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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8개 도서 과 미국과 일본의 3개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61종의 사소  본을 계통 분류하고, 

주요 도서  소장본을 비교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61종의 사소  조사 결과, 본의 종류는 

5종( 청장 사소 , 사소 , 쇼졀 , 토사소 , 사소 지 )으로 계통 분류된다. 상세 조사결과, 사소 과 

사소 지 이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언문본 쇼졀 은 활자본 사소 을 언문으로 번역하 고 토사소 은 

활자본 사소 을 토하 으며, 사소 지 은 정고본 청장 사소 을 산정한 것임을 밝혔다. 2) 주요 도서 의 

청장 사소  소장본 비교 결과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소장본이 체로 유사하며, 사소  소장본 비교 결과 경기  

소장본이 비교  양호하게 사하 음을 분석하 다. 3) 사소 지 과 청장 사소 을 비교한 결과 사소 지 은 

정고본 청장 사소 의 ‘사 편’ 요약본이며, 22장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하 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nd classifies 61 pieces of hereditary Sasojeol versions in possession of 8 libraries 

in Korea and 3 libraries in the US and Japan and compares them with one another with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61 pieces of Sasojeol, it was found out that the hereditary 

versions are classified into 5 kinds including Cheongjangkwan Sasojeol, Sashojyeol of Korean version, 

Hyunto Sasojeol and Sasojeoljijeol. The detailed investigation proves that Sasojeol and Sasojeonjijeol are 

imparted to the present most often, that Sashojyeol of Korean version is the traslated from printed version 

of Sasojeol, that Hyunto Sasojeol is the Korean editings of printed version of Sasojeonl, and the Sasojeoljijeol 

is the ummarized version of Cheongjangkwan Sasojeol. Secondly, the comparison of Cheongjangkwan Sasojeol 

possessed by major libraries proves that the version in National Library of Korea's and Jangseogak's 

possession are similar to each other by and large and that the comparison of Sasojeol possessed by each 

institution proves that the version in Kyonggi University's possession copied the former generally fine. 

Thirdly, the comparison of Sasojeoljijeol and Cheongjangkwan Sasojeol proves that Sasojeonjijeol is the 

summarized version of redrafted Cheongjangkwan Sasojeol and traces of 22 sentences being add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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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실 을 목 으로 하는 

유교사회에서 선조들은 격몽요결(擊蒙要訣)

(1577), 사례편람(四禮便覽) (1187) 등과 같

은 다양한 규범서를 술하 다. 그  18세기 

기 지식인이자 실학자 던 이덕무(李德懋 1741

∼1793)는 자기 통제  교육을 주장하는 교훈서

이자 규범서로서 사소 (士 節) 을 술하

다. 원고로 해지던 이덕무의 여러 술들을 아

들 이 규(李光葵)가 편집하고 이완수(李琬秀)

가 교정하여 청장 서(靑莊館全書) 로 엮어 

냈으며, 이때 사소 (이후 청장 사소 )도 

포함되었다. 이는 이후 별본의 활자본으로 간행되

었으며, 언문으로 번역되고 요약본도 간행되었다. 

사소 에 한 선행연구  서지  연구로 

오용섭(2008)은 청장 서 의 일부로 다루

었으며, 김진백(1991)은 사소 에 한 부분

인 본 고찰을 하 다. 김 진(2014)은 청

장 서 의 편찬, 체재, 결락 부분에 한 고찰

과 이덕무의 기타 작과 일문(逸文) 그리고 청

비록(淸脾 ) 을 상으로 문헌학 인 연구를 

개하 다. 

한미경(2014)은 정고본 청장 사소 과 활

자본 사소 을 조사  비교하여 활자본 사

소 이 정고본 청장 사소 을 재정리  재

구성하여 간행하 음을 분석하 다. 하지만 ‘사

소 ’ 는 ‘이덕무’로 검색되는 다양한 필사본 

사소 과 휘류사소 (彙類士 節)   사

(士節) , 사규(士規)  등의 표제로 여러 도

서 에 소장되어 있는 사소  본에 한 

구체 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와 미국  일본의 

11개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61종 사소  
본을 조사하여 청장 사소 , 사소 , 언문본 

쇼졀 , 토사소  그리고 사소 지 (士

節之節) 로 계통 분류  고찰하고, 더 나아가 

주요 도서 의 청장 사소 과 사소 에 

한 각 소장본의 비교 분석과 사소 지 과 청

장 사소 의 비교 분석을 목 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

사소  본에 한 조사와 비교 분석의 

범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11개 도서  소장의 사소  
본 조사를 하여 국내의 국립 앙도서

(이후 표와 그림에서는 ‘국 ’으로 약칭), 규장

각, 장서각 외에 존경각, 고 , 연 , 경북   

경기  도서 과 미국의 버클리 학 동아시아

도서 과 일본의 동양문고와 와세다(早稲田)

학 도서 을 상으로 진행하 다.

둘째, 국내외 도서  소장의 사소  본 

61종을 조사 후 1) 정고본 청장 사소 , 2) 활

자본 사소 , 3) 언문본 쇼졀 , 4) 토본 

토사소 , 5) 요약본 사소 지 로 계통 분류

하고 계통 분류별 각 본의 특징을 고찰하 다.

셋째, 주요 도서 의 사소  소장본 간의 

비교 분석은 ‘사 편(士典編)’을 상으로 하

다. 다만 활자본 사소 을 토한 토사

소 과 소장본 2종  1종은 ‘부의편(婦

編)’만을 다루고 있는 언문본 사소 은 소장

본 비교분석에서 제외하 다. 즉, 주요 도서

의 소장본 비교 분석은 정고본 청장 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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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활자본 사소   요약본 사소 지

을 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1) 청장 사소 은 국립 앙도서 과 존

경각  규장각 소장의 필사본을 상으로 (1) 

체 수록 문장수 기록의 유무, (2) 체 수록 문

장수의 차이, (3) 각 면 문장 편성의 차이, (4) 이

자의 사용, (5) 오자의 사용, (6) 문장의 락 

는 추가, (7) 문장의 복 등을 비교하 다.

2) 사소 은 국립 앙도서  소장의 활자

본과 장서각  경기  소장의 필사본( 사본)

을 상으로 (1) 체 수록 문장수, (2) 오자의 

사용, (3) 문장의 락, (4) 문장의 추가 등을 

비교하 다. 

3) 사소 지 의 경우 정고본 청장 사소

과의 비교를 하여 국립 앙도서 과 존경

각  규장각 소장의 청장 사소 을 상으

로 (1) 참고 본, (2) 산정 상 내용, (3) 체 

수록 문장수, (4) 문장의 추가, (5) 존경각 소장

본과의 유사성, (6) 순서의 변경 등을 비교하

다. 한 일부 사소 지 에 추가된 22개 문장

의 상세 조사를 하여 활자본 사소 과의 비

교도 진행하 다.

1.3 연구의 방법과 제한

사소  본에 한 조사와 비교 분석의 

방법과 각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11개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사소  본 악을 하여 ‘사소 ’과 ‘이

덕무’를 검색어로 조사 상 도서 의 홈페이지

를 조사하 다. 다만 본의 소장 황 주로 

조사하여 각 도서 의 청구기호와 본  권책

사항을 상으로 하되, 그 외 형태사항 등의 서지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 국내외 도서  11

개 을 상으로 조사하 기에 일부 주요 사소

 본이 조사되지 않았을 제한 이 있겠다. 

둘째, 비교 상이 되는 주요 도서 의 청장

사소 과 사소   사소 지  소장본의 

원본 조사는 실사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각 도서

의 운  규정에 의거하여 원본 외에 마이크로 

필름 는 데이터베이스 원문을 조사  참고하

다. 다만 도서  규정상 원본 는 원문의 복

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일부 도서  주의 권

수제면만이 논문에 제시되는 제한 이 있겠다.

셋째, 주요 도서 의 ｢청장 사소 ｣과 ｢사소

｣ 각 소장본의 비교분석과 사소 지 과 청

장 사소 의 비교 분석은 두문자인 각 문장의 

첫 두 자를 추출하여 진행하 다.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두문자의 문장 

체를 상으로 진행하는 제한 이 있겠다.

 2. 사소  본의 계통 분류와 
특징 

이장에서는 국내외 11개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61종의 사소  본을 조사하여 계통 

분류하고, 계통 분류에 따라 국내외에 소장되

어 있는 1) 정고본 청장 사소 , 2) 활자본 

사소 , 3) 언문본 쇼졀 , 4) 토본 

토사소 , 5) 요약본 사소 지 의 서지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사소  본의 계통 분류

사소  본 조사를 하여 ‘사소 ’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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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무’를 검색어로 국내 8개 도서 (국립 앙도서

, 규장각, 한국학 앙연구원의 장서각, 성 의 

존경각, 연세 와 고려   경북 와 경기  도

서 )과 국외 3개 도서 (미국의 버클리 학 도

서 과 일본의 동양문고와 와세다 학 도서 )

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총 61종이 조사되었으며, 

청구기호와 원 본과 다른 본  본(零本)

의 권책사항 심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국내외 도서  소장의 61종에 한 사소  
본의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계통 분류되

었다. 즉 사소 은 이덕무가 서를 쓴 1775년의 

고본에 이어 정고본(1810년), 활자본(1853년), 

본

도서

청장 사소 사소 사쇼졀 토사소 사소 지

필사본 
5卷2冊
1810년

활자본( 사자본)
8卷2冊
1853년

필사본(한 본)
1冊

1870년

신연활자본
1冊

1916년

목활자본
1冊

1926년

국내

국립
앙

도서

∙古貴1570-12 ∙古朝17-2-2
∙古154-6
∙古031-33
∙古朝17-2-1
∙의산고1259-19 
필사본
1冊(卷5-8)

∙古朝25
사쇼졀
64장

∙1259-13
∙우 古154-5 

∙한古朝
17-35

∙일산古
1259-10

∙古129-2
∙동곡古
159-98 

규장각

∙奎4917
∙古0270-12
∙古0270-12A
∙想白古
170-Y53c
1冊(卷1-2)

∙經古170-Y53s 
∙가람古170-Y53s
∙古1149-5

∙古 1149-22
쇼졀
2권1책

장서각

∙A5E 23
1冊(冊2)

∙A5E 7A
필사본

∙K1-49
∙A5E 7
1冊(冊1)

∙A5E 7B
∙A5E 7D
1冊(冊1)

∙A5E 7C

존경각

∙A05E-0031b ∙A05E-0031
∙A05E-0031a
필사본
1권1책

∙A05E-0065 ∙A05E-007

고려

∙만송 A4 A60C
∙서창 A4 A60A
필사본
8권1책

∙ 학원 A4 A60B
필사본
4권1책

∙ 학원 A4 A60A 
필사본

∙화산 A4 A60
∙ 학원 A4 A60
∙육당 C1 A7

∙만송 A4 A59 
∙ 학원 A4 A59 

<표 1> 국내외 사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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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이덕무 

술
사소 고본

      ⇓                    ⇓

1810년 
이 규, 이완수

: 고본의 편집, 교정

청장 서

사소
정고본

      ⇓                    ⇓

1853년

최성환 

편집 간행

: 정고본의 재정리, 재구성

사소 활자본

      ⇓                    ⇓

1870년 

조태희 

언문번역

: 활자본의 번역

쇼졀 언문본

      ⇓                    ⇓

1916년

백두용 

열( 토)

: 활자본의 토

토사소 토본

      ⇓                    ⇓

1926년

하성재 

산정

: 정고본의 요약

사소 지 요약본

<표 2> 사소 본의 계통 분류

본

도서

청장 사소 사소 사쇼졀 토사소 사소 지

필사본 
5卷2冊
1810년

활자본( 사자본)
8卷2冊
1853년

필사본(한 본)
1冊

1870년

신연활자본
1冊

1916년

목활자본
1冊

1926년

국내

연세

∙고서(III)4569 0
필사본

∙고서(이원철) 395 
이덕무 사-인

∙고서(열운) 395 
이덕무 사-인

∙고서(원씨) 395
이덕무 사-필
필사본

∙고서(귀) 433 0
필사본 
6卷3冊

∙고서(I) 395 
이덕무 사-인

∙고서(II) 
390.936 4 

∙고서(I) 395 
이덕무 사-목

경북

∙古中177 
이223ㅅ –1
필사본
1冊(卷1-4)

∙古백강 
177 백227

∙古177 하
53ㅅㄱ

∙古牧177 
하53ㅅ 

경기
∙K113351-2
필사본

∙K101175
∙K109997

미국 버클리 ∙39.103 ∙1681.4024

일본
동양문고 ∙Ⅶ-3-7 0

와세다 ∙ロ13 02471

총 8종 33종 2종 5종 1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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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본(1870년), 토본(1916년)  요약본(산

정권 1926년)의 5종으로 계통 분류된다.

2.2 사소  본의 특징 

국내외 소장의 각 본의 서지  특징은 다

음과 같다.

2.2.1 정고본 청장 사소

이덕무의 원고들을 정리  교정하여 청장

서 를 엮을 때 함께 실은 것으로 일명 청장

사소 로 불리 운다(<그림 7>, <그림 8>, <그

림 9> 참조). 국내의 경우 규장각에 3종이 소장

되어 있고, 그 외에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존경각에 각 1종씩 소장되어 있어 총 7종이 

조사되었으며, 미국 버클리 학(UC Berkeley)

에 1종이 소장되어 있어 총 8종이 조사되었다.

미국의 버클리 학에 소장되어 있는 청장

사소 (<그림 7> 참조)은 일명 ‘아사미문고

본’으로 1969년에 Fang Chaoying(房兆㨕)의 

해제를 통하여 소개되었으며, 규장각 등의 국내 

일부 소장본은 이를 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용섭 89-102). 국내 본  국립 앙도서

의 ‘古貴1570-12’는 반환문화재이며, 규장각 

소장본은 모두 주석과 사기(寫記)가 있다. 장서

각 소장본 ‘A5E 23’은 2책  제2책의 권3-5로서 

조선시  학자 홍길주(洪吉周 1786~1841)가 

필사한 필사본(洪吉周筆寫本)이라는 묵기가 

있어 이에 한 조사가 요구된다

2.2.2 활자본 사소

일반 으로 사소 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최성환이 1853년에 청장 사소 을 정리  

재구성하여 사자(全史字) 활자로 간행한 것

이다(<그림 9>, <그림 10>, <그림 11> 참조). 국

내의 경우 국립 앙도서 에 5종, 규장각에 3

종, 장서각에 5종, 존경각 2종, 고  도서 에 

7종, 연 도서 에 6종 그리고 경북  도서

과 경기  도서 에 각 1종씩 소장되어 있어 총 

30종이 조사되었다. 미국 버클리 학과 일본 

동양문고  와세다 학 도서 에도 각 1종씩 

소장되어 있어 총 33종이 국내외 도서 에 소

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활자본 사소 은 국내 8개 도서 과 국외 

3개 도서 을 상으로 조사한 사소  
본 61종  33종으로 약 54%나 된다. 이는 활

자본 사소 이 간인되어 보다 많이 유통되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1> 참조). 한편, 조

사 상 도서  소장본 33종  8종, 약 24%는 

필사본( 는 사본)으로 소장되어 있으며, 이

를 통하여 활자본 사소 은 이외에도 더 

사되어 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사소  본의 소장 비율

국립 앙도서  소장본 ‘古031-33’의 표제

는 ‘휘류사소 (彙類士 節)’이며, 규장각 소

장본 ‘가람古170-Y53s’의 표제는 ‘사 (士節)’

이며, 장서각소장본 ‘A5E7’은 표제 외에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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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規)’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

여 사소 은 다양한 서명으로 불리웠을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일본 와세다 학 도서 소장

의 사소 의 경우 ‘智圓□方’, ‘世平永’, ‘

浪書齋’ 등의 인문(印文)과 ‘吉田東伍旧蔵’의 

장서기가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여러 

사람과 기  등에 의하여 소장되어 오다가 와세

다 학 도서 에 최종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2.2.3 언문본 쇼졀

사소 은 언문, 즉 한 로 번역된 것으로 

국립 앙도서 과 규장각에 각 1종 씩, 총 2종

이 조사되었으며, 모두 필사본이다. 

국립 앙도서  소장의 쇼졀 (古朝25 <그

림 2> 참조)의 경우 권말에 서가 있으며 ‘성상

즉 칠년경오…됴택희셔하노라’의 기록이 있

다. 이를 통하여 고종(高宗) 즉  7년인 경오(庚

午), 즉 1870년에 조택희가 번역하고 필사하

음을 보여 다. 본문 60장과 조택희의 서문이 

2장으로 총 62장이다. 이는 사소  ‘부의편’의 

성행, 언어, 복식, 동지, 교육, 인륜, 제사, 사물을 

상으로 언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반면 규장각 소장본 쇼졀 (古1149-22, 

<그림 3> 참조)은 권두에 이덕무의 서와 목차

에 이어 활자본 사소  내용의 순서 로 구

성되어 있다. 권1에 뎐, 권2에 뎐과 부의  

동규를 싣고 있다. 

2.2.4 토본 토사소

토사소 은 활자본 사소 을 토한 것

으로 국립 앙도서 에 2종, 장서각과 존경각  

경북 도서 에 각 1종씩 소장하고 있어 총 5종

이 조사되었으며, 신연활자본이다(<그림 4> 참조). 

국립 앙도서  소장본(우 古154-5)에 의

하면 병진(丙辰 1916)년에 안왕거(安往居)가 

쓴 서가 있으며, 이덕무가 술하고 최성환이 

편한 것을 백두용(白斗鏞)이 열(閱)하 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토사소 은 

최성환이 편한 활자본 사소 에 백두용이 

토하 음을 알 수 있다. 권기에 의하면 이는 

정(大正) 5년(1916)에 경성 한남서림(翰南

書林)에서 발행되었으며, 2권 1책이다. 

 

<그림 2> 

국  쇼졀

<그림 3> 

규장각 쇼졀

<그림 4> 

토사소

<그림 5> 

사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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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요약본 사소 지

사소 지 은 사소 에 실려 있는 ‘사

’의 내용을 추려 정리한 것이다(<그림 5> 참

조). 국립 앙도서 에 4종, 존경각에 1종, 고

와 경북   경기  도서 에 각 2종씩 소장

되어 있어 총 13종이 조사되었다. 목활자본으

로 활자본 사소 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병인(丙寅 1926)년에 하성재(河性在)가 쓴 

인(引)에 의하면 사소 의 ‘사 (士典)’을 추

려 266장의 문장을 산정한 산정권(刪定卷 즉, 

요약본)이라는 기록이 있다. 

국립 앙도서  소장본  ‘한古朝 17-35’에

는 구 거당(廣居 )에서 1928에 발행하

다는 기록이 있다. ‘동곡古159-98’의 경우 사

소 지 인(士 節之節引) 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는 사소 지 의 잘못이다.

3. 주요 도서  소장본의 비교 분석

이장에서는 정고본 청장 사소 과 활자

본 사소 을 상으로 각각의 주요 도서  

소장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1 청장 사소  소장본의 비교 분석

정고본 청장 사소 은 국내 7종, 미국 1종, 

총 8종이 소장되어 있다. 그  국립 앙도서  소

장본(古貴 1570-12)과 존경각 소장본(A5E-31b) 

 규장각 소장본(奎4915)의 ‘사 편’을 상으

로 비교한 결과([부록 1], <표 4> 참조)와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소장본(A5E 7A)의 책2

를 비교한 결과(<표 3> 참조)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체 수록 문장수 기록의 유무. 존경각 

소장본의 경우 매 책(권)마다 총 수록 문장수가 

기록되어 있으나, 국립 앙도서  소장본과 규장

각 소장본은 수록 문장수에 한 기록은 없다. 

둘째, 체 수록 문장수. 술하 듯이 존경

각 소장본에 기록된 장수에 의거하여 ‘사 편’

은 총 587장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립 앙도서  소장본과 규장각 소장본의 경

우 존경각 소장본에 없는 권2의 132면에 ‘君子’

가 있어 기본 으로 1장의 문장이 더 많다.

셋째, 각 면 문장 편성의 차이. <표 4>에서 나

타나듯이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규장각 

소장본은 부분 각 면의 문장 편성에 차이가 

있다. 이는 사하면서 자 크기와 행자수의 

배치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장본

 면

국  청장 사소

5권2책

장서각 청장 사소

1책(책2)

3 妄婦, 婦妾, 凡入, 所居 妾婦, 婦妾, 凡入, 所居 

11 凡回, 無病, 丈, 飮食 凡因, 無病, 丈, 飮食 

15 凡入, 子女, 呼水 凡入, 子女, 呼永

18 嘯咜, 旣無, 士僉, 父母 嘯咜, 旣無, 士無, 父母

<표 3>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소장 청장 사소 책2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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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버클리  

청장 사소

<그림 7> 규장각 

청장 사소

<그림 8> 존경각 청장 사소

 (A5E-31b)

 

<그림 9> 장서각 

사소 (A5EA)

<그림 10> 경기  

사소

<그림 11> 존경각 사소

 (A05E-0031a)

넷째, 이자(異字)의 사용. 사하면서 일부 

정자가 아닌 이자의 사용으로 인한 소장본 간

의 차이가 조사되었다. 일례로 권1의 14면의 경

우 국립 앙도서 과 규장각 소장본은 ‘它人’

이라 기술하고 있고, 존경각은 ‘他人’이라 기술

하고 있다. 그 외 18면의 국립 앙도서 과 존

경각 소장본은 ‘當窗’을, 규장각 소장본은 ‘當

牕’을 사용하고 있다(<표 4> 참조).

다섯째, 오자(誤字)의 사용. 필사자 는 

사자의 잘못으로 보이는 오자 사용이 조사되었

다(<표 4> 참조). 일례로 50면의 경우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소장본은 ‘人親’을, 규장각 

소장본은 ‘入親’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한 

실제 내용을 조사해 보니 ‘入親戚之家, 見其

婦女, 不敢放其 笑’로 규장각 소장본이 맞게 

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권1의 3

면의 ‘妄婦’와 ‘妄婢’와 권2의 18면의 ‘士僉’과 

‘士無’의 경우도 있다. 특히 89면의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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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䝿思’, ‘遺思’, ‘貴思’ 필사하 다.

면 국 존경각 규장각 비고

책

1

14 它人 他人 ×
이자

락:규

18 當窗 當窗 當牕 다름:규

24 俯著 俯著 俯着 다름:규

29 稱人 稱譽 稱譽 다름:국

50 人親 人親 入親 다름:규

72 䕑 鞍 鞍 다름:국

76-7 托跡 托迹 托跡 다름:존

82 大夫 大夫 士夫 다름:규

83 凡學 凡 凡 다름:국

88 祭侈 祭侈 癸侈 다름:규

89 䝿思 遺思 貴思 모두다름

94 美人 弄人 弄人 다름:국

98-9 待賓 侍賓 侍賓 다름:국

103 行祭 行祭 行癸 다름:규

103 參祭 參祭 參癸 다름:규

125 糖蝦 糖蝦 糠蝦 다름:규

129 眼命 眼命 安明 다름:규

131-2 君子 × 君子 락:존

책

2

2-3 妄婦 妄婦 妄婢 다름:규

18 士僉 士僉 士無 다름:규

18 父母 父兄 父兄 다름:국

25 炳劇 炳劇 病劇 다름:규

<표 4> 청장 사소  소장본의 비교

여섯째, 문장의 락 는 추가. 이는 14면과 

132면에서 조사되었다. 표 으로 132면의 규

장각 소장본 ‘君子’의 경우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소장본에는 없는 문장으로 이들 각 소장

본에 락되었거나 규장각 소장본이 추가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문장의 복. 이는 존경각 소장본에

서 보이는 경우로 권1의 30면과 31면을 살펴보

면 ‘ 衆’이 두 번 나오는데,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소장본의 체 문장을 살펴본 결과 두 

번째 ‘ 衆’은 복 기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고본 청장 사소 의 주요 

도서  소장본의 ‘사 편’을 비교한 결과, 필사 

는 사하면서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문제의 경우 

사본을 본으로 다시 사하 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소장본을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네 

개의 오자 외에 각 면의 문장 편성도 일치하며, 

문장의 추가나 락도 없다. 따라서 국립 앙도

서 과 장서각 두 소장본이 동일한 본을 사

하 거나 는 둘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본이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사소  소장본의 비교 분석

활자본 사소 은 국내 30종, 국외 3종의 총 

33종의 본  23종이 활자본이며 10종이 필

사본(즉 사본)이다. 활자본과 사본의 비교 

분석을 하여 국립 앙도서 의 활자본(古貴 

17-2-2)과 장서각 소장본(A5E-7A)  경기  

소장본(K113351-2)의 ‘사 편’을 상으로 비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록 2], <표 5> 참조). 

첫째, 체 수록 문장수. 국립 앙도서 과 

장서각 소장본의 수록 문장수는 각 582장이다. 

다만 국립 앙도서  소장본에 있는 2장은 장

서각 소장본에는 없고 장서각 소장본에 추가되

어 있는 2장은 국립 앙도서  소장본에는 없

다. 즉, 두 소장본의 경우 4장은 다른 문장이다. 

반면 경기  소장본은 국립 앙도서  소장본

과 다르지 않다. 

둘째, 오자의 사용. 활자본인 국립 앙도서  

소장본을 기 으로 사본인 장서각 소장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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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장본의 오자 상태를 살펴보면 총 11곳

에서 오자가 발견되었다(<표 5> 참조). 그  일

부를 제외하고 부분 장서각 소장본이 오자로 

표기하고 있다. 즉 오자 문제가 은 경기  소

장본이 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 국 장서각 경기 비고

책

1

14 當牕 當窓 當牕 이자

18 寡欲 寡欲 寡慾 다름:경

24 見儒 見伩 見儒 다름:장

28 網巾 絧巾 網巾 다름:장

35 飮食 飮酒 飮食 다름:장

43 瞬目 × 瞬目 락:장

47 噫讀 × 噫讀 락:장

91 父子 父子 父兄 다름:경

110 曩 妄 曩 다름:장

120 一事 × 一事 락:장

131 偶食 偶人 偶食 다름:장

133 祁寒 × 祁寒 락:장

134 人 × × 락:장,경

책

2

3 婦妾 妾婦 婦妾 다름:장

5 因恚 因怒 因恚 다름:장

6 凡因 凡怒 凡因 다름:장

8 卑賤 卑賤 卑幼 다름:경

<표 5> 사소  소장본의 비교

셋째, 문장의 락. 활자본인 국립 앙도서

 소장본을 기 으로 사본인 장서각과 경기

 소장본의 문장이 락된 경우는 책1의 43면

의 ‘瞬目’, 47면의 ‘噫讀’, 114면의 ‘今人’, 120

면의 ‘一事’, 134면의 ‘ 人’에서 발견되었다. 

문장이 락된 5곳의 문장을 살펴보면 장서각 

소장본은 모두 락되어 있으며, 경기  소장

본은 134면 ‘ 人’의 한 문장만 락되어 있다. 

문장의 락 문제 한 경기  소장본이 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문장의 추가. 장서각 소장본은 59면에 

‘門振’과 ‘今每’, 97면에 ‘壞妻’, ‘ 官’, ‘婢子’, 

‘又徒’ 그리고 책2의 8면에 ‘其罪’와 같이 총 7 

개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활자본인 국

립 앙도서  소장본에는 없는 문장이며, 경

기  소장본에도 이러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활자본 사소 의 국립 앙도

서  소장본과 장서각과 경기  도서  소장본

을 비교한 결과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 5곳이 

락되어 있고 7곳이 추가되어 있는 반면 경기  

도서  소장본은 체 으로 사 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사소 지 과 
청장 사소 의 비교 분석

기본 으로 사소 지 의 참고 본 조사를 

하여 정고본 청장 사소 과 활자본 사소

과의 비교 결과 청장 사소 을 요약한 것

임을 조사하 다. 따라서 국립 앙도서 의 청

장 사소 (古貴 17-2-2) 외에 존경각과 규장

각 소장의 청장 사소 과 사소 지 과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부록 1] 참조).

첫째, 참고 본. 체 인 내용의 개 조사 

결과 사소 지 은 20세기 에 요약 정리하

면서 당시 이미 간행된 활자본 사소 을 

본으로 참고하지 않고 정고본 청장 사소

을 산정하여 요약하 다. 

둘째, 산정 상 내용. 사소 은 사 과 부

의  동규의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소

지 은 그  ‘사 편’만을 상으로 산정하

여 요약하 다.

셋째, 체 수록 문장수. 국립 앙도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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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본의 ‘사 편’의 총 장수는 588장이며, 사소

지 은 ‘인’의 기록에 의하면 ‘사 ’을 산정

하여 총 266장으로 정리하여 약 45.4%를 수록

한 것이다(<그림 12> 참조). 그러나 실제 ‘인’의 

내용을 보면 ‘減十之七’이라 하여 약 30%정도

로 산정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림 12> 사소 지  요약 상 문장의 

비율

넷째, 문장의 추가. 상술하 듯이 사소 지

에는 국립 앙도서  소장본의 ‘사 편’에 

없는 22장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책1의 27

면, 42면, 49면, 60면, 67면, 74면, 75면, 84면, 

91면, 96면, 104면, 106면, 119면, 120면, 128면

과 책2의 4면, 7면의 2장, 13면, 23면  29면의 

문장은 추가된 문장이다. 즉, 사소 지 에 

수록된 문장 266장  22장으로 약 8.3%는 정

고본 청장 사소  ‘사 편’에는 없는 추가된 

문장이다. 추가된 문장 조사를 하여 활자본 

사소 을 비교한 결과 활자본 사소 에도 

없는 문장들이다. 

다섯째, 존경각 소장본과의 유사성. [부록 1]

의 정고본 청장 사소 의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규장각 소장본과 사소 지 의 비

교 결과 존경각 소장본과의 공통된 부분이 발

견된다. 특히 76면의 ‘托跡’과 89면의 ‘遺思’는 

규장각 소장본을 참고하여 요약 정리하 을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여섯째, 순서의 변경. 105면의 ‘靜菴’과 107

면의 ‘一事’는 해당 두문자에 해당하는 체 문

장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래 73면과 69면에 

진술되어 있던 문장을 순서를 변경하여 원래보

디 뒤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과 같이 사소 지 은 1926년에 사소

의 ‘사 편’을 산정하여 정리하면서 당시 이

미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던 사소 이 아닌 

1853년의 정고본 청장 사소 을 본으로 

요약하 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분석된 내용에 

의하면 성  존경각 소장본인 청장 사소  
과 다소 유사해 보인다. 한 22장의 새로운 문

장이 추가된 것이 발견되었으나 이들 추가 문장

은 활자본 사소 에 없는 문장이며, 30%정도

로 산정하 다는 기록과는 달리 실제 45.5%(추

가문장 22장을 빼는 경우 41.7%)가 사소 지

에 실린 것으로 미루어 고본을 참고하 거

나 별개의 문장을 추가하 을 가능성이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국내외 도서  소장의 다양한 사

소  본 조사와 주요 도서  소장본의 비

교 분석을 목 으로 진행하 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사소  본 조사를 하여 국내 

8개 도서 (국립 앙도서 , 규장각, 장서각, 

존경각, 고  도서 , 연  도서 , 경북  도서

  경기  도서 )과 국외 3개 도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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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버클리 학교 도서 과 일본의 동양문고와 

와세다 학교 도서 )의 61종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주요 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사소  
본은 정고본 청장 사소 , 활자본 사소

, 언문본 쇼졀 , 토본 토사소   

요약본 사소 지 로 계통 분류됨을 분석하

다. 

둘째, 청장 사소 의 소장본 비교 분석을 

하여 국립 앙도서 과 존경각  규장각 소

장본을 상으로 1) 체 문장수 기록의 유무, 

2) 체 수록 문장수, 3) 각면 문장 편성의 차

이, 4) 자의 차이, 5) 오자의 사용, 6) 문장의 

락 는 추가, 7) 문장의 복 등을 분석한 

결과 필사본을 사하거나 사본을 본으로 

다시 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 을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 국립 앙도서 과 장서

각 소장본(A5E 7A)의 책2를 비교한 결과 일

부 오자 외에 각면의 문장 편성도 일치하며, 문

장의 추가나 락도 없이 상호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활자본 사소  소장본의 비교 분석

을 하여 국립 앙도서 의 활자본과 장서각 

 경기 의 사본을 상으로 1) 체 수록 

문장수, 2) 오자의 사용, 3) 문장의 락, 4) 문

장의 추가 등을 분석한 결과 경기  소장본이 

활자본과 유사하며 체 수록 문장 장수가 다

르지 않고, 체 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넷째, 사소 지 을 상으로 청장 사소

과 사소 을 비교한 결과 사소 지

은 정고본 청장 사소  ‘사 편’을 요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국립 앙도서 과 존

경각  규장각 소장의 청장 사소 과 사

소 지 의 1) 참고 본, 2) 산정 상 내용, 

3) 체 수록 문장수, 4) 문장의 추가, 5) 존경

각 소장본과의 유사성, 6) 순서의 변경 등을 비

교한 결과 존경각 소장의 청장 사소 을 참

고하여 산정하 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22장의 문장이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

하 다. 

종합 으로 이 연구를 통하여 사소  
본은 이덕무의 원고인 고본(1775년) 이후 정

고본(1810년), 활자본(1853년), 언문본(1870년), 

토본(1916년)  요약본(산정권 1926년)으

로 계통 분류되며, 간인본인 사소 과 사소

지 이 가장 많이 함을 고찰하 다. 특

히 언문본 쇼졀 은 활자본 사소 을 언문

으로 번역하고 토본 토사소 은 활자본 

사소 을 토한 것에 반해 사소 지 은 

1926년 당시 통용되었을 1853년의 활자본 사

소 이 아닌 1810년의 정고본 청장 사소

의 ‘사 편’을 산정한 요약본임을 발견하 다. 

이 연구를 통하여 진행된 사소  본 조

사 분석 내용은 도서 과 련 연구자들에게 

서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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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凡今 凡今 凡今 凡今

6 王 , 放達 王 , 放達 王 , 放達 放達

7 酒, 或問, 過獎, 勿抨, 當食 酒, 或問, 過獎, 勿抨, 當食, 凡借 酒, 或問, 過獎, 勿抨 酒, 凡借

8 凡借, 凡僭, 出入, 客或, 凡浴, 凡僭, 出入, 客或, 凡浴, 當食, 凡借, 凡借, 出入, 客或 出入, 凡浴,

9 跨好, 觀書, 凡入, 語時, 凡寓 跨好, 觀書, 凡入, 語時, 凡寓
凡浴, , 跨好, 觀書, 凡入, 語時, 

凡寓

跨好, 觀書, 語時, 

凡寓

10 人或, 世或, 人 人或, 世或, 人, 見 人或, 世或, 人或, 人

11 見 , 借人, 誰有, 演義, 聞淫 借人, 誰有, 演義, 聞淫, 人 人, 見 , 借人, 誰有, 演義 借人, 人

12 人, 人或, 卑賤, 居喪, 座有 人或, 卑賤, 居喪, 座有 聞淫, 人, 人或, 卑賤, 居喪 卑賤, 座有

13 凡獲, 書牘, 讀書, 家中 凡獲, 書牘, 讀書, 家中, 凡食 座有, 凡獲, 書牘, 讀書, 家中
凡獲, 書牘, 讀書, 

家中, 凡食

14 凡食, 人, 衆, 噉菁, 人 人, 衆, 噉菁, 他人, 祈寒 凡食, 人, 衆, 噉菁 人, 噉菁, 祈寒

15 祈寒, 自 自 , 我  人, 祈寒, 自 自 , 我  

16 我 , 羹之, 衫口, 勿作, 男子, 若人 羹之, 衫口, 勿作, 男子, 若人, 常戒 我 , 羹之, 衫口, 勿作, 男子 勿作, 男子, 若人

17 常戒, 凡入, 薄, 致齋, 當行 凡入, 薄, 致齋, 當行, 凡趨 若人, 常戒, 凡入, 薄, 致齋 凡入, 薄, 當行

18 凡趨, 凡宿, 當窗, 人示 凡宿, 當窗, 人示, 人 當行, 凡趨, 凡宿, 當牕 當窗, 人示, 人 

19 人, 窄窄, 長 窄窄, 長 人示, 人, 窄窄, 長 窄窄

20 姊妹, 士人, 馬疲, 見牛, 桀倦 姊妹, 士人, 馬疲, 見牛,  桀倦 姊妹, 士人, 馬疲 姊妹, 士人, 見牛 

21 宗人, 群居, 曩 宗人, 群居, 曩 見牛, 桀倦, 宗人, 群居, 曩

22 簡黙, 凡入, 見人 簡黙, 凡入, 見人 簡黙, 凡入, 見人 簡黙, 凡入, 見人

23 入人, 勿 , 君子 入人, 勿 , 君子, 網巾 入人, 勿 , 君子 入人, 勿 , 君子

24 網巾, 俯著, 自以, 或病, 兒啼 俯著, 自以, 或病, 兒啼, 行見 網巾, 俯着, 自以, 或病, 兒啼
俯著, 或病, 兒啼, 

行見

25 行見, 凡在, 父兄, 親戚, 墻璧 凡在, 父兄, 親戚, 墻璧, 盥勿 行見, 凡在, 父兄, 親戚, 墻璧 墻璧, 盥勿

26 盥勿, 語, 人, 久坐, , 方食 語, 人, 久坐, , 方食, 董蘿 盥勿, 語, 人, 久坐,  語, 人, 

27 董蘿, 卑賤, 張先, 見姊, 貧而 卑賤, 張先, 見姊, 貧而 方食, 董蘿, 卑賤, 張先, 見姊
卑賤, 奴, 見姊, 

貧而

28 稠坐, 人, 我若, 名流 稠坐, 人, 我若, 名流 貧而, 稠坐, 人, 我若 稠坐, 名流

29 能心, 稱人, 凡束 能心, 稱譽, 凡束 名流, 能心, 稱譽

30 不可, 幅巾, 人云, 衆, 人若, 不可, 幅巾, 人云, 衆, 人若 凡束, 不可, 幅巾, 人云, 衆 不可, 人若

31 聞人, 人或, 凡於, 子女 衆, 聞人, 人或, 凡於, 子女 人若, 聞人, 人或, 凡於
衆, 聞人, 人或, 

子女

32 子弟, 居喪, 居 子弟, 居喪, 居 子女, 子弟, 居喪 子弟

33 見有, 炳中 見有, 炳中 居, 見有 見有, 炳中

34 風聞, 人, 良辰 風聞, 人, 良辰 炳中, 風聞, 人, 良辰 風聞, 人, 良辰

35 假如, 人, 凡 , 俚俗, 凡謄 假如, 人, 凡 , 俚俗, 凡謄 假如, 人, 凡 假如, 俚俗, 凡謄

36 制暴, 人之, 語, 人, 不敎 制暴, 人之, 語, 人, 不敎 俚俗, 凡謄, 制暴, 人之, 語, 人 制暴, 語, 人

37 客見, 凡 , 婚姻, 嚴寒 客見, 凡 , 婚姻 不敎, 客見, 凡 , 婚姻 凡 , 婚姻

38 羡心, 無事, 口不, 凝䴢, 身有, 吸煙 嚴寒, 羡心, 無事, 口不, 凝䴢 嚴寒, 羡心, 無事, 口不, 凝䴢, 身有 嚴寒, 羡心

39 心有, 慣習, 聞人, 士大 身有, 吸煙, 心有, 慣習 吸煙, 心有, 慣習., 聞人 吸煙, 慣習

40 有攘, 方 , 飢寒, 參族 聞人, 士大, 有攘, 方 , 飢寒 士大, 有攘, 方 , 飢寒 有攘, 方

41 見新, 事涉, 凡 , 看書 參族, 見新, 事涉, 凡 , 看書, 參族, 見新, 事涉, 凡 , 看書 事涉, 凡 , 看書, 

42 我有, 誰寒, 勿長 我有, 誰寒 我有, 誰寒 我有, 凡入

43 洪湛, 雖有, 世有 勿長, 洪湛, 雖有 勿長, 洪湛, 雖有 雖有

44 童稚, 人, 不有, 聞人 世有, 童稚, 人, 不有, 聞人 世有, 童稚, 人, 不有, 聞人
世有, 童稚, 人, 

不有, 聞人

45 器什, 人有, 淺狹 器什, 人有 器什, 人有

46 讀書, 友雖, 勿稱, 勿若, 酒食 淺狹, 讀書, 友雖, 勿稱, 勿若 淺狹, 讀書, 友雖, 勿稱, 勿若 讀書, 友雖, 勿稱

47 飮食, 栗谷, 勿誦, 授 , 勿慣, 流俗 酒食, 飮食, 栗谷, 勿誦, 授 , 勿慣 酒食, 飮食, 栗谷, 勿誦, 授 , 勿慣
酒食, 飮食, 勿誦, 

授

48 食訖, 勿入, 勿斥 流俗, 食訖, 勿入 流俗, 食訖, 勿入

49 勿以, 家有, 人或 勿斥, 勿以, 家有, 人或 勿斥, 勿以, 家有, 人或 家或, 家有, 人或

[부록 1] 청장 사소  주요 소장본의 비교와 사소 지 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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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雨行, 病向, 人親, 終日 雨行, 病向, 人親 雨行, 病向, 入親 雨行

51 枕頭, 平生, 子弟 終日, 枕頭, 平生, 子弟 終日, 枕頭, 平生, 子弟

52 士人, 襪背, 使奴, 勿狎 士人, 襪背, 使奴 士人, 襪背, 使奴 士人, 使奴

53 夫婦, 人或, 徐妹 勿狎, 夫婦, 人或 勿狎, 夫婦, 人或 夫婦, 人或

54 憂 , 凡入, 朝廷, 不可 徐妹, 憂 , 凡入, 朝廷 徐妹, 憂 , 凡入, 朝廷 凡入

55 後生, 凡入, 人之 不可, 後生, 凡入 不可, 後生, 凡入 不可, 凡入

56 人莫, 勿以, 天下, 人之, 人莫, 勿以, 天下 人之, 人莫, 勿以, 天下 人之, 勿以, 天下,

57 凡見, 凡 , 癡獃 凡見, 凡 , 癡獃 凡見, 凡 , 癡獃

58 世無, 丈, 今人, 溪 世無, 丈, 今人 世無, 丈, 今人 嘲侮, 丈, 今人

59 借人, 君子, 拘忌 溪, 借人, 君子 溪, 借人, 君子 溪, 借人, 君子

60 凡入, 出入, 凡入 拘忌, 凡入, 出入 拘忌, 凡入, 出入 婚姻, 凡入

61 乞人, 人情, 凡入, 乘馬 凡入, 乞人, 人情 凡入, 乞人, 人情 凡入, 乞人

62 勿於, 勿厭, , 看書, 士貴 
凡入, 乘馬, 勿於, 勿厭, , 看書, 

士貴 

凡入, 乘馬, 勿於, 勿厭, , 看書, 

士貴 

63 古 , 主人 古 , 主人 古 , 主人 主人

64 借人, 士若, 勿遽 借人, 借人 士若

65 人有, 雨中, 隣里, 一先 勿遽, 人有, 雨中, 隣里 勿遽, 人有, 雨中, 隣里 人有

66 世或, 世繼, 我諸 一先, 世或, 世繼 一先, 世或, 世繼 世繼

67 祖父 我諸, 祖父 我諸, 祖父

明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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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族祖, 一事 族祖, 一事, 不妄 族祖

70 不妄, 處子, 勿置, 徒行, 道逢, 人於 處子, 勿置, 徒行, 道逢, 人於 一事, 不妄, 處子, 勿置, 徒行, 道逢 處子, 勿置

71 勿參, 翼翼, 讀書 勿參, 翼翼, 讀書, 父子 人於, 勿參 翼翼, 讀書 勿參, 讀書

72 父子, 借人, 䕑 , 訓蒙 借人, 鞍 , 訓蒙 父子, 借人, 鞍 訓蒙

73 靜菴, 自遠 靜菴, 自遠 訓蒙, 靜菴 自遠

74 長 , 飯羹, 菹若, 凡脯 長 , 飯羹, 菹若, 凡脯 自遠, 長 , 飯羹, 菹若, 凡脯 長 , 稱貨

75 凡魚, 雖貧, 向冨, 書曰 凡魚, 雖貧, 向冨, 書曰 凡魚, 雖貧, 向冨 雖貧, 向冨, 平壤

76 喜時, 托跡 喜時, 托迹 書曰, 喜時 托迹

77 風俗, 人不 風俗, 人不 托跡, 風俗

78 善 , 贋款, 人只 善 , 贋款, 人只 人不, 善 , 贋款 贋款

79 噫讀, 氣浮, 見人, 河豚 噫讀, 氣浮, 見人, 河豚 人只, 噫讀, 氣浮, 見人, 河豚 噫讀

80 說夢, 談命 說夢, 談命 說夢, 談命 談命

81 不可, 見儒, 不可 不可, 見儒, 不可, 同里 不可, 見儒, 不可, 同里 不可

82 同里, 吾家, 大夫 吾家, 大夫, 勿以 吾家, 士夫

83 勿以, 勿討, 凡學 勿討, 凡 勿以, 勿討, 凡

84 磨墨, 恥憤, 有所, 乍露, 萵苣, 磨墨, 恥憤, 有所, 乍露, 萵苣, 魚肉 磨墨, 恥憤, 有所, 乍露, 萵苣 磨墨, 人方

85 魚肉, 世俗, 凡吃, 羹魚 世俗, 凡吃, 羹魚 魚肉, 世俗, 凡吃, 羹魚

86 甘苽, 頭, 衆坐, 卑幼 甘苽, 頭, 衆坐, 卑幼 甘苽, 頭, 衆坐, 卑幼

87 羅一 羅一 羅一 羅一

88 逢人, 潔以, 祭侈 逢人, 潔以, 祭侈, 毋迫, 驟見 逢人, 潔以 逢人, 毋迫, 驟見

89
毋迫, 驟見, 學古, 䝿思, 柳處, 妄人, 
人

學古, 遺思, 柳處, 妄人, 人, 善參
癸侈, 毋迫, 驟見, 學古, 貴思, 柳處, 

妄人

學古, 遺思, 妄人, 

人, 善參

90 善參, 作標, 天下, 俚語 作標, 天下, 俚語, 參人 人, 善參, 作標, 天下 作標, 天下, 參人

91 參人, 親知, 人或, 凡書 親知, 人或, 凡書 俚語, 參人, 親知, 人或 親知, 下生

92 居喪 居喪 凡書, 居喪

93 凡我 凡我 凡我 凡我 

94 美人, 太嚴, 風俗, 人家 弄人, 太嚴, 風俗, 人家 弄人, 太嚴, 風俗 太嚴, 人家

95 一門, 勿踞, 人 一門, 勿踞, 人 人家, 一門 一門

96 騎馬, 兒, 我若 騎馬, 兒, 我若 勿踞, 人, 騎馬, 兒 騎馬, 飮酒

97 一徃, 腹中, 貸 , 償之, 借人, 吉人
一徃, 腹中, 貸 , 償之, 借人, 吉人, 

不明
我若, 一徃, 腹中, 貸 , 償之 一徃, 償之, 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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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不明, 語, 飯時, 待賓 語, 飯時, 侍賓 借人, 吉人, 不明, 語, 飯時

99 深責, 前, 語, 山水 深責, 前, 語, 山水 侍賓, 深責, 前, 語, 山水 山水

100 顧寧 顧寧 顧寧

101 宋天 宋天 宋天

102 同志, 衣食 同志, 衣食, 不至 同志, 衣食 同志

103 不至, 行祭, 參祭, 雖有, 偶食, 人以, 行祭, 參祭, 雖有, 偶食 不至, 行癸, 參癸, 雖有, 偶食 雖有

104 學語, 唐一 人以, 學語, 唐一 人以, 學語, 唐一 魯文

105 器量, 無病 器量 器量 73 靜菴

106 耽酒, 徒文, 聘氣, 寡慾, 多 無病, 耽酒, 徒文, 聘氣 無病, 耽酒, 徒文, 聘氣 溫公

107 自古, 曹南, 適往 寡慾, 多 , 自古, 曹南 寡慾, 多 , 自古, 曹南 69 一事

108 客, 周明 適往, 客, 周明 適往, 客, 周明

109 我有, 傳道 我有, 傳道 我有, 傳道

110 習俗, 移, 可, 邑思 習俗, 移, 可 習俗, 移, 可 習俗, 可

111 一生, 强人, 事有, 慎勿, 人之, 朱子
邑思, 一生, 强人, 事有, 慎勿, 人之, 

朱子

邑思, 一生, 强人, 事有, 慎勿, 人之, 

朱子
事有, 慎勿

112 貸人, 有操, 貧家 貸人, 有操 貸人, 有操

113 敎 , 授 , 子賞 貧家, 敎 , 授 貧家, 敎 , 授 敎 , 授

114 或問, 宗人, 劉忠 子賞, 或問, 宗人 子賞, 或問, 宗人 子賞, 宗人

115 夫婦, 勿自, 勿以 劉忠, 夫婦, 勿自 劉忠, 夫婦, 勿自 勿自

116 食蕪, 今之 勿以, 食蕪, 今之 勿以, 食蕪, 今之

117 持身 持身 持身

118 弟之, 牛溪, 人家 弟之, 牛溪 弟之, 牛溪 弟之, 牛溪

119 勿以, 酒雖, 雖盛 人家, 勿以 人家, 勿以 大抵

120 病中, 輕躁, 瞬目, 寧都 酒雖, 雖盛, 病中, 輕躁, 瞬目 酒雖, 雖盛, 病中, 輕躁, 瞬目 病中, 白虎

121 宋魏 寧都, 宋魏 寧都, 宋魏 宋魏, 

122
見善, 欲一, 險人, 讀書, 讀至, 讀書, 

疑人
見善, 欲一, 險人, 讀書, 讀至, 讀書 見善, 欲一, 險人, 讀書, 讀至, 讀書 險人

123
士當, 天下, 凡入, 士不, 先塞, 士先, 

惡人
疑人, 士當, 天下, 凡入, 士不, 先塞 疑人, 士當, 天下, 凡入, 士不, 先塞 士當, 凡入, 先塞

124 君子, 搖扇, 行縢, 遜雖, 笠注, 親飢
士先, 惡人, 君子, 搖扇, 行縢, 遜雖, 

笠注

士先, 惡人, 君子, 搖扇, 行縢, 遜雖, 

笠注
士先, 惡人, 遜雖

125 寢於, 養生, 糖蝦, 口中 親飢, 寢於, 養生, 糖蝦 親飢, 寢於, 養生, 糠蝦

126 牛之, 逢人, 凡脯, 婚禮, 修藝 口中, 牛之, 逢人, 凡脯, 婚禮 口中, 牛之, 逢人, 凡脯, 婚禮

127 子, 朱一 修藝, 子, 朱一 修藝, 子, 朱一 子, 朱一

128 試闈, 羹臛, 凡入 試闈, 羹臛, 凡入 試闈, 羹臛, 凡入 試闈, 消日

129 眼命, 家畜, 食方, 嚴首, 金鉉, 董斯 眼命, 家畜, 食方, 嚴首, 金鉉 安明, 家畜, 食方, 嚴首, 金鉉 食方, 嚴首, 金鉉

130 申涵, 施閏, 洪垣, 羅倫, 潘府, 高䙪 董斯, 申涵, 施閏, 洪垣, 羅倫 董斯, 申涵, 施閏, 洪垣, 羅倫 董斯, 由涵

131 錢一, 劉永, 賀欽, 吳 , 薛瑄, 君子
潘府, 高䙪, 錢一, 劉永, 賀欽, 吳 , 

薛瑄

潘府, 高䙪, 錢一, 劉永, 賀欽, 吳 , 

薛瑄

潘府, 高䙪, 吳 , 

薛瑄

132 趙山, 朴君, 金府 趙山, 朴君 君子, 趙山, 朴君 趙山

133 讀書, 科宦 金府, 讀書, 科宦 金府, 讀書, 科宦

134 愛親, 鄭寒, 我雖 愛親, 鄭寒 愛親, 鄭寒

135 署月, 夜半, 爲客, 春秋, 元君 我雖, 署月, 夜半, 爲客, 春秋 我雖, 署月, 夜半, 爲客, 春秋 署月, 春秋

136 陳仲 元君, 陳仲 元君, 陳仲 元君

冊

二

卷

之

三 

士

典

1 自以, 事事, 耕樵 自以, 事事, 耕樵  自以, 事事  自以, 事事

2 陳第, 忍耐, 人於, 不耐 陳第, 忍耐, 人於, 不耐, 妄婦 耕樵, 陳第, 忍耐 陳第, 不耐

3 妄婦, 婦妾, 凡入, 所居 婦妾, 凡入, 所居, 假人 人於, 不耐, 妄婢, 婦妾, 凡入 凡入, 假人 

4 假人, 李榕 李榕 所居, 假人, 李榕 溺心

5 姿性, 四書 姿性, 四書 姿性 

6 家人 家人, 燕居 四書, 家人 家人

7 燕居, 有疑, 授 , 家人 有疑, 授 , 家人 燕居, 有疑, 授 有疑, 書貴, 嘗見 

8 切禁, 妻子, 凡有, 家人 切禁, 妻子, 凡有, 家人, 宋任 
家人, 切禁, 妻子, 凡有, 家人, 宋任, 

妒人 
凡有, 宋任 

9 宋任, 妒人, 索隱  妒人, 索隱  索隱  妒人, 索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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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

二

卷

之

三 

士

典

10 異端, 冠雖, 仁 , 不收, 家人 異端, 冠雖, 仁 , 不收, 家人 異端, 冠雖, 仁 , 不收 不收

11 凡因, 無病, 丈, 飮食 凡因, 無病, 丈, 飮食, 人或 家人, 凡因, 無病 凡因, 人或

12 人或, 修飭 修飭, 人情 丈, 飮食, 人或, 修飭 修飭, 人情

13 人情, 婦翁, 日出 婦翁, 日出 人情, 婦翁, 日出 婦翁, 半日 

14 日啖, 鄒孝 日啖, 鄒孝 日啖, 鄒孝 鄒孝

15 凡入, 子女, 呼水 凡入, 子女, 呼水 凡入, 子女, 呼水 凡入

16 宗法, 風聞, 治生, 雖憊, 跪勿, 書雖
宗法, 風聞, 治生, 雖憊, 跪勿, 書雖, 

勿動
宗法, 風聞, 治生, 雖憊, 跪勿 跪勿, 書雖, 勿動

17
勿動, 凡 , 長 , , 借人, 卑幼, 

蠅噆, 天日
凡 , 長 , 借人, 卑幼, 蠅噆, 天日

書雖, 勿動, 凡 , 長 , , 借人, 

卑幼,

長 , , 蠅噆, 

天日

18 嘯咜, 旣無, 士僉, 父母 嘯咜, 旣無, 士僉, 父兄 蠅噆, 天日, 嘯咜, 旣無, 士無, 父兄 嘯咜, 旣無, 父兄
19 凡重, 勿戱, 御製, 長 , 借人 凡重, 勿戱, 御製, 長 , 借人, 不可 凡重, 勿戱, 御製, 長 御製, 不可

20 不可, 凡寢, 祖父 凡寢, 祖父, 或問 借人, 不可, 凡寢

21 或問, 富貴, 趙淸 富貴, 趙淸 祖父, 或問, 富貴 趙淸

22 錢塘 錢塘 趙淸, 錢塘 錢塘 

23 又曰, 又曰 又曰, 又曰 又曰, 又曰 事父

24 因恚 因恚 因恚

25 炳劇, 當食, 輕脫, 炳劇, 當食, 輕脫, 病劇 炳劇

26 人家, 姑, 妻有, 病中, 耽於 人家, 姑, 妻有, 病中, 耽於 當食, 輕脫, 人家, 姑, 妻有 病中

27 鄕野, 平日, 自以 鄕野, 平日, 自以 病中, 耽於, 鄕野, 平日, 自以 平日, 自以

28 我若, 謝肇, 顧寧 我若, 謝肇, 顧寧 我若, 謝肇 我若, 顧寧

29 君子, 動 君子, 動 顧寧, 君子, 動 君子

30 平生, 親戚, 檢人 平生, 親戚, 檢人 平生, 親戚, 檢人 同春

31 吾有, 不近, 犯禁, 讀書, 惡衣 吾有, 不近, 犯禁, 讀書, 惡衣 吾有, 不近, 犯禁, 讀書, 惡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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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一

士

典

一

性

行

7 凡今 凡今

8 放達, 自 放達, 自

9 勤 勤

10 姿性 姿性

11 愛親, 靜庵, 栗谷 愛親, 靜庵, 栗谷

12 溪, 修飭 溪, 修飭

13 修藝, 器量 修藝, 器量

14 世或, 當牕, 輕躁 世或, 當窓, 輕躁 當牕

15 逢人, 家人, 病中, 病劇, 吉人,騁氣 逢人, 家人, 病中, 病劇, 吉人, 騁氣

16
氣浮, 索隱, 人云, 遜雖, 一生, 强人, 有所, 乍露, 不近, 

心有, 羡心
氣浮, 索隱, 人云, 遜雖, 一生

17 錢一, 潘府, 嚴首, 羅倫, 恥憤
强人, 有所, 乍露, 不近, 心有, 羡心, 錢一, 潘府, 嚴首, 

羅倫, 恥憤

18 嘯咤, 不至, 寡欲, 自古, , 貴思, 潔以 嘯咤, 不至, 寡欲, 自古, , 貴思, 潔以 寡慾

語

19 語, 喜時, 呼水 語, 喜時, 呼水

20 新居, 多 , 善 , 使奴, 凡 , 俚俗, 俚語 新居, 多 , 善 , 使奴, 凡 , 俚俗, 俚語

21 勿稱, 不可, 薄, , 群居 勿稱, 不可, 薄, , 群居

22 口不, 口中
口不, 口中, 勿慣, 聞淫, 慣習

22 勿慣, 聞淫, 慣習

23 衆, 人若, 聞人 衆, 人若, 聞人

24 人或, 聞人, 衆坐, 見儒,朝廷 人或, 聞人, 衆坐, 見伩,  朝廷 見儒

25 士夫, 勿自, 方 , 參族 士夫, 勿自, 方 , 參族

26 子女, 親戚, 署月, 長 , 托跡 子女, 親戚, 署月, 長 , 托跡

27 洪垣 洪垣

服

食

27 惡衣, 衫口, 行縢, 燕居, 雖寒 惡衣, 衫口, 行縢, 燕居, 雖寒

28 襪背, 凡束, 幅巾, 網巾, 冠雖 襪背, 凡束, 幅巾, 絧巾, 冠雖 網巾

29 士人, 俯着, 笠注 士人, 俯着, 笠注

30 趙山, 人有, 凡在, 凡入, 富貴 趙山, 人有, 凡在, 富貴

31 雖有 凡入, 雖有

32 家人, 家有, 見牛, 犯禁 家人, 家有, 見牛, 犯禁

33 河豚, 平生, 人 河豚, 平生, 人

34 凡吃, 食蕪, 糖蝦, 我若 凡吃, 食蕪, 糖蝦, 我若

35 勿苦, 飮食, 參人, 主人 勿苦, 飮酒, 參人, 主人 飮食

36 酒食, 人, 衆 酒食, 人, 衆

37 人, 人, 飮食, 凡脯凡脯, 牛之 人, 人, 飮食, 凡脯凡脯, 牛之

38 羹臛, 羹之, 羹魚, 萵苣, 魚肉 羹臛, 羹之, 羹魚, 萵苣, 魚肉

39 凡魚, 甘瓜, 噉菁, 凡食, 當食 凡魚, 甘瓜, 噉菁, 凡食, 當食

40 飯時, 酒雖, 飯羹, 菹若 飯時, 酒雖, 飯羹, 菹若

卷

二

士

典

二

動

止

41 君子, 仁 , 出入 君子, 仁 , 出入, 語時

42 語時, 搖扇, 窄窄, 盥勿, 君子 搖扇, 窄窄, 盥勿, 君子

43 世俗, 勿作, 前, 瞬目 世俗, 勿作, 前, 凡 瞬目

44 凡 , 凡趨, 跪勿, 乘馬, 跨好, 雖有, 徒行 凡趨, 跪勿, 乘馬, 跨好, 雖有, 徒行

45 宗人, 行見, 勿以, 無事 宗人, 行見, 勿以, 無事, 淺狹

46 淺狹, 試闈, 天下, 讀書 試闈, 天下, 讀書, 讀至

47 讀至, 噫讀, 人只, 柳處 人只, 柳處, 曹南 噫讀

48 曹南, 人於 人於, 道逢, 見新

49 道逢, 見新, 客或, 稠坐, 久坐, , 當食 客或, 稠坐, 久坐, , 當食, 身有, 或炳

50 身有, 或炳, 入人, 勿 , 雨行 入人, 勿 , 雨行, 凡入

51 凡入, 凡入, 凡入, 凡入 凡入, 凡入, 凡入,凡入

52 凡入, 凡宿, 凡寓 凡宿, 凡寓, 凡寢

[부록 2] 활자본 사소 주요 소장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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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止

53 凡寢, 凡見, 凡 凡見, 凡 見 , 男子

54 見 , 男子, 食方, 土貴, 居喪 食方, 土貴, 居喪, 雖貧

55 雖貧, 雖憊, 雖盛 雖憊, 雖盛., 無病, 憂

56 無病, 憂 , 雖有, 不可, 病中 雖有, 不可, 病中, 炳向

57 炳向, 兒啼, 馬疲, 蠅虫 兒啼, 馬疲, 蠅虫 , 天下, 人莫  

謹

愼

58 天下, 人莫, 王 , 乘倦 王 , 乘倦, 謹避, 勿踞, 凡重

59 謹避, 勿踞, 凡重, 食訖, 出入, 凡入 食訖, 門振, 今每, 出入, 凡入, 入親, 親戚, 凡入

60 入親, 親戚, 凡入, 騎馬, 勿入, 風俗 騎馬, 勿入, 風俗, 勿斥, 父兄

61 勿斥, 父兄, , 人, 行祭, 參祭 , 人, 行祭, 參祭, 當行

62 當行, 致齋, 羅一 致齋, 羅一

63 書曰, 書曰, 

64 御製, 人以, 勿以 御製, 人以, 勿以, 勿以

65 勿以, 癡獃, 墻壁, 鄭寒
癡獃, 墻壁, 鄭寒,趙淸, 朱一

66 趙淸, 朱一

67 翼翼 翼翼, 士不

68 士不, 有操, 勿參, 有攘 有操, 勿參, 有攘, 色思, 無病

69 色思, 無病, 養生, 不耐, 朴君 養生, 不耐, 朴君, 劉忠

70 劉忠, 風聞, 風聞, 人於 風聞, 風聞, 人於

卷

三

士

典

三

敎

習

71 士貴 士貴

72 或問, 日出 或問, 日出, 吳

73 吳 , 高 , 施閏, 勿誦, 人之, 欲一, 徒文 高 , 施閏, 勿誦, 人之, 欲一, 徒文, 先塞, 終日 

74 先塞, 終日, 能心, 論 能心, 論, 賀欽

75 賀欽,  讀書, 李榕 讀書, 李容 李榕

76 書雖, 不明 書雖, 不明, 學古, 語

77 學古, 語, 有疑, 讀書, 讀書 有疑, 讀書, 讀書

78 士大, 看書, 看書 士大, 看書, 看書

79 周明 周明

80 檢人 檢人, 長

81 長 , 眼明, 金鉉, 讀書, 讀書 眼明, 金鉉, 讀書, 讀書, 讀書

82 讀書, 居喪, 居喪, 病中, 學語 居喪, 居喪, 病中, 學語

83 四書 四書, 古

84 古 , 演義, 後生, 授  演義, 後生, 授  

85 敎 , 授  敎 , 授  

86 授 , 予嘗, 不可 授 , 予嘗, 不可

人

倫

87 祖父, 祖父 祖父, 祖父, 凡書

88 凡書, 出繼 出繼 

89 人家 人家, 一先

90 一先, 人或, 人家 人或, 人家

91 父子, 父兄 父子, 父兄 父兄, 父兄

92 錢塘 錢塘, 又曰, 

93 又曰, 又曰 又曰 

94 鄒孝 鄒孝

95 宋任
宋任, 夫婦

96 夫婦, 夫婦

97 妻有, 士人, 習俗 妻有, 士人, 壞妻, 官, 婢子, 又徒, 習俗, 謝蓽, 人家

98 謝肇, 人家, 姊妹, 世有, 見姊 姊妹, 世有, 見姊

99 婦翁, 世無, 族祖 婦翁, 世無,  

100 顧寧 族祖, 顧寧

101 宋天 宋天 

102 移, 腹中 移 

103 飢寒, 一門, 世或 腹中, 飢寒, 一門

104 我諸, 春秋 世或, 我諸, 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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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四

士

典

四

交

接

105 同志, 士無, 若吾 同志, 士無, 若吾, 不收, 輕脫 

106 不收, 輕脫, 愼勿, 科宦 愼勿, 科宦, 假人, 陳仲 

107 假人, 陳仲, 寧都 寧都 劉永, 董詞, 申㥛

108 劉永, 董詞, 申涵, 朱子 朱子, 自以, 㺯人
109 自以, 弄人, 妄人, 事事, 平生 妄人, 事事, 平生, 童稚, 假如

110 童稚, 假如, 曩 妄 , 友雖, 今之  曩

111 友雖, 今之 持身 

112 持身 人或 

113 人或, 人情 人情, 今日, 牛溪

114 今人, 牛溪, 婚姻, 弟之 婚姻, 弟之, 訓蒙 今人

115 訓蒙 傳道

116 傳道 勿厭, 長, 長, 長 , 長 , 自以, 語 

116 勿厭, 長, 長, 長  人示, 稱譽, 過獎, 人 

117 長 , 自以, 語, 人示, 稱譽 勿遽, 頭, 客, 勿置, 作標

118 過獎, 人, 勿遽, 頭 簡黙, 旣無, 惡人, 人情, 妬人 

119 客, 勿置, 作標, 簡黙, 旣無 驟見, 毋迫, 宋魏 

120 惡人, 人情, 妬人, 驟見, 毋迫, 一事, 宋魏 董蘿, 凡 , 唐一 一事

121 董蘿, 凡  鄕野, 人或 

122 唐一, 鄕野 可, 疑人, 險人, 士當, 凡 , 善參, 勿戱  

123 人或, 可, 疑人 
凡有, 座有, 凡入. 客見, 嚴寒

124 險人, 士當 凡

125 善參, 勿戱, 凡有, 座有, 凡入 凡入, 親知 我有, 自遠

126 客見, 嚴寒, 凡入, 親知 勿討, 人, 良辰, 人 

127 我有, 自遠, 勿討, 人 人, 凡 , 凡入, 凡於

128 良辰, 人, 人, 凡  凡入, 平日, 家人 

129 凡入, 凡於, 凡入 人或, 他人, 人或

130 平日, 家人, 人或, 他人 見有, 偶人 

131 人或 見有, 偶食 適往, 常戒, 若入 偶食

132 適往, 常戒, 若入, 我 , 名流 我 , 名流, 家畜, 祈寒

133 家畜, 祁寒, 夜半, 爲客, 我有 夜半, 爲客, 我有, 方食 祁寒

134 方食, 我雖, 元君, 人 我雖, 元君, 贋款, 一往, 凡我 

135 贋款, 一往, 凡我 隣里, 自以

136 隣里, 深責, 乞人 深責, 乞人 

137 自以, 向富, 貧家 向富, 貧家, 我若 

138 我若, 見善 見善

卷
五

士
典
五

御
下

1 不敎, 太嚴, 子弟 不敎, 太嚴, 子弟 

2 子女,子弟 子女,子弟 

3 卑幼, 妻子, 姑, 妾婦, 婦妾 卑幼, 妻子, 姑, 妾婦, 妾婦 婦妾

4 逢人, 家人, 或問 逢人, 家人, 或問 

5 制暴, 天日, 因恚 制暴, 天日, 因怒 因恚

6 凡因, 人或 ,金府 凡怒, 人或 ,金府 凡因

7 卑幼, 同里, 吾家 卑幼, 同里, 吾家 

8 切禁, 勿狎, 洪湛, 卑賤, 張先 其罪, 切禁, 勿狎, 洪湛, 卑賤, 張先 卑幼

事

物

9 卑賤, 耕樵, 耽於 卑賤, 耕樵, ,耽於

10 君子, 治生, 親飢, 君子 山水 君子, 治生, 親飢, 君子 山水 

11 士若, 器什, 見人 士若, 器什, 見人 

12 人, 凡浴, 勿長, 吸煙 人, 凡浴, 勿長, 吸煙 

13 風俗 風俗 

14 待賓, 人不 待賓, 人不 

15 不可, 耽酒 不可, 耽酒 

16 日啖, 酒, 衣食, 宗人 日啖, 酒, 衣食, 宗人 

17 忍耐, 士先, 宗法, 祭侈, 婚禮, 事有 忍耐, 士先, 宗法, 祭侈, 婚禮, 事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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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필사본(A5E-7A)

경기

필사본권 면

事

物

18 或問, 薛瑄, 聞人, 子, 不有 或問, 薛瑄, 聞人, 子, 不有 

19 處子, 天下, 顧寧 處子, 天下, 顧寧 

20 陳第, 談命 陳第, 談命 

21 流俗, 說夢, 勿動, 徐妹 流俗, 說夢, 勿動, 徐妹 

22 拘忌, 君子, 異端, 人有 拘忌, 君子, 異端, 人有 

23 家中, 兒 家中, 兒 

24 勿抨, 雨中, 枕頭 ,寢於 勿抨, 雨中, 枕頭, 寢於 

25 凝塵, 勿於, 勿以, 觀書, 勿以 凝塵, 勿於, 勿以, 觀書, 勿以

26 磨墨, 人之, 凡謄, 凡獲, 人 磨墨, 人之, 凡謄, 凡獲, 人 

27 書牘, 見人, 不可, 勿掠 書牘, 見人, 不可, 勿掠

28 居, 貧而 居, 貧而 

29 事涉, 凡借, 我若 事涉, 凡借, 我若 

30 人之, 借人, 借人, 借人 人之, 借人, 借人, 借人 

31 借人, 貸 , 償之, 貸人, 借人, 鞍  借人, 貸 , 償之, 貸人, 借人, 鞍  

32 借人, 借人, 不妄, 凡借 借人, 借人, 不妄, 凡借

[부록 1], [부록 2] 주기

•책과 면의 표시: 국립 앙도서  소장본 원문 데이터베이스 상의 면 표시

•진한색 자: 서로 다른 자 

•진한색+ : 추가 문장의 두문자

•흐린 바탕색: 해당 면의 구성이 다른 경우 

•진한 바탕색: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