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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구니( )에 쌓아두고, 직접 편찬한 자료들을 저서바구니(著書籠)에 보관하면서 생각하고 실천하

는 실학자의 서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 옛 실학자의 삶과 생각에 대해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시를 준비하고 도록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신 우리 도서관 관계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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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 순암 안정복의 삶과 생각

1. 실세한 명문가의 후예

안정복安鼎福1712~1791은 1712년숙종 38년 12월 25일 충청도 제천현 유원楡院 마을에서 아버지 안극安極과 

어머니 이씨李氏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호는 순암順菴이다. 

안정복의 선조는 광주 안씨 중에서도 관직과 문학으로 이름난 명문 가문이었다. 고려 말 조

선 초에 사간공思簡公이라는 시호를 받은 안성安省과 임진왜란 때 임금을 시종한 공로로 광양군廣陽

君에 봉해진 안황安滉은 모두 안정복의 직계 조상이었다. 그러나 동서분당 이후 안정복의 가계가 

남인에 속해 있어서 점차 사환仕宦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정치권력에서도 소외되었다.

 안정복은 경제적으로도 항상 안정된 토대가 없었다. 그의 조부 안서우安瑞羽가 서울에서 하

급관리로 있으면서 남대문 밖 청파동에 집을 가지고 살았으나, 관운이 없어 여러 차례 실직하

여 낙향하였다. 안정복이 출생한 충청도 제천 유원은 조부가 가족들과 함께 살던 친척 윤씨네

가 있는 곳이었고, 4세에 모친을 따라 상경해서는 건천동의 외가 이씨 댁에서 살았으며, 6세에

는 다시 모친과 함께 전라도 영광으로 가서 외가의 농장에서 몸을 의탁했다. 9세에 서울로 돌

아와 남대문 밖 남정동에 살다가 14세에 조부의 벼슬살이를 따라 경상도 울산으로 갔으나, 겨

우 1년 만에 조부가 울산부사에서 해임되자 조부를 따라 전라도 무주로 가서 적상산 아래에 살

게 되었다. 

 24세에 조부를 여의고 그 익년에 비로소 경기도 광주 경안면 덕곡리 조상들의 묘를 모셔둔 

곳으로 와서 자리를 잡아 그곳에서 영주하게 되었다. 안정복이 35세에 당시 광주지방에서 경세

치용의 학풍을 창도하고 있던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을 스승으로 모시고 근기학파의 주요멤버

로 활동하게된 것은 이 시기의 광주 이주가 직접적 계기로 되었다. 

 안정복이 유년시절부터 각 지방으로 전전하면서 자라나게 된 것은 주로 경제적 불안정에서 

온 것이었다. 광주에 정착한 뒤에도 안정복은 몇 이랑의 조촐한 전답으로 생활을 지탱했다. 선

천적으로 병이 많은 체질을 타고난 안정복은 오직 의지로써 빈궁과 병을 극복하면서 연구와 저

술에 전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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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활자로 간행한 광주안씨의 족보로 순암 안정복의 가계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정복은 광

주안씨의 두 번째 족보인 경술보1790를 편찬하였으며, 본서에는 당시 작성한 발문跋文도 수록되

어 있다.

안정복은 광주안씨 가문에서 발간한 최초의 족보인 『무오보』1738 (또는 『기미보』1739라고도 함)

를 편찬할 때 부친을 도와 족보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1790년에는 직접 『경술보』를 편찬

하기도 했다. 그는 이전의 족보의 기록을 참고하여 잘못을 가려내고 바로잡아 변무辨誣, 변정辨正, 

변오辨誤로 그 내용에 상세한 설명을 붙였다. 그는 이 경술보의 제작을 이렇게 밝혔다. 

우리 안씨가 광주廣州에서 성을 받은 것은 고려 초부터 이미 그러하였는데, 대보大譜가 없어서 상고에 대

해서는 징험할 길이 없게 된지 이미 오래이다. 국초國初에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 선조가 족보 3권을 만들었는

데 그 족보는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지만 다행히 서문이 남아 있어서 범례와 규모를 개괄적이나마 알 수가 

있다. 그 뒤로는 종인宗人들이 각자 파별로 만들어 전하고 이어올 따름이다.

나의 증조 별검別檢·동지同知 두 부군府君이 모두 합보合譜할 뜻을 두었으나 책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하였

고, 조부 양기재 부군兩棄齋府君과 우리 선군先君이 선조의 뜻을 계술하여 경외의 제족들에게서 보첩을 수합

하였으나 역시 일을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 후에 영묘英廟 무오년1738에 영남에 사

는 종장宗丈 의형義亨씨가 반론을 하여 드디어 전보全譜를 이룩하였는데, 이

번에 간행한 본이 바로 이것이니 여러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무오본戊午本이 없었다면 우리 안씨는 서성庶姓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이

니, 어찌 큰 다행이 아니겠는가. 당시 수보修譜를 할 때에 나도 나이 어

린 후생으로서 일하는 대열에 끼었는데, 이 족보가 간행된 지 이미 50년

이 넘었다.

목활자본

1867년

45권11책 : 34.0×21.5cm

청구기호 : 古2518-45-56

광주안씨 족보에 기록된 

안정복의 직계 가족에 대한 기록

안정복에 대해서는 1712년 12월 
25일에 태어난 것과 성호의 문인
이라는 것, 학행으로 벼슬에 나
아가 익위사익찬과 목천현감 등
의 관직을 수행한 이력을 서술하
고 있음  

안정복이 지은 경술보발庚戌譜跋이 수록되어 있음

광주안씨족보 廣州安氏族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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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학에서 성리학으로

안정복의 부친 안극이 자신의 아들 안정복, 안정록 형제와 손자 안경증에게 내리는 글이다. 국

한문 혼용으로 벼슬을 하지 못한 사대부가문의 절절한 사연과 훈계가 잘 나타나 있다.  

“우리 가문이 세대마다 과거를 통해 관직을 하면서 가문의 명성을 유지하였는데 나에게 이르러 곤궁해

져서 평범한 선비가 되어 선대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항상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필사본

1장 : 43.5×58.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광평군유서 廣平君遺書

무주에 살던 안정복은 25세 되던 해 10월에 광주 경안면 덕곡리에 집을 지었다. 이듬 해 봄

에 온 집안이 무주에서 올라왔다. 안정복은 이 해에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고 나서 학문의 방향

을 크게 바꾸었다. 안정복의 제자 황덕길은 자신이 정리한 『순암선생연보』에서 스승의 학문적 

전환을 이렇게 기록했다.

1737년 선생 26세, 봄에 『성리대전性理大全』을 읽으셨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 재예才藝로 이름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

다. 이에 경사經史와 시례詩禮 이외에 음양陰陽·성력星曆·의약醫藥·복서卜筮 등의 서책 및 손자孫子·오자吳子의 

병서兵書, 불가·도가의 서책, 패승稗乘이나 소설小說의 류에 이르기까지, 글자가 만들어진 이래의 문헌으로

서 구해 볼 수 있는 것이면 두루 다 보았다. 이에 15, 16세부터 이미 박학하다고 칭해졌다. 그러다가 이 때

에 이르러서 비로소 성리학에 뜻을 두고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처음에는 한 가지 사물이라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으나, 끝내는 몸과 마음의 귀함을 몰랐으

니, 이것은 이른바 눈썹이 눈앞에 바짝 있는데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면서, 드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궁구하면서, 손으로 베끼고 입으로 외웠다.

이 때부터 안정복은 성리학에 침잠하여 『심경』을 읽고, 역대 제왕들의 계통을 그린 「치통도」

와 역대 성현들의 계통을 그림으로 그린 「도통도」를 만들었다. 29세 때에는 『하학지남下學指南』과 

「정전설井田說」을 짓고 30세에는 여성 교육서인 『내범內範』을 지었다. 「정전설」과 『내범』은 모두 주

자의 뜻과 취지를 계승한 것이다. 황덕길은 안정복의 『내범』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주자는 일찍이 여계女戒가 비루하고 천박한 것을 병통으로 여기셨다. 이에 옛 성현의 말을 모아서 한 책으

로 만들어 『소학小學』과 짝이 되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선생은 이미 『하학지남』을 

짓고 또 이 책을 편찬하였으니, 이는 대개 주자의 뜻을 체득하고자 한 것이다. 편목篇目은 대략 주자가 정한 

책을 모방하였으며, 모두 6책으로 『내범』이라고 이름 붙였다.

안정복은 주자의 학문을 존중하고 그의 저술을 모방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형이상학적

인 이론적 탐색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천적인 방향이었다. 자기 학문의 지향을 결정하며 지은 

『하학지남』의 서문에서 안정복은 학문의 바른 길을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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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란 앎과 행함을 총괄한 이름이요, 그 배우는 바는 성인聖人을 배우는 것이다. 성인은 태어나면서

부터 알고 편안히 행하여 인륜人倫의 지극함이 되었는데, 성인의 도를 배운다는 것은 성인의 아는 바와 행

하는 바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날로 행하는 떳떳한 윤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공자

가 말하기를, “아래에서 배워 위로 통한다.[下學上達]” 하였는데, 아래란 비근卑近한 것을 말한다. 비근하

여 알기 쉬운 것이 날로 행하는 떳떳한 인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힘을 쏟아서 끊임없이 쌓아 나

가 많은 괴로움을 두루 겪고 난 뒤에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 어렵게 여기거나 거부할 염려가 없어서 쾌

활하고 시원한 경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니, 상달上達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배움이란 

다만 하학下學일 뿐인 것이다. (…)

그런데 후세에는 학문을 논하는 때에 반드시 ‘심학心學’이니 ‘이학理學’이니 하는데, 심心과 이理 두 자는 형

태나 그림자가 없어서 더듬거나 잡을 수 없는 것이니 모두가 공중에 매달린 말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평

소 거처할 때에 공손히 하고, 일에 임하여 공경히 하며, 남과 사귈 때는 충성을 다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

를, “말은 충신忠信하게 하고, 행실은 독경篤敬하게 하라.” 하였다. (…) 

후세의 학자는 하학을 비천卑淺하다 하여 탐탁히 여기지 않고 항상 천인성명天人性命과 이기사칠理氣四七의 

말에만 얽매이며, 가만히 그 행실을 따져 보면 일컬을 만한 것이 없으면서도 상달을 모르는 것만을 부끄럽

게 여긴다. 그리하여 종신토록 학문을 해도 덕성德性이 끝내 성립되지 못하고 재기才器가 끝내 성취되지 못

하여 여전히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과연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는 하학의 공

부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안정복은 젊은 시절 천지사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박학한 군자가 되려고 했다가 『성리

대전』을 접한 후 학문의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다. 주자를 깊이 배우는 주자학자가 되려고 한 것

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이처럼 일용과 일상을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실천의 학문이었다. 청년 

안정복은 점점 그렇게 자신의 학문을 확립하여 나갔다. 

산수지형의 기세를 관찰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참술서讖術書이다. 안정복이 편찬하고 자필로 필

사한 책으로 이십사산득파길흉론二十四山得破吉凶論, 사수길흉경험법砂水吉凶經驗法, 팔괘八卦 등이 수록되

어 있다. 안정복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성리학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박학한 

학문세계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단면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권1책 : 17.0×12.8cm 

청구기호 : 한貴古朝19-3

감여산록 堪輿散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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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 이정이 저술한 『의학입문』을 안정복이 진찰부분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필사한 의서이

다. 표지에는 『의학입문초醫學入門抄』라고 되어있다. 원저에 없는 백병주맥百病主脉을 『동의보감』등의 

의서를 인용하여 추가로 기재하였고, 『직지방直指方』에 기록된 맥법의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정李梃 저

필사본

1책 : 23.9×15.6cm 

청구기호 : 한古朝68-5

의학입문 醫學入門

안정복이 친필로 기록한 비망록備忘錄이다. 독서하면서 의미 있고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각

종 고사성어와 고악부古樂府, 민가民歌, 잡설雜說과 각종 시체詩體, 문체文體, 물명物名에 대한 연원 등을 

세밀하게 기록하였다. 비망록이라 한 가지 주제가 아니고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도 아니지만 그

의 박학다식한 면모와 독서의 발자취를 음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책 : 22.5×17.3cm

청구기호 : 한貴古朝48-9

보철유문 補掇遺聞

인체의 장기와 경락에 대한 해설 부분 다양한 물명物名의 뜻과 용례를 밝힌 부분. 한글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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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일기. 33세 때인 1743년 11월 7일부터 다음해 정월 27일까지 일상을 기록한 일지

와 주자문집朱子文集에서 초록한 글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문학과 역사에 대한 독특한 견해, 당시 

기호지방의 민심이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겨우 3개월에 걸친 짧은 일기문에 불과하나, 그 속에는 안정복의 일상생활을 통한 사상 감정

의 동향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문사文史고전에 대한 독특한 견해도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 또

한 견문을 통해 당시 기호지방畿湖地方의 민정물태民情物態와 몰락사족들의 생활상을 흥미롭게 기록

하였다. 한양 나들이를 하면서 광주와 서울간의 연도沿途의 풍물이라든가, 남대문 근처 도동桃洞에 

사는 진사 류발柳潑의 집에서 그의 증조인 반계磻溪 류형원柳馨遠의 이름을 처음 듣고 반계가 저술한 

서명들을 소개받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나 왕세자후일의 사도세자思悼世子가 결혼하여 그의 비 혜경궁 홍

씨를 친영親迎하는 행차를 노변에서 관광하면서 왕세자의 용모 인상을 자세히 말하고 왕자王子로

서의 그의 장래에 일말의 우려를 표한 것 등은 모두 흥미진진한 대목들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책 : 23.6×15.9cm

청구기호 : 한古朝56-나22

일성록 日省錄  

안정복이 편찬한 교육 지침서. 학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할 실천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경학經學에 대한 실천·윤리적 지침서이다. 작문이나 과거를 위한 독서보다는 일상생활

과 직결되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권말에는 순암의 저술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 어려서 배움을 얻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승과 벗의 도움이나 천부적인 재주가 없어 날로 정

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제할 줄을 몰랐으니, 이에 유유히 떠나가는 배처럼 뜻 없이 한 평생을 보낸다면 금수

와 무엇이 다르랴.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고금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을 모아 대략 제목을 나누고 『소

학』의 의례를 본떠 이 책을 만들었다. 모두 스스로를 경계하는 한 실마리로 삼고자 함이었으니 바로 경신

년(1740, 29세) 여름이었다. 올해로 거의 50년이 되어 면목은 다만 남아 있는데 사람은 옛날과 같이 어루만지

며 익히기를 오래 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처량하게 되었으니, 이 책을 써서 또 스스로 경계하여 죽기 전에 혹 

조금의 유익함이라도 있기를 바라나, 전 날에 이것으로 나를 일깨운 것이 말만 앞세운 결과가 되었으니, 지

금 이 스스로를 일깨움이 능히 갈고 닦은 자취를 이루지 못할 것인가.  

-『하학지남』의 머릿말에서

안정복 저 

필사본

1879년 

2권2책 : 25.5×16.8cm

청구기호 : 한古朝41-25

하학지남 下學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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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지남』은 안정복이 29세1740년 영조 16 때에 지은 것이다. 안정복 저술생활에 있어서 아마 이

것이 최초의 저서가 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저서 중에서 상당히 중시한 책이었다. 안정복이 72

세의 만년에 와서 이 44년 전의 옛 글을 어루만지며 감회 깊은 머릿말을 쓴 것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편차를 보면 수권에 「일용편」, 상권에 「독서」, 「위학爲學」, 「심술心術」 등 3편, 하권에 「위의威儀」, 

「정가正家」, 「처기處己」, 「접인接人」, 「출처出處」 등 8편으로 되어있다. ‘하학지남下學指南’이란 초학자의 

입문지침서라는 뜻이지만 실은 대학자의 학문적 규범이 이미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 얼핏 

보아 그 편목의 명칭들은 일반 성리학자들의 것과 별차 없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른 것

이어서 벌써 실학파 학자로서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 것 같다. 이 시기는 아직 성호와 접촉하

기 전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상하 2책의 필사본인데, 상책 서문의 끝에 “경신년 여름 광주 영장산 덕곡리의 정사

에서 편집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책 끝장에는 1879년에 황필수가 정사精寫한 것이란 기록

과  「순암저술서목」이 수록되어 있다. 

과거 출신이 아닌 안정복은 40세가 가까워서 만녕전참봉을 비롯하여 한때 의영고봉사, 귀후

서별제, 사헌부감찰 등 중앙관서의 하급 관료로 봉직하다가 곧 관직 생활에서 물러났다. 60세

가 넘어서 왕세손을 가르치는 익위사익찬이 되고 목천현감으로 조그만 시골 원노릇을 한 적도 

있었으나, 한 번도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앉아본 일이 없었으며 또 

그 자신도 관리생활에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 

 목천현감을 마지막으로 실직에서 물러난 안정복은 79세 때 가선대부로 품계가 올라 동지중

추부사가 되고 그의 선조 안황이 선조 때에 임금을 수행한 공로로 인하여 광양군廣陽君으로 봉작

을 받은 바 있어 광성군廣成君이라는 봉호를 습봉襲封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령에 따른 형

식적 예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급 관료의 생활에서도 안정복은 비록 미관말직에 있을지라도 도를 다하기에 힘

쓰면서 한결같이 청렴함과 부지런함으로써 스스로를 견지하였다. 이에 다음해에 정릉직장靖陵直

長으로 옮겨가자, 백성들이 의영사義盈司의 문 밖에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이익은 이 사실을 듣고

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  

의영사 문 밖에 거사비가 섰다 하는데, 경아문京衙門의 낮은 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고금에 없는 

바, 여기에서 학문을 하거나 벼슬살이를 함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승전乘田과 위

리委吏에서도 성인의 자취를 징험할 수가 있는 바 그대는 더욱더 그것을 미루어 나가서 훌륭하게 하기를 바

란다. 관직이 낮다고 해서 스스로 좌절하지 말 것이니, 행해지고 행해지지 않는 것은 운명에 달린 것으로, 

자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3. 하급 중앙관료와 지방행정가의 삶   

황필수의 발문 순암저술목록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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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년 안정복을 만녕전 참봉으로 임명하는 문서이다.이조 발급 

필사본

1749년

1장 : 60.5×78.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교첩 敎牒

영조 48년1772 안정복을 세자 시위侍衛를 맡는 세자익위사의 익찬으로 임명하는 교지敎旨이다. 

안정복은 61세에 병조판서 채제공의 천거로 익위사 익찬에 임명되었다. 사헌부에서 물러난 

것이 40대 중반이었으므로 20여년을 학문과 저술로 보내고, 다시 관직에 나아갔던 것이다. 안

정복은 세자익위사에서 아침저녁으로 세손을 지도하였는데, 이 때의 세손은 훗날 현명한 임금

이 되는 정조였다. 익위사란 무반에 속하는 낮은 관직이었지만 세자와 늘 기동을 같이 하면서 

보필하는 자리였으므로 모범이 될 만한 학자나 인격이 고매한 선비를 엄선하여 임명하는 것

이 관례였다. 

계방桂坊은 세자익위사의 별칭이다. 안정복의 계방일기는 정조를 지도한 당시의 정황을 잘 보

여주는 기록이다. 임금의 자리에 오른 정조는 안정복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존경했

다. 안정복이 향년 80으로 신해년1791 정조 15 7월에 생을 마치자 정조는 이렇게 전교를 내라며 특

별히 부의賻儀를 보내도록 하였다.  

“지난날 서연書筵에서 고문顧問을 할 적에 예전의 고사를 상고함에 있어서 많은 힘을 빌었었는데, 지금 졸

하였다고 들으니 몹시 애석하다.”

영조 발급 

필사본

1772년

1장 : 57.0×82.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고신 告身 

만녕전 참봉 교첩

익위사익찬 교지 「계방일기」 - 익위사 익찬 시절의 일기, 『안정복일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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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52년1776 안정복을 목천현감으로 임명하는 교지敎旨이다.

선정을 베푼 안정복을 위해 목천현민들이 ‘떠난 목민관을 그린다’는 뜻의 거사비를 세웠다. 

비석에는 “현감 안정복님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縣監安候鼎福永世不忘. 신축년 4월辛丑四月”이라 

새겨져 있다.

그 소식을 들은 안정복은 “별로 할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쓸데없이 거사비를 세워 후세 사람

들로부터 욕을 먹겠다”고 질책하면서도 자신을 기리는 백성의 마음을 고맙게, 또 부끄러움을 

담아 시를 지었다.

삼년간이나 목천의 밥으로 배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三年不飽木州飯

재주 없이 먹기만 한다고 부끄럽게 여겼었는데         自分無才愧素餐 

우습게도 복귀정에 세워진 한 조각 돌                  可笑龜亭一片石 

거기에다 내 이름 남겨 후인들에게 보이다니           陋名留與後人看 

현재 이 비석은 독립기념관 경내에 보존되고 있다.

영조 발급

필사본

1776년

1장 : 57.0×81.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고신 告身 

정조 14년1790 안정복을 가선대부 광성군으로 임명하는 교지敎旨이다. 정조 발급  

필사본  

1790년  

1장 : 55.0×78.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고신 告身 

정조 15년1791 이조에서 안정복에게 내린 녹과祿科의 등급을 정해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다.이조 발급

필사본 

1791년

1장 : 65.0×72.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녹패 祿牌

목천현감 거사비去思碑 목천현감 교지

가선대부 광성군 교지

가선대부 광성군 녹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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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촌의 신실한 유학자

무릇 법을 만들어 사람들을 인도함에 있어서는 먼저 민심이 따르게 해야 하는 법인데, 민심이 따르지 않

는 것은 언제나 폐해를 낳는 정사政事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지금 마을 안의 일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해

가 되는 것을 말끔하게 제거하여 민심이 돌아가 의지할 바가 있게 한 다음에야 가르침도 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맹자가 왕정王政을 논하면서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는 것을 학교를 일으키는 것보다 먼저 말한 것

은 실로 이 때문이다.

이에 드디어 폐정弊政을 고치고 교화敎化를 도타이 하며, 금령禁令을 거듭 신칙하고 권징勸懲을 분명하게 밝

혔는바, 이것을 그대로 지켜 시행한다면 우리 성상의 교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안정복은 향촌의 풍속이 퇴폐하고 악습이 성행하게 된 원인을 관리들의 그릇된 정치

에서 찾았다. 이를 몰아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풍속을 바로잡는데 있으며, 또 이를 방치해두면 

적에게 침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안정복이 『동약』을 창안한 의도는 주민 스

스로 미풍양속을 실천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권익을 지켜 자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  

안정복은 자신의 나이 45세 되던 1756년 겨울에 『동약洞約』을 작성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반포하였다. 안정복이 작성한 『동약』의 서문에는 당시 풍속을 교화하고 정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의 최소 단위에서부터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그 극복 방안

이 제시되어 있다. 

내가 『주례周禮』를 읽어 보고 성왕聖王이 천하를 다스린 대법大法을 알았다. 성인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큰 

강령綱領만을 들려고 힘썼다. (…) 무릇 진작시키지 않으면 일어나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이 민정民情이다. 그런데 진작시켜 일어나게 하고 인도하여 행하게 하는 방도는 모름지기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감동하여 행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므로 그 가깝고 쉬운 것부터 시

작하여서 온 천하가 하나의 가르침에 동화되게 하는 법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양生養을 이룰 수가 없

고, 풍속風俗을 같게 할 수도 없고, 정령政令을 행할 수도 없어서, 아무리 성왕聖王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르침

을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위에서는 도리로써 모범을 보임이 없고 아래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 사람마다 제 몸만 생각하

고 선비들은 제각각 의논을 다르게 하였다. 이에 다스림이 비록 잠깐 동안 융성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더

럽혀지고 말았던 것이다. 이 점이 바로 백성들의 풍속이 옛날만 못하여 백대百代토록 좋은 다스림이 없게 

된 이유이다. (…)

우리나라의 선배로서 수령직을 맡았거나 고을에서 지낸 분들도 모두 의심 없이 이를 행하였는바, 예를 

들면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이 안음安陰에서, 퇴계退溪 이황李滉이 예안禮安에서, 율곡栗谷 이이李珥가 석담石潭에서 

행한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동에서 입약立約하는 것 또한 참람된 일이 아니요, 실로 선배들

이 널리 시행하고자 하였던 바인 것이다.

아, 우리 마을이 수십 년 이래로 풍속이 퇴폐해져 문득 호향互鄕과 같은 나쁜 마을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런데다 또 교활한 아전과 완악한 군교軍校들이 나라의 권력을 등지고 횡포를 부렸는바, 그와 같은데 어떻게 

백성들이 곤궁해지지 않고 풍속이 야박해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모욕이야 참으로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예의禮義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디 있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러니 만약 마

음속에 본디 가지고 있는 바를 인하여 이를 갈고 닦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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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지은 『광주부경안면2리동약』이다. 마을주민들의 생활규범을 정하여 질서 있게 생

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안정복의 향촌 경영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맨 뒷장에 안

정복 자신이 쓴 발문 성격의 글이 있으며, 관련 문헌을 활용하여 그 의의를 간결하게 밝히고 있

다. 안정복의 동약은 어디까지나 양반의 향촌 지배와 민에 대한 교화 등 기존의 질서유지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사회

적 폐단에 대한 향촌 공동체적·자치적 대응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며 실질적이라는 점에서 과

거의 그것에 비해서는 매우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약』은 신분에 따라 양반으로 구성된 상계上契, 중인으로 구성된 중계中契, 양인과 천인으로 

구성된 하계下契로 삼분되었다. 안정복은 신분에 따라 세분화되어 그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을 부

여함으로써 계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안정복 저

필사본

1책 : 29.0×21.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약헌-향약 約憲-鄕約 

안정복은 자신의 나이 50세 되던 1761년 4월에 향리에 사는 학문하는 후배들과 함께 의논

하여 광주 경안면 덕곡동 안에 이택재麗澤齋 라는 서재를 건립한다. 5월 이후로는 매달 이곳에서 

『소학』을 강론했다고 한다. ‘이택’은 인접한 두 못이 서로 물을 윤택하게 한다는 뜻으로, 벗끼리 

서로 도와 학문과 덕행을 닦는 일을 비유한 말이다.  

 20세기 안정복의 후학 수당 이남규는 당시에도 강학의 장소로 활용되던 이택재를 방문하여 

이러한 시를 남겼다.

  

이택재는 책을 쌓아놓은 집이니 麗澤藏書屋

순암이 돌아와서 늙은 마을이라네 順庵歸老鄕

마을 거리에는 나무 그늘이 짙고 洞門交樹樾

돌 틈에는 물소리 향그럽네  石竇發泉香

형제들이 물러나 살던 곳에  兄弟曾 軸

자손들 뒤이어 강당을 엮었구나 雲仍此 堂

훌륭한 법도는 아직 멀지 않으니 典型今未遠

글 읽는 소리 길게 울려 퍼지리라 留得誦聲長 

광주부 경안면 2리 동약 회집좌차도會集坐次圖

이택재 앞 순암 안정복 선생 숭모비

앞문을 지나면 중수한 이택재麗澤齋 뒤로 사숙당思肅堂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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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자손들에게 주는 가훈의 성격을 띠는 유서이다. 그는 동사강목을 작성하는 과정에 

피를 토하며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른 적이 있다. 그 당시 집필 중이던 『동사강목』의 완성과 가

문의 유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유서를 남겼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쌓아둔 책이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즐겨 책을 초록鈔錄하여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

하였다. 그러나 상자에 가득한 난질亂帙 중에는 전혀 긴요한 것이 없다. 저서로는 『하학지남下學指南』이 참으

로 볼 만한 것이 있으나 번거롭고 쓸데없는 부분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였다. 『독사상절讀史詳節』또한 그 번

거로움과 간결함이 적절하나 양한兩漢 부분이 없어졌고 송명宋明의 것은 편찬하지 못했으며, 중간에도 줄이

거나 윤색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 책이다. 갑술년1754, 영조 30에 거상居喪한 후에 『가례

주해家禮註解』를 편찬하느라고 꽤나 심력心力을 기울였으나, 글이 암초暗草로 되어 있어 내가 직접 교검校檢하

지 않는다면 남들은 이를 판독할 수 없으니, 역시 미완성의 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점이 한스럽다. 또 

일찍이 『가례』의 목록에 의거하여, 위로 삼례三禮에서부터 『통전通典』과 염락제현濂洛諸賢들 및 우리나라 선

유의 설에 이르기까지를 엮어서 『가례익家禮翼』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이 또한 하나의 거대한 저술이다. 그

러나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으니, 뒤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왕성현이통帝王

聖賢二統』은 비록 젊을 때에 편찬한 것이나, 그림으로 만들어서 벽 위에 걸어둔다면 잡다한 그림보다는 훨

씬 나을 것이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은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것이지만, 겨우 고려의 인종仁宗 연간에 미쳤다. 그러나 지리고地

理考와 기타의 변증辨證을 많이 갖추었으니, 남다른 견식이 있는 자가 본다면 더러 취할 만한 것이 있기도 할 

것이다. 너희들은 재주가 둔하여 계속해서 완성하지 못하겠지만, 연소한 벗들 가운데 이구환과 권철신은 

참으로 전도가 유망하다. 윤장도 이 책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었던 책으로서 여기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으니 매몰되는 것이 애석하다고 한다면 어찌 두 벗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중간중간 정리하고 윤

색하는 일은 윤장 어르신의 솜씨에 맡겨야 할 것이다. (…)

‘근졸謹拙’이라는 두 글자는 곧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성법成法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 세란世亂이 

빈번했지만 화환禍患을 당하지 않았으니, 그 효력이 그런 것이다. 너희들도 이를 깊이 체념하여 전수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안정복 저

필사본 

1장 : 60.0×53.5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유서 遺書 

안정복은 48세1759 때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동사강목』 편찬과정에서 병을 얻어 도중 포기

상태에 이르자, 아들 경증을 불러 놓고 편찬되지 못한 『동사강목』의 나머지 부분을 성호의 수제

자 윤동규를 중심으로 권철신과 성호의 손자 이구에게 부탁하여 완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작성했다. 다행히 병이 호전됨에 따라 『동사강목』은 자신이 완성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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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부인 성씨成氏의 상례 시에 문상 온 사람들의 명단이다. 안정복은 나이 18세에 창녕 

성순成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64세가 되던 1775년 1월에 부인을 떠나보냈다. 이 기록에는 아

들 경증의 기문記文 등이 첨부되어 있고 정약용의 아버지인 연천현감 정재원의 이름도 보인다.

필사본

1책 : 16.5×22.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통운록 慟殞錄 

안정복의 아들 경증의 상례시 문상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안정복은 66세 되던 

1777년 3월에 부인 성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경증을 떠나보냈다. 부인을 떠나보낸 지 2년 만

이고, 절친한 벗 정산 이병휴의 부음을 듣고 난 후 1년 만의 일이었다. 소중한 가족과 벗을 먼저 

떠나보낸 안정복의 만년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그려진다. 문상자 중에는 정약용의 아버지 연천

현감 정재원과 형인 생원 정약전의 이름도 보인다.

필사본

1책 : 19.0×24.0cm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조객록 弔客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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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호학파의 계승자

함께 조정의 상황이 크게 바뀌어 천주교사옥이란 이름 밑에 수많은 현량명석賢良名碩이 희생되었

다. 특히 녹암 권철신, 정헌 이가환은 옥사하고, 다산 정약용 등은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

리하여 성호학파의 비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다행히 안정복의 문하에서 직접 훈도를 받은 제자

들은 선생의 교훈을 잘 지켜 화를 면함으로써 사문의 일맥이 존속될 수 있었으니, 그의 선견지

명을 이에서 알 수 있다. 

 안정복은 유교적 질서의 본원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서학에 대한 강렬한 벽이단의 입장을 견

지했다. 「천학고天學考」와 「천학문답天學問答」는 서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학술적으로 드러낸 것

이다.

「천학고」와 「천학문답」은 당시 젊은 인사들 특히 남인계 젊은 학자들이 천주교에 매료되어 그

쪽으로 쏠리는 것을 크게 우려하여 그들을 깨우치려고 지은 것이다. 「천학고」는 천주교가 새로

운 것이 아니고 중국 당대唐代로부터 알려진 대진大秦의 경교景敎가 그 원류라고 밝히고 그것이 별로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천학문답」은 천주교의 교리를 문답식으로 설명하고 분

석한 것인바, 당시 순암으로서 최신 지식을 동원하여 천주교를 여러 모로 비판한 것이다.

성호학파에는 온건개혁주의와 급진개혁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온건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성호 학통의 발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안정복이다. 

 안정복은 동문 후배 중 대담하게 주자학을 비판하고 천주교를 위시한 서양 문물을 과감하

게 받아들이려는 급진개혁주의자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우려를 품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것

은 무엇보다 당시 집권층 속의 보수반동세력인 노론 벽파에게 구실을 주어 중상모략으로 당

화黨禍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정부 내의 약간의 개혁주의적 지향마저 말살당하게 될 것을 걱정했

기 때문이다. 결국 안정복이 서거한 그 해에 진산사건이 터지더니 9년 뒤인 정조 임금의 승하와 안정복의 스승, 성호 이익 영정
[안산시 성호기념관 소장]

「천학고天學考」, 『안정복일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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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껴 쓴 중국과 한국의 경세, 역사서

2. 성리학을 공부하다

3. 과거 준비의 흔적과 선집  

4. 순암의 장서와 그가 남긴 도장

II. 순암 안정복의
 독서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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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은 스스로 “나는 집이 가난하여 쌓아둔 책이 없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즐겨 책을 초록抄  

하여 잊어버리는 것에 대비하였다.”고 했다. 가난 때문에 안정복은 많은 책을 초록할 수밖에 없

는 처지였다. 그러나 그는 책이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천상 학자였다.  

초서롱에 쓰다[題 書籠] 

몸에 고질병이 있는데도 沈疾已在躬

아직 책이라면 그리 좋아 嗜書猶不廢

귀한 서적 있다고만 들으면 每聞有奇籍

어떻게든 꼭 구해야 하지만 多方必圖致

책 살 돈이 없기 때문에 旣無買書錢

그 책 베낄 수밖에 없어 乃有 書意

온종일 수그리고 앉아 쓰고 垂首坐終日

등불 아래서까지도 계속이지 復以燈火繼

자잔할 글씨에 지렁이처럼 그려도 蠅頭 蚓

부끄러워할 까닭이 없고 曾不爲愧耻

정 피곤하면 남의 손까지 빌어 力疲倩人手

그 책이 끝나야만 말지 卷終斯置已

그리 어렵게 만들어진 책이기에 成編亦艱難

나에게는 아주 진귀하다네 把玩自珍貴

집 식구는 그때마다 말리면서 家人屢挽止

피로 쌓여 병 될까 걱정하고 勞瘁恐成祟

친구들도 비웃으며 하는 말 亦蒙朋友笑

벼슬까지 해놓고 뭘 그러느냐지만 旣宦安用是

내가 내 몸의 병을 알기에 自知身有病

벼슬자리 오래 있을 생각 않고 不作長久計

내 좋은 것 줄곧 좋아하면서 偏好固莫捐

애오라지 내 뜻대로 살리라 聊爾從吾志

자식 하나 아우 하나가 있지만 有一子一弟

누가 물려 받을지는 모르는 일 不知誰可遺

내나 보고 읽으면 그뿐이지 我但要披閱

뒷일까지 생각할거야 뭐 있는가 豈復思後世

잘못 두면 있던 것도 없앨 것이고 逢愚聚亦散

자손 잘 두면 더 보탤 것이고 賢必能添

제일 좋은 것은 지금 당장 不知供目前

한 권 책으로 맛을 느끼는 일이라네 一卷有餘味

안정복이 한나라 황제들의 조문詔文과 학자들의 글을 발췌하여 엮은 책이다. 인재의 등용, 형

정刑政, 권농勸農 등의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의 국정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책으로 추정된다.

안정복 초

필사본

1책 : 29.5×15.9cm

청구기호 : 古0238-7

경제문 經濟文 

1. 베껴 쓴 중국과 한국의 경세, 역사서  



40 실학자의 서재, 순암 안정복의 책바구니 41 II 순암 안정복의 독서 바구니 

안정복이 친필로 중국의 역대 역사서를 초집抄集한 책이다. 춘추열국의 지장도指掌圖와 도설圖說, 

춘추제요春秋提要, 오월춘추吳越春秋, 사기평림史記評林, 사기史記 등에서 베껴 적었으며, ‘安鼎福印’의 장

서인과 ‘百順甫’의 묵서墨書가 있다.

안정복 초집

필사본

18세기후반

1책 : 24.9×16.4cm

청구기호 : 한貴古朝07-8

중국고대사초 中國古代史抄   

경전서문초록 부분과 춘추열국지장도春秋列國指掌圖

소식의 춘추열국도설초

안정복이 중국의 정사 가운데 하나인 『진서晋書』의 「열전」에서 문장으로 독본이 될만한 것을 

발췌하여 베껴 적은 친필본이다. 내용은 위항衛恒의 사체서四體書, 황보밀皇甫謐의 현수론玄守論을 비

롯하여 반악潘岳의 구품의九品議에 이르기까지 모두 54편이 수록되어 있다.

안정복 초

필사본

18세기

1책 : 26.3×16.3cm

청구기호 : 한貴古朝50-23

진서문초 晋書文

진서초, 『안정복일기』中  

중국정사 진서晋書 초략 초록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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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진순陳淳이 성리와 관련되는 글자의 자의字義를 집록한 책이다. 초학자들이 쉽게 이해하

도록 성리학 용어를 해설한 일종의 사전 역할을 하는 책이며, 주희 사상의 중요한 입문서이다. 

‘安鼎福印’ 이라는 장서인이 찍혀있는 안정복의 수택본手澤本이다.

안정복이 구상한 정전제는 하은주 삼대의 정전제의 결정체인 『주례』 정전을 이상형으로 설정

하고 그것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정전제를 통해 주나라는 경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고 봉건封建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학교와 군제까지 확립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순陳淳 저 

필사본 

1738년 

1책 : 22.7×19.7cm 

청구기호 : 한貴古朝16-11

성리자의 性理字義 

2. 성리학을 공부하다

정전설, 주자대전초 부분

안정복이 『예기禮記』등 예서들을 초록하여 주를 달아 재구성한 의례서이다. 사대부의 예士禮부

터 국례國禮까지, 관례冠禮부터 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까지 모두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중심

은 상례로 특히 복제服制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안정복 초 

필사본 

1책 : 25.4×15.7cm 

청구기호 : 古朝29-17

고례초 古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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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답안의 하나인 과표科表를 모아 안정복이 친필로 작성한 책이다. 임진년 정시庭試에 

제출된 양정호의 답안지로부터 시대순으로 모두 112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시된 논제는 물론 

출제자와 시험감독관, 과거시기, 답안지의 제출자와 등수까지 표시되어 있어 엄선된 온전한 형

태의 과표라 할 수 있다. 안정복이 과거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안정복 초

필사본

1책 : 23.1×14.2cm

청구기호 : 古朝26-10

과표 科表 

3. 과거 준비의 흔적과 선집

중국의 고사古事를 제영題詠한 옛 사람들의 시를 휘집한 것으로 ‘광주안정복백순순암廣州安鼎福百順順庵’

의 안정복 인장이 찍혀있다. 각 제영의 아래에 간단한 설명이나 해설이 달려 있어 이를 통해 각 

제영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과문科文에 참고하기 위하여 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필사본

1책 : 22.0×17.0cm

청구기호 : 한貴古朝48-8

서최집 西催集

「면산원」, 「도병래」의 제영 아래 시와 설명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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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당시唐詩 오언절구五言絶句 천수千首를 선별하려고 기획한 시선집詩選集이다. 친필로 한 면

에 다섯 수씩 작은 글자로 필사하였으며 본서에는 총375편이 선별되어 있다. 서문을 보면 안정

복이 60세에 선집한 것이다. 시에 대한 그의 문학적 안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772년

1책 : 17.8×21.9cm 

청구기호 : 한貴古朝45-나9

천수당절 千首唐絶 

안정복이 60세때 친필로 작성한 서문이 보임

4. 순암의 장서와 그가 남긴 도장  

순암의 장서에 찍혀있는 장서인은 대체로 「안정복인安鼎福印」, 「광주안정복백순순암廣州安鼎福百順

順庵」,「백순씨百順氏」의 3가지 유형이다. 아래의 자료들은 순암의 장서인이 수록된 자료로 그가 가

까이에 두고 아꼈던 수택본들이다.

장서인

백순씨

광주안정복백순순암

기타(백순광주)

안정복인

안정복 장서인이 수록된 자료

禮記疑, 儀禮喪服篇註疏疑羲, 勝覽詩彙, 雜書抄, 群書弁文

百選詩, 西催集, 楚辭, 東詩雜彙, 復謵十一書, 玄藪, 皇明綱目

陶山六曲, 科儷

勝覽詩彙, 北溪先生性理字義, 列傳七十家, 新編算學啓蒙摠括, 雜書抄, 經濟文

朱子語類節要, 前漢書抄, 春秋列國圖說, 祝穆編, 先賢格言, 選賦, 方正學文抄 

안정복인安鼎福印 광주안정복백순순암
廣州安鼎福百順順庵

백순씨百順氏
광주廣州

「陶山六曲」에 찍힌 인장 백순씨百順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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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아호로 널리 알려진 순암順菴은 자신이 지은 초가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는 가난한 

살림으로 몇 해의 노력을 기울려 순암을 짓고는 서신을 올려 스승인 성호에게 그 작은 초가에 

어울리는 기문記文을 청한다.

항상 질병 우환 속에서 여러 해를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 옛날에 살던 집이 퇴락하여 몸 의지할 곳이 없기

에 아우와 자식을 시켜 손수 연장을 들고 집을 지어보라고 했더니 자질구레한 일 잘하는 마을 소년들을 불

러 조역을 시켜 열흘이 채 못되어 낙성을 보았습니다. 집 모양새는 암菴 자 모양을 땄습니다. ‘菴’이란 글자

를 보면 ‘초艹’는 띠풀로 지붕을 덮은 것이고, ‘일一’은 가로지른 대들보이고, ‘인人’은 둘러 친 서까래들이

고, 그 아래는 기둥 하나를 가운데 세워 4칸을 만든 것인데, 기둥이 둘이면 6칸이 되고, 셋이면 8칸이 되

어 용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동북 산골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제 스스로 상량문上梁文을 

쓰기를, “세 기둥이 높이 세워지니, 앞뒤로 8칸 집이 열려 있고, 대들보 하나가 위를 덮음에 좌우로 백여 개

의 서까래가 둘러 있네.” 하였으니, 그 제도를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면 두 칸은 방을 만들어 거처하면서 이름을 순암順菴이라고 했으니, 제 자字에서 취하여 이름한 것으로, 

천하의 모든 일이 순리順理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가운데 한 칸은 마루로 꾸며 일 보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띠로 이은 지붕, 흙 집에서 밭갈고 나무하고 베옷 입고 현미밥 먹고 시 외우고 책 읽는 

그 모두가 다 본분의 일이기에 이름하여 분의分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칸을 막아 방으로 꾸미고 담

숙湛肅이라고 이름했는데, 제사 때 재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뒤로 세 칸을 늘려서 기물을 저장하는 곳

으로 쓰고 동북쪽 한 칸에는 가묘家廟를 봉안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깊은 산속으로서 한 마을이래야 둘레가 몇 궁弓 남짓 밖에 안 됩니다. 산 이름은 영

장靈長으로 한산漢山 서남쪽으로는 30리里가 가깝고, 삼전포三田浦 남쪽으로는 40리가 좀 넘는 지점에 있는

데, 이곳에 여러 대의 선영이 있습니다. 남의 간섭 받지 않고 농사짓고 나무하고 목축할 수 있으므로 동구 

밖을 나가지 않은 지가 지금으로 삼 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중喪中에 있고 또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천성이 간졸簡拙한 탓도 있습니다.

정복이 욕되게 문하생의 서열에 끼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전후로 서찰을 내려 이끌

고 가르쳐 주심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러내 보이셨으니, 이것만으로도 평생을 두고 행

하여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조섭중에 계시는 선생님께 무엇을 감히 번거롭게 청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당기堂記와 암명菴銘을 받아 죽을 때까지 외우고 생각할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이오니, 굽어 생

각해 주시길 엎드려 빕니다. 너무도 송구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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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암선생문집』의 탄생

2. 조선 최대의 역사서, 『동사강목』

3. 지방행정의 실학, 『임관정요』와 『목천현지』

4. 경학과 예학을 말하다

5. 퇴계와 성호의 저작을 정리하다

III. 순암 안정복의
 저서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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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한 많은 자료들은 안정복의 저서에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안정복은 그러한 자신의 저술

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저서롱에 쓰다[題著書籠] 

우리 한산 가업을  惟我漢山業

팔백 년을 이어왔지만  相承八百年

집안이 원래 청빈하여  家世本淸貧

책 하나도 쌓아둔 게 없다가  曾不有簡編

몇십 년 갖은 애를 써서  辛勤數十載

전심전력 구해 들인 끝에  求之心頗專

경사와 그리고 자집까지  經史與子集

대강 갖출 건 갖추어 두고  亦略全

낱낱이 질긴 종이로 된 가의를  一一堅紙裝

애를 써가며 손수 다 꿰맸지  辛若手自穿

화가 나다가도 글만 읽으면 좋고   當怒讀卽喜

병이 났다가도 읽기만 하면 나아  當病讀卽痊

이것이 내 운명이라 믿고  恃此用爲命

앞에 가득 가로 세로 쌓아 놓았지  縱橫堆滿前

 순암의 문집은 우리나라 일반문집과 체제를 같이하여 시詩·서書·잡저雜著·서序·기記·발跋·

찬贊·전傳·사辭·설說·지장誌狀 등의 순으로 되어있다. 원집原集이 26권 14책이고 부록附錄으로 

연보와 행장이 따로 1권 1책으로 되어있다. 

 순암의 제자인 황덕길黃德吉이 편차해 놓았던 것을 뒤에 안경위安景褘가 잡저의 편목編目을 약간 

수정하여 구한말 광무 4년1900에 5대손 안종엽安鍾曄이 목활자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넉넉지 못한 

물력으로 많은 부수를 찍어내지 못하여 세상에 널리 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문집은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의 전반에 걸쳐 폭넓고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중

에서 특히 서書의 「동사문답東史問答」과 잡저의 「상헌수필橡軒隨筆」, 「천학고天學考」, 「천학문답天學問答」, 

설說의 「정전설井田說」·「성제설城制說」 등은 우리나라 역사·사물·사상·제도에 관한 학적 가치

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때 이 책 쓴 이들은  當時作書者

성인 아니면 현인들이어서  非聖必是賢

책을 펴 볼 것까지도 없이  豈待開卷看

그냥 만지기만 해도 기쁘다네  撫弄亦欣然

몇 해를 그리 읽고 나니  讀之積年歲

책은 백 권 천 권도 넘고  卷帙踰百千

가슴 속엔 무엇이 있는 것 모양  胸中如有物

구불구불 자꾸 나오려고 해서  輪 欲自宣

에라 글 한번 써보자 하고  遂起著書意

밤에 잠도 잊고 엮어 본다네  編輯夜忘眠

집안 식구나 친구들이야  家人與朋友

미치광이로 볼는지 몰라도  視之若狂癲

제 보물은 그저 제가 좋아하는 것  燕石 自珍

양자운楊子雲도 태현경 쓰지않았던가 子雲曾草玄

1. 『순암선생문집』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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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일생동안에 지은 시, 서, 제문, 묘지명 및 여러 상소문, 단편적 학설 등을 친필로 기

록해 놓은 책이다. 문집 체제로 각각 분류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문장이 이루어진 대로 계속 써 

모은 것이므로 책의 규격도 다르며 내용도 서로 섞여 있다. 안정복의 친필본으로 순암문집의 

초고가 되는 자료이다.

안정복 저

필사본

16책 : 22.2×15.3cm

청구기호 : 한貴古朝93-2

부부고 覆瓿稿   

이자수어 서문 부분 

「경서의의」 부분
당대 논란이 된 ‘언해’에 대한 검토가 보임

윤동규 서간 부분

초본의 수정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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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은 순암의 성리설에 대한 견해를 적어 놓은 것으로서 문집 속의 여러 지우·후배들과

의 왕복 서간에서 보여주는 것과 상통한다. 이발理發·기발氣發 문제를 비롯하여 인물성동이문제人

物性同異問題에 이르기까지 순암의 견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저술연대는 알 수 없으나, 그 

말미의 기록에 순암이 성호 문하에서 질의 강론하던 시절을 회상한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성호가 작고한 뒤인 순암의 만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안정복은 당대의 학자들이 사칠이기四七理氣나 인물지성人物之性 등의 극미한 부분에 몰두하는 처

사를 당대학풍의 가장 큰 폐단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미 성리학의 대체가 밝혀진 

시기로서 시대의 선무는 실천-역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시의時義를 망각하고 

사설만을 일삼는 당대의 학풍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 대안으로서 하학공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대의 성리학자들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복은 성리학적 세계관 내

부에 그의 학문을 구축했다. 순암이 하학공부를 주장하고 수기치인의 실학을 논했다고 해서 바

로 그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이탈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다만 학풍의 경장更張을 주장한 사람으

로서 그의 학문적 토대는 엄연히 성리학적인 것이었다. 

안정복의 이기심성론은 퇴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이기론은 이기호발

理氣互發이며, 동시에 이존기비理尊氣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안정복은 인지심성人之心性과 물지심성物

之心性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별로부터 인간의 윤리적 당위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는 인

간에게는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이 겸비되어 있으며, 사물에게는 단지 기질지성만 갖

추어져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부터 지각과 무지각의 상태, 자각과 무자각의 상태로 

나누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각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당연과 당위에 입각한 윤리적 삶

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산객전」은 안정복의 자전自傳이다. 작가가 자신을 가공적인 제3의 인물로 형상화하는 자

전은 기본적으로 실전實傳이 아닌 탁전托傳에 속하는 양식이지만 이 「영장산객전」은 그 주인공의 

형상과 작가 자신, 곧 실제의 안정복의 모습이 거의 일치한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형사의 측

면에서 서로 무척 닮게 표현된 작품이다.

안정복은 「영장산객전」의 주인공 영장산객의 일생과 언행을 형상화하고 평가하면서 너그럽

고 여유 있게 열려 있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정복의 시각이다. 영장산

객이 그런 것처럼, 안정복은 어려서부터 박학을 추구하다 나이 26세에 도학으로 사상적 대전회

를 하였다. 그러나 안정복은 도학을 맹종하느라 현실에 전혀 맹목이었던 닫힌 도학가가 아니었

다. 도학은 안정복에게 학문 추구의 대상이라기보다 생활의 지침이요 실천의 근거였다. 영장산

객이 그런 것처럼, 안정복이 제갈량과 도연명을 삶의 위대한 모범으로 존숭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도연명과 제갈량은 각기 내성內聖과 외왕外王의 체현자로서 안정복에게 전범이 되는 인물이다. 

안정복의 지향은 기본적으로 수기와 치인, 내성과 외왕을 아울러 갖추는 데 있었던 것이다. 안정

복에게서 실학적 태도를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이러한 열린 도학가로서의 면모 때문일 것이다. 

「영장산객전」
순암 안정복 자전 부분

(광주안씨) 족보발

의문 -심통성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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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의 필사본 문집초고. 시詩·서書·잡저雜著·서序·발跋·명銘·찬贊·설說·축문祝文·제

문祭文·묘갈墓碣·묘지墓誌·행장行狀·유사遺事 등이 수록되어 있다. 후일 이 책을 바탕으로 그의 

제자 황덕길이 재편집하여 15책의 순암선생문집을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안정복 저

필사본

27권14책 : 28.5×19.0cm

청구기호 : 한貴古朝46-가53

순암집 順菴集  

아들에게 주는 편지  

초서롱 저서롱 부분 성호 선생에게 올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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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15책으로 구성된 안정복의 문집이다. 필사본 문집을 바탕으로 그의 제자 황덕길黃德吉이 

재편집하고, 1900년 5대손 안종엽安鍾曄이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부록으로 안정복의 연보年譜와 

행장行狀, 안종엽의 지識 등이 추가되었다.

안정복 저, 황덕길 편

목활자본

1900년

27권15책 : 31.2×21.1cm

청구기호 : 한古朝46-가181 

순암선생문집 順菴先生文集  

아들에게 주는 편지 부분

초서롱 저서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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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문답

아우와 아들에게 주는 유서부분 영장산객전- 순암 안정복 자전 부분

「동사문답東史問答」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문답

으로, 스승인 성호에게 질의 응답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사실史

實에 대한 의문疑問과 역대 선학들의 사서史書에 대한 

문제점들이 광범하고도 진지하게 다루어져 있다. 

이 문답이 후일 『동사강목』의 일정한 의례義例를 마

련하고 새로운 견해들을 정리하여 그의 역사적 대

작을 이룩하게 한 것이다. 『동사강목』은 반계 유형

원 이래 구상해 오던 것으로, 성호를 거쳐 순암에

게 이르러 완성된 근기학파 역사학의 금자탑이라

고 하겠거니와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동사문답」이 

지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조선 최대의 역사서, 『동사강목』

『동사강목』은 17세기 이후 축적된 국사연구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역사인식과 서술내용 

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저술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역사인식의 

측면에서는 앞서 시도된 강목법을 한층 세련되게 하고 정통의 부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역

사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안정복은 홍만종-이익에 의해 주장되었던 단군정통

론, 홍여하-홍만종-이익으로 이어지는 기자-마한정통론, 임상덕-이익의 주장이었던 삼국무

통론을 각각 수용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서술내용 면에서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이래로 활기를 띠기 시작한 역사지리 연구 및 사실고증의 성과들을 집대성하고 재해

석한 것은 그의 사회사상 내지 역사인식의 측면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서 또 다른 의의를 가지

고 있다. 요컨대 『동사강목』은 정통론적 역사인식과 고증적 학문태도에 의한 서술이라는 양면

적인 성격을 가진 저술이었으며, 조선후기 역사학의 발전선상에서 하나의 정점에 다다른 것이

라 할 수 있다.

『동사강목』은 이처럼 조선후기 역사학의 성과를 포괄하였으므로, 후일 개화기의 교과서류는 

물론이고 한말 일제시대의 역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안정복은 기존의 사서들이 가진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좀더 신뢰할 만한 역사서를 편찬하고

자 했다. 그는 특히 지리의 문제를 중시하며 “역사를 연구하는 자는 반드시 강역疆域을 정한 연

후에 점거占據의 득실을 살필 수 있으며, 분합의 연혁을 알 수 있다”고 하여 역사 서술에서 지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리고증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동사강목』의 책머리에 역사지도를 작성하여 수록하는 작

업으로 이어졌다. 요동에 대한 관심이나 패수 등 사수四水에 대한 고증 등은 모두 이러한 실증적

인 노력의 산물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고이」·「괴설변」·「잡설」·「지리고」 등의 4개 편목을 부권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각 편에는 다시 여러 개의 개별적 문제들(133개의 실례)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단군

설화·갈문왕·진흥왕정계비 등을 비롯하여 역대강역고, 분야고 등은 모두 성실한 고증을 가

한 역사연구의 역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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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고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 편년체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본서는 동사강목의 본편 

20권을 완료한 다음 친필로 기록한 부록附錄 부분임. 내용은 고이考異, 계통係統, 지리地理, 괴담怪談이 

수록되어 있으며, 탈고 전의 자필 초고본이다.

안정복 저 

필사본 

5책 : 24.3×15.7cm

청구기호 : 한貴古朝50-77

동사강목 東史綱目 : 幷附錄

고이 부분 (조선명호)

강역 고증 삼한고 - 삼한의 강역에 대한 고증패수에 대한 고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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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편찬한 조선왕조 역사서이다. 조선 태조 원년1392에서 영조 41년1765에 이르는 동안의 

역사적 사실을 뽑아 편년체로 기록하였다. 안정복의 친필본이며, 전질 중에서 제11(명종), 14(

선조), 19(인조)책 등 3책이 유실되었다.

『열조통기』는 안정복의 56세영조 43년 1767 때에 기초하여 25권으로 작성한 것이다. 안정복은 48

세 때 저작한 『동사강목』이 고려조의 멸망에서 끝을 내었기 때문에 다시 조선 건국에서부터 시

작하여 선생의 당대인 영조 52년까지 편년체로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동사강목』에 다

음가는 역사적 대저술이다.

안정복 저  

필사본 

26冊 : 23.1×15.3cm 

청구기호 : 한貴古朝50-76

열조통기 列朝通紀  

『열조통기』는 부분적으로 시간을 뛰어넘는 서술과 강목체 형식의 기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수한 편년체로 이루어져 있다. 조선왕조의 역사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보다는 편람적인 지식

을 얻는데 유용하다. 『열조통기』는 이전의 전통적 사서와는 달리 역사적 사실을 서술함에 있어 

자료를 포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본조 당대사의 편찬으로 인해 화를 자초하게 됨

을 꺼려한 것과 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전통적 역사서술의 방식에 더욱 더 충실하

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정복은 『열조통기』에서 인용된 기사의 말미에 500여 서적의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국조보감』이다. 아마도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다는 사료이용의 편리성 때문

으로 보인다. 『열조통기』의 소주에는 정확한 연대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 본문내용의 추가 

설명, 찬자의 주관적 평가인 논찬 등이 기록되어 있다. 논찬에는 특히 조선후기의 성리학적 대

의명분에 입각한 역사서술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조선역사편년 조선세계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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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중국 상고시대부터 오대五代까지의 역사를 상세히 초록하여 편찬한 책이다. 책의 크

기가 다양하며, 지도책도 수록되어 있다. 안정복의 친필 외에도 다른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다. 

안정복의 중국 통사에 대한 개설적인 편찬서인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6책 : 22.8×14.8cm 

청구기호 : 한貴古朝50-74

독사상절 讀史詳節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입장에서 쓴 저서. 내용은 크게 

「삼국열전」, 「대마도전」, 「일본전」, 「천문오행지」로 구성되어 있다. 당초 『동사보궐』의 목록은 

단순히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인물을 순암의 역사인식에 입각해서 방외전, 

충의전, 반역전, 승려전, 기술전, 탁행전, 은일전 23명에 대한 서술에서 시작하였으나 사료를 발

췌하는 과정에서 확대되어 갔음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신라인 김가기金可紀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의 인물에 대한 열전에 이어

서, 대마도전, 일본전, 일본제도전, 유구전 등의 서술로 안정복의 일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복 초

필사본

1책 : 24.4×17.8cm

청구기호 : 한古朝53-가4

동사보궐 東史補闕  

『방정학언方正學言』 본문부분

『방정학언方正學言』필사본의 이면을 이용해서 필사한 『동사보궐東史補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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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상설』 제8책에 실린 천하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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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기별 지도, 중국의 각 성省 지도, 성경 지도 등 다양한 중국 지도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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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춘추』, 『좌전』, 『사기』등의 역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강목편년체로 중국 상고사를 

재정리한 책이다. 각 기사의 말미에는 전거를 밝히고 있으며, 내용을 그대로 전재한 것과 수정

한 것을 구분하고 있다.

해당시대는 상고 시대부터 『강목綱目』 이전까지를 산삭刪削하여 만든 것이다. 『자치통감강목資治

通鑑綱目』은 주周 위열왕威烈王부터 송대宋代까지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감』은 상고 시대부터 

주 위열왕 이전, 즉 춘추 시대 말까지의 사실을 기록하여 『강목』의 세계를 확장한 것이다.  

안정복 찬

필사본 

7卷7冊 : 22.6×15.2cm

청구기호 : 한貴古朝50-22

사감 史鑑  

삼황기三皇紀 태호복희씨太昊伏犧氏 부분

당우기唐虞紀 제요도당씨帝堯陶唐氏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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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정요』는 안정복의 지방행정에 관한 저서이다. 연보를 보면 46세1757년 영조 33 때 증삭增削을 

가하여 ‘정요政要’라고 이름을 고치고, 자서自序를 붙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

백리경百里鏡』이라는 안정복의 친필 초고가 있는데 그것을 뒤져 본 결과, 바로 정요의 초고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정요 중에는 집성본集成本과 절략본節略本의 2종이 있는데 절략본은 대체로 1

책 단권單卷이며 위의 『백리경』의 내용이 많이 산삭되어버렸다.    

이 책에 수록한 정요는 『백리경』의 내용을 정리 개편하고 거기에 새로운 부분을 많이 첨가한 집성

본으로 상편·하편·속편․부록 네 개의 분편으로 만들어진 건곤乾坤 2책본이다. 상편에 「정어政語」(지

방행정에 관한 고금성현古今聖賢의 교훈)에 속한 논정論政·정기正己·형옥刑獄·금간禁奸 등 16장, 하편

에 정적政蹟(지방행정에 관한 옛 사람들의 실행성과)에 속한 유리儒吏·능리能吏 등 5장과 항통법 筒

法·금송작계절목禁松作契節目, 속편에 「시조時措」(시대 사정을 참작하여 자기의 견해와 방책을 진술한 

것)에 속한 위정爲政·용재用財·농상農桑·군정軍政 등 21장, 그리고 부록에 「향사법鄕社法」(향촌사회

의 편제)과 「주자사창사목朱子社倉事目」 등으로 엮어져 있다. 

『임관정요』는 안정복의 초년 저술인 『하학지남』의 치도장治道章의 이론과 견식을 발전 대성시

킨 것이며 후일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원류가 되는 것이다. 

임관정요속편

안정복이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령守令의 통치덕목을 기록한 지침서이다. 수령守令으

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설명하면서 민폐의 원인과 그 시정책을 강구하는 내용이다. 『임관정요』

의 초를 잡은 뒤 말년에 실제로 목천현감木川縣監을 맡으면서 자신의 통치방안을 적용해보기도 

하였다.

안정복 편

필사본 

2책 : 28.8×19.1cm

청구기호 : 古朝31-134

임관정요臨官政要  

3. 지방행정의 실학, 『임관정요』와 『목천현지』

정약용 『목민심서』의 원류,  『임관정요』지방행정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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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목천현에 관한 관찬지리지로 안정복이 목천현감 재임 중에 편찬한 것이다. 목천은 

1914년 천안군에 병합되었다. 책 표지와 서문에는 ‘대록지大麓誌’라 적혀있는데 대록은 목천의 

옛 이름 중의 하나이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먼저 지방의 실정을 파악해야 하므로 안정복은 목천에 부임 후 빈약한 구

읍지舊邑志를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를 새로 만들었다. 지방의 연혁과 제도에 관한 설명에서 순암

의 역사 지식과 사물에 대한 인식이 곳곳에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지방별 읍지가 만들어지기 시

작하여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목천현지』는 연조年條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아주 

모범적인 것이다. 관원官員·향임鄕任·이속吏屬 등 인원수를 비롯한 각종 사실을 1779년 현재로 

기술했던 이 책은 뒤에 1817년 현감 조국인趙國仁에 의하여 약간의 증보增補가 있었는데, 그 증보

된 부분은 모두 속續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의 명칭은 「대록지大麓志」 또는 「목주지木州志」라고도 

한다. 임관 조에는 안정복 등 목천현에 부임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었다. 

안정복 저, 목활자본

1817년

1책 : 34.8×21.4cm

청구기호 : 古2738-4

목천현지 木川縣志  

부임자 명단에 안정복의 이름이 보임
1779년에 안정복이 지은 대록지구서大麓誌舊序에 안정복의 이름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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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학과 예학을 말하다

안정복의 주역에 대한 기본 관점은 상수와 의리의 조화를 지향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점서로

서의 기능과 함께 특정한 실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리적 목표를 

함께 통섭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리와 함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의 특성〔吉凶〕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함께 중

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상수와 의리를 조화와 균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정복의 『주역』인식은 경세론이

나 역사사상과 관련하여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인식의 중요성과 같은 측면을 중

시하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안정복의 상수와 의리의 조화를 추구하는 『주역』에 

대한 인식이 그의 경세론과 역사관의 철학적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안정복

의 『주역』에 관한 이러한 인식은 의리역학적 측면보다 수리 또는 상수역학적 흐름이 중심을 이

루던 조선 후기에 『주역』에서 ‘의리’가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안정복은 일생에 걸쳐 자신의 집안에 대한 가례 규범을 마련한다. 그는 가례에 관하여 

『가례주해家禮註解』, 『가례익家禮翼』을 저술하고, 1781년에는 공백당拱白堂 황덕일黃德壹 등과 함께 『가

례집해家禮集解』를 완성한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저작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한편, 안정복은 

가례 형식에 관련하여 1757년(46세) 집안의 제식祭式을 성묘省墓보다 묘제廟祭를 더 중시하는 쪽으

로 개정하며, 1758년(47세) 「혼례작의婚禮酌宜」를, 1770년(59세) 「관례작의의절冠禮酌宜儀節」을, 1784

년 상례喪禮 형식을 성호의 입장을 보완한 형태로 마련함으로써, 집안의 가례 형식을 완성한다. 

그리고 1786년 제청祭廳을 건립하여 묘제墓祭를 제청에서 지내게 하고, 규모는 집안의 형편에 

따라 육두육변六豆六 과 사두사변四豆四  사이에서 차릴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순암의 가례규정

은 「성호례식」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이후 향촌사족이 유교질서를 자신의 처지에 맞추어 재구

성하는 한 전형을 보여준다.

역학易學의 진리를 도식으로 설명하는 『역학이십사도易學二十四圖』와 『후천규관後天窺管』을 안정복

이 필사한 책이다. 역학 관련 기존의 저작을 필사하여 합본하고, 나아가 저자 자신의 견해를 더

해 설명을 붙인 역학서이다.

안정복 저  

필사본  

1책 : 24.6×14.8cm  

청구기호 : 한貴古朝03-9

역학도 易學圖 

사십팔책시상도 십이괘소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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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 관련 초록서이다. 조선 중기 성리학자 조호익이 저술한 『역상설易象說』을 안정복이 보충

하고 해설한 책이다. 당시 필수과목인 『주역』을 공부하는 청소년, 특히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고

시생에게 요긴한 참고서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정복 저 

필사본

1책 : 25.0×16.4cm 

청구기호 : 한貴古朝03-10

역상보유 易象補遺  

괘서도卦序圖



84 실학자의 서재, 순암 안정복의 책바구니 85 III 순암 안정복의 저서 바구니

안정복이 『예기禮記』의 의문점을 명석하게 간추린 책이다. 표지서명은 ‘예기의禮記疑’이나 권두

서명은 ‘예기’이다. 예기는 유학의 오경五經의 하나로 예에 대한 주석註釋이란 의미이다. ‘백순씨百

順氏’라는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어 안정복의 수택본임을 알 수 있다. 

『가례家禮』를 해설하고 보충한 안신安汛의 『가례부췌家禮附贅』를 안정복이 교정한 필사본 초고이

다. 안정복의 교정서校訂序, 인용서책引用書冊도 수록되어 있으며, 관례冠禮와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를 

다루고 있다. 본서의 내용을 살려 1899년 목판본 6권3책으로 간행한 자료이다.

안정복 편

필사본 

1책 : 23.8×16.2cm 

청구기호 : 한貴古朝06-3

안신安汛 찬, 안정복 교

필사본

1책 : 29.1×18.4cm

청구기호 : 古朝29-18

예기의 禮記疑 가례부췌 家禮附贅 

안정복 친필본, 서문부분 친필본



86 실학자의 서재, 순암 안정복의 책바구니 87 III 순암 안정복의 저서 바구니

안정복이 1782년 9월 인척에게 보낸 친필편지이다. 문안인사와 더불어 『가례부췌家禮附贅』의 

간행 건, 족보 중간重刊에 관한 일 등을 상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안정복 저

필사본

1장

광주안씨광양군파종중 소장

간찰 簡札

목판본

찬서리 내리는 요즈음 고요한 중에 건강하시겠지요? 그리움이 절절합니다. (…) 사시는 마을의 친족들은 모두 한결같이 평안하시겠고, 덕장도 편안하게 지내
시지요? 종종 생각합니다만, 가례부췌는 정본을 내어 간행할 가망이 있을지요? 족보 중간 일은 우리 두 사람이 이전부터 상의했던 것입니다만 물력이 전혀 없
으니 수합이 정히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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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익이 퇴계 이황의 언행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유형별로 나누어 편찬한 책이

다. 이익이 『도동록道東錄』을 편찬하였지만 간행하지 못하다가, 안정복이 윤동규 등과 더불어 재

편집, 간행한 것이다. 퇴계의 학문이 근기실학의 대표자 성호에게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자수어』를 편찬할 때에 안정복은 스승인 이익에게 자세하게 묻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가 이와 관련하여 성호에게 올리는 편지는 놀랄 만큼 적극적이고 진지하다.

『이자수어李子粹語』의 교검校檢을 병중에 했기 때문에 소략하고 잘못된 점이 물론 많았겠지만 그래도 자

신으로서는 팔구분八九分은 완성된 책이라 여겨 선생님께 여쭙고 또 윤동규 어른께도 물어, 산정刪定을 거의 

마치고 별반 흠없이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장께서 보낸 서한에, “기왕 이름을 수어粹語라고 

했을 바에는 언행言行을 다 채록할 것은 없으니, 편 내의 행行에 관한 부분은 모두 삭제해야 옳다.”고 하였

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생侍生 역시 생각했었으나, 저로서는 이 책은 문집文集과 여러 사람들의 언행

록言行錄에서 수미粹美한 말들을 고른 것이므로 정자 문하의 수언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고 또 범례凡例에도 

이미 그렇게 밝힌 바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심하지 않고 미처 서로 질정하지도 못했던 것입

니다. 그 후 누차 그 문제를 두고 윤장과 논란을 벌였지만 그 쪽에서는 꼭 옳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그것이 어째서 옳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가르침

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序文은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두서너 구절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감히 여쭈어 봅니다. 

‘빈빈호대재彬彬乎大哉’ 아래 10자는 접속이 잘 안 되고 돌출한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습

니까? 그리고  ‘사문야재斯文也哉’ 아래 14자도 표현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달리 고쳐야 할 듯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가령, “아무개가 늦게 태어나서 선생의 문하에 직접 가 배우지 못하고 다만 남겨 놓으신 글

만을 읽고서.”로 고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끝에 와서 ‘오호嗚呼’ 이하도 혼연渾然함

이 부족한 듯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 같아서는 어쩌면 “자사자子思子·자정자子程子 등은 모두 후인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모해서 쓴 말이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서는 존경과 사모의 대상이 퇴계退溪 이상이 없을진

대 그를 이자李子라고 일컫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을 보는 이들이 그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리상 서로 숨김이 없어야 

하는 처지이기에 감히 이 어리석은 소견을 털어 놓은 것이니 너무나 황공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제자 안정복의 도움에 힘입어 이룩된 『이자수어』를 두고 성호 이익은 그 노

고를 치하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자수어』가 그대들의 힘을 입어 완성되었으니, 이 역시 오래도록 병을 앓는 사람이 약재를 써서 얼마

간 치료하였으나, 결국에는 맥을 집고 병을 진찰하는 것은 신의神醫의 손가락이라 하여 거기에 공功을 돌리

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큰일을 하나 마쳤으니, 이택麗澤의 유익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이익李瀷 편 

필사본 

2권2책 : 28.4×19.2cm  

청구기호 : 성호古2516-56

이자수어 李子粹語  

5. 퇴계와 성호의 저작을 정리하다

퇴계 언행록의 정리

이익의 서문과 순암의 견해가
많이 반영된 범례

안정복이 쓴 이자수어 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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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복이 스승인 성호 이익李瀷의 『성호사설』에서 분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선정해 

정리한 편서이다. 당시 실학을 추구하던 이익의 실학사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정치, 경제, 사

회, 문화, 지리, 풍속, 역사, 언어, 학술, 사상에 대해 안정복이 1/3로 축약, 재구성하였다.

이익 저, 안정복 편

필사본

10책 : 23.0×14.4cm

청구기호 : 한古朝91-1

성호사설유선 星湖僿說類選  

천지편

전체목록

상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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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학자의 서재와 
 순암 안정복의
 책 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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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강목』의 저자 순암 안정복은 책을 살 돈이 없어 온 종일 수그리고 앉아 책을 베낄 수밖

에 없었다. 낮에 시작한 베끼기가 등불 아래에서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자잘한 글씨에 지

렁이처럼 그려도 부끄러워 할 겨를이 없었다. 정 피곤하면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그 책이 끝나

야만 그쳤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책이었으므로 순암은 자신이 베낀 책을 아주 진귀하게 여기

고 소중하게 간직했다. 

 안정복에게는 겨우 자식 한명, 아우 하나가 있을 뿐이어서 누가 물려받을지도 알 수 없었지

만 자신이라도 보면 그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책의 맛을 느꼈다. 그렇게 순암 안정복의 

서재 한 켠은 베낀 책들로 쌓여갔다.

 이렇게 몇 십년 갖은 애를 써서 전심전력으로 구해들인 끝에 경전과 역사서 제자서들과 문

집들을 갖추어 놓고 손수 책의 장정을 하나하나 해가며 화가 나도 글을 읽고, 병이 나도 글을 읽

었다. 안정복은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몇 해를 읽고 백권 천권의 책을 가슴에 품

고서야 가슴에서 무엇이 구불구불 나오려 하여 글을 썼다고 한다. 밤잠도 잊고 엮어낸 그 책들

이 바로 『하학지남』과 『동사강목』, 『열조통기』와 『임관정요』가 되었다. 

 순암 안정복의 서재에는 가난한 선비가 책을 모으고 읽으며, 읽어 가슴에 벅찬 것을 글로 풀

어내는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하지만 즐거워하며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 신실하게 살아간 아름다운 학인의 삶을 보여준다. 그 서재에서 순암은 책을 베끼고 베

낀 책을 읽고, 가슴에 들어찬 수천권의 책을 다 품고만 있을 수 없어 다시 책을 썼다.

 순암의 친필 원고에 남아 있는 그 몽당 연필의 졸박한 필체는 그러한 사연에 숨겨져 있는 것

이다. 순암의 그러한 노력으로 우리는 『동사강목』이라는 조선 최대의 역사서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무수한 순암의 저작들은 순암의 서재를 둘러보며 독서인의 길

을 걸어가려는 후학의 마음을 다그친다. 우리는 순암의 초서 바구니와 저서 바구니를 보며 새삼 

독서의 힘을 깨닫게 된다. 순암 안정복의 서재는 바로 그런 책 읽는 마음을 일깨워준다. 

안정복의 친필일기와 잡서들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크기와 지질이 다양하며, 역대의 시문과 

명문장, 역서 등을 초록하였고, 책력에 기록한 개인적인 일기와 메모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안정복 저

필사본

58책 : 10.7-34.0×15.3-22.1cm

청구기호 : 한貴古朝93-44 

안정복일기 安鼎福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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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擬問  

2. 내범內範  

3. 성현도聖賢圖 

4. 정변통도正變統圖 

5. 의행가례擬行家禮  

6. 하학지남下學指南  

7. 독사상절讀史詳節  

8.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9. 홍범연의洪範衍義   

10. 사시양성서四時養性書  

11. 동사강목東史綱目 

12. 동사보궐東史補闕 

13. 동국문헌통고東國文獻通考 

14. 영남선현전嶺南先賢傳 

15. 광릉지廣陵志  

16. 산거록山居錄 

17. 동국사문유취東國事文類聚 

18. 동국일사외기東國逸史外記 

19. 동국근사전東國近思傳  

20. 삼성전三聖傳 

21. 기자통기箕子通紀 

22. 삼현전三賢傳 

23. 동국열녀전東國烈女傳 

24. 동국고사전東國高士傳 

25. 남사南史

26. 서양기西陽記 

27. 임관정요臨官政要 

28. 명물고변名物考辨 

29. 봉설封說

30. 가례집해家禮集解 

31. 희현록希賢錄 

32. 팔가백선八家百選 

33. 정전설井田說 

34. 도통도道統圖 

35. 치통도治統圖 

36. 학약學約 

37. 동약洞約 

38. 논맹의문論孟擬問 

39. 대학경설大學經說 

40. 어류절요語類節要  

41. 병감兵鑑 

42. 사설유편찬僿說類編纂 

43. 소학강의小學講義 

44. 사감史鑑 

45. 열조통기列朝通紀 

46. 목천지木川誌  

47. 백시선百詩選 

48. 문장발휘文章發揮 

49. 천학고天學考

책력일기

나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력일기

책력일기

새로 지을 집의 설계도

실학자의 서재에 나온 수많은 저술들

하학지남

실학자의 서재에 나온 수많은 저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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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순암 안정복 선생 
 약전



100 실학자의 서재, 순암 안정복의 책바구니 101 V 순암 안정복 선생 약전   

 순암 안정복(1712~1791) 선생은 18세기 실학의 대가이며 민족사학의 연원을 이룬 선진적 

학자로서 우리나라 학술 문화사에 큰 빛을 남기신 분이다. 18세기는 조선 왕조의 후기, 특히 영

조·정조조에 해당하는 시대로서 우리나라 실학사상의 전성기가 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다

방면에 걸쳐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때이다. 이 때의 실학은 근기近畿 지방의 경세치

용파로서 그 선구를 삼는데 경세치용파는 곧 성호학파를 말한다. 성호학파에는 온건개혁주의

와 급진개혁주의가 공존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온건개혁주의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성호 학통

의 발전을 주도했던 분이 바로 순암 선생이다. 

선생은 동문 후배 중 대담하게 주자학을 비판하고 천주교를 위시한 서양 문물을 과감하게 받

아들이려는 급진개혁주의자들에 대하여 항상 깊은 우려를 품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것은 무엇

보다 당시 집권층 속의 보수반동세력인 노론 벽파에게 구실을 주어 중상모략으로 당화를 일으키

게 함으로써 정부 내의 약간의 개혁주의적 지향마저 말살당하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결

국 선생이 서거하신 그 해에 진산사건이 터지더니 9년 뒤인 정조 임금의 승하와 함께 조정의 상

황이 크게 바뀌어 천주교사옥이란 이름 밑에 수많은 현량명석賢良名碩이 희생되었다. 특히 녹암 권

철신, 정헌 이가환은 옥사하고, 다산 정약용 등은 멀리 찬축되었다. 이리하여 성호학파의 비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다행히 선생의 문하에서 직접 훈도를 받은 제자들이 선생의 교훈을 잘 지켜 화

를 면함으로써 사문의 일맥이 존속될 수 있었다. 선생의 선견지명을 이에서 알 수 있다. 

원래 선생의 가계는 광주 안씨 중에서도 품질과 문한으로 일국의 명문이 되어 왔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천곡泉谷 사간공思簡公 안성安省과 임진왜란 때 호성훈扈聖勳으로 광양군廣陽君으로 봉해진 

안황安滉은 모두 선생의 직계 조상이다. 그러나 동서분당 이후 선생의 가계가 남인에 속해 있어

서 점차 사환仕宦으로의 진출이 어려워지고 정치권력에서도 소외되었다. 

선생은 남다른 자품과 학식 내지 포부와 이상을 정치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오직 한 사람

의 학자로서 연구와 수양에 정진하면서 그의 학파의 종지宗旨인 ‘경세치용’의 사상을 유교경전은 

물론이고, 정치와 행정 실무 그리고 국사國史에 이르기까지 이론적으로 확충시켜 놓았다.  

과거 출신이 아닌 선생은 40세가 가까워서 만녕전참봉을 비롯하여 의영고봉사·귀후서별

제·사헌부감찰 등 중앙관서의 하급 관료로 봉직하다가 곧 관계에서 물러났으며 60세가 넘어

서 왕세손을 도와 지도하는 익위사익찬이 되고 목천현감으로 조그만 시골 원노릇을 한 적도 있

었으나, 선생은 한 번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끼칠만한 위치에 앉아 본 일이 없었으며 또 그 자

신 관리생활에 미련을 가지지도 않았다. 

순암 안정복 초상 (이준섭李準燮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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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천현감을 마지막으로 실직實職에서 물러난 순암은 79세 때 가선대부로 품계가 올라 동지

중추부사가 되고 광성군廣成君을 습봉襲封하기까지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령에 따른 형식

적 예우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 불우했던 순암은 경제적으로도 항상 안정된 토대가 없었다. 선생이 

출생한 충정도 제천 유원은 조부 안서우安瑞羽가 가족과 권솔들을 데리고 우거하던 친척 윤씨

네 집이었고, 4세에 모친을 따라 상경해서는 건천동의 외가 이씨댁에서 살았으며 6세에는 다

시 모친과 함께 전라도 영광으로 가서 외가의 농장에서 기식하였다. 9세에 서울로 돌아와 남대

문 밖 남정동에 살다가 14세에 조부의 벼슬살이를 따라 경상도 울산으로 갔으나, 겨우 1년 만

에 조부가 울산부사에서 해임되자 조부를 따라 전라도 무주로 가서 적상산 아래에 살았다. 24

세에 조부를 여의고 그 익년에 비로소 경기도 광주 경안면 덕곡리 선영 아래에 자리를 잡아 영

주하게 되었다. 

선생이 35세 때부터 당시 광주지방에서 경세치용의 학풍을 창도하고 있던 실학의 대가 성호 

이익을 스승으로 섬겨 근기학파의 주요멤버로 활동하게된 것은 이 시기의 광주 정착이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생은 유년시절로부터 각 지방으로 전전하면서 자라났거니와 그것은 

주로 경제적 불안정에서 온 것이었다. 광주에 정착한 뒤에도 몇 이랑의 박전薄田으로 생활을 지

탱하고 있었다. 선천적으로 병이 많은 체질을 타고난 선생은 오직 의지로써 빈궁과 질병을 극

복하면서 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선생은 책 살돈이 없기 때문에 초서 바구니를 두어 많은 

책을 남의 집에서 빌려다가 손으로 베껴서 그 바구나 속에 쌓아두는 한편 따로 저서롱을 두어 

자기의 방대한 저술을 담아 주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귀중한 고전자료가 되는 

선생의 찬록물들은 모두 이 ‘초서바구니’과 ‘저서바구니’ 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전자를 대표하

는 것이 『잡동사니雜同散異』라면 후자를 대표하는 것이 『동사강목東史綱目』이다. 이 중에서도 『동사

강목』은 우리나라 사학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것으로 선생의 학자적 지위를 확립하여 영원

히 빛나게 한 것이다. 이 『동사강목』은 대략 30대에 쓰기 시작하여 그 후 30년을 지나 목천현감

으로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작업을 끝내고 자기의 서문을 붙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실상 그 

초고의 일차적 완성은 선생의 48세, 즉 서기 1759년에 된 것이다. 말하자면 그 역사적 대작이 

광주의 한 초가 밑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제 그의 대표작 『동사강목』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민족 본위의 역

사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사대주의적 사고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배제하고 성호의 삼한정

통론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사의 주체적 독자적 발전을 체계화시켰다. 둘째 애국적 사상으로, 외

래침략자를 격퇴한 역사적 사실들을 특히 유의하여 서술하고 충신과 명장들의 훌륭한 사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고구려의 대수당전쟁과 고려의 대거란몽고전쟁에서 조국의 수호를 위한 민

중의 분투와 을지문덕·강감찬·서희 등 뛰어난 인물들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

의 용감성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한편, 신라통일 이후에 문치를 숭상하고 국방에 관심을 돌리지 

않아 나라가 약하게 되었다고 통탄하였다. 고려 성종이 주군州郡의 병기를 수납하여 농구로 개

조한 사실을 들어, 외적의 침입에 무엇으로 방어할 것이냐고 비난한 것도 이것의 한 예이다. 셋

째, 애민적 의식으로 역대 국가의 대민시책이 수취에만 치중하고 백성들의 생활은 돌보지 않는 

것을 비난하였다. 고구려 고국원왕의 진대법 시행에 관한 안설에서 진賑은 좋지만 대貸는 백성

들에 대한 국가의 착취라 하여 비판하고, 고려 광종 때의 노비안검법에 관한 안설에서는 그 부

당성을 지적하고 문종 때 억울하게 죽은 노비의 옥사에 분격하여 옥사를 신중하게 심리해야 할 

것과 그 개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저자가 역사상의 사실을 통하여 저자 자신의 시대현실을 비판했던 것이며, 

그 비판의 관점은 곧 경세치용학적 견지에서 나왔다. 이러한 사상이 『동사강목』 본편 17개 권 

속에 한결같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본편 외에 『동사강목』의 가치를 한결 높여준 것은 그 마지막의 부권附卷이다. 부권에는 ·고

이·괴설변·잡설·지리고 등의 4개 편목이 들어있고, 각 편에는 다시 여러 개의 개별적 문제들

(133개의 실례)이 다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단군설화·갈문왕·진흥왕정계비 등을 비롯하여 

역대강역고, 분야고 등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고증을 가한 역사연구의 역작들이라 할 것이다.

 『동사강목』이 경세치용파의 저술로서 그 후의 실사구시파의 선구가 되기도 했다는 것은 우

리가 이미 잘 아는 바이며 근대 계몽기에 이르러 이 책의 학문적·사상적 영향을 입은 박은식·

장지연·신채호 등의 민족 사학이 수립되었고, 오늘 우리들의 현대 사학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의 전통적 역사 저술 가운데 가장 준거가 되는 문헌으로 중시되고 있는 중이다. 

선생은 그야말로 백세의 스승이다. 근기 남인들의 공통된 형편이지만 선생의 자손들도 부귀

영화를 누린 적 없이 오직 개결한 선비의 가범을 지켜왔다. 지금 이제 자유로운 세상에 무한한 

비약이 가능하거니와 선생에 대한 후인들의 숭모 또한 갈수록 간절하다.       

      -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우성 撰, <順菴 安鼎福 先生 事蹟碑>(1992)에서 발췌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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