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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 논문은 임원경제지 의 새로운 선본을 선정하며, 필사본 간의 계

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임원경제지 는 서유구가 19세기 반에 편

찬한, 조선의 일용생활 백과사 의 성격을 띤 유서이다. 20세기 반에 이 

책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일부 번역서

가 출간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거의 부분 규장각본을 토 로 가능했

다.

그러나 1930년  반에 필사된 규장각본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책의 형

식이 필사자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은 물론, 락되거나 복된 자, 틀린 

자 등의 오류가 있었다. 필사본들을 조한 결과 1939년 필사가 완료된 고

본이 선본임이 명되었다. 그리고 이 고 본이 고인 오사카본과는 다른 

계통의 사본임을 알 수 있었다.

핵심어: 임원경제지 , 임원십육지 , 서유구, 서지학

 * 임원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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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원경제지 는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30여 년에 걸쳐 편찬한 책으로,

사 부가 향 에서 살 때 필요한 지식들을 총망라한 백과사  성격의 유서(類

書)이다. 의식주 반과 문화생활  건강법 등을 모두 16개의 분야로 나 어서

(표 1) 애 에는 林園十六志 라고 제목을 붙 다. 113권 54책1)으로 총 250만 여

자이며, 총 8,400여 개의 제목과 표제어, 31,697개의 기사로 정리되어 있다. ｢林園

十六志引用書目｣에 따르면 총 852종의 서 에서 인용했다고 밝혔고, 본문에서도 

인용문헌을 밝 놓았다.

임원경제지 가 인본으로 간행되기 시작한 지 43년이 흘 다. 그 동안 임원

경제지 연구는 꾸 히 이어져서 농학 분야를 필두로 서화, 음악, 염색, 음식, 서

지, 건축, 상업, 어업 등 여러 분야에서 조선 후기를 엿보는 창으로 활용되었다.

최근 들어 임원경제지 에 한 심이 부쩍 늘어난 것도 연구자와 사회의 다양

한 심이 반 된 것이다.

임원경제지 의 본격 인 서지학  검토는 1981년 이성우가 물꼬를 텄다. 그의 

韓國食經大典 에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임원경제지 에 한 세부 인 내용

들까지 자세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2)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본을 

조사했으며 얻지 못한 사본에 해서도 그 사연을 자세히 밝혔다. 한 소장처와 

책 수를 밝히고 이 책들의 서지사항을 수록했으며 편찬 연 를 추정하기도 했다.

편찬 배경과 후세에 미친 향 등도 서술했고, 체 서문격인 ｢林園十六志例 ｣

과 각 지의 서문격인 ‘引’에 해서도 11지(志)에 걸쳐 우리말로 옮겨놓았다.3) 여

 1) 16志의 내용은 113권 5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에 113권의 총목록과 인용서목이 한 

책으로, ｢林園十六志例 ｣과 서문격인 16편의 ‘引’이 한 책으로 묶여있다.

 2) 李盛雨, 1981 韓國食經大典 , 鄕文社, 85-133쪽. 총 52쪽이다[이 책에서 金華耕讀記 라는 

책을 소개하는 부분(82-85쪽)은 으로 林園十六志 에 인용된 화경독기 만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임원십육지 에 한 설명이다]. 韓國食經大典 본문 총 794쪽

(23-816쪽. 부록 포함)에는 1945년까지의 우리나라 문헌을 총 1,273종, 분야별 논문  기사

를 총 1,243편을 소개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책에서 임원십육지 를 얼마나 비  있게 다

루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말로 옮긴 언과 인은 그 내용의 개략 인 사항을 악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나 오

역이나 결역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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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지 다룬 내용
권수

(113권)

본리지(本利志)

토지제도, 수리, 토질, 농사시기, 개간과 경작법, 거름주기와 종

자의 선택, 종법, 재배법, 장법, 곡물의 명칭, 곡물 재해와 

방, 농기구와 개시설

13

휴지(灌畦志) 식용식물과 약용식물의 재배법 4

원지(藝畹志) 화훼의 재배법 5

만학지(晩學志) 과실류와 풀열매류, 나무  복의 재배법 5

공지(展功志) 뽕나무 재배법  옷감의 직조  염색 5

선지(魏鮮志) 기상과 천문을 찰하여 농사의 풍흉 측하기 4

어지(佃 志) 가축 사육법, 사냥법, 어로 낚시, 어명(魚名)고증 4

정조지(鼎俎志) 음식 요리법 7

섬용지(贍用志)
일상용품 백과(건축, 취사도구, 공작 기구, 복식제도, 화장도구,

실내장식, 교통수단, 도량형)
4

보양지(葆養志)
선비의 정신수양과 건강유지법(정기신의 수련, 식이요법, 양로

법, 육아법, 섭생법)
8

인제지(仁濟志) 의학  치료법 반 28

향례지(鄕禮志)
가정과 향 생활에 필요한 의례(향음주례, 향사례, 향약, 혼상

제)
5

유 지(游藝志)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 들(독서법, 활쏘기, 계산법, 씨와 그

림, 방 악보)
6

이운지(怡雲志)

고상한 문화 술 활동(정원과 연못의 운용, 생활용구와 차, 향,

거문고, 화석(花石), 동물사육법, 문방구, 술품 감상, 서 , 명

승 유람, 각종 연회와 놀이)

8

상택지(相 志) 주거공간의 선택 방법과 이상 인 공간들 2

규지(倪圭志)

가정경제의 운 방법과 상업활동의 기 자료: 수입지출법, 약

방법, 화재와 도 방지법, 재산증식방법, 국 생산품과 시장 

거래물품, 거리 조표

5

기에다 내용을 일별할 수 있도록 각 지의 표제어 일부를 일일이 나열했고,4) 각 지

별 인용문헌  인용회수까지 기록했다. 지 까지도 이 연구 수 을 넘지 못했다.

표 1 『임원경제지』16지의 내용  권수 

 4) 식생활 소개서라는 특성 상 정조지 에 한 조사가 가장 자세하다(총 16쪽). 원지 ,

공지 , 선지 , 유 지 , 상택지 등의 소개는 상 으로 소략하여 ‘인’을 옮기지도 않

았고, 인제지 (총 28권)도 분량에 비해 소략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



208 奎 章 閣  34

그러나 이성우의 조사에서 필사본의 내용 검토까지 다룬 것은 아니었다. 사실 

임원경제지 가 필사본이면서 여러 사본이 존재하고, 수많은 고 의 자료를 정

리한 책이라서 원본 자체를 정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작업은 

방기된 채 통행본에만 근할 수 있었다. 규모의 방 함과 내용의 다양함만 논할 

뿐 원본 자체를 세 하게 검토하는 연구가 행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책의 기본 인 정보, 를 들어 책의 명칭, 인용문헌의 수 등은 물론이고 연구의 

토 가 되는 선본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과 조경을 다룬 산수간에 집을 짓고 (2005), 음식 분야를 

다룬 임원십육지 정조지 (2007), 수생 생물을 다룬 어지 (2007) 등의 번역서

들도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의 필사본에만 주로 의존했기 때문에 

지 않은 한계가 있다.

본고는 임원경제지 의 선본 확정과 필사본 간의 계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해 통행본을 토 로 한 연구의 문제를 제시하고, 지 까지 알려진 

주요 필사본 네 종을 조하여 통행본의 문제들을 검하고, 그 외의 여러 필사본

들의 계통을 수립하여 고본과 후  필사본 사이의 기를 정리할 것이다.

2. 임원경제지 통행본 검토

백과사  성격의 유서류는 이 의 지식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리

고 완성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연 으로 오류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원문

을 확보하기 한 본(底本) 는 선본(善本) 선정은 아주 요하다. 그러나 본

을 찾았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본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이를 수정

하여 교감본(校勘本)을 만들어야 한다. 확정된 교감본이 있어야 비로소 정확한 독

해가 가능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 작업을 정본화(定本化)라 한다.

임원경제지 도 외는 아니다. 구체 이고 세부 인, 박물학  성격이 가미된 

임원경제지 의 해독을 해서는 정본화의 필요성이 실하다. 자주 부딪히는 생

경한 용어뿐만 아니라 구체 인 상황이나 모습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원문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으면 오독을 피할 수 없기에 오역의 가능성이 상당

히 높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본화는커녕 본조차도 제 로 확정되어 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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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임원경제지 사본은 크게 4종류이다.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이하 규장각본, 52책), 고려 도서  소장본(이하 고 본, 49책), 오사카 부립 나

카노시마[大阪府立中之島]도서  소장본(이하 오사카본, 31책), 국립 앙도서  

소장본(이하 국립본, 9책)5)이 그것이다(표 2).

표 2  임원경제지 소장처별 소장도서 황

규장각본 고 본 오사카본 국립본 권수 책수 비고

목록( 언 포함) ○ ○ × ○ ․ 1

언, 16지 

인(引)
× × ○ × ․ 1

나머지 세 사본은 ｢本利

志引｣만 있음

1. 본리지 ○ ○ × ○ 13 6
오: 本利志 신 杏

蒲志 가 있음

2. 휴지 ○ ○ ○ ○ 4 1

3. 원지 ○ ○ ○ × 5 2

4. 만학지 ○ ○ ○ × 5 2

5. 공지 ○ ○ ○ × 5 2 오, 고: 1책(권4, 5) 결락

6. 선지 ○ ○ ○ × 4 2
규: 1책(권1, 2) 결락;

오: 권3, 4 결락

7. 어지 ○ ○ ○ × 4 2

8. 정조지 ○ ○ ○ × 7 4
오: 권5-7 결락; 고: 권1,

2, 5, 6 결락

9. 섬용지 ○ ○ ○ × 4 2
오: 권 1, 2 결락; 버: 권

1, 2는 오사카본과 同

10. 보양지 ○ ○ ○ × 8 3 오: 권8 결락

11. 인제지 ○ ○ × × 28 14

12. 향례지 ○ ○ ○ × 5 2

13. 유 지 ○ ○ ○ × 6 3 고: 권5, 6 결락

14. 이운지 ○ ○ ○ ○ 8 4 오: 권7, 8 결락

15. 상택지 ○ ○ ○ × 2 1

16. 규지 ○ ○ ○ × 5 2

합계 113 54

※ 오: 오사카본, 규: 규장각본, 고: 고 본, 버: 버클리본.

 5) 林園經濟志目 1책, 本利志 6책(권1-13), 灌畦志 1책(권1-2)은 필사자가 같다. 이 외에 

怡雲志 1책(권5-6)(1934년 필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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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미국 버클리  아사이(淺見)문고본(이하 버클리본, 섬용지 1책),6) 일

본 서문고(今西文庫)본( 이운지 1책), 서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본

( 원지 3책), 서강 도서  소장본( 본리지 1책) 등 특정 지만 소장된 경우와 

후 의 요약 인 林園經濟志略抄 7) 등이 있다. 한 북한 인민 학습당에도 소

장본이 있다는 언이 있으나 그 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1965년부터 최근까지 임원경제지 에 한 연구는 이 에서 거의 모두 규장각

본을 본으로 삼았다.8) 규장각본은 인본이 나오기 부터 학자들의 심이 많

았다. 그 까지는 몇 가지 필사본만 해지다가 서울  고 간행회에서 임원십

육지 를 간행하면서(1966~1969년) 비로소 일반에게 공개했는데, 이 책은 총 6책에 

걸쳐 규장각본을 본으로 하고 결락분( 선지 권1-2)은 고 본으로 보완했다.

규장각본이 인됨으로써 통행본이 되자 통행본이 곧 선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여러 사본을 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지조차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사카본이 있다는 사실도 일부 연

구자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이 인본의 해제자인 홍이섭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筆 가 過眼한 바로는 莊重히 筆寫한 一部가 某處에 있었으나, 다시 보이지 않고 

國內 現存本으로서는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藏(原 奎章閣圖書-當時의 轉寫인 듯-가 

前 京城帝國大學에 襲藏) 寫本一部(現 高麗大學校所藏本은 이것의 轉寫-解放前)가 

唯一한 것이다.

徐氏 “家藏原本(自然 室藏의 罫紙에 )은 日本 大阪府立圖書館 등에 收藏되어 

있다”(三木榮著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二四八面 一九六三年 日本 大阪 堺 刊)고도 

한다.9)

 6) 버클리본 贍用志 는 오사카본에는 없는 본이면서 서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오사카본에

서 일실된 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이 국립 앙도서 에 있다.

 7) 임원경제지 일부 내용을 략해 놓은 것으로, 목차는 없으며 실과․ 목류‚ 동물․어류‚

치료용 음식과 약물제조법‚ 담장 쌓는 법‚ 우물 는 법 등이 실려 있다. 략자의 심에 

따라 일부를 필사한 것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8) 成樂薰, 1965 ｢서유구: 實生活의 革新｣ 한국의 인간상 4, 신구문화사, 432-441쪽이 확인된 

연구의 최 이다. 이  몇 편은 ‘오사카본’을 참고했지만 규장각본을 연구의 본으로 삼았

다는 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안 회의 산수간에 집을 짓고 는 ‘오사카본’을 본으로 삼

았다는 에서 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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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섭은 규장각본, 고려 본만 확인했고 오사카본은 三木榮의 말로 신했다.

그는 규장각본이 원래 규장각도서이며, 규장각에서의 활동이 왕성했던 당시의 

사본이라 단했다. 고 본은 해방 에 규장각본을 필사한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런 단의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아마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 결정 인 근거로 보인다. “本文을 따지는 일은 後日로 미루고”10) 규장각본이 

당시로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규장각본의 권 는 이

때부터 부여되었다.

한편 서울 에서 간행한 이 인본은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보경문화

사(1983년)에서 다시 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경문화사본은 그 후 연구

자에게 가장 많이 보 된 인본인데, 서울  고 총서 임원십육지 의 내용과 

체제를 그 로 따르면서 인 상태를 개선시킨 차이밖에 없다.11) 역시 규장각본

이 가장 권  있는 사본이라 인정한 결과이다.

이 규장각본을 활용하여 최근에 서지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다.

노기춘의 연구가 그것인데, 본리지 를 비롯한 농학 분야의 6지와 의학 분야의 

인제지 에 제시된 인용문헌을 집 으로 분석한 것이었다.12) 그는 여기서 ｢林

園十六志引用書目｣에 제시된 문헌이 총 832종이라 제시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서 한 번도 정확한 수치로 제시되지 못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표 3). 인용서

목은 한 면 10 에 10종을 었기 때문에 조 만 품을 들여 문헌의 숫자를 세면 

알 수 있는 정보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채 략의 숫자만 제시했

었다. 인본이 출간된 지 40년 만에 인용문헌 정보가 온 하게 알려지게 된 것이

다.

이런 기  자료를 구축하면서 노기춘은 본문을 치 하게 검토했다. ｢林園十六

志引用書目｣의 문헌과 일치하는 것과 그 지 않는 것을 구별했고, 각 문헌들이 각 

지에서 모두 몇 회 인용되었는지를 조사했으며, 잘못 기록된 문헌을 바로 잡기도 

 9) 洪以燮, 1966 ｢林園十六志 解題｣ 林園十六志 1, 서울大學校 古典刊行 , 1쪽.

10) 洪以燮, 앞의 책, 1쪽.

11) 최근 민속원에서 보경문화사본과 같은 내용으로 형만을 키워 다시 인본을 출간했다

(2005년).

12) 노기춘, 2006 ｢ 林園十六志 引用文獻 分析 (1): 農學分野를 심으로｣ 한국도서 ․정보

학회지 제37권 제1호, 韓國圖書館․情報學 , 375-403쪽; 盧基春, 2006 ｢ 林園十六志 引用

文獻 分析 (2): 仁濟志를 심으로｣ 書誌學硏究 第35輯, 書誌學 , 231-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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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經

部

史

部

子

部

集

部

附 인용문헌

총수
출 연도

홍이섭 29 66 710 18 11
834(총수합산

은 필자)

서울大學校 古典叢書 林園十六志 ,

12-13쪽.
1966

강만길 29 63 708 18 818 韓國의 古典百選 , 232쪽. 1969

이성우 근900종 韓國食經大典 , 94쪽. 1981

김용섭 800여종 朝鮮後期農學史硏究 , 369쪽. 1995( 1988)

상운 800여종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18, 769쪽;

한국과학사 , 419쪽.

1993( 1991); 

2000

이태진 800여종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12, 20쪽. 1993( 1991)

박명덕 780여종
｢ 林園十六志 의 贍用志 中 屋三分

法에 한 論｣, 84쪽.
1992

한 우 800여종 다시찾는 우리역사 , 401쪽. 2005( 1997)

미상 29 66 708 18 8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웹사이트 해제 2008

노기춘 29 66 708 18 11 832
｢ 林園十六志 引用文獻 分析 (1)

― 農學分野를 심으로 ―｣
2006

조창록 893 楓石 徐有榘에 한 한 硏究 , 80쪽. 2002

정명 893 ｢흙국 종이떡은 가라｣, 300쪽. 2006

강명 893
책벌 들 조선을 만들다 , 322-323

쪽.
2007

표 3  각 연구자가 제시한 임원경제지 인용문헌 총수

인용문헌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용문헌에 한 거의 모든 정보를 아우

르는 연구라 하겠다.

그러나 이 논문의 연구 본인 규장각본에는 몇 가지 문제 들이 발견된다. 가

장 두드러진 문제는 ｢林園十六志引用書目｣에서 발견된다. 규장각본에서는 필사

본 한 장, 지  식으로 2쪽에 해당하는 인용문헌이 빠져 있다. 빠져 있다기보다는 

필사자가 빠트리고 넘어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규장각본으로 62면(보경문화사 

인본 31쪽)의 10번째 편민서(便民書) 와 11번째 기방(傳奇方) 사이의 문헌 

20종이 락된 것이다(사진 1). 체 면수도 앞뒤에 결번이 없어서 다른 사본과 

조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다. 빠진 20종 에는 증보도주공서(增補陶朱公書)

나 사시류요(四時類要) 같이 인용빈도가 높은 문헌이 포함되어 있다. 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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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林園十六志引用書目｣에 나타난 오류의 

춘의 연구에서는 이런 책이 모두 ｢林園十六志引用書目｣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통계 결과를 뽑아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때문에 논문에서 공들여서 

제시한 숫자들이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할 상황에 이르 다.

규장각본의 ｢林園十六志引用書目｣의 오류는 이 외에도 잘못 옮긴 자, 생략한 

자 등 수십 개가 발견된다. 원문을 고쳐 쓴 도 있다. 앞 항목의 자와 뒤 항

목의 자가 같을 경우, 다른 사본에서는 활동 시 와 자명을 앞의 와 같이 

반복하여 싣고 있다. 이에 반해 규장각본은 모두 ‘동상(同上)’으로 처리했다.

규장각본의 오류는 ｢林園十六志引用書目｣에 그치지 않고 필사본 체에 걸쳐 

있다. 이는 우선 원고 자체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서유구가 이용한 원고는 두 가

지이다. 심에 ‘自然經室藏’이라는 자가 쓰여 있고 10 로 나뉘어 있는 것이 

하나요, 심의 자는 없고 10 로 나뉜 원고가 다른 하나다. 오사카본, 고 본,

국립본에서는 모두 이런 형식의 원고를 이용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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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

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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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본

규장각본

그림 1  각 필사본의 형태( 휴지 권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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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규장각본은 심에 ‘자연경실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필사자에 따라 산발

이고 불규칙 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 책의 필사를 담당한 사람이 그 책 체에 

모두 자연경실장이라 쓰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1~4면 정도만 써놓아서 실수로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13) 한 10 로 나뉜 원고를 일체 쓰지 않았다.14)

규장각본에서 나타나는  다른 문제  하나는 면수(張次)를 잘못 기재하는 것

이다. 일반 으로 서문과 목차, 그리고 각 권의 면수는 각각 별개로 지정한다.

를 들어, 서문이 총 2면이고 그 뒤 목차가 총 27면이며 권1이 총 42면이라면 서문

은 1~2로, 목차는 다시 1~27로, 권1도 1~42로 기재해야 한다. 그런데 규장각본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는 곳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첫 책인 ｢林園經濟志目 ｣에는 

｢林園十六志例 ｣ 2면, ｢林園十六志總目｣ 27면, ｢林園十六志引用書目｣ 42면이 차

례 로 기록되어 있다. 원칙 로라면 각각이 1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나, 규장

각본에는 1~71까지 면수를 어놓은 것이다.15)

 각 지의 권첫머리(卷首)에는 지의 목차가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목차와 

권1은 면수를 각각 별개로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권1의 첫 면이 2나 3면으로 시

작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한 책에서도 권이 바 면 1면부터 시작되어

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다.16)

 다른 문제는 권말미(卷尾)에서 찾을 수 있다. 권말미에는 내용이 더 이상 없

음을 알려주기 해 그 권의 명칭과 권수를 기재한다. 이를 각각 권미제(卷尾題)

와 권차(卷次)라 한다. 를 들면 원지 권1 권미에는 내용이 끝난 곳에서 한두 

 는 두세 을 띄우고 ‘藝畹志卷第一’이라 어 놓아야 한다(해당 면의 끝 

에 쓰기도 한다). 그러나 원지 권1, 권2의 권말미에는 권미제와 권차가 없다.

한편 이와 비슷한 로 휴지 권1-4까지의 권말미 네 군데에는 ‘灌畦志卷第

一( 는 二, 三, 四)終’이라  있기도 하다. 휴지 의 특정 권이 ‘끝났다’고 

자까지 친 하게 추가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필사본에는 이 ‘終’자가 들

13) 인제지 권7-8과 권13-14, 권28-29 체, 권15의 1-4면; 이운지 권3의 17-19면, 권5의 1-4

면, 54면 등에 있다.

14) 고 본도 일부 지에서는 10 로 나뉜 원고를 쓰지 않았으며, 이런 원고에는 ‘自然經室藏’도 

기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정조지 권7, 인제지 권 1, 2, 7, 8, 17-20 등이 그 이다.

15) 앞에서 언 했다시피 ｢林園十六志引用書目｣에 한 면이 빠졌다. 다른 사본은 모두 총 72면이 

된다.

16) 를 들어 휴지 가 자의 이고, 어지 는 ｢佃 志目次｣와 권1-2가 한 책으로 면수

가 계속되고, 권3-4가  한 책으로 면수가 이어져서 후자의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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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 곳이 없다. 굳이 넣지 않아도 끝임을 알 수 있어서 임원경제지 에서는 ‘終’

을 쓰지 않았다.17) 이 외에도 권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간혹 발견된다.18)

심(版心)에서도 오류가 보인다. 임원경제지 심의 가장 완정한 형태는 

쪽부터 심제, 권차, 목(大目), 장차, 필사처 등이 기재되는 것이다.19) 를 들

어, 이운지 권3의 16면이라면 심에는 에서부터 “怡雲志卷三 山齋淸供下 十

六 自然經室藏”의 순으로 기재된다. 여기서 ‘山齋淸供下(산재청공 하편)’는 권3의 

체 주제인 ‘ 목’이다.

임원경제지 주요 사본 4종  오사카본은 이  필사처만 기재되어 있고, 고

본과 국립본은 이 체제를 체로 수하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본은 앞에서 말

했다시피 필사처는 부분 기록되지 않았고, 나머지 네 요소에 해서도 모두 

은 것에서부터  지 않은 것까지 들쭉날쭉이다.

가장 극단 인 가 에서 시한 이운지 권3과 권5에 보인다. 여기서는 같

은 권에서도 다섯 요소가 모두 기재된 것과 아무 것도 기재되지 않은 것이 공존한

다. 권3은 총 61면인데, 17~19면 세 곳만 다섯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무하다. 권5는 총 67면인데, 1~4면과 54면 다섯 곳만 모두 갖추었고 나머지는 

무하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필사자가 심에는 아무 것도 쓰지 

않기로 해놓고 간혹 실수로 몇 군데서 사 원본에 기록된 기록을 옮긴 것이 아니

겠는가.

규장각본이 본의 가능성이 은 결정  이유는 무엇보다도 원문의 부정확성

에 있다. 다른 사본과의 조와 인용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

장각본에는 결자나 오자가 많다. 이로 인해 이 책이 한층 더 난해해졌다.

한 자가 빠진 는 부지기수이고 두자 이상의 결자도 상당 부분 발견된다.  

일반 인 필사본에서도 흔히 나타나듯이 자의 형태가 비슷하거나 음이 같아 

 다른 뜻의 자가 히기도 하고, 뜻이 같으면서 음이 다른 한자가 들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한자의 유사성 때문에 생길 법한 실수는 그나마 이해할 말하다. 그

러나 음과 뜻과 형태가  다른 한자도 상당하다. 한 앞의 자를 반복해서 

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이며, 자의 순서를 바꾼 곳도 자주 나타난다. 고서 

17) 終자를 쓰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18) 를 들어, 본리지 권2 권수의 권차가 권1로 되어 있다.

19) 한편 국립본을 제외한 다른 사본에는 어미(魚尾)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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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에 해당하는 자(23~24자)를 고스란히 뛰어넘기도 했다. 심지어는 기사 

체를 옮기지 않은 도 보인다.20) 한 면(2쪽) 체를 건 뛴 사례는 이미 지 한 

바와 같다.21) 특히 본리지 권5와 권6에서 오류가 많은데, 일일이 를 들 수 없

을 정도이다.22) 오류의 형태를 본리지 권1에서 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沙田, 南方江淮23)間沙淤之田也. 或濱大江, 或峙中洲, 四圍 葦騈密, 以護堤岸. 其地

常潤澤, 可保豐熟. 普爲塍埂,24) 可種稻秫; 間爲聚落, 可藝桑麻. 或中貫湖溝25), 旱則頻

溉; 或傍繞大港, 澇則洩水. 所以無水旱之憂, 故勝他田也. 所 “壇江之田, 廢復不常,

故畝無常數, 稅無定額”, 正 此也. 王氏農書26)

이런 실수는 주의깊게 필사했다면 술 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있었

다 해도 서유구의 검토를 통해 교정이 되었을 것이다. 완료 기일을 지키기 해 

수 이 낮은 필사자들을 여럿 동원한 결과라 생각된다.

규장각본은 일제 시기에 필사된 것이다. 그 단서  하나는 사본에 연필을 사용

하고 있다는 이다. 본리지 권9 ｢ 가역표｣에서는 1년 동안 농가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각 달별로 표로 작성했다. 이 표에 연필이 사용된 것이다. 연필은 18세

기 말(1795년)에 만들어졌고, 19세기 말에 조선에 들어왔으며, 1946년에 에서 

처음으로 국내 생산을 시작했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문집

이나 선인들의 서에도 연필을 사용했는지에 해서는 아직 들어본 은 없다.

아마도 일본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본격 으로 상륙한 뒤에 쓰 을 것이다.

 한 가지는 잉크를 사용했다는 이다. 규지 권5 ｢팔역이정표｣에는 각 지

방간의 거리를 표로 세 하고 촘촘하게 기록했다. 이 표를 작성하려면 연필보다 

더 가는 펜이 하다. 규지 마지막 책 맨 뒤에는 표지에 붙인 종이가 있다.

20) 本利志 卷4 ｢營治｣ ‘耕耙勞蓋’의 표제어인 用人犂耕法에 나오는 金華耕讀記 의 기사 

체(103자)가 락되어 있다. 서유구 지음, 정명 ․김정기 역주, 2008 임원경제지 본리지

2, 소와당, 127-128쪽.

21) ｢林園十六志引用書目｣, 62면.

22) 권5에 67군데, 권6에 53군데 정도 보인다. 서유구 지음, 정명 ․김정기 역주, 앞의 책,

175-438쪽.

23) 江淮: 규장각본은 淮江.

24) 四圍∼塍埂(23자) : 규장각본은 없음.

25) 溝: 규장각본은 溝溝.

26) 本利志 卷1 ｢田制｣ “諸田”. 서유구 지음, 정명 ․김정기 역주, 2008 임원경제지 본리지

1, 소와당의 교감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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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이는 권5에서 사용된 수많은 표를 작성하기 한 원고지를 만들다가 실수한 

종이이다. 이 종이에는 권5 체에 필요한 원고의 테두리를 그리기 해 세필로 

진한 테두리를 만들 그림이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이 잉크를 이용한 펜으로 작

성한 것이다. 한 규장각본에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 학’(1924년 설립)의 인

장이  있으므로 1945년 이후의 필사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임원경제지 기타 필사본 검토

1) 오사카본

오사카본은 고본(稿本) 즉 고이다. 오사카본은 오사카부립도서 에서 1915년 

4월에 도서를 정리한 기록이 남아있어서27) 그 에 조선에서 넘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28)

오사카본이 고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임원십육지 의 권차(卷次)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사카본 이외의 본은 모두 각 지의 권차를 표기한 곳 

같은  아래에 임원십육지 체의 순서를 알려주는 권차를 표기하고 있다.

를 들어, ‘灌畦志卷第二’ 같은  아래에는 ‘林園十六志十五’라고 되어 있다. 이

는 휴지 제2권으로서 임원십육지 로는 15번째 권이라는 뜻이다. 이 숫자들

은 임원경제지 의 16지 순서를 어떻게 설정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그런데 오사카본에는 이것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지의 권차조차 기재되지 않은 

지도 있다. 이운지 가 그 좋은 이다(그림 3). 이러한 정황을 통해 오사카본에서

는 각 지의 순서나 총 권 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16지의 권차도 결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7) 이  임원십육지 언․인 이 들어 있는 1책은 4월 10일에, 나머지는 모두 4월 19일 날짜

로 등록되어 있다.

28) 오사카본의 일실본인 버클리본에는 임원십육지 언｣과 16지 인을 일별하여 淺見倫太郞이 

1909년 6월에 정리했다는 내용이 권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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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

고 본

그림 2  교정의 실제( 휴지 권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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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사카본 이운지 권1의 

각 지의 권두 형식이 다른 도 고임을 보여주는 이다. 사본들의 경우에

는 각 지의 각 권두에 편찬자와 교열자를 명기했다. 편찬자는 ‘洌上 徐有榘準平 

纂’으로, 교열자는 ‘男 宇輔 校’로 어 놓은 것이다. 이로써 자와 교열자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은 교열자인 서유구의 아들 서우보(1795~1827)

가 임원경제지 완간까지 생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임원경제지 의 작 기

간을 서유구가 세거지에 은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약 30여 년(약 1806~1842)으로 

본다면 서우보는 아마도 약 10여 년 정도의 기간만 술 작업을 도왔을 것이기 때

문이다. 그런데도 모든 권두에 교열자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반면 오사카본은 교열

자의 이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선지 , 섬용지 , 향례지 , 이운

지 등은 교열자가  있지 않을 뿐더러 교열자를 기록할 난도 아  없다.

이와 련하여 향례지 는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기 편집 방침의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향례지 는 총 5권인데, 본래 원고에서는 모두 첫 에는 ‘林園

十六志卷第’만, 둘째 에는 편찬자, 셋째 에는 ‘鄕禮志一( 는 二, 三, 四, 五)’

이, 넷째 에는 목이, 다섯 째 에는 세조(細條)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

나 권2와 권5는 첫째 에 ‘鄕禮志卷第二( 는 五)’, 둘째 에 편찬자, 셋째 에 

교열자가  있는 것이다. 나머지 두 은 다른 권과 같다.

그런데 이 두 권은 권두의 다섯 이 그 다음 내용과 선명하게 차이가 날 정도

로 서체가 다르다.29) 복사본으로 볼 때는 제목과 본 내용을 기록한 이가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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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할 수 있다. 하지만 원본을 확인하면 제목 부분이 모두 후에 종이로 덧

붙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도 본래는 나머지 세 권의 형식과 같았다. 그

다면 덧붙인 종이에 은 방식이 후 의 사본에서 모두 따르고 있는 형식이

니 만큼, 기의 방식과 최종 방식의 차이를 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사카본의 다른 특징  하나는 편집에 그야말로 ‘가 질’을 했다는 것이다.

가 질 편집은 기에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쓰는 방법이다. 역시 고본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복사본을 아무리 살펴도 이런 정황을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원본을 살펴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를 들어, 어지 의 경우 원문 

거의 부가 다른 원고를 가 로 오려 붙인 흔 이 그 로 드러난다. 책은 다른 

책보다 더 두꺼운데, 원문이 붙여진 부분만 그 고 외곽을 벗어난 부분은 여느 책

과 다름이 없다. 그것도 한 쪽 체를 오린 것이 아니다. 한 면 10 로 인쇄된 원

고에 을 덮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오려붙 다(사진 2). 한편 선지 , 상택지 ,

규지 는 어지 와는 달리 한 면 체를 오려 붙 다. 유 지 는 권1 체와 

권2의 도표와 그림을 오려 붙 고, 권5-6은 군데군데 오려 붙인 흔 을 찾을 수 

있다.

이 듯 오사카본은 고가 가질 수밖에 없는 편집의 여러 특성을 보여주고 있

어 주목된다. 교정  편집 과정이 그 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두주(頭註)에 편집 

지시사항을 어둔 곳도 있고, 아  별지를 쓴 부분도 많다. 특정부분을 지우라거

나, 보충하라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부분이다(그림 2).30) 이 때 원

문에도 붓을 가해 지울 곳 체를 선으로 둘러싸기도 한다. 여기의 편집지시 사항

은 체로 규장각본, 고 본, 국립본에 그 로 반 되었다. 후 의 사본은 편집 

과정을 거친 것이라 완정한 형태로만 남아 있게 된 것이다.

29) 버클리본 섬용지 권1, 2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있다.

30) 그림 2에서 오사카본의 두주에 힌 “正月可種葵芥”는 “時候” 아래에 표기한 권  부분에 

넣으라는 뜻이다.  “六月六日種葵中伏以後可種冬葵”를 “種之早 爲秋葵遲 爲冬葵”로 교

정하라는 지시는 王氏農書 의 인용부분을 잘못 옮긴 것에 한 교정이다. 즉 “六月六日種

葵中伏以後可種冬葵”는 王氏農書 에 그 로 어있으나 이 역시 四民月令 을 인용한 것

으로, 의 귀와 복되므로 이 부분을 지우고 이 부분 바로 앞의 귀인 “種之早 (俗呼:

王氏農書 원문에는 이 두 자가 더 있음) 爲秋葵遲 爲冬葵”를 넣으라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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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어지 오사카본

2) 고 본  국립본 

반면 고 본은 아주 정제된 책이다. 책의 크기와 원고 면과 종이질, 서체 등

이 모두 균일하다. 오자도 규장각본이나 국립본과 견주어 상당히 은 편이다.

심 하단에는 모두 ‘자연경실장’이라 있다. 그러나 원고는 목 이 아니다. 괘

선도 그렸고, ‘자연경실장’도 각 면마다 자체가 달라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오사카본의 보  상태를 보면 여기 기에 좀 먹은 흔 이 지 않게 보이

는 데 반해 고 본(규장각본, 국립본을 포함하여)은 보  상태가 아주 좋다. 오사

카본은 모두 1915년 4월에 도서 에 들어왔다. 비교  이른 시기에 도서 에 들어

왔고, 그 후로는 좀이 먹는 등의 훼손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서유구의 입양 손자 서태순(徐太淳, 1821~1868)이나 홍경모(洪敬謨, 177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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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의 서유구에 한 기록에는 그의 작이 모두 집에 

보 되었다고 했다.31) 한동안은 집에 보 되었을 것이고, 이 기간에 책의 훼손은 

이미 진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고 본과 규장각본, 국립본  오자가 가장 은 사본은 고 본이다. 고 본은 

고 상태에서부터 잘못 진 것 때문에 오자가 발생한 것을 제외하면 상

으로 가장 안정 으로 사된 사본이다. 뿐만 아니라 49책이 남아 있어서 9책밖에 

남아 있지 않은 국립본에 비하면 완질에 가깝다. 국립본은 林園十六志目 (1책)

과 본리지 (6책)와 휴지 (1책)가 남아 있는데, 역시 고 본처럼 정제되어 있

다. 다만 오자가 고 본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고 본의 오류와 상당 부분이 

일치하고 있어서 고 본을 필사 모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씨 가장본

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 본을 선본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

이다.

4. 필사본의 계통

필사본들의 계통을 세우기 해서는 필사시기와 필사 원본의 추 , 그리고 형

식과 내용의 유사성 비교가 건이다. 이와 련하여 이러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

는 내용이 최근 발견되었다. 東亞日報 1939년 4월 20일자에 실린 ｢林下經綸의 

不朽雄篇｣이라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 기사는 그간 추측으로 무성했던 필사본의 

필사시기와 계통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보성

문학교(  고려 )에서 1년 6개월에 걸쳐 서유구가의 가장(家藏) 필사본 113권 53

책을 필사하는 작업을 최근에 완료했다는 기사로, 고 본의 필사시기를 알려주는 

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사는 규장각본의 필사시기와 필사 원

본까지 알려 주고 있다. 서씨가의 가장본을 몇 년 에 경성제국 학(城大) 도서

에서 한 벌 등 했다는 것이다. 이 한 벌이 규장각본일 것이다.

31) 徐太淳, ｢先王 奉朝賀府君墓表追記｣[2002 完營日 三, 大同文化硏究院, 547쪽]; 洪敬謨,

｢吏曹判書致仕奉朝賀楓石徐公諡狀｣, 冠岩叢史 [2002 完營日 三, 大同文化硏究院,

541-542쪽]; 李裕元, 嘉梧藁略 册十八 ｢墓誌｣ “吏曹判書致仕奉朝賀文簡徐公墓誌[2003 韓

國文集叢刊 316, 民族文化推進 ,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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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처럼 엇만 인각(印刻)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오직 수사본(手寫本) 한 벌이 

그의 자손집에 하여 내려오는 것을 년  성 (城大) 도서 에서 한 벌 등 (謄抄)

하 을 뿐 그 밖에는 아직 해잇음을 보지 못한 만치 심히 귀한 진 (珍籍)인 것인

데 재 보성 문학교 도서 에서 이것을 원본 그 로 등 하기 시작한 지 이미 一

년하고도 六개월 근근 완성을 보게 되어 히세의 귀본이 세상에 하나 더 늘게 된 것

이다.32)

이 기사에 근거하면 서씨가의 가장본이 규장각본과 고 본의 필사 원본이고,

규장각본이 고 본보다 몇 년 앞서 1930년  반 경에 필사되었다. 재는 가장

본의 소재가 불분명하나 존하고 있다면 북한의 인민 학습당에 소장되어 있다는 

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이로써 규장각본, 고 본, 국립본의 계통은 명료해진다.

그 다면 남은 문제는 고본인 오사카본과 서씨 가장본과의 계이다. 규장각

본, 고 본, 국립본이 오사카본의 편집 지시를 정확히 따르고 있는 을 감안하면,

가장본은 오사카본을 정사한 본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본은 오사카본과 완 히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

측의 근거는 바로 심의 필사처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다. 가장본을 모본으로 필

사한 두 본  규장각본은 심에 필사처를 거의 지 않았으나, 간혹 필사자의 

일 성 결여로 ‘자연경실장’을 어 놓기도 했다. 이런 만 고려한다면 가장본이 

오사카본의 정리본일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고 본과 국립본에는  다

른 필사처인 ‘楓石菴書屋’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곳은 체로 그림이나 

표가 실려 있는 곳이었다. 권 체에 기록되기도 하지만 한 권에 일부가 힌 곳

도 자주 에 띈다.33) 이 사실에서 기 원고의 이행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풍석암서옥은 서유구가 용주(蓉洲, 서울 용산 근처로 추정)에서 조부 서명응을 

모시고 3년 간(1779~1781년) 머물 던 곳이다. 그 후에도 이곳에서 춘추좌씨

을 읽기도 하고, 숙제(叔弟) 서유락(徐有樂, 1772~1830)과 종부제(從夫弟) 서유

(徐有榮, 1772~1843)의 례를 행하기도 했다.34) 이런 정황으로 볼 때 풍석암서옥 

사본은 자연경실장 사본보다 시기 으로 앞선다. 서유구가 은거하고 있을 무렵

32) ｢林下經綸의 不朽雄篇｣ 東亞日報 , 1939년 4월 20일 기사.

33) 楓石菴書屋이라 힌 곳은 본리지 권10-13 체, 섬용지 권1, 2의 그림 부분 총 3면, 보

양지 권8 체, 인제지 권26 총 1면, 유 지 권2 6면-끝, 이운지 권7 총 1면, 이운지

권8 총 6면 등이다.

34) 조창록, 2002 楓石 徐有榘에 한 한 연구 (성균  박사학 논문), 1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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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823년) 이 풍석암서옥본 원고로 술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목이기도 하

다. 하지만 풍석암에서 얼마나 거처했는지에 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다면 왜 한 책에 풍석암서옥과 자연경실장이 섞여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도 풍석암서옥의 고본에서 자연경실장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림 부분은 다

시 모사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로 남겨두었을 것이다. 좀 복잡하거나 그 로 오

려 붙인 그림이 있는 경우는 개 풍석암서옥본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

로 정리했다면 오사카본에도 특히 그림이 들어 있는 곳에 풍석암서옥본 원고가 

있어야 할 텐데, 오사카본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고 본과 국립본에서 풍석

암서옥이라 힌 부분의 오사카본을 보면 여기에는 거의 자연경실장이  있지 

않았다는 만 확인된다. 이로부터 오사카본 이외의 3종이 오사카본을 모본으로 

하지 않았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오사카본을 모본으로 했다면 오사카본에는 

없는 필사처를 매 면마다 었을 가능성이 기 때문이다. 결국 오사카본과 다른 

계열의 다른 가장본을 모본으로 정서한 1차 사본이 서유구 생존 때 완성되었

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본이 규장각본과 고 본의 모본이 되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북한의 인민 학습당본이 만약 이런 사본이라면 임원경제지 사

본 연구에 새로운 기를 마련할 수 있고, 여기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문을 해소

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존 주요 사본 네 종이 완성된 순서는 잠정 으로 다

음과 같이 결론 낼 수 있다. 오사카본과 다른 고본이 있었을 것이고, 이 본을 

사한 가장본이 고려 본과 규장각본의 모본이다. 국립본은 고려 본을 모본으

로 했다. 한 고 본이 15지의 인(引)이 없는 에서 미진하나 존 사본  선본

으로 확정할 만하다. 고 본의 오류는 이본과 조하여 교감하는 과정에서 해결

될 것이다.

  -오사카본( 고본)

고 본(선본) → 국립본

- 서유구 가장본( 고본) → 서유구 가장본( 사본, 존 미상)    

                                                          규장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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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는말

이상에서 임원경제지 의 통행본인 규장각본의 문제 들을 짚어보고 다른 주

요 사본 세 종을 포함하여 필사본 네 종의 계통의 정리를 시도해 보았다.

임원경제지 가 우리나라에서 요한 으로 알려지기 시작한지 거의 70 여

년이 되어 간다. 1960년 에는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도 등장할 만큼 많은 사람들

에게 알려지기도 하고 각 방면에서의 연구도 비교  활발했던 서물이었으나 정작 

이 책의 진면목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내용이 방 하고 난해하기에 체 인 검

토가 어렵다 하더라도,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의 선본 조사조차도 치 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임원경제지 연구  번역이 많은 부분 사상 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미 출간된 세 종의 번역서에서는 이러한 들을 

 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35) 임원경제지 의 체 교감본이 아직 제시되

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번역과 연구는 고 본은 물론 다른 필사본과의 면 한 

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논문투고일(2009. 5. 3), 심사일(1차: 2009. 5. 15, 2차: 2009. 5. 29), 

게재확정일(2009. 6. 10)

35) 최근 임원경제연구소에서 필자와 김정기가 공동으로 완역한 임원경제지 본리지 (2008~ 

2009) 3책에서는 고 본을 본으로 하고 규장각본, 국립본, 서강 본, 오사카본( 본리지 는 

오사카본에는 없으나 ｢林園十六志例 ｣, ｢本利志引｣ 등의 번역에 활용했다.)과의 교 작업

은 물론 서유구가 참조한 인용문헌과의 타교 작업까지 수행하여 상세한 교감본을 제시했다.

본 논문은 이 본리지 번역  교감 작업 과정에서 상당 부분 도움을 받았다. 후속 번역서

도 역시 고 본을 근간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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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n Copying Editions of 
Imwon-kyungje-ji ( )

Jeong, Myunghyun

The main goals of this paper are that I choose the best one of Imwon-kyungje-ji (林

園經濟志, Records for rural life of Chosun jentlemen) copying editions, and that I 

systematize between existing copying editions. Imwon-kyungje-ji compiled by Seo-yugu 

(徐有榘, 1764~1845) in nineteenth century is a kind of a common life encyclopedia 

in Chosun. Since this book is paid attention to in early or mid-twentith, many scholars 

have researched on Imwon-kyungje-ji, the part translations of this have been published 

recently, too. A foundation of these results is copying editions of Kyujanggak for the 

most part.

Copying editions of Kyujanggak copied in 1930’s, however, have many problems. 

In addition to irregularity in a form of the book, these editions have fallacies like 

omissions, repetitions, discrepancies of characters. Existing copying editions being 

contrasted with each other, it prove that copying editions owned by Korea university 

library are the best copying edition. And we know these editions are different from 

copying editions owned by Osaka library in Japan which are rough copies.

Keywords: Imwon-kyungje-ji (林園經濟志), Imwon-simnewk-ji (林園經濟志), Seo-yugu 

(徐有榘), the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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