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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하학지남을 중심으로 

조 성 애 (광주교육대학)

<국문요약>

조선 시대 대표적 편년체 통사(通史) 동사강목(東史綱目)의 저자인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일견 교육서로 보이는 하학지남(下學指南)이라는 저술명의 책을 남겼다. 연구자는
이 책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고찰한 결과 하학론의 전통 속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하학지남은 초등 교육서로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
각이 ‘하학’을 ‘소학’과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라고 본다. ‘하학(下學)’은 ‘상달(上達)’을 위해
‘논리적으로 선행할 공부’이지 시간적으로 발달 단계상의 초기의 것이 아니다.
하학상달은 기원전 공자로부터 정호, 주희와 같은 성리학자들에게 계승되어 2000년이 넘게 유학
지식인의 의식 속에 이어져 내려 왔다. 안정복은 18세기 조선의 학자로서 하학지남이라는 저술
을 통해 그 하학론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아주 체계적이고 정치(精緻)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자, 정호, 주희, 안정복, 하학론

Ⅰ. 들어가며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은 이익의 문인이자 동사강목(東史綱目)을 저술한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다. 그는 몰락한 남인의 가문에서 태어나 서울,
경상도 울산, 전라도 무주, 경기도 광주로 떠돌며 불안정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몸조차 병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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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 가문의 자제들이 받는 유학의 일반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명문가 자제들이
경서를 습독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늦은 나이인 26세에 성리대전을 접할 수 있었던
안정복은 3년 후인 29세(1740)에 소학(小學)의 차제를 본으로 하학지남을 편찬하였다.
하학지남의 제문(題文)에 소학의 예를 본으로 편찬하였다고 안정복이 직접 밝히고 있다.
16세기의 이이(李珥, 1536～1584)는 주희(朱熹)가 12세기 말에 편찬한 소학을 오서(五書)라고 하
여 4서와 같은 반열의 책으로 여겼고 그가 동몽들을 위해 집필한 격몽요결(擊蒙要訣)에도 소
학을 4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유학서라고 하였다. 17세기에도 소학의 초학 교재로
서 권위는 이항복이 쓴 ｢소학발(小學跋)｣에 나오는 김장생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다. 이항복이 
소학을 참고하여 새롭게 다시 편찬하고자 하는 뜻을 방문한 김장생(1548～1631)에게 말하자,
‘율곡께서 이미 주장하여 처리하셨는데 그대가 어찌 또 수고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고 한다.1)
현재 알려진 하학지남의 가장 오래 된 텍스트는 1879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고 있는 서
울대학교 규장각 필사본이다. 또 1984년에 나온 여강출판사의 영인본이 있다. 인쇄본은 활자가
작더라도 비교적 분명히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간행연도와 원본 출처를 알 수 없고, 규장
각 본과 다른 글자들이 종종 나오며, 문장과 문단의 구분을 모호하게 연결하거나 끊어 놓아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역을 범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규장각 필사본은 필사본의 사본이므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은 부분이 더러 있고 이체자(異體字)를 찾아 식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다. 그러나 문장과 문단이 잘 정돈되어 있어 전체 글과 각 편, 각 장의 뜻과 맥락을 보다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규장각 본을 주된 텍스트로 하고, 여강출판사의 영
인본은 필사본의 활자 인식이 어려울 경우에 참고로 하였다.

Ⅱ. 선행연구 비판
현재 안정복의 사상을 연구한 논문 중에 하학지남을 직접 분석한 것으로는 정낙찬(1994)의
｢순암 안정복의 초등교육사상｣과 강세구(1994)의 하학지남을 통해 본 안정복 학문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정낙찬의 연구는 하학지남 전체의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 모두 망라해서 정리
하고, 하학지남이 교육서로서 어떠한 의미를 표출하고 있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강세구의 연구는 안정복의 실학사상이 하학지남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고찰하고 저술
의의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1) 소학집주 ｢소학발(小學跋)｣ 妄欲參校會趣以便考閱, 一日金鐵原長生見訪 因語及之. 金言 ‘栗谷已先宰割
子何重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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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안정복의 성리론에 대한 연구로 장승희와 최봉영의 논문이 있다. 장승희(1999)의 ｢순
암 안정복의 성리론 고찰｣에서는 다른 실학자들과 구별되는 혹은 남인 가계의 출신으로서 태생
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던 사상적 계보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내용이 일부 있다. 최봉
영의 ｢순암 안정복의 성리론 연구｣에는 안정복의 근본주의적 하학교육론과 긴밀히 관련 되는
내용이 있었다.

1. ‘하학=초등교육’인가?
하학지남의 ‘하학’이라는 말은 동몽 혹은 초학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서로 교재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표현된 것인지도 모른다. 율곡의 ‘격몽요결’이 동몽(童蒙)들을 깨우치는 글이
라는 뜻을 지녔고, 주희의 경우에도 ‘소자(小子)’를 위한 책이라고 하여 어린이, 동몽 혹은 적어
도 유학에 입문하는 초학자가 접해야 하는 책으로 여기기 쉬운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소학
이다. 동몽은 어른에 대비되는 말이고 소학(小學)은 대학(大學)에 대비되는 말이기 때문에 두 글
을 유심히 보지 않은 사람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 틀림없게도 격몽요결과
소학은 저자인 율곡과 주희가 소자의 배움을 목적으로 엮은 책이다.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들은 ‘몽(蒙)’, ‘소(小)’라는 글자의 뜻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하학
지남의 ‘하(下)’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적용하여 세밀하지 못한 좀 더 엄밀히 말해 가볍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하학지남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로서 안
정복의 초등교육사상을 논한 정낙찬의 ｢순암 안정복의 초등교육사상｣이다.

순임금은 여러 사물에 밝았고 인륜을 살폈다고 하는데 그가 여러 사물의 이치에 밝았으되 인륜
에 더욱 신경을 썼다는 말이다. 대학이 격물치지의 뜻을 논하면서 ‘먼저 하고 나중 할 바를 알
아야 도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식은 다양하지만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날마다 쓰
는 보편적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맹자 또한 ‘요․순 두 임금은 자신들의 지혜를 모든 사물
에 똑같이 발휘한 것이 아니라 선무(先務)를 급하게 여겼다’고 말했으니, 그가 말하는 선무란 무엇
을 가리키는가? 공자가 ‘하학(下學)해서 상달(上達)했다’고 했으니 하(下)란 비근(卑近)함을 일컫는
것이요, 비근하여 알기 쉬운 것은 날마다 쓰는 보편적 인간관계가 아니고 무엇이랴! 여기에 힘써
끊임없이 쌓아 다소간 힘든 경계를 모두 겪고 난 후에야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며, 너무 고생스러
워 몸이 거부할 우려가 사라지고 쾌활하고 시원한 경지를 보는 것을 바랄 수 있으니 상달이 곧
여기에 있는 것이다.2)
2) ｢제하학지남서면｣ 舜明於庶物 察於人倫 言其明知庶物之理而尤致察於人倫也. 學論格致之義 ‘亦曰 知所先
後卽近道矣’ 知雖多般 而所當先者 實不出於日用彛倫之外. ‘孟子亦曰 堯舜之知而不遍物急先務也’ 其謂先
務 指何事也? ‘子曰 下學而上達’ 下者卑近之稱也, 卑近易知者 非日用彛倫而何! 用工於此 積累不已 備盡
多少辛苦境界然後 心體爲一, 無艱難扞格之患 而庶幾覩快活灑然之境 上達卽在此也 聖人言行具於論語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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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암은 ｢제하학지남서면(題下學指南書面)｣에서 요임금과 순임금의 두 성인 군주가 급하게(즉
중요하게) 여겼다는 선무(先務, 먼저 할 일)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묻고, 그것이 공자가 말한
하학(下學)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선무(先務)’는 ‘먼저 힘쓸 일’이므로 하학은 급히 처리해
야 할 사건으로서 당장의 힘써야 할 일[先務] 혹은 앞의 단계에서 먼저 해야 할 공부 즉 ‘초등
교육 단계의 공부’라고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안정복이 이해하는 맹자의 말에서 ‘선무’
는 ‘마땅히 급히 여겨 힘써야 할 일[當務者爲急]’로서 일상생활의 비근한 일용이륜(日用彛倫) 다
시 말해 떳떳이 실천해야 할 일상생활 속의 윤리를 말한 것이다.3) 그것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
達)’을 위해 먼저 해야 할 ‘선행 단계’라거나 발달 단계상의 초기 즉 ‘초등교육 단계’라는 뜻은
아니다. 다시 말해 先務는 곧 일상의 떳떳한 인륜[日用彛倫]을 실천하는 일이며 그것이 곧 하학
이다.
다음으로,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다소간 힘든 경계를 모두 겪는 과정’을 기초 교육 과정으
로 보고, 이러한 기초 교육이 먼저 탄탄하게 이루어진 후에 상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 상달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며, 너무 고생스러워 몸이 거부할 우려가
사라진 쾌활하고 시원한 경지’이지 하학의 배움 이후에 상달이라는 단계의 배움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다.
또, 안정복은 하학지남을 쓴 지 약 50년만인 73세(1874)에 ｢제하학지남서면｣이라는 짤막한
소회(所懷)를 덧붙였다.

나는 어려서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 했고 커서는 스승과 벗의 도움을 받지 못 했다. 그래서
하늘이 주신 속마음[天賦之衷]이 날마다 엎어지고 뒤집어져도 단속할 줄을 몰랐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유유범범하게 취생몽사하다가는 내 삶이 금수의 삶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두려움
이 생겨 고금의 좋은 말과 모범적 행실을 그러모아 대충 분류하고 제목을 붙여 소학의 예를 본
받아 이 책을 만들어 자경(自警)의 실마리로 삼고자 했으니 1740년 여름의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살아 있으나 사람됨은 아직도 옛날과 같으니 내 얼굴을 한참이나 쓰
다듬다가 나도 모르게 슬퍼져 이 글을 써 또 스스로 경계하여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나아짐이 있
기를 바란다. 전일에 이 글로써 자경(自警)한 것이 능히 (그저) 말하는 것에만 귀착함을 못 면했는
데 오늘의 이 자경(自警)은 (과연) 능히 전철(前轍)의 반복을 벗어날 수 있을까?4)

其言皆是下學卑近處易知易行之事而無甚高難行之事矣.
3) 맹자집주 ｢盡心｣ 孟子曰 “知者無不知也 當務之爲急 仁者無不愛也 急親賢之爲務. 堯舜之知而不徧物急
先務也 堯舜之仁不徧愛人 急親賢也.”
4) ｢제하학지남서면｣ 余小而失學長無師友之助 天賦之衷日就顚倒而不知檢焉. ‘悠悠汎汎醉生夢死與禽獸何別
也?’ 爲是之懼裒稡古今嘉言善行略分題目倣小學例爲此書 庶爲自警之一端 卽庚申歲夏也. 今幾五十年面目
徒存而人猶舊撫玩良久 不覺悽然而書此又自警 末死前或冀有一分之益. 而前日之以此自警者 未免爲能言之
歸 則今此自警 能不爲磨驢之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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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행(원문) 밖에 되지 않는 이 소회에서 그는 자경(自警)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
다. 안정복이 하학지남을 쓴 이유는 ‘자경(自警)’ 즉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하기 위해서’였다.
하학지남은 자제나 타인의 교육이 아니라 자기교육(selfeducation)을 위해서 쓴 저술이다.
이밖에도 하학지남이 특정 연령단계를 위한 교육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학지남 수권(首卷)의 ｢일용편(日用篇)｣에는 매일 인시(寅時)부터 다음 날 축시(丑時)까
지 각 시에 해야 할 일이 적혀 있다. 여기에 적힌 하루 동안에 할 일은 89가지나 되는데, 이 중
대다수의 것이 어린이나 청소년(동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컨대 미시(未時, 오후 1～3
시)에는 ‘다시 자제들을 불러 읽은 바 사서의(四書疑)․오경의(五經義)를 강론한다(更招子弟講論
所讀疑義)’고 되어 있다.

2. 독서 순서의 문제
그렇다면 안정복이 하학지남에 하학으로 제시한 독서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학지남 상권
의 첫 번째 편, ｢독서편｣의 첫 번째 장인 독서지서장(讀書之序章)에 바로 나타나 있다. 독서지
서장에서 순암이 제시한 하학의 독서는 소학→사서(四書)→심경→오경→주자대전→성리대전→
사서(史書)의 차례이다. 사서를 읽을 때는 혹문을 겸하여 읽어 그저 외우는 데 그칠 것이 아니
라 그 내용을 숙지하며 읽을 것을 말하였다.
이어서 율곡이 제시한 순서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16C에 율곡은 격몽요결에서 소학을
먼저 읽고 4서와 5경을 읽으며, 그 후 성리서를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정단례의 ｢독서분년
법｣을 수록하였다.
<표 2>는 명망 있는 유학자들의 문집에 나오는 내용으로 경서 학습과정이 어떠했는지 연보

<표 1> 독서분년법(정단례)
연령

독서

7세 이전

7세～15세

성리자훈
소학 사서의

소학정문 대학정문/ 논어정문/ 맹자정문/ 중용정문/ 효경정문/ 역

정문(正文)

정문/ 서정문/ 시정문/ 의례‧예기정문/ 주례정문/ 춘추와 삼전정문

4서 혹문

대학장구혹문/ 논어집주/ 맹자집주/ 중용장구혹문/ 논맹혹문 (집주

및 집주

포함)

6경
15세 이후
21세～22세 이후

내용

사서(史書)

역/서/시/예기/춘추/사서본경(四書本經)
사서(史書)/ 통감 강목(참고)/ 韓文/ 楚辭
작문(作文)/ 經問/ 經義/ 古賦/ 古體/ 制詔章表/ 四六章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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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4서 및 동몽서 초독 연령
문집
하서전집

도곡집

매산집

노사집

중암집

야은집

퇴계집

경와집

갈암집

창계집

도곡집

저자
김인후
1510～1560
이의현
1669～1745
홍직필
1776～1852
기정진
1798～1879
김평묵
1819～1891
길 재
1353～1419
이 황
1501～1570
김 휴
1597～1638
이헌일
1627～1704
임 영
1649～1696

이의현
1669～1745

나이

내용

5

부친에게 ｢천자문｣을 배우다

7

｢훈몽자회｣를 배우다
동

4

外叔 朴聲漢에게 ｢천자문｣을 배우다

과암집

존재집

근재집

숙재집

면우집

1710～1783
위백규
1727～1798
박윤원
1734～1799
조병덕
1800～1870
곽종석
1846～1919

몽
서

5

就學하여 ｢효경｣, ｢격몽요결｣ 등을 읽다

5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하다

18

商山司錄 朴賁에게 나아가 ｢논어｣, ｢맹자｣ 등을 읽고 성리설을 듣다

12

숙부 松齋 李堣에게 ｢논어｣를 배우다

19

｢주역｣을 배우다

12

｢소학｣, 이듬해 ｢논어｣를 배우다
9 ｢소학｣과 사서를 읽다

9

7

13 叔祖인 東里 林㙔에게 ｢주역｣을 배우다

유

21 ｢논어｣와 ｢맹자｣를 읽다

학

7 가을, ｢소학｣을 읽다

입

12 梨峴에서 지내면서 ｢효경｣, ｢논어｣, ｢시전｣, ｢사기｣, ｢唐詩｣, ｢韓詩｣

문

등을 읽다
13 ｢맹자｣, ｢대학｣, 이백의 시 등을 읽다

송덕상

구분

초
독

11

4서 5경을 읽고 ｢근사록｣을 배우다

8

｢대학｣을 배우다

15

15 사서삼경을 이미 다 읽다
16 驪州의 처가에 가서 장인에게 ｢논어｣를 배우다

10

외조부에게 ｢소학｣을 배우다

6

7 ｢서경｣을 읽다

6 사서와 ｢시경｣을 읽다
9 ｢예기｣를 읽다

서

조성애 / 순암 안정복의 하학론  하학지남을 중심으로  201

와 행장의 기록이다. 7세 이전에는 성리자훈이나 천자문과 같은 문자 학습서를 읽는 경우
가 많았으나 7세 이후에는 학습의 단계에 따라 특정한 교재를 읽었다고 할 만한 기록이 없다.
소학 역시 실망스러우리만큼 자주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몽선습, 동자습, 명심보
감, 백년초해, 동자례, 거향잡의, 양정편, 동몽초학, 필어, 증집, 계몽편, 유합
, 신증유합, 사자소학 등의 아동용 혹은 동몽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초학서는 연보 행장에
거의 기록이 없다. 소학과 격몽요결을 제외하면 유학자들이 초․중등 교육 교재라고 할 만
한 다른 동몽서들은 ‘읽었다’는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학지남에도 동몽교재로 잘 알려진 유합, 훈몽자회, 명심보감 더구나 국정 교과서
격으로 영조어제가 있는 동몽선습도 단 한 번도 인용되지 않고 있다. 독습문자 교본이기도
했으며 한자문화권의 명저인 주흥사의 천자문도 마찬가지이다.
‘소학’과 ‘대학’ 사이의 중등(동몽) 교육 수준의 ‘교재를 읽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천자문류의 문자학습을 마치고 나면 바로 대학 수준의 경서를 읽어야 했다는 것을
뜻한다. 천자문 정도의 글쓰기를 마치고 나면 소학이나 4서 5경을 바로 학습하였으며 유학
의 정식 교육과정은 고대의 소학, 대학 체제와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순암은 구양공의 말을 인용하여 경서 속에 들어있는 한자의 수를 알리고 있다. 4서 5경의 글
자를 모두 읽기 위해 하루에 300자씩 외우면 4년 반 만에 마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어떤 이
는 더디게 읽어 9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여 학습의 조급성을 경계하고 있다.
정단례와 안정복이 공통으로 생각한 독서의 순서는 바로 사서(史書)를 가장 나중에 읽으라고
한 내용이다. 역사서는 사실에 관한 서술이므로 먼저 인격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배
양한 후에 읽으라고 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조선의 유학자들이 역사서를 여타 다른 경서나 성리서보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읽었
던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국문집총간에 실려 있는 연보, 행장에는
4서를 읽은 후 사서(史書)를 읽었으며, 성리서보다도 역사책을 나중에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록된 대로 보자면 역사서를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공부만 했던 유학자들에
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복이 살아 숨 쉬고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다양한 동몽용 교재가 간행‧보급되거나 필
사되어 유포돼 있었다. 동몽선습, 동자습, 명심보감, 백년초해, 필어, 증집, 계몽편
, 유합, 신증유합, 훈몽자회, 사자소학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그가 ｢독서편｣에서 제시
하는 서책들은 모두 경서(經書) 혹은 사서(史書)로서 성리학의 교육이론에 따르면 16세 이상 대
학 단계에서 공부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들이다. 이 점도 하학이 특정 교육 단계의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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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학서 독습 연령
유학자
정약용

문자학습

(괄호: 나이)
소학

천자문(4)

4서 5경

성리학

그외

경서/사서(10)

/오언시(7)

자치통감강목

대학장구(11)

기대승

(14)/전한서/후한

/주역(16)

서/여지승람(17)

김종직

소학(8)

주역(13)

성리서(23)

안정복

소학(10)

논어/맹자(18)

심경(26)

대학(18)

서경덕

/서전(14)

이황
이항로

사서(史書)

논어(12)
십구사략(6)

천자문(3)

김시습
유성룡

/상서(12)
대학/중용(5)
대학/중용(13)
/맹자(19)

송시열
박지원
황덕길

근사록(21)

춘추(20)

근사록

가례

/심경(24)

(24)

주역(16～23)

사기(16)
심경/근사록
(15)

아님을 알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된다.
결국 하학지남에 초등 교육 사상 즉 기초교육 혹은 기본교육 사상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순암은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뼈 속 깊이 느꼈고 그 해답을
보다 근원(배움의 기원)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체(體)와 용(用)의 구조로 되어 있는가?
정낙찬의 하학지남에 대한 두 번째 주요한 주장은 하학지남의 수권, 상권, 하권의 관계
를 ‘체(體)와 용(用)의 교육론’으로 설명한 것이다. 안정복은 안설에서 상권은 하권의 체(體)이며
하권은 상권의 용(用)이라고 각 권이 시작하는 안설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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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하학지남』수권 - 상권 - 하권의 관계(정낙찬)
책명

편명

권명

각 권의 관계

일용

首

실제생활에의 적용‧실천

독서/위학/심술

上

원리

분석 결과

제하학지남서면
乾

坤

위의/정가/처기/접인/출처

下

내용

수권과

用

하권이
體

體

用

상권보다
중요함

12C 신유학(주자 유학)의 체-용은 본체와 작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바닷물은
체이고, 파도는 용이다. 파도는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그러나 어떤 파도도 바닷물의 한 형태인
용일뿐이다. 체-용은 원리와 응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쓴다. 정낙찬도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표 4>를 보면 그는 수권까지 포함하여 상권, 하권을 체와 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가 체용의 관계를 상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상권은 하권과 수권에 대하
여 동시에 체이므로 상권이 수권과 하권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것은 성리학의 체-용
관념과 어긋나는, 그래서 어떠한 공적 토대도 갖지 못하는 매우 자의적(恣意的)인 용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만약 성리학적 체-용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그 분류는 일관성을 잃고 자가당
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된다. 정낙찬의 분석대로라면 상권의 독서지서장이나 독서지법장을 오로
지 허공에 뜬 이론을 궁구하는 ‘지식(성리론)’의 습득과정으로 여겨져 이러한 독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안정복은 권이나 편, 장이 시작할 때 글의 논지를 쓰
는 안설을 수권에 1개, 상권에 23개, 하권에 6개를 수록함으로써 상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정낙
찬의 분석결과와 반대되는 요소들이 있다.
논어집주에서 공자의 체․용 관념에 대한 해석은 체(體)와 용(用)을 경(敬)과 화(和)로 설명
하면서 예(禮)와 악(樂)을 그 예로 들었다. 예를 펼칠 때는 마치 음악과 같이 부드럽고 조화[樂]
롭게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5) 적어도, 안정복이 가진 체․용 관념6)이 하학지남의
‘체’와 ‘용’ 즉, ‘원리’와 ‘응용’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논어집주 ｢학이(學而)｣ ‘有子曰 禮之用和爲貴先王之道斯爲美小大由之’ 禮之體主於敬而其用則以和爲貴.
敬者禮之所以立也 和者樂之所由生也. 若有子可謂達禮樂之本矣.
6) 다른 저서에 보이는 안정복의 체‧용 관념: 의문 寂不動而具衆理者 心之體也. 感遂通而應萬事者 心之
用也. 鑑空衡平凡物而成感應之而己. 心有血肉之心 有知覺之心; 순암집 太極總理氣 心統性情. 理靜而動
爲氣 性靜而動爲情. 靜者體而動者用. ‘程子曰 體用一原’ ‘邵子曰 心爲太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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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기론7)을 배격했는가?

강세구는 안정복이 당대의 온갖 당쟁으로 이어지는 유학지식인들의 성리논쟁에 대해서 맹렬
히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실학적 마인드와 결합하여 주요한 논점으로 안정복
의 학문을 논하였다. 순암이 성명리기사칠론(性命理氣四七論)에 몰두하는 것을 상달(上達)로 여
기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일상의 실제 생활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을 들어 실학적이라고
결론을 맺었다. 틀림없게도 ｢제하학지남서면｣에 나타난 순암의 성리논쟁에 대한 태도는 매우
공격적이었다.

항상 구구하게 천인성명, 사칠리기사단칠정의 논쟁을 하는데 가만히 그 행함을 따져보면 공부
를 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으면서도 상달을 모르는 것만을 수치스럽게 여기니 종신토록 학문을
하여도 끝내 덕성이 서지를 못하고, 재기를 이루지도 못한다.8)

그렇다면 순암은 성리논쟁 자체를 배격했다는 말인가. 순암은 공희로기발설(公喜怒氣發說)과
같은 퇴계의 리기론(理氣論)을 받아들였고 의문(擬問)의 인물지성(人物之性)에서 인간은 물질(自
然)과 다르게 지각(知覺)이 있으며 동물(禽獸)들은 자각하지 못하고[不自覺] 다만 칠정(七情)의
애를 알 뿐이다[知愛]는 등의 자신만의 진일보한 성리설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개와 말은 자기
의 주인을 사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죽도록 서로 사랑
하는 것이나 그 죽음의 애처로움을 자각(自覺)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여 인간만이 ‘그 죽음의
애석함’을 자각한다고 하였다.9)
안정복이 서학을 불교와 동일시하여 학문의 이단으로 여기고 매우 집요한 공격을 하였다는
점, 성호 이익의 문하에서 배웠으며, 퇴계의 학설을 받아들이는 등 사상의 계보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순암이 사칠리기론, 리기심학 논쟁을 배격했기 때문에 실학자라는 주장은
완전한 근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7) 본 논문에서는 理가 이기론(理氣論)의 ‘리(理)’일 때 ‘리’로 명기하고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았다.
8) ｢제하학지남서면｣ 常區區於天人性命理氣四七之說, 夷考其行多無可稱 而唯以不知上達爲羞吝 終身爲學而
德性終不立才器終不成.
9) 의문 ｢인물지성(人物之性)｣ 問 “虎狼之父子 蜂蟻之君臣 烏之反哺也 犬馬之爲主也. 豈非物之有仁義者
耶?” 曰 “此莫非自七情中愛來者也 豈其有仁義之性而然哉? 夫物亦知相愛也 故蜂蟻赴水火而以死相隨 犬馬
戀其主而竭力致死. 此實相愛之至死 而不自覺其死之惜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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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하학론의 시원과 성리학적 계승
하학은 공자(BC 551～BC 479)가 자처한 위학의 방법이었다. 이 위학의 방법은 송 대 성리학
자들에 의해 계승된다. 본 장에서는 하학론의 발단을 제공한 공자, 그것을 계승한 성리학자 중
명도(明道) 정호(程顥, 1032～1085)와 주희(朱熹, 1130～1200)의 하학론을 고찰한다. 안정복은 하
학론은 그러한 전통 속에 위치시킬 때 그 위상이 분명해진다.
하학지남의 하학이란 하(下)를 배운다는 뜻이다.

1) 하학(下學):
ㄱ. 비근(卑近)한 데서부터 배움, 인사(人事)를 배움
ㄴ. 정도가 낮은 학문
2) 하학상달(下學上達) : 아래로 인사(人事)를 배운 후에 위로 천리(天理)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비근(卑
近)한 사물을 배운 후에 점차로 깊은 학리(學理)에 나아감을 이름

한한대자전은 ‘하’를 크게 1)과 2)로 두 번 설명하고 있으나 내용상 ‘하의 일’은 세 가지의 의
미로 추출될 수 있다. 첫째, 인간의 일[人事], 둘째, 비근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도가 낮은
것이다. 이 세 가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상’은 천리(天理), 천명(天命), 학리(學理)를 설정할
수 있다.

1. 공자의 하학(下學)
공자는 논어 ｢헌문편｣에서 자신이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하는 자라고 하였다.

子曰 “莫我知我者夫.”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상(上)’에 대해 설정한 세 가지 정리로부터
원전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 하늘의 이치[天理]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를 ‘아래로 인간사(人
間事)’라고 보았을 때, 공자의 하학은 ‘인간사로부터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뜻이 된다.

공자가 말하셨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공이 말하였다. “어찌 하여 선생님을 알아
보는 이가 없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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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탓하지 않고, 아래로 (자신이 처한 인간사를) 배우며 천리에 달하노니, 나를 알아주는 자는
하느님일 것이다!”

주희는 이 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공자가 이 말을 자공에게 말한 뜻은 하
늘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자기를 돌이켜보고 스스로를 닦아
[自修] 점점 나아가면 하늘만 홀로 아는 이치[天獨知之妙]를 알 수 있는 것이며 누가 알아주기
를 바라 남보다 심히 다르게 하는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10)
두 번째는, 인간의 비근한 일을 하다보면 그 일상의 비근한 일에 하늘의 도가 있어서 천명을
알게 되며 이 천명[天道]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상달의 뜻이 된다.

선생님께서 말하셨다. “나를 이해하는 이가 없구나!” 자공이 여쭈었다. “어째서 선생님을 이해하
는 이가 없다고 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말하셨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않고 아
래의 비근한 일을 배워 천명(天命)을 알게 되니 나를 이해하는 자는 하늘일 것이다!”

송대 말에 집대성된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疎) 중의 하나인 논어주소(論語注疎)는 혼란한
세상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자가 세상에 등용되지 않아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孔子
不用于世而不怨天]는 뜻으로 해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정치적 현실이 자신을 알아
주지 않아도 “하늘은 자기를 알아줄 것이라[知我者其天乎!]”고 한 것은 성인[人道]은 천지[天道]
와 합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하늘이 성인(聖人)과 하나가 되므로 ‘성인을 안다’고 한 것
이다.11) 정자(程子)는 ‘아래로 인간의 일을 배우면 곧 천리를 알게 되나 (하학을) 열심히 하기만
하고 살피지 않으면 상달할 수 없다고 하였다.12) 인간이 일상의 비근한 일을 배우는 것으로써
하늘의 마땅한 도리[天命]를 알게 된다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논어주소와 같은 논리이다.
마지막으로, 깊은 학리(學理)와 반대되는 뜻으로 하를 정도가 낮은 학문이라고 보았을 때, ‘하
학’은 공자가 자공에게 일러준 위학(爲學)의 방법이었다. 하학을 하여 상달을 성취한다는 교육
원리(educational principle)이다. 앞의 해석은 세 번째의 해석과 사실상 거의 뜻의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으나 범인(凡人)의 배움과 직결되는 해석은 세 번째가 가장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순
암의 하학론에 ‘실학적’, ‘혁신적’ 이라는 수사보다 ‘근본적’이라는 형용이 왜 가장 ‘그러한’ 순

10) 논어집주 不得於天而不怨天不合於人而不尤人 但知下學而自然上達. 此但自言其反其自須循序漸進耳
無以甚異於人而致其知也. 然深味其語意則見其中自有人不及知而天獨知之妙.
11) 논어주소 孔子不用于世而不怨天人不知己亦不尤人∙∙∙∙∙∙. 下學人事上知天命∙∙∙∙∙∙. 圣人與天地合其德故曰
有天知己.
12) 논어집주 程子曰 “不怨天不尤人 在理當如此.” 又曰 “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 乃學之要 蓋凡下學人事便
是上達天理 然習而不察則亦不能以上達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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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사상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호의 하학론
소학집주에 나오는 명도선생은 11C 송대 신유학자로 주희가 학통을 이어받은 이정자(二程
子) 중 한 명이다. 명도 정호와 이천 정이는 주자가 ‘정자가 말씀하셨다[程子曰]’로 자신의 저서
집주들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송대 신유학의 대가들이었으며 명도와 이천의 사상이 그 누구
보다도 주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둘 중에서도 명도선생이 ‘하학’에 대해서 말한 기록을 소학집주에서 볼 수 있다. 소학
집주에는 이천선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명도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정자가 말하였다[程
子曰]’고 하지 않고 반드시 ‘명도선생이 말씀하셨다[明道先生曰]’라고 하여 정호가 한 말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천선생이 말씀하셨다[伊川先生曰]’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
는데 백순 명도의 말은 대부분 ‘하학’의 배움에 관한 것이다.
중화서국본 이정집에 하학에 관한 내용은 모두 여섯 번이다. 이정 유서(二程遺書)에 5회,
이정외서(二程外書)에 1회이다. 그런데 이정유서에 보이는 명도선생이 말한 하학은 불교와
관련된 1회를 제외하고 네 번(ㄱ～ㄹ)의 어록을 모두 주희가 자신의 저서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논어집주와 소학집주에 그대로 재인용되므로 여기서는 각 어록의 원문 마지막
에 재출전을 명기하는 것으로 마치겠다. 주희집의 예를 보면 자신의 저서에 선유들의 어록을
재인용할 때 글자를 편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개의 글자도 편
집하지 않고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라고 옮기고 있다.
가) 이정유서의 하학
ㄱ. 聖賢千言萬語 只是欲人將已放之心 約之使反復入身來 自能尋向上去下學而上達也. 소학집주
ㄴ. 伯淳言 “學者須守下學上達之語 乃學之要.” 논어집주
ㄷ. 須是合內外之道 一天人齊上下 下學而上達 極高明而道中庸. 논어집주
ㄹ. 君子上達 小人下達 下學而上達 意在言表也. 논어집주
나) 이정외서의 하학
ㅁ. 凡下學人事 便是上達天理.

소학집주에서는 가언(嘉言)편과 선행(善行)편에서 ‘하학’에 대하여 말하였다.

(가언편)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는 다만 사람이 놓아 버렸던 마음을 단속하여 다시 몸으로 돌
아오게 하고 스스로 (마음을) 찾아 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니, 아래의 일을 배워 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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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지에 이른다는 말씀이다.
｢가언편｣ 명도선생이 말씀하셨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것에 순서가 있다. 먼저 작고 가까
운 것을 전해준 후에 크고 먼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먼저 가깝고 작은 것을 전해주고 이후에 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선행편｣ 명도선생이 조정에서 말씀하셨다. “∙∙∙∙∙∙그 교육은 물뿌리고 청소하고 응답하
고 (공경히) 대하는 소학으로부터 나아가 효제충신을 닦고 예악을 두루 익힌다∙∙∙∙∙∙ .”
｢선행편｣ 명도선생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쇄소응대로부터 이치를 궁리하
고 본성을 다하는 것에 이르게 하였고 차례대로 순서가 있었다. 세상의 학자들이 가까운 곳을 버
리고 먼 곳에 가며 아래에 있으면서 높은 것을 엿보아 경솔히 스스로 위대한 체 하나 끝내 (배움
을) 얻음이 없음을 근심하였다.

｢선행편｣에서는 ‘하학(下學)’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소자(小子)의 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
다. 소자의 물 뿌리고 청소하고 응답하고 공경히 대하는 일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효제충신예악
(孝悌忠信禮樂)을 배우는 데로 나아간다는 가르침이다. 효제충신이나 예악을 따로 공부하여 상
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쇄소응대(灑掃應對)의 소학을 실천하여 나아가면 충효예의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도선생은 쇄소응대[下學]를 배운 후에 충효[上達]를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쇄소응대의
배움으로부터 충효의 앎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쇄소응대와 충효가 단절된 교육 내용
이 아니며 어린아이의 쇄소응대라 하여 그 속에 충효의 배움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주희의 하학론
1) 논어집주
논어집주에서는 6회 가량 하학론을 다룬다. 논어의 본래 문장(대문)에서 공자가 직접 ‘하
학’을 말한 것은 기론한 헌문 37장이다. 그 외 같은 편 24장과 ｢위정편｣ 11장, ｢이인편｣ 15장, ｢
술이편｣ 23장, ｢자장편｣ 12장에 하학을 논한 내용이 있다.
이 중에서 기원 전 공자의 제자들과 그로부터 1000년 후 송나라의 유학자들이 배움의 이치
를 가장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자장편｣ 1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자장편｣ 12장은 공
자가 살아 있던 당대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의 문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송유(11～12C)들
이 진지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12장의 대문을 보면 자유가 ‘자하의 문인들이 비근한[灑掃應對進退] 일의 지엽적인 예절은
배웠다고 할 수 있으나 성의(誠意)‧정심(正心)과 같은 대학의 근본적인 배움이 없다’고 하자 이
에 자하가 ‘군자의 배움이 무엇은 먼저 하라 권하고 무엇은 나중의 일이어서 게을리 해도 된다
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마치 초목을 성숙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구분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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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 자하가 말한 나무와 풀의 비유에 대하여 주희도 ‘만약 깊고 얕음을 헤아려보지 않고 배
움의 성숙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높고 원대한 것만을 강제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속이는 일일
뿐이다. 군자의 도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14)라고 하였다.
또 정자(정호)는 쇄소응대의 예절에는 까닭[所以然]이 있다고 하였다. ‘쇄소응대는 곧 형이상
의 일이며 이치에는 대소가 없다. 쇄소응대로부터 나아가면 곧 성인의 일에 까지도 이를 수 있
다’고 하였다. 또 ‘소자의 배움이라도 동시에 본말이 있어 본과 말을 이쪽 끝과 저쪽 끝으로 나
누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15)
2) 대학혹문
｢제하학지남서면｣에 순암이 자경한 바, 그는 시(時)에 맞게 소학에서 대학의 배움으로 나아간
학자가 아니라 불행과시이후학자(不幸過時而後學者)인지도 모른다. 大學或問의 내용은 이미
(소학의) 배움의 때를 놓친 자가 대학에 나아갈 때 힘써야 할 가르침이다.

불행히 때를 놓친 이후에 배우는 자가 진실로 여기[敬]에 힘을 써서 대학에 나아가 소학을 겸
하는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공부에) 나아가는 자는 근본이 없어 자달(自達)하지 못하는 것
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혹 槯頹(무너짐)가 이미 심하여 (소학을) 겸할 수 없다면, 肌膚之會와 筋
骸之束을 굳건히 하고 良知良能의 근본을 기르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얻을 수 있으니 앞에서 잃
은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16)

순암은 ‘하학’이라는 새로운 독트린이나 사상을 주창한 것이 아니다. 하학론의 시원 즉 공자
로부터 송대 신유학자들에게 흘러 내려오는 유학의 전통선상에서 안정복 하학론의 교육사상사
적 의미가 있다. 하학론은 특정 연령대를 위한 교육론이 아니며 교육에 관한 일반론[universality]
인 것이다. 순암이 혁신적 실학자였다는 것, 그러한 진보적 성향은 안정복이 ‘새로운’ 교육론을
창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근원으로 회귀하여 기원전 공자의 정신으로 환원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설명되는 순암사상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13) 논어집주 子游曰 “子夏之門人 小子當灑掃應對進退則可矣 抑末也本之則無如之何?” 子夏聞之曰 “噫!
言游過矣 君子之道 孰先傳焉 孰後倦焉 譬諸草木區以別矣 君子之道焉可誣也? 有始有卒者其惟聖人乎.”
14) 논어집주 但學者所至自有淺深 如草木之有大小其類固有別矣 若不量其淺深不問其生熟 而槩以高且遠者
强而語之則是誣之而已 君子之道豈可如此.
15) 논어집주 灑掃應對 便是形而上者 理無大小故也∙∙∙∙∙∙. 雖灑掃應對 只看所以然如何∙∙∙∙∙∙.
凡物有本末 不可分本末爲兩段事 灑掃應對 是其然必有所以然∙∙∙∙∙∙. 自灑掃應對上 便可到聖人事.
16) 大學或問 不幸過時而後學者 誠能用力於此 以進乎大而不害兼補乎其小 則其所以進者 將不患於無本而
不能以自達矣. 其或槯頹以甚而不足以有所兼 則其所以固其肌膚之會筋骸之束 而養其良知良能之本者 亦可
以得之於此 而不患其失之於前也.

210 『한국교육사학』제32권 제1호(2010. 4)

Ⅳ. 안정복의 하학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예송논쟁을 거치며 조선의 사상
계는 인물성동이론 쪽으로 트렌드를 바꾸고 있었다. 안정복은 당대 유행하던 호락논쟁에 대해
서 자신의 견해가 있었다.17) 그러나 안정복은 리학과 심학의 논점, 혹은 인물성동이론을 피력하
기 위해서 하학지남을 저술한 것은 아니다. 당대 유학인들의 학풍(배움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으로 ‘교육서’ 하학지남을 집필한 것이다. 4서와 5경, 공자 및 주자의 근원적
가르침으로 돌아가 실천하자는 것이 바로 하학지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학이다. 본 장에서
는 안정복의 공부에 대한 입장 즉, 하학의 배움에 관해 하학지남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
겠다.
1. 하학지남의 구성
하학지남은 두 개의 책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제하학지남서면｣, 수권, 상권,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하학지남서면｣, 수권, 상권이 책 한 권[乾]으로 묶여있고, 하권 하나가 또
책 한 권[坤]이 된다. 수권에 한 편, 상권에 세 편, 하권에 다섯 편으로 모두 아홉 편이다. 수권
은 ｢일용편｣ 아래 세 개의 장(章)이 있고 상권은 각 편들 아래 모두 28개, 하권은 37개의 장이
있다. 수권은 하루 동안 해야 할 하학의 예를 들었고, 상권은 지(知)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으며 하권은 행(行)의 다섯 가지 사례를 들었다.

2. ｢題下學指南書面｣
순암은 경신년 여름 광주 영장산 덕곡리의 정사(精舍)에서 하학지남을 편집하면서 ｢제하학
지남서면｣에 ‘배움이란 성인의 앎과 함을 총칭18)한 것인데 성인의 앎과 함은 공자가 논어에
서 말한 다섯 가지의 가르침[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言忠信 行篤敬]19)을 벗어나지 않으며 이는
17) 최봉영,「순암 안정복의 성리론 연구」인간과 사물의 심성적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물에 있어서
도 그 류에 따라 심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지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된다. ∙∙∙∙∙∙순암은 지각(知覺)의 정도를 ① 지
각이 없는 초훼목석(草卉木石)류 ② 지각이 있는 금수(禽獸)류 ③ 지각과 자각이 있는 인간(人間)의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18) ｢제하학지남서면｣ 學者知行之緫名而其所學學聖人也. 聖人生知安行而爲人倫之至. 學聖人之道 不過求聖
人之知與行 而不出於日用彛倫之外也.
19) 논어집주 ｢자로(子路)｣ 樊遲問仁 子曰 “居處恭執事敬與人忠 雖之夷狄不可棄也.”; ｢위령공(衛靈公)子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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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일상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인륜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논어에서 공자가 번지와 자장에게 이 다섯 가지의 가르침을 주었다. 주희도 이 다섯 가지
<표 5> 유학자가 하루 동안 할 일
시간
4시
(새벽)

할일
○乃興 ○遂明燈 ○整頓寢具 ○櫛髮 ○ 盥漱 ○整衣冠 ○詣父母之所問安 ○長幼男女以次
從 ○退詣家廟行再拜禮 ○碑僕以次來謁 ○令灑掃房室聽堂庭除 ○招集家衆分付職事 ○退
居常處整理書冊凡案 ○乃危坐讀書以求爲學之方
○更整衣冠進父母之所父母起拜謁 ○斂衾卷席掃淨室中 ○拱晨羞○侍坐陪話良久 ○若有所

6시

使致敬服役 ○退居常處課授子第所讀書 ○乃終朝讀書人若來見必整捲冊子與語 ○自此以後
人事漸多尤當謹於心術威儀之間

8시
10시

○更進父母之所省視膳具 ○遂饋饌 ○食則退 ○長幼男女分坐而食 ○小須果子第寫書
○更勑子弟讀書或有疑難許其質問 ○己亦堅坐讀書 ○博奕雜戱勿近眼前 ○或看史 ○或寫字
○或作文 ○務要此心不放不爲事物所勝

12시

○更進父母之所問安 ○供點心 ○父母或有所飮食之人盡心接遇 ○課視僮僕所任事雖有過失

(정오)

勿以聲色峻責徐以義理喩之 ○更勑子弟無使浪遊勤讀所課
○更招子第講論所讀疑義 ○久坐讀書神氣困乏或靜坐涵養本源 ○或游玩陶暢性靈 ○或吟詠

14시

古人得意作 ○或使兒誦輩古人箴警文字 ○不可昏睡偃臥致失威儀 ○此時應接旣久 懈意易生
常〃提省 勿令放逸

16시

○更進父母之所陪語良久 ○退而讀書或經或史更加硏究 ○常須爰養精力慮致疾病 ○夕食告
具更進父母之所省視膳品 ○遂饋饌 ○食則退 ○長幼男女分坐而食如朝儀
○更進父母之所點檢房舍溫冷窓戶窺隙 ○整簟席布衾褥 ○陪話移時長幼男女分位序坐講論古

18시

今人嘉言善行以悅父母之心不可喧嘩哄堂不可論人過失 ○父母將寢拜辭而退 ○或侍寢 ○課
問家衆所付事 ○招集子弟講論終日所讀疑義
○課女僕儲水冡火 ○課男僕固門扃鐍 ○防火警盜 ○檢視牛馬增喂乾藁 ○遺置器皿必令収拾

20시

以備偷窃 ○供奉饌品必親牢藏以備汚穢 ○遂明燈 ○夜深後令子弟退歸書室溫理晝讀 ○若有
出入必以燭行 ○或久讀以習勤苦 ○或靜坐以養夜氣 ○雖在昏夜無人之地必須戰棘自持無怠
無荒 ○夜欲向䦨展鋪寢具 ○脫衣巾整疊掛椸

22시

○徐臥安寢 ○以思日間行事善則加勉否則改之 ○不作思惟閉目稳睡 ○平日工夫驗之夢寐 ○
雖有覺時不宜起坐 ○夜間或有急遽之事可告父母者必徐出謦欬以待其覺進白

24시

○安寢牢睡 ○或有覺時不作妄念 ○此時陽氣始生當靜而養之勿撓汨 ○雖有急呼不卽輕起

(자정)

徐〃省念後起答 ○或値盜賊劫奪之變不與交爭潛自越出先告父母次及妻孥後侍父母出避

2시

○寢睡雖覺閉眼臥収斂精神不使昏亂 ○舊讀書史疑難處潛心思量雖有不透勿爲苦心力索易致
心疾且有穿鑿處矣 ○或有新覺義理處明燈剳綠以備遺忘

問行 子曰 “言忠信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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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의 자세[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言忠信 行篤敬]를 소학의 심술[敬身編 明心術之要]에 그대
로 인용하였다.

3. 수권(首卷)

안정복은 ｢일용편(=수권)｣에 하루를 숙흥장(새벽), 일간장(낮), 야매장(저녁) 세 가지로 나눈
후 각 시마다 그 시에 알맞게 명명하여 인시(寅時)부터 축시(丑時)까지 일과[daily timetable]를 나
열하였다. 새벽 4시(매상인시, 昧爽寅時)의 예를 보자. ‘일어난다[乃興] 등을 켠다[遂明燈], 침구
를 정돈한다[整頓寢具], 머리를 빗는다[櫛髮], 세수를 한다[盥漱], 의관을 바르게 한다[整衣冠],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가 안부를 여쭙는다[詣父母之所問安]’ 등이다. 하루 동안 6번 부모님에게
가도록 짜여 있고, 자제들을 모아서 글을 쓰게 하거나 책을 읽고 강론하도록 하는 일을 7회 정
도 하도록 되어 있다.
하학지남 수권의 ｢일용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이 편저의 본이 된 소학과 다른 방식으
로 삶의 과업[task of life]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학의 ｢입교편｣에 주자는 인간이 태어
나 일생[whole life]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내칙(內則)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임신했
을 때, 태어났을 때, 밥을 먹거나 말을 시작할 때, 6살, 7살, 8살, 9살, 10살, 13살(15살), 20살, 30
살, 40살, 50살이 되었을 때의 일생의 과업을 순차적으로 쓰고 있다. ｢일용편｣에 제시된 과업들
은 인간의 일생을 하루로 축소한 것[daily task routine]이기에 더욱 실제의 삶과 몸과 마음, 피부
에 와닿는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상권(上卷)과 하권(下卷)

성인의 앎과 성인의 함은 무엇이며 어떠한 지침으로 성인의 앎과 함을 배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상권과 하권에 있다. 상권과 하권은 각각 3편과 5편으로 구성되며 각 편이 시작할
때마다 안설이 있다. 순암은 상권과 하권의 안설에서 상권은 하권의 체(體)이며 하권은 상권의
용(用)이라고 하였다. 상권과 하권의 하학의 배움은 체와 용으로, 즉 앎과 함에 대한 것으로 배
움의 한 가지의 일이다.

1) 상권: 독서․위학․심술
상권은 배움 중에 앎의 유형을 독서, 위학, 심술로 분류하고 각 편에 안설을 붙였다.
｢독서편｣ 생각건대 ‘주자(朱熹)께서 도를 행하는 것은 궁리보다 먼저 할 만한 것이 없고 궁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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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체는 반드시 독서에 있다’고 하셨으니, 지금 ｢독서편｣을 머리에 두어 독서의 뜻을 밝히고 또
경(敬)이 주체가 되게 하여 그것을 힘써 행하도록 한 것이다.20)
｢위학편｣ 생각건대 학문 공부는 다만 두 개의 도에 있다. 앎[知識]으로 선을 밝히고 몸으로 행함
[行動]을 성실하게 하는 것에 있으니 힘써야 할 바는 ‘경(敬)’ 한 자에 있으며 ‘성(誠)’ 또한 수고
를 들여서 해야 한다.21)
｢심술편｣ 생각건대 위학의 조목은 윗편에서 이미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요체는 심술이
그 바름을 얻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한 편으로 별도로 나누어 성의, 정심, 양
기의 법을 자세히 논하였다. 당연히 위의 편(위학편)에서 논한 존양, 성찰, 논성 장과 합하는 것
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22)

｢독서편｣에서 뿐만 아니라 순암집에도 안정복은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경이 없는 치
지(致知)는 없으며 학문이 진전되려면 치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23) 그러나, ｢독서편｣ 이후
｢위학편｣과 ｢심술편｣을 차례대로 구분하여 앎[知]의 본령이 단지 지식의 습득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읽고 읽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몸의 기질[舊
習]을 고치고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는 세 가지 일을 모두 다 이루었을 때 배움[學] 중의 앎
[知]을 터득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함[行]의 문제는 앎(독서, 위학, 심술)이 제대로 되었을 때야 비로소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상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제대로’ 한다는 것은 ‘성(誠)’으로 한다는 것이
며 단순히 공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도를 잘 살펴 극진하면서도 진실하게 할
것을 하권에서 말하고 있다. 즉, 하권과 상권의 연결은 바로 ‘성실함(誠)’이 된다. 상권이 끝나고
하권이 시작되는 ｢심술편｣의 마지막에 아래 인용문과 같이 상권의 위학과 심술 그리고 상권과
하권과의 관계에 관한 안설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바 윗편 위학 편에서 먼저 ‘성(誠)’을 논하여 앞에 두고 이 편에서는 심술을 말
하면서 성실장(誠實章)으로 끝을 맺은 것은 사람이 학문을 하는 까닭이 선을 밝히는 것에 있고 선
을 밝히는 까닭은 마음에 살피고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다만 성(誠) 하나일 뿐이다. 배
우는 자는 마땅히 살펴 생각하여야 하며 하권의 (모든) 공부도 이로부터 미루어 나가면 된다.24)
20) ｢독서편｣ 按 ‘朱子曰 爲之道莫先於窮理 窮理之要必在於讀書’, 令掦于首以明讀書之義而其要 又以敬爲主
體驗而力行之..
21) ｢위학편｣ 按學問工夫只有兩道. 知以明善行以誠身 而其所以用力者 在乎敬之一字而誠 又爲牧功之地.
22) ｢심술편｣ 按爲學條目旣具于上 而其要莫過於心術之得其正也. 故今別爲一篇詳論 誠意正心養氣之法 當合
上存養省察論敬章而觀之也.
23) 순암집 권2 ｢上星湖李先生書｣ 若用功於格物致知之學 灼見事物本然之妙則其彛則之間 自有循序而漸進
者矣∙∙∙∙∙∙. 故程夫子之言曰 涵養須用敬 進學在致, 未有致知而不在敬者 此敬之所以貫動靜知行而
一之者也.
24) ｢심술편｣ 按 上編論爲學而論誠章以眉之 此篇言心術而誠實章以結之 盖人之所以爲學 學之所以明善 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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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권: 위의․정가․처기․접인․출처
이어지는 하권의 함의 공부도 ｢위학편｣과 ｢심술편｣에서 말한 성실[誠]함으로 뜻을 극진하고
진실하게 해 나가 행동할 것을 말하여 앎(상권)을 함(하권)의 배움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 하권
에 제시한 공부도 상권에서 말한 성(誠)의 가르침을 미루어 나가면 된다고 하여 앎[知]과 함[行]
이 배움[學]의 한 가지 일이라고 하고 있다.
상권과 하권의 시작부분에서 순암의 하학의 배움이란 ‘성실히 공을 들이는 것이며 그 공들임
을 극진히 하여 이것이 도리에 맞는지 살피는[省察] 것’이라고 하였다. 배움에 대한 개념과 방
법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이 두 안설에서 볼 수 있는 하학의 방법론은 致其功과 審其道라고
할 수 있다.

그 공들이는 요점은 오로지 존양․성찰이 서로를 심화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25)
그 공들이는 요점은 오로지 존양․성찰 할 적에 반드시 그 도를 살피는 데 있다.26)

하권의 본문 내용은 개인과 가정 가정과 사회 사회와 국가 국가와 천하를 잇는 도가 주제의
흐름이 된다. 하권은 각 권, 편이나 장이 시작되는 곳의 안설이 전체 30회 중에 6회 뿐이나 본
문의 분량은 세 권 중에서 약 53%를 넘고 있다. 안정복이 하권에 수록한 내용의 예를 들면 아
래와 같다.

｢위의편｣ 총론장: 시에 말하였다. 예법(禮法)에 맞는 몸가짐은 덕(德, 군자)의 짝이요, 공경히 삼
가는 것은 백성에게 준칙(본보기)이라.27)
｢정가편｣ 총론장: 역에 말하였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며 형이 형답고 아우가
아우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부인이 부인답다면, 가정의 도가 바르게 설 것이요, 가정의 도가 바로
선다면 천하도 바로설 것이다.
｢처기편｣ 지신장(持身章): 장자가 말하였다. 배우는 자가 먼저 반드시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한
다.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학문에 나아갈 수 있다.
시에 말하였다. 온유하고 공경히 함이여! 온유와 공경은 덕의 기틀이요 유익함이 많을 것이니!
｢접인편｣ 사우장(師友章): 곡례에 말하였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벗을 삼지 않고서 배
움을 이룬 자는 없었다.
｢출처편｣ 사군장(事君章):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속이는 것이
없이 범간을 하여야 한다.”

所以察乎心體乎行只是一箇誠而已. 學者當省念爲下卷諸工夫亦自此而推之矣.
25) 하학지남 乾 其用功之要 則專在於存省之交致其功.
26) 하학지남 坤 其用功之要 專在於省察之必審其道.
27) 詩曰 “抑抑威儀維德之遇 敬愼爲儀維民之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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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설(按設)의 배치
배움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인 안설은 하학지남의 곳곳에 보인다. 특징적인
부분은 각 권, 각 편, 각 장이 시작할 때 붙이는 안설이다. 앞 절에서 이미 설명한 안설을 제외
하고 여기서는 상권의 ｢위학편｣과 ｢심술편｣ 각 장 시작 부분에 있는 안설과 아울러 하권 각 편
(｢위의편｣, ｢정가편｣, ｢처기편｣, ｢접인편｣, ｢출처편｣)이 시작할 때의 안설을 살펴보겠다.
상권의 ｢위학편｣, ｢심술편｣은 편 아래 각 장이 시작될 때도 안설이 나온다. ｢위학편｣의 입지
장, 변화기질장, 궁리장, 역행장, 존양장, 성찰장, 극치장, 돈독장, 논경장, 논성장, 이단장과 ｢심
술편｣의 성의장, 정심장, 양기장, 조존장, 희노장, 일욕장, 기량장, 성의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각 장(章)들 중 성(誠)에 관한 장은 세 곳이고 안설에서도 각각 성에 관해 논하고 있다. 성(誠)에
대한 순암의 생각은 순암집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한평생 교훈으로 삼아 종신토록 실행에
옮길 바탕으로 삼을 성(誠)의 가르침’을 성호 이익 선생에게 절실한 태도로 청하는 내용이 있
다.28)
첫째, ｢위학편｣의 논성장(論誠章) 모아진 내용은 ‘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안정복은 주
렴계, 정자(정호, 정이), 주희 등이 말한 ‘성(誠)’과 중용과 대학에 나오는 성을 나열하였다.
주렴계는 성을 성인(聖人)의 근본이라고 하였고 정자는 망령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희는 망령되지 않아 진실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정자가 ‘성(誠)은 하늘의 도이고
경(敬)은 인사(人事)의 근본’이라고 하였다는 말 등을 논성장에 모아 놓았다.
둘째, ｢심술편｣ 성의장(誠意章)에서는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誠意]에 대해서 쓰고 있다. 대
학의 말을 인용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려거든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뜻을 성실하게 하려면 먼저 치지(致知)하여야 한다는 주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또, 대학에서
말한 성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誠其意者毋自欺也]이라고도 하였다.
셋째, 같은 편 성실장(誠實章)에 또 한 번 분명하게 공자의 하학[言忠信 行篤敬]29)을 말하였다.
그 외 나머지 하권 다섯 개의 안설을 순서대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편｣ 생각건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내면을 다스린다 하여도 위의를 굳게 지켜 외면을 정돈하
지 못한다면 내면에 있는 것을 혹여 굳건히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자(程子)께서 ‘거만하게
앉고 마음이 태만한 자가 삼가고 공손한 자가 있은 적이 없다’고 하셨다.30)
28) 순암집 권2 ｢上星湖李先生書｣ 又論誠 自不妄語始皆終身受用爲世大儒 此雖不敢倫比於今日而區區請益
之意 願得一言之敎欲爲沒身體行之地 受病之由已陳於上明示對症之藥千萬伏望.
29) ｢심술편｣ 又曰 “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 言不忠信行不篤敬 雖州里行乎哉!”
30) ｢위의편｣ 하학지남 坤 按 雖正心術以治其內 而不能攝威儀以整其外 則內之所存者或不能固矣. 故程子
曰未有箕踞而心不慢者可不謹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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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誠)에 관한 각 장의 안설
편명

위학편

장명
① 논성장
(論誠章)

각 장이 시작하는 부분의 안설
생각건대 ‘경(敬)’은 위와 아래를 뚫고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공부이다. 그것
을 진실하게 힘써 성취하는 것은 ‘성(誠)’의 공적이요, 학문의 지극한 공이다.
성인은 이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어 공부[事]를 마친다.32)
생각건대 이것은 성찰하는 공들임과 그것에 힘쓰는 요점이 주자(周子)가 말한

② 성의장

‘사(思)'자 장자(長子)가 말한 ‘예(豫)'자, 주자(朱子)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심

(誠意章)

(審)'의 개념(생각, 念)이다. 생각(念)과 성찰(察)을 진실로 힘씀으로써 마음이
바르게 되는 근본이 된다.33)

심술편
③ 성실장
(誠實章)

생각건대 성(誠)이라는 것은 앎과 함을 총괄하는 것일 뿐이다. 위(에 말한 것)
의 공부가 비록 도리(道)를 다 했다 해도 혹 성실의 뜻이 없어 속이는 것을
허용한다면 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다.34)

｢정가편｣ 생각건대 마음을 바르게 하였고 몸이 닦아 졌다면 그것을 가정에 베푸는 것이다. 가정에
베푼다면 가정이 바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정가편)을 심술편과 위의편 이후에 말하였
다.31)
｢처기편｣ 생각건대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자기의) 처신하는 도를 살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기편을 정가편 다음에 두었다. 도리[理]가 밝아지지 않고 의리[義]가 세심하지 않는다면 처신
하는 바의 마땅함을 얻지 못한다.35)
｢접인편｣ 생각건대 처신하는 도를 알았다면 남을 대하는 방법을 살펴 생각하여야 한다. 처기장 다
음에 접인장을 둔 것은 스스로 절도있게 분별하지 못하고서 남을 응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36)
｢출처편｣ 생각건대 처신하는 도를 살폈고 또 남을 대하는 법을 알았다면 가히 벼슬할 수 있다. 그
런즉 거처할 곳으로 나가 의(義)를 꾀한 후 학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을 살펴보아야 한다.37)

6. 심술(心術)
하학지남의 또 다른 특징은 소학의 차제를 본으로 하기는 했으나 ｢심술편｣을 상대적으로
31) ｢정가편｣ 按 心旣正身旣修 則施之家而家可正矣. 故此心術威儀之下.
32) ｢위학편｣ 按 敬是徹上下貫始終之工夫. 其實然用力而成就之者 誠之功也, 學問之至功. 聖人之能事至此而
畢矣.
33) ｢심술편｣ 按此卽 上省察之功其用功之要 則周子所謂‘思’字 長子所謂‘豫’字 子朱子所謂‘審’字念. 念加察實
用其力 以爲正心之本.
34) ｢심술편｣ 按 誠者知行之包摠也. 已上工夫 雖盡其道而或無誠宲之意 則虛假矯僞而無進德之地矣.
35) ｢처기편｣ 按 士生斯世當審處己之道 故處己次于正家之下. 非理明義精無以得所處之宜矣.
36) ｢접인편｣ 按 旣審處己之道當察接人之術 故接人次于處己之下. 而在我之權度不能精切則無以應物矣.
37) ｢출처편｣ 按 旣審處己之道又知接人之術 則可以仕矣. 然去就取舍惟義之後 學者所當審處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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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여 앎[知]을 세 가지 패턴(독서, 위학, 심술) 중의 독립된 하나로 정리하였다는 점이다. ‘배움
[學]’의 ‘앎[知]’에 대하여 독창적이고 체계적인 해석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격몽요결 및 대학의 구조는 수기와 치인, 사유와 실천의 이원론적 구조로 되어 있다. 반
면, 하학지남은 배움 중의 앎(수기 혹은 사유)을 독서, 위학, 심술로 배움의 유형을 세분화하
여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고 있으며, ‘행(行)’에 관한 것은 하권에 따로 정리하였다. 다시 말해, 
소학과 하학지남에는 격몽요결이나 여타 다른 동몽교재들과 다르게 ‘앎[知]에서 함[行]으
로 가는 다리인 심술’의 배움에 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하학지남이 전체 대비 심술의
분량이 소학에서 명심술지요(明心術之要)가 차지하는 비율의 3배이다.
순암은 먼저 ｢독서편｣에서 교육의 내용 중에 배워야 할 ‘교재’와 그 사용법을 말하고 있다. ｢
독서편｣은 독서의 뜻, 독서의 순서, 독서하는 방법과 소학, 사서, 오경, 성리서, 역사서를 읽는
것에 대하여 썼다. 또 글씨를 필사하고 문장을 짓는 일도 겸하고 쓰고 있다. ｢독서편｣에서 글자
를 읽는 지적인 활동을 앎의 첫 번째 유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편인 ｢위학편｣에서는
배우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뜻을 세우고 구습(舊習)을 버리고 자신의 기질
을 변화시킬 것과 이치를 궁구하는 것[窮理], 힘써 행하는 일[力行] 등을 논하여 독서 이후 지
적인 앎의 과정에서 ‘공부를 함[爲學]’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로 내용이 구성되
어 있다. 배움에 있어서 돈독히 할 것, 공경히 할 것, 성실히 할 것, 이단의 해로움을 잘 간파할
것 등 독서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배움의 두 번째 내용으로 유형화 하였다. 셋째로 ｢심술편｣에
서는 배우는 자의 성찰을 말하였다. 이는 ‘위학’과 합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안정복이 안설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실함[誠], 정제엄숙(整齊嚴肅)할 것[敬] 등 ｢위학편｣과 겹치는 부분이 있
기는 하나 성(誠) 또는 경(敬) 하는 ‘뜻[意]’을 밝혀 마음에 성찰함으로써 ‘함[行]’의 배움으로 나
아가는 데 내적인 공부의 완성을 이루게 하는데 심(心)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 심술은 앎의 완
성을 이루는 세 번째 유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Ⅵ. 맺음말
안정복의 하학론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하학의 공부란 성인의 지‧행을 배우는 것인데 성인의 언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용
이륜[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言忠信 行篤敬]을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배움이란 마음과 몸에 익히는 성(誠)일 뿐이라고 하여 앎을 극진히 하고 뜻을 진실히
행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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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知에서 行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의지[心]를 강조하여38)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
을 성현들의 말로써 짜임새 있게 제시하였다.
하학상달이라는 아이디어는 기원전 공자의 말로부터 비롯되어 정호, 주희와 같은 성리학자들
에게 계승되기까지 2000년이 넘게 유학 지식인의 의식 속에 이어져 내려 왔다. 안정복은 18세
기 조선의 학자로서 하학지남이라는 저술을 통해 그 하학론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아주 체계
적이고 정치(精緻)한 그의 하학론을 전개한 것이다.

38) 의문 ｢사칠리기(四七理氣)｣ ‘古人曰 下學而上達’ 下學不已則淸明在躳志氣如神 自然及上達之境矣. 然
後可以辨義於毫縷判心迹於天壤者也. 然則今日之務當在乎下學工夫而已 吾欲於下學指南二卷心抄之口讀之
以待後日學進而識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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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Jeongbok’s Theory on the Learningthelower

Cho, Seong-Ae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 Jeongbok wrote Hahakjinam, whose title gives an impression of educational book. This paper is
an analytical study on this book. It also locates the book in the tradition of Learningthelower[하학]
doctrine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book.
An Jeongbok was born in a family of Namin faction, which was minority group politically during the
17～18th centuries. Due to the family’s unstable socioeconomic status, especially its frequent moving
around from place to place, he could not receive an systematic and orderly education in his childhood
and adolescence. Finally he wrote Hahakjinam at the age of 29 after a long and severe reflection upon
his own experiences of learning.
According to that reflection and reorientation, ‘learning[學]’ is to follow the example of the ‘knowing
[知]’ and ‘doing[行]’ of Confucian sages. In order to do it, you need to adopt Confucius’ method of
Learningthelower in the Analects[논어]. For example, Confucius gave us five concrete moral teachings:
‘Be polite usually[恭]’, ‘handle affairs respectably[敬]’, ‘be loyal to others[忠]’, ‘talk sincerely[信]’ and
‘behave yourself faithfully[篤].
So far, Hahakjinam has been known as an the educational book especially for the elementary level. But
this view is not a correct one, misled by the preoccupation that Hahakjinam is just an another version of
Little Learning. Learningthelower is required logically prior to Reachingthehigher, but does not
necessarily mean elementary level i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education. Everybody needs it to be an
welleducated person.
Key words : Confucius, Learningthelower, Analects, An Jeongbok, Hahakji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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