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 논문

1907년 베트남 東京義塾의 

교육·계몽활동과 국민 양성론 

2016년  2월

서울 학교 학원

사회교육과 역사 공

채푸르니 



1907년 베트남 東京義塾의 

교육·계몽활동과 국민 양성론

지도교수  柳 鏞 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 학교 학원

사회교육과 역사 공

채  푸  르  니

채푸르니의 석사 학 논문을 인 함

2015년   12월

원 장 (인)

부 원장 (인)

원 (인)



-i-

국문 록

본고는 베트남 東京義塾 계자들이 남긴 1차 자료에 의거해 그

들의 교육·계몽활동을 국민 양성론에 을 두고 고찰하 다.이

때 근 국가의 국민자격과 여성국민에 한 논의에서 당시인들이

온고지신의 자세를 취한 에 유의하 다.

동경의숙은 1907년 하노이에 세워진 북부 지방 최 의 근 식

민립 교육기 으로,9개월 만에 식민당국에 의해 해산되었지만 구

국을 한 베트남인의 근 교육·계몽활동의 선구로서 큰 향

을 남겼다.

동경의숙은 민지를 확장하여 서구식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교

육 목 아래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 다.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에

직 간여하 고,학생들은 통 학문과 근 학문을 모두 수학했

다.교내 수업활동 이외에도 신문을 발행하고,신서번역모임을 갖

고,연설회를 여는 등 시민사회를 상으로 활발한 계몽활동을 벌

다.동경의숙은 기존의 한자로 발행되던 신문을 인수하여 『등

고총보』로 제호를 바꾸고 국어와 한문을 병기해서 발행하 다.

동경의숙 교과서와 신문에는 문명화를 이루기 한 방법과 근

국가 구상이 드러나 있다.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새롭게 건설할 근

국민국가의 국가체제로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삼았다.기존의

베트남 왕조를 그 로 인정하여 군주를 애국의 상으로 보면서도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명목상이나마 응우

왕조와 그 행정기구가 남아 있었고,군주제 통이 강한 조건이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정치 계획이나 모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이는

기 내셔 리즘이 국이나 조선과는 달리 완 히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삼엄한 식민 정부의 감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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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 인 정권론은 개될 수 없었고,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문제

가 주로 논의되었다.

동경의숙은 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한 교육을 국민교육이라 하

고 그 에서도 특히 실업교육·도덕교육· 생·체육교육을 강조하

다.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교육은 해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보다

는 개인의 인성과 소양 변화에 을 두고 있었다.그 주안 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愛國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애국 인 인간은 사회진

화론의 향을 받아 국가 번 과 사회 진보를 결정하는 기 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되었다.그러나 동경의숙의 애국은

여 히 충의로움,존왕애국을 의미했고,효와 분리되지 않는 등

통 유교 윤리 사상과 닮아있었다.

둘째,愛群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구국이든 사회진보든 단

체의 힘이 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단체결성과 단체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을 기르려한 것이다.愛群은 종족과 마을 등

소공동체 주의 베트남 통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

애군의 상은 그보다 상 의 역 사회와 국가 다.

애군하는 방법으로는 애군심을 기르는 도덕 수양과 실제로 단

체를 구성하여 행동하는 실천이 강조되었다.합군론은 동경의숙

내의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고,실제 사회 각 분야의 단체 결성을

진하는 작용을 하 다.애군론의 두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단체

의 이름은 『등고총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이 주장한 세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愛群하고 愛國하는 국민은 문명개화와 주권 회복을 되찾기

한 제 다.그리고 그 국민의 반인 여성의 국민자격을 함양

하기 한 노력이 수반되었다.여성도 국가 조직의 일부이며 국민

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과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이며 여성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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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로 제한하여 보는 시각이 양립했다.그러나 양자 모두 여

성 교육을 강조하 다.여성 교육을 선진국의 기 으로,국가 독립

과 문명화의 조건으로 보았기 때문이다.여성 교육의 수업 내용으

로는 통 인 소양과 근 지식을 모두 강조하 다.

한편,여권에 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여권은 체로 여성 교

육을 제로 했고,문명화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

았다.1900년 여권이 가장 많이 논의 된 곳은 『등고총보』

다.『등고총보』의 여성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여권과 련하

여 정략결혼,결혼 지참 문제,일부다처제,자유연애,남성의 여

성 희롱,임신,자녀 양육,고아원 설립,의복 문제,장례식,미신탐

닉,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 다.

동경의숙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 교육과 구분되는 신교육을

실시했지만,상당정도 통 인 유교 교육의 토 에서 추구되

었다.한문을 가르치고,충의심과 존왕애국 정신을 우선하며, 국

에 의존 인 외인식을 보인 에서 그 다.이는 동경의숙 계

자들이 통 유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료가 되었거나,비

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이러한 동경의숙의

온고지신 국민국가 구상과 국 심의 외 인식은 20세기

베트남 개명 지식인들의 사상 흐름을 그 로 보여 다.

본고는 동경의숙의 교육·계몽활동과 그 속에 나타난 국민양성론

을 1차 자료에 의거해 규명하고,그 교육내용이 근 성과 통을

온고지신의 계로 아우르는 것이었음을 강조하 다.이 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주요어 : 동경의숙,문명화,국민 양성,여성 국민양성,온고지

신,등고총보

학 번 :2008-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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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序

1858년에 시작된 랑스의 베트남 침략은 1885년에 일단락되었다.이

후 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역을 차례로 령하여 2차 세계 말

까지 60년간 베트남을 식민 지배하 다.식민 지배가 시작되자 곧바로

베트남 사람들은 阮(Nguyễn)왕조를 심으로 반식민 무력 투쟁을 벌

으나 력의 열세와 지도력의 부족으로 무력 투쟁은 한계에 부딪쳤다.

그러나 그 와 에서도 장차 민족운동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세 는 서서

히 성장하고 있었다.1860년부터 1885년 사이에 태어나 1900년경부터 독

립운동에서 추 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 신세 는 유교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 이자 외부로부터의 향,즉 서구 근 사상을 흡수하기 시

작하는 첫 세 다.이들에게 향을 끼친 것은 국에서 들어온 이른

바 新書로 이를 통해 한 서구의 근 민족주의에서 베트남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1)식민지로 락한 원인을 유교 통 고수,근

사상 미흡, 제정의 폐해로 보았던 이들 開明的 知識人들은 사회의

반 인 개 을 통해 문명개화를 이룬다면 주권 회복도 가능하다고 믿

었다.2)문명개화는 생존경쟁의 국제무 에서 건재할 수 있는 근 국가

를 세워나가기 한 목표이자 방편이었다.문명개화는 開民智를 제로

했고,민지 확장의 방법으로는 교육 개 에 주목했다.즉,근 국가의

석으로 여긴 국민을 양성하기 해 교육 개 을 주장한 것이다.

랑스 식민 정부가 인 ·물 자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 개 에 소극

인 태도를 보이자,개명 지식인들은 극 으로 교육 개 운동에

매진했다.3)그 가장 표 인 교육 개 운동은 동경의숙 운동으로,

1)유인선,『베트남과 그 이웃 국』,창비,2012,p.291;윤 ,「19세기 후반〜

20세기 베트남의 ‘新書’수용- 기 개 운동의 기원과 련하여-」,『동양사

학연구』 117,2011,p.362.

2)白石昌也,「開明的 知識人層の形成」,『東南アジア硏究』 13-4,1976,p.560.

3)Trần ThịPhương Hoa,“From Liberally-Organized toCentralized Schools:

EducationinTonkin,1885–1927”, JournalofVietnameseStudies,Vol8,No

3,UniversityofCaliforniaPress,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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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식 보통교육을 실시하려는 자주 인 노력이었다.동경의숙은 1907년

3월 개교하여 동년 11월 랑스 당국에 의해 폐쇄될 때 까지 비록 짧은

시간 존재했지만,역사 의의는 매우 크다.첫째 랑스가 식민지 지배

를 하여 베트남의 건 제도,도덕을 온존·이용하려 하고 있던 때에

동경의숙은 건 도덕과 과거· 리 제도 등에 반 하 다.둘째,식민지

정권이 베트남 국민의 민족의식의 등장을 두려워 해 우민정책을 행하고

있을 때에 동경의숙은 베트남의 역사와 지리 등을 가르치고 국어의 보

에도 진력하여 민 의 애국심을 고양시키는데 노력하 다.셋째 서구출

물의 번역소개를 극 으로 행하여 근 사상의 도입에 요한 역할

을 담당하 다.4) 한 동경의숙이 폐쇄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심하던

사실, 랑스는 베트남 사람들이 아둔하고 약하길 원하고 있으며 “문명

”는 랑스 정치의 잔인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 다.

베트남 국내외에서는 1937년 동경의숙에 한 최 의 연구서인 『東京

義塾』이5)나온 이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6)선행 연구들은 식민

정권에 항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동경의숙을 악하여 주로 동경의숙의

정치·경제·문화 분야의 反植民 활동에 주목하 다.그러나 동경의숙이

보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근 교육 기 이었음을 생각할 때,무엇보다

도 먼 교육 활동의 내용을 밝히는 일이 요하다.교육 활동의 실상은

학교의 기 지인 『登鼓總報( ngcổtùngbáo)』와 교과서,문집 등의

1차 사료를 근거로 밝 야 한다.

1차 사료를 분석한 연구로는 『등고총보』의 기사 내용을 분석한 응우

티 눙(NguyễnThịNhung)의 연구가 있다.그는 편집인 응우 반

빈(NguyễnVnVnh)의 언론 활동을 조망하면서,응우 반 빈이 8년

4)유지열,『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이성과 실사,1986,p.56.

5) àoTrinhNhất,『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MaiLnh,1937.

6)동경의숙 설립 100년을 기념하여 국내외 학자들이 지 까지의 연구 성과를 정리

하여 책으로 출간하 다.(Nhiềutácgiả,『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

의숙 100년)』,Nhàxuấtbản(이하 Nxb로 약함)Trithức,2008.)기타 자세한

연구 성과는 TrươngBíchHạnh,「100nm nghiêncứu ôngKinhnghathục

ởViệtNam:kếtquảvàtriểnvọng(베트남의 동경의숙 연구 100년;결과와

망)」,Kỷyếuhộithảo:100nm ôngKinhnghathụcvàcôngcuộccải

cáchgiáodụcViệtnam hiệnnay,2012.발표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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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쓴 언론 기사 체를 분석하 다.특히 習을 비 하는 기사를 살피

면서,『東洋雜誌』와 『등고총보』의 기사 일부도 분석하 다.7)『등고

총보』의 기사를 분석한 유일한 연구라는 에서 의미가 있지만,분석한

기사의 양이 고 특정 주제에만 집 하여 신문 체를 체계 으로 살피

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다른 1차 사료인 교과서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1종류의 교과서

만 상으로 삼아 학교 체의 교육 이론을 조망하지 못했고,근 성을

찾는데에 을 맞추었다.8)이는 동경의숙이 북부 지역 최 의 근 교

육 기 이었다는 상징성에 갇 동경의숙의 근 인 면만 강조한 것이

다.그러나 통과 근 가 단 되는 개념이 아니고,기존의 가치 인

통 의식 에서 근 개념이 받아들여짐을 유의할 때,근 성뿐만 아니

라 통,곧 근 와의 연 성도 살펴야 한다. 한 여러 종의 교과서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명 지식인들은 새로운 국민을 형성하기 해 국민교

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경의숙에서 이를 실 하고자 노력했다.그러므

로 동경의숙 계자들의 국민형성 내셔 리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9)

7)NguyễnThịNhung,「NhàbáoNguyễnVnVnhvớiviệcphêphánthóihư

tậtxấutrênbáochí(언론에 나타난 언론인 응우 반 빈의 고루한 악폐 비

)」,LuậnvnThạcs,Truờng ạihọcKhoahọcXãhộivàNhânvn,2014.

8)이에 련한 선행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NguyễnVnKiệm,「Gópthêm vào

sự ánhgi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평가에 덧붙여서)」,『Nghiên

cứuLịchsử』4(293),1997:NguyễnThịMai,「NghiêncứuHánvn ông

Kinhnghathục(동경의숙 한문에 한 연구)」,LuậnvnThạcs,Truờng ại

họcKhoahọcXãhộivàNhânvn,2011:NguyễnKim Sơn,「Tưtưởngluân

lýmớicủacácnhàNhoDuyTântrong“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

정윤리교과서”속에 보이는 유신 유학자들의 새로운 윤리사상)」,『Triếthọc』

4,2009.

9)이에 해서는 今井昭夫의 연구가 주목된다.그는 20세기 에 등장한 베트남 근

국민국가 구상을 설명하면서 개명 지식인들의 을 분석하 다.이를 바탕

으로 개명 지식인들이 근 민족주의의 기 를 마련했으며,국민국가 구상의

내용을 ‘정권론,국민의 설정,신성한 국토,학문의 변화,국민교육,산업의 진흥’

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다.이는 최 로 국민(nation)구상을 살핀 연구로 의미가

있다.그러나 분류한 내용 간의 계가 모호하고,국민의 범 를 소개하는데 그쳐

사회 일반에서 근 국민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기 되었는지에 한 구

체 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다.여성을 국민에 포함시켜 근 국민국가 건설에

끌어들이려는 논의에 한 분석도 부족하다.동경의숙의 교과서 일부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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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민의 반에 해당하는 여성 교육의 내용과 개명 지식인들의 女

權 논의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들에 유의하여 동경의숙 계자들이 남긴 1차 자료

에 의거해 그들의 교육·계몽활동을 국민 양성론에 을 두고 고찰하고

자 한다.국민국가의 구상은 국가제도(state)의 설계와 국민(nation)자질

의 양성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으나 본고는 후자에 을 두고자 한다.

이 이유는,당시 국민국가의 국체(입헌군주제,민주공화제)를 둘러싼 논

의가 극히 미약했고 더구나 “보호국”형태의 식민지 조건이어서 입헌군

주제를 암묵 으로 당연시하 기 때문이다. 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화

하 으나 응우 왕조를 멸하지 않고 명목상 존속시켜 보호국 형태로 지

배하고 있었다.이런 조건에서 왕조를 부정하는 공화제에의 심과 논의

는 어도 신해 명의 향이 도래하기까지는 나오기 어려웠다.

국민양성론에 을 두어 동경의숙의 교육·계몽활동을 밝히되 교과과

정과 교과서,번역출 등의 의숙 운 실태를 규명하고,특히 문명화론,

국민 자격론,여성 국민론 등을 다룰 때 근 와의 단 에 치 해온 기

존 연구와 달리 당시인들이 온고지신의 자세를 취한 에 유의하고자 한

다.

분석 상으로 삼은 주요한 1차 자료는 다음 두 종류이다.하나는 동경

의숙 교과서로 『文明新學策(Vnminhtânhọcsách)』,『新訂國民讀

本(Tân ínhQuốcdân ộcbản)』,『新訂倫理敎科(Tân ínhluânlý

giáo khoa thư)』,『國文習讀(Quốcvn tập ọc)』,『海外血書(Hải

ngoạihuyếtthư)』 이다.다른 하나는 동경의숙 계자들의 문집 『新

越南(TânViệtNam)』,『越南亡國史(ViệtNam vongquốcsử)』,학교

기 지 『登鼓總報( ngcổtùngbáo)』 이다.교과서,신문,문집은 교

사들이 직 편집하고 인쇄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재로 사용하

고 다른 학교에 보 하며 서 에서 매하여 일반인들에게도 배포하 다

자료 의 하나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실제로 교육되는 곳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

지 않았고,개명 지식인들이 남긴 신문,잡지 등 언론에 한 분석도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今井昭夫,「20世紀初頭のベトナムにおける開明的儒学 たちの国民

国家構想」,『アジアの国民国家構想-近代への投 と葛藤』,靑木書店,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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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동경의숙 구성원들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요한 1차 사료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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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신운동과 동경의숙의 설립

1897년 근왕 운동 실패 후 반식민 무장 투쟁이 주춤해지자 문화·사회

개 운동이 일어났다.이는 랑스의 조와 묵인 아래 합법 인 범

에서 사회 개 을 이룬 후에 주권을 회복하자는 온건한 민족 운동으로,

“維新(Duytân)운동”이라고 불 다.유신운동은 지도자에 따라 구체

인 운동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공통 으로 1903〜1908년 사이에 개

명 지식인들이 주도한 문화·사회 개 운동을 통칭했다.10)

“유신”은 일본의 明治維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1904년 보이

쩌우(PhanBộiChâu)가 설립한 조직의 이름(維新 )이었고,1907년부터

1916년까지의 연호이자 황제를 부르는 칭호이기도 했다.1907년 8월

『등고총보』의 “유신”기사에 따르면,유신은 생활방식,사고방식,옷차

림,여성 ,세계 ,교육 ,국가 ,경제 활동 등 모든 면에서의 근

개 을 의미했다.11)이에 기반한 유신운동 한 서양의 신문명을 수용하

여 문명개화를 이루려는 근 지향 인 사회 개 운동이었다.문명개화

를 이루기 한 방법으로 쩌우 (PhanChâuTrinh)은 1903년 開民

智,進民氣,厚民生을 제시했다.이 에서도 開民智를 문명개화를 이루

기 한 제조건으로 강조하고,開民智의 방법으로 교육에 주목했다.그

러므로 유신운동 가운데서도 교육 분야의 개 을 주장한 운동을 유신교

육운동이라고 불 다.

유신교육운동은 베트남의 통 교육과 랑스 식민 정부의 우민화 교

육 정책을 모두 비 했다. 보이 쩌우는 “낡은 통과 통 교육은 지

상황에 합하지 않으며 민족 해방을 해 몸 바칠 높은 이상을 키우

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국민의 마음과 정신을 새로운 시 상황에

맞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새로운 통을 창출하고 새 시 에 부합하

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1905년 보이 쩌우가 구술하

10)SơnNam,『PhongTràoDuyTânỞ BắcTrungNam -MiềnNam ầu

ThếKỷXX(20세기 남부 북 부의 유신운동)』,NxbTrẻ,2009,p.11.

11)『 ngcổtùngbáo』 1907.8.8.(812)

12)오구라 사다오,『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일빛,1999,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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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梁啓超가 편집한 『월남망국사』는 랑스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다른 문명국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학술도 배워서 재능과 지혜가 향상되

면 자신들의 의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쓸모없는 과거 공부에

만 매달리게 한다고 비 하고, 랑스 식민 정권이 제공하는 교육은 노

가 되는 교육이라고 주장했다.13)

유신교육운동은 자주 인 교육 개 을 통한 문명개화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개명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동경의숙 교과서 『문명신

학책』에는 교육 개 을 한 구체 인 실천 방안이 나온다.교육 개

을 해 먼 보통교육 기 설립을 주장했다.군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지식이 열릴 때 문명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

어를 가르치고,사서오경 심의 교재 내용을 교정하고,시험법(과거제

도)을 바꾸고,인재를 육성하고 유학과 취업을 국가가 보장하며,상공업

을 교육하고,국어로 된 신문을 발행할 것을 주장하 다.이러한 7가지

교육 개 방안은 유신교육운동의 사상 기반이자 실천 략으로,동경

의숙에서 부분 실천되었다.14)

유신교육운동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東遊(ôngdu)운동과 베트남

내에 근 보통교육 기 을 설립하자는 동경의숙 운동으로 나 어진다.

첫 번째 유신교육운동인 동유운동은 인재 교육 운동으로 보이 쩌우가

주도했다. 보이 쩌우는 1904년 5월 유신회를 조직하고 일본의 원조를

얻을 목 으로 1905년 1월 일본으로 가서 康有爲,양계 등을 만나게

된다.이때 양계 는 그에게 일본의 지원을 받는 문제에 해 신 하게

근할 것과 문필을 통해 베트남인의 처참한 식민지 상황을 세계에 알리

고,유학을 통한 인재를 양성할 것을 조언했다.양계 의 조언을 받아들

인 보이 쩌우는 그 해 『월남망국사』를 시작으로 『해외 서』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여 베트남인들을 각성시켰고,1905년 8월부터 베트남

유학생을 일본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당시 국,한국,태국,인도 등지

13)巢南子 述,『越南亡國史』,上海,光緖31(1905);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역주 월남망국사』,태학사,2007,pp.76〜77.

14)ChươngThâu,「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 ôngKinhNgha

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1,Nxb

HàNội,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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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던 東亞同文 가 베트남 학생들의 同文書院

입학을 결정하면서 베트남 청년들의 일본 방문이 으로 개되었

다.15)1906년 보이 쩌우가 3명의 학생을 데리고 온 이래 일본 유학생

의 수는 차 증가하여 1907년에는 100여 명에 달했고 1908년에는 200

명을 넘었다.16)그러나 이들 단지 4명만이 학비를 면제받았다.17)이

들 외에는 모두가 자비 유학이었으므로 동유운동은 처음부터 심각한 자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이에 베트남 국내의 유신운동가들은 자

후원 활동을 벌여 동유운동을 지원하 다.

유신교육운동이 민지의 확장을 목 으로 했다면 동유운동은 先인재육

성 後민지확장을 목표로 했다.이는 근 사상에 능한 소수의 인재를 육

성하여,국민 체를 문명개화의 길로 이끄는 것이 더 효율 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다. 보이 쩌우는 1905년 8월 하 띤 성에서 동지들과 만

나 하고 학문에 능하고 인내심이 강한 은이들을 선발하는 일의

요성을 설명하 다.경비와 안 상의 문제로 다수의 학생을 유학 보낼

수 없으므로 소수의 한 은이를 뽑는 일이 요하다는 것이다.그

러나 통 시 의 엘리트 교육과는 달리,신분의 제한 없이 구나 배우

러 갈 수 있었고, 리 양성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동유운동을 계기로 유학을 떠나 새로운 기술을 익 오는 일은 국가와

국민에게 이로운 일로 여겨졌다.일본· 국뿐만 아니라 미국,유럽(특히

15)東亞同文 는 귀족원의장 近衛罵鷹의 후원 하에 同文·同種인 국의 문명을 학

습한다는 취지에서 1898년 11월 창설되었다.동아동문회는 국인 유학 사업을

진행하면서 1901년 동경 동문서원을 직 설립·운 하 다.동문서원은 청국 유

학생을 수용하고 각 문학교에 들어가기 한 비학교를 교습하는 곳으로 출

발하 다.개교 당시 1학년 과목은 수신,일본어독법,일본어회화,일본문법,산학,

어,체조 으며,2학년 과목은 1학년 과목에 번역,물리과학,지리,역사가 추가

되었다.동문서원은 13명의 학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후 학생이 200명까지 증가

하 다.학교는 신해 명까지 유지되었지만 1922년 ‘ 국 21개조’요구 때문에

반일감정이 고조되자 폐쇄되었다.20년간의 졸업생은 874명이다.(채수도,『일본

제국주의의 첨병,동아동문회』,경북 출 부,2012,pp.214〜216.)

16)윤 ,「20세기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동아연구』 53,

2007,pp.298〜299.

17)4명의 이름은 쩐 흐우 공(TrầnHưuCông),르엉 럽 남(LươngLậpNham),응

우 지엔(NguyễnDiễn),르엉 니 카잉(LươngNghiKhanh)이다.(배양수,「

보이 쩌우와 동유운동의 역사 의미」,『외 논총』 24,2002,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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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으로의 유학도 리 권장했다.동경의숙 교과서는 유학의 이로움

을 설명하며 동유운동의 주장을 뒷받침했다.유학은 부국강병을 해 필

요하며,유학을 가지 않아 베트남이 쇠약해졌다고 했다.유학을 가서 실

용 이며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문명선진국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약한

곳을 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명신학책』은 민지를 열고 싶다면

紳士派의 지식부터 열어야 한다는 국 强學 의 을 인용하여,강학회

의 은 아주 옳으며 근본을 발견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은 유학

자 무리를 따르고 後生은 先輩를 따르기 때문이다.인재가 새롭게 늘린

지식을 발휘한다면 낡고 부패한 구세계는 자연스럽게 신세계로 변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18)재능이 있는 자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

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모세(Moses)·콜럼버스(Columbus)·마테오 리치

(MatteoRicci)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업 을 세운 일을 얘기하

며 베트남 사람들은 국내에만 있기 때문에 학식이 넓지 못하다고 비 했

다.집에서 조 만 떨어져도 슬퍼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쳐야 할

구습이라고 했다.19)『신정국민독본』 한 베트남인들이 가족과 이웃에

한 애착심 때문에 한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비 했다.가족

이나 이웃과 멀어지면 물부터 흘리고 집을 떠난 지 10일도 안 돼 돌아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그 결과 志趣는 비천하며(卑)見聞은 좁으니

(陋),그런 자에게 사회는 기 할 것이 없다고 비 했다.자식을 외국에

보내 실업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면 과거 합격보다 더 명 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학을 권유하 다.유럽이 강한 것은 遠遊했기 때문이

며,遠遊하지 않은 베트남은 지식이 열리지 않고 생계는 하지 않으

며 국력은 날마다 약해지고 국가는 험에 처했다고 했다.20)『국문습

독』은 일본, 국,미국,유럽으로 건 가 신기술을 익히고 지식을 습득

해서 국내에 알리는 일은 국가에 이롭고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주장

했다.외국으로 유학 가는 인재에게는 미국,유럽과 비교하여 베트남의

18)「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187.

19)「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181.

20)ChươngThâu,「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ôngKinh

Ngha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1,

NxbHàNội,p.254.



-10-

약한 을 연구하여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동유운동에 이은 두 번째 유신교육운동은 근 보통교육 기 으로 동

경의숙을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동경의숙은 1907년 개명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 설립한 북부 지방 최 의 근 식 교육 기 이다.동경의숙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에서 1858년에 연 慶應義塾을 본 따 설립하 으

며,東京이라는 이름은 胡朝 시 의 하노이의 이름에서 가져왔다.21)한

편으로는 동경은 일본의 수도 이름과도 같아서 의 인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22)그러나 비슷한 시기 편찬하여 동경의숙의 참고서로 활용한

『월남망국사』에서 양계 와 보이 쩌우가 東京이라는 한자를 하노이

를 일컫는 용어로 오해 없이 사용했던 을 미루어 볼 때 동경의숙이라

는 이름은 일본 동경보다는 하노이에 생긴 사립학교라는 뜻에 더 가까웠

을 것이다.의숙이라는 이름은 동경의숙의 설립자 의 한 명인 다오 응

우 포(àoNguyênPhổ)가 제안한 것으로 돈을 받지 않고 큰 뜻을 목

표로 가르치는 개 인 학교라는 뜻이었다.23)동경의숙은 좁은 의미에

서는 4백 명〜천 명의 학생을 교육하기 해 설립한 사립 학교 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民智를 확장하여 나라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베트남 최

의 근 교육이자 문화·사회·경제·정치 개 의 시작이었다.

동경의숙 이후 梅林義塾·玉川義塾 등이 생겨나 교육 개 운동이 국

으로 확산되었다.하노이 인근 성인 하 동(Hà ông),박 닌(BắcNinh),

흥 (HưngYên),하이 즈엉(HảiDương),타이 빈(TháiBình)은 물론이

21)호조는 베트남 역사 상 짧은 시간 존재했지만,교육과 문화 부분에 한 개 으

로 유명했다.호 꾸이 리는 타인 호아 지방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여 천도하면

서 새로운 수도는 西都라고 부르고 옛 수도인 탕롱(하노이)는 東都라고 이름 붙

다.반세기 후 러이는 동도를 東京으로 개칭하고 이곳에서 왕조를 세웠

다.동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다시 한 번 사회에 강력한 교육 개 의 바람이

불길 원했을 것이다.(ặngQuốcBảo,「105nm ông KinhNghaThục

(1907-2012):Bàihọckinhnghiệm cho ổimớigiáodụchôm nay(105년 동경

의숙;오늘날 교육 개 에 주는 경험담)」,『Giáodụcvàthời ại』,2012.)

22)NguyễnVnHạnh,「 ôngKinhnghathụcvớimôhìnhgiáodụcmớivà

tinhthầntựphêphándântộc(동경의숙과 새로운 교육모형,민족자아비 정

신)」,『100nm ôngKinhnghathục』,NhàXuấtBảnTriThức,2008.

23) àoDuyMẫn,「 àoNguyênPhổvà ôngKinhnghathục(다오 응우 포

와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Thức,2008,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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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NghệAn),하 띤(HàTnh),꽝 남(Quảng Nam),꽝 나이

(QuảngNgãi),빈 투언(BìnhThuận)지역에도 향을 끼쳤다.일례로

하이 즈엉에서는 동경의숙의 유신 사상을 받아들여 “많은 애국 유학자들

이 유신을 고무하고 선동하기 해 일어섰다.따 싸(TạXá)마을,남 싸

익(Nam Sách) 에서 동경의숙의 책과 애국시문을 읽는 독서회가 생겨

났다”는 기록이 있었다.

동경의숙 운동은 인재 육성을 주장하는 동유운동과는 달리 국민 체

의 민지를 열자는 보통교육 운동이었다. 한 보통교육을 실질 으로 보

장해 강제 조항으로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주장하 다.그러므로 동경

의숙은 개교 당시 교육 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성별,연령,신분,능력

에 상 없이 구든 입학할 수 있도록 하 으며,당연히 여성도 교육받

을 수 있었다.

동경의숙은 역사상 가장 풍부하고 한 지식 역량의 집합소 다.동

경의숙의 계자들은 구학과 신학에 골고루 소속된 진보 애국 지식계

층이었다.이들은 1860년 에서 1880년 반에 태어난 이들로,과거에 합

격하기 해 국의 고 들을 어려서부터 배운 에서는 그들의 아버지

세 와 큰 차이가 없었다.다르다고 하면 당시 국에서 유행하던 소

신서를 받아들여 군주에의 충성보다는 민족과 국가라는 것을 서서히 인

식하고 랑스 지배 하에서 베트남 국가의 멸망이라든가 베트남인의 멸

종이라는 기의식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이다.24) 통 인 유교

교육을 받은 문신 르엉 반 깐(LươngVnCan)과 응우 꾸엔(Nguyễn

Quyền)이 교장과 이사장이 되었다.23살의 擧人 즈엉 바 짝(DươngBá

Trạc)같이 은 사람과 進士 호앙 땅 비(HoàngTngBí),니엠 쑤언

꾸앙(Nghiêm XuânQuảng)이 교사로 참여하 다.그 외에도 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던 응우 반 빈(NguyễnVnVnh),팜 주이 톤(Phạm

DuyTốn),응우 바 혹(NguyễnBáHọc)과 보이 쩌우, 쩌우 ,

응우 트엉 히엔(NguyễnThượngHiền),노 득 (Ngô ứcKế),다오

응우 포가 참여하 다.

24)유인선,『새로 쓴 베트남사』,이산,2002,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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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에 한 구상은 『신월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25)『신월

남』은 보이 쩌우가 1906년〜1907년 사이에 쓴 로,유신회의 행동

강령으로도 간주된다.『신월남』은 베트남이 문명화와 독립 회복을 이

룬 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교육 분야에서는 불완

한 교육 시스템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육은 인간 행동을 주

조하고 정치를 세우는 기 로,모든 것을 결정할 만큼 요했다.낡고 보

수 인 근 교육 시스템 개 은 일본, 국,유럽의 모델을 배워야 한

다고 했다. 기에는 일본,유럽,미국에서 선생님을 청하여 교육의 일

을 맡기자고 했다.학교를 설립하고,커리큘럼을 구성하고,학생을 가르

치고,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일본과 유럽의 좋은 모델을

따를 것을 주장했다.교육 과목으로는 철학,문학,역사,정치,경제,군사

학,지리,산업,상업,농업,가정학,약학,임학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

다.충분한 수의 교사 양성을 강조하 으며,재산·신분·성별에 상 없이

구나 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학교에 들

어가기 에 교육 수단이 되는 국어를 가르치고,학교에서 쓰이는 교재

는 교육부가 비해서 배포할 것을 주장하 다.다시 말해,문명국의 근

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과목,교수 언어,교재,교사 양성의 개

을 주장한 것이다.

동경의숙 운동은 식민 정권 아래 이루어진 합법 인 활동이었다. 랑

스는 개화를 목 으로 1906년 1월 16일 교육개선의정을 선포하여 베트남

인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식민 정권의 허가가 필요했다.

랑스 당국은 동경의숙의 “義”와 義軍의 “義”사이의 상징성을 놓고 2달

동안 숙고한 끝에 학교의 운 을 허락했다.26)동경의숙의 교육 내용이

랑스 식민 정부가 제시한 로그램과 모순되는 이 없었기에 동경의

숙을 랑스에 조 인 개량학교라고 간주한 것이다.친 랑스 인물

인 응우 반 빈이 랑스에서 귀국하여 동경의숙 설립 모임에 합류한

25)Truongbuulam,“TheNew Vietnam”Colonialism Experiencedvietnamese

writingsoncolonialism 1900-1931,theuniversity ofMichigan Press,2003,

pp.113〜115.

26)NeilL.Jamieson,Understanding Vietnam,University ofCaliforniaPress,

1995,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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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랑스의 허가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경의숙이 개교한지 한 달 만인 4월 25일자 『등고총보』에는 동경의

숙의 개교를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동경의숙의 개교를 알리고 사람들의

자 지원과 자원 사를 독려하기 해 쓴 이었는데,개교 직후의 동

경의숙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동경의숙에는 400여 명의 학생들이 있

었다.학생들은 랑스어반,한자반,아동반,어른반,여성반,남성반,주

간반,야간반 등으로 나 어 편성되었다.27)학교가 운 되는 9달 동안

총 40개 반에 천 여 명의 학생들이 학습하 다.28)학생들은 학비를 내지

않았고,무료로 붓,교과서,필요한 학습 자료들을 지 받았다.가난한

학생들은 식당과 기숙사도 이용할 수 있었다.29)

학교는 사람들의 기부 으로 운 되었다.학교 건물은 교장인 르엉 반

깐의 집을 개조해서 사용하 고,일부 교실은 이나 민간인의 집을 이

용하 다.운 자와 교사는 처음에는 월 을 받지 않았으나 학부모와 지

역 호심가들의 기부 이 늘어나면서 매달 4동( 60kg가 2.5동)씩 받았

다.30) 랑스의 압력으로 1907년 12월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재정은

만 피애스터를 과하는 액이 있었는데,이는 학교를 몇 달간이나 더

운 할 수 있는 액이었다.31)학교의 운 은 교육반,재정반,선 반,편

찬반에서 맡았다.재정반은 돈의 수납지출과 교사들의 월 을 담당했고,

교육반은 응우 꾸엔이 책임을 맡아 학습,교수,입학을 담당했고,선

반은 효과 으로 도시 사회와 농 에 유신 사상을 하는 임무를 맡았

고,편찬반은 교장인 르엉 반 깐이 직 지도하여 교과서와 선 자료를

편집하는 일을 맡았다.

27)『 ngcổtùngbáo』 1907.4.25.(797)

28)ChươngThâu,「 ôngKinhnghathụctrongphongtràoDuyTân ổimới

vnhoáViệtNam ầuthếkỷXX(20세기 베트남 문화를 바꾼 유신운동 속의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Thức,2008.

29)Vũ ức Bằng,“The ông Kinh free schoolmovement1907-1908”,In

AspectsofVietnamseHistory,TheUniversityPressofHawaii,1973,p.35.

30) Trịnh Tiến Thuận,「Fukuzawa Yukichi–Kháng Ứng ngha thục(Keio

Gijuku)củaNhậtBảnvà ôngKinhnghathụcởViệtNam(일본의 게이오

의숙과 베트남의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

Thức,2008.

31)Vũ ứcBằng, 의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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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유운동과 동경의숙 운동은 민지 확장을

목표로 한 교육 개 운동이었다.국민을 지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동유

운동과 보통교육과 시민교육을 함께 담당했던 동경의숙 운동은 상호 보

완하며 국민 체의 민지 확장을 해 노력했다.교육을 통해 민지를 확

장하여 국가의 문명화를 이루려고 하 으며,궁극 으로는 주권 회복과

국가 독립을 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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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義塾의 교육⋅계몽활동

1)보통교육:교과과정과 교재

동경의숙은 민지를 확장하여 서구식 국민국가를 건설한다는 교육 목

아래 활발한 교육활동을 벌 다.동경의숙의 교육 활동은 교내 수업 활

동과 교외에서의 신문발행과 신서번역활동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교내 수업 활동을 보면,동경의숙의 교육과정은 소학과 학으로

나 어졌다.32)입학 연령에 제한 없이 학생들은 사 지식과 흥미에 따라

8개의 학 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며,졸업시험 등의 일체 자격시험을 치

지 않았다.33)수업 과목으로는 역사,지리,자연과학, 생,수학,경제,

외국어,윤리,체육,공민 등이 있었다.

교과서를 보면,자연과학 과목은 랑스 소학교의 교과서를 사용하

던 반면 사회 교과의 교과서는 교사들이 직 편찬하여 사용하 다.34)

교과서를 편집하기 에 책의 념을 통일하기 해 교사들은 자주 교류

하 다.35)교과서는 여러 차례 재간되어 이윤을 남기지 않고 서 에서

팔리거나,비슷한 이상을 공유하는 다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

포되었다.교장인 응우 꾸엔에 따르면 『신정국민독본』은 학교 인쇄

32)TrươngHữuQuýnh,『 ạicươnglịchsửViệtNam(베트남역사 강)』,Nxb

Giáodục,2014,p.632.반면 동경의숙이 소학, 학, 학 과정으로 나 어져 있

었다는 의견이 있다.이와 련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PhongLê,「Sau100

nm–Từnguồnsáng ôngKinhnghathục(100년후-동경의숙의 기원에서부

터」,『100nm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 Trithức,

2008,p.27)

33) David G.Marr,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1971,pp.164〜165;HoàngNhưMai,「 ôngKinhngha

thục(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

Trithức,2008,p.19.

34)PhanNgọcLiên,『Lịchsử11Nângcao(역사 11심화)』,NxbGiáoDục,

2007,pp.271〜272.

35)VũNgọcKhánh,「Mộtnhàtrườngmở ầunềngiáodụcmới(신교육의 장을

연 학교)」,『100nm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 Tri

thức,2008,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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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책으로 수 만 권 이상이 인쇄되어 9개월간 사용되

었으며,다른 서 에서 들어온 주문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 다.36)

동경의숙에서 편찬한 교과서에는 고유한 문양이 있었다.어린 소년이

한발을 든 채 한손으로 지구본을 메고 있는 모양이다. 도와 경도가 표

시된 지구본에는 아시아,아 리카,유럽,아메리카 륙이 그려져 있다.

유럽은 다른 륙에 비해 축소되었다.소년은 맨발이며 반팔 티셔츠의

앞섶을 풀어헤쳤고,모자를 쓰고, 은 감고 있으나 입은 웃고 있다.자

신의 몸보다 큰 지구본을 한손으로 들고 있으나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 발을 들고 서 있어,지구본 드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분명히 그 시 의 소망을 보여주는 한 상징이었

다.37)동경의숙에서 편집한 교과서 에서 존하는 교과서로는 『문명

신학책』,『신정국민독본』,『改良蒙學國史敎科書』,『南國偉人傳』,

『南國佳事』,『신정윤리교과서』,『신정남국지여교과서』,『국문습

독』,『해외 서』가 있다.38)

동경의숙 교과서 표지 사진 (출처:http://lib.nomfoundation.org/collection/1/volume/582/)

교과서는 교과를 체계 이고 효과 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편집한 책

이다.교사에게는 학생을 지도하기 한 교육 활동의 기본 매체가 되며,

학생에게는 학습할 내용을 담은 기 자료가 된다.교과서는 교육 목표

36)Vũ ứcBằng,앞의 ,pp.47〜48.

37)DavidG.Marr, 의 ,p.171.

38)ChươngThâu,「VềmộtsưutậpvnthơHánNôm của ôngKinhngha

thục(동경의숙의 한놈시문수집에 해)」,『ThôngbáoHánNôm học』,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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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 하기 한 구체 인 방침으로,교육 이나 시 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교육의 궁극 인 목표가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때,가장 요한 도구 교과는 공민 교과와 윤리 교과이다.그러므로 공민

교과서와 윤리 교과서를 통해 교육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과 국민

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동경의숙 교사들은 교과서를 직 편집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감되거나 바 는 부분이 었을 것이다.공

민 교과서로는 『문명신학책』,『신정국민독본』,『해외 서』,윤리

교과서로는 『신정윤리교과서』가 있다.『국문습독』은 국어 교육과 공

민 교육을 함께 담당했다.

『文明新學策』은 동경의숙 개교 이 에 편집하여 1907년에 인쇄한 공

민 교과서로,“문명을 달성하기 해 신학을 여는 계책”이란 뜻이다.39)

한자를 사용했고, 통 한문 서술 방식에 따라 세로로 었다.총 38장으

로 베트남의 낙후한 상황을 서양 문명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문명국이

되기 한 민지를 여는 6가지 략을 제시하 다.6가지 략은 동경의

숙의 교육 강령이 되어 동경의숙 설립과 활동의 기 가 되었다.

『新訂國民讀本』은 국민교육에 필요한 기 인 지식을 담고 있는 공

민 교과서이다.40)1907년에 편집했고,12〜13세 학생들을 교육 상으로

삼았다.한자로 썼고,총 188장이다.제호 그 로 “국민”에게 필요한 제

재들을 “독본”의 형식으로 재구성한 교과서로,“독본”이란 근 용어를

붙임으로써 통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와 형식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했

다.“독본”은 일본에서 수입한 용어로 여러 가지 읽을거리를 모아놓은

선집이라는 뜻이었다.41)국가,사회,정체, 리,교육,군정,부세,법률,

교통,경찰,공업,통상,종교,통계 등 총 64개 항목으로 나 었다.일본

은 정부,의회,학교,지방제도,징병,재 ,형벌,경찰에 한 7항목,

국은 사법에 한 1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新訂倫理敎科書』는 1907년 2월 27일에 편집한 윤리 교과서이다.한

39)ChươngThâu,앞의 책(1권),p.169.

40)VũNgọcKhánh,앞의 ,p.53.

41)강진호,「 통교육과 ‘국어’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을 심으로」,『상허학

보』 41,2014,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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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썼고,한 장에 36 이며,총 72장이다.42) 편집자는 팜 뜨 쭉

(Phạm TưTrực)으로 유일하게 성명이 남아 있다.여러 사람이 함께 편

집한 다른 교과서의 경우 자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호

는 ‘새롭게 고쳐 쓴 윤리 교과서”라는 뜻으로, 체 7 2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교과서 제호와 목차에서 통 유교 윤리와 다른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통 윤리에는 없던 의원 선거,자녀 의무교육, 생에

한 내용이 생겼으며,사회 항목이 추가되어 공의,공덕을 새롭게 지켜

야 할 사회 도덕으로 제시하 다.목차 한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 밖

으로 향하는 통 유교 윤리의 논리 순서와는 달리 국가-가족-개인-사

람-사회-동물 순서로 제시하 다.천천히 범 가 좁아지다가 다시 밖으

로 퍼지는 모습이다.국가부터 개인까지는 수직 방향으로 범 가 어들

고,개인부터 동물까지는 수평 방향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범 가 넓어지

고 있다.팜 뜨 쭉은 머리말에서 윤리 과목을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본”이라고 소개했다.

『國文習讀』은 국어 교과서로 국어 읽기 연습을 해 만들어졌다.그

러나 애국과 유신을 주장하는 19편의 시를 내용으로 삼았기 때문에43)

공민 교육의 역할도 담당하 다.1907년 인쇄했고, 자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총 40장이다.국어,애국,애군,遊學,신문을 권장하는 시부

터,베트남의 역사지리를 설명하고,여성·아이·남편에게 충고하고,음주·

아편·도박·미신을 비 하는 시들이 실려 있다.

『海外血書』는 보이 쩌우가 일본에서 1906년 처음 출 했다.이후

베트남으로 보내 애국사상을 하는 자료가 되었다.동경의숙은 1907

년 이를 인쇄하여 교과서로 사용했다.44)

동경의숙에는 비공식 교과서도 있었다.공식 이 아니라는 뜻은 비

리에 가지고 교수했다는 뜻이 있고,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한 용

으로 외부 사람과 학생들에게 숨겨서 유통시켰다는 뜻도 있다.45)내용의

42)NguyễnKim Sơn,앞의 ,pp.45〜58.

43)TrầnThanh ạm,「Vnthơ ôngKinhnghathục-Nhữngbứcthông

iệp ầyhuyếtlệqua100nm(동경의숙 시문-100년 피와 물의 통첩들」,

『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Trithức,2008,p.35.

44)ChươngThâu,앞의 책(2권),p.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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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함이 랑스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응우 꾸엔

의 애국시문 “국가 혼을 부른다(Kêuhồnnước)”와 보이 쩌우의 『월

남망국사』,『신월남』이 표 이다.반식민운동 과정에서 나온 가장

요한 책 하나로 꼽히는 『월남망국사』는 베트남 최 의 명 역

사서라고 할 수 있다. 보이 쩌우는 응우 왕조의 무기력과 외세의

에 한 뒤늦은 응을 한탄하면서 근왕 운동 시기 웅들에 해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한 랑스의 억압 인 사회·경제 정책을 분석

하고 모든 계층으로 이루어진 민족 반식민 선의 결성을 구하기도

했다.46)『신월남』 한 1907년에 보이 쩌우가 술한 책으로 문명

화 이후 베트남이 맞이하게 될 10가지 기쁜 상황과 추구해야 할 6가지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10가지 기쁜 상황이란 랑스 보호 권력이 사라

지고,부패한 리가 사라지며,실망한 백성들이 사라지고,명 가 없는

군인이 사라지고,불평등한 세 과 노동이 사라지며,불평등한 법이 사라

지고,불완 한 교육 시스템이 사라지고, 물 자원을 개발하고,산업을

경시하지 않으며,상업 활동에서 뒤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6가지 추구해

야 할 가치는 진보와 모험을 추구하고,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문명화

를 해 노력하고,애국심을 가지며,도덕 이고,명성과 이익을 얻기

해 노력하는 것이다.

2)교외 계몽 활동:신문발행과 신서번역

앞에서 살펴 본 교과서와 비공식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교육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그러나 동경의숙은 교내 교육활동 외에도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들을 상으로 한 교외 계몽활동을 실시했다. 표 인

활동이 신문발행과 신서번역 모임이다.개명 지식인들은 민지를 여는

데 학교 교육만큼 언론의 역할을 요하게 보았다.19세기 후반까지 언

론은 주로 랑스 식민 정부의 통치 도구 기에 동경의숙의 언론 활용은

45)VũNgọcKhánh,앞의 ,p.54.

46)유인선,「방황하는 민족주의자, 보이 쩌우」,『歷史敎育』 90,2004,pp.18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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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 인 일이었다.『월남망국사』는 당시의 언론 상황에 해, 랑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바보같이 취 하기 해 2개의 신문을 만들어

서, 랑스의 보호를 찬양하는 내용만 등재한다고 비 했다.47)

이처럼 랑스 식민 정권은 식민 정책을 홍보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억

압하기 해 언론을 통제하 다.동경의숙 편찬반은 기존의 한자로 발행

되던 『大南同文日報(ạiNam ồngvnnhậtbáo)』를 인수하여 『등

고총보』로 제호를 바꾸고 국어와 한문을 병기해서 발행하기 시작했

다.48)

동경의숙 계자들은 동경의숙 설립 부터 신문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904년 편집된 『문명신학책』에는 首都에서 반

은 국어,반은 한자로 된 신문을 발행하자는 내용이 있다.효율 인 제

도,흥미로운 의견,신기한 사건,유럽과 미국의 앞선 기술,책의 내용

모델이 될 만한 사건이나 말, 재 문제에 한 흥미로운 책이나 조사문,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인재나 나라에 이익이 되는 신기술을 신문에 실어

알리자는 것이다.신문발행은 민지확장을 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49)

신문발행 배경에 해서는 『등고총보』에서도 신문을 보지 않으면 지식

이 없고,지식이 없으면 문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서양 문

명국의 경우 10에 7-8할은 신문을 보지만,베트남은 천 명 에 한명만

자를 알고, 자를 아는 천 명 에 한 명만 신문을 보기 때문에 문명

을 이룰 수 없다고 했다.50)신문발행을 문명국의 기 이며 민지가 열리

는 첫걸음으로 보고,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국어로 된 신문

발행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동경의숙과 『등고총보』의 계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상충

한다.꾸옥 아인(QuốcAnh)은 동경의숙은 진보유학자들의 애국 운동이

지만 『등고총보』는 기회주의 성격을 가진 랑스 식민 정권의 도구

47)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앞의 책,pp.78〜79.

48)NguyễnLânBình,「NguyễnVnVnhvới ôngKinhnghathục(응우 반

빈과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

Trithức,2008,p.374.

49)「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p.189〜190.

50)『 ngcổtùngbáo』 1907.4.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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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평가하면서,양자의 련성을 부정했다.51)그러나 응우 타인

(NguyễnThành)은 『등고총보』의 사장 슈나이더(F.H.Schneider)가

“이 신문은 자유 신문이다.동경의숙의 성립과 신문의 출 은 서로 련

이 있다.등고총보는 동경의숙의 정식 언론 기 이자 합법 기 이다”라

고 한 말을 인용하여 『등고총보』는 동경의숙의 기 지 다고 평가했

다.52) 한 응우 투 장(Nguyễn Thu Giang)53)과 응우 꽝 응옥

(Nguyễn Quang Ngọc)54)은 동경의숙의 선 반이 『 남동문일보』의

권을 사자는 의견을 냈고,이에 『 남동문일보』는 『등고총보』로

제호를 바꿔서 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등고총보』에 보이는 일

부 친 랑스 경향의 기사는 식민 정권의 신문 검열 시스템이 가혹했기

때문에 신문 발행을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필자는 『등고총보』를 동경의숙의 기 지

다고 보고자 한다.그 이유는 첫째,동경의숙의 운 시기와 『등고총

보』의 발행·폐간 시기가 같다.둘째,『등고총보』의 주필이었던 응우

반 빈이 동경의숙 활동에 깊이 여하고 있었다.1906년 동경의숙 설립

비 모임이 있을 때 응우 반 빈은 랑스에 있었다.그러나 하노이로

돌아온 직후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얻는 일을 도맡아서 처리했으며,개

교 이후에는 학교 운 에도 활발하게 참여했다.그는 랑스어 수업을

맡은 교사 고,한 달에 한번 있는 동경의숙 연설회의 표 인 연설가

다.55)셋째,동경의숙의 교과서,시문,연설문이 『등고총보』에 꾸 히

연재되었으며,동경의숙 연설회에서도 『등고총보』 기사 평론이 자주

주제로 올라왔다.56)마지막으로 『등고총보』 사장 슈나이더는 분명히

51)QuốcAnh,「Từ< ạiNam ồng vnNhậtbáo> ến< ng cổTùng

báo>(< 남동문일보>부터 <등고총보>까지)」,『NghiêncứuLịchsử』 5(164),

1975.

52)NguyễnThành,「 ôngKinhNghaThụcvà ạiNam( ngcổTùngbáo)

(동경의숙과 남(등고총보))」,『NghiêncứuLịchsử』 4(293),1997,p.18.

53)NguyễnThuGiang,「< ngcổTùngbáo> trongbốicảnhViệtNam ầu

thếkỷXX(20세기 베트남 배경 속에서의 <등고총보>)」,『100nm ông

Kinhnghathục』,NxbTrithức,2008,pp.23〜30.

54)NguyễnQuangNgọc,『TiếntrìnhlịchsửViệtNam(베트남역사과정)』,Nxb

Giáodục,HàNội,2000,p.244.

55)NeilL.Jamieson,앞의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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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문일보)는 에는 보 지만,이제 자유로운 형식의 학교 신

문(Mộttrườngnhật-báo)으로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했으며,편집부는

“우리 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학교 신문

(Mộttrườngnhật-báo)을 만드는 일은 집을 짓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책해주시고 칭찬해주신다면 우리 신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었다.57)

『등고총보』 1호는 동경의숙 개교 직후인 1907년 3월 28일 발행되었

으며,1907년 11월 14일까지 7개월 동안 총 34호의 신문이 발행되었다.

제호로 쓰인 한자는 “북을 친다”는 뜻인데,제호에 해 “등고총보의 뜻

은 본국 사람과 랑스 사람이 함께 문명의 세계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58)

『등고총보』 1호는 『 남동문일보』 793호이기도 했는데,이는 랑

스의 식민 정책과 련이 있었다.1898년 랑스 식민 정부는 인도차이

나 출 에 한 책령을 발표하여 신문의 주필과 편집장을 랑스인 혹은

랑스 국 소유의 외국인으로 한정시켰다.59)『등고총보』의 사장 슈

나이더는 랑스인 공무원으로 32살에 베트남으로 건 와 1906년 응우

반 빈을 만났을 때는 인도차이나에서 24년째 거주 이었다.슈나이더는

랑스 권부와 인도차이나에서 각종 인쇄 사업을 한다는 계약을 맺고

북부 지방 최 의 보 『 남동문일보』를 발행했다.이는 일종의 公報

로 한자를 사용했고 식민지 정부 기 과 군 에 배포했다.그러나 슈나

이더가 1907년 응우 반 빈과 함께 보가 아닌 자유로운 신문을 국어

로 발행하기로 하면서 『 남동문일보』는 『등고총보』라는 부제를 더

하게 되고,『 남동문일보』의 793호는 『등고총보』의 1호가 되었다.

『등고총보』은 국어 신문이었다.개명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국어

사용을 부정 으로 인식하 다.선교사들 사이에서 사용하던 국어를

랑스 식민 당국이 베트남의 통 문화를 부정하고 랑스어와 랑스 문

56)TrươngHữuQuýnh,앞의 책,p.633.

57)『 ng cổtùng 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ng cổtùng báo』

1907.04.04.(794)

58)『 ngcổtùngbáo』 1907.4.18.(796)

59)송정남,『베트남 사회와 문화 들여다보기』,후에북스,2013,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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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보 시키기 한 수단으로 극 으로 보 시켰기 때문이다.그러

나 차츰 근 지식의 달 수단으로 국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동경

의숙 때에 와서는 베트남어를 국민의 언어인 국어로 발 시키려고 했다.

개명 지식인들이 국어 사용을 강조한 이유는 첫째,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이 은 외국어와 통 시 모국어인 쯔놈과 비교하여 더욱

강조되었다.『문명신학책』은 국어는 보통 사람이면 몇 달이면 배울 수

있고,여자와 어린이도 배울 수 있는 쉬운 언어라고 설명했다.60)외국어

는 몇 년을 배워도 효과가 없지만 국어는 배운지 6개월 만에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61)『등고총보』는 쯔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히고

히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지만,국어는 25 자로 인쇄하기도 편리하고 배

우기도 쉬워 유용한 언어라고 주장하 다.이처럼 국어는 학습의 간편성

과 효율성을 근거로 민지를 여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둘째,애국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개명 지식인들은 국어를 국어라

고 부르고 국가의 혼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국어 사용을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기본 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62)『신정국민독본』은 우리 문자를

잘 알고 수하며,외국어를 공부하더라도 국어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가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63)『국문습독』은 국어를

나라의 혼이라고 했으며64),『등고총보』는 “베트남 사람은 국어를 배워

야 한다”는 기사에서 베트남인이라면 국어를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

명했다.65)

셋째,문명국의 기 이며 부국강병의 수단이기 때문이다.『국문습독』

은 자립을 이루고 문명국이 되기 해서는 반드시 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66)『등고총보』도 문명국에는 독자 인 과 말이 있으니,국

60)「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183.

61)「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 의 책,p.190.

62)『 ngcổtùngbáo』 1907.3.28.(793)

6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67.

64)ChươngThâu,「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 ôngKinhNghaThụcvà

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2,NxbHàNội,

2010,p.566.

65)『 ngcổtùngbáo』 1907.3.28.(793)

66)「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 의 책,p.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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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용은 문명국을 별하는 기 이라고 했다.67)

신문은 작은 종이(A4)에 인쇄되었고,표지에는 4가지 신령한 생물인

황,용,기린,거북이 문양이 있었다.68)표지 한가운데는 “ 남동문일

보”,오른쪽에는 “등고총보”,왼쪽에는 “業惟勤,志惟壹,合力相助,同心共

濟”를 한자로 기재했다.신문의 단에는 랑스어와 한자로 발행 날짜

와 발행 호수를 새겼고,국어로 “한 호의 가격은 10su”을 었다.신문

의 홀수 면은 한문으로,짝수 면은 국어로 작성하 다.기사 배열 방식은

아주 단순하게 2부분으로 나눠서 다른 기사로 연결되는 기사라 할지라도

계속 페이지가 이어지지는 않았다.총 16쪽이며,사설,리뷰,북부 지방의

뉴스,세계 뉴스(“세계 보”),과학·시,외국 작품의 번역문 등을 소개하

고 “여성의 말”,“시,부,가요집”같은 연재물도 있었다.

『등고총보』 표지 1907.03.28.(793)출처:http://www.votruongtoan.org/vttorg/index.php?menu=8&ref=11876)

“세계 보”에는 아시아( 국,홍콩,일본,한국,태국,필리핀,인도,페

르시아),아 리카(남아 리카,모로코),아메리카(미국,캐나다,멕시코,

67)『 ngcổtùngbáo』 1907.3.28.(793)

68) ỗQuang Hưng,『LịchsửbáochíViệtNam 1865–1945(베트남 언론사

1865-1945)』,HàNội:Nxb ạihọcQuốcgiaHàNội,2001,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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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유럽( 랑스, 국,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오스트리아-헝가

리,벨기에,스웨덴,아일랜드,에스 냐,루마니아,터키,러시아),북극

소식이 실렸다.주로 국가 간의 약과 쟁,사고,식민지 령 등의 내

용을 소개하 다.한국은 高麗라고 불리며 총 3번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

은 조선 사 단의 만국회의 참석 불가와 미국 방문으로,별도의 “소문”

칸에서는 조선 황제가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일본의 보호국화를 약속을 했

다는 소문이 있음을 언 했다.69) 조선 황제가 군 해산 명령을 내리

자 내란이 일어나 조선인 4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음을 알리며,항

간에는 일본이 조선을 령할 생각이 없으며 단지 조선 정부를 입헌국가

로 바꿀 생각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70)마지막으로 부산-서울 열차

가 복하여 일본인 25명,조선인 9명이 다치고,조선인 3명이 목숨을 잃

었음을 알렸다.71)

“하노이소식”에는 동경의숙 소식과 기타 교육기 의 설립·운 소식,

하노이에 소재한 상 ,학회,연설 소식이 실렸다.“지방소식”에는 하노

이를 제외한 지방 소식을 실었는데 남부 지역 소식도 있었다.하노이에

지부를 둔 신문이지만 베트남 체를 표하는 신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다.“신문사알림”에는 신문사 사정이나 독자 편지를 소개하고 이

에 한 신문사의 입장을 실었고,“ 고,고백”에는 상업 고를 실었다.

“여성의 말”은 여성 독자를 한 연재 칼럼으로 20회 이상 이어졌다.여

성 교육,정략결혼,결혼 지참 문제,일부다처제,미신,자유연애,남성

의 여성 희롱 등 여성에 한 제반 문제를 다루었으며,편집인 응우

반 빈이 여성 가명(다오 티 로안, àoThịLoan)을 빌려 기사를 썼다.

사설 역시 편집인 응우 반 빈이 썼으며, 부분 구습을 비 하고 근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긴 사설의 경우 몇 회로 나눠서 실

기도 했다.

동경의숙의 교외 계몽활동에는 신문발행 외에도 신서보 번역운동

이 있었다.신서 읽기 역시 민지 확장을 한 방안으로 국민 체를

69)『 ngcổtùngbáo』 1907.08.01.(811)

70)『 ngcổtùngbáo』 1907.08.08.(812)

71)『 ngcổtùngbáo』 1907.1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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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교외 교육 방안으로 활용되었다.신서와 신문은 지식을 깨치

고 문명을 달성하기 한 수단으로 함께 강조되었는데,신문·신서읽기모

임이 조직될 정도 다.『등고총보』는 신문·신서읽기회를 소개하며,베

트남에서 단체 조직이 느린 것은 민지가 열리지 않아 민이 어리석고 어

두운 세계에 살기 때문인데,민지를 열고 싶으면 신문과 신서를 많이 읽

어야 한다고 설명했다.5개 마을의 모임을 소개하고,신문을 읽어 지식이

열리고 신서를 읽어 새로운 생각을 하여 문명을 이루자고 주장했다.72)

동경의숙은 외부인들도 책을 빌릴 수 있도록 도서 을 개방하여 일반

인들도 쉽게 책을 할 수 있었다.73)그러나 당시 근 사상을 소개하는

서구와 일본의 책들은 국어로 번역된 후에야 베트남으로 들어왔기 때

문에,읽을 수 있는 신서의 종류와 근성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신서

번역회를 조직하여 더욱 다양한 분야의 책을 국어로 번역하여 민지 확장

을 돕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등고총보』에는 신서번역회와 련하여 1907년 8월 1일 810호부터

1907년 10월 3일 820호까지 총 8회 기사가 있다.810호에서는 곧 있을

신서번역회(Hộidịchsách)의 창간 소식을 알리고,창간 취지와 함께 11

명의 발기인 이름을 제시했다.74)회원은 編輯(biêntập)회원,場譯(chợ

dịch)회원,贊成(tánthành)회원으로 구분되었다.창간 모임이 있고 난

후에는 창간 모임이 있던 날의 소식을 자세히 알렸다.창간 모임에 300

여명이 참석하여, 료 도 반 떰(ỗVnTâm)을 회장으로 선출하고,단

체 규칙을 수정했다는 것이다.회원 가입 황도 알렸는데,지 까지 148

명이 찬성회원,120명이 장역회원,13명이 편집회원으로 등록했으며,다

음달(9월)1일까지 회원 가입을 받는다고 했다.75)번역회는 1,000명의 회

원을 모아 매달 120장 분량의 책 한권을 번역하고 인쇄하여 회원들에게

배부하겠다는 활동 계획을 세웠다.만일 가입한 회원 수가 1,000명이 되

72)『 ngcổtùngbáo』 1907.7.18.(809)

73)DavidGMarr,앞의 책,p.171.

74)교육자가 6명(동경의숙 교장,타이 하(Tháihà)학교장,智知 학교장,사범학

교장,후보학교장,智知 보좌 ),신문 편집인이 2명(大越新報,등고총보), 료

3명( 학사,하노이 독리부 통 ,하노이 시의원)이었다.

75)『 ngcổtùngbáo』 1907.08.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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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번역문의 탁본을 떠놓되 인쇄는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번역하는 책의 종류는 국과 랑스의 책 가운데 자연과학,박물,

화학,수학,기계학,상업 분야에서 수 이 무 높지 않은 책과 유교

서(sáchnho)를 먼 실제에 맞게 번역하고,경제학,정치학 분야의 수

높은 책은 가끔 번역할 것이라고 했다.76)회원 모집이 마감된 후에는 총

400명이 신청서를 냈음을 알렸다.식민 정부에 해서는 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했고,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설

명했다.국가를 신하여 베트남인의 학습을 돕는 단체라는 것이다.77)

이상과 같이 동경의숙 계자들은 『등고총보』를 이용하여 신서번역

회 활동을 리 알렸다.신서번역회가 실제로 번역한 책과 이후의 활동

은 『등고총보』의 폐간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그러나 『등고총보』 796

호부터 총 11번 연재된 “신서소개”에는 『등고총보』 사장 슈나이더가

소유한 인쇄소에서 번역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다.이로 미루어 볼 때 기

인 랑스문학 이해를 한 책과 국 문학책이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78)

이와 같이 신서번역회는 400여 명의 지식인들이 참가하여 국민 체의

민지 확장을 해 노력하 고,신문발행과 함께 동경의숙의 요한 교외

계몽활동이었다.이 게 번역된 신서는 당시 베트남 사회에 강한 향을

끼쳤는데,일본의 명치유신, 국의 무술개 과 이후의 개 운동,러일

쟁의 “승리”에 고무된 베트남의 마지막 사 부 세 는 19세기 후반에 등

장하여 20세기 에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신서”로부터 감

과 착상을 얻어 “구학”을 비 하고 “신학”을 찬양하면서”베트남 개 운

동가로서의 삶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즉,1904년 유신회

의 조직,1905년 이래 동유운동의 개,그리고 1907년 동경의숙의 성립

등과 같은 일련의 베트남 개 운동의 근간에는 “신서”가 발휘한 知的動

力의 社 化에 그 기원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79)

76)『 ngcổtùngbáo』 1907.08.15.(813);『 ngcổtùngbáo』 1907.08.22.(814)

77)『 ngcổtùngbáo』 1907.09.12.(817)

78)“신서소개”코 에서 소개된 책으로는 『海陸格 』,『秋夜旅懷吟』,『佛學捷

解』,『신편필수어휘( 랑스어)』 가 있다.

79)윤 ,앞의 (2011),pp.3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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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義塾의 국민 양성론

1)입헌군주제 구상 속의 국민자격론

동경의숙과 그 계자들은 입헌군주제 형태의 근 국가를 추구하 다.

이는 군주제 통 하에서 당시 이른바 근 문명의 상징으로 인식되던 입

헌제를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그래서인지 동경의숙은 “문명”과 “문

명화”를 매우 시하 고 교육을 통해 궁극 으로 국가의 문명화를 이루

고자 했다.

20세기 동아시아에서 문명은, 기에 처한 개별사회가 집단 주체인

“국민”을 창출하여 개 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국가를 세워나가기 한 목

표이자 방편이었으며,근 국가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기 이었다.즉

국제 계 속에서 근 국민국가의 형성은 다른 근 국민국가와 동

일한 원리를 공유하는 것을 뜻했고,그 원리가 바로 “보편 인 문명”이

었다.80)

개명 지식인들에게,그들의 아버지가 지도자 역할을 맡아 일으켰던

근왕운동과 같은 랑스 정복자들에 한 지식 유학자들의 항의 실패

는 유교주의 원리에 따른 행동이 랑스 지배와 그들이 말하는 “망국”,

“민족멸망”을 일으키는 기에 한 한 답이 아님을 증명했다.베트

남 사회의 변화에 한 새로운 을 형성하는 물결을 설명하기 해,

개 세 들은 자신의 통 밖으로 나가서 서양 유럽과 미국의 문

명을 보게 된다.개 운동가들이 가장 뛰어난 문명 사상가로 생각한 사

람은 허버트 스펜서(HerbertSpencer) 다.개명 지식인에게 스펜서의

사회 다 니즘 이론은 통 사회가 무력하여 랑스의 지배를 받게 된

상황을 강력하게 설명해주었다.81)

80)백 서,「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창작과 비평』

27(4),1999,p.11.

81)Mark Philip Bradley,“Becoming Van Minh:CivilizationalDiscourseand

VisionsoftheSelfinTwentieth-CenturyVietnam”,JournalofWorldHistory,

Vol.15,No.1,2004,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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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지식인들은 랑스가 문명국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지배하게 되

었다고 보고,베트남도 문명국이 된다면 독립 회복은 물론 백인종을 지

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 다.82)그러므로 동경의숙의 교과서와 신문은

문명화를 이루기 한 방법을 설명하 고,교육으로 문명화의 일을 담당

하는 국민을 먼 기르려고 했다.

동경의숙 계자들은 문명을 “명성(美名)”으로,文字,法律,敎育,倫理,

耕梩,制造를 아울러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문명 이 은 野蠻이

고,야만은 개화를 통해 문명이 된다고 했다.문명 이후에는 進步의 속도

나 程度의 높이에 따라 거칠거나 단순한 문명,세련된 문명으로 구분하

다.문명에는 한계가 없어서 완벽한 문명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

다.83) 한 문명과 민지를 因果 계로 악하고,민지의 상태에 따라 野

蠻,半開,文明으로 구분하고 문명을 다시 정 인 문명과 동 인 문명으

로 구분하기도 했다.84)

동경의숙 계자들은 베트남 한 아주 오래 에 개화한 문명국이라

고 보았다.85)그 다면 문명국인 베트남이 다른 문명국 랑스의 지

배를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이는 베트남이 옛것만 추구하며 정 인

상태를 고집하다 유럽과 완 히 달라졌기 때문이다.86)그러므로 문명의

정도를 높여야 독립할 수 있다고 여긴 동경의숙 계자들은 랑스(유

럽),일본, 국을 모델로 삼고 문명화를 추구하며 궁극 으로는 국민국

가를 수립하려고 했다.이들의 국민국가 구상은 국민의 자유·권리 보장

에 을 두는 “국민 형성”내셔 리즘과 료·군 등 국가기구 자체

의 강화에 치 하는 “국가 형성”내셔 리즘으로 나 어볼 수 있다.87)

82)『신정국민독본』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진취성을 갖기 해 노력한다면 백인

세계가 황인의 세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문명신학책』에서는 “황인종인 우

리가 백인종에 뒤질 이유가 없다”(p.182),『신월남』에서는 “황인종의 힘을 기르

기 해 을 죽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 랑스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종이 승리할 것이다”(p.107)고 했다.

8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p.261〜262.

84)「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177.

85)「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60.

86)「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 의 책,p.179;「Tân ínhQuốc

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61;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

앞의 책,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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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식민지라는 특수한 시 상황과 랑스·일본· 국의 향 하에

어떻게 자신들만의 근 국민국가 구상을 제시하고자 했을까.

동경의숙 구성원들이 국가를 보는 시각은 통 사상이나 근 내셔

리즘이 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들은 실에 존재하는 제군주

체제와 랑스 보호령을 부정하고 애국의 상으로 삼지 않았다. 제군

주체제 때문에 “백성은 꼭두각시가 되고 나라가 약해졌으며”88),“외국인

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89)고 주장했고, 랑스 보호령에 해서는 “ 랑

스는 우리나라를 훔쳤”90)으며 “보호라는 두 자로 온 오 주 강국의

을 속이고”,91)“베트남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뜻이 없이 모든 권

리를 차지”92)하고 있다고 비 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주권 회복 이후 수립할 이상 인 국가 체제로 입

헌군주제를 주장했다. 입헌군주제는 국민이 왕을 존경하고 주인으로 삼

더라도 왕의 권한을 제한하여 의회에서 국가 사를 토론하는 체제라고

설명하고,민지가 열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왕에게만 권력이 있는 정치

제도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고 설명했다.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입헌제를 실시하는데,일본이 제제에서 입헌제로 바 는 과정과 입헌

제의 특징을 소개하여 입헌제에 한 인식을 한층 강화시켜 주었다.93)

보이 쩌우가 만든 유신회도 성립 기부터 제군주제를 비 하고 입

헌군주제의 원칙을 지지하 다.94)

그러나 입헌군주체제는 아직 실에 존재하지 않았기에,기존의 제

군주를 애국의 상으로 삼으면서 입헌군주제로의 체제 변화를 주장하

87)최갑수,「서구에서 근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근 국민국가와 민족

문제』,지식산업사,1995.

88)ChươngThâu,「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ông

KinhNgha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

문)』2,NxbHàNội,2010,p.14.

89)「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p.274〜275.

90)「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09.

91)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앞의 책,p.56.

92)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 의 책 p.61.

9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p.274〜275.

94)Nhóm Nhânvntrẻ,『Hỏi áplịchsửviệtnam(베트남 역사 문답)』5,Nxb

TrẻTp.HồChíMinh,2013,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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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기존의 베트남 왕조를 그 로 인정하여 군주를 애국의 상으로

보면서도, 재는 없지만 독립 이후 건설할 새로운 입헌군주체제 한

애국의 상으로 삼은 것이다.명목상이나마 통킹과 안남 지역에 응우

왕조와 그 행정기구가 남아 있었고,군주제 통이 강한 조건이었던 만

큼 군주제를 폐지하는 입헌공화제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되 입헌제를 도입

하는 입헌군주제가 좀 더 실 인 방안이었을 것이다.95)『등고총보』

의 「황제는 여 히 황제이다」는 기사는 군주제 통을 잘 보여주는데,

“황제는 과거에도 존재했고, 재에도 존재하며,미래에도 원히 존재할

것”이며,“ 랑스 식민 정부도 베트남 황제를 폐 할 생각이 없다고 하

면서,군주제는 계속, 원히 존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96) 한 동경의

숙 계자들은 민지의 확장을 우선하 기에,민지 확장 후에 민권을 신

장할 수 있고 공화정체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 공화정체는 미

래의 일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기 내셔 리즘에서 나온 국민국가 구상은 명확한 정치

계획이나 모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이는 기 내셔 리즘이 국이

나 조선과는 달리 완 히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

다.97)삼엄한 식민 정부의 감시 아래 구체 인 정권론은 개될 수 없었

고,국민의 자격을 갖추는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이 있어야 문명화를 이

루며,근 국가도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교육을 통해 국민

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국민은 근 시 왕조 국가에

서 왕의 신하로서 일체성을 갖는 臣民과는 다른 개념이었다.국민은 서

구 근 사상의 향을 받아 만들어진 근 개념으로,국민 국가의 구

성원이며,권리와 의무를 갖는 독립 인 인간을 의미하 다.20세기

에 시작된 유신운동에서 국민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국민의 창출과 국

민국가 구상도 처음 제시되었다.98)

95)유용태·박진우·박태균,『함께읽는 동아시아 근 사』 1,창비,2010,p.206.

96)『 ngcổtùngbáo』 1907.8.22.(814)

97)今井昭夫,앞의 ,p.155.

98)今井昭夫, 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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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국민을 연,언어,지역 등으로 구분했다.먼 국민은 공통

조상을 가지는 자손들의 집합으로 동포라고 보았다.『신정윤리교과서』

는 같은 시조를 갖는 한 종족이 서로 존 하고 사랑하여 하나의 단체로

모여서,시조의 공로와 덕과 도량에 복종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통

단결이라고 설명했다.동포는 피를 나 형제이므로 단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베트남이 홍방 때에 나라를 세운 이후 이민족인

만족과 눙족도 베트남의 도의를 경애하여 귀순하 고,지 은 같은 통

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소수 민족도 같은 연임을 강조했다.99)『국문

습독』에서도 베트남은 세상에 한 민족으로 태어나 4천년이 넘도록 하

나의 나라를 지켜왔다고 설명하면서,같은 조상을 갖는 형과 동생이 모

여 한 일가를 이룬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동종동포임을 강조하고,어떻

게든 내외가 합심하여 하나의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100)

『신정국민독본』도 수 천 만의 가족이 공익을 해 스스로 국가를 만

들었다고 설명하면서,부부가 가족을 만들고,가족이 族群을 만들고,族

이 民群을 만들고,民이 모여서 국가를 만든다고 했다.그러므로 국민은

기본 으로 같은 통을 가진다고 설명하 다.101)

언어에 의한 국민 구분은 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문습독』은 국어는 국가의 혼이므로,국민이라면 구나 국어인 베

트남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102)하나의 국민 국가를 구성하는 국

민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지연성을 강조

하여 당시 베트남 국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산하와 역사를 공

유하는 베트남 국민이라고 보기도 하 다.103)이는 랑스 식민지하에

놓이게 되어 잃어버린 자립과 통킹,안남,코친차이나로 분리된 상황에

서 이제까지 있었던 베트남(응우 왕조의 도를 기 으로)으로 국가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다.104)

99)「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1.

100)「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570.

101)「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53.

102)「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p.566〜567.

103)今井昭夫,앞의 ,pp.164〜165.

104)후루타 모토오,『베트남의 세계사』,개신,2008,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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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민은 태생 으로 타고나는 연이나 언어,지역으로 구분

할 수 있었지만,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해서는 후천 인 교육을 받아

야 한다고 보았다.국민의 자격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국민교육이라고 했

다.『신정국민독본』은 “국가와 나 사이의 계를 명확히 알려주고,사

회에서 개인의 치와 직분을 알게 하며,애국심과 愛群心을 기르고 자

치 능력과 자립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국민교육”이라고

설명했다.105)『신정윤리교과서』는 국민교육은 풍속, 습,역사,정체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며,베트남은 국민의 자격을 훌륭하게 만들기 해

베트남의 기 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06)즉,국민의

자격을 갖추기 한 수단으로 베트남식 국민교육의 실시를 주장한 것이

다.

국민교육은 제도 으로는 의무교육과 보통교육을 주장하 다.『신월

남』은 재산,신분,성별에 상 없이 빠르면 5살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

는 보통교육을 주장하 다.교육에 드는 비용은 조정이나 사회가 부담하

여 가난한 이들도 최소한 등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의 실시를 함께 언 하 다.107)『신정국민독본』은 문명화는

한 사람의 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안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근

거하기 때문에 보통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교육은 본래 정도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을 동등하게 교육시켜 문명 진보를 해 일하도록하기

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다.특히 보 교육을 주장했는데,보 교육이

란 나라 안의 모든 사람을 배우러 가게 만드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즉,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을 포 하는 의미로 보 교육을 사용한 것이다.

보 교육은 소학교부터 실시해야 했다.그 이유는 국민의 계 ·계층 분

화를 막고 국민 모두가 국가의 계획을 이해하게 만들고,인간이 동물과

다른 존재임을 알려주는 인간다움의 기 이며,마을의 번 과 국가의 문

명을 결정짓는 기 이기 때문이다. 국,독일,미국,일본의 를 들어

문명국은 보 교육을 실시하지만 베트남은 그 지 않다고 재차 비 하

105)「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51.

106)「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7.

107)「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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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8)『신정윤리교과서』는 교육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했다.자녀를

사랑하다면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여,교육의 일을 부모와 자식 간의 윤

리로 설명하 다.그러나 동시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愚賢이 국가에

직 인 향을 미친다고 하여,자녀 교육을 국가에 한 의무로 보기

도 했다.도덕인 동시에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국민교육을 강조하고,교

육을 국가에 한 의무로 봤다는 에서 보통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다.109)『등고총보』도 보통교육을 받아야 자신의

의무를 알게 되고,권리를 지키게 되고,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국가의

문명화와 부강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110)

국민교육은 내용면에서는 실업교육,도덕교육, 생·체육교육을 강조

하 다.『신정국민독본』은 나와 국가의 이익을 해 배워야 하는데,

반드시 다음 3가지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을 배워 신체가 건강

해지는 방법을 배우고,살아가는 방법-요리하고 옷을 만들고 산업을

리하는 법-을 배우며,인간이 되고 국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111)『신월남』에서는 도덕교육과 체육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112)『신정윤리교과서』는 배우는 순서에 해 “먼 신

체가 건강하도록 생을 지키고,지혜를 가꾸며,마지막으로 도덕을 연

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13)

국민의 자격 유무는 국민과 신민을 구분하는 기 이 되었다.『신정국

민독본』은 신민은 백성과 같은 의미로 일반 인 호칭이고,국민은 이와

는 달리 특별한 호칭이라고 설명했다.이 게 정의를 내리는 기 은 국

가를 하는 개인의 태도에 있다고 주장했다.국가와 친 한 유 계를

맺고,국가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여 국가의 발 을 돕고,

법률을 수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나랏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국가 안

와 나라 정사에 심을 가지고 국가의 일을 방 하지 않을 때,국민의

108)「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p.282〜283.

109)「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7.

110)『 ngcổtùngbáo』 1907.10.10.(821)

111)「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p.283〜284.

112)「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3.

113)「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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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했다.반 로 국가 의식이 없고 국가가 혼란스럽

든 약하든 알지 못하고 에게 빌붙어 노 생활을 하거나,국가가 무엇

인지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나랏일은 자신과 상 없다고 생각하고,왕

의 다스림을 받기만 하여 자신의 지 와 직분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114)

국민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이유에 해서는 문명국의 기 이기 때문

에 국가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라고 설명했다.『신정국민독

본』은 국민이 국가의 일을 방 하지 않는 것은 문명국을 단하는 기

이라고 했다.문명국이라면 국민들이 나라의 일을 자신의 집안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115)『문명신학책』에서는 유럽과 베트남을 비교하여

유럽은 국가와 민의 계가 아주 하여 국가는 국민 모두의 공동 소

유물이지만 베트남은 그 지 못하다고 비 했다.116)『신정윤리교과서』

는 국민은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회의 쇠락과 번 에 책임을 져야한다

고 주장하 다.베트남의 백성들은 지 까지 자신의 지 가 무엇인지 자

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조 도 민기가 기운찬 이 없었

고 그래서 나라는 약해졌다고 주장했다.세계 생존 경쟁에서 국가를 보

호하고 싶다면 국가에 한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

다.117)『신정국민독본』에서도 국가의 몸은 국민이므로,국민이 강해야

국가가 번 하며 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가는 스스로

강하거나 약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118)

한 국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국가를 잃었다고 보고,주권을 회

복하기 해 국민의 자격을 갖출 것을 주장하 다.『월남망국사』는 나

라의 문무 리들이 국사에 심을 두지 않고 향락과 안일만 추구하여

그간에 썩은 정사가 쌓 다고 했다.이 가운데 제일 비열한 자는

백성들이 말도 못하게 압제하여,나라일 의논에 백성들은 탄식만 할 뿐

이라고 했다.만일 베트남이 군정을 닦고 민권을 일으켜 군신상하가 정

114)「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p.263〜264.

115)「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63.

116)「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181.

117)「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14.

118)「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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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차리고 잘 다스리기를 도모하 다면 나라일이 잘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119)『신정국민독본』도 국가의 쇠약은 운명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정사와 무능한 국민 탓이라고 하여,존군경민의 태도가 베트남을 쇠락하

게 만들었다고 주장하 다.120)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는 권리와 책임이 따랐다.개명 지식인들은 민

지의 확장을 민권의 제로 봤기 때문에,당시 논의된 민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 이었다.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지 않았고,의무를 강조하

으며,국가에 종속된 모습이었다.이는 국민 자체에 주목하여 인권의 실

을 해 민권을 제창한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민권을 제창했기 때문이다.국민과 국가를 운명 공동체로 묶어 국민이

강하면 국가도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생존 경쟁의 주체를 국가로 본

것이다.따라서 국가의 존립 내지 권리를 해 국민 개인의 권리나 이익

은 제약되고 포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무엇보다 국가의 문명화와

국권 회복이 우선이었고,민권은 식민지 국가를 벗어난 이후 독립 국가

에서 민지가 확장된 후에 논의할 것이었다.『등고총보』는 베트남 사람

들은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당하지 않다고 하면

서,교육을 통해 먼 권리와 의무에 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21)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교육권,고소권,납세 의무,병역 의무,법률

수 의무를 국민의 자격과 련지어 설명하 다.『신정윤리교과서』는

교육권을 “부모의 일반 인 사랑이자 국가에 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법률 수 의무는 “국가에 한 국민의 첫 번째 의무는 법률을 수하

는 것이다.국민이 법률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은 민지 정도에 따라

다르다.문명국의 국민과만 법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법

률 수 의무는 문명국이 된 후에 지킬 수 있는 미래 의무로 설정한 것

이다.병역 의무는 “국가가 평안하길 바란다면 국민들은 군 에 가지 않

으면 안 된다.이는 가장 요한 의무”라고 설명했다.납세 의무는 “국민

은 즐겁게 납세하여 본분을 지켜야 한다.법률로 정해진 일상 인 세

119)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앞의 책,pp.34〜35.

120)「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73.

121)『 ngcổtùngbáo』 1907.04.1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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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특별히 매겨진 세 의 경우 국민은 그 이

유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122)『신정국민독본』도 법률 수와 납

세의 일은 우리 국민들이 조 만 지식이 있으면 알만한 일이라고 설명

하며,“법률이 일단 정해지면 따라야지 법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어

겨서는 안 된다. 한 한 사람이라도 법률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세

이 없으면 국가가 일을 해결 할 수 없으므로 국가에는 과세권이 있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고소권은 “억울한 일을 당

한 국민은 고소를 할 수 있고,국가는 보호해 책임이 있으니 이것은

국민과 국가 사이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설명했다.123)

가장 핵심 인 권리인 참정권은 소극 인 참정권과 극 인 참정권

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나 어졌다.소극 인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일

에 심을 가지고 법률·정치의 의의를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극

인 참정권은 선거권을 포함하여 정치 인 문제를 결정할 권한을 국민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소극 인 참정권은 『신정국민독본』에서 찾아

볼 수 있다.『신정국민독본』은 “서양의 국민들은 정사를 반박할 권리

가 있으니 이를 정치권이라고 한다.국가를 배신한 사람에게는 정치권을

빼앗고 더 이상 국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베트남인들에게는 정치권이

없다.그런데도 베트남 사람들을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그 다.

본국의 법률을 수하고 동포를 사랑하고 국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

긴다면 국민이라고 부를 수 있다”124)고 하여 “우리 국민들은 비록 정치

를 의논할 책임은 없지만 국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치의 의의를 몰

라서는 안된다”며 소극 인 참정권을 주장하 다.125)

극 인 참정권은 문명화된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었

다.『신정국민독본』은 “문명국은 민지가 개화되어 국민은 나라 일에

참가할 의식을 가진다. 한 국민들은 의원이 되어 나라 일을 토론할 능

력이 가지며,지방 정무를 해결하기 해 지방자치제를 세울 능력을 가

122)「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p.15〜17.

12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p.291〜292.

124)「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64.

125)「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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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했다.126)『문명신학책』은 유럽인들은 정권을 조직하고 의원을

선출하고,무슨 일이든 시행하기 에 회의를 열어 아침에 고친 것이라

도 진리와 상황에 맞게 오후에 다시 고치지만 베트남은 그 지 않다고

비 했다.127)『신월남』은 “문명화 이후 국가의 운명은 인민의 손에 달

리게 된다.수도 한 가운데 의회를 세워 모든 정치 인 문제를 인민이

직 결정하게 될 것이다.신분,재산,나이에 상 없이 국민이라면 구

나 선거권을 가지며,정치 체제를 결정할 무한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통치자의 잘못이나 료의 권력남용 등 공의에 따르지 않은 행동은 의

회에서 국민의 리자들에 의해 처벌받거나 질책 받을 것”이라고 했

다.128)

선거권을 포함한 극 인 참정권을 미래 권리로 간주했지만, 랑스

의 식민 지배 하에서 제한 인 선거권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신정국

민독본』은 “의원 선거는 국가가 새롭게 리하는 일이다.국가는 법률

로 국민에게 정사를 반론할 수 있도록 공개 인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결정하는 선거권을 보장했다.국민들은 국가의 요구에 응답하여 국민을

표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등고총보』는 의원 선거 일

정을 알리고,선거를 독려하는 이 기사로 실리기도 했다.그러나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하노이 시의원 선거는 16명의 시의원 4명의 베트남인

의원을 뽑는 선거로,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고 세 을 15

동 이상 내는 21세 이상의 남자에 제한되었다.피선거권 한 하거

나 큰 장사를 하거나 재산이 많은 27세 이상의 남성에 한정하 다.게다

가 시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 실시되었으므로 실제로 선거권을 가진 사

람도 선거권을 행사할 기회는 드물었다.129) 한 식민 정권의 감시와 조

정 아래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의회는 실질 인 힘이 없었다.선

거로 뽑힌 사람들은 베트남 인민들을 변하지 못했고,식민 정권의 꼭

두각시 노릇을 했다.그러므로 식민 지배를 받는 베트남에서 선거권을

126)「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80.

127)「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앞의 책,pp.180〜181.

128)「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08.

129)『 ngcổtùngbáo』 1907.4.25.(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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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극 인 참정권은 미래의 권리로 간주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 은 법률이나

제도의 정비보다는 개인의 인성과 소양 변화에 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실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신정국민독본』은 “구습을 바꾸는

일의 어려움에 해 여러 번 얘기한 이유는 정치 변화의 기 가 되도록

사람들의 성격과 습 을 바꾸기 해서이다.사람들의 성격과 풍속을 바

꾸는 일은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130)국민의 자격에 해당

하는 국가에 한 소속감과 애착감 가지기,정치와 법률의 의의 알기,

법률 수와 납세·병역 의무 다하기는 개인의 성격과 습 을 바꾸면 될

것이고,참정권과 같은 극 인 민권은 국민의 자격을 갖춘 후에 리

게 될 것이므로,국민교육을 통한 개인의 인성 변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 다면 국민교육을 통해 기르려고 했던 국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애국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애국 인간 양성 교육 의 특

징은 랑스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나온 실 인 요구 다는

이다.국권이 빼앗기는 것을 목도한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베트남의

황과 미래에 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망국을 인식하고

민족 멸망의 기를 인식한 그들은 주권을 회복하기 해 “모든 교과서

는 애국심 권려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131)“베트남은 4천

년 부터 역사가 시작되었고”,“다른 나라의 노 가 된 은 결코 없

기”때문에,이 을 생각하면 “존왕애국 정신을 억 를 수 없다”는 것

이다.132)

한 경쟁 단 를 국가로 보고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해서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는 사회진화론의 향을 받아 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한 애국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다.133)문명국 건설에 필요한 애국 인간

을 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오늘날 세계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조국

을 보호하기 해서는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이 때 가장 요한

130)「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82.

131)「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4.

132)「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5.

133)MarkPhilipBradley,앞의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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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존왕애국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134)“충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국

가가 부강”해지므로,“국민교육은 국민에게 충의로움과 과감함을 배양”

해야 했다.135)

이러한 애국심의 강조는 오랜 외침에 항해 온 베트남 역사에서 유래

한 통 인 사상이기도 했다. 국의 오랜 지배와 잦은 침입에 항하

여 향 공동체를 지킨 역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애국심을

배양했다.동경의숙 구성원들이 주장한 애국심은 효와 충을 분리하지 않

고,효와 충을 윤리의 기본으로 보며,충은 왕에 한 충성과 국가에

한 희생을 모두 의미했던 통 유교 윤리 사상과 닮아있었다.교과서에

서 충의로움은 애국심으로 표 이 바 었지만,의미는 결코 다르지 않았

다.애국은 여 히 충의로움,존왕애국을 의미했고,충과 효는 분리되지

않았다.

『신정국민독본』은 “충의로운 국민은 왕이 토를 보호해 달라고 부

탁하거나 국가에 외침이 생기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자신의 안 만을 해 도망가는 사람은 불충하고 불의하며 큰 창피

를 입을 것이다.국가를 해 희생하는 것만큼 명 로운 일은 없으며 죽

어도 부모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136)『신정윤리교과서』는

“충과 효는 하나이지 둘로 나뉘지 않는다.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부모님

께 효도하는 길이고,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효 에서도 조국을 해 목숨을 버리는 살신성인은 大孝이다.완 한

효도란 안으로는 지혜를 기르고 덕을 쌓고 가정의 번 을 해 힘쓰며

밖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 을 도와 다시 부모를 명 롭게 하는 일이

다.충과 효는 100년 품행의 근본이자 수 만 가지 좋은 것의 기 이다.

매일의 모든 일이 충효의 범 를 벗어나지 않는다.나라의 번 과 쇠락,

사회의 진보와 낙후,개인과 가족의 명 와 불명 까지도 충효에 달려있

다”고 했다.137)

134)「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14.

135)「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51.

136)「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68.

137)「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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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교육을 통해 애국 인 인간을 기르려고 한 것은 당시 사회의

일반 인 요구 지만,애국의 방법과 상에 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다.동경의숙에서 애국은 무력을 통한 즉각 인 독립 쟁취 방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랑스의 식민 지배 안에서 실력을 갖춰서 후일을 도

모하는 개량 이고 소극 인 방법을 추구했다.이는 동경의숙이 식민

기 항불 무장 투쟁이 실패하면서 나온 합법 이고 개량 인 교육개 운

동이었기 때문이다.물론 동경의숙 안에는 더욱 극 인 투쟁을 강조하

는 세력도 있었다.그들은 동경의숙에 근 과목으로 체육교육이 설치되

자 이를 학생들에게 복싱과 무기 사용을 훈련시키는 발 으로 해석하

다.그러나 명 투쟁을 강조하는 세력은 동경의숙 내에서도 소수

다.138) 명 투쟁을 주장하는 일은 랑스 식민 정부의 즉각 인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동경의숙에서 주장한 애국은 주로 학생 개인의 도덕성 수양인 애국심

고양을 의미했다.주권 회복을 한 극 인 행동이 아니라 애국 소

양을 가진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이들은 애국이란 국가

가 기에 빠져 약해졌을 때 국가의 을 기원하고,국가의 일이 힘들

더라도 꺼리지 않으며 비록 집이 산하더라도 감내하는 마음을 이르며,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며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는 마음이며,어디

에 있든 서로 사랑하고 성심으로 선조들을 명 롭게 하는 마음이라고 설

명했다.139)

애국 행동으로 제시한 것도 어디까지나 개량에 방 이 있었다.

“진정한 애국은 행동으로 증명해야지,행동하지 않고 말만하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도, 랑스에 한 직 인 투쟁을

권하지 않았다.140)진실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라의 세력 확장

을 돕는 용기를 갖고,자립정신을 기르며,재능과 잠재성을 발휘하여 한

톨의 자원도 낭비하지 않으며,진취 인 정신과 자강 정신을 가지고,윤

상도리 가운데 좋은 것을 보존하고,국어를 배우라고 하면서 개량 인

138)Vũ ứcBằng,앞의 ,pp.73〜75.

139)「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p.568〜569.

140)「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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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제시하 다.141)

애국 인 인간은 주권 회복이라는 실 인 요구 외에도 국가 번 과

사회 진보를 결정하는 기 이 되기 때문에 그 요성이 더욱 강조되었

다.국민의 자격을 별하는 기 이 되기도 했으며,나아가 인간의 본성

이며,길러야 할 도덕 소양이며,지켜야 할 법률이라고도 했다.

『신월남』은 모든 교과서는 애국심을 권려하고,상호 신뢰와 사랑을 배

양하고,민지를 열고,민권을 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매일 천 걸음 씩 진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42)『신정국민독

본』은 충의로운 사람이 많아야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주장했다. 한 부

모님을 사랑하는 일과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비 했다.143)『신정윤

리교과서』는 문명국이 되기 해 존왕애국 정신이 필요하며,충은 매일

의 모든 일,나라의 번 과 쇠락,사회의 진보와 낙후,개인과 가족의 명

와 불명 까지 모두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 효와 충은 하나로,

요한 도덕일 뿐만 아니라 강화해야 할 법률이기 때문에,도덕 법 차

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했다.144)『국문습독』은 “한밤 에

꾸는 꿈에서도 애국심이 달라지지 않으니,어디에 있든지 애국심이 있어

야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여 애국심을 국민의 기본 소양으로 보았다.145)

애국심을 배양하는 상에는 성별이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이는

동경의숙의 교육 상에 남녀노소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개명 지식인들에게 부족했던 실 인식은 주권 회복 이후 설립

할 국가에 한 계획 부재로 나타났고,그 결과 애국심 고양 상을 명

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랑스 식민 정부가 인도차이나라는 하나의 연

방으로 묶은 라오스인과 캄보디아인들을 포함할 것인지,산악 민족을 포

함한 50여개가 넘는 소수민족을 포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이는

주권 회복 후 설립할 국가의 구체 인 모습에 따라 달라질 것이었다.

141)「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67.

142)「TheNew Vietnam(신월남)」, 의 책,p.114.

14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266.

144)「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20.

145)「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 의 책,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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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동경의숙은 국민교육을 통해 愛群하는 인간을 기르려고 했

다.애군하는 인간 양성 교육 은 국 근 사상의 향을 받았다.동

경의숙 교과서에서 애군은 흔히 合群,合團과 混用되었다.합군론은

국에서 1895년에 처음 제기되었고 변법 가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각종

단체를 결성하는 합군운동을 개하 다고 알려져 있다.146) 국의 합군

론은 베트남에서는 주로 愛群으로 소개되어 구국의 방법으로 리 퍼졌

다.愛群은 베트남 역사에서 유래한 통 사상이기도 했다.『신정국민

독본』은 한 계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애군이 생

긴다고 설명하면서,베트남은 오래 부터 가족,이웃,소집단끼리 모이기

를 잘해왔다고 설명했다.147)베트남은 통시 부터 뜻이 맞는 사람들끼

리 단결과 상부상조하려는 의도에서 여러 단체를 조직했다.동족 계이

거나 같은 마을에 거주하거나 제사와 같은 신앙 계 등으로 조직된 甲,

한 지역에서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조직한 坊,업종을 제한하

지 않고 상부상조할 목 으로 만든 百藝 등 여러 단체를 조직하고 운

한 경험이 있었다.그러므로 근 인 합군론이 도입되자 통 사상에

기반하여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애군론은 국에서와 같이 합군을 잘 할수록 진보한다는 善群進化論

의 믿음 하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 필요에서 나왔다. 직에

실망하고 과거의 방식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동경의숙 구성원들은 주

권 회복과 조국의 문명화를 이루는데 민의를 모으고 민심을 결집하기

한 교육단체,상회,공회,여성회,독립운동단체 등의 근 단체 결

성과 愛群 인 인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단체가 있어야 우리가 있

으니,단체는 요하며 우리는 미천하다.단체의 이익이 안 하면 우리

의 권리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148)“단결하지 않으면 어떤 힘도 발휘

할 수 없고, 력하지 않으면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으므로”,“합단해서

지식과 자원을 모아 생사의 길을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149)단체를

146)유용태,「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1901-1919」,『東洋史學硏究』

101,東洋史學 ,2007,p.253.

147)「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254.

148)「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571.

149)「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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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의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해서이

며,“조국을 보호하기 해서”라고 했다.150)“범인들은 서로 단결하지

않으면 생존경쟁을 살아남을 수 없기”때문이다.151)“문명화의 길”을 따

르기 해 합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152)

단체는 마을 단 ,직업 단 ,국가 단 등 여러 단 로 형성할 수

있었지만,애군의 상으로 삼은 단 는 국가 사회 단 다.『신정국

민독본』은 사회의 團結之力의 厚薄은 애군심의 厚薄에 따라 결정된다

고 주장했다.153)사회의 단결과 애군심을 연결 지으면서,사회를 애군의

상으로 본 것이다.『신정윤리교과서』는 다양한 범 의 단체가 있다

고 하면서, 로는 同事共業과 大로는 사회가 있다고 설명했다.154)그러

나 통에 의한 단결만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여 국가로의 합군을 강

조하 다.155)

애군하는 방법으로는 애군심을 기르는 도덕 수양과 실제로 단체를

구성하여 행동하는 실천이 있었다.그러므로 교육은 애군심을 기르는 방

법과 단체를 조직하는 략 안내에 이 맞춰졌다.먼 애군심을 기

르기 한 수양 방법으로는 공의,공덕,박애,신뢰,爭先,立信,存恕를

주장하 다.『신월남』은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애군하다면 랑스 사

람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156)『신정국민독본』

은 爭先,博愛,立信,存恕를 들었다.쟁선은 사회의 발 을 해 서로

앞서 나가기를 경쟁하는 것이고,박애는 아이,노인,장애인,병든 자,아

둔한 자를 해서 공익에 자신의 돈과 힘을 사용하는 것이며,입신은 거

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 신의를 지키는 것이고,존서는 다른 사

람의 이익과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57)『신정윤

리교과서』는 해로운 말로 겁을 주거나 계약으로 묶어두는 단결은 진짜

150)「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1.

151)「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14.

152)『 ngcổtùngbáo』 1907.10.10.(821)

153)「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의 책,pp.253〜254.

154)「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34.

155)「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11.

156)「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p.119〜120.

157)「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p.25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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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오래 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公義와 公德을 지켜야 한다

고 주장하 다.공의는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로 공의를 가진 사람은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공의에는 타인의 생명,재산,명 를 더

럽히지 않는 행동이 포함되었다.공덕은 개인 간에 지켜야 할 도덕으로,

타인을 좋게 하는 것을 극 인 공덕이라 설명했다.공덕은 박애하

고,공익을 실천하고, 의를 지키는 행동을 포함했다.158)『국문습독』

은 합단하기 해 남에게 의지하거나 욕심내지 않아야 하며,작은 이익

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구해야 하고,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아야 하

며,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매일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

다.159)

실제로 단체를 조직하는 일에 해서는 보이 쩌우가 1905년 8월

하 띤 성에서 동지들에게 민 합군을 연습하기 해 농회,상회,학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한 일이 있다.『국문습독』의 “합단시”는 보이

쩌우가 쓴 시문으로 1910년 태국에서 “애군”으로 제호를 바꾸어 재간되

었다.이 시에서 보이 쩌우는 국민들이 산산이 흩여져서 고립되니 마

음이 아 다고 고백했다.단체는 닳지 않는 돌,무 지지 않는 성,변하

지 않는 산과 같으므로,비바람을 만났다고 해도 하게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 다.단체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있으므로,단체는

하고,우리는 경하니,합단을 서로 권해야 한다는 것이다.160)

단체를 조직하는 략에 해서는 『등고총보』의 “합군”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161) 랑스, 국과 비교하여 베트남 합군의 특징

을 설명하고 합군을 한 략을 제시했다.“요즘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합군을 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는 서두는 당시 사회

에서 합군이란 말이 리 사용되었음을 의미했다.합군은 세계 어디

에든 있는 말이지만 랑스, 국,베트남에서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

된다고 설명했다. 랑스에서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의견을 실행하기

158)「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의 책,pp.34〜38.

159)「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p.570〜571.

160)「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 의 책,pp.570〜571.

161)『 ngcổtùngbáo』 1907.10.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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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로 모이는 것을 의미했다. 국에서는 윗사람의 의견에 따라 도

을 막고 치안을 보호하기 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했다.베

트남에서는 동 ,동향,동업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해 모이는 것을 의

미했다. 랑스에서는 단체를 만들면 뜻이 맞는 사람은 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고,들어온 사람은 자신의 돈과 노력을 기울여 단체의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단체에 속한 사람은 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했다. 랑스는 나라 자

체가 하나의 큰 단체인데,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리며 자

신의 본분을 지킨다고 설명했다.국가는 법률과 군 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며,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만든다고 했다.베트남에는

단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투는 모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문명화의 길을 가기 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존 하는 랑

스식 합군 략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합군론은 동경의숙 내의 논의로만 그치지 않았다.실제로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했는데,합군론의 두 이후

새롭게 구성된 단체의 이름은 『등고총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등고

총보』의 알림란에는 국 각지에서 결성된 단체의 이름과 소식이 공지

되었다.이들 단체는 학교 설립 활동과 교외 계몽 활동을 벌인 교육단

체,사회구제단체,상업단체,인권단체로 구분할 수 있다.162)이 인권

단체인 人權兵域 (Hộibinhvựcnhânquyền)는 논의만 있고 실제로는

설립되지 않았다.이는 랑스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꾸리려고 했으나

랑스 사람들이 거부하자 베트남 사람들이 단체 조직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해 『등고총보』는 랑스 사람들이 모임을 따로 만들라고 한

단체명

교육단체 智知 (HộiTrítri),智新學 (Tritànhọchội),매림의숙회,옥천의숙회

사회구제

단체

신서번역회,신문·신서읽기회(Hộixem báovà ọctânthư),일본어학습회(Hội

họccódanhtiếngnhâtxứbắcKỳ), 랑스유학후원회(Hộidúp ỡnhững

ngượiAnnam ihọctrunghọcdạihọcvàkỹhọc)

상업단체
흉작보험회(Hộibảohiểm mấtmùa),消防 (HộiCứu cháy),合善 (Hộihợp

thiện),여성자선회(Hộituyền ànbà)

인권단체 人權兵域 (Hộibinhvựcnhânquyền)

162)『등고총보』에서 확인한 단체의 이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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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베트남인의 수가 훨씬 많아 평등에 어 났기 때문인데,이를 이해

하지 못한 베트남 사람들은 인권의 핵심인 평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라면서,인권과 의무를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단체를 조직하라고 조언했

다.163)

이 단체들이 합군론 이 의 통 인 단체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다음

과 같다.첫째,이익을 좇거나 서로 다투지 않았다.이는 『등고총보』에

서 단체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다.『등고총보』는 통

단체인 孝 (HộiHiếu),同門 (Hội ồngmôn),錢箔 (HộiTiềnbạc),

百工 (HộiBáchcông),斯文 (HộiTưvan),紳毫 (HộiThànhào)를

비 하면서 단지 외형을 장 하게 꾸며 천하에 체면을 얻기 해 꾸며

낸 모임이며,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들끼리 다툰다고 비난했

다. 통시 에도 합군할 알았지만,합군한 후에는 서로 힘을 겨루기

만 해서 어떤 것도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164)신서번역회에 해

서는 어떤 명 나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 단체라고 설명했다.165)매림의

숙회는 개교식 연설문에서 공익을 한 모임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소방회는 平等愛群의 뜻을 밝히기 해 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고했다.즉,근 단체들은 통 단체와의 구별을 공익을 강조하고,회

원들 간의 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냈다.

둘째,운 방식의 민주성이다. 랑스유학후원회의 경우 20살 이상이

면 구나 가입할 수 있었고,회원의 가입과 탈퇴 여부는 회원들이 투표

로 결정했다. 산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治事 同(Hội

ồngtrisự)에서 했는데,치사회동의 구성원은 3년에 1번 회원들이 직

비 투표로 결정했고,1/3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투표했다.치사회동

은 구성원 1/2이상이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었고 모든 일은 투표로 결

정했다.치사회동에는 직역을 맞지 않은 회원도 참여할 수 있었지만 투

표권은 가지지 못했다.단체의 자 은 공동재산이었으며,단체 해산 시

치사회동이 처분하되, 회동을 열어 기부할 곳을 함께 정했다.단체의

163)『 ngcổtùngbáo』 1907.04.11.(795)

164)『 ngcổtùngbáo』 1907.10.10.(821)

165)『 ngcổtùngbáo』 1907.10.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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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을 맡은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회원 등 에 따라 최소 6동

에서 최고 100동을 회비로 냈다.일 년에 한번 회동을 열어 치사회동

의 사업을 검했고,다음해 지출 계획안을 승인했다.39개항의 회칙은

신문을 통해 여러 번 사람들에게 공고되었고,공론에 따라 여러 차례 수

정되었다.166)신서번역회도 지면을 통해 회칙을 공고하고 공론에 따라

회칙을 수정했다.즉,이 새로운 단체들은 회원 가입에 자격을 두지 않

아 베트남 사람이면 구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했고,모든 일은

투표로 결정했다.회칙은 여러 번 공고하여 사람들에게 리 알렸고,단

체의 직역을 맡은 사람은 매년 혹은 3년에 한 번씩 비 투표로 다시 뽑

았다.167)이러한 민주 인 운 방식은 통 인 단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셋째,한 지역,한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단 나 국이 연계되

는 방식으로 조직이 확 되었다. 랑스유학후원회의 경우 하노이에 정

회를 두고 국 각 省,社에 지부를 설치하 는데 랑스 리에도 지부

가 있었다. 한 어느 곳이든 회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지부로 만들었

다.168)흉작보험회 한 5개성에서 조직되어 국 각 에 지부를 두었

는데, 지부회의 회장이 省 正 의 회원으로 참석했다. 단 의 회

의는 한 달에 1번 개최되었으며,이를 수렴하여 성 정회에 제출했다.5

개성의 흉작보험회는 최종 으로 앙 정부의 지원과 감독을 받았는데,

이로써 국가 단 의 조직이 되었다.169)신문·신서읽기회는 5개 마을에서

조직되었는데,국가 단 로 단체를 확 할 것을 주장하 다.170)신서번역

회는 북부 지역에서 1,000명의 회원 모집을 목표로 삼았는데,이는 남부

지역의 경우 책을 번역하는 부이 꽝 에우(BùiQuangChiêu)가 있었기

때문이다.여러 성에서 300명이 회원으로 등록했으며,300명 모두가 참

가하는 회동을 가졌는데,이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171)

166)『 ngcổtùng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7)『 ngcổtùng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8)『 ngcổtùngbáo』 1907.03.24.(등고총보 附章)

169)『 ngcổtùngbáo』 1907.04.11.(795)

170)『 ngcổtùngbáo』 1907.07.18.(809)

171)『 ngcổtùngbáo』 1907.08.0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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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국가정부와 긴 한 계를 맺고 있었다.이들 단체를 국가 단

로 묶은 것은 랑스 식민 정부 다.식민지 실 하에서 단체의 조직과

운 에는 식민 정부의 허락이 필요했다.국가의 허락을 받은 단체인 시

단체가 되어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합법 으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흉작보험회의 경우 회장은 물론 자 리의 일까지 랑스

인 리에게 맡겼는데,『등고총보』는 이에 해 “베트남 사람들이 합

단에 서투르고 단체를 꾸려갈 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언제

든 비가 되면 베트남 사람에게 맡길 것이라고 했다.172)신서번역회도

자신들이 결코 다른 일을 모의하거나 국가와 반 되는 뜻을 가지고 있

지 않다고 설명하며,식민 정부와 친 한 계를 가지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은 주로 부유한 자산가 계층만 참여할 수 있었

다는 한계가 있었다.매년 회비를 내야했고,회원의 자격이 부호에게만

한정된 단체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단체의 설립자나 구성원이 부분

리로 식민 정부와 긴 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정치단체의 조직

이나 단체 안에서 정치 문제를 토론할 수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다.

2)여성국민 양성론

국민의 자격을 갖춘 인간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인 여성에

해서도 주목하기 시작했다.여성 문제는 20세기 개명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 주목 받았는데,그들은 여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는 유교

념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식하여 여

성도 국민교육을 받을 것을 주장하 다. 보이 쩌우는 여성의 지 에

해 구보다도 심을 가진 선도 인 인물이다.그는 역사 속의 여성

웅인 쯩(Trưng)자매에 한 을 써서 앞으로 있을 반식민 투쟁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했다.여성은 사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유교 념에

서 벗어나 여성 한 애국심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주장하 다.173)이후

172)『 ngcổtùngbáo』 1907.04.11.(795)

173)DavidG Marr,“The1920sWomen'sRightsDebatesinVietnam”,Journal

ofAsianStudies,35:3(1976:May),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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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쩌우는 1926년에 「男國民 知」와 함께 「女國民 知」를 집

필하여 여성을 국민론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켰다.174)

개명 지식인들이 처음 주목한 여성 문제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확

산되기 시작했다.1907년 『등고총보』를 시작으로,1913년 『동양잡

지』,1915년 『 북신문』에서 여성 문제를 다룬 연재 칼럼이 있었다.

1920년 에는 “여성과 사회”가 요한 이슈 의 하나가 되었다.이를

내용으로 다룬 수백 권의 책과 팜 렛,기사들이 국에서 발행되었다.

1926년에는 베트남 최 의 여성 단체인 가사연구회가 후에에서 결성되

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요 도시마다 지부가 설치될 정도로 성장하

다.1929년 여성 週報 『婦女新聞』의 간행은 여성 문제에 한

인식을 한 단계 높 다.1930년 설립된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남녀평등을

실 하기 한 투쟁을 명의 10 업무로 삼으면서 女權은 국가의 공

식 인 목소리가 되었다.175)

20세기 개명 지식인들이 베트남의 독립과 근 화를 해 일하기

로 결심했을 때 여성 한 애국 운동에 참여시켜야 했다.그리하여 여성

도 국가 조직의 일부이며 국민이라고 주장하고,독립 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해외 서』에서는 여성을 구국 운동을 담당할 사

회 집단의 하나라고 주장했다.176)『국문습독』도 “일본과 미국에서는

부인과 소녀들도 한 마음으로 애국의 일을 도와 여성 가운데서도 웅

호걸이 생기지만,우리나라만이 이를 이상하게 여긴다”고 하여 여성

한 애국 운동에 나설 것을 주장하 다.177)『신월남』은 “경제 여러 분

야에서 여성을 고용하면 여성은 남성만큼 국가를 해 사할 것이고,

여성의 자존감과 엄은 남성의 것과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178)

『등고총보』는 “쯩 자매의 설을 근거로 베트남의 미래는 여자의 손

174)今井昭夫,앞의 ,p.176.

175)DavidGMarr, 의 ,p.371.

176)ChươngThâu,「Hảingoạihuyếtthư(해외 서)」,『 ôngKinhNghaThục

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2,NxbHà

Nội,2010,pp.466〜468.

177)「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576.

178)「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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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여성은 결코 무식하거나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하 다.179)

그러나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이며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로 제한하여

보는 시각도 여 히 존재했다.『신월남』은 여성을 “아이를 가르치는

문 교육가,남편의 순종 인 부인,군인을 돕는 유용한 보조자,문학과

시에 능한 존재”라고 설명하 다.180)『신정윤리교과서』는 “남편은 부

인을 해 생계를 책임지고 부인은 남편을 해 집안일을 맡아야 한다”

고 주장하 다.181)『등고총보』는 여성을 남성의 일을 돕는 보조자로

보고,“여성들이여,옛날 쯩 자매는 힘들게 나라를 구했지만 만일 지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때보다 훨씬 쉽게 구할 수 있다.어떤 재능

이나 힘도 필요하지 않다.배고 다며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이 일어서도

록 돕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182) 한 랑썬의 여교사가 여학생들을

해 집필한 윤리 교과서에는 5가지 주제가 있었는데,“집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른다,결혼 후에는 남편을 따른다,임신을 한다,첩과 하인과

가족들을 돌본다,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가 그 내용이었다.183)

그러나 여성을 국민으로 인식한 쪽이든 남성의 보조자로 인식한 쪽이

든 모두 여성 교육을 강조하 다. 근 시 여성은 교육을 받지 않았

다.“여자는 가르치기 어렵다”는 공자의 말에 따라 여성은 성 의 말

을 배울 자질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여성은 자애로운 어머니,

훌륭한 아내가 되기 한 工,容, ,行의 4덕을 집안에서 배웠으며,어

머니가 직 아이를 가르쳤다. 랑스 식민 시 에도 극히 소수의 여성

만 제도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1887년 Dumoutier의 보고서에 따르

면,북부 지방에는 여자 소학교가 4곳-하노이 2,하이 1,남딩 1곳-이

있었다.학생 부분은 랑스인이었고 베트남 여학생은 약 30명이었

179)『 ngcổtùngbáo』 1907.07.18.(809)

180)「TheNew Vietnam(신월남)」, 의 책,p.114.

181)『 ngcổtùngbáo』 1907.04.11.(795)

182)『 ngcổtùngbáo』 1907.04.11.(795)

183)GeorgeDutton,Advertising,Modernity,andConsumerCultureinColonial

Vietnam,TheReinventionofDistinction-ModernityandtheMiddleClassin

UrbanVietnam,Dordrecht;New York:Springer,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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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84)이에 개명 지식인들은 동경의숙에 여학생반을 만들어 여성도

학생으로 받아들 다.여학생들에게 역사,문화,정치 수업에 참여할 것

을 격려하 다.수업 시간에는 역사 속의 여성 웅인 쯩 자매의 설을

얘기해주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 다.여성도 학교 운 에 참여

할 수 있었는데,국어를 가르친 응우 티 지엠(NguyễnThịDiễm)과

랑스어를 가르친 르엉 티 띤(LươngThịTín)이 여성 교사 다.동경

의숙 계자들의 자식과 손자들의 증언을 토 로 1956년 『동경의숙』

책을 편 응우 히엔 (NguyễnHiếnLê)는 1907년 3월 처음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두 반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학생반,다른 하나는 여학생

반으로 모두 합쳐 70명이 되었다고 하면서,“그 당시 여학생반을 여는

것은 커다란 개 이었다.교사들은 남존여비 사상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여성들이 사회에서 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며 새로운 인생 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다”고 회고했다.185)

동경의숙의 여성 교육에는 많은 여성들이 호응했는데,『등고총보』는

남 딘에서 올라온 2명의 여성을 소개하 다.이들이 동경의숙에 와서

“우리는 동경의숙에서 여학을 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터 우리도

이 일을 걱정하 지만 여자의 신분으로 학교를 여는 모임을 갖기가 힘

들었습니다.동경의숙에서 일하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다른 10명의 여성들과 함께 동경의숙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습니

다.우리는 랑스어,한자,여공업에 능하니 동경의숙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186)

여성 교육 문제는 동경의숙의 교과서와 신문에서도 여러 번 언 되었

다.『국민독본』은 일본 여자 사범학교와 여자 고등학교를 소개하면서,

베트남에서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국문습독』은

“여성에게 권하는 시(BàiHátKhuyên ànBà)”에서 베트남 여성 가운

데 웅호걸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남성들이 교육받지 못하게 했기 때문

184)TrầnThịPhươngHoa,「GiáodụcvàphongtràonữquyềnởBắcKỳtrước

1945(1945년 이 북부 지역 여성운동과 교육)」,『VnHóaNghệAn』 2012,

pp.1〜3.

185)TrầnThịPhươngHoa, 의 ,p.3.

186)『 ngcổtùngbáo』 1907.10.1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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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며,여성들에게 역사 속의 학식을 가진 여성들을 본받아 지식

을 갖출 것을 주장하 다.187)『신월남』은 군인 교육과 함께 여성 교육

을 교육의 2 요소로 보았다.충분히 교육 받지 못한 군인이 나라를

해,동포를 해,국가 번 을 해 목숨을 바칠 수 없는 것처럼,충분히

교육 받지 못한 여성은 아이를 가르치는 문 교육가,남편의 순종 인

부인,군인을 돕는 유용한 보조자,문학과 시에 능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고 했다.게다가 교육 받은 여성은 공익을 해 사익을 어떻게 제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문명화시키는데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188)

『등고총보』 의 연재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가장 먼 여학의 일

부터 논의하 다.남성들은 부인이 자신을 떠받들고 굴복하길 원해 여성

교육을 반 한다고 비 하면서 여성도 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

다.189)특히 베트남 인구의 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여성

교육을 말하지 않았음을 비 했다.“베트남의 인구는 이천만이 넘는데

그 반이 여성이다.그러나 지 까지 구도 여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다.일부 부잣집에서만 장부에 숫자를 기입할 목 으로 몇몇

한자를 가르쳤을 뿐이다”190).“베트남 여성들은 지식이 있고 생각할

안다면 모두 훌륭해질 것”191)이라고 하면서 “베트남의 교육은 여성 교육

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192)

여성 교육의 수업 내용으로는 통 인 소양과 근 지식이 함께

언 되었다.『신월남』은 “여성 교육에 사용하는 교과서는 가장 좋은

것 에서 뽑아야 하고,여성을 가르치는 학교는 훌륭한 선생님을 고용

해야 한다”고 포 으로 설명하 다.193)여성 교육은 여성 자신과 가정

에 이익이 되는 일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 다.여학교의 시험에

187)「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앞의 책,pp.576〜577.

188)「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4.

189)『 ngcổtùngbáo』 1907.05.23.(801)

190)『 ngcổtùngbáo』 1907.03.28.(793)

191)『 ngcổtùngbáo』 1907.07.25.(810)

192)『 ngcổtùngbáo』 1907.10.17.(822)

193)「TheNew Vietnam(신월남)」, 의 책,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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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야 할 내용으로 “국어,윤리·내조·생계·경농· 생·출산의 일,수

학,정교한 토산물 제작의 일”을 말하 다.194) 모양처를 기르는 윤리,

내조 등의 통 교육과 생,생계,수학 등의 근 교육을 함께 주장한

것이다.

여성 교육은 賢女,賢母,賢婦 양성을 목표로 했다.주로 도덕성 교육

과 기 지식 교육을 통해 여성이 녀, 모, 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도왔다.훌륭한 인품을 가꾸기 해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

장한 것이다.195)교육 내용은 훌륭한 덕성과 인품을 기르기 한 도덕성

교육이며 모양처를 기르는 통 교육과 비슷했다.『신정윤리교과서』

는 “부인은 남편을 존 하고 하고 남편의 일을 권려해야 한다.부인

은 집안일을 걱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 해야 하며 남편과 함께 가족의

창성을 걱정하고 언제나 즐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196)즉,여성의 역할

을 가정 안으로 국한하여 보고,이를 강화하기 해 여성 교육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여성 교육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은 여성을 기르고,남녀평등을 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이 에서는 교육 이후 여성의 사회 참여

도 극 으로 장려했다.여성은 좋은 엄마,순종 인 아내가 되기 해

서 노력해야 하지만 재능 있는 여성이 되기 해서도 힘써야 한다는 것

이다.『신월남』은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해서는 안 된다.그것이 여성

교육의 목 ”이라고 했다.197)『등고총보』 793호는 국어를 사용하면

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데,아직까지 여성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발

달하지 못한 이유는 배우더라도 명성과 명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98)즉 배움이 끝난 후에 사회 참여나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지 않거나, 도에 포기한다는 것이다.여성 교육과 함

께 여성의 사회 참여와 취업 활동을 주목한 것이다.『신월남』도 여성

의 사회 참여를 언 하며 “경제와 련된 모든 부분에서 상업학교,요양

194)『 ngcổtùngbáo』 1907.03.28.(793)

195)『 ngcổtùngbáo』 1907.07.25.(810)

196)「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18.

197)「TheNew Vietnam(신월남)」,앞의 책,p.114.

198)『 ngcổtùngbáo』 1907.03.2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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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역 아울렛,은행,우체국,버스,기차에서 교육 받은 여성을 고용하

는 것이 좋다.여성은 남성만큼 국가를 해 사할 것이다.여성의 자존

감과 엄은 남성과 같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199)

한 여성 교육을 선진국의 기 으로,국가 독립과 문명화의 조건으로

보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신월남』은 “문명화 계획에서

여성 교육은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애국심을 가진 여성이 없는

국가는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다”고 설명했다.200)『신정국민독본』은

일본의 학교 제도를 소개하면서 여성 교육을 설명하 다.문부성이 담당

하는 제국 학,고등학교, 학교,사범학교,실업학교를 설명하면서,여

자 소학 교원을 양성하는 여자 사범고등학교와 여학생들을 한 고 보

통학교인 여자 고등학교를 언 했다.이를 통해 베트남에도 여성 교육

시설의 설립을 구하 다.201)

한편,여권에 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여권은 체로 여성 교육을

제로 했고,문명화된 사회에서 획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여권은

여성을 구속하거나 여성의 발 을 해하는 유교 통 질서와 사회의

여러 요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 다.특히 자유연애와 혼인

의 자유를 주장하고 일부다처제와 남존여비 사상을 반 하는 목소리가

컸다. 부분 남녀 계에서의 여성의 권리인데,자유권,평등권 등의 인

권이나 선거권,정치참여 등의 사회·정치 권리는 논의되지 않았다.

1900년 여권이 가장 많이 논의 된 곳은 『등고총보』 다.『등

고총보』의 여성 칼럼 “여성의 말”에서는 여권과 련하여 정략결혼,결

혼 지참 문제,일부다처제,자유연애,남성의 여성 희롱,임신,자녀 양

육,고아원 설립,의복 문제,장례식,미신탐닉,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

다.이 기사들은 공통 으로 여성의 각성을 구하는 내용이었다.“배

는 키를 따르고 여성은 남성을 따른다”,“딸은 백이 있어도 아들 불알

한쪽만 못하다”,“未嫁從父 旣嫁從夫 夫死從子”등의 말 속에서 속과

굴종만을 강요받았던 여성에게 처음 심을 가지고,여성들이 목소리를

199)「TheNew Vietnam(신월남)」, 의 책,p.114.

200)「TheNew Vietnam(신월남)」, 의 책,p.114.

201)「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앞의 책,pp.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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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원동력이 되었다.“여성의 말”은 남성 독자들에게도 뜨거운 심을

받아서,남성 독자들의 반박 편지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근 사회에서 남녀의 불평등한 지 는 특히 결혼 문제에서 두드러

졌다. 통 습에 따라 일 부터 정략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정

략결혼에 해서 “고 이래 남자들이 을 감고 귀를 닫은 채 부인을

얻기 때문에,부인을 학 하며 때린다”고 하면서,“부인을 얻기 에 부

인을 행복하게 해 수 있는지,부인을 사랑하는지,상 방 한 자신

을 사랑하는지 알고 부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주 어릴 때에

시집보낼 일이 결정”됨을 비 하고,“결혼하는 일은 부모님의 뜻을 존

해야 하나 가장 요한 사람은 신부”라고 주장하 다.202)지참 에 해

서는 “자식이 이뻐서 비싸게 팔 작정이었는가.아니면 아무에게도 시집

보내고 싶지 않아 터무니없이 비싼 지참 을 요구한 것인가”라고 물으

며,남자가 지참 을 마련하기 해 빚을 내는 일의 부당함을 지 했

다.203)일부다처제에 해서는 “군자는 공명”해야 하므로,“부인에게 한

명의 남편이 있길 바란다면,자신도 한 명의 부인만 얻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204)

남존여비 사상에 한 비 은 여러 방향에서 있었다.“상공시 남자

들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여자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남자가 굶

어죽는다고 가르칠 정도 는가?우리나라는 여자들에게 힘든 일을 무

많이 시킨다”고 하면서 여성에게만 갖가지 건 의무를 지우는 남성

을 비 했고,205)부인과 아이와 함께 나왔다가 자신만 삼등칸을 타고 돌

아간 남성의 일화와206)부인과 가족들의 형편은 헤아리지 않고 서양 옷

을 차려입고 외출한 남성을 소개하면서,사람이 아닌 동물이라고 비 했

다.207)여성을 희롱하는 남성에 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희롱할 때는

장 한 수단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서 “얕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

202)『 ngcổtùngbáo』 1907.05.30.(802)

203)『 ngcổtùngbáo』 1907.08.08.(812)

204)『 ngcổtùngbáo』 1907.8.29.(815)

205)『 ngcổtùngbáo』 1907.04.11.(795)

206)『 ngcổtùngbáo』 1907.06.13.(804)

207)『 ngcổtùngbáo』 1907.08.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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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의 얕음을 내보이지 말라”고 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 할 것을 요구

하 다.208)『신정윤리교과서』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인 공덕을 설

명하면서 여성을 농락하는 습 은 의에 어 나는 행동이라고 비 했

다.남성은 도울 때가 아니고서는 여성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외설스

러운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209)

이처럼 여권 문제는 남녀 계에서부터 시작되어 1920년 가 되면 정

치 사회 권리로 논의가 확산된다.여교육과 여권 주장은 상호 보완하

며 여성도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으며,그 시작은 동경

의숙이었다.

208)『 ngcổtùngbáo』 1907.06.27.(806)

209)「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앞의 책,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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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結語

지 까지 동경의숙의 유신교육운동과 국민 양성론을 살펴보았다.동경

의숙은 학생들의 사 지식과 흥미에 따라 소학과 학으로 나 8개의

학 에서 수업을 진행하 다.학생들은 역사,지리,윤리,한문 등의 통

학문과 자연과학, 생,수학,경제, 랑스어,체육,공민 등의 근 학문

을 모두 수학했고,교사들은 교과서 편찬에 직 간여하 다.교내 수업

활동 이외에도 『登鼓總報』를 발행하고,신서 번역 모임을 갖고,연설회

를 여는 등 시민사회를 상으로 활발한 계몽활동을 벌 다.동경의숙은

자주 인 교육 개 을 통한 문명개화 달성을 목표로 삼은 유신교육운동

으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동유운동과 상호 보완하며 국민 체의 민지

확장을 해 노력하 다.교사들은 직 교과서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활용했으며,시민 사회의 계몽 활동에도 극 으로 나섰다.민지 확장은

문명개화의 제 으며,문명화 이후에는 근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다.새롭게 건설할 근 국민국가의 국가체제는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삼았다.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愛群하고 愛國하는 자격을 갖춘 국민을

먼 양성하여 입헌군주제를 이루려고 노력하 다.

동경의숙은 여러 가지 면에서 통 교육과 구분되는 신교육을 실시했

다.동경의숙이 실시했던 실업교육,보통교육,여성교육,국어교육,인재

교육은 근 서구식 교육 사상의 향을 받아 교육을 통해 주권을 회복

하려는 자구 인 노력이었다.근 국민상에서 살펴 본 세계 생존 경쟁

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愛群하고 愛國하는 국민은 문명개화와 주권 회복

을 되찾기 한 제 다.그리고 그 국민의 반인 여성의 국민자격을

함양하기 한 노력이 수반되었다.동경의숙의 운동은 비슷한 시기 국가

기 상황에 처한 한국, 국,일본이 부국강병과 문명화를 해 도입한

근 교육 개 과 국민국가 구상과 유사하며,그런 에서 동아시아 지

역사의 에서 베트남 교육사를 재조명할만한 가치가 있다.

청말 신정개 기(1901-1911) 국 지식인들의 국민양성론에서도 국민

은 平等하고 獨立된 公權의 주체로서 合群·自治를 추구하는 존재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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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은 마땅히 자치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데,이를 해서는 자기 생활과 한 범 안에서 소규모의 자율 단

체를 형성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자각·실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그런 단체를 국 으로 상호연합하여 단체를 결성해야만

비로소 근 국가의 애국하는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졌다.이에

국민자격으로서 특별히 강조된 것이 “合群”능력이다.210)동경의숙 교과

서는 이를 “愛群”이라 표 하 을 정도로 흡사하다.다만 베트남에서는

그것이 문명화의 상징인 입헌국 국민의 자질로만 악된데 비해 국의

그것은,입헌시 문명의 표 이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화 명운동

의 흥기에 따라 공화국민의 자격으로 간주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차이

가 있다.211)물론 베트남에서도 그 후 차 공화 명론이 두됨에 따라

이 같은 의미의 진화가 이어졌을 것이다.

당시 베트남의 여성국민 양성론 역시 국의 그것과 비교해볼 만하다.

청말 지식인들은 근 국가건설에 동원하기 해 ‘女國民’개념을 사용하면

서 여국민 양성론을 주장하 다.여국민 양성론은 온건하고 소극 인 여

학론에서 극 인 여학론,소극 인 여권론, 진 이고 극 인 여권

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개되었다.소극 인 여학론은 여성의 활동

을 주로 가정에 국한시키며 통 인 부덕을 시하 고, 극 인 여학

론은 여학이 완성된 후에는 참정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에 종사하며 여

권을 실 해 나갈 것을 기 하 다.소극 인 여권론은 여성이 국민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여권을 실 하기 해 자립을 강조하여지만 명을

간 지원하는데 그쳤고, 극 인 여권론은 여성도 명 활동에 헌신하

고 참정을 비롯한 모든 국사에 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212)아쉽

게도 단기간 존속한 동경의숙의 련 자료를 통해서는 이처럼 다양하게

분기하는 여국민 양성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의 애국계몽운동시기 각종 學 를 비롯한 단체결성운동은 “合

群”·“愛群”운동에 해당하며,그것을 통해 자치능력을 갖춘 국민자격을

210)유용태,앞의 ,pp.258〜260.

211)유용태, 의 ,p.260.

212)장윤선,「淸末 ‘女國民’養成論의 展開」,서울 석사학 논문,2008,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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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려 했던 것이다.각지에 수많은 민립학교가 설립되어 그러한 운동

의 매개체가 되었는데,그 속에는 여국민 양성론에 해당하는 주장도 당

연히 포함되어 있었다.1896년에 창간된 『獨立新聞』은 논설을 통해 조

혼의 폐지와 자유결혼,과부 재가 지의 철폐,축첩제의 폐지,기생제도

의 철폐,여학교의 설립과 여성 교육을 강조하면서,여성을 교육시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반을 버리는 것이며,“자고로 여성을 교육시키지 않

는 나라는 망하며 힘쓰는 나라는 흥한다”고 주장했다.213)이는 베트남

개명 지식인들의 국민 양성론과 여성 교육 주장과 비슷하다.

이상의 들은 3국의 상 성을 보 으로 언 한데 불과하며,이들

사이의 차이 과 특수성 한 간과할 수 없다.이들 간의 지식이 되

고 교류되는 구체 인 과정과 자세한 계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한편 동경의숙의 교육 내용,교육 사상,견식은 통 인 유교 교육과

다른 완 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동경의숙은 외국의 사상과 문물의

소개에만 매달리지 않고 통 유교 지식의 의의도 인정하고 있었다.한

문을 가르치고,충의심과 존왕애국 정신을 우선하며, 국에 의존 인

외인식을 보이기도 했다.이는 동경의숙 계자들이 통 유교 교육을

받고 과거를 통해 료가 되었거나,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로 국

가,학문 그리고 민족 구국 방법에 한 인식이 이 세 와 완 히 다

르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들은 근 인 국가 과 윤리 을 가

지고 있었지만 통 윤리 사상도 견지하고 있었다.이러한 베트남의 溫

故知新 태도는 국의 中體西用,조선의 東道西器,일본의 東道西藝·和

魂洋才와 닮아있다.214)

동경의숙의 온고지신 국민국가 구상과 국 심의 외 인식은 20

213)주진오 외,『한국여성사 깊이 읽기』,푸른역사,2013,pp.227〜237.

214)Vohungthanh과 Vuthanhtuanh이 동경의숙의 태도를 온고지신이라고 설

명한 이 있다.

(VõHưngThanh,「“Ôncốnhitritân”,hayquatrm nm thửnhìnlại“온고지

신”,백년 을 다시 본다」,『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

Thức,2008;VũThànhTựAnh,「ÔnCố– TriTân온고-지신」,『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Thức,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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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베트남 개명 지식인들의 사상 흐름을 그 로 보여 다.이

는 1920년 진 인 사상이 들어올 때까지 이어진다. 통과 근 가

교차하던 시기,식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문명국이 되어 주권을 회복하

려는 베트남의 교육 개 운동은 랑스의 방해로 단기간에 그쳤다.그

러나 교육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식민 정부를 압박하여 1907년 인도차

이나 학을 설립하고 근 보통교육 기 을 확 하는 등 근 교육

개 을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수 천 명에 달하는 동경의숙 출신

과 수 백 명의 동유운동 참가 학생, 국 각지의 의숙에서 학습한 학생

들은 이후 베트남 근 민족 운동의 석이 되었다.

본고는 동경의숙의 교육활동에 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심으로

실상을 밝히고 그 에서 추구된 국민양성을 한 교육내용을 구체 으

로 규명하는데 집 하 다.이 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으나

이후 이어지는 민족 운동에서 동경의숙 출신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는지

에 한 추 은 진행하지 못했다.앞으로 이와 련하여 후속연구가 이

어진다면 근 베트남 민족 운동에 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62-

參 文獻

1.사료

1)신문

『 ngcổtùngbáo(登鼓總報)』,1907.

2)교과서

『國文習讀』, ôngKinhNghaThục,1907.
(ChươngThâu,「Quốcvntập ọc(국문습독)」,『 ôngKinhNghaThục

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NxbHà

Nội,2010.)

『新訂國民讀本』, ôngKinhNghaThục,1907.
(ChươngThâu,「Tân ínhQuốcdân ộcbản(신정국민독본)」,『 ôngKinh

Ngha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NxbHàNội,2010.)

Phạm TưTrực,『新訂倫理敎科』, ôngKinhNghaThục,1907.
(ChươngThâu,「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 ông

KinhNgha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NxbHàNội,2010.)

『文明新學策』, ôngKinhNghaThục,1907.
(ChươngThâu,「Vnminhtânhọcsách(문명신학책)」,『 ôngKinhNgha

Thục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1,

NxbHàNội,2010.)

PhanBộiChâu,『海外血書』,1906.
(ChươngThâu,「Hảingoạihuyếtthư(해외 서)」,『 ôngKinhNghaThục

và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 2,NxbHà

Nội,2010.)

3)문집

梁啓超,『越南亡國史』,上海:廣智書局,1905.

(안명철·송엽휘 역주,양계 편 ,『역주 월남망국사』,태학사,2007.)

PhanBộiChâu,『新越南』,1907.

(Truong buu lam,“The New Vietnam(신월남)” Colonialism Experienced

vietnamese writingsoncolonialism 1900-1931,theuniversityofMichigan



-63-

Press,2003.)

TruongBuuLam,Colonialism Experiencedvietnamesewritingson

colonialism 1900-1931,theuniversityofMichiganPress,2003.

VinhSinh,Overturnedchariot:theautobiographyofPhanBộiChâu,

SchoolofHawaiian,1999.

2.연구서

송정남,『베트남 사회와 문화 들여다보기』,후에북스,2013.

오구라 사다오,『한권으로 읽는 베트남사』,일빛,1999.

유용태·박진우·박태균,『함께읽는 동아시아 근 사』 1,창비,2010,

유인선,『베트남과 그 이웃 국』,창비,2012.

유인선,『새로 쓴 베트남사』,이산,2002.

유지열,『베트남민족해방운동사』,이성과 실사,1986.

윤 ,응우엔 반 낌,응우엔 마인 ,『1862〜1945,한국과 베트남의

조우』,이매진,2013,

리엄 J.듀이커,『호치민 평 』,푸른숲,2003.

주진오 외,『한국여성사 깊이 읽기』,푸른역사,2013.

채수도,『일본 제국주의의 첨병,동아동문회』,경북 출 부,2012.

후루타 모토오,『베트남의 세계사』,개신,2008.

3.연구 논문

강진호,「 통교육과 ‘국어’교과서의 형성-소학독본을 심으로」,『상

허학보』 41,2014.

김성범,「한국과 베트남의 근 사상 비교 연구」,충남 철학과 박사

학 논문,2013.

노 순,「베트남에서 한자의 쇠락; 랑스 식민주의와 베트남 민족주의

사이에서」,『아세아연구』 45-4,2002.

노 순,「러일 쟁과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유신운동-동유운동과 동경

의숙을 심으로-」,『역사교육』 90,2004.

배양수,「 보이 쩌우와 동유운동의 역사 의미」,『외 논총』 24,



-64-

2002.

아르노 낭타,「 랑스의 식민화 역사-개 과 동향」,『근 열강의 식

민지 통치와 국민통합』,동북아역사재단,2010.

백 서,「20세기형 동아시아 문명과 국민국가를 넘어서」,『창작과 비

평』 27(4),1999.

유용태,「近代中國의 職業團體와 民意形成,1901-1919」,『東洋史學硏

究』 101,東洋史學 ,2007.

유인선,「방황하는 민족주의자, 보이 쩌우」,『歷史敎育』 90,2004.

윤 ,「20세기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동아연구』

53,2007.

윤 ,「19세기 후반〜20세기 베트남의 ‘新書’수용- 기 개 운동

의 기원과 련하여-」,『동양사학연구』 117,2011.

이한우,「한국의 베트남 연구」,『아시아리뷰』 제3권 제1호(통권 5호),

2013.

장윤선,「淸末 ‘女國民’養成論의 展開」,서울 석사학 논문,2008.

정연식,「동경의 베트남 학생들,1906-1909」,『동남아시아연구』 24권

1호,2014.

최갑수,「서구에서 근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근 국민국가

와 민족문제』,지식산업사,1995.

4.외국서

àoTrinhNhất,『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HàNội:Mai

Lnh,1937.

ỗQuangHưng,『LịchsửbáochíViệtNam 1865–1945(베트남 언론

사 1865-1945)』,HàNội:Nxb ạihọcQuốcgiaHàNội,2001.

NguyễnHiếnLê,『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HàNội:Nxb

VnhóaThôngtin,2002.

Chương Thâu,『 ông Kinh Ngha Thụcvà vn thơ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과 동경의숙 시문)』,1,2,HàNội:NxbHàNội,



-65-

2010.

Nguyễn Quang Ngọc,『Tiến trình lịch sử ViệtNam(베트남역사과

정)』,HàNội:NxbGiáodục,2000.

NguyễnLânBình,『NguyễnVnVnhlàai?(응우 반 빈은 구인

가)』,HàNội:NxbTrithức,2013.

Nhiềutácgiả,『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년)』,

HàNội:NxbTrithức,2008.

Nhóm Nhânvntrẻ,『Hỏi áplịchsửviệtnam(베트남 역사 문답)』

5,HồChíMinh:NxbTrẻ,2013,

PhanNgọcLiên,『Lịchsử11Nângcao(역사 11심화)』,NXBGiáo

Dục,2007.

PhanQuýBích,『Vnthơ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시문)』,Hà

Nội:Vnhóa,1997.

SơnNam,『PhongTràoDuyTânỞ BắcTrungNam -MiềnNam

ầuThếKỷXX (20세기 남부 북 부의 유신운동)』,HồChí

Minh:NxbTrẻ,2009,

ThịNhâm TuyếtLê,『PhụnữViệtNam quacácthời ại(각 시 의

베트남여성)』,HồChíMinh:NxbKhoahọcxãhội,1975.

TrươngHữuQuýnh,『 ạicươnglịchsửViệtNam(베트남역사 강)』,

HàNội:NxbGiáodục,2014.

DavidG.Marr,VietnameseAnticolonialism 1885〜1925,Universityof

CaliforniaBerkeley,1971.

NeilL.Jamieson,Understanding Vietnam,University ofCalifornia

Press,1995.

Shawn Frederick McHale, Print and Power: Confuscianism,

Communism,andBuddhism intheMaking ofModernVietnam,

2004.



-66-

Youn Dae-Yeong,Les idées etles mouvements réformistes,en

CoréeetauViêtNam,Éditionsuniversitaireseuropéennes,2010.

5.국외 논문

ChươngThâu,「 ôngKinhnghathụctrongphongtràoDuyTân

ổimớivnhoáViệtNam ầuthếkỷXX(20세기 베트남 문화를

바꾼 유신운동 속의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

c』,NxbTriThức,2008.

ChươngThâu,「Vàiýkiếnsơlượcvềtàiliệugiáokhoacủa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의 교과 자료에 한 간략한 몇가지 의

견)」

ChươngThâu,「VềmộtsưutậpvnthơHánNôm của ôngKinh

nghathục(동경의숙의 한놈시문수집에 해)」,『Thông báoHán

Nôm học』,2006.

ặngQuốcBảo,「105nm ôngKinhNghaThục(1907-2012):Bài

họckinhnghiệm cho ổimớigiáodụchôm nay(105년 동경의숙;오

늘날 교육 개 에 주는 경험담)」,『Giáodụcvàthời ại』,2012.

ặngViệtThanh,「Phongtrào ôngKinhnghathục-cuộccách

mạngvnhóadântộcdânchủ ầutiênởnướcta(동경의숙 운동-

베트남 최 의 민주민족문화 명)」,『Nghiên cứu Lịch sử』 25,

1961.

àoDuyMẫn,「 àoNguyênPhổvà ôngKinhnghathục(다오 응

우 포와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Nxb

TriThức,2008.

Hoàng Như Mai,「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Trithức,2008.

LýTùngHiếu,「LươngVnCan,ngườikếtụctinhthần ôngKinh

nghathụctrongkinhdoanh(르엉 반 깐,경 에서 동경의숙 정신을



-67-

계승한 인물)」,『100 nm ông Kinh ngha thục』,Nxb Tri

Thức,2008.

NguyễnAnh,「 ôngKinhnghathụccóphảicuộcvận ộngcách

mạng vn hóa dân tộckhông?(동경의숙은 민족문화 명운동인가

?)」,『NghiêncứuLịchsử』 32,1961.

NguyễnKim Sơn,「TưtưởngluânlýmớicủacácnhàNhoDuy

Tântrong“Tân ínhluânlýgiáokhoathư”(“신정윤리교과서”속에

보이는 유신 유학자들의 새로운 윤리사상)」,『Triếthọc』 4,2009.

NguyễnLânBình,「NguyễnVnVnhvới ôngKinhnghathục(응

우 반 빈과 동경의숙)」,『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

숙 100년)』,NxbTrithức,2008,

NguyễnThịNhung,「NhàbáoNguyễnVnVnhvớiviệcphêphán

thóihưtậtxấutrênbáochí(언론에 나타난 언론인 응우 반 빈의

고루한 악폐 비 )」,LuậnvnThạcs,Truờng ạihọcKhoahọc

XãhộivàNhânvn,2014.

NguyễnThành,「 ôngKinhNghaThụcvà ạinam(동경의숙과 등

고총보)」,『NghiêncứuLịchsử』 293,1997.

NguyễnThịMai,「NghiêncứuHánvn ôngKinhnghathục(동경

의숙 한문에 한 연구)」,LuậnvnThạcs,Truờng ạihọcKhoa

họcXãhộivàNhânvn,2011.

Nguyễn Thu Giang,「< ng cổTùng báo> trong bốicảnhViệt

Nam ầuthếkỷXX(20세기 베트남 배경 속에서의 <등고총보>)」,

ạihọcQuốcgiaHàNội,1999.

NguyễnVnHạnh,「 ôngKinhnghathụcvớimôhìnhgiáodục

mớivàtinhthầntựphêphándântộc(동경의숙과 새로운 교육모형,

민족자아비 정신)」,『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

Thức,2008.

NguyễnVnKiệm,「Gópthêm vàosự ánhgiá ôngKinhNgha

Thục(동경의숙 평가에 덧붙여서)」,『NghiêncứuLịchsử』4(293),



-68-

1997.

Phong Lê,「Sau 100 nm–Từ nguồn sáng ông Kinh ngha

thục(100년후-동경의숙의 기원에서부터」,『100 nm ông Kinh

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Trithức,2008.

QuốcAnh,「Từ ạinam ến ngcổtùngbáo( 남동문일보에서 등

고총보까지)」,『NghiêncứuLịchsử』 164,1975.

TôTrung,「Phongtrào ôngKinhnghathục-mộtcuộccảicáchxã

hội ầutiên(동경의숙운동-최 의사회개 )」,『 NghiêncứuLịch

sử』 32,1961.

TrầnMinhThư,「Cốgắngtiếntớithốngnhấtnhận ịnhvề ông

Kinh ngha thục(동경의숙에 한 통일 의견으로 가는 노력)」,

『NghiêncứuLịchsử』 81,1965.

TrầnThanh ạm,「Vnthơ ôngKinhnghathục-Nhữngbức

thông iệp ầyhuyếtlệqua100nm(동경의숙 시문-100년 피와

물의 통첩들」,『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

년)』,NxbTrithức,2008.

TrầnThịPhươngHoa,「GiáodụcvàphongtràonữquyềnởBắc

Kỳtrước1945(1945년 이 북부 지역 여성운동과 교육)」,『Vn

HóaNghệAn』,2012.

TrịnhTiếnThuận,「FukuzawaYukichi–KhángỨngnghathục(Keio

Gijuku)củaNhậtBảnvà ôngKinhnghathụcởViệtNam(일본

의 게이오 의숙과 베트남의 동경의숙)」,『100 nm ông Kinh

nghathục』,NxbTriThức,2008.

TrươngBíchHạnh,「100nm nghiêncứu ôngKinhnghathụcở

ViệtNam:kếtquảvàtriểnvọng(베트남의 동경의숙 연구 100년;결

과와 망)」,Kỷyếuhộithảo:100nm ôngKinhnghathụcvà

côngcuộccảicáchgiáodụcViệtnam hiệnnay,2012.

VõHưngThanh,「“Ôncốnhitritân”,hayquatrm nm thửnhìn

lại(“온고지신”,백년 을 다시 본다)」,『100nm ôngKinhngha



-69-

thục』,NxbTriThức,2008.

VũNgọcKhánh,「Mộtnhàtrườngmở ầunềngiáodụcmới(신교육

의 장을 연 학교)」,『100nm ôngKinhnghathục(동경의숙 100

년)』,NxbTrithức,2008.

VũThànhTựAnh,「ÔnCố– TriTân(온고-지신)」,『100nm

ôngKinhnghathục』,NxbTriThức,2008.

DavidMarr,“The1920sWomen’sRightsDebatesinVietnam”,The

JournalofAsianStudies,Vol.35,No.3,1976.

George Dutton,“Advertising,Modernity,and ConsumerCulturein

ColonialVietnam”,TheReinventionofDistinction-Modernityand

the Middle Class in Urban Vietnam,Dordrecht;New York:

Springer,2012.

MarkPhilipBradley,“Becoming VanMinh:CivilizationalDiscourse

andVisionsoftheSelfinTwentieth-CenturyVietnam”,Journalof

WorldHistory,Vol.15,No.1,2004.

Trần ThịPhương Hoa,“Franco-Vietnamese Schools forGirls in

Tonkin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Harvard-Yenchinginstituteworkingpaperseries,2010.

Vũ ứcBằng,“The ôngKinhfreeschoolmovement1907-1908”,In

AspectsofVietnamseHistory,TheUniversity PressofHawaii,

1973.

今井昭夫,「植民地期ベトナムにおける立憲論と1946年憲法」,『東南アジ

ア学』 6,東京外大,2000.

今井昭夫, 「20世紀初頭のベトナムにおける開明的儒学 たちの国民国家

構想」, 『アジアの国民国家構想-近代への投 と葛藤』, 靑木書店,

2008.

白石昌也,「開明的 知識人層の形成」,『東南アジア硏究』 13-4,1976.



-70-



-71-

<표 1>동경의숙 교과서 목차

1-1.『新訂倫理敎科書』 목차 1-2.『新訂倫理敎科書』 목차

상편 하편

社 緣起 論不行科擧之無害

愛群心 原兵

戀家戀鄕非群心 日本徵兵略法

爭先 賦稅

博愛 釋權利責任

立信 原法

存恕 釋法

原國 中國司法各官

我國立國之古 日本裁判制度

我國開化之早 日本刑罰

文明 變法律必先立信

文明無止境說 論交通法

國 人民之關係 地方應行政務

國民解 論地方警察

國不能獨立之慘 日本地方警察

民强則國强 編審

愛國 法國民跡據

愛國之寔 宗敎

忠義 産業

獨立 通商

勿觀望政府 貨幣

進取 國法

競爭 賖借

天命正誤 銀行

勇武
欠票雁票及銀行折

扣

政體 票

原君 公司

原官

本國官職及政府

日本政府及地方制

度

日本國議 及地方

議

國民宣知政理

論變 習之難

敎育

釋學

日本學校

論科擧之害

분류 소분류

1 총론
國體

孝忠

2 國

國

王愛國

守法

兵役

納稅

選擧議員

敎育子女

3 家

家族

夫婦

夫子

兄弟

4 已

己

衛生

牑智

進德

5 人

師

敬長

交友

6 社

社

公義

公德

7 庶物

博愛

動物

植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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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어학습을 권하는

시

8.어머니가 아이에게 권하는 노

래

15.술을 마시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2.애국시 9.부인이 남편에게 권하는 노래
16.도박을 하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3.합단시
10.먹고 마시는 일에 해 말하

는 노래

17.미신을 믿는 사람을 훈계하는

노래

4.우리나라의 길을 이

야기 하는 시
11. 은이에게 권하는 노래 18.출가를 권하는 노래

5.여성에게 권하는 시
12.멀리 공부하러 가는(유학을

떠나는)사람에게 충고하는 노래

18B.국혼을 소리치다

6.여섯 무리에 한 13.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충고하

는 노래
19. 운교 에 한 노래

7.출가를 권하는 시

1-3.『國文習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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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

발행일
사설 기사 제목 연재 기사 항목 쪽수 결수

03-24-1907 등고총보 附章(中學,大學,技學로 가는 랑스유학후원회)

1(793)

03-28-1907

신문발간사,하노이 기술학교에 해서,도박에

해서,베트남 상업회사에 해서(1),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자를 써야한다,여성교육에

해

세계 보,하노이소

식,하이 소식,지방

소식,신문사알림,

고,시

2〜16

2(794)

04-04-1907

신문을 비난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에 해,통

리선출의 일,악폐에 해서,베트남 상업회사

에 해서(2)

하이 소식,지방소

식,신문사알림,고,

18〜

32

3(795)

04-11-1907

용감한 여성,사람이냐 땅이냐( 구에게 잘못

이 있는가),흉작보험회,trantanbinh의 연설

(1)

시·부·가·말(추가),세

계소식,하노이소식,

지방소식,하이 소

식,남부6성소식,고

34〜

48

4(796)

04-18-1907

장례문화에 해서,화차에 해서,tran tan

binh의 연설(2),베트남 상업회사에 해서(3)

시·부·가·말,새책소

개(추가),세계소식,

하노이소식,지방소

식,남부 소식,신문사

알림

50〜

62

5(797)

04-25-1907

도시 의회 선거에 해서(1),물을 정화하는 일

에 해서,trantanbinh의 연설(3)

세계소식,하노이소

식,신문사알림,새책

소개,지방소식,고

64〜

80
64

6(798)

05-02-1907

도시 의회 선거에 해서(2),시 에 뒤떨어짐

에 해서,여러 식물 재배법에 하여

새책소개,신문사알

림,고

82〜

96

86,88,90,9

2

7(799)

05-09-1907

도시 의회 선거에 해서(3),마을학교 교사 선

임에 해서,DenisPapin傳,trantanbinh의

연설(4)

시·부·가·말,세계소

식,하노이소식,신문

사알림,지방소식,새

책소개,고

98〜

112
106(반쪽)

8(800)

05-16-1907

114〜

128
체

9(801)

05-23-1907

trantanbinh의 연설(5),사 단의 행정(1),하

노이 의회 선거에 해서

여성의말(추가),시·

부·가·말,세계소식,

하노이소식,지방소

식,고

130〜

144
130

10(802)

05-30-1907

이 부족한데 부 을 사서 태우는 일에 해

서,첩을 얻는 병에 해서,독리 선거에 해

서,사 단의 행정(2)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고

146〜

160

11(803)

06-06-1907

령 리에 해서,도시회동,사 단의 행정

(3)

시·부·가·말,하노이

소식,지방소식,고

162〜

176
168,170

12(804) 사 단의 행정(4) 여성의말,시·부·가· 178〜 178,180,19

<표 2>『등고총보』 기사 목록



-74-

06-13-1907
말, 고,세계소식,하

노이소식,지방소식
192 0,192

13(805)

06-20-1907

194〜

208
체

14(806)

06-27-1907

사와 서기에 해서,trantanbinh의 연설

(6),책 내용 인용,사 단의 행정(5)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신문사

알림,하노이소식,지

방소식,고

210〜

224

15(807)

07-04-1907

226〜

240
체

16(808)

07-11-1907

242〜

256
체

17(809)

07-18-1907
국민본분에 해서

여성의말,세계소식,

하노이소식,지방소

식,고

258〜

272
262

18(810)

07-25-1907
게으름에 해서,trantanbinh의 연설(7)

여성의말,시·부·가·

말,지방소식,새책소

개,고

274〜

288

280,282,29

0

19(811)

08-01-1907
신서번역회에 해서(1)

시·부·가·말,세계소

식,하노이소식,지방

소식,고

292〜

304
290,302

20(812)

08-08-1907
유신에 하여,신서번역회에 해서(2)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신문사

소식,하노이소식,새

책소개,지방소식,

고

306〜

320

21(813)

08-15-1907

신서번역회에 해서(3), 을 측량하는 것을

하는 일에 해서,불일 약(1)

여성의말,시·부·가·

말,새책소개,지방소

식,고

322〜

336
328,330

22(814)

08-22-1907

신서번역회에 해서(4),왕은 여 히 왕이다,

결백을 주장하다,불일 약(2)

여성의말,하노이소

식,지방소식,고

338〜

352
344,346

23(815)

08-29-1907

신문에 해서,혜성에 하여,남부 사상에

해서, 에 해서

새책소개,여성의말,

시·부·가·말,세계소

식,하노이소식,지방

소식,고

352

(겹침)

〜360

24(816)

09-05-1907

의사 약사에 해서,독자 kichtiep씨에게 드

리는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새책

소개,고

370〜

384

25(817)

09-12-1907
랑스어를 빨리 배우는 방법에 해서

여성의말,세계소식,

하노이소식,새책소

개,지방소식,고

386〜

400

26(818)

09-19-1907

농사를 끝내는 일에 해서,북부지역 의회 선

거에 해서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게소식,하노이

402〜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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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방소식,고

27(819)

09-26-1907

이름의 쓰임에 해서,추석,신문 보내는 일에

해서

여성의말,신문사알

림,시·부·가·말,세계

소식,하노이소식,지

방소식,자유강단(추

가),고

418〜

432

28(820)

10-03-1907

겁박회에 하여,역무원에 해서,문명인척

연기하는 사람들에 해서

자유강단,여성의말

(휴재알림),시·부·가·

말,새책소개,세계소

식,하노이소식,지방

소식,고

434〜

448

29(821)

10-10-1907

합군에 해서,신학에 해서,매림의숙회에

해서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 보,지방소

식,고,

450〜

464

30(822)

10-17-1907

구걸에 해서,인도차이나 학국에 해서,

옥천의숙에 해서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고,

466〜

480

31(823)

10-24-1907

의회선거에 한 보충설명,의회민회부에 한

질의응답(1),인도차이나 고등학국에 해서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고

482〜

496

32(824)

10-31-1907

폭죽에 하여,의회민회부에 한 질의응답

(2),신문사로 보내온 시에 한 평가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새책

소개,고

498〜

514
514

33(825)

11-07-1907
의회민회부에 한 질의응답(3)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새책

소개,고

516〜

530

34(826)

11-14-1907
민회의원부에 한 질의응답(4)

여성의말,시·부·가·

말,세계소식,하노이

소식,지방소식,고

532〜

542

*발행호수는 『등고총보』의 발행호수/『 남동문일보』의 발행호수를 차례로 기재하 다.

**신문은 국어와 한문 2개 언어로 발행했는데,짝수쪽은 국어,홀수쪽은 한문을 사용했다.국어로

된 지면은 한 호당 8쪽이다.본 표는 국어로 된 지면만 기재하 다.

***사설 기사는 원제를 제시하 다.매 호 신문마다 나오는 연재 기사는 기재 순서에 따라 표기하

다.

**** 재 확인할 수 없는 지면은 결수로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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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호수/발행연월 기사 제목 비고

1 9(801)05.23.1907 여성교육

2 10(802)05.30.1907 정략 결혼

3 12(804)06.13.1907 여성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남성 비

4 14(806)06.27.1907 여성을 희롱하는 남성

5 17(809)07.18.1907 여성회와 고아원 설립

6 18(810)07.25.1907 여자를 싸잡아 비 하는 남성독자의 태도 비

7 20(812)08.08.1907 결혼 지참 문제

8 21(813)08.15.1907 유신 남성의 서양옷 입기

9 22(814)08.22.1907 독자편지 에 한 반박

10 23(815)08.29.1907 일부다처제

11 24(816)09.05.1907 여성의 인생

12

25(817)09.12.1907

일부다처제에 한 남성 독자의 반박 편지

2편의 기사가 실렸음
13

낙후한 습 에 하여

( 상집 문화,유신 남성의 옷 입는 습 )

14 26(818)09.19.1907 결혼에 한 독자 편지

15 27(819)09.26.1907 여자들의 험담하는 습 에 해

16 28(820)10.03.1907 일부다처제에 한 독자편지(하노이소식,자유강단) 여성의 말 휴재

17 29(821)10.10.1907 공업기술과 유신에 하여

18 30(822)10.17.1907 조혼문제

19 31(823)10.24.1907 배우자를 고르는 기 에 하여

20 32(824)10.31.1907 일부다처제에 한 독자 반론에 한 재반박

21 33(825)11.07.1907 동경의숙 여교사가 하굣길에 희롱당한 일에 해

22 34(826)11.14.1907 여성의 미신과 맹신

<표 3>“여성의 말”기사 목록

*『등고총보』 801호부터 826호까지 실린 「여성의 말」 연재 기사를 정리한 내역이다.기사 내용

을 근거로 임의로 기사 제목을 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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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이름

교

육

반

한문반

응우 꾸엔(NguyễnQuyền),호앙 탕 비(HoàngTngBí),르엉 쭉 담(LươngTrúc

àm),호앙 틱 펑(HoàngTíchPhong),다오 응우 포(àoNguyênPhổ),응우

하이 턴(NguyênHảiThần),부 짝(VũTrác),즈엉 바 짝(DươngBáTrạc)

국어,불어,

상식학과

응우 반 빈(NguyễnVnVnh),쩐 딘 득(Trần ình ức), 딘 도이(Phan ình

ối),응우 바 혹(NguyễnBáHọc),팜 주이 톤((Phạm DuyTốn),부이 딘 따

(Bùi ìnhTá), 후이 틴(PhanHuyThịnh),르엉 티 띤(LươngThịTín),응우

티 지엠(NguyễnThịDiễm)

재정반 르엉 반 깐(LươngVnCan),응우 꾸엔,응우 주이 히(NguyễnDuyHy)

선 반

호앙 탕 비,쩐 탄 빙(TrầnTánBình),르엉 쭉 담(LươngTrúc àm),부 호앙(Vũ

Hoàng),응우 뚱 흐엉(Nguyễn Tùng Hương),응우 랑(Nguyễn Phan

Lãng),응우 꾸엔,도 꺼 꽝(ỗCơQuang), 쩌우 ,즈엉 바 짝,응우 반

빈,응우 트엉 히엔(NguyễnThượngHiền)

편찬반

르엉 반 깐,응우 히우 꺼우(NguyễnHữuCầu), 다이(Lê ại), 엉 썬 응우 꼰

(PhươngSơnNguyễnCôn),노 득 (Ngô ứcKế),응우 돈 푹(Nguyễn ôn

Phục),호앙 틱 풍(HoàngTíchPhụng), 쩌우 (PhanChâuTrinh),응우 히

우 띠엔(NguyễnHữuTiến),팜 뜨 쭉(Phạm TưTrực)

<표 4>동경의숙 교사 명단

*학교의 4개 반을 맡았던 교사의 이름은 와 같다.(출 :Nhiềutácgiả,『100nm ôngKinh

nghathục(동경의숙 100년)』,NxbTrithức,2008,pp.39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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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ducationandEnlightenment

ActivitiesforCultivating

NationsbyDongKinhFree

SchoolinVietnam

CHAEPRUNY

HistoryEducationMajor,

DepartmentofSocial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studyconsiderstheeducationandenlightenmentactivitiesof

theTonkin(DongKinh)FreeSchool(ôngKinhnghaThục,東京義

塾).Researchdrew from primarysourcedocumentswrittenbythe

school'sstaffmemberswhoengagedwiththetheoryofcultivating

nations.Thisstudyfocusonthefaculty’smantra“toreview theold

andlearn thenew(ôn cốtritân溫故知新)”withinthecontextof

definingcitizenshipandfemalecitizenship.

TheTonkinFreeSchoolwasestablishedinHanoiin1907asthe

first moder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in Nort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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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 schoolwas disbanded 9 months later by colonial

authorities,itmadeasignificantcontributionbyspearheadingmodern

educationandamodernperspectiveonnationalconsciousness for

theVietnamesepeople.

TheTonkinFreeSchoolconductedvigorouseducationalactivities

with the goal of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a Westernized

nation-state through mass civileducation.The teachers engaged

directly in publishing textbooks and the students studied both

traditionalandmodern disciplines.Inadditiontoacademiccourses,

the school fomented enlightenment activities by publishing

newspapers,organizingnew-bookstranslationmeetings,andholding

topicallectures.TheTonkinFreeSchooladapted"ạiNam ồngvn

nhậtbáo(大南同文日報)",which waswritten in Chinesecharacters,

into " ng cổ tùng báo(登鼓總報)" printed in Chinese and

Vietnamese.

ThetextbooksandnewspapersoftheTonkinFreeSchooloffereda

path formodernizing a civilization and providing the intellectual

foundation for constructing a modern nation-state.The faculty

favoredconstitutionalmonarchyastheform ofgovernmentforthe

new nation-state. They accepted the role of the traditional

Vietnamesedynastiesand recognizedthevalueofmonarchy asa

patrioticsymbol,within theconfinesofaconstitutionalmonarchy.

BecausetheNguyễn(阮)Dynastyanditsadministrativeorganizations

werenominallypoliticallyleft-leaning,thetraditionalmonarchylasted

forawhile.

Thefacultydidnotlaydownaclearpoliticalplanormodel.Itwas

areactiontothespecificcircumstancesofcolonialruleinVietnam

ratherthanareactiontoWesterninterferenceasoccurredinChina

andelsewhereinEastAsia.Undertheclosewatchofthecolon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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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thefacultywasnotabletodiscussaconcretepolitical

agenda;rather,theyfocusedontheissueofdefiningcitizenship.

TheTonkinfreeschooldefinedthe“civiceducation(國民敎育)”as

the education to qualify nations.They emphasized the vocational

education,moraleducation,hygieneeducation,andphysicaleducation.

Civic education was to focus on the individual's personality and

knowledge,rather than the change in laws or regulations.The

essentialpointscanbesummarizedasfollows.

First,they tried to cultivatea senseofpatriotism.A patriotic

person was considered fundamental for determining the social

progressand nationalprosperity undertheinfluenceofthesocial

Darwinism,thereforeithasbeenhighlightedevenmoreinimportance.

Butthepatriotism oftheTonkinFreeSchoolstillentailedloyaltyto

thekingandtheState( 王愛國)andwasnotseparatedfrom filial

piety(孝),whichissimilartothetraditionalConfucianethics.

Second,theytriedtocultivateasenseoforganization(áiquần愛

群).Theydeemedtheorganizationofsocietyinacohesivegroupas

thepathforsavingtheircountryorachievingsocialprogress,anda

senseoforganization waskey tothis.Thenotion oforganization

resonates deeply in the small community-oriented tradition of

Vietnam.TheTonkinFreeSchoolexpandedthesenseofthatidentity

toincludesocietyandcountry.

Tofosterasenseoforganization,theyemphasizedmoralbehavior

and thepracticeofcreating diverseorganizations.The theory of

organization was put into practice,leading to the creation of

organizationsconsistingofpersonsfrom diversesocialsectors.The

listofthenew organizationsestablishedafterthistheory can be

foundon" ngcổtùngbáo".

TheTonkinFreeSchoolinsistedthatthepatrioticnationwit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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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eoforganization,capableofsurvivingonthecompetitiveglobal

stage,wasaprerequisiteforregaining sovereignty andpreserving

theircivilization.They considered femalenationalscriticalforthis

goal,but not allagreed on the way in which women would

contributetothismodernsociety.Someattheschoolclaimedthat

womenwereequalmembersofthenation;theotherslimitedtheir

roletothehome.Nevertheless,bothgroupsvaluedtheeducationof

women.Thefacultyconsideredtheeducationofwomenastandardof

advanced countries,and vitalto theirnationalindependence and

civilization.Boththetraditionalrefinementandthemodernknowledge

wereemphasizedasnecessaryelementsoftheeducationofwomen.

Beyondeducation,theTonkinFreeSchoolalsoraisedthesubject

ofwomen’srights.Women’srightsdepended on theeducation of

woman,and itregarded asa rightto beenjoyed in a civilized

society.Intheearly1900s,thetopicsrelatedtothewomen’srights

wereactivelydiscussedon" ngcổtùngbáo".Inthefemalecolumn

on " ng cổtùng báo",called "Women’sVoice",themarriageof

convenience, the dowry issues, polygamy, free love, female

harassment,pregnancyandparenting,orphanagefoundation,clothing,

funerals,piety,and the predominance ofmen overwomen were

writtenaboutanddiscussedinthelightofwomen’srights.

TheTonkinFreeSchooltaughtanew education,distinctfrom the

traditionaleducation in many ways,yetrelianton the traditional

Confucianeducationasabase.Thiscanbeshownfrom thefacts

thattheyteachChinesecharacters,prioritizedloyaltytokingandthe

patrioticspirit,and had aforeign recognition to bedependenton

China.ThisisbecausethefacultyoftheTonkinFreeSchoolwere

raised with atraditionalConfucian education and becameofficials

through the imperialexamination,or shared similar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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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ofthenation-statebasedontheideas“toreview the

oldandlearnthenew”andtheChina-centeredforeignrecognitionof

the schooldemonstrate the flourishing ofthoughtofVietnamese

intellectualsintheearly20thcentury.

Thisstudyfoundthattheeducationandenlightenmentdevelopment

activitiesoftheTonkinFreeSchool,basedonresearchingprimary

sources,focused on the theory of cultivating nations and the

modernizingtheirnation-state.Thesignificanceofthispapercanbe

foundfrom revealing thatthecontentsoftheeducation combined

modernityandtradition,basedonthemantra“toreview theoldand

learnthenew”.

keywords:TheTonkinfreeschool(ôngKinhnghaThục,

東京義塾),Civilization,Cultivatingnations,Cultivatingfemale

citizens,toreview theoldandlearnthenew(ôncốtritân

溫故知新), ngcổtùngbáo(登鼓總報)

StudentNumber:2008-2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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