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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경제지》 《유예지》 완역 출간

《유예지(遊藝志)》, 조선 선비문화의 정수를 담다.
《임원경제지》 《유예지》가 총 3권으로 완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유예지》는 《임원경제지》의 13번째 지(志)로서 6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1은 독서
법과 활쏘기 비결, 권2는 산법, 권3은 글씨, 권4와 권5는 그림, 권6은 방중악보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 시대 선비들의 교양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예지》의 ‘유예(游藝)는 《논어》의 “예에서 노닐다〔유어예(游於藝)〕”에서 유래하였으며, 조선
시대 선비들이 꼭 익혀야 할 덕목으로 꼽은 육예(六藝), 즉 예(禮)·악(樂)·사(射)·어(御)·서(書)·
수(數) 가운데 향촌에 거주하는 선비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독서와 활쏘기, 수학 및 서화
그리고 방중악(房中樂)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유예지》 1권은 선비라면 평생 업으로 삼아야 하는 “독서”를 기본으로 하여 육예 중에서 사
(射)에 해당하는 “활쏘기”와 수(數)에 해당하는 “산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예지》 2권은
육예 중 서(書)에 해당하는 “글씨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예지》 3권은 유예지 권
6에 해당하는 <방중악보>를 번역하여 실었는데, <방중악보>는 당시 실내에서 음악으로 연주
하였던 음악과 악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예지》는 언뜻 보면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담은 듯 보이지만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
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 임원에서 생활하면서 쉽게 익힐 수 있는 것들을
취하여 서술해 놓아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편찬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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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셰프 서유구 시리즈” 2종 출간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 이야기》,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

조선 최고의 요리백과 〈정조지〉, 그 속에 살아 숨 쉬는 전통을 엮다.
“조선셰프 서유구 시리즈” 중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이야기》와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 총 2종이 출간되었습니다.
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에서는 “《임원경제지》 전통음식 복원 및 현대화”라는 큰 주제로
〈정조지〉 와 《임원경제지》 각 지에 수록되어 있는 음식들을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첫 결과물로 《임원경제지》〈정조지〉 중 권5 ‘교여지류(咬茹之類)’와
권6 ‘할팽지류(割烹之類)’ 중 ‘포석(脯腊)’편을 연구하여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이야기》와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이야기》를 출간하였습니다.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 이야기》에는 〈정조지〉 중 채소음식에 해당하는 ‘교여지류(咬茹之類)’의
엄장채, 식향채, 자채, 제채, 저채의 40가지 전통음식을 복원하여 수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4가지의 음식을 현대화 하였습니다. 또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에는 〈정조지〉 ‘할팽지류
(割烹之類)’ 중 포석(脯腊)편 13개의 기사를 바탕으로 31가지 전통포를 복원하여 이를 현대화한
다수의 음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은 〈정조지〉 표점 원문 및 번역문과 함께 이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사진 및 레시피, 음식을
복원하면서 발견한 TIP과 조리 방법, 영양 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음식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를 에세이로 덧붙여 저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 우리의 옛 전통음식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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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셰프 서유구

전통음식경진 UCC 공모대회 개최 안내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풍석 서유구의 <정조지> 등 전통음식 출판물을
토대로 한 전통음식경진 UCC공모대회를 개최하여 복원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현대에
되살려 서유구 선생의 전통 실용지식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8년 11월 1일~2019년 1월 31일
▶ 참여방법
- 위 도서 중 전통음식 레시피 하나를 선택하여 조리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후 유투브 등 누구나
제한없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등록하고 URL을 재단 e-mail로 전송
- 추가로 요리 사진이나 에피소드, 소감, 서평 등을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등록하고 URL을 재단 e-mail로 전송
▶ 평가과정 및 방법
- 사전평가 : 공모에 참여한 작품을 사전 평가하여 10팀 선발
- 발표평가 : 사전 평가에 선정된 10팀은 자신의 동영상 소개 및 영상 제작 지원금을 받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제작할지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우수상, 작품상, 인기상,
기여상을 뽑고 영상제작 지원금을 받을 팀을 선정
- 인기도와 기여도는 재단 사무국에서 등록된 작품의 등록시점, 등록 사이트 등을 고려하여 객관
적 지표와 함께 점수를 부여하여 심사위원에 제출

▶ 상장 및 상금
- 최우수상 : 상금 200만원 - 작품상 : 상금 100만원 - 인기상 : 상금 100만원
- 장려상(5인) : 상금 20만원

- 참가상(접수 순서로 최대 50명) : 도서 6종 제공

- 영상제작 지원금 : 500만원(사전평가에서 선정된 10팀 중 영상제작 지원금 활용 계획이 우수한 팀)
* 자세한 사항은 http://chosunchef.com/ 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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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 칼럼
풍석선생의 농가월령을 살펴본다
재단고문 김유혁 (단국대 종신명예교수)
일반적인 농가월령서는 영농지도지침서에 불과하다. 그러나 풍석의 농가월령은 ‘천문지리’라는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모든 사물은 시간대와 공간대가 서로 조화롭게 교합하는
가운데서 생장하고 성숙하며 결실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천지인(天地人)’ 3자의 역능(役能)이
서로 무엇을 분담하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저술자의 연구의 심도를 짐작할 수있다.

정월령 正月令

삼월령 三月令

해는 실室에 있고

해는 위胃에 있고

온화한 바람 산들산들, 흙이 잔뿌리를 덮네.

대승이 뽕나무에 내려앉으니, 밭에 풀이 무성하네.

황충蝗蟲의 알이 천 척 땅속에 드니

청명·곡우에는 올벼와 늦벼 가려 심는데

설날 아침 눈이 더욱 기쁘네.

볍씨를 눈 녹인 물에 재웠다 쓰네.

양지 비탈에는 냉이가 먼저 움트고

느릅나무 열매가 가랑비에 젖으면

높은 나무에는 왜가리가 먼저 우네.

높직한 밭에 대두를 심네.

만물은 철이 이미 바뀌었으니

부녀는 베 짜는 일에 힘쓰고

사람이 할 일을 서둘러야 하네.

벽을 발라 잠실을 수선하네.

동복에게 농기구를 점검하고

누에씨 물에 담가 애벌레 나오면

소를 먹여 밭 갈 준비하게 하네.

좁쌀만 한 것이 꾸물꾸물 움직이네.

똥을 실어다 삼밭에 거름 주느라

처음 먹일 때는 뽕잎을 실처럼 잘게 썰고

달구지 삐걱삐걱 밤에도 쉬지 않네.

석 잠 자고 잠박 들어 보면 조금씩 일어나네.

사철을 시작하는 달이 바로 이 달이니

농꾼들 농사짓고 누에치기 중한 줄만 알고

가을 풍년은 여기서 판가름 난다네.

꽃구경 봄놀이할 줄은 도통 모르네.

칠월령 七月令

구월령 九月令

해는 익翼에 있고

해는 방房에 있고

서쪽 바람 불고 귀뚜라미 우네.

잉어바람 불고 나뭇잎 누레지네.

귀뚜라미 울면 게으른 아낙네 놀라니

흰 기러기 훨훨 날아오고

명주길쌈 마치자마자 무명길쌈 해야 하네.

새벽하늘엔 구름이 서리를 덮었네.

김매기는 형과 아우 분별하고

고구마 저장하려 넝쿨 잘라 두고

낟알이 차면 논물을 빼 주어야 하네.

해바라기 뽑고 타작마당 다지네.

북 무너뜨리고 도랑 틔우며 호미를 함께 씻고

논바닥에는 물이 일찍 마르니

백중날 이르면 가을 추수를 아뢰네.

벼 고갱이 베어도 짚신 젖지 않네.

수확할 것 서둘러 말할 것 없으니

수레는 삐걱삐걱 볏단을 실어 오고

농사일 이때 들어 더욱 번다해지네.

행호行扈는 훠이훠이 참새를 쫓아내네.

밭을 골라 보리 심기 대비하고

봄에 바쁘게 고생하지 않는다면

무를 심어 김장할 준비하네.

무엇으로 가을에 풍성하기 바라겠는가?

저 농부들, 일 년 내내 땀 흘리는데

그대 보았는가? 게으른 논밭에는

몸뚱이 쓰지 않는 나는 부끄럽기만 하네.

돌피에 강아지풀만 쑥쑥 자라난 것을.

《번계시고》‘전가십이월령가’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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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서문에 이르기를 “전장문물, 심지저야(典章文物, 心之著也)”라 했다. 맹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 했으며, 정다산은 “생지자천야, 양지자지야, 성지자인야
(生之者天也, 養之者地也, 成之者人也)”라 했다.
풍석은 여기에 더하여 실용적인 기법을 가미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다시 말하면 풍석은 즉,
“기지자 풍석야(技之者 楓石也)”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한다. 왜냐하며 기술적인 작법
(作法)은 이론 다음에 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가지의 도표를 통해서 풍석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하나는 24절기 72후(候)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4방위도의 원리인 것이다.
전자는 시간대를 구간단위로 설명한 것이고, 후자는 공간대를 구간단위로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28숙(宿)은 천문계의 별자리를 연계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壁 室 危 虛 女 牛 斗

井 鬼 柳 星 張 翼 軫

壁 室 危 虛 女 牛 斗

( 28 宿 ) <東西方 各7宿 省略>

井 鬼 柳 星 張 翼 軫

시간대는 1년, 4계절, 12월, 24절기, 72후(候)로 구분되며, 공간대는 4방, 4우(隅), 5행[5색], 10간,
12지가 서로 어울어져 24방위로 교합 분화된다. 그러면서도 24절기와 24방위는 서로 일치한다.
그 뿐 아니라 춘하추동과 4방위와 28숙이 동북서남으로 분좌(分座)한 위상이 서로 일치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과 공간 및 천지교합의 자연적 현묘(玄妙)함이 뭇 생성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풍석의 월령에서는 해[日]가 매월 28숙 별자리에 머물면서 공간대의 12지
중 어느 간지(干支)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기후가 바뀌며
계절이 변화하고 만물의 생장소멸이 순환한다. 인간이 그 원리를 터득하여 적의(適宜)하게 응용
한다면 보다 나은 시공대(時空帶)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귀띔해주고 있다. 1후는 5일간이라
이야기했거니와 한 절기는 15일간에 해당한다. 15일 중, 5일마다 바람이 솔솔 불어주고 10일중
한 번씩 비가 내리는 것을 오풍십우(五風十雨)라고 하며 이를 우순풍조(雨順風調)라 한다. 이에
곁들어서 세상살이가 어지럽지 않고 평안하면 백성들이 민생의 안정을 유지해갈 수 있어서 그런
시절을 시화연풍(時和年豊)이라 한다.
따라서 소한(小寒)에 매화가 펴고 뒤이어 백과(百果)가 평균 5일(候)단위로 결과를 수확하게 되는
180일간의 화신풍(花信風:小寒-夏至)중에는 도처에서 농산물의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5일장이
열린다. 일반적으로 면 단위 중심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하여 농민들은 생활수요품을
충족 받을 수 있다. 농토가 없는 이들은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인근 5일장을 순회하면서 온갖
종류의 보부상을 생업으로 하는 이들도 더욱 늘게 되어 민생윤택의 활로를 찾아가곤 했다.
한국인의 5일장 제도는 결코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자연의 원리[花信風 등]를 응용하고 적응해
갈 줄 아는 슬기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법으로 생활화했다는 것은 한국인의 지혜의
소산이라 말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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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석문화재단 소식
1. 풍석총서 《번계시고》출간
《번계시고》는 풍석 서유구의 시(詩)가 수록된 유일한 시집으로, 2018년
6월 풍석문화재단의 출판브랜드인 자연경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역자 조창록 선생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楓石 徐有榘에
대한 硏究 : '林園經濟'와 《樊溪詩稿》와의 관련을 中心으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을 거쳐 인문학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번계시고》는 그가 노년에 번계에서 여생을 보내며 열었던 시회에서
주고 받은 시를 수합한 것으로 총 248편의 시가 무술, 경자, 기해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시들은 율시, 고시, 가행 등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고, 내용은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부터 실용
사상, 특히 농학에 관련된 내용까지 적고 있어 서유구의 실학자, 농학자적 면모를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한편 서유구가 노년에 ‘번계’에서 거처를 새로 마련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임원경제지》의 구체적 실현인
임원 경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는 「나무 심기 노래」, 「전가십이월령가」,
「번계 산장에서 광동의 함도를 담장 남쪽 논에 심고...」등 일반적인 시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임원 경영,
농업 체험과 관련된 주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번계시고》는 노년에 이르도록 그치지 않았던
서유구의 실학자적 본색이 여실히 드러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자서문, 「번계시고를 엮어내며」 중에서-

2. “서유구의 번계산장, 그리고 실학과 시(詩)” 강연
2018년 8월 28일(화) 강북문화정보도서관
4층 문화교실에서 ‘강북구민과 함께 듣는 실학
특강’으로 재단의 진병춘 사무총장이 “서유구의
번계산장, 그리고 실학과 시(詩)“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북구에는 풍석 서유구
선생이 노년을 보냈던 번계로 추정되는 곳이
소재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날
강연에서는 풍석 서유구 선생의 소개와 함께
번계에서 이루었던 그의 업적들에 대해 다루
었습니다. 강북구는 올바른 역사 문화 이해와 함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북구청은 앞으로도 풍석 서유구 선생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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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3차 이사회
2018년 9월 6일(목) 오전 8시부터 쉐라톤
팔래스 강남 호텔 다봉(多峰)에서 조찬모임으로
3차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정수 이사장, 김형호 이사(한라대학교 이사),
모철민 이사(前주 프랑스대사), 박현출 이사(서울
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창석 이사(대구서씨
대종회

총무이사),

안대회

이사(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유대기 이사(활기찬인생2막 회장),
이영진 이사(AMSI Asia 대표), 정명현 이사(임원경제연구소 소장), 진병춘 이사(풍석문화재단
사무총장), 채정석 이사(법무법인 웅빈대표), 홍윤오 이사(전 국회홍보기획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이사회 회의는 8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 사업 진행사항과 관련해 중간보고와 풍석저술 위탁출판에 관한 건에 대하여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5가지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 제1호: 풍석학술진흥및연구기반조성사업 일부 수정 및 기간연장 요청(안)
· 제2호: 풍석테마파크 사업추진 담당임원 선임(안)
· 제3호: 임원경제지 개관서 판면인수 계약처리(안)
· 제4호: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선임(안)
· 제5호: 2차 이사회 의결안 중 일부 재의결(안)

4. 2018년 고문단회의
2018년 10월 23일(화) 12시부터 회현동에 위치한
렉스호텔 랑데뷰에서 고문단 오찬 회의가 진행되었
습니다.
고문단에서는 이억순 상임고문님 (이하 가나다순),
김영일 고문님, 김유혁 고문님, 문병호 고문님,
손일근 고문님, 신중식 고문님, 이영일 고문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문단회의는 신정수 이사장의 2018년 재단
사업 현황 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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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풍석 스마트 공원 추진 협약 체결
2018년 10월 4일(목) 방배동 재단사무실에서 풍석
문화재단과

㈜풍석스마트테마파크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풍석미디어테마파크”의 건립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풍석스마트테마파크는 풍석 서유구 선생과 《임원경
제지》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연공원, 전시관을
비롯하여 사무동, 미디어섹터, 방문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21세기 실용학”에 걸맞은 테마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번계산장(樊溪山莊)’ 위치 조사 실시
2018년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풍석 서유구 선생이
1837년부터 1840년까지 거주하며 농경실험과 시회(詩會) 등의
활동을 하였던 ‘번계산장(樊溪山莊)’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강북역사문화연구회의 김이천 회장이 진행
하였으며, 번계산장 관련 문헌조사 및 지도 비교분석, 현지 답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결과 주변지역의 지형지물이 개발로 인해 번계산장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었으나, 풍석 서유구 선생의 글에 등장하는
지형지물로 유추해봤을 때 번계산장의 위치는 현 번2~3동 일대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번2~3동을 관할하고 있는 강북구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번계산장을 복원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며 지역주민에게 풍석 서유구 선생을 널리 알리고자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7.《임원경제지》 <상택지>, <이운지> 출간 예정
《임원경제지》 가운데 ‘살 곳을 살핀다’는 뜻의 풍수백과사전인 <상택지>와 향촌에 살면서
여가에 즐길만한 일들을 정리한 문화예술백과사전인 <이운지>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빙허각 이씨 소설, 《허공에 기대선 여자》 출간 예정
풍석문화재단음식연구소 곽미경 소장의 첫 소설인 《허공에 기대선 여자》가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 소설은 서유구 선생의 형수인 빙허각 이씨를 다룬 소설로, 빙허각은 조선 후기 유일한 여성
실학자이자 《규합총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열혈여성이었던 빙허각 이씨의 삶을 소설
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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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연구소 ‘준평’ 소식
1. 《조선셰프 서유구》2018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특별상 수상
2018년 10월 12일(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식생활교육국민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2018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에서 곽미경 소장의 《조선셰프 서유구》가 콘텐츠 부분
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식생활교육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실천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정되었습니다.

2. 여수MBC “찬란한 밥상” 13·14회 방송 출연
여수MBC “찬란한 밥상”에서 2018년 10월 9일, 16일 총 2회에 걸쳐 《조선셰프 서유구》,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 이야기》와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대해 소개하는
곽미경 소장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서유구 선생이 후세에 남기고자 했던
다양한 요리방법을 알리고 전통요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조선셰프 서유구” 시리즈, 술 이야기·떡 이야기·꽃요리 이야기 출간예정
《임원경제지》 <정조지>의 복원결과물인 “조선셰프 서유구” 시리즈는 올해 출간된 《조선셰프
서유구의 김치이야기》,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이야기》에 이어 총 3개의 주제로 출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술과 떡, 그리고 제철의 꽃들로 만든 요리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정조지> 속의 음식
식혜의 눈꽃이 된 포 ‘육포식혜’
육포를 활용한 기발한 음식 가운데 육포식혜가
있다. 천하를 호령하던 흥선대원군의 집에서
먹었던 식혜다. 육포식혜라고 하면 어리둥절
하지만 조리법은 간단하다.
육포를 잘게 잘라서 식혜에 잣과 함께 동동
띄우면

된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이겨지는

달콤한 식혜밥과 짭짤하면서도 고소한 육포의
조합이 의외로 괜찮다.
- ‘조선셰프 서유구의 포 이야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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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경제연구소 소식
1. 임원경제연구소 창립 10주년(번역사업 15주년) 기념행사
지난 3월 31과 4월 1일 양일간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회원 및 후원회원들과 함께 파주
헤이리에서 1박 2일로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파주의 명산 심학산에 올라 강 건너
《임원경제지》의 산실 장단을 비롯한 산하를 둘러보고, 전종욱 교수(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
연구소)의 특강 “임원경제지,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해 《임원경제지》에 대한 인식을 종합
하여 심화시키고 새롭게 했습니다. 《임원경제지 정조지》에 수록된 부의주를 직접 빚어내고,
고구마밥ㆍ자국묘ㆍ통신병ㆍ흑두초ㆍ송이버섯지짐ㆍ백김치를 정조지의 레시피 그대로 직접
만들어 손님들과 나누어 먹으며 우리의 전통에 대하여 마음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날에는 장단의 민통선 내 마을로 들어가 허준 묘소와 서유구 선생의 작은 할아버지
서명선 묘소에 들러 참배하고 비문을 읽어보며 두 분의 업적과 삶의 자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DMZ안에 위치한 서유구 선생의 묘소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도라산 전망대에는
허가가 없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2. 《임원경제지》 번역사업 진행 상황
임원경제연구소에서는 2018년도에 《이운지》 권1~8과 《정조지》 권1, 2 그리고 《인제지》
권21~23을 표점 교감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실내음악을 다룬 《유예지》
3권의 출간으로 《유예지》가 완간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실내음악에 대한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악보 해독과 지법(旨法)의 이해에 어려움이 많아 원고를 완성하는 데 모든 연구원이
온 힘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유예지》3에는 현금(거문고)ㆍ당금(중국 고금)ㆍ양금ㆍ생황에

대한 해설과 연주법이 실려 있어 이 악기를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악보들이 완벽하게 다시 연주되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현재 연구소의 모든 구성원은 곧 출간될 《상택지》를 기다리며 《예규지》 출간을 위해 각
지방의 장시를 지도에 표기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원경제지》는 각 지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기술하면서 잘 알려진 책이나 옛 선인들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놓고 그 출전을 대부분 밝혀놓았지만, 조선시대 식자라면 누구나 쉽게
구해볼 수 있었을 법한데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또 서유구
선생님의 독자적인 사고와 전거들에 대한 나름의 비평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선
지식인의 문화에 대한 애정과 철학을 엿보게 해줍니다. 이는 쉽지 않은 번역 작업 속에서
발견하는 소중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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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학문명관 개관식 및 전통과학포럼 참여
2018년 11월 14일(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과학문명관 개관식 및 전통과학포럼에
정명현 소장과 정정기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개관식에서는 크리스토퍼 컬른(Christopher
Cullen) 명예교수(캠브리지대 니덤연구소 전 소장)와 신동원 교수(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
연구소 소장)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과학과 문명에 대한 정예로운 시각을 전해주었고,
문명관 첫 관람은 한국의 과학과 문명이 직조해낸 찬란한 선조들의 삶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문명관에는 《임원경제지》와 그 속의 콘텐츠가 여기저기 소개되어있습니다.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성과전시에서는 전통적인 제품들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여기에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연구 성과를 전시하고 있어서 《임원경제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기달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님께서 《섬용지》에 나오는 명유(明油)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모델이 되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자산과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고, 《임원경제지》 속의 과학을 어떻게 현대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한층 더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