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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경제지》 〈섬용지〉 3권 완역 출간

《임원경제지》 〈섬용지〉가 완역되어 총 3권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섬용지〉 완역 출간은 풍석문화재단 설립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임원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과 재
단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섬용지〉는 조선 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임원경제지》 16지(志) 가운데 9번째 주제로서 건축과
생활용품 및 생활도구에 관한 제반 지식을 담고 있는 생활백과입니다. 4권 2책, 총 99,167자로
이루어진 〈섬용지〉는 우리나라 옛 문헌에서 가장 취약했던 분야 중 하나로 알려진 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으로, 섬용(贍⽤)은 ‘쓰는 물건을 넉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쓰는 물건’이란
임원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물건으로 집을 비롯하여 일상의 주거공간에 필요한 집 재료나 가구
및 소품 일체를 가리키며, ‘〈섬용지〉’라는 제목에는 이러한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활용
할 줄 알아야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임원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은 “〈섬용지〉는 조선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엇(기물 및 재
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방대하고 치밀하게 탐구한 저술이다. 전통시대 기술의 최대이자 최고의
저술이라는 평가에 주저할 이는 없으리라 믿는다”고 역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풍석문
화재단 신정수 이사장은 “풍석 서유구 선생은 ‘사대부는 공업 제도를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
라고 밝히신 바 있다. 시대를 발전시키고 백성의 삶을 개선할 책임은 결국 지식인에게 있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진정한 사대부라 할 만하다. 선생의 이 같은 마음이 담긴 〈섬용지〉는
21세기 실용학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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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용지〉 출간 기념 학술발표회
풍석문화재단의 발족 2주년과 《임원경제지》 〈섬
용지〉 완간을 기념하는 “〈섬용지〉 출간기념 학술발
표회”가 2017년 4월 28일 오후 5시에 더 리버사
이드 호텔 노벨라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 성황리에 진행
된 이번 학술발표회는 신정수 풍석문화재단 이사
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농림부장관을 역임하신
장보고글로벌재단의 김성훈 이사장의 격려사와
단국대학교 종신 명예교수이신 김유혁 교수, 임원
경제연구소를 2003년도부터 후원해 오신 DYB교
육 송오현 대표를 대신하여 유종건 이사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섬용지> 출간을 기념하여
“〈섬용지〉가 21세기 실용학에서 갖는 의미”라는 주제로 정명현 임원경제연구소장의 학술 발표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풍석문화재단 진병춘 사무국장의 《임원경제지》 의의와 완간 계획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발표회가 끝난 이후에는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만찬을 즐기며 우리 재단의 비전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섬용지〉 전 3권과 《풍석 서유구, 조선의 브리태니커를 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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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화환과 화분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 단국대학교 종신 명예교수 김유혁 고문님의 축사와 강연

▲ DYB교육 유종건 이사님의 축사

▲ 풍석문화재단 진병춘 사무국장의 발표

▲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섬용지〉 완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 전농림부장관을 역임하신 장보고글로벌재단 김성훈 이사장님의 격려사

▲ 임원경제연구소 정명현 소장님의 학술 발표

▲ 우석재단 이사장 겸 전북일보 회장 서창훈 이사장님의 건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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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훈 회장님의 건배사와 함께 <섬용지> 완간을 다 같이 축하했습니다.

▲ 풍석문화재단과 임원경제연구소는 《임원경제지》 완역완간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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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혁 고문 칼럼
楓石先生의 書誌에서 느끼는 情感
본 재단 고문, 恒山 김유혁

<단국대 종신명예교수>

얼마 전에 많은 분과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서유구(徐有榘) 선생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중에
서 〈섬용지(贍⽤志)〉 3책 간행에 즈음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축사한 바
있는데, 주최 측에서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당시 참가자 중에서 본인의 짧은 축사에 함축된 내용을 좀
자세히 더 듣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다기에 이 글을 여기에 게재하게 되었다.
본인이 서유구 선생의 문집 전질을 나름대로 소독(疎讀)했던 것이 약 30여년 전의 일이다. 1988년
부터는 당시 유수(有數)의 월간지에 간헐적으로 《임원경제지》와 관련된 글을 싣게 된 것이 풍석 선생
과의 인연이 된 것이다.
다른 선현들의 문집에서도 각기 나름의 문향(⽂⾹)이 풍기는 바 많았지만, 특히 풍석 선생의 문집에
서는 유달리 초향(草⾹)이 물씬 풍기는 정감에 취하곤 했다. 그의 문집은 민생 현장의 구석구석을 두
루 헤쳐 보이며 많은 독자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선생의 《임원경제지》는 총 113권
16부문으로 된 방대한 저술이다. 이를 일컬어 《林園16志》라고도 말한다.
오늘 번역 출간된 〈섬용지〉 3권은 영조물과 복식제도 및 화촉(⽕燭) 등 〔營造之制·營造之具·服飾之制〕
의 내용을 번역하여 완간한 것이다.
선생은 문집 서두에서 “뭇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소명(召命)을 잊
지 말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하나는 문 밖으로 나서면 반드시 사회를 바르게 세우고 백성들이 많은 몽리(蒙利)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소임을 다해야하고〔出則 濟世澤民 爲務〕, 다른 하나는 집에 머물러 있을 때는 민생의
영양력(榮養⼒) 증진과 사람다운 심지(⼼志)를 길러주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處則 ⾷⼒養志 爲
務〕.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저술물이 인쇄 활판으로 세상에 나온 일이 없다. 따라
서 널리 읽힐 수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며, 당시의 시국 사태(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가 원망스
럽기도 하다.
중국의 사례(事例)와 《열하일기(熱河⽇記)》 자료 등의 기록을 참고하면서도 선생께서는 거시적으로는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미시적으로는 현장 현실의 문제를 언제나 한국적 기본가치로 소화해가기 위한
차원에서 판단했다는 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를 들면 오행원리(五⾏原理)는 중
국이나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응용해가고 있다. 그러나 복거 입지(⼘居⽴地)와 영조 시설면에서는 그
방법이 판이한 경우가 많았다.
《주역(周易)》〈계사편(繫辭篇)〉에서 보면 “하늘에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대지(⼤地)에는 형모(形貌)가
이루어진다〔天成象 地成形〕.”라는 구절이 있다. 한국의 산하에는 지성형(地成形)의 양상이 다양하게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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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즉 구릉 기복(丘陵起伏)의 묘미가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선진문화의 고장이었던 동부지대에는 하얼빈〔哈爾濱〕에서 다롄시〔⼤連市〕를 지나 저장성〔浙江省〕
과 상하이〔上海〕를 거쳐서 그 남부 지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원지대가 이어질 뿐, 도리어 기복이 없
는 산하 연속의 지루함 마저 들게 한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는 주거입지 또는 묘지의 형국을 배산임수
(背⼭臨⽔), 좌청룡(左⾭⿓), 우백호(右⽩虎), 주산(主⼭), 혈지(⽳地), 명당(明堂), 안산(案⼭) 등의 지리
지세론이 논의될 여지가 거의 없다.
《공자가어(孔⼦家語)》에 보면 공자께서는 ‘어머니 안씨’의 묘소를 평장(平葬)으로 지냈다. 귀로(歸路)
에 뒤돌아보니 묘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평지초원에 평장을 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
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흙을 돋고 모아 무덤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라” 했다. 그것이 묘소를 봉분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한다. 다시 말하면 평원지대에서는 오행원리로 통하는 지리의 형국을 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심지어는 가족과 문중마다 오행(五⾏)의 상생원리에 따라 항렬자(⾏列字)를
정하고, 모든 가정주택 건설에서는 “西⾦⽩·東⽊⾭·北⽔⿊·南⽕⾚·中⼟⿈”이라는 오행의 융합원리(融合原
理)에 근거하여 좌향과 구조와 자재를 활용하곤 한다. 그리고 집단거주지의 입지 선택(⽴地選擇)은 오
행의 원리에 따라 ‘오행겸전지지(五⾏兼全之地)’를 될 수 있는 대로 정하고자 한다. <상세한 설명 생략> 중
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이것이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지리(地理)에 적응하는 합자연(合⾃
然)의 법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관행을 일컬어 선생께서는 “우
리의 일상적인 정직성(正直性)의 표현”이라고 했다. 그것은 무엇으로 실증할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사례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주택구조에서 증명된다. 안방, 윗방, 건넛방, 사랑방에는 전면과 뒷면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가 하면, 안방에서 사랑방으로 이어지는 거의 일직선 방향의 통행문이 마련돼 있다. 거의 숨김이
없는 열린 마음으로 통하는 문호 설치(⾨⼾設置)의 관례로 되어있다. 이는 곧 마음을 터놓고 함께 산
다는 것으로서 이를 선생께서는 정직성의 표현이라 했다. 중국의 경우는 같은 지붕 아래 방실(房室)사
이에도 중간 벽이 격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도가 많고 밀실형의 공간이 많다. 이는 서로 알려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직성의 표현을 상징하는 주택구조라고 말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의상(⾐裳)에 관한 복식 부문(服飾部⾨)인데,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판이하다. 즉 정
직성 표현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우리 복식의 경우는 두루마기, 덧저고리, 조끼, 저고리. 적
삼, 속옷 등 그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앞가슴 쪽에서 고름 또는 단추를 열게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모
든 의상을 여는 곳이 가슴(마음)으로 통한다. 즉 정직성의 표현임을 상징한다. 그러나 중국 의상의 경
우는 거의 모두가 통 두루마기 혹은 통치마 형태로 되어있다. 가슴과 상통하는 복식이 아니다. 즉, 마
음과 직통하는 복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복식문화에 관해서 한마디 더 한다면 남성 의복(男性⾐服)은 오른 쪽 깃이 먼저 밑으로 가
고, 여성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왼 쪽 깃이 먼저 밑으로 간다. 이는 명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
목(本草綱⽬)》에 소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웅(雌雄)이 동일한 체모(體⽑)를 지닌 조류(⿃類)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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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 나려 앉을 때, 수컷은 오른쪽 깃을 먼저 아래로 덮고, 왼쪽 깃을 위로 덮으며. 암컷의 경우
는 그와 반대로 왼 깃을 먼저 밑으로 덮는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복식제도에 있어서 남녀의 옷깃
덮는 구분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는 “깃을 옷”으로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옷이 날
개”라고 말한다. 그 까닭을 능히 짐작케 한다. 모든 민족의 경우가 다 같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복식
의 기초형식도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귀 뜀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참고해야 할 것은, 마을이 자리할 공동터전을 마련해갈 때, 이중환(李重煥) 선생의 《택리
지(擇⾥志)》와 선생의 〈섬용지〉 이론을 잘 조화시켜 간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택리지》에서 말하는 복거론(⼘居論)의 이론구조는 깊고도 광범위하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도시의 입지조건을 합인간화이론(合⼈間化理論) 모델 설정에 있어서 ‘택리지 이론’에 앞설 수 있는
이론은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탁견(卓⾒)이라 자랑할 만하다.
본인이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10여 년간 ‘택리지 이론’을 주교재로 삼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
다. 특이 일본 일부 도시(⼭形縣 ⾧井市)의 쾌적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깊이 참여해서 자문하게
되었던 인연도 《택리지》를 공감하는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상세한 설명 생략>

어

떤 사람은 〈섬용지〉 설명에 왜 《택리지》까지 언급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풍석
선생의 《임원경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14배의 유관 범위를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동양문화전적(東洋⽂化典籍)은 표의문자(表意⽂字)로 이루어진 문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
순히 문장 한 구절로서 저자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섬용지〉에는 영조물과 복식
과 화촉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임원경제지》 중 상택론(相宅論)이나 의리(醫理) 및 약리론(藥理
論) 등을 소외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시경(詩經)》과 동물 생태론에 이르기까지 섭렵한 것으로 짐작
되는 풍석 선생의 관심 영역까지 접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의 경우 〈섬용지〉 내용만을 가
지고 〈섬용지〉를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직경개념(直徑槪念)의 〈섬용지〉 글귀를 가지고 단순 직
역을 하려는데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3.14론은 원주(圓周)의 길이를 뜻하며 아울러 원주에 의해서 형성되는 원의 면
적은 지름에 내포된 의의(意義)를 더욱 풍만하게 맛을 더해준다. 《서경(書經)》의 서문(序⽂)에 “典章⽂
章, ⼼之著也”라 하였다. 이는 문장은 글귀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자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준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글을 쓴 분의 문장은 문구로 풀이할 것이 아니라 저자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문장은 지름에 불과하고 그 문장이 내포한 의미의 세
계는 원주(3.14)에 의하여 형성되는 면의 범주(範疇)만큼 의역(意譯) 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임
원경제지》의 내용은 거의 모두가 맛(味)과 깊이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직역보다는 감씹을 맛이 무엇인
가를 추구하기 위한 의역을 통해서 접근하게 될 때 더 깊은 묘미(妙味)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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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문화재단 소식
1. 풍석문화재단 후원회장으로 전명구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 취임
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역임하신 전용재 감독회장님이 퇴임하심에 따라
새롭게 취임하신 전명구 대한감리회 감독회장님께서 풍석문화재단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2. 2017년 1차 고문단회의 개최
2017년 1월 17일(화) 11시 30분부터 재단 사무실에서 고문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문단에서는 이억순 상임고문님 (이하 가나다순), 김영일 고문님,
김유혁 고문님, 문병호 고문님, 신중식 고문님, 신현덕 고문님, 이영일
고문님, 이형균 고문님, 최동식 고문님이 참석하셨고, 이사진에서는
신정수 이사장, 안병주 상임이사, 이영진 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문단회의는 신정수 이사장의 재단 사업 현황 및 전망보고를
시작으로 재단의 자금 소요 및 추가 재원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안
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12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재단 사무실 근처에 위치한 한정식
아리랑에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3. 2017년 1차 이사회 개최
2017년 2월 14일(화) 오전 7시 30분부터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식당 The Market Kitchen에서 조찬모임으로
재단 이사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정수 이사장, 장익순 부이사장(씨앗을 뿌리는 사람 대표), 박현출
이사(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서정문 이사(한국고전번역원 고전
번역연구소장), 서창석 이사(대구서씨대종회 총무이사), 안대회 이사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유대기 이사(활기찬인생2막 회장),
홍윤오 이사(국회 홍보기획관)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이사회
회의는 7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16년 제2차 이사회 안건인 임실치즈레스토랑에 관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1. 2016년 풍석학술진흥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 결과 및 회계검사 보고
2. 2017년 풍석학술진흥 및 연구기반 조성사업 계획
3. 임원 추가 선임

4. 풍석 서유구, 조선의 브리태니커를 펴내다 출간
청소년과 풍석 서유구 선생의 입문자를 위한 《풍석 서유구, 조선의 브리태니커를 펴내다》가
2017년 1월 풍석문화재단의 출판브랜드인 자연경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서유구 선생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입문자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이 책은
서유구 선생의 일생과 《임원경제지》의 가치 및 각 지별 주제들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소개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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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부 소식
1. 전라도관찰사 일기 譯註 《완영일록(完營日錄)》 (上)과 감영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보고서 제출
풍석문화재단 전라북도 지부에서는 풍석 서유구 선생의 전라도
관찰사 일기 《완영일록》의 전 8권 중 4권을 (상)으로 엮어 국역
한 譯註 《완영일록(完營⽇錄)》 (上)을 제출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부 운영위원인 김순석 박사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조선대학교
한국고전번역센터 이덕현 박사, 조선대학교 고전번역전공 박정화
박사, 전북대학교 한국사전공 배경옥 박사, 전북대학교 이재연구
소 이선아 박사 총 5명의 연구 위원이 참여하였고, 재단 사무국
에서는 박정진 과장이 교열과 윤문을 맡았습니다.
《완영일록》의 국역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전주 MBC 뉴스에서는 《완영일록》이 향후 전라감영을 채울 콘텐츠로 기대된다고 보도하였고, 본 보도
에서 전주역사박물관장인 이동희 박사는 《완영일록》이 전라도의 독특성과 조선 후기 지방 통치가 어떻게 이
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전주MBC 8시뉴스 캡쳐

2. 전라도관찰사 일기 《완영일록》 (下) 역회 시작
지난해에 이어 《완영일록》 총 8권 중 5~8권의 번역을
작년 번역 위원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하여 지난 4월 5
일 첫 번째 역회를 시작하였습니다.
(上)권이 완성도 높은 번역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올해 진행하는 (下)권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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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연구소 소식
1. 전통음식 및 술 복원 공간 “퍼치(PERCH)” 완성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는 2016년부터 2022년
까지 7개년에 걸쳐 《임원경제지》 〈정조지〉와 〈보양
지〉를 중심으로 전통음식을 복원하고 이를 현대화하
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전주시
와 협력하여 “《임원경제지》 〈정조지〉와 전주 10味”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고, 금년에는 “《임원경제지》
〈정조지〉와 현대요리 과학”, “《임원경제지》 〈정조지〉
속에서 찾아 본 잊혀 진 전통 요리”라는 2가지 주제
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연구 결과는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음식연구소는 본격적인 전통음식의 복원을 위해 우석대학교와 협력하여 복원 공간을 구축하고 복원에 필요
한 각종 기자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곽미경 소장은 복원 공간을 “퍼치(PERCH: 횃대)”라고 이름 지었는데,
복원 공간이 위치한 곳이 숲이 우거져 있어 새들이 앉아 노닐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 머무는 횃대
를 의미하는 “퍼치”는 지금 음식연구소의 전통음식 연구가 향후 한식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는 역할
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퍼치”는 크게 조리 공간, 교육 공간, 술 및 발효음식 복원 공간, 전통식재료 재배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2.전주시 원색장 마을 향토음식 개발 사업 시작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는

작년 익산의 웅포 마을을 시작으로,
진안 외사양 마을, 순창 피노 마
을, 고창 강선달 마을, 완주 오
복마을, 김제 난산 마을 등 전북
일대의 향토음식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
에는 전주시 원색장 마을의 향토음식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원색장 마을
은 음식연구소에서 작년에 수행하였던 “《임원경제지》 〈정조지〉와 전주 10味”
의 연구 과제에 기반 하여 “전주10味”를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이 핵심 테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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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경제연구소 소식
1. 임원경제지 진행상황(섬용지, 인제지, 유예지)
- 지난 2017년 4월 섬용지 3권이 출간되었습니다. 2009년 본리지 번역서 출간 이후 8년 만의 일이

라, 연구원 모두 섬용지 완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섬용지 교열 작업을 시작하면서 인제지와는 너무
나 다른 성격의 작업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광범위한 도구를 다루고 있고, 번역대상의 원
형이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어떻게 하면 조선시대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의 모습을 지금의 언어로 조금 더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가짐으로 교감ㆍ교열
작업에 임했습니다. 섬용지 완간은 치열한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섬용지 완간을 시
작으로 올해에도 유예지, 예규지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원경제지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
는 모든 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에는 인제지(권18~21)의 표점ㆍ교감ㆍ번역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외과
(外科) 질환 중 다양한 신체부위에 생기는 옹저(癰疽)의 형증과 치료법, 약제에 대한 내용을 작업하고 있습
니다. 올해는 인제지 작업방식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표점교감팀에서 임원경제지 고려대본과
규장각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 그리고 인용문헌들을 대조하여 정본을 만든 후 표점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번역팀에서는 교감과 표점이 완료된 원고를 가지고 번역 및 교열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
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원들이 각자 담당한 원고의 교감ㆍ표점ㆍ교열작업을 모두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의 전 과정을 한 사람이 맡게 되면서 분담한 원고를 원문부터 번역문까지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
펴볼 수 있어 더욱 정밀한 번역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농부의 시장 참가
연구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월부터 서울시 농부의 시장에 초대받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농부의 시장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덕수궁 돌담길, 광화문 광장, 만리동 공원, 그리고 능동 어린이대
공원 후문에서 열리는 직거래 장터로, 연구소에서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부의주와 부의주
막걸리를 발효시킨 식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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