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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구양경무(歐陽竟無)는 금릉각경처를 세운 양인산(楊仁山)의 학문적 유산을 이어 받아
지나내학원을 창설하고 근대 중국불교학을 정립한 선구자로 평가된다. 그는 강서성(江
西省)의 경제적으로 유족하지 못한 전형적인 재지신사가문에서 태어났다. 구양 경무의

조부, 부친, 숙부들은 모두 과거를 통해 상층신사지위를 얻었고 교육을 통해 뛰어난 고
문실력을 갖추었지만 정상적인 중앙관직에 취임하지 못하고 미관말직이나 막료로 전
국을 전전하였다. 숙부 구양욱(歐陽昱)은 막료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일찍 상부
(喪父)한 구양경무를 직접 양육･교육하고 강서성에서 신교육을 보급하고 잠상(蠶桑)을

장려하는 등 사회적 실천에도 힘썼다. 이는 근대적 지성인의 현실참여의식과 전통 신사
계층의 사회적 책무관념이 결합된 것으로서 후일 구양 경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
었다. 구양 경무는 고향에서 경학과 문학 등의 전통교육을 받은 후 강서성 남창(南昌)의
경훈서원(經訓書院)에서 경세학과 서학 등의 신학문을 섭렵하였다. 정치운동의 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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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식인층을 휩쓰는 와중에 구양경무는 오히려 육왕심학을 통해 인간 내부로 시각
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구양 경무가 불교로 전향할 수 있었던 사상적 토대를 마
련했다. 다른 한편 고향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교육 이념을 실천하였다. 이는 숙부 구양 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환기를
살았던 신사계층으로서의 자각을 보여준다. 동시에 새로운 교육체계를 통해 중국불교
를 개혁하려 했던 양인산의 의도에 부합하여, 구양 경무가 양인산의 학문적 적통을 이
어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주제어
구양경무, 지나내학원, 금릉각경처, 구양욱, 양인산, 청대신사계층, 근대중국불교

I. 머리말
구양 경무(歐陽 竟無, 1871-1943)는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을 설립하여 유식
학을 중심으로 근대 중국불교연구를 정립시킨 중국불교 부흥의 선각자였다.
지나내학원은 국가로부터 공인된 최초의 근대적 불교연구기관이었으며 근대
중국불교학의 토대를 이룬 인재들의 요람이었다.1) 청말 이후 교학연구가 극
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지나내학원은 지적인 불교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이점
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2) 지나내학원이 불교학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양인산(楊仁山, 1837-1911)의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의 전통에 힘
입은 바 컸다.3) 금릉각경처는 태평천국운동 이후 산일된 경전을 수집･재간행
하여 근대중국불교 부흥의 토대를 닦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산일된 불교
1) 김진무 2010, 460.
2) Williams College의 종교철학 교수였던 james Bissett Pratt(1875-1944)는 1928년 지나내학원을 방문
하고 학문적 불교가 중국에서 부활하고 있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러한 부흥의 가장 큰 원
인으로 구양경무가 설립한 지나내학원의 활동을 들고 있다. 동시기 지나내학원을 방문했던 중국
거주 선교사 Karl Ludvig Reichelt(1877-1952) 역시 그때까지 접촉했던 중국불교기관과 다른 지적
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 “종교적인 열정은 거의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여 지나내학
원의 태생적 한계를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Eyal Aviv 2008, 1-2.
3) 雍琦 2010,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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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저서들이 중국으로 재유입되어 유식학을 위시한 불교연구의 물질적 기반
을 다졌다.4) 구양경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지나내학원 설립 이후 불교
학자로서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고, 그에게 영향을 준 이로는 계백화(桂伯華,
1861-1915)와 양인산만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5) 그런데 청말 민국 초기에 양인

산에게 사사하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구양경무만이 아니었다.6) 그 중 구
양경무가 양인산의 학문적 적자(嫡子)로서 그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는 구양경무 개인의 지적･현실적 능력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며 이
런 능력은 어려서부터의 사회적 자산과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들임이 분
명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되지 않았던 불교로 전향하기 전 구양
경무의 사상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그의 초
기사상이 형성된 지적･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려 한다.

II. 구양경무의 가계(家系)와 구양욱(歐陽昱)의 일생
1. 서향세가(書香世家)로서의 구양 가(家)
구양경무의 본명은 점(漸)이며 경무는 자이다. 원래의 자는 ‘경호(鏡湖)’였
으나 40세 이후 유식학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후 자를 ‘경무(竟無)’로 바꾸었다.
청 동치(同治)10년 (1871) 강서(江西)성 의황(宜黃)현에서 구양휘(歐陽暉, 18231876) 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양휘는 정실 이씨(李氏)와의 사이에 3녀, 측실 양

씨(楊氏)와의 사이에 2남 1녀, 측실 왕씨(汪氏)와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구
양경무는 왕씨가 낳은 1남이었다. 조부 구양정훈(歐陽鼎訓, 1801-1855)은 45세
에 강서성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擧人)이 되어 경산관학(景山官學)에서 교습직

4) 김영진 2020, 193.
5) 김진무 2008, 225; 程恭讓 1999, 161-166.
6) 梁啓超 著, 李基東･崔一凡 共譯 1987, 109. 원문은 같은 책 부록 梁啓超 1921, 뺷淸代學術槪論뺸, 73: “晚清
所謂新學者,殆無一不與佛學有關系,而凡有真信仰者,率歸依文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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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맡았다.7) 이는 구양경무의 가계에서 처음으로 과거를 통해 관직을 맡은
사례이다. 그 후 정7품 문림랑(文林郞)에 제수되고 이후 5품 봉정대무(奉政大
夫)에 봉해졌으며 사후에 4품 조의대부(朝議大夫)에 추봉(追封)되었다. 함풍(咸
豐)5년(1855)년 부친 구양 해가 사망하자 북경에서 부음을 듣고 귀향하는 길에

산동성(山東省) 난산현(蘭山縣)에서 사망했는데 향년 54세였다.8)
구양 정훈의 학문적 재능은 아들이었던 구양휘(歐陽暉, 1823-1876), 구양훤
(歐陽 暄,) 조카 구양욱(歐陽昱, 1838-1904)에게로 이어졌다. 이들은 가학을 이어

받아 높은 학문적 성취를 보였다. 장자 휘의 자는 길사(吉士) 혹은 중손(仲孫)이
었으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문장이 매우 화려하고 기품이 있었다
〔雍容華貴〕”고 한다. 도광(道光) 29년 (1849)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이 되었다.
그 후 북경에 거주하며 10여 년 동안 계속하여 중앙의 회시(會試)에 응시하였
지만 연이어 낙방했다. 그는 병려고문(騈儷古文)과 서예에 뛰어나 비문 등을 청
탁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문장가보다는 중앙관리
가 되는 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거를 통한 관직의 길을 모색했
다. 이후 잡고(雜考)를 거쳐 팔기교습(八旗敎習), 국자감학정(國子監學政) 등에
제수되었는데 이는 부친인 구양 정훈이 역임한 것과 같은 직급이었다. 그러나
사대부로서 가장 선망하는 한림원〔詞林〕에 나아가길 원했던 그는 제수된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고 다시 내각중서(內角中書)에 특별발탁되었지만 실제
직책은 받지 못했다. 그 후 모친상으로 낙향하여 당시 태평천국운동의 여파로
지방 행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지방 민병대인 단련(團練)을 조직･운영하였고
그 공으로 섬서성(陝西省)의 행정조직인 섬서포정사(陝西布政司)에서 관직을
맡게 되었다. 결국 구양휘는 비상한 문재를 갖추었지만 중앙관료로서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관말직을 전전하다 광서(光緖)2년(1876) 53세의 나이로 병사
7) 경산관학은 청대 팔기자제(八旗子弟)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강희(康熙)25년1686) 자금성 북쪽
의 경산(景山) 부근에 건립되었다. 황실 사무를 관장하는 내무부(內務府)에 속해 있었다. 만주어 교
사인 만교습(滿敎習), 한문교사인 한교습(漢敎習), 감독관인 계찰관(稽察官) 등이 있었다. 구양 정훈
은 이중 한교습의 직책을 맡았다.(歷史詞典: https://www.cidianwang.com/lishi/guanzhi/2/18162eb.htm,
검색일자: 2020. 12. 10)
8) 徐淸祥･王國炎 199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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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생 구양훤 역시 학업에 뛰어났다. 동시(童試)와 향시에 1등으로 합격
했고, 부친, 형과 함께 북경에 거주하면서 회시에 응시했지만 네 번 연달아 실
패했다. 그 역시 고문에 능했지만 문사보다는 관리로 입신양명하고자 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자포자기하여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不
冠不履〕주점에 출입하며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유하는 등

방탕한 생활로 여생을 보냈다.9)

2. 숙부 구양욱의 일생
구양휘가 병사한 후 구양경무 가정의 생계와 교육을 책임졌던 것은 경무의
당숙이었던 구양욱이었다. 그의 자는 송경(宋卿)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백
부였던 구양정훈에 의해 양육되었다. 당시 가정 형편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조부 구양정훈의 가계는 상당히 곤궁해서 형제가 돌아가며 모친을 봉양하는
데 자신의 차례가 오면 집안의 물건을 저당 잡혀야지만 계란을 맛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구양욱은 남루한 차림으로 인해 증조모(구양정훈의 모
친)로부터 ‘비렁뱅이〔丐子〕’라는 괄시를 받을 정도였다.10) 미관(微官)이지
만 북경에서 관직을 역임하고 두 아들까지 거인이 되어 북경에서 중앙의 회시
를 준비하고 관직을 물색하던 가정환경은 여유없는 경제상황을 참작하더라
도 결코 빈곤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한 상태에서 구양정훈, 구양휘의 불안정한 수입으로 북경의 거
소를 유지하고 생활비와 동생의 과거준비를 준비하고, 고향의 가족들까지 부
양해야 했기 때문에 구양 가는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11) 결국 구양경
무의 가계는 교육과 시험준비를 통해 신사(紳士)의 신분을 이어갈 수 있는 최
소한의 여력은 있었지만 풍요한 삶을 유지하지는 못하는 전형적인 재지신사

9) 앞의 책, 11-12.
10) 뺷歐陽大師遺集뺸 ｢竟無詩文･見聞鎖錄敍｣, 1823.
11) 뺷江西宜黃南岳歐陽氏五修宗譜뺸, “暉家貧, 父庭訓從一閑職, 困京邸, 敷不入出. 暉任職時, 俸半養父, 半寄家
養母”. 徐淸祥･王國炎 1995, 1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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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에 속한다고 하겠다.12)
구양욱은 종형 휘에게서 학문을 시작했다. 천성이 영민했던 그는 학문과 시
문에 뛰어난 성취를 보였고 과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는 동치(同
治)12년(1873) 강서성 발췌과(拔萃科) 공사(貢士)로 직접 조고(朝考)13)에 참석하

여 2등을 획득했다. ‘발췌과 공사’는 다양한 과거 시험 방식 중 ‘발공생(拔貢
生)’을 가리킨다. 지방의 관학(官學)에 등록되어 있는 생원(生員) 중 우수한 자

를 특별 선발하여, 북경의 회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직 임명을 결정하는 보
충시험인 조고(朝考)를 보게 하는 것이다. 발공생 선발은 12년에 한 번 이루어
졌기 때문에 3년 1회의 정기 회시에 비해 훨씬 드물고 어려운 기회였다. 원칙
적으로 지방의 생원 중 ‘세시(歲試)’라는 관학의 정기 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발
공생으로 선발될 자격이 있었다.14) 그러나 구양욱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 본 강
서학정(江西學政) 이문전(李文田, 1834-1895) 덕분에 파격적으로 발공생으로
뽑혀 순조롭게 북경의 조고에 참가할 수 있었다.15) 그의 학문과 성격에 성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한다.
㉮ (강서성) 의황현 구양송경 선생은 학문이 깊고 재주가 많아 경학지식
으로 고관대작들과 교유했다. 그를 찾아오는 이들이 양이나 기러기 떼처
럼 뜰에 가득하여 칭찬이 자자했다. 글을 지을 때는 경학과 역사를 꿰고
있었고 제자백가를 넘나들었으며 한번 붓을 잡을 때마다 단번에 천만 단
어가 흘러나왔다.16)

12) ‘신사(紳士)’는 ‘신금(神衿)’이라고도 하며 과거를 통해 형성된 관직경력자와 각급 시험을 통해 획
득한 과거공명(科擧功名)만 가진 학위소유자로 나누어진다. 이런 과거공명(학위)은 지방 학교의
시험인 동시(童試)를 통과한 생원(生員), 성(省)별 상급 지방시험인 향시(鄕試)를 통과한 거인(擧人),
북경의 중앙시험인 회시(會試)를 통과한 진사(進士) 및 이외의 다양한 학위로 나뉜다. 이들은 ‘관
료’와 ‘지식인’의 두 가지 성격을 겸비한 명청시대 사회･문화 지배계층이었다. 이 시기 ‘사대부(士
大夫)’는 기본적으로 신사와 동일개념이다. 오금성 외 2007, 349; 張仲禮 993, 6-10.
13) 황제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를 통과한 후, 관직 임명 등을 위해 치르는 보충시험. 미야자키 이치
사다 2016, 198-201.
14) 張仲禮 著, 金漢植･鄭誠一･金鐘健 共譯 1993.46-47.
15) 魏元曠 ｢淸州判拔萃貢士歐陽府君家傳｣(歐陽昱 『見聞瑣錄뺸 附錄,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org/
wiki.pl?if=gb&chapter=534914, 검색일자: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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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君(구양욱)은 천성적으로 구속되기 싫어했다. 민생의 이익과 병폐, 천
하의 평화와 혼란에 관심을 가졌으며 정론을 추구하고 사설(邪說)을 비
판하였다. 조정의 깨끗함과 방탕함, 물러남과 나아감, 정사(政事)의 흥성
과 교체, 변혁과 환난의 기복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기록하여 후대
에 점검할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17)

위의 기록에서는 공통적으로 구양욱이 경학과 사학에 깊은 조예를 가졌고,
그러한 점이 당시 지식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사회
에서 경학은 세계의 보편적 운행법칙〔道〕을 탐구하는 것이었고 사학은 그
러한 보편원칙이 구체화되는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관심은 사회상황과 민생에 대한 관심과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었다. 예
문 ㉯에서는 그가 기성 조직에 얽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독립적이면서도 격정
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유로운 성격과 자타가 인정한 재능
은 “우주의 풍운을 일으키고자 하는”18)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강직
한 성품과 넘치는 자신감을 가졌던 구양욱은 조고를 통과하여 청주주판(淸州
州判)19)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7품 지방행정보좌관으로 자신을 삶

을 한정시키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다. 시사와 민생에 대한 관심은 독자적
인 사관(史觀)의 정립으로 이어져 ｢史論｣6권을 저술하여 경세학의 입장에서
역대 정치를 비평했다.20) 구양욱은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했을 뿐만 아
니라 구양휘가 작고한 이후에는 종형(從兄)의 유족까지 보살펴야 했다. 주어진

16) 松壽 ｢崇本堂文集序｣, “宜黃歐陽宋卿先生, 績學多才, 以明經邀遊公卿, 所至羔雁充庭, 聲稱借(且)甚, 爲文
貫穿經史, 出入諸子百家, 每一搦管, 洋洋灑灑輒千萬言.”(歐陽昱 뺷見聞瑣錄뺸 附錄, http://www.bjhanyang.
com/novel/jianwensuolu/63987.html, 검색일자: 2020, 11.20)
17) ｢淸州判拔萃貢士歐陽府君家傳｣, “君性倜儻, 好講求生民利病與天下治亂之故, 崇正論, 病邪說, 凡中朝貞淫
進退, 及政事之興替, 禍變之起伏皆有錄, 以驗其後”.
18) 뺷歐陽大師遺集뺸 ｢竟無詩文･見聞鎖錄敍｣, 1827, “旣未風雲宇宙, 遍需雨露鄕間”.
19) 청대 행정구역에는 청주(淸州)가 없다. 대신 산동성(山東省)에 임청주(臨淸州)라는 유사한 지명의
행정구역이 있다. ‘청주주판’의 ‘淸州’는 ‘臨淸州’에서 ‘臨’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20) 徐淸祥･王國炎 199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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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 나아가지 않아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이 없던 그는 지방관의 일을 돕
는 사적 보좌관인 막료(幕僚)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그가 막료를 역임하며 거쳤던 지역은 북경･하북성, 하남성, 산동성 등의 북
중국, 서주(徐州)･회하(淮河) 유역의 강소성 북부, 안휘성･강소성 남부･ 절강성
등의 강남지방 전역, 복건성 등 화남 일부에까지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문
화 중심지인 화북, 화동 지역의 대부분을 다녔다고 할 수 있다. 행정중심지였
던 남경과 소주, 경제거점이었던 상해〔申江〕에는 수차례 거주하였다. 특히
상해에서 10번이나 일했던 것은 1842년 아편전쟁 이후 개항장이 된 상해의 대
외업무가 급증하고 있었던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통해 구양욱
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 민감한 관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가 보
좌했던 관리들은 성의 포정사(布政使), 하도총독(河道總督), 관찰사 등 1급지방
행정관, 내무부(內務府)관료 등 황실관리, 참군(參軍) 등의 군사관리자, 부와 현
의 중급 지방관리 등 각급 행정분야를 모두 망라했다. 각급 지방관의 참모를
역임하고, 행정･문서 업무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학정(學政)의 향시 시험 실
시･검사를 돕기도 하고 관리 자제들의 가정교사가 되기도 하는 등, 생계를 위
해 신사신분으로서 가능한 모든 삶의 방식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21)

3. 구양욱의 현실참여와 구양경무에 대한 영향
구양욱의 재능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업무를 통한 현실인식과 결합하여 사
회실천으로 연결되었다. 그는 막료생활로 다양한 경험을 한 후 광서14년(1898)
강서성으로 돌아와 성도 남창의 무실학당(務實學堂)에서 역사교습의 직무를
맡았다. 무실학당은 무술변법(戊戌變法) 당시 ‘신정(新政)’의 영향을 받아 강서
성의 유지와 신사층의 창도로 개설된 강서성 최초의 신교육기관이었다.22)
21) 歐陽昱 뺷見聞瑣錄뺸 ｢自序｣, “予足跡半天下, 走幽･燕, 馳靑･翼, 過中州, 歷淮･徐, 周兩晥, 經武昌, 遊金陵, 入
閩嶠, 涉兩浙, 六客姑蘇, 十寓申江, 四住頏(杭)上, 累應某制軍･某河使, 某中臣･某方伯･某軍門･某參府, 某
遊府聘, 敎授其子弟, 入某學使幕, 襄校試券, 就府･縣西席記室者五”.(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https://ctext.
org/wiki.pl?if=gb&chapter=534914)
22) 광서(光緖)24년(1898) 강서대리순무(江西代理巡撫)였던 옹증계(翁曾桂, 1837-1905)가 강서성 남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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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강서대학당(江西大學堂)이 설립된 후에는 경학교습을 역임했다. 강서

대학당은 광서27년(1901)년 성회(省會)에 있는 서원들을 대학〔大學堂〕으로
개편하라는 조치에 따라 강서성에서 최초로 설립된 신식 고등교육기관이었
으며 그가 교수했던 과목은 경사(經史)였다. 비록 전통적인 과목을 가르쳤지만
구양욱이 강서성 최초의 신교육 선각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
이다. 광서28년(1902)에는 고향 의황현에 구양씨 문중 자제들을 위한 ‘족학(族
學)’을 건립하고 현립 봉강중학당(鳳岡中學堂)을 설립하여 의황현에서 최초로

신교육을 보급하였다.23) 그가 봉직했던 교육기관은 지역적으로는 고향마을
과 현성, 성회(省會)에 미쳤고, 교육기관별로는 기초･중등･고등교육기관을 모
두 망라했다. 현실에 대한 관심은 교육사업에 이어 말년의 실업(實業)진흥활동
으로 이어졌다. 그는 양잠업으로 유명한 절강성 호주(浙江省 湖州)로 가서 뽕나
무 묘목을 직접 구입해서 고향에 보급하였으며, 그를 위해 뺷상잠감요록(桑蠶
簡要錄)뺸를 저술했다. 그 결과 몇 년 후 ‘복건성 서북부 일대에서 명주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의황현 사람일’정도로 의황현의 잠사업이 발전
하게 되었다.24) 1904년 향년 67세로 작고했다. 그가 남긴 저서를 통해 넓은 견
식과 현실관찰(뺷견문쇄록(見聞鎖錄)뺸10권), 경사에 대한 조예(뺷춘추좌전사췌
(春秋左傳事萃)뺸 1권), 현실참여( 뺷상잠간요록(桑蠶簡要錄)뺸1권 )등 다방면에 걸

친 관심과 재능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뺷춘추뺸의 주석서 중 가장 전통적인 뺷춘추좌전뺸에 관심
을 가졌다는 점이다. 반면 강유위 (康有爲,1858-1927) 등 사회개혁을 주장했던
변법주의자들은 대동세계라는 개혁의 이상을 제시하며 철학적 성격이 강한
뺷공양전뺸을 중시했다. 이는 개인적인 경전해석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신정
(新政)’ 에 대한 입장 차이와도 연관된다. ‘신정’을 주도했던 ‘변법파(變法派)’는
의 유서깊은 우교서원(友校書院)에 신설한 강서성 최초의 신식교육기관이다. 총교습 1명과 중학
(中學)･서학(西學) 교습 각 1인이 있었으며 124명을 선발하였다. (뺷南昌市志뺸 卷26 ｢敎育｣, 1)
23) 徐淸祥, 王國炎 1995, 14-15.
24) 뺷宜黃縣志뺸, “種桑十餘萬株 , 養蠶繅絲, 織綢者達數萬人…중략…今福建延平･邵武･長汀一代從事絲線 業
者多爲宜黃人”. 앞의 책, 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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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공양전뺸의 삼세설(三世說)에 기초한 개혁을 완성시기키 위해 의도적으로 정
통 해석서인 뺷좌전뺸의 위작설을 주장하는 등, 기존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했
다.25) 반면 구양욱은 급진적인 개혁에 불만을 가졌고 뺷공양증류(公羊證謬)뺸2
권을 저술하여 강유위 등을 비판했다.26) 이를 통해 구양욱의 정치적 견해는 변
법파와는 대척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교육 보급과 실업 중흥을 위해 진
력한 실천적 지식인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이처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를 시대변화에 따라 ‘몰락해 가는 사대부 가문의
전형적인 퇴영적 정서를 폭로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27) 그러나 청말
개혁의 움직임에 동참했던 이들의 사상을 도식적･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 오히려 개혁추진 과정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지도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구양욱은 구양휘 사후 그의 가솔들을 부양했으며 조카들의 교육에는 더욱
열심이어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한다.
나의 형 소충(少沖: 歐陽滉)이 어려서 학문을 작폐하자 숙부는 눈물을 흘
리며 훈계하셨다. 한편으론 (형을) 매질하며 한편으로는 내 아버지를 부
르며 우셨다. 하루는 책 한 질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이것은 네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던 글이다. 지금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셨다. 펼쳐보니
전 권에 걸쳐 글이 단정하여 한 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내가 어느날
다른 사람의 책을 볕에 말리고 있었는데 (먼지를) 떨 때 신경을 쓰지 않았
다. 숙부가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큰 소리로 “너는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
힘든 일을 하려 하지 않느냐?”호통을 쳤는데 책을 잡고 내리치는 소리가
온 마당에 울렸다. 나는 갑자기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이 후 수십 년 동
안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내 평생의 가장 큰

25) 李康範 2007, 472-473.
26) 魏元矌 ｢宋卿公傳｣ 뺷江西宜黃南岳歐陽氏五修宗譜뺸, 1947. “甲午重創以後, 中國危機倍加深重, 康有爲以公
羊三世說倡義變法, 朝庭亦漸更新政, 一時有識之士多習公羊 說, 公却引爲尤憂, 言之輒憤形於色, 著有뺷公羊
證謬뺸二券, 駁康南海等”. 徐淸祥･王國炎 1995, 14로부터 재인용.
27) 程恭讓 1999,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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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자극은 이와 같았다 28)

구양휘가 사망한 후 그의 유족들은 얼마 되지 않는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과
구양욱의 도움 아래 생계를 꾸려나갔다.29) 상업기반이나 중앙관계로의 연결
망이 없었던 구양가(家)는 과거를 통해 신사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당연히 구양경무에 대한 집안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는
데 그에게 본격적인 학문의 길을 열어 준 것은 구양욱이었다. 구양 경무는 문
집에서 이런 당숙에 대한 고마움을 아낌없이 표하고 있다. 이러한 구양욱의 보
살핌은 친족으로서의 의무 이외에 구양휘에 대한 개인적인 보은의 성격도 컸
다. 구양욱이 조실부모하고 조부모에게 양육되었을 때 종형 구양휘가 북경에
서 벌어들인 박봉으로 가계를 꾸려나갔고, 이후 구양휘에게서 직접 학문을 배
워 신사로서의 일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구양휘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막료로서 얻은 박봉으로 자신의 식솔과 구양휘의 유가
족을 부양하고 구약경무 등의 조카들을 직접 가르쳤다. 부친의 부재 하에 구양
욱이 집안의 가장을 맡았으므로 구양경무의 유년기, 청소년기는 모든 면에서
숙부 구양욱의 깊은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구양경무는 숙부에 대해
개인적인 감사와 함께 선배 사대부로서의 존경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 중
에서도 양잠을 장려했던 경세가적인 면모를 높이 평가하며 “(인재부족이라
는) 국가의 어려움과 (생계의 곤란이라는) 사대부 개인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실천적 사대부로서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하고 있다.30)

28) 뺷歐陽大師遺集뺸 ｢竟無詩文･見聞鎖錄敍｣, 1825-1826, “予兄少沖幼廢學, 叔父垂涕而道之, 且抶且哭予父,
嘗受予一秩曰, ‘此爾父敎我之文, 今以與爾’, 展時則端書竟冊, 無一字苟, 蓋所以致感者深矣……予嘗爲人曝
書, 拂拭不經意, 叔父忽瞋目大呼‘爾奈何爲人不出力!’ 持書緊拍, 聲徹於庭. 予陡然悚惕, 魂爲之奪. 自此數十
年, 小事不敢忽……予生平得兩大刺激者如也”.
29) 徐淸祥･王國炎 1995, 12.
30) 뺷歐陽大師遺集뺸 ｢見聞鎖錄序｣, 1828, “予嘗曰, ‘國困於乏人, 士荒於生計. 若能道以養心, 藝以養體, 士而農,
農而士’. 如我叔父之行者, 國與士之困皆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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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사층으로의 구양가(家)
아! 선생의 재능으로도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하고 단지 일개 문사로 일
생을 마쳤으니 이는 선생의 불행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불행인가? 그러
나 이 문집이 있음으로 해서(성현의) 가르침을 이어받고자 하는 이들이
진정한 선비〔眞儒〕의 큰 저력〔閎蘊〕을 엿보고 (그 가르침의) 향기에
젖어 유용한 인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후세의 현철
들에게 남기고자 하는 바였으니 그 정신은 영원하여 끝이 없을 것이다.
구차하게 한 세상에서 (공명을) 드러내었는지의 여부로 어찌 선생(의 일
생)을 평가절하할 수 있겠는가?31)

위의 글은 민절총독(閩浙總督)이었던 송수(松壽,1849-1911)가 구양욱 사후에
출간된 문집 뺷숭본당문집(崇本堂文集)뺸에 쓴 서문의 일부이다. 구양욱의 일생
과 그에 대한 사대부 사회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주요 내용은
구양욱은 자타가 공인하는 재능이 있었지만 중앙 정계에 중용되지 못했고, 그
럼에도 후학들에게 “진정한 유사〔眞儒〕”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유사’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
해서는 청대에 ‘유사’로 불릴 수 있는 자격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삶’
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명청시대에 공식적인 ‘유사’는 ‘신사(紳士)계층’을 가
리킨다. ‘신사’는 단순히 유학을 공부하는 유생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유학을 공부하고 관직에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공인(公
認) 학위소지자집단’을 지칭한다. 신사는 생원(生員), 감생(監生) 등 지역적 기

반을 벗어나지 못한 하층신사와 거인(擧人), 공생(貢生), 진사(進士) 등의 상층
신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양자의 차이는 상층신사는 자신의 지위만으로 관리
로 임명될 수 있는 반면 하층신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32) 구양경
31) ｢崇本堂文集序｣, “嗚呼! 以先生之才, 不獲大用於世, 僅僅以文士終, 先生之不幸, 抑亦斯世之不幸? 然斯集
在, 使承學之士得以窺求眞儒閎蘊, 丐馥霑瀝, 蔚成有用之才, 則先生所以祝遺來哲者, 其精神且永無終極, 區
區一世之顯晦, 又何所加損先生哉!”
32) 張仲禮 199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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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조부 구양정훈, 부친 구양휘, 숙부 구양훤은 거인의 자격을 가졌고 당숙
구양욱은 발공생이었다. 즉 구양경무의 가문은 상층신사의 가격(家格)이었다.
청대에는 신사자격자들의 심각한 인원적체로 인해 실제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층 신사들은 지역사회와 관부(官
府)와의 교류에서 일반인들과 다른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33) 구양정훈, 구양

휘가 북경에서 관직을 맡았으므로 구양가(家)가 현지의 명망가였음에는 틀림
이 없다. 그러나 명중기 이후 계속된 상품경제의 발전과 계층분화로 인해 이미
신사자격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유업(儒業)
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棄儒從商〕신사나 유교적 학식을 몸에 지니는 상
인〔賈而好儒〕들이 늘어났다. 청말에는 이들의 특징을 겸비한 신상(紳商)이
라는 계층이 생기는 등 신사와 상인의 거리가 좁혀지는 현상이 나타났다.34)
그러나 학문 이외에 다른 기능이 없는 무업(無業) 신사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직업은 여전히 서숙(書塾)이나 개인집의 교사였다. 또 신사는 학문을
통해 관직에 나아가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실제 행정을
보조하는 역할이었던 막료도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다. 위의 두 직업은 ‘배우
고서 여력이 있으면 관직에 나아간다〔學而優則仕〕35)라는 전통적인 유교지
식인 관념에 가장 적합한 부수적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재능과
사회적 명망은 있었지만 인원 적체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던 상층 신사들에
게 막료는 가장 매력적인 비정규직 업종이었다.36) 청대의 지방행정은 중앙에
서 파견하는 지방관과 현지에 거주하며 지방관을 보좌하는 비신사계층 출신
의 서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3년마다 전근해야 하는 지방관에 비해 서리는 해
당 지역 출신으로 지역사정에 능틍하여 공식 행정관을 능가하는 실제적인 영
향력을 가지고 중앙의 정책침투를 방해하기도 했다. 막료는 이러한 이중관계
33)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된 대표적인 신사의 주요 특권은 형벌감면특권과 면역특권이었다. 앞의 책,
52-64.
34) 오금성 외 2007, 359-360.
35) 뺷論語. 子張뺸,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36) 최형섭 2018,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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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방관의 행정력을 강화시키는 사적 보좌관의 신분으로 서리의 전횡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처럼 막료는 청대 지방정치에서는 불가결한 계
층이었기에 공식적인 관리는 아니었지만 국가차원에서 관련법규를 제정하여
관리했다.37) 청말에 이르러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 등의 정치혼란을 겪으
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와 막료에 대한 현임관료들의 감독이
동시에 이완되었다. 실직(實職)에 나아가지 못하는 신사가 증가하면서 막료층
이 팽창하고 자의적인 권력남용 현상이 심해지는 등 지방 관료제와 막료제가
모두 흔들리기 시작했다.38) 구양욱은 이러한 시기에 막료로서 전국의 중요지
역을 다니며 격변의 현장을 목격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갔다. 이는 많은
청말 지식인들의 공통적인 삶의 방식이었다.39)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상층신사라는 신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거인,
공생 이상의 상층신사들은 3년마다 북경에서 치러지는 회시나 조정의 조고 등
을 준비하기 위해 북경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상경했다. 이들은 생계를 위
해 미관말직에 임시로 취직하거나 동향관계 등의 다양한 인적 연결망을 통해
생활방편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경에서 생활했다. 동시에 북경은 이들
에게 단순한 생활공간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며 전국적인 교유관계와 인맥
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장이었다. 더욱이 청말에는 현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
면서 경세학(經世學) 논의가 활발해져 관직 및 경제적 격차를 뛰어넘어 국가사
안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신사층의 ‘공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었다.40) 구양경무의 가계 역시 전술한 전형적인 상층
신사의 생애궤적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부 구양정훈, 부친 구양휘, 숙부 구양
훤은 모두 거인으로서 일정 기간 북경에서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회시에 도전
했다. 이 중 구양정훈, 구양휘는 한 가문의 가장이자 장자로서 가족 부양의 책
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관말직에 재직하며 중앙의 현직(顯職)에 진출할 수 있는
37) 朴敏洙 2019, 305.
38) 肖宗志 2006, 57-58; 陳平舟 2005, 90-92.
39) 이영옥 2003, 580-585.
40) 王惠榮 2018,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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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엿봤고, 차남 휘는 뛰어난 문재와 경사의 교유관계를 통해 문명을 떨쳤
지만 계속되는 과거 실패로 자포자자기의 삶을 살았다. 당숙 구양욱은 발공생
의 신분으로 회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직에 임명받았지만 자신의 기대와 이
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막료로서 전국을 떠돌았다. 구
양경무 부조배(父祖輩)의 삶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상층신
사들이 전국적인 인적 연결망을 통해 영위할 수 있었던 삶의 선택지를 골고루
보여준다 하겠다.
상층신사들은 고향에서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민간사회
를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재지적 존재기반을 강화시겼다.
신사계층이 향촌사회에서 수행했던 대표적인 역할로는 교육사업을 들 수 있
다. 교육사업에는 서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 금전이나 토지를 기증하여 그
수익을 학생들의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 문묘･사당의 보수, 관학교의 보수
에 참여하여 작업을 감독하거나 재정을 부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신사계층은 전통윤리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다.41) 한편 19세
기 중엽 사회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신사계층은 기존에는 정부의 고유 영역이
었던 군사･치안･조세 등의 기능을 분담하기 시작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지
방의용군 조직인 단련(團練)을 조직하여 지방의 치안과 방위를 담당하는 것이
었다.42) 이러한 면에서도 구양 가의 신사들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
여준다. 구양욱이 막료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새로운 교육기관을 만드
는 일에 뛰어든 것도 이러한 신사의 전통적 책무관념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청말 신정(新政)이 각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추진될 때 전통적
인 신사층의 협조와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술하였듯
이 구양휘는 모친상 때문에 일시 귀향했다가 전란으로 무너진 지방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단련을 조직하여 향토방위를 책임졌고 그 공으로 섬서포정사
에서 봉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태평천국 농민운동 당시 증국번(曾
41) 張仲禮 1993, 95-96.
42) 앞의 책,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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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藩, 1811-1872)이 모친상으로 고향 호남성으로 귀향했다가 단련을 조직하고,

이 군대가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상군(湘軍)으로 발
전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구양가는 교육과정, 의식구조, 현실실천 모든 면
에서 향촌에 기반을 둔 청말 신사가문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구양
경무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후 다양한 학문을 섭렵하고 불교를 이해하는
사상적 기초로서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교육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
향을 끼쳤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IV. 구양경무의 수학(修學) 경력과 학문적 성장
어려서 부친을 잃고 구양욱에 의해 양육되었던 구양 경무는 모친과 당숙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학업에 전념해야 했다.
어려서 밤 새워 공부하다 가끔 피곤하여 잠에 들려하면 어머니는 경책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집안이 기댈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어머니는 우셨고 나도 울었
다.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학문을 연마했으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웠던 적
이 없어서, 공부는 날로 나아졌고 문장은 고풍이 흐르고 심오해져서 (당
시의 작문) 시류를 따르지 않았다.43)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양 경무는 어려서부터 모친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
며 학업에 매진하였다. 특히 그는 고문에 큰 재능을 보였다. 가학(家學)이라고
할 정도로 일가가 모두 고문에 능했던 분위기에서 성장했던 만큼 구양경무가
고문에 재능을 보였던 건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 자

43) 吳宗慈 뺷江西通志稿･人物志뺸 ｢歐陽漸傳｣(뺷華人百科뺸: https://www.itsfun.com.tw/歐陽競無/wiki-51472794148839, 검색일자: 2020. 12. 20), “兒時夜讀, 偶倦欲眠, 母則警之曰, ‘全家所賴惟汝’. 母哭, 漸亦哭. 自是
勤學不稍懈, 學日進, 文章古奧, 不入時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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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후일 ‘자신이 계속 고전 문학을 천착했었다면 유
명한 옛날 문장가들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의 고문 명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을 정도이다.44) 구양경무는 가학으로 구양욱으로부터 문
학을 위시한 기본적인 학문을 배운 후 광서 16년(1890)에 강서성의 성도인 남
창에 위치한 경훈서운(經訓書院)에 입학하였다. 경훈서원은 강서안찰사(江西
按察使) 유체중(劉體重,1770-1842)의 창도 하에 도광(道光) 13년(1843)년 설립된

강서 4대 서원 중 하나였다. 당시의 서원들이 모두 과거준비에 중점을 맞추어
제대로 된 경학을 등한시했으므로 강서성에 ‘순수한 경학’을 연구하는 거점을
만들고자 함이 설립 취지였다. 태평천국 운동을 거친 이후 새로운 사회 변화를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실학에 대한 요구가 커져갔다. 1892년 새로운 산장(山
長)인 금문학자 피석서(皮錫瑞,1850-1908)가 부임하면서 경훈서원은 기존의 주

자성리학 중심의 경학연구가 아닌 고증학을 기반으로 한 실학연구의 중심으
로 거듭났다. 경학 이외에 경훈 서원에서는 다양한 제자학(諸子學) 및 서학도
가르쳤는데 과목은 문자학, 문학･역사학, 지리, 과학〔格致〕, 천문학, 산학 등
이었다. 교수 과목을 보면 당시 경훈서원은 전통적인 과거준비를 지양하고 건
가(乾嘉) 고증학 중심의 실학과 서학의 융합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구식 교육체계 개혁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 경세학에 기반하여 지
방차원에서 자발적인 교육개혁을 시도한 것이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사한 개혁이 진행되었다.45) 이를 통해 경훈서원은 강서성에서 가장
유망한 인재가 모이는 유명 교육기관이 되었다.
구양경무는 이러한 시점에서 동서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기존의 문학, 경학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지식을 흡수하면서 경훈서운의 설립취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우등생이 되었다. 그러나 경훈 서원 재학당시 그는 과거 준비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46) 이는 집안에 이미 많은 상층신사자격자가 있었음에
44) ｢覆毛邦漢居士書｣, 367, “以漸之才, 若能去此十碍, 專力爲之十年八年, 何難把臂古人, 而今老矣, 無能爲役,
雖然, 大丈夫各有其事, 斯藝讓古人擅之而已, 有什麽了不得耶?”
45) 徐歡 2015, 26-37.
46) ｢親敎師歐陽先生事略｣, “師幼而攻苦, 精諸藝, 年二十入泮, 薄擧業不爲……爲經訓書院高才生, 時稱風氣之先”.
구양경무(歐陽竟無)의 초기 사적(事跡) 고찰

311

도 이들 중 관직으로 현달한 이가 없었을 정도로 냉혹한 관장(官場)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과거공명을 통한 입신양명이라는 희망을 일찌감치 버렸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새로운 학문을 통해 세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
던 것도 더 이상 과거공명을 추구하지 않은 원인 중 하나였을 것이다. 경훈 서
원에서 구양경무는 고증학〔漢學; 正統派〕의 영향을 받았는데 양계초(梁啓超:
1873-1929)는 고증학의 특징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하나의 주장을 확립하려 할 때는 반드시 증거에 의거했다.
② 증거를 선택할 때는 옛 증거를 우선하였다.
③ 증거가 하나 밖에 없을 때는 정설로 삼지 않았다. 반증이 없을 때는 일단
주장을 유지하고, 후속 증거가 나올 때에서야 점차 (그 주장을)신뢰하고,
유력한 반증이 있을 때는 (기존의 주장을) 폐기했다.
④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로 보았다.
⑤ 비교연구를 통해 공통법칙〔公則〕을 찾아내기 위해 동류의 증거들을
나열하여 비교했다.
⑥ 기존의 설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인용했음을 밝혔다.
⑦ 견해가 다르면 서로 논쟁을 벌였는데 설사 사도(師徒) 간이라 하더라도
(논쟁을) 피하지 않고 이를 문제삼지도 않았다.

⑧ 논쟁은 해당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언사는 현실적이고 진정성을 갖
추었다. 비록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더라도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했다.
⑨ 하나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좋아했다.
⑩ 문체는 소박하고 간결했으며 지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금기시했다.47)
고증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론을 취했다.

47) 梁啓超 1987, 부록 원문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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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험적인 천리(天理)를 기준으로 세계를 파악하는 성리학과는 정반대의
입장이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채택했다. 그
결과 금석학, 문헌학, 경학, 지리학, 문자학 등의 실증적 학문이 발달하였는데
이는 모두 구양경무가 경훈 서원에서 섭렵한 분야였다. 고증학은 금석학, 고거
학(考據學) 등의 자기완결적인 부분학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세학을 실현
하기 위한 방법론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여전히 경학이 있었다. 이런 면에서 청
말 경세학에는 ‘체-용’의 이원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는 경훈서원
의 교육방침에도 그대로 관철되었다.
학문은 한편의 극단으로 완성될 수 있거나 하나의 학설로 다 포괄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니 우선 경학공부를 통해 (근본)이치를 탐구해야 한다.〔讀
書窮理〕 (여기서 더 나아가) 큰 뜻을 펴고자 하는 자는 마음속에 성현이

뜻하신 핵심을 확실히 알고, 고금의 역사, 국내외 형세 역시 확실하고 투
철하게 공부해야지만 ‘체’와 ‘용’을 겸비한 학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48)

위의 예문은 당시 경훈서원 산장이었던 피석서의 학문관인데 여기에서 전
통적인 정신(체)을 제대로 보존하고 발양하기 위해 실제적인 방법론(용)에 의
거해야 한다는 ‘중체서용’론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중체서용’ 사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양의 기술〔用〕을 이용하여 북국강병을 이루어 중
국의 도통〔體〕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양무운동(洋務運動)으로 구체
화되었다. 양무운동의 중요한 일환이 교육개혁이었고 경훈서원을 비롯한 각
지의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정신을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이 실험되었다.
경훈서원에서 경학〔體〕과 다양한 제자학〔用〕이 가르쳐진 것도 이러한 사
고의 반영이었다. ‘체’와 ‘용’의 이원론이 구양경무의 불교해석에서 어떻게 구
체화되는지는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1895년 청일전쟁에
48) 뺷皮鹿門年譜뺸, 2, “學非一端所能盡, 亦非一說所能解, 先在讀書窮理. 務其大遠者, 將聖賢義蘊了然於心中,
古今事變, 中外形勢, 亦須講明切究, 方爲有體有用之學”(臺灣華文電子庫: https://taiwanebook.ncl.edu.tw
/zh-tw/book/NCL-000799986/reader,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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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한 후 기존의 국가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서구식 방법론만 도입하려는 개혁
방식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한 변법자강
운동(變法自强運動)이 강유위･양계초 등 변법파의 주도 하에 힘을 얻어갔다.
1898년 광서제(光緖帝)의 지원 하에 전반적인 국가제도를 개혁하는 무술변법
(戊戌變法)이 시도되었으나 보수파의 반격으로 실패했다. 국가정치의 거시적

변화는 지방에도 미시적인 형태로 영향을 미쳤다. 경훈서원의 산장이었던 피
석서는 1894년 강유위의 뺷신학위경고(新學僞經考)뺸를 접하고 금문학자의 입
장에서 공감하면서도 강유위의 과격함과 단정적인 태도에는 비판적인 입장
을 취했다. 1897년에는 고향인 호남성에서 양계초와 직접 대면하고 시국에 관
한 의견을 나누었다. 피석서가 산장을 맡았던 경훈서원 역시 그러한 움직임에
서 예외일 수 없었다.
구양경무 역시 ‘중체서용’론에 기반한 양무운동의 현실성에 회의를 느낀 것
은 주류 개혁론자들과 마찬가지였지만 방향성은 달랐다. 그는 육상산(陸象山)
과 왕양명(王陽明)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심학(心學)으로 지적 탐구의 방향
을 바꿨다. 경훈서원에서 배웠던 다양한 학문들은 ‘잡학’에 불과하여 당시 중
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49) 구
양경무의 변화는 일견 시대의 조류와는 배치(背馳)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상적
인 관념철학에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고증학･경세학으로, 또 실천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국근대사상의 전형적인 변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 구양경무는 역으로 경세학에서 육･왕의 심학으로, 외부･제도적 측면에서
인간 심성 내부로 연구방향을 돌렸고 이것이 당시의 폐해〔時弊〕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사회나 국가는 다수의 개인으로 구성되며 개개인의
심성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초라고 본 것이다. 외부적 조건을 변화시
키는 것보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돌린 것은 후일 그가 불교
를 받아들이는 포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훈서원에서 구양경무는 강서성

49) ｢親敎師歐陽先生事略｣, “中東之戰旣作, 國事日非, 師慨雜學無濟, 專治陸王, 欲以補救時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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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九江)현 출신이었던 계백화(桂柏華, 1861-1915)를 만나 불교를 접하게 되
고 이는 그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불교로 전향
하기 이전 신사로서의 구양경무의 수학과정과 사상변화에 초점을 맞추려한
다. 그의 불교접촉과 전향, 이전의 사상적 특질이 그의 불교이해에 미친 영향
에 관해서는 이후 별도의 지면에서 심층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구양경무는 1895년 모친의 명으로 고향에 돌아가 가정을 이루고 1897년 이
복 형 구양황(歐陽滉)이 사망한 후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후 가계를
부양하기 위해 이전에는 중시하지 않았던 과거를 준비하고 1903년 공생(貢生)
의 일종인 ‘우공(優貢)’으로 선발되었다. 우공은 주나 현의 학관이 우수한 생원
을 추천하면 성의 학정(學政)과 순무(巡撫)의 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공생의 한
유형이었다. 이들은 3년에 한번 선발되었으며 전술한 ‘발공’과 마찬가지로 회
시를 거치지 않고 중앙의 ‘조고’에 직접 참가할 수 있었다.50) 우공과 발공은 모
두 직접 관직을 제수받을 수 있는 상층신사에 속했다. 따라서 구양 가는 1905
년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층신사를 배출했다고 할 수 있다.
구양경무의 행동양식, 사회인식 역시도 이러한 계층적 특징을 농후하게 지닐
수 밖에 없었다. 1904년 중국 역사상 마지막 조고를 거쳐 구양경무는 강서성
광창현(廣昌縣)의 학유(學諭)에 임명되었다. 같은 해 조고에 참여한 후 고향으
로 내려오는 길에 남경의 금릉각경처에 들러 양인산을 만났고 1905년 고향 의
황현에 정지학당(正志學堂)이라는 신식 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이러한 구양경
무의 활동은 1901년부터 성의 대학당과 현의 중학당에서 신식교육을 보급했
던 당숙 구양욱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특히 이 학당은 1902년
구양욱이 설립한 구양씨의 족학(族學)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51) 정
지학당은 시간별, 과목별 수업이라는 근대적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의황현 내

50) 張仲禮 1993, 47.
51) 구양경무의 정지학당은 1905년 의황현성 남대로(南大路)의 구양씨종사(宗祠) 내부에 세워졌다고
한다. 吳鑫儒 2004, 219. 일족의 자제를 교육하는 ‘족학’은 사당에 부설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구양
욱이 세운 기존의 ‘족학’이 다른 곳에 존재했다면 구양경무가 동족의 사당 내에 별도로 학교를 건
립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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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새로운 학풍을 불러일으켰다. 수업방법에서도 암기 위주의 전통적 교수
법 대신 강의를 통해 질문을 유도하는 ‘순환적 유도법〔循循善誘之法〕’을 채
택했다. 학생관리 측면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여학생을 받아들여 남녀공학
을 실시하여 의황현 최초로 여아들도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
다. 정지학당에는 수신, 독경(경학), 미술, 역사, 지리, 과학〔格致〕, 체조 등이
개설되었다.52) 특기할 것은 학당의 경학교육은 전통시대의 정통학문이었던
정주성리학이 아니라 왕양명의 심학을 중심으로 가르켰다는 점이다.53) 이는
그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더 이상 주자성리학이 유효한 사상적 지침이라고 여
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體〕와 세상을
살아가는 공부〔用〕를 양립시키고자 하는 체용이원론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
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정지학당의 교육과정에서 심학을 불학
으로 대체한다면 양인산이 불교 교육체제의 개혁을 주장하며 내세운 대안 중
하나인 석씨학당(釋氏學堂) 외반(外班)의 구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54)
정지학당의 설립은 당숙 구양욱의 교육사업을 이어받은 것임과 동시에 상
층신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일이기도 했다. 동시에 후일 구양경무가
지나내학원을 창설하여 새로운 교과중심 교육체제를 확립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경험적 자산이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지나내학원이
양인산에 의해 1908년 창설된 기원정사(祇洹精舍)의 전통을 잇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구양경무가 금릉각경처 불학연구회(1910), 지나내학원(1922)
등 많은 연구･교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보급이라는
가문의 전통과 고향에서의 실천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 점
이 양인산이 구양 경무를 금릉각경처의 실질적인 연구･교육사업 책임자로 위
촉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52) 앞의 논문, 220.
53) 吳宗慈 ｢歐陽漸傳｣ 뺷江西文獻뺸78, 1974, 32, “竟無後來在宜黃辦正志學堂, 主以陸王之學而治心, 以科學技
藝應世, 斟酌科目, 體用兼備”.
54) 楊仁山 ｢等不等觀雜錄｣권1 “支那佛敎振興策一” 뺷楊仁山全集뺸, 2000,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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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구양경무는 전형적인 상층신사 가문출신의 지식인이었다. 청중기 이후 신
사의 자격이 관직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양가의 경제적 상황은 결
코 풍족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사로서의 사회적 지위는 구양씨 일문과
구양경무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위양식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서 지속적으
로 기능했다. 구양경무는 부친의 사망 이후 당숙이었던 구양욱으로부터 양육･
교육되었고 일생에 거쳐 그의 영향은 오래 지속되었다. 구양욱은 막료로 전국
을 돌아다니며 경제적으로 유족하지 못했던 전형적인 청말 재지상층신사로
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에는 격변기의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경세
사상이라는 사상적 측면과 교육기관 설립, 실업(實業) 보급에서 보이는 사회실
천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했다. 이러한 현상은 신사로서 체화된 전통적 가치관
과 변혁기의 각성된 지식인이 가지는 의무감이 혼재된 것이었는데, 이는 청말
지식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구양경무 역시 정통 정주
성리학을 학습한 유자(儒者)에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을 중시하는 경세가로, 또
육왕심학의 학습을 거쳐 최종적으로 불교에 안착하였다. 사상전환 과정에서
양무운동에서 변법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외적･제도적 변화를 중시하는 주
류 시대사조와 구별되는 내성(內省)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현실인식이 보인다.
이는 이후 그가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천과정에서는 근대적 교육사상과 체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면
모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정치사상적으로는 보수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개혁적이었던 숙부 구양욱의 일생과 공통된 점이었다. 또 이러한 점은 전통적
‘불교’를 새로운 교육제도와 연구기관에서 재해석하여 당시 중국의 정신적 혼

란을 치유하고자 했던 양인산의 교육관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이러
한 점이 그가 양인산의 의발(衣鉢)을 이어받아 지내내학원을 창설할 수 있었던
원인이자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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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arly History of Ouyang Jingwu
Kwon, Taek-Kyu
Ph.D. Candidate
Department of Buddhist Study, Dongguk University

Ouyang Jingwu (歐陽 竟無, 1871–1943) is the establisher of modern Chinese
Buddhist Study. He was born in the typical Chinese gentry family in Jiangxi
province. His family members gained upper gentry degree through the Imperial
Examination, but could not take normal central government posts. His uncle
Ouyang Xu educated Ouyang Jingwu who had lost his father in his early age. While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as a private assistant, Xu was also keen on social
engagements, including disseminating new education in Jiangxi province. This was
a combination of the modern intellectuals’ sense of engagement and the traditional
gentry class’ concept of social responsibility. After receiving traditional education
such as Confucian scriptures and literature in his hometown, Jingwu learned
statecraft theory and Western study at Jingxun Shuyuan in Nanchang, Jiangxi
province. While the political movement swept the intellectual class at the time,
Jingwu turned his perspective into human nature through Lu-Wang school theory,
which laid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him to turn to Buddhism. On the other
hand, he established a school in his hometown and introduced new educational
methods. This was directly influenced by his uncle Ouyang Xu, indicating his
self-awareness as a gentleman who lived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it was in line with Yang Renshan's intention to reform Chinese
Buddhism through the new educational system, and became an important reason for
Yang's choice of Ouyang Jingwu as his academic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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