 저자로 김형걸 1인만 제시하고 있다. 1956년판

≪중등수학 1≫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63년판≪중등수학 1≫을

디지털자료로공개하고있다.

⑦에서 저자 최윤식은 1956년 3월 당시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 교수이었다

[17]. 최윤식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표준중등수학’이다. 1956년판 ≪표준중등

수학 1∼3≫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용인대학교도서관에는 1956년판≪표준

중등수학 2≫가소장되어있다. 한편최윤식의사망으로 1964년 9월 17일에는저자가최치훈

으로변경되었지만 [45],최치훈이라는이름으로교과서가발행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6)

⑧에서 저자는 심형필 외 4인으로 되어 있지만, 광고에는 저자로 심형필 1인만 제시하고

있다 [18]. 1956년 3월당시에심형필은중앙고등학교교장이었다 [18]. 1956년판≪중등수학

2≫가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이교과서의표지에는저자로심형필 1인만제시

하고 있고, 내지에서는 5인의 편찬위원으로 심형필 외에 당시 경기고등학교 교사인 박원익

(朴元翊),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인 한경원 (韓慶源), 경기고등학교 교사인 조대행 (趙大行),

중앙고등학교교사인방창모(方昌模)의 5인을소개하고있고,판권지에서는그 5인이저자로

되어있다. 1956년판≪중등수학 1≫과≪중등수학 3≫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한편, 1957

년판 ≪중등수학 1≫과 ≪중등수학 3≫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교과서의

표지에서도저자로심형필 1인만제시하고있지만, 내지에서편찬위원은심형필, 한경원, 방

창모의 3인으로되어있고,판권지에서는저자가심형필,한경원의 2인으로되어있다.

⑨에서저자오용진은 1956년 3월당시에경북대학교사범대학교수이었다 [19]. 1956년판

≪신제수학 1∼3≫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서원대학교도서관에는

1956년판≪신제수학 1≫이소장되어있다.

⑩에서 저자는 정봉협 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인은 조기환 (曺夔煥)이다. 1956년 4

월 당시에 정봉협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조기환은 문교부 편수관이었다 [30]. 1956

년판≪중등수학 2≫는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정보도서관에,≪중등수학 3≫은서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6년판 ≪중등수학 1≫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6년판

≪중등수학 1≫이국립중앙도서관에소장된것으로나타나지만,교과서를보면 1963년판임을

알수있다. 1957년판≪중등수학 1≫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⑪에서저자김병희는 1956년 3월당시에동아대학교교수이었다 [20]. 1956년판≪중학생

의수학 1∼3≫이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교과서박물관에는 1956년판

≪중학생의수학 2≫가소장되어있다.

⑫에서 저자는 김창호 외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광고에는 저

자로 김창호 1인만 제시하고 있다 [31]. 1956년 4월 당시에 김창호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6) ‘3.2. 1956년에 검정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최윤식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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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및성균관대학교수학과주임교수이었다 [31].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1956년판

≪최신중등수학 1≫이소장되어있다. 이교과서의표지와판권지에는저자로김창호 1인만

제시하고있다. 1956년판≪최신중등수학 2∼3≫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⑬에서 저자 이원철은 1956년 당시에 국립관상대장이었다 [23]. 1956년판 ≪중등수학

1∼3≫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1957년판 ≪중등수학 2∼3≫이 소

장되어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63년판≪중등수학 1≫을디지털자료로공개하고있다.

이교과서의내지및판권지에는교과서의이름이≪신교육중등수학 1≫로되어있지만,표지

에는≪중등수학 1≫로되어있다.

⑭에서 저자 강삼영은 1956년 4월 당시에 부산대학교 강사 및 부산대학교 사무국장이었

다 [34]. Table 1에서는 ≪중등수학 1∼2≫만 제시되고 있다. 한편 광고에서는 ≪중등수학

1∼3≫이 모두 검정 교과서로 제시되고 있다 [34]. 1956년판 ≪중등수학 1∼3≫의 소재는

확인되지않는다. 1957년판≪중등수학 2≫가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⑮에서 저자 한필하는 1956년 3월 당시에 고려대학교 교수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사이

었다 [28]. 1956년판 ≪새로운 생활수학 1∼3≫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

가자료종합목록에서는 1956년판≪새로운생활수학 1≫이국립중앙도서관에소장된것으로

나타나지만,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검색되지않는다.
16에서 저자 김치영은 1956년 3월 당시에 고려대학교 교수이었다 [16]. 김치영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수학’이다. 1956년판 ≪수학 3≫이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6년판≪수학 1∼2≫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17에서저자이정기는 1956년 3월당시에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수이었다 [14, 27]. 이정기

가집필한교과서의실제이름은 ‘중등수학’이다. 1956년판≪중등수학 1∼3≫이고려대학교

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이교과서의표지에는저자로이정기 1인만제시하고있고,내지와

판권지에는 6인의편찬위원으로이정기외에당시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교사인

태상근 (太祥根)과 주석순 (朱石淳),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인 송상근 (宋相根), 고려대학교

강사인권택연 (權宅淵),단국대학교강사인오윤용 (吳允用)을소개하고있다. 판권지에서는

이정기가저작자대표로되어있다. 이것은이교과서의저자가실제로는이정기 1인이아니

라는것을말해준다.

3.2 제1차교육과정기의고등학교교과서

1956년에검정된고등학교교과서

Table 2는문교부공고제106호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다 [40]. 1956년에검정된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는 저자 기준으로 11종이다. 교과서의 이름은 문교부 공고에

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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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정의택이집필한 1956년판≪최신일반수학≫,≪최신해석≫,≪최신기하≫가한국교

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이외에도경북대학교도서관등에≪최신일반수학≫,

용인대학교도서관등에≪최신해석≫,교과서박물관등에≪최신기하≫의 1956년판이소장

되어있다.

②의이성헌이집필한 1956년판≪일반수학≫및≪기하≫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

등에,≪해석≫이용인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③의장기원이집필한 1956년판≪일반수학≫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④의 최윤식이집필한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표준일반수학’, ‘표준기하’, ‘표준해석’이다.

1956년판≪표준일반수학≫과≪표준기하≫가교과서박물관에,≪표준해석(전편)≫이디지

털 자료로 국립중앙도서관에, ≪표준해석 (후편)≫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소장

되어있다. 한편최윤식의사망으로 1964년 9월 17일에는저자가최치훈으로변경되었지만

[45],최치훈이라는이름으로교과서가발행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7)

⑤의 오용진이 집필한 1956년판 ≪신제일반수학≫이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에 소장

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지만,인당뮤지엄에서검색은되지않는다. 1957년판≪신제일반수

학≫이교과서박물관등에소장되어있다.

의 오용진이 집필한 년판 신제일반수학 이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에 소장1956⑤ ≪ ≫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인당뮤지엄에서 검색은 되지 않는다 년판 신제일반수, . 1957 ≪

학 이 교과서 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순번 저자 교과서의 이름 발행사

① 정의택( )鄭義澤 최신일반수학 최신해석 최신기하, , 민중서관

② 이성헌( )李星憲 일반수학 해석 기하, , 대동문화사

③ 장기원( )張起元 일반수학 박문출판사

④ 최윤식( )崔允植 일반수학 해석 기하, , 을유문화사 

⑤ 오용진( )吳龍鎭 신제일반수학 사조사

⑥ 이경형( )李曔衡 표준일반수학 표준해석 표준기하 , , 광문사  

⑦ 정봉협( )鄭鳳浹 일반수학 해석 기하, , 민교사

⑧ 박태삼( )朴台三 일반수학 문우당

⑨ 차필제( )車弼濟 고등수학 기하, 문화교육출판사

⑩ 이원철( )李源喆 고등수학 기하, 대동당

⑪ 김치영( )金致榮 고등수학 탐구당

Table 2. authorize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first curriculum (authorized in 1956) 

제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 년 검정1 (1956 ) 

의 이경형이 집필한 년판 표준일반수학 이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표준해석1956 , ⑥ ≪ ≫ ≪ ≫

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표준기하 는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 ≪ ≫

그런데 이 교과서를 보면 저자가 이경형과 박을룡의 인임을 알 수 있다2 . 

의 정봉협이 집필한 년판 해석 전편 해석 후편 기하 가 한국교원대1956 ( ) , ( ) , ⑦ ≪ ≫ ≪ ≫ ≪ ≫

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년판 일반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6 . ≪ ≫

년판 일반수학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1957 . ≪ ≫

에서 저자 박태삼은 년대 말에 고려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합류하였지만 정확1950 [8], ⑧

한 부임 연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년판 신제일반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6 . ≪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년판 신제일반수학 을 디지털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1957 . ≪ ≫

에서 저자 차필제는 년 월 당시의 신문 광고에서 수학연구회의 전 회장으로 소개1956 4⑨

되고 있지만 이 단체는 물론 그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차필제가 집필한 교과[33], . 

서의 실제 이름은 고등수학 이 아니고 일반수학 이다 년판 일반수학 이 고려대학‘ ’ ‘ ’ . 1956 ≪ ≫

교 도서관에 기하 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년판 , . 1956≪ ≫

및 년판 기하 를 디지털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1957 . ≪ ≫

의 이원철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고등수학 이 아니고 일반수학 이다 이원철‘ ’ ‘ ’ . ⑩

이 집필한 년판 일반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년판 일반수학 이 고1956 . 1957≪ ≫ ≪ ≫

려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년판 기하 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에 . 1956 ≪ ≫

소장되어 있다. 

의 김치영이 집필한 년판 일반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광고를 보면1956 . , ⑪ ≪ ≫

이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고등수학 이 아니고 일반수학 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 ’ ‘ ’ [22, 26]. 

광고에서는 해석 도 검정 교과서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 공고 제 호에서는 . 106≪ ≫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된 년판 표준일반수학 의 저자는 최윤식이다1967 . ≪ ≫

Table 2. Authorize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authorized
in 1956);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1956년 검정)

⑥의이경형이집필한 1956년판≪표준일반수학≫이경북대학교도서관에,≪표준해석≫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등에,≪표준기하≫는한국교육개발원등에소장되어있다. 그런

데이교과서를보면저자가이경형과박을룡의 2인임을알수있다.

⑦의정봉협이집필한 1956년판≪해석 (전편)≫, ≪해석 (후편)≫, ≪기하≫가한국교원대

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56년판 ≪일반수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7년판≪일반수학≫이고려대학교도서관등에소장되어있다.

7)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65년판 ≪표준해석≫과 1967년판 ≪표준해석 (전편)≫ 및 ≪표준해석 (후편)≫,
그리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된 1967년판 ≪표준일반수학≫의 저자는 최윤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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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에서저자박태삼은 1950년대말에고려대학교수학과교수로합류하였지만 [8],정확한

부임연도는알려지지않았다. 1956년판≪신제일반수학≫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국립

중앙도서관에서는 1957년판≪신제일반수학≫을디지털자료로공개하고있다.

⑨에서 저자 차필제는 1956년 4월 당시의 신문 광고에서 수학연구회의 전 회장으로 소개

되고 있지만 [33], 이 단체는 물론 그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다. 차필제가 집필한 교과서

의실제이름은 ‘고등수학’이 아니고 ‘일반수학’이다. 1956년판≪일반수학≫이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기하≫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56년판 및

1957년판≪기하≫를디지털자료로공개하고있다.

⑩의 이원철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고등수학’이 아니고 ‘일반수학’이다. 이원

철이 집필한 1956년판 ≪일반수학≫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7년판 ≪일반수학≫이

고려대학교도서관등에소장되어있다. 1956년판≪기하≫는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⑪의김치영이집필한 1956년판≪일반수학≫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광고를보면,이

교과서의실제이름은 ‘고등수학’이아니고 ‘일반수학’임을알수있다 [22, 26]. 또이광고에

서는≪해석≫도검정교과서로안내하고있다. 그러나문교부공고제106호에서는그것을검

정교과서로발표하고있지않다 [4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1963년판≪일반수학≫이

소장되어있다. 1956년판≪해석≫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1957년이후에검정된고등학교교과서

관보를검색한결과에따르면, 1957년이후추가로검정을통과한고등학교교과서가있다.

Table 3은문교부공고제138호, 제341호, 제419호를바탕으로작성한것이다 [41, 42, 43].

1957년에는저자기준으로 5종, 1958년에는저자기준으로 1종, 1960년에는저자기준으로 1

종이추가검정되었다. 교과서의이름은문교부공고에따른것이다. Table 3에서순번의 ′은

Table 2의순번에같은저자가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것을 검정 교과서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년판 일[40]. 1963 ≪

반수학 이 소장되어 있다 년판 해석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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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를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년 이후 추가로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 1957

다 은 문교부 공고 제 호 제 호 제 호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 Table 3 138 , 341 , 419 [41, 

년에는 저자 기준으로 종 년에는 저자 기준으로 종 년에는 저42, 43]. 1957 5 , 1958 1 , 1960

자 기준으로 종이 추가 검정되었다 교과서의 이름은 문교부 공고에 따른 것이다1 . . Table 3

에서 순번의 은 의 순번에 같은 저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Table 2 . ′

순번 저자 교과서의 이름 발행사

검정1957. 3. 7 ⑫ 김병희( )金昞熙 기하와 해석의 첫걸음 해석 기하 , , 영지문화사

검정1957. 3. 7 ⑤′ 오용진( )吳龍鎭 해석 기하, 사조사

검정1957. 3. 11 ⑩′ 이원철( )李源喆 해석 대동당

검정1957. 3. 14 ⑧′ 박태삼( )朴台三 신제기하 문우당 

검정1957. 3. 14 ⑬ 한필하( )韓弼夏 일반수학 일한도서출판사

검정1958. 5. 31 ③′ 장기원( )張起元 해석 고등수학 기하, 박문출판사

검정1960. 12. 21 ⑨′ 차필제( )車弼濟 해석 민교사

Table 3. authorize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first curriculum (authorized in 

제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 년 년 검정1957~1958, 1960) 1 (1957-1958 , 1960 ) 

의 장기원이 집필한 년판 해석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년판 고등1958 . 1958③′ ≪ ≫ ≪

수학 기하 가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석 은 년 월 일자로 발행사가 . 1958 9 2≫ ≪ ≫

박문출판사에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년판 [42]. 1960

해석 이 소장되어 있다. ≪ ≫

의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신제해석 과 신제기하 이다 년판 신‘ ’ ‘ ’ . 1957⑤′ ≪

제해석 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에 따르. < >≫

면 년판 신제기하 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북, 1956 [11], ≪ ≫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검색되지 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년판 신제기하 를 디지. 1963 ≪ ≫

털 자료로 공개하고 있다. 

의 박태삼이 집필한 년판 신제해석 과 신제기하 가 고려대학교 도서관 등1957⑧′ ≪ ≫ ≪ ≫

에 소장되어 있다 문교부 공고 제 호에는 이 신제해석 을 검정 교과서로 발표하고 . 138 ≪ ≫

있지 않지만 실제 교과서를 보면 문교부의 검정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41], . 

의 차필제가 집필한 년판 해석 이 교과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1960 . ⑨′ ≪ ≫

의 이원철이 집필한 년판 해석 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1957 . ⑩′ ≪ ≫

의 김병희가 집필한 년판 기하와 해석의 첫 걸음 해석 기하 가 교과1957 , , ⑫ ≪ ≫ ≪ ≫ ≪ ≫

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년 월 당시에 김병희는 중앙대학교 교수이었다 공. 1957 3 [29]. 

주대학교 도서관에는 년판 기하 가 소장되어 있다1957 . ≪ ≫

의 한필하가 집필한 년판 일반수학 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년판 일1957 . 1959⑬ ≪ ≫ ≪

반수학 이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반수학 이 년에 발행된 것을 알 수 . 1956≫ ≪ ≫

Table 3. Authorize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authorized
in 1957∼1958, 1960);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과서(1957∼1958년, 1960년 검정)

③′의 장기원이 집필한 1958년판 ≪해석≫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58년판 ≪고등



64 A study on the situation of publishing middle and high school mathematics textbooks

수학 기하≫가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해석≫은 1958년 9월 2일자로 발행사가

박문출판사에서한국검인정교과서주식회사로변경되었다 [42]. 국립중앙도서관에 1960년판

≪해석≫이소장되어있다.

⑤′의 오용진이 집필한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신제해석’과 ‘신제기하’이다. 1957년판

≪신제해석≫이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에따르면, 1956년판≪신제기하≫가경북대학교도서관에소장된것으로되어있지만 [11],

경북대학교 도서관에서는검색되지않는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63년판 ≪신제기하≫를

디지털자료로공개하고있다.

⑧′의박태삼이집필한 1957년판≪신제해석≫과≪신제기하≫가고려대학교도서관등에

소장되어 있다. 문교부 공고 제138호에는 이 ≪신제해석≫을 검정 교과서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41],실제교과서를보면문교부의검정을받은것임을알수있다.

⑨′의차필제가집필한 1960년판≪해석≫이교과서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⑩′의이원철이집필한 1957년판≪해석≫이고려대학교도서관에소장되어있다.

⑫의김병희가집필한 1957년판≪기하와해석의첫걸음≫, ≪해석≫, ≪기하≫가교과서

박물관에소장되어있다. 1957년 3월당시에김병희는중앙대학교교수이었다 [29]. 공주대

학교도서관에는 1957년판≪기하≫가소장되어있다.

⑬의한필하가집필한 1957년판≪일반수학≫의소재는확인되지않는다. 1959년판≪일

반수학≫이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일반수학≫이 1956년에 발행된 것을 알 수

있지만 [28],그때는검정교과서가아니었다.

3.3 제1차교육과정기의중·고등학교교과서발행실태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 실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제1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문교부 공고 (제106호, 제

138호, 제341호, 제419호)와 당시 출판된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0, 41, 42, 43].

첫째는 저자와 관련한 것으로, Table 4의 저자 난에서 *를 붙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교과

서의 표지와 판권지에 나타난 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판권지를근거로저자를판정하였다. ②에서실제저자는이경형과박을룡의 2인이다. ⑫에서

실제저자는김창호 1인이다. 17에서교과서의판권지를보면이정기는저작자대표로되어

있다. 실제저자는판권지에편찬위원으로제시된태상근,주석순,송상근,권택연,오윤용을

포함하여 6인으로보아야한다.

둘째는교과서의이름과관련한것으로, Table 4의중학교교과서와고등학교교과서난에서

*를 붙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③에서 이성헌이 집필한 중학교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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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그때는 검정 교과서가 아니었다[28], .  

, 0��'�+�(�. �2����!��3�$1����� � �

제 차 교육과정기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발행 실태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1 ・

와 같다 제 차 교육과정기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문교부 공고 제 호 제Table 4 . 1 ( 106 , ・

호 제 호 제 호 와 당시 출판된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38 , 341 , 419 )

[40, 41, 42, 43].

순번 저자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① 정의택 신생활중등수학 1~3 
최신일반수학 최신해석(1956), (1956), 

최신기하(1956)

② 
이경형 외 *

인 1
표준중등수학 1~3

표준일반수학 표준해석(1956), (1956), 

표준기하(1956)

③ 이성헌 수학 * 1~3 일반수학 해석 기하(1956), (1956), (1956)

④ 장기원 중등수학 1~3 일반수학 해석 고등수학 기하(1956), (1958), (1958)

⑤ 유희세 외 인 2 수학 1~3

⑥ 김형걸 외 인2 중등수학 1~3

⑦ 최윤식 표준중등수학 * 1~3
표준일반수학 표준해석* (1956), * (1956), 

표준기하* (1956)

⑧ 심형필 외 인4 중등수학 1~3

⑨ 오용진 신제수학 1~3
신제일반수학 신제해석(1956), * (1957), 

신제기하* (1957)

⑩ 
정봉협 외 인1 중등수학 1~3

정봉협 일반수학 해석 기하(1956), (1956), (1956)

⑪ 김병희 중학생의 수학 1~3
기하와 해석의 첫걸음 해석(1957), (1957), 

기하(1957)

⑫ 김창호 * 최신중등수학 1~3

⑬ 이원철 중등수학 1~3 일반수학 해석 기하* (1956), (1957), (1956)

⑭ 강삼영 중등수학 * 1~3

⑮ 한필하
새로운 생활수학 

1~3
일반수학(1957)

⑯ 김치영 수학 * 1~3 일반수학 해석* (1956), ** (1956)

⑰ 이정기 외 *

인6
중등수학 * 1~3

⑱ 박태삼
신제일반수학 신제해석* (1956), ** (1957), 

신제기하(1957)

⑲ 차필제 일반수학 해석 기하* (1956), (1960), (1956)

과 는 문교부 공고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 . 

Table 4. authorized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first curriculum 

제 차 교육과정기의 중 고등학교 교과서1 ・

첫째는 저자와 관련한 것으로 의 저자 난에서 를 붙인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교, Table 4 * . 

과서의 표지와 판권지에 나타난 저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Table 4. Authorized middle and high school textbooks in the period of the first curriculum;
제1차 교육과정기의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다. ⑦에서 최윤식이 집필한 중학교 교과서의 실제 이름은 ‘표준중등수학’이고, 고등학교

교과서의실제이름은 ‘표준일반수학’, ‘표준해석’, ‘표준기하’이다. ⑨에서오용진이집필한

고등학교교과서 (1957년검정)의실제이름은 ‘신제해석’과 ‘신제기하’이다. ⑬에서이원철

이 집필한 고등학교 교과서 (1956년 검정)의 실제 이름은 ‘일반수학’이다. 16에서 김치영이

집필한중학교교과서의실제이름은 ‘수학’이고,고등학교교과서(1956년검정)의실제이름

은 ‘일반수학’이다. 18에서 박태삼이 집필한 고등학교 교과서 (1956년 검정)의 실제 이름은

‘일반수학’이다. 한편 ⑭에서 강삼영이집필한교과서는 ≪중등수학 1∼2≫의 2권이 아니고

≪중등수학 1∼3≫의 3권으로보인다.

셋째는검정과관련한것으로, Table 4의고등학교교과서난에서 **를붙인것이이에해당

한다. 교과서를보면, 16에서김치영이집필한≪해석≫은 1956년에,그리고 18에서박태삼이

집필한≪신제해석≫은 1957년에검정을받은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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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실증적인 수학교육사 연구를 위해서는 기록물이 중요하다.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말해주는

문교부 공고도 그러한 기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기에 출판된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의발행실태를파악하기위해, 1956∼1967년의관보에서교과서검정과관련된

문교부공고를살펴보았다. 그런데이문교부공고에는적지않은오식(誤植)이있다. 그래서

당시출판된교과서의실물을찾아서지정보를교차점검할필요가있었다.

정의택이집필한교과서,이성헌이집필한교과서,그리고정봉협이집필한교과서등은상

대적으로많이남아있는편이어서,교차점검이비교적수월하게이루어질수있었다. 그러나

그들이집필한교과서도그소재가연도별로빠짐없이확인되고있는것은아니다.

한편소재가거의확인되지않는교과서도있었다. 현재단 1권씩만남아있는경우도있었

다. 김창호가집필한교과서로현재그소재가확인되는것은한국교원대학교교육박물관에

소장된 1956년판≪최신중등수학 1≫이유일하다. 강삼영이집필한교과서로현재그소재가

확인되는것은교과서박물관에소장된 1957년판≪중등수학 2≫가유일하다. 김치영이집필

한 교과서로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는 것은 교과서박물관에 소장된 1956년판 ≪수학 3≫이

유일하다.

≪한국교과서목록 (1945∼1979)≫에 보면, 현재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교과서 중 적지

않은 것이 40년 전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그러나 그 후 이 교과서들이

어떻게되었는지는알수없다. 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교과서는당시의수학교육사를

복원할수있게해주는중요한기록물이다. 이런점에서당시의교과서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

보존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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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다음은제1차교육과정기중·고등학교수학교과서초판의일부로교과서박물관에소장된

것이다. 저작권문제로국립중앙도서관등의기관에소장된교과서의이미지를사용하는것이

용이하지않았다. 교과서박물관에소장된교과서의이미지는출처를밝히고사용할수있다.

(교과서박물관 http://www.textbookmuseum.co.kr)

부록 

다음은 제 차 교육과정기 중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 초판의 일부로 교과서 박물관에 소1 ・

장된 것이다 저작권 문제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기관에 소장된 교과서의 이미지를 사용하. 

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교과서 박물관에 소장된 교과서의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고 사용. 

할 수 있다 교과서 박물관 . ( http://www.textbookmuse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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