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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펜에 모아 작품으로 만든 참가자들과 넓은 식견과 번뜩이는 통찰력, 그리고
문학적 안목으로 우수작을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재차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밖에는 붉은빛과 남은 푸른빛이 교차하는 저 단풍잎을 바라보며 발간하는 공모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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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심사평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 계승하고, 공유해야하는가.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현 세대의 대답이자 또
다른 제안이다. 단순히 지나간 시대의 유산들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 둘 것인가 그렇
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와 세대의 방향추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인 것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두드러진 양상은 참가한 글쓴이들이 모두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하고 나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

유산들이 개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생산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와 실천의 예시들,
현 시대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문화유산들이 후대에 남겨준 길라잡이를 놓치
지 않고 현재와 미래로 연결해 나가는 진취성. 이것이 제 5회를 맞는 이충무공 공모전
이 성취한 새로운 유산이다.

독후감 부문 일반부 최우수상 선정자인 손형선의 글은 이충무공의『난중일기』를

읽고, 충무공의 삶에 대해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였다. 충무공이 인간의

윤리를 중시하고 문(文)의 힘이 중요함을 역설했다는 지점과 인간의 도리를 실천하고

자 했던 그의 삶을 참된 구도자의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심사위원 모두 이견 없이
이 글을 만장일치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고등부 독후감 최우수상인 김온유의 글은 이충무공의 삶이 후세에게 전하는 중

요한 덕목인 효와 정의로움에 주목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주목하였다.

특히 자신을 낮춤으로써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리더의 모습을 현 시대의 시민들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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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위정자의 덕목으로 연결 짓는 깊이 있는 사유를 보여주었다.

초등부 독후감 최우수상 나보영의 글은 초등학생다운 솔직함을 바탕으로『난중일

기』를 읽고 깨달은 점을 자신의 체험과 삶에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연결하였다. 과하
지 않고 섬세하게 자신이 생각한 바를 설득력 있게 전개한 완성도 높은 독후감이었다.

답사기 부문에서는 일반부와 초등부에서만 최우수상을 선정하였다. 중고등부 답사

기의 경우 좋은 글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다른 글들을 넘어서는 성취를 보여준 글쓴이
가 없어 이번에는 우수상과 장려상만 선정하였다.

답사기 일반부 최우수상 선정자인 이형우의 글은 한산도 제승당을 답사하면서 느

낀 소회를 많은 공부를 통해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하여 비유적으로 설명한 점이 주목
되었다. 철저한 고증과 분석으로 문화유산의 유래를 살펴보고 있다.

초등부 최우수상인 지온우의 글은 이순신 장군의 묘소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소박

하지만 섬세한 표현으로 진솔하게 서술하였다. 이충무공과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대화하는 재기발랄한 서술을 집어넣어 참신함도 뚜렷했고, 초등학생답게 과하지 않으
면서도 솔직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이번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답사기 공모전은 이처럼 개인과 사회의 관계, 우

리의 현재 삶과 미래를 대비하는 역사의 교훈들이 잘 어우러져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자리였다. 문화유산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하는 시점은 후손들이 그것을 이어
받고 재생산, 재창조할 때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깊어 가는 가을의 한가운데
에서, 이충무공이 남긴 글과 자취가 후세에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 아닌가 한다.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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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심사평
탁월한 리더십은 국가의 명운을 바꿀 수도 있고 환란에서 국민을 구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배우고 기억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백 년이 지난 현재 시
점에서도 여전히 선명한 리더십의 전형을 그의 삶이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이다. 제6회를 맞이한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은 새로운 시
대에 다시금 역사를 되돌아보고 배우고자 하는 후손들이 현재의 시점으로 스스로 체
화하는 참여의 장이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충무공의 삶과 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자 했고, 이를 많은 투고 작품을 통해서 펼쳐왔다. 올해 역시 상당한

수의 글들이 투고되었고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진솔하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담고
있었다. 특히 예년에 비하면 일반인들의 투고가 주목할 만큼 성장하였는데, 양적인 증
가보다도 질적인 성취가 도드라진 특징이었다. 심사자들 역시 심사 과정에서 투고자
들의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사유의 깊이에 대해 공감하고 감동하였다.

독후감 부문 일반부 최우수작인 배가브리엘의 글은『난중일기』의 내용을 진보적인 사

유로 재해석하면서 영웅이 아닌 인간적인 삶의 본보기를 정치하게 읽어내었다. 특히 충무
공의 다양한 면모를 사유를 통해 글로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선정하였다.

독후감 부문 중고등부는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 이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

되었지만 등위로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비록 최우수상에 해당할 만한 글이 없어서 우

수상과 장려상만 선정하게 되었지만 많은 글들이 충무공의 삶을 다각도로 재해석하고
체화하려는 의지가 두드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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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초등부 최우수상은 정다인 학생의 글로 선정하였다. 이 글은 안정적인 구성

아래 솔직담백한 문장과 표현력이 주목되었다. 특히 동심의 시각에서『난중일기』의
내용을 순수하게 고민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최우수로 뽑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유적답사기 일반부 역시 많은 수의 글이 투고되었고 그 수준도 상당하였다. 최우수

작으로는 엄동현의 글을 선정하였는데, 충무공 유적들을 체험하는 지적 여행 과정에

서 보이는 깨달음과 감동을 수려하게 그려낸 수작이었다. 특히 한산대첩의 현장, 고동
산, 제승당 등 충무공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깨달은 살신성인의 의미를 철학
적으로 사유한 점이 주목되었다.

중고등부 유적답사기는 아쉽게도 최우수작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전체적으로 투고

작의 수준이 평균 이상이었으나 역사를 통해 배움을 얻어가는 사유의 깊이에서 다소
아쉬움을 주었기에 우수작 1편과 장려상 2편으로 갈음하였다.

초등부 유적답사기는 다른 부문에 비해 투고작이 적은 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장려상 1편만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 공모전에서는 새롭게 자라나

는 세대들이 충무공의 삶을 통해서 보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역사를 통해 변화하는 현재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참여의 기회였다. 많은
투고자들의 글에서 환란 속에서 조국의 안위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여 당대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충무공의 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는 사라진 것에 대한 단순
한 기억이나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의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고 영향을 미치
는 바탕이다. 역사를 새롭게 배운다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삶의 기반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참여해준 많은 투고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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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심사평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현대의 국제 관계에서 환란은 과거와 같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침략의 형태로만 발현되지는 않는다. 최근 한일관계에서 보듯 징용 피해자

에 대한 정당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경제적인 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의 경우나
얼마 전까지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 사이의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은 이 같은
보이지 않는 경쟁과 전쟁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각 분야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환란의 시대에 돋보이는 인물은 구국과 구민의 역할을 앞장서서 선도했기 때문이

며, 후손들은 시대가 아무리 흐르더라도 역사 속에서 그의 삶과 정신에 대해 기억하고
배운다. 이충무공에 대한 기억은 그렇기에 계속 재생산되고 새롭게 조명되는 것이다.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은 이 같은 기억과 재생, 되새김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깨달음의 장이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펼쳤던 그의 정신과 행동을 배움
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후손들의 의미 있
는 노력인 것이다.

이번 공모전의 투고작들을 심사하며 느꼈던 특징은 지난 공모전과는 달리 참여한

분들이 다각화·다변화되었다는 점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도 상당수 좋은

글들을 투고하였고, 일반 학생들은 물론 전업주부, 현직 군인, 교사, 공무원 등등에 이
르기까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옥고가 모였다. 이제 공모전의 7년째를 맞이하며 이충무공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 행사
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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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부문 일반부 최우수작은 구영옥씨의 글로 선정하였다. 이 글은 자신의 삶과

책의 내용을 조화롭게 어울렀으며, 수려한 문장으로 난중일기 속의 충무공을 잘 관찰
하여 자신에게 투영함으로써 관조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사유를 보여주었기에 심사위
원 만장일치 수상작으로 확정하였다.

독후감 중고등부는 아쉽게도 최우수작을 선정하지는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과 이해가 깊이 있는 숙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수작 1
편과 장려상 2편으로 대신하였다.

독후감 초등부는 김태율 학생의 글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글은 효를 실천

하고 생활화하겠다는 주제의식 아래에 아이다운 천진함과 깨달은 바를 조화롭게 잘
그려내었다.

유적답사기 부문은 일반부에 특히 많은 글들이 투고되었다. 그러나 최우수작을 뽑

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직접 자료를 찾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지를
꼼꼼하게 방문하는 그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태도가 크게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이종
근씨의 글을 선정하였다.

답사기 중고등부는 투고작은 다소 전보다 줄었으나 글의 수준은 부족함이 없었다.

김민정 학생의 글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이 글은 여수를 탐방하면서 진남관과 망

해루, 거북선 선소 등을 직접 찾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바를 잘 녹여내었다.

답사기 초등부는 아쉽지만 최우수작 대신 우수상 1편과 장려상 1편으로 갈음하였

다. 모두 성실한 답사기였으나 정보를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른 글이 많았다.

이번 공모전은 이처럼 우수한 많은 글들을 통해 이충무공의 정신을 현재에 새롭게

제시하고 기억하는 장이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충무공의 참뜻
을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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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심사평
2020년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진

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이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언제 백신이 개발될 것인지, 과
연 인류의 역량이 바이러스의 공포를 현명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모두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는 현실의 변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역사적으로 환란은 전쟁과 같은 물리적인 대립만이 아니라 질병과 자연재해에 이

르기까지 무수히 반복되었고, 인간은 이를 직시하며 극복해왔다. 코로나 사태 역시 어
느 시점에는 종식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과정은 늘 그렇듯 고통스럽고 척
박하다. 과거 이충무공이 맞닥뜨려야만 했던 전쟁이라는 환란은 지금과 어떤 다른 얼

굴을 하고 있었을 것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탁월한 리더십과 인간애를 두루 겸비

한 이충무공이 수백 년 전에 보여준 지략과 용기, 품성이 현재의 환란을 극복함에 있
어서 밝은 등대와 같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던 당시 국면을 해전에서 연전연승함

으로써 위기를 대반전시킨 이충무공의 예지와 탁월한 전략은 지금도 시의성이 작지
않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코로나19 국면을 변법자강 차원에서 해결
책을 찾으려 고심하는 우리 시대의 귀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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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 도전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과 초점도 이 같은 이충무공의 정신을 현재에

되살려 어떻게 현실의 환란을 극복할 것인가에 많은 부분 맞추어져 있었다. 일반부 참

가자부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구분 없이 난중일기에 담긴 충과 효, 애민의 정신을 이
순간으로 되살리려는 자세는 여느 해보다 더 강렬해지고 절실해졌다. 그렇기에 공모전
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소중한 결과물이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때

문에 예년에 비해 답사기의 투고작은 줄어들었고 반비례로 독후감의 수는 증가하였다.

물리적인 어려움을 딛고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유적 답사를 진행했을 참가자들의 열
정과 거리두기를 지키며 난중일기를 열독했을 참가자들의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번 공모전은 예년에 최우수, 우수 등으로 구분하던 것을 나라사랑상과 참인재상,

참리더상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등위보다 이충무공의 정신을 선명하게 기억해보자
는 의미이다. 먼저 일반부 답사기 분야에는 네 분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나라사랑상

에 선정된 최혜령씨의 글은 모여곡을 현장답사하고 역사적 의미를 도출한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었다. 참인재상에는 장재평씨의 글을, 참리더상에는 정승호, 이종무 두 분의

글을 선정하였다. 중고등부 답사기는 아쉽게도 많은 작품이 투고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으로 힘겹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이 물리적인 답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나라사랑상으로는 변지영 학생의 글을, 참인재상으로 김호연

학생의 글을 선정하였다. 초등부의 선정작은 나라사랑상에 백화랑, 참리더상에 송예린
학생의 글을 선정하였다. 모두 초등학생다운 순수한 시각이 돋보이는 글이었다.

독후감 일반부에는 이효선씨의 글이 탁월하여 나라사랑상으로 선정하였다. 윤동주

의 서시를 끌어와서 충무공의 정신과 함께 버물린 솜씨는 발상의 독특함에서 뿐만 아
니라 내용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참인재상으로는 지규태, 권이영 두 분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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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리더상에는 윤원식, 임세진 두 분의 글을 선정하였다. 모두 난중일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화를 보여주는 우수한 글이었다. 중고등부에서는 황제윤 학생의 글을

나라사랑상으로 선정하였고, 최연택 학생의 글을 참인재상으로, 전형준 학생의 글을
참리더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초등부에서는 서정원 학생의 글을 나라사랑상으로 남현
지 학생과 박예솔 학생의 글을 각각 참인재상과 참리더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2021년의 공모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벌써 궁금하다. 명년에는 충무공의 정

신을 이어받아 이 환란을 함께 극복하여, 그 기쁨이 가득한 글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
해본다.

심사위원

최영호, 노승석, 문한별

18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이순신 대표 유물

이순신 난중일기(국보 제76호-세계기록유산) / 현충사관리소 소장

이순신 장검(보물 제326호) / 현충사관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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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 독후감

제5회(2017년) ~ 제8회(2020년)

01 초등부 수상작

02 중고등부 수상작
03 일반부 수상작

그 사랑의 마음은 영원한 별이 되어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그라져 없어질

먼 미래에도 여전히 남아 사람들의 빛이 될 것이다.
-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일반부 나라사랑상 중

난중일기 독후감

초등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초등부

최우수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나보영(경기, 매홀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12척의 배를 닮은
12살의 나의 일기
나는 집안 사정으로 인하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자라왔다. 나는 그러한 환경

없다. 이런 나에게 초2 처음 영재교육원이란 곳을 선생님께서 신청하게 도와주셨고, 예

상외로 결과가 좋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육을 받으며 매주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
래줄 수 있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나는 수업을 받으러 다른 동네의 학교로 가야 하기 때
문에 부모님보다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녔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손을 잡고 가다 아시는 분이라도 만나면 먼저 말씀하셨다. “우리 손녀가 공부

를 잘해서 나라에서 공부를 더 알려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데려다주고 있어요. 하하하”

할아버지 말씀이 끝나면 어김없이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참 잘 컸구만” 그런
인사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부심이 되었고 그 기쁨은 나를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게 도와줬다. 영재교육을 배우러 다니면서 외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지내는 것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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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일반부

이 부끄럽고 의기소침하고 숨기고만 싶었다. 나는 공부를 잘하지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끄러울 때도 있었다. 다들 부모님 손을 잡고 등교하거나 부모님 차 안에서 내리는 모습
을 볼 때면 내심 부럽고 속이 상했다. 같은 영재원 친구들에게 당연한 일상이 내게는 바
라고 바라는 소망이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항상 학교 앞에서 기다려주시는 할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도 오히려 짜증을 부렸다. 또한 나의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다. 그

러나 책 한 권의 마법은 큰 위안이 되었다. 그 위안은 무더운 여름 햇빛 속에서 내가 끝

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할아버지의 손길 같았고, 추운 겨울 그 추위 속에서 내가 하
나라도 더 배우고 오라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자랑하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버스 타고 먼 길을 다니면서 항상 지각하지 않았고 결석하지도 않았다. 그
래서인지 부모님 밑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 부럽지 않았다. 비록 할아버지 할

머니 밑에 자라더라도 누구보다 나를 응원하고 사랑해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

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더
불어 이순신 장군이라는 친구 같은 책 한 권이였다. 그분 역시 나처럼 집안 사정으로 외
가에 지내셨다. 그러나 나처럼 원망을 하기는커녕 가난을 탓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냈
다. 바로, 우리가 성웅으로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당신의 지혜와 믿음을 믿고 포

기하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드셨다. 1597

년 조선 수군은 칠천량해전에서 왜적선에 대패하고 겨우 12척만 도망쳤다. 이때 조정에

서는 수군이 너무도 약하다는 걸 알고, 8월 15일 이순신 장군에게 육군에 종사하라는 명
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오히려 전선이 아직도 12척이나 남아 있음을

다행하게 여기며 전투를 준비하였다. 이 전쟁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명량해
전이다. 전투는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일차로 수중철색에 왜적선이 걸려 전진하지 못하

자, 곧바로 뒤를 따라오던 왜적선이 그들의 앞 배에 충돌하게 함으로써 왜적선 133척 가
운데 무려 31척을 깨뜨리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해류를 이용하는 남다른 지혜로 백성

을 지킬 수 있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아니 어쩌면 도망치고 싶을 순간을 당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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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며 헤쳐나가려는 그 의지가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처럼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기적
마음 그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주는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나는 환경을 먼저 비관하고 탓하며 포기하기도 했었다. 나는 내가 외할아버지 외할머

니 밑에서 자라는 것이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 나에게 이순신 장군은 어
려운 환경에 당당하게 맞서는 패기와, 포기가 아닌 나를 믿고 내 스스로를 응원하며 목
경을 받아들며 당당하게 목표만을 향해 나가는 꿈과 의지를 심어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당당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이제는 내 마음 속에 환경

은 그저 눈에 보이는 과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다. 환경을 탓하기
보다 나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꿈을 바라보는 아이로 성장하고 싶다. 어려운 환
경을 이겨낸 위인은 정말 많다. 위인들은 그러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독후감 중고등부

표를 이루는 열정과 노력을 심어 주었다. 이순신의 마법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환

독후감 초등부

을 이루어 냈다. 어쩌면 기적이 아닌 자신을 믿는 자신감과 부하를 사랑하며 신뢰하는

채워가며 세상을 바꾸셨다. 이순신 장군 역시 그러한 기적을 만든 분이다. 그 기적을 나

독후감 일반부

도 내 노력과 성실함으로 만들고 싶다. 바로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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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우수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엄태경(경기, 화성벌말초 5학년)

이순신 장군의 인간미
나는 얼마 전에 남해로 MBC 축구대회를 하러 갔다. 나는 ‘이번 대회는 꼭 우승하자’

라는 다짐을 하고 남해로 출발을 했다. 우리 팀은 예선전을 다 통과하고 4강에 진출했

다. 상대는 해운대FC, 개인마다 개인기술이 좋고, 전술적으로 잘하는 팀이다. 우리 팀은
그 팀을 이기기 위해 전날 전략을 미리 짜고, 마음에 준비를 하였다. 다음날, 실제로 경

기를 했을 때 정말로 잘했다. 하지만 그 전략 덕분인지 강하게 압박하고 골 찬스를 놓치

지 않아서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 그런데 상대팀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팀끼리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정정당당한 경기를
해서 진 팀에게 격려를 해 주었는데 상대팀은 진 것을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반대 몇 명의 친구들은 우리한테 욕하고 “우승 못 해라”하면서 우리 팀을 비난하고 인간

미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인간미가 안 좋으면 서로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
람과 교류를 하기 싫어진다. 또한 운동선수가 지녀야 하는 정정당당함 그리고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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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경기는 잠시 몇 시간뿐이지만, 모든 선

하는 것이 경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교, 집, 학원, 친구들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도 ‘인간미’는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미’ 그 인간미는
난중일기에서도 볼 수 있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기 전에 난중일기는 그냥 전쟁 이야기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존

장군의 따뜻한 마음과 군사들과 소통하는 자세, 인간이기에 느끼는 다양한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었다. 특히,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인간미를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군대를 잘 이끌고,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과 장군들을 잘 보살펴주기도 하고 잘
도와주었다. 또 이순신 장군은 노 젓는 742명에게 술을 먹였다. 그 이유는 노 젓는 사람

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사들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이다.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상황

독후감 중고등부

경하는 위인에 늘 1~2위를 차지하는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로 전쟁뿐만 아니라 이순신

독후감 초등부

수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훈련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어 나간다. 자신의 역할보다 함께

일수록 작은 손길은 큰 힘이 된다. 그것을 이순신 장군은 몸소 실천하고 계셨다. 이순신

올리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였다. 그러나 우수군절도사, 군관들과 함께 진해루에서 활을
쏘았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어머님을 챙기고 아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병사들이나 장군들과 시간을 내어 그들과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다. 나는 난중일기에서 이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인간미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순신 장군처럼 다른 사람을 아끼고 챙기
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님께 배웠다.

좋은 인간미를 가지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

이 필요하다.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자기에게 노력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
력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운이 오고 완벽해질 수 없다.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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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은 5월 4일 어머니 생신인데 적을 물리치는 일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술 한 잔

하고 인간미 좋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부하를 아끼고 챙기는 마음, 전쟁에 미리미리
전략을 짜기 위해 노력성과 준비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인물,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인간미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전쟁이
라는 시련 앞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그 어려움을 바라봐 줄 수 있다는 것은 대단

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나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먼저 봐줄 수 있는 배려심도 난중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인간미가 있
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나는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상대팀에게 격

려를 해주고, 욕하지 않고 팀 동료들과 싸우지 않는 전 세계에서 인간미가 좋다고 소문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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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단아(충남, 아산북수초 3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우리들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처럼 ‘난중일기’를 읽어보지 못한 사람
먼저 인터넷에서 난중일기라는 말을 쳤는데 이렇게 나왔다. 난중일기란 임진왜란 당

시 7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아주 상세히 적은 것이다. 임진일기, 계사일기, 갑오일기, 을
미일기, 병신일기, 정유일기, 무술일기 7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전투의 긴박한 상황에서 거의 빠짐없이 기록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없었더라

면 임진왜란에 있었던 일들은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다. 이때 일기의 중요성을 깨달았

다. 만약 난중일기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잘 알지 못했
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다.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단아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현

충사에 답사하러 가자.”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이순신 장군을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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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다.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난중일기 읽고 오렴”하고 숙제를 내주셨다.

다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충사는 집이랑 가까워서 가끔 놀러 가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가니 느낌이 달랐다.

“아버지, 현충사에는 방문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많나요? 그리고 왜 광화문, 현충

사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나요?”하고 물었다. 아빠는 웃으시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을 바친 우리들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살던 곳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이순신 장군 때문
에 지금의 이 땅에 서 있는 거란다. 아빠는 우리나라 위인들 중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순

신 장군님이야. 너도 난중일기를 읽고 나면 훌륭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라
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현충사 구석구석에 아직도 장군님의 손길이 남아 있는 듯했다. 우리 가족은

이순신 장군 영정 본전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했다. 현충사를 꼼꼼히 둘러본

결과 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지 알 것 같았다. 모두에게 존경받
을 만한 위인이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이순신 장군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다. 이 책을 이제야 읽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신 선생님
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거북선을 완성하셨다. 항상 싸움을 대비하

여 준비하는 자세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군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난

중일기를 읽다보니 이순신 장군은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날도 많았고, 아

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아픈 몸으로 일을 하는 모습에 책임감이 강하다
는 걸 느꼈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순신 장군은 효심이 가득했다. 전쟁 중에 항상 나이 여든이 난 되신 어머님을 걱정

하는 마음이 일기 속에 많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를 치루지 못해 ‘하늘과
땅 사이에 나 같은 이가 또 어디 있을까?’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걸 후회하기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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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 울부짖는 모습을 생각하니 나 역시 마음이 아팠다. 나도 어른이 되면 이순신 장군
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며 바쁘더라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 추위에 떠는 부하에게는 입고 있던 옷도 벗어주는 인자한 장군이었다. 하지만 군법
을 어긴 자는 가차 없이 목을 베었다. 부하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의 마음
이 어땠을까? 아마도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회와 면이 있었는데, 면에 대한 사랑은 정말 절절했다. 아들이 잠

까지 바라보기도 했다. 이 모습을 생각하니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
는 부모님이 생각났다.

그러던 중에 명량해전 때 왜군의 보복으로 천안의 본가를 지키려다 죽은 막내아들 면

의 전사소식이 적힌 편지를 받은 이순신은 “하늘은 어찌하여 내게 이토록 잔인한가? 내

가 죽고 이들이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인 것을… 아들이 죽고 내가 살아 있으니 이런

독후감 중고등부

시 떠나도 날씨 때문에 걱정으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몸이 차가워질 때

독후감 초등부

이순신 장군은 심성이 착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욕을 하지도 않으며 부하를 사랑하였

일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하며 목 놓아 통곡하는 아버지였다. 글로만으로도 이순신

이순신 장군은 용감하고 리더심이 강한 분이셨다. “적이 비록 천 척 이라도 우리 배에

게는 감히 덤벼들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힘을 다애 공격하라. 두려움이
용기로 바뀔 때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용기가 되어 적은 수의 군사로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앞장서서 싸워 적의 선봉을 무찔렀다. 용기를 잃었던 사
람들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수십 배가 넘는 일본을 무찌른 것에 매우 감명 받았다.

장군은 노량해전 때 우리 군사들이 잘하나 보고 있다가 날아오는 탄환에 맞아 죽고

말았다. 죽는 순간에 “전투가 한창이니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유언을 남기고
전사했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혜를 배우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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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뜨거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극한 효심을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일기를 매일매일 써
야겠다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난 앞으로 나라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장군으로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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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장효석(경기, 화성벌말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지혜

구란 여자는 남자를 맞춰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맞춰야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반이 매

번 이겨서 이번에도 우리 반이 이길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 반이 졌다. 2반은 매우 전략

적으로 행동했다. 재빨리 패스를 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혼란 시킨 다음 공을 빠르게 던
져서 우리 반 아이들을 아웃시켰다. 게다가 남자가 던질 때는 남자가, 여자가 던질 때는
여자가 나와서 방어를 해주었다. 위치도 전략적이었다. 공을 피할 때는 막아주는 사람

뒤에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야 갑자기 패스를 해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이
던질 때, 바로 나와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반은 매우 무질서했다. 상
대편이 공을 던질 때 막아주기는커녕 서로 피하기가 바빠서 한 번 던질 때마다 한 명씩

아웃됐다. 내 생각에는 우리 반이 진 이유가 우리 반은 매우 무질서한데, 상대편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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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주일 전에 피구를 했다. 그때 했던 피구는 보디가드 피구였는데, 보디가드 피

전략적이어서 그런 것 같았다. 운동에서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매우 전략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산도대첩 때

이순신 장군은 지상전에서 쓰는 전술인 학익진을 해상전에서 잘 사용했다. 학익진은 학

이 날개를 펼쳤을 때의 모양을 본뜬 진인데, 이순신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익진을 사용했다. 우선 이순신은 다섯 척밖에 안 되는 배들로 적들을 넓은 쪽으로 유
인했다. 적들이 우리 배를 따라와서 넓은 바다로 왔을 때, 우리는 학익진을 펼쳐서 날개
부분으로 적을 포위했다. 당황한 적들이 쐐기진을 펼쳐서 돌진해올 때, 학익진을 펼친

배들이 적들을 향해 일제히 포를 쏘기 시작했다. 날개들에 의해 쐐기진은 무너질 수 밖
에 없었고, 또한 일본 배는 속도가 빠르지만 방향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일본 배들은 전
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량대첩은 매우 전략적인 전투로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과 군사들

의 사기를 잘 이용했다. 이순신 장군은 서해로 가기 위해 울들목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기다린 다음 적들이 나타나자 적들의 대장의 배를 향해 포를 쏘았다. 그래서 적들의 대
장이 죽자 우리 편의 사기는 완전히 올랐다. 그에 비해 적들의 사기는 완전히 떨어졌다.

그때 물살이 뒤바뀌기 시작했다. 그에 의해 적들의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고, 또한 대포
를 계속 맞았다. 이것이 바로 13척으로 133척을 이긴 유명한 명량대첩이다.

이순신은 백전백승을 한 장군으로 유명하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

은 지형과 군사들의 사기를 이용해서 적들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군사의

사기가 전투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또한 명량대첩처럼 지형의 특

징들을 잘 이용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도록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전략은 도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그보다는 배움에 관심이 많았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고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배움에서
나온다는 점과 그 부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34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초등부

최우수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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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에 맞서는 방법
꿈을 가지라는 어른들의 말은 나에게 두려움이다. 아직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 할 수

졌다. 바로 이 책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책이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쓰신 일기이다. 이 책에서 명량해

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순신

장군은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 사람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 고 하셨다. 이 부분에서 마치 하늘 높이 굵고 곧게 뻗은 소나무

를 보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군의 용감함이 느껴
졌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독립 운동가들이 떠오른다. 독립 운

동가들은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맞섰다. 유관순 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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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를 읽으며 마음이 상쾌해

어린 나이에 조국을 위해 돌아가셨고, 안중근 의사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
치셨다. 불확실한 조국의 미래 앞에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바친 것이다. 이분들을 보
며, 믿음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마음을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선조는 전쟁이 나자 재빨리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신을 갔다. 많은 백성들

이 왜군들에게 죽거나 갈 곳을 잃어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한 나라의 왕

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된 것이다.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조선에게는 임진왜란을 대비 할 시간이 많이 있

었다.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이나 통신사로 파견된 황윤길과 김성일의 주장 등등 우리
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선조는 이 사람들에게 귀를 귀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다. 이순신은 왜적의 침략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시작한

다. 이순신은 주로 육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수군이나 왜적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한다.

그래도 그는 왜구의 침입에 대한 기록을 보며 왜구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무기를 재
정비하고 병사들에게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라며 본격적인 해상 훈련도 시작했다. 또 북

소리에 맞추어 움직이는 훈련과 활쏘기 훈련을 많이 시켰고, 화약과 화포, 튼튼한 거북
선도 만든다.

이 둘의 이렇게 큰 차이점을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바로 지혜라

고 생각한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이다. 선조는 지혜롭지 않았
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었다. 그
러나 이순신은 지혜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 뜻을 선조와 이순신 장군에게서 찾게 되었

다. 진정한 지도자란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부하 즉,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

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말에 경청
하며,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총명한 사람 말이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 사회,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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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평화로우며 모두가 공평하고 행복 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자가 있는 나
라는 항상 어지럽고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용기, 준비, 지혜였다. 물론 이순신 장군도 매우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조국
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난 아직 어리지만 오지 않은 미래나 꿈, 밀린 숙

제 등등으로 인해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이 들 때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
며 다짐하고 싶다. 걱정과 포기보다는 이겨낼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나는 앞으로 신발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신발이 남의 무게를 견뎌내며 꿋꿋이 자신

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나도 어려움에 당당히 맞서 나가며 남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
람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자신의 길을 지키며 나라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처럼…….

독후감 중고등부

이다.

독후감 초등부

이순신 장군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겨냈다.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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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경기, 송화초 5학년)

이순신 장군님께 배우는
배려의 손길
나는 1남 2녀 중 첫째이다. 첫째이다 보니 동생들을 배려하고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

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동생들이 숙제 할 때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고, 그것이 부

당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내가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동생이 장난을 걸면 나는 아무렇

지도 않게 동생을 때렸다. 동생들은 얼른 부모님께 이르고 나면 결국 나만 혼나기도 했
다. 가끔 내 동생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구박하기만 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기도 했다. 하

지만 그냥 동생들이 다른 집에서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생과 일주
일이 넘도록 투덕거리던 어느 날, 동생이 더워서 선풍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우스꽝스러

운 모습을 보고 나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말았다. 혼자만 선풍기를 독차지 한다는 생각
도 들었고,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결국 동생은 부모님께 혼

나고 나 역시 동생과 함께 손들고 벌을 서고야 말았다. 그때 이후 동생이 괜히 툭 건드릴

때면 어금니 꽉 깨물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하곤 하지만 번번히 부모님께 혼나고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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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라고 꼭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까?’ 이런 생각은 동생의 작은 잘못에도 불끈 화
나게 만든다. 이런 나에게 아빠는『난중일기』를 읽어 보라고 하셨다.

는 이순신 장군의 배려심 넘치는 아빠의 마음과 같았다. 이순신 장군은 삼도 군사들에
게 술 1,080동이를 먹였다. 처음에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이 행동이 이해가 안 갔다. 우리

집 거실에 술 1,080동이를 부으면 가득 차고도 남을 만한 양인데 몸에도 별로 좋지 않은

술을 군사들에게 먹이다니 그것도 전쟁 중에 말이다. 하지만 전쟁 중의 긴장감과 피곤

을 통해 부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힘든 마음을 돌봐주려는 아빠의 깊은 마음과 같
았다. 이순신 장군은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녹여주는 배려심을 가진 분임을 느낄 수 있
었다. 그리고 왠지 모를 뭉클함이 들었다. 또 하나의 따뜻한 마음이 보이는 일기는 을미
년 8월 27일에도 있었다. 군사 5,480명에게 특별한 음식을 먹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영양가 있고 힘든 마음을 달래 줄 특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전쟁

독후감 중고등부

함을 풀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 중에 그 술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텐데 술

독후감 초등부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갑오년 4월 3일 일기

준비와 함께 훈련을 하고, 정찰을 하며 언제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선 부하들을 위해 특
이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배려해주어서 전쟁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대

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이해하기에 할 수 있는 마음이였다. 우리 엄마처럼 말

이다. 병신년 1월 2일, 바람이 몹시 찬 날에 이순신 장군은 옷이 없는 군사 17명에게 군
복을 한 벌씩 더 주었다. 이순신 장군의 이 행동은 위에 두 행동보다 더 인상 깊었다. 그

리고 마음이 많이 찡했다. 나라면 전쟁 중이여서 신경 쓸 일도 많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길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전략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하고, 정찰 보고도 받고 직접

정찰을 나가기도 해서 군사들 한 명 한 명 챙기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추위에 떨 군사들을 위해 군복을 한 벌씩 더 내어 주고 그들의 마음까지 녹여 주었다. 나

는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옷은 커녕 선풍기 앞에 앉은 동생이 얄미워서 오히려 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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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음식을 먹이며 그들의 노고를 칭찬하고, 힘을 복돋아 주었다. 군사들은 이순신 장군

싸우기까지 했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서 부끄럽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
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는 것
처럼 보이면서 굽실거리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고 마음을 내어 주었다. 진정
한 장군의 모습이고, 부모님과 같은 모습이였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나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나는 친구

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마음도 나누었다. 내 동생들에게는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나 때문에 동생들이 마음 아

팠을 생각을 하니 나 역시 슬퍼졌다. 이순신 장군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덕분에 군사
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 부하
들이 이순신 장군을 부모님처럼 따르고 존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부모님처
럼 자녀 돌보듯 마음을 내어주고 배려해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 씀씀이를 동생들에
게도 곱게 한다면 동생들도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나를 잘 따라줄 것이

다. 첫째라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첫째라서가 아니라 동
생들에게 내가 먼저 친절한 손을 내밀고 이해해준다면 내 마음을 동생들도 알아줄 것이
다.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을 보며 솔선수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순신 장
군처럼 배려의 손길을 지금부터 내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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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하람(부산, 부산가락초 4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슈퍼 히어로,
인간 이순신
<난중일기>를 읽기 전까지 난 이순신 장군이 아이언맨 같은 슈퍼영웅이라고 생각했

으로 나와 있으니 아이언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난중일

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
지, 도저히 믿기 어려운 ‘23전 23승’의 전승을 거둘 수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자신이 직접 쓴 일기이다. 난 일기를 읽으면

서 장군이 내 옆에서 도란도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꼈다. 원균의
모함에 분노하는 모습,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상처 입은 군사들에게 약품을 나눠주

고 위로해주는 마음 등에서 말이다. 나는 일기를 읽는 동안 슬픔, 안타까움, 기쁨의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는 7년간 쓴 일기다. 임진왜란이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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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인전이나 영화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무찌른 전쟁의 신

년간 쉬지 않고 쓴 것이 대단하다. 나는 초등학교 4년 동안 일기를 쓰다 말다를 되풀이
했는데 말이다.

전쟁 때 쓴 일기라 <난중일기>지만 전쟁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

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 부하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격려하는 모습, 자연을 사랑하
는 마음을 시로 표현한 글 등 다양한 내용과 표현으로 읽는 내내 책 속으로 빠져들었다.

난 <난중일기>를 읽고서 문득 이순신 장군님과 인터뷰를 해 보고 싶어졌다. 인터뷰

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깊은 속마음을 읽어보고 싶기 때문이었다.

기자(나) : 안녕하세요, 장군님!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장군님을 아이언맨 같은 영웅으로 생각하는 데 친구
들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순신 : 허허, 나에게 그런 영웅이라 불러 주시니 황송할 따름이오.

 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런 영웅이 아니오. 나도 화날 땐 화내고 슬플 땐
친
슬퍼하고 기쁠 땐 기뻐하는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이라오.

기자(나) : 원균에게 모함을 받아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습
니까?

이순신 : 처음엔 무척 화가 났소. 나라를 위해 애쓰는 나의 충성심을 이렇게 배신해
도 되나 하는 배신감도 들었소. 그러나, 왜군과 싸워 크게 패하고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고 다시 전쟁에 나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
소.

기자(나)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전사했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이순신 :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소. 특히 아들이 전사하였을 때는 왜놈들에게 꼭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크게 솟구쳤소.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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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한 번 찾아뵙지도 못해 불효자가 된 것 같아 상심이 컸소.

기자(나) : 이순신 장군님이 남긴 말씀 중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이순신 : 당시 비록 12척의 배밖에 남아 있지 않았지만 죽을 힘 을 다해 싸운다면 기
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오.

기자(나) :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 말씀 부
탁드립니다.

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시오. 나처럼 부모님
을 뵙지 못하는 건 불효라오.

나는 난중일기를 읽고 또 이순신 장군님과 ‘가상 인터뷰’를 하면서 장군님이 느꼈을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 :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길 바라오. 그러면 언젠가

독후감 초등부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려움, 분노, 슬픔이 여느 사람과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분노, 슬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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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까? 그리고 백성과 나라를 사랑한 인간적인 슈퍼 히어로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초등부

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정윤아(부산, 장서초 6학년)

난중일기를 읽고
이 책을 읽기 전, 나는 난중일기는 전쟁 이야기로만 된 일기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 쓴 일기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또 초등학교 2학

년 때 부모님과 함께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을

가진 왜군을 물리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가 쓰는 일기와 비슷한 부분도 많

았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어떨 때는 ‘오늘 하루는 비가 왔다.’처럼 짧은 일기
도 있었다. 또, 철저한 준비와 전술 등에 관한 내용이 있어 나는 난중일기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 온 생각을 다 쏟으신 것 같았다. 무작정 싸운 것이 아니라 치밀

한 계획과 과학적인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한
산도대첩에서는 학익진전법을 사용했고, 바닷길이 복잡한 남해를 이용한 점, 왜군을 물
길이 좁은 곳으로 유인한 후 물리치는 작전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승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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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거북선은 앞에는 용머리를 붙여 용의 입으로 대포를 쏘게 개조했고,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 또 우리나라 배는 못을
는 반면, 왜군의 배는 못으로 박혀 있어서 물에 닿으면 녹이 쓴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23전 23승의 불패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동안에 군율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과 열심히 노력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한 포상을 했다. 군율을 지켜서 기강을 바로잡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전
장군에게는 상을 주고 싶어 했다. 그래서 늘 임금님께 함께 싸우는 장군들을 칭찬했다.
이런 점을 볼 때 부하들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았다. 이렇게 부하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
으면 군사들은 전쟁 중에서 제대로 싸우지 않아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마음이 따뜻한 효자이신 것 같다. 어머니께서 늙어가는 아들을 보고

독후감 중고등부

쟁 중 많은 사람을 처형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훌륭한

독후감 초등부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엮어 만들어서 물이 차면 더 부풀어 올라서 더욱더 단단하게 되

슬퍼하실까봐 흰머리를 뽑고 문안을 드렸으며, 전쟁 중에도 이순신 장군은 늘 어머니의
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고 돌봐드리는 점에서 나는 이순신 장
군이 진정한 효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와 백성들을 전
쟁에서 구한 원천도 이러한 효심에서 비롯된 바른 인성인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으로 우리나라를 구했지만 정작 막내아들 면을 지켜주지 못

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떳떳함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사니 이

런 어긋난 이치가 어디 있는가. 천지가 캄캄하고 백일조차 빛이 변했다.”라며 자책하고
슬퍼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다. 아들을 잃은 이
순신 장군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슬픔과 고통을 짐작해보았다. 작년에 우리 집 반려견

콩이가 죽은 뒤 우리 가족들은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었다. 집에 들어서면 꼬리를 흔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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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가 걱정이 되어 편지를 기다렸고, 임진왜란 중에는 어머니를 여수로 모셨다. 전쟁

달려올 것 같고 놀아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모습이 떠올라 너무 보고 싶어서 운적도 있

었다. 반려견을 보내도 이렇게 슬픈데 하물며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
할까. 가슴이 아팠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 난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가슴에서 뭉클함을 느꼈다. 노량해

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의 화살이 몸을 관통하여 전사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실제로 죽음을 알리지 않았고 우리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줄 모른 채 전투를 계속했고 그 결과 승리를 했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무덤이 없
으면 어떡하지.’이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난다. 또, 이순신 장군이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도 몰랐다. 지금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확

실히 알았고, 그 유언이 왜 유치원생인 내가 알 정도의 명언이 된 줄도 이제는 안다. 목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나라를 생각하시고 이기기를 원했던 이순신 장군. 정말 멋
지시다!

나는 지금까지 이순신 장군께서는 왜군과의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기신다. 전략과 전

술이 뛰어나다고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쓴 성실함, 늘 가족 걱정을
하신 따뜻한 마음,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군율을 어긴 사람에 대한 상벌, 시시비비를 잘
가리시는 분별력 등등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겪는 갈등 중 독도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있다. 독

도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 갈등이 생긴 것

이다. 또 중일전쟁 후 가난한 집안의 여성들이 여공 모집 등 취업사기에 속아 끌려가 군
위안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은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은커녕 한국인 피해자 보상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었다. 그 후 2015년엔 10억엔으로 해결하려 해서 지금

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뜻을 살려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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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일본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이순신 장군께서 남겨주신 교훈을 되돌아보고 더 좋은 현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독후감 초등부

것이다.

독후감 중고등부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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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율(경기, 구봉초 5학년)

효의 첫걸음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내 주변 친구들보다 늘 내가 최고이길 바란다. 하지만 나도 사람

이니까 못 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다. 엄마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공
부를 잘하라고 하신다. 언제나 늘 같은 잔소리가 반복되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학시험
성적 결과가 나왔다. 나는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다. 엄마는 실수한 나를 꾸짖었고, 결국
나는 참지 못하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남과 비교하는 엄마가 싫어!”라
고 화를 내 버렸다.

엄마도 “어디서 무슨 말버릇이야!”라고 화를 더 내셨다. 그리고 나는 “엄마도 남과 비

교하면 좋아?”하고 더 화를 냈다.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이 엄마에게 큰 상처가 되었는
지 엄마는 그대로 얼굴이 굳으셨다. 나는 그냥 방에 들어왔다. 나는 그렇게 감정을 다스
리고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미안하지만 나도 성적으로 친구와 비교하는 말은 듣기 싫었다. 방을 둘러보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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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난중일기가 눈에 띄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 바다에서 왜적을 맞서
싸우면서 쓴 일기이다.

전쟁 초기 우리나라는 육지 싸움은 거의 패배했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기에
패배란 없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2년째에는 적과의 싸움 때문에 어머니 생신날에 가

보지 보았다. 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술도 한 잔 올리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

때 조용한 거실이 마음이 걸렸다. 엄마에게 대든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면서 엄마 생신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서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했다. 그런데 나는 시간이 있음에도 마음

을 담은 편지 한 장조차 쓰지 않았다. 엄마도 섭섭하셨겠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
셨다.

엄마는 매번 내 생일이나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때 꼭 선물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굳

이 뭔가를 해야 한다거나 “생일 축하해요.”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난중일

독후감 중고등부

날이 갑자기 생각났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독후감 초등부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조총으로 무장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기를 읽으면서 나의 잘못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도 갇히고 백의종군도 했기 때문이다. 백의종군할 때 이순신 장군을 보러 어머니가 먼

길 오시다가 돌아가신다. 일기를 보니‘하늘이 캄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을 어찌
다 적으랴!’라고 쓰여 있었다. 자신이 가장 초라하고 힘들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펐겠는가? 또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
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된다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러웠을 것이다.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고자 먼 거리를 온 어머니,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순신 장군은 명량에서 13척의 배로 왜

군에게서 큰 승리를 쟁취한다.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너무나 짧았다. 셋째 아들이 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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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에게 1597년은 가장 원통한 해였을 것이다. 왜군 대장의 음모로 감옥에

의 보복으로 아산 집에서 습격을 당했기 때문이다. 장군은 통곡 또 통곡했다. 그리고 이

제 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죽고 껍질만 남아 울부짖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
기에서도 슬픔의 원통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순신 장군은 노량 앞바다에서 후퇴하는 적과 싸우다 전사하고 만

다. 장군의 용맹함에 고개가 숙여졌다.

엄마는 내가 동생이랑 다투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화를

내면 나도 참지 못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다. 오빠인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가르쳐주면
싸우는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효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기이다. 이 작은 효부터 실천해서 엄마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 드리고 싶

다. 이순신 장군의 효는 나라를 지키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님께 걱정을 끼
치지 않는 일이였을 것이다. 효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나의 효의 첫걸음
을 계획하여 보았다. 동생과 싸우지 않기, 또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기, 진정한 마음
을 담아 행동하기이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부터 하나씩 실천하고 싶다.

이순신 장군이 마음을 다해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켰듯이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서 효도해야겠다. 이순신 장군은 아버지 제사를 못 지낸다고 슬퍼하고, 어머

니가 병에 걸렸다고 눈물을 흘리는 가슴이 따뜻한 효를 다한 것 같다. 나도 가슴이 따뜻
하게 마음을 담아 효도를 하고싶다. 난중일기를 읽고 엄마한테 대들고 함부로 말한 것
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비의 날개 짓으로 태풍이 발생 할 수 있듯이, 나의 작은 효의 첫걸음으로 나와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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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우수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배다솜(경기, 화성벌말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나를 돌아보는 시간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나에게 재능을 찾아 주려고, 피아노, 미술, 태권도, 영어 등 여

갔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나는 미술에 가장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작
년 미술학원 원장선생님의 추천으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 워낙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내 스스로 자신도 있었기에 난 하늘 높은 줄 몰랐다. 또 한 나는 한껏 자신
감에 부풀어 있어서 대회에서 나올 주제가 무엇일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부족한 부분의
연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가 대회 당일이 되었다.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대회에 나갔기에 생각도 못한 주제에 당황하고 그 자리가 불편했다. 영 생각도 나
지 않고 당황스런 마음은 날 떨게 했다. 그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해 냈다. 하
지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내가 그림을 오래 배우고 늘 칭찬만 받고 인정을 받

으니 1등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모두의 생각을 뒤엎고 나보다 훨씬 실력이 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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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교육을 받게 하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여러 분야에서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앞서 나

생각했던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가 1등을 하게 되었다. 왠지 억울하고 꼭 내 자리를

뺏은 것 같아 그 친구가 미웠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다. 나는 자만심을 가지

고 학급 임원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후회가 됐다.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주변에서의 칭찬만 듣고, 자만심만 커진 내가 문제였다. 나의 단점은 가리고
장점만 내세운 어리석음의 결과였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쓴 일기라서

‘난중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나는 계획을 잘 하지 않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
데, 이순신 장군은 준비된 마음과 철저한 점검으로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신 것 같다. 날
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서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쓸
만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고민이다. 전선은 좀 온전한 편이어서 다행이다.

임진년(1592년) 2월 26일 이 일기는 다음에 대회를 나가게 되면 더욱더 계획하고 준

비해야겠다고 느끼게 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순신 장군처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연습
을 하더라도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겠다. 그만큼 이순신 장군은 계획성이 철저

한 것 같았다. 대회 때 내가 이순신 장군처럼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면 나도 더 좋은 결과
가 나왔을 것 같다. 이처럼 옛날에도 계획이 필요한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았다. 옛날에는
전쟁 등을 할 장소에 미리 가 조사해 보기도 하였다. 이순신 장군도 직접 전쟁 장소에 가
보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웠다.

‘건내량은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 같은 큰 배는 배끼리 부딪히게 될 것이

기에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형세가 불리하면 적은 기슭을 타고 육지
에 오를 인지라 한산도 앞바다 가운데 까지 유인해서 전부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

다. 한산도는 거제도와 고성 땅 중간에 있는데, 사방으로 헤엄쳐서 갈 길이 없으며 육지

에 오른다 해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한산도대첩 이후 조정에 올린 글 중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이순신 장군은 먼저 판옥선 5, 6척을 시켜서 선봉으로 나온 적의 배

를 뒤쫓아가서 공격하는 척 했다. 그러자 적의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일시에 쫓아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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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순신 장군의 배는 거짓으로 물러나면서 돌아나왔다. 이에 왜적들도 줄곧 쫓아오

는데,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학익진을 벌이고 일시에 진격하여 각각 지자, 현
후퇴하자, 여러 장수와 병사, 그리고 관리들은 승리한 기세를 업고 용기를 내어 용과 마

음을 다하여 앞다퉈 돌진해 화살과 탄환을 교대로 쏘고, 적의 배를 불사르고 적을 사살
하기를 일시에 모두 해치웠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 계획성 덕분에 전쟁에서 전략을 최

대한 잘 사용 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놀라운 지략과 잘 훈련된 조선 수군들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
국이 있다. 만약 내가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이런 전략과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 나는 우리 배의 행동만 생각을 해 전략을 세우고, 상대편의 반응과 행동은 전혀 생
각하지 못하였을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준비성과 계획,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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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만 생각하지 않고, 적의 행동까지 잘 생각하셔서이다. 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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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승자 등의 각종 총통을 쏘아서 먼저 2, 3척을 부수었다. 이에 왜적들이 사기가 꺾여

순신 장군은 만약 나라고 생각하면 생각해볼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셨다. 이순신 장군
을 갖고 연습을 하지도 않는데, 이순신 장군은 미리 그 장소에 가보고 그 장소의 특색과
기후까지 신경을 쓰며 살폈다.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계획성

을 배울 수 있어서 나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다. 보통 ‘이순신 장군’이라 하면 리더십,
애민사상 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난중일기를 읽고 이순신 장군의 계획성이 이 모든 것

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던 것 같다.나는 앞으로 이순신 장군처럼 모
든 것에 나의 최선을 다하여 계획해야겠다. 나중에 내게 대회에 나갈 기회가 주어진다
면 내 실력의 장점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서 기억해 자만심

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실전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이 들었다.

53

독후감 일반부

의 계획성은 우리를 지키셨다. 또한 이 나라를 구했다. 나는 대회를 할 때 항상 자만심

초등부

장려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도현(경기, 안화초 5학년)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감
이순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난중일기를 읽고 나는 나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생

각이 들었다. 나의 성격의 단점은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나의 성격 탓에 난
늘 아쉬운 일이 생겼고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2년 전 태권도 학원에서 시범 공연을 나가게 되었다. 모든 시범 공연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번 시범 공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공연이라 더 중요한 공연이었다. 그런
데 시범 공연에서 연기하는 내용이 있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주인공으로 뽑히는 영광
을 가졌다. 난 뽑히자마자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부모님께 자랑했었다.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신나하셨다. 하지만 주인공에 뽑힌 후 2주 뒤 주인공이

바뀌는 아픔을 당하고 말았다. 자신 있게 하지 않은 탓에 주인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다. 솔직히 주인공에 뽑혔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고 공연해야 되는 것이 마음
에 걸렸었다. 이런 나에게 실망하고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할 걸 하며 아쉬워했다.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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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맡은 친구의 자신감을 본받고 싶었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

생각나는 것이 용감함과 애국심이다. 이 두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불공평하
고 두려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큰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순신이 한 명언 중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명

언은 죽더라도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고 싸우기
도 힘이 나고 겁이 나는 가운데도 자신감을 얻어 승리를 이루었을 것이다.
난중일기 중에는 이순신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다.

8월 28일 새벽 6시쯤에 갑자기 적선 여덟 척이 나타나 모두 두려워하며 겁을 먹고 달

아나려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적선을 잡으라고 호각과 깃발을 휘
두르며 명령했다. 그러자 적선들이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갔다.

독후감 중고등부

싫어 도망을 가면 오히려 죽을 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순신의 한 마디에 군사들

독후감 초등부

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또 하나의 위험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의 자신감 덕분에 다행히 우리나라를 한 번
“적선이 1,000척이라도 우리 배에 함부로 덤벼들지 못한다. 마음 약해지지 말고 온

힘을 다해 적과 싸워라.”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있다. 이순신 장군 또한 많이 두렵고 겁
을 먹었을 것이지만 겁먹은 군사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장면에서 이순신의
자신감이 느껴진다.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 낼 수

있다. 2년 전 나에게 자신감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경험이 나에게 희망과 도전이라는 선물도 주었을 것이다. 그
렇다, 우리는 자신감이라는 마음과 자세만 갖추어도 우리의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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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향해 노력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거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길 수 있다. 총탄과 화살
이 쏟아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적과 싸우는 중에도 그날의 일을 꾸준히 기록한 이순신의
자세와 정신을 본받아 나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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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신다현(경기, 화성벌말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입장 바꾸어 생각하기
내 동생은 나보다 6살이 어리다. 부모님은 바쁘셔서 자주 나에게 남동생을 맡기고 나

가신다. 어린 동생을 보호하는 많은 임무는 늘 나의 일이였다. 동생이 사고를 치면 내 탓
꾸지람을 더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힘들어서 동생을 책임지지 못하고 나 혼자 핸
드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뭔가를 먹고 있었다. 그 손에는 작은 배터리를

들고 있어서 동생이 그 작은 배터리를 먹고 있는 줄 알았다. “띠리리 띠리리”난 걱정되

는 마음에 엄마에게 전화를 하였다. “엄마, 동생이 작은 배터리 먹은 것 같아”엄마는 성
급하게 “엄마가 빨리 갈게”하시며 부리나케 집으로 오셨다. 엄마는 오시자마자 나와 동
생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 다행히 응급실에서는 괜찮다고, 별 이상 없다고 하였다. 난

그때 마음이 철렁 내려갔다. 동생이 잘못되는 줄 알고 너무나 겁이 났고 두려웠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엄마도 그제야 마음을 놓으셨고, 나 역시 그 말을 듣고 다행이라 싶었
지만 정말 놀랐다. 나는 내가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했고 또 부모님께 꾸중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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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고, 작은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동생을 돌보는 나의 탓이라서 부모님께 칭찬보다

을까 걱정도 되었다. 무책임한 행동은 많은 사건을 만들고 불행을 가져온다. 나라가 백
성을 잘 돌보지 못할 때는 어떠할까?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님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고 나 자신의 기분이나 마

음보다 대의를 먼저 생각하셨다. 이순신 장군님은 갑오년 4월 3일에 군사들이 배고프면
안 되므로 밥과 술을 먹였다. 무서운 전쟁터에서 엄마처럼 군사들을 챙기시고 아끼셨

다. 이렇게 틈틈이 군사들에게 밥과 술을 먹이며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보듬어 주셨다.
그 행동은 책임감 있게 군사들을 이끌어가고, 모두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바쳐 힘들게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싸우신 행동들도 모두 책
임감 있게 이순신 장군님께서 한 행동들이다.

난중일기를 읽으며 나와 비교해보았는데, 나는 내 남동생, 한 명을 놀아주고, 돌봐주

고 하는 행동을 힘들어해서 다른 짓을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부당하

다고 여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군사들을 이끌고, 밥 먹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였다.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셨다. 나는 그 쉬운 일 하나를 못하고,

딴청을 피웠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많은 일을 끝까지 해내실려고 노력을 하셨다. 아들과

조카들에게 화살 쏘는 법을 가리키는 일 등 바쁘고 고된 나날 속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셨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목숨까지 바쳐 책임감 있게 하신 행동들이 많다. 난중일기를 읽

기 전에는 전쟁터에서 용감하고 책임감 강한 장군으로 생각했는데, 가정의 평안을 중요

하게 생각하시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큰 일을 하는데 기본
바탕이 되는 일임을 직접 실천하셨다.

초등학생인 내게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버거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도 나를 믿으시기에 맡기시는 일이다. 어린 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 오시기까

지 누나와 있어야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헤
아릴 줄 아는 마음, 나는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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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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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원(경기, 송화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난중일기에서 배우는
과거와 현재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집은 다섯 식구이다. 아빠는 직장에 다니시고, 엄마는 택배

이다. 이 집에 장남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다. 직장을 다니시는 부모님과 중학생이 되

어 바빠진 누나로 인해 동생과 나는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와 동생은 가끔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낸다. 어느 날 나는 동생과 마트 놀이를 하며 놀고 있었
다. 그때 엄마가 나에게 “정원아! 너 빨래 좀 거실로 옮겨라.” “네” 나는 매우 귀찮았다.

나는 옮길 때 “예원아! 오빠 좀 도와줘!” 동생은 “메롱, 싫은데, 내가 왜.” 나는 동생이 얄

미웠다. 나는 빨래를 옮기고 동생에게 가서 괴롭힐 기회를 엿보았다. 그때 빈틈이 보이
자 엉덩이를 꼬집었다. “아아악!” “엄마! 오빠가 내 엉덩이 꼬집었……” 나는 혼날까봐
동생에 입을 막았다. 그 다음 동생에게 “예원아, 오빠가 미안해.” 동생은 다시는 하지 말

라고 하였다.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엄마를 부르는 것을 하는 동생이 더 밉고 짜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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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신다. 누나는 이제 중학생이어서 학원을 많이 다니고 내 동생은 장난꾸러기 6살

났다. 난 갑자기 억울했다. 매번 동생을 돌보고 엄마 아빠의 심부름도 내 몫이니 동생이

더 미웠다. 그래서 동생이 좋아하는 장난감인 아기 인형을 뺏어갔다. 그러자 동생이 “으

아아앙!” 울어버렸다. 엄마는 부엌에서 거실로 달려와 “예원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오
빠가 내 아기 인형 빼앗아 갔어.” “서정원! 무슨 짓이야! 손들어, 얼른!” 나는 15분간 계
속 손을 들고 반성 하고 있었다.

“정원아 오빠면 모범을 보여야지, 나쁜 짓을 하면 뭐하니? 저번에도 네가 누나 머리

잡아당기니까 동생도 똑같이 누나 머리 잡아당겼잖니? 앞으로 모범을 보여 모범을!” 나

만 혼내는 엄마. 그렇기에 엄마가 무서운 나. 엄마의 꾸중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또 내
동생에게 매우 서운하고 원망스럽다. 오빠이기에 장남이기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

가 뭔지 난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동생과 누나에게 모두 양보하면서 엄마 심부름까지

해야 해서 나는 우리 가족에게 불만이 많다. 나보다 큰 누나가 있는데도 장남이라고 나
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지 모르겠다. 그때 우연히 난중일기를 읽었다.

난중일기 안에서는 나의 고민을 해결 해주기 위한 내용이 많았다. 이순신 장군님은

1597년 7월 18일에 수군이 크게 패하여 원균, 우수사 이억기와 충청 수사 최호 등등 여

러 장수가 큰 피해를 입어서 원수 권율과 이순신이 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이 자신이 직접 연해안 지방에 가서 보고 들은 뒤에 결정하면 어떠냐고 물으니

기뻐서 권율은 승낙하였다. 이렇게 이순신이 판단을 잘 내리고 나서서 해결책을 보여줘
모범을 보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또 대책을 다들 못 세웠는데, 이순신만 대책을

세우니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내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나서서 해결하는 것

과 아이디어를 잘 짜내는 것을 보고 용감하고 지혜롭다. 나도 이순신 장군님과 닮고 싶
다. 1597년 9월 7일 나에게 깨달음을 준 이야기가 또 있었다. 적선 55척이 수군을 노리
더니 그중 13척이 수군의 배를 향해 공격해왔다. 그래서 수군도 공격하니 적에 배는 무

서워 달아났다. 추격 했지만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날 밤 10시에 적
이 총을 쏘며 기습 하였다. 우리 배가 겁먹은 것 같아 이순신 장군님이 자신의 배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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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며 공격하니 다른 배들도 같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들의 군사들

이 겁먹은 것을 알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나간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졌다. 왜냐하면 이
와 자신감을 얻어 적과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1597년 9월 15일, 16일 연관된 이야기가

있었다. 이른 아침에 적선 330여 척이 수군에게 오고 있었다. 그러자 여러 장수들은 겁
을 먹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수사 김억추는 멀리 물러나 있었다. 그러

더니 이순신 장군님이 “죽고자 하며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자 장수
내지 못할 것이다.”하며 이순신 장군님은 모든 군사와 장수들의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

주었다. 그렇게 적선 30여척이 부서지자 마침내 적들은 물러났다. 이순신 장군님은 몇
십 여척으로 330여 척을 이기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나서서 대책을 잘 세워 전쟁에 도움이 되는 모습과 용기와 자신

감을 불어넣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는 모습 안에서 나서는 모습과 용기를 불어넣

독후감 중고등부

와 군사들은 적선으로 돌진해 화살을 쏘았다. “적이 비록 1천적이라도 우리 배를 당해

독후감 초등부

순신 장군님도 물러나면 이 전투는 패배하기 때문이다. 또 이 행동 때문에 수군이 용기

는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또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 장남이라는 이유로 나만 심부름을 더한다고 생각하고 툴툴거렸다.

그런데 살펴보면 누나 역시 제일 크다고 집안일을 더 돕기도 했다. 나만 손해본다는 생
각에서 벗어나야겠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모

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일기를 잘 쓰지 않는
데, 이순신 장군님은 이렇게 난중일기라는 일기를 꾸준히 적어서 이런 하나의 작품 또
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유산을 만들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순
신 장군님을 더욱 이해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이순신 장군님과 우리 선조들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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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받아야겠다. 앞으로 나는 모범을 보이며 긍정적이게 살아가야겠다. 나는 내가 귀찮은

초등부

참인재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남현지(경기, 송화초 5학년)

난중일기가 가르쳐준 넓은 마음
작년 4학년 일이다. 나는 2학기 부회장으로 뽑혔다. “여러분, 4학년 4반 2학기 학급

임원 3명이 당선되었다, 박수!!” 부담감과 설렘을 가지고 나의 학급 임원 생활은 시작
되었다.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선생님과 다른 학

급 임원을 도왔다. 선생님의 조그마한 심부름을 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던 어느
날, 처음으로 학급 임원이 싫어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 반 모두가 같이 앉기 싫

어하는 친구와 짝이 된 것이다. 선생님께서 짝은 남녀가 되어야 하는데 학급 임원 중
유일하게 나만 여자라 짝을 시켰다며 응원하셨다. 나는 억지웃음을 지으며 잘 해보겠

다 했지만 나도 그 친구가 싫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울분을 터트리며 이야
기하였다.

“으악!”

친구들은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눈빛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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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햇살반 가는 시간이 많잖아, 힘내”

나는 새로 배정된 자리로 짐을 옮기고 앉았다. 뒤늦게 짐을 가지고 온 짝은 싱글벙

다. 몇 단어를 쓰다가 힘들면 먼 산을 보고 있었다. 난 산만한 그 친구 옆에서 내가 할 진

도도 간신히 따라가며 수업시간을 마쳤다. 잠시의 시간도 무기력해지는 이 친구와 지낼
한 달이 걱정되었다. 집에 가서 내 말동무가 되어주는 엄마께 하소연했지만 친구니까

도와주라 하셨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수업시간이 끝났다. 짝이 시간이 있으면 같이
교에 가니 짝이 나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반 전체에 퍼졌다. 억울하고 창피해서 말도 걸
기 싫었다. 그날, 나는 쌀쌀맞게 대하며 무시했지만 그 친구는 나의 기분은 상관없다는
듯이 평소처럼 지냈다. 쉬는 시간,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중 그 친구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독후감 중고등부

근처 분식집을 가자고 했다. 나는 거절했고 아무생각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다음 날, 학

독후감 초등부

글 웃으며 인사를 했다. 첫 수업시간. 그 친구는 계속 내게 물어보고 지치면 낙서를 했

보드게임에서 탈락되라고 나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같이 보드게임을 하던 친구들, 주

고 저렇게 말하는 짝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절친들과 수다를 떨며 문구
점에 가고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내 등을 콕콕 찔렀다. 뒤돌아보니 또 짝이였다. 친구들
은 빨리 오라며 먼저 가버렸다.
“어디가?”

자꾸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짝이 미웠고 친한 척을 하니 더욱 짜증 났다.
“왜 물어?”

“같은 아파트니까 우리 집 어딘지 알려줄까?”

나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서 말을 끊고 짜증을 냈다.

“너의 집이 어딘지 알고 싶지도 않아, 넌 눈치도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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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구경하던 친구들은 ‘푸하하’ 웃었다. 그동안 참고 수업을 도와준 노력은 무시하

짝은 못 알아들었다는 지 멀뚱거렸다. 그러더니 혼자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나

는 그제야 인상을 쓰며 문구점으로 뛰어갔다. 다음날, 짝은 학교에 오자마자 햇살반으

로 가서 하루 내내 있었다. 나는 짝 없는 며칠을 즐겼고 더 이상 내 짝이 아니었다. 그렇
게 4학년이 지났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라는 책을 빌려 읽었다. 난중일기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를 떠오르게 했고 잘못된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다.

병신년 5월 5일 일기를 보면 ‘여러 장수들이 모였기에 위로해주려고 술을 마셨다. 밤이
깊도록 즐기며 뛰놀게 했다. 내가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생한 장수들의 노고를 풀
어주고 싶은 생각에서였다.’라고 되어있다. 이순신은 서로를 죽이려 달려드는 전쟁터의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의 노고를 공감하고 이해하며 달래주

려고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나는 친구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않고 내 상황만 생각하며
몰아붙였다. 이순신은 알코올의 힘으로 장수들이 전쟁 중 흥겨움을 느끼라고 술을 마

시게 하였다. 나도 짝이 수업을 하다가 잠시 재미있게 수업의 주제를 짝의 눈높이에 맞
춰 이야기해줬을 수 있었다. 글씨를 쓰기 힘든 짝의 입장을 이해하고 차근차근 알려주

며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었다. 넓은 마음으로 짝의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해줬을 수
있었다. 이순신은 자신도 전쟁터에서 싸우며 가족을 잃고, 부상을 입고, 심적 고통을 받

았지만 장수들을 생각했다는 것이 대단하다. 나는 짝 때문에 내가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나의 고생만 생각했다. 내 자신이 이기적이게 느껴지고 부끄럽다. 같은 해 7월 13일 일
기에는 ‘귀화한 왜놈들이 광대놀이를 했다. 이 나라의 장수로서 그대로 둘 수 없었지만,
그들이 간절히 놀고 싶어 하기에 그냥 두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순신의 넓은 마음을 볼

수 있다. 이순신은 적인 왜놈이 놀이를 하는데도 내버려두었다. 적이든, 같은 사람이여
서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고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었다. 하지만 나는 적도
아닌 친구에게 마음을 좁게 먹었다. 넓은 마음은 공감과 이해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상대방에게 공감할 수 있으며 넓은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다. 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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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을 긍정적이게 봐야한다. 나는 그 친구와 짝이 되었을 때 나쁜 소문을 듣고 부정적
으로 생각하여 싫어했다. 내가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더 사

은 적이 올 것을 두려워하여 달아나려고 했다. 나는 그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먼저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아 참고 있었다. 그랬더니 배설은 종을 시켜 병이 심해서
몸조리를 해야겠다고 전해왔다. 나는 그리하라고 했다.’라고 되어있다. 이순신은 배설이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하기 싫어서 참고 있었다. 넓은 마음
것과 같다. 서로 싸우는 것을 막고 더 생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짝은 나와 친해지

고 싶어서 관심을 표현하고 분식집에 가자고 한 것인데 나는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인물이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면 그 이

유를 알 수 있다. 이순신은 넓은 마음을 실천하고 그로 인해 사회가 밝아졌기 때문이다.

독후감 중고등부

은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도리에 맞는 말을 하는 것도 넓은 마음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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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었다는 후회가 든다. 정유년 8월 30일 일기에는 ‘배설이 더 많

이순신은 부하, 적에게도 이해심을 가지고 행동했으며 깊게 생각하고 언제나 도덕심을
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친구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공감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누군가 나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도 무턱대고 화내지 않
으려 노력하겠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넓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한 사회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만나야 할 텐데 좁은 마음을 가
지면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단정 지어 버릴 수밖에 없다. 항상 내 시선에서만

바라보아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하나의 변수도 용납하지 못한다. 모든 일이 내 위주
여서 다른 것을 접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가 쌓인다. 내 생각과 다른 일은 못마땅해진다.

사람사이에도 갈등이 끊임없이 생긴다. 사람들이 점점 같이 있기 싫어서 혼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마음이 좁으면 나와 다른 모든 것이 들어갈 자리를 잃는다. 결국 피해는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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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이순신의 넓은 마음을 본받아서 더 넓은 삶을 살아야 한다. 나도 넓은 세상을 만

게 되돌아온다. 넓은 마음은 도덕, 태도, 사회화와 관련이 있다. 좁은 마음을 가진 다면

좁은 세상에 산다. 우리는 한 세상에 공존하므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 보듬어줘야 한다.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이순신 장군과 짝에게 고맙다. 올해 반에도 나와 다

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넓은 마음을 실천하고 싶다. 난중일기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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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참리더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박예솔(경기, 구봉초 5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남의 탓하지 않는
우리의 정직한 이순신
나는 우리가족 중 장녀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랑 4살 차이 나는 여동생으로 구

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학교에서도 집중을 잘하려고 노력
한다. 또한 혼자 정리도 잘해야 한다. 언제나 부모님은 나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
신다. 늘 많은 관심을 받아서인지 잘못한 일 또는 내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자존

심이 상하고 싫다. 내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나는 동생에게 내 잘못을 속인 적이 있
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사주시는 비싼 초콜릿을 맛볼 수 있는 날이었다. 똑
같은 초콜릿을 나와 동생에게 주셨다. 너무 맛이 있고, 오랜만에 먹은 거라 그런지 금방

내 뱃속으로 들어갔다. 더 먹고 싶을 때 마침 동생이 “언니, 먹을래?” “좋아! 고마워!” 난
그렇게 동생 것을 금방 먹었다. 그 순간 동생이 큰소리로 “아니~ 언니! 왜 내 것 다 먹어

~ 칫!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알면서!”라고 칭얼거렸다. 난 엄마가 알까봐 조용히 “너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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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내가 장녀여서 그런지 부모님의 관심도 크고, 기대도 많다. 나는 기대에 떨

으라며” 그러자 “다 먹으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우리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엄마가 우
리를 보며 말했다. “너희 왜 그래?” 난 “쟤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거야……”라고 변명했
다. 사실 난 동생도 좋아하는 초콜릿이기에 조금 먹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맛있기에 자제가 되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나머지를 다 먹어 버렸다. 그 일은 다음에 살
때 내 것을 조금 양보하기로 약속한 후 끝났다. 난 가슴이 따끔거리며 미안해졌다. 그러

던 중 난중일기를 접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용감한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처럼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 남 탓은 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
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난중일기 속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갑오년 9월 3일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 임금에 편지가 도착했다.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들이 팔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한가지라도 계책

을 세워 적을 치는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3년 동안 바다를 지키며 적이 올 때 자신을 위해 몸을 안 던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나라며 화가 참을 수 없
고 억울할 것 같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억울해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계책을 세워 나라
의 안전을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할 뿐이였다.

정유년 4월3일 원균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힌 후 백의종군이라는 아무 벼슬 없는 병

사가 되어 싸우라는 명이 내려져 옥에서 풀려났다.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좀 놀랐다. 나
라를 지키는 데 앞장섰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 무엇보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마음대

로 옥에 넣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 다시 싸우라고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남의 탓을 하지않고 지금의 일을 그대로 받아 드렸다. 그리

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할 뿐이였다. 난 툭하면 남의 탓을 하

기 일쑤였고, 내 잘못, 실수를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일을 인정했고, 남에게 덮여 씌우는 짓은 살아 생전에 절대 하지 않았다. 난중일
기 속 또 다른 훌륭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며 이순신 장군을 본받기는커녕 그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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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나보다 더 힘들고, 알던 사람에

모함을 받아 옥에 간 순간에도, 이순신 장군은 남에게 덮여 씌우지 않는 모습을 본받아
않는 정도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아 남 탓을 하지 않기로 노력하기 마음 먹었다. 물론 하
루 만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노력하여 이 사회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아

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회는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울 것이다. 나는 이순신

독후감 중고등부

장군을 본받아 남의 탓을 하지 않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독후감 초등부

야겠다고 생각했다. 원망하지 않는 마음과 변덕스러운 임금의 말에 순종하고, 거역하지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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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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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최우수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온유(충남, 온양여자중 3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 현재와 과거 사이의
다리를 놓다
푸르고도 푸른 바다 위, 꽃 한 송이가 둥둥 떠 있다. 강풍과 파도에 휩쓸려 줄기가 꺾

꽃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던 그. 바로 1598년 노량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이순
신 장군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라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거침없이 조선의

바다를 지켰던 그는 우리에게 한없이 강해 보인다. 그동안 나도 영화 ‘명량’에서 본 것
처럼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정해져 있었다. 그에게 남은 건 전의를 상실
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그리고 12척의 배 뿐이었다. 그러나 그 12척의 배를

이끌고 명량 바다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선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도 예전에 존경하

는 인물을 쓰라고 하면 단연 이순신 장군을 적었던 기억이 난다. ‘바다의 영웅’으로의
모습을 본 후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되기에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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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더라도 ‘꽃’이라는 이유로 향기를 내려한다. 꽃잎이 시들고 줄기가 벗겨져도 묵묵히

쟁이 시작된 임진년 정월부터 전쟁이 끝난 무술년 10월까지 이순신이 써 내려간 ‘난중

일기’라는 일기에서는 그가 조금은 독특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한 발짝 다가왔
다. 난중일기의 독자들은 영웅의 일기를 보며 그의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
짐작한다. 나는 그중에서도 이순신의 ‘사랑 많은 리더의 모습’에 집중하여 초점을 두고
싶었다.

그는 힘든 일을 많이도 겪었다. 겉보기에는 우람한 장수의 모습이었지만 48세의 나

이에 전쟁에 시달리던 그는 언제나 몸이 아팠다. 밤새 뒤척이게 만들었던 꿈자리가 그
것을 증명해준다. 약 40회 정도나 꿈에 대한 서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매번 천
차만별이었다. 그만큼 그는 그렇게 힘이 들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고, 막내아

들 면을 먼저 하늘로 보내주는 등의 아픔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어머니의 죽음
에 대해서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백의종군 길을 떠나야 하니 천지간에 어찌 나 같은
일이 있으랴. 빨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의 이러한 면모를 보고, 나는 이순신에 대해 남들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순신에게 ‘사랑 많은 리더’
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싶다는 독특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거침없이 떠오르게 되었

다. ‘리더’라는 것의 본래 뜻은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
는 사람이다. 이순신은 조선의 바다에 올라가 겁 없이 물살을 가로지르던 최고의 지도
자였다.

그는 아랫사람에 대한 정의로움을 추구하였다. 특히 관리들의 부정부패에 엄격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하들이 전령의 기한을 넘긴 죄, 그리고 평산포 만호가 기일을 한정해
주지 않아 기일에 맞춰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자 단호함으로 곤장을 쳤다. 허나 이러
한 엄격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부하들에 대한 한없는 헌신적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아침에 옷 없는 군사 17명에게 옷을 지급한 것. 그리고 난중일기에 적

혀진 “밤이 깊도록 즐기며 뛰놀게 했는데,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하는

72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장수들의 노고를 풀어주자는 생각에서였다.”라는 말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하여 전쟁에 시달리며 떨고 굶주리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듯, 아랫
수 있다는 진리를 추구했다. 또한 전란 중에 쓰여진 일기인 만큼 난중일기 속에서 영웅
적 면모도 찾을 수 없는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다는 말로 장수들에게 두 번 세 번 엄격히 약속했다. 부하들을 전심 다해 사랑했지만, 때
로는 소중한 부하들이 용기 있게 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왔던 그다.

씌워 투옥생활을 하게 했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

들은 이러한 것들을 감수하며 자신의 무리를 이끌어 나가곤 한다. 그리고 그에게는 리

더로서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다. 어머니와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갔을 때, 그마저도
바다를 지키느라 그들을 보러 갈 수 없었다. 이순신은 통곡하였다. 허나 리더라는 이유
로 리더의 본질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꽃이 줄기가 꺾여도 향기

독후감 중고등부

조선바다의 최고 리더답게, 물론 그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었다. 원균은 그를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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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바다의 영웅은 자신이 낮아지려고 할수록 높아질

를 내려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다.

정 많던 리더의 모습과, 현대인들의 딱딱한 리더의 모습을 대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리더라는 단어를 들으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마련일 것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리더의 모습은 회사 사장님, 대통령,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는 관리들 정도일 수 있다.

그들이 주는 이미지는 때론 밝지 않고 어려워진다. 분명 좋은 리더들도 있지만 현대의
대다수의 리더는 이순신처럼 낮은 자세의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요
즘의 회사 사장님들은 아랫사람들을 감싸주기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호통치고, 직

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것은 아직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나의 눈에도
충분히 들어오는 모습이다. 또한 우리들은 이순신 같은 리더의 모습이 그리워 촛불집

회를 열었고, 옳지 못한 모습을 우리 힘으로 비판하였다. 우리는 이순신다운 리더를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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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 시대가 이순신의 모습에서 본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순신의

망했고, 간절히 기다렸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는 이유도 어쩌면 이순신 장군이
후손들에게 남기신 진정한 리더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을 본보기로 삼아

현재와 과거는 분명 이어질 수 있다. 그 다리 역할을 우리의 영웅이 망설임 없이 일삼아
준 것이다.

선조들의 숭고한 피, 그리고 정신은 현대의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곤 한다. 그것을 배워야 함이 우리의 의무요, 주어진 능력이다. 리더라는 이름으로 바

다 위 이순신의 모습처럼 웬만한 강풍에도 결코 꺾이지 않겠다는 책임과 의지를 다져야
한다. 허나 리더만 지켜야 하는 모습만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리더가 차디찬 바다 속에

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때, 이순신의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주저 없이 차디
찬 바다에 빠져들어 리더를 꼭 안아줘야 한다. 가녀린 꽃의 모습으로 몸이 부서져도, 시

들어도 꽃의 모습을 지키려하는 리더를 위해 우리들은 꽃이 떠내려가지 않게 보듬어 주

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이 바라는 현시대의 용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사회는 그렇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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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우수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이주영(경기, 세마고 1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난중일기를 읽고
한국인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존경 받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훌륭한지 얘기해 보라고 하면

나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는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
는 것에 반해, 막상 그분에 대해 말해보라 하면 몇몇 해전에서의 치적 외에는 딱히 할 말
이 없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호평이 과대포장된 것일까? 혹시 모르는 것이 상
책이다 하여 감추고 있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잘 모를 뿐이다. 마치 그것은 독도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독도가 우리 영토인 것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막상 그 증거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랫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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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손꼽힐 만큼 이순신 장군은 혁혁한 공로와 함께 훈훈한 인품으로

마찬가지로 이순신 장군 역시 단편적인 지식 외에는 아는 바가 없는데, 내 생각에는 이
역시 전적으로 이순신 장군을 오매불망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실
천적 의지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때 만화로 된 난중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리고 중학교 때에는 ‘명량’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직
함과 전공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 나는 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멀찌감
치 서서 그의 행적을 칭송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만화

가 아닌 제대로 된 난중일기를 읽어본 것이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

나면서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이 경험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
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선입관을 깨뜨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내
가 책을 통해 발견한 이순신 장군의 진면목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전쟁의 승리가 아니
었다. 그것은 여자로서 느끼는 꼼꼼함과 삶에 대한 엄중함 같은 것이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야구 포수가 매니큐어를 칠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투

수에게 사인을 보낼 때 사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매니큐어를 손톱에 바른다는 것이
다. 투수 역시 공을 잘 던지기 위해 손가락과 손톱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데, 그 수준이
거의 여자들 수준 이상이라고 한다. 나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그러한 면밀함과 꼼꼼함을
보았다. 난중일기는 1592년 1월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쓴 일기이다. 그리고 이것

은 여행을 하면서 쓴 게 아니라 전쟁 중에 기록한 전쟁 일기이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기록물을 남긴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난중일기는 일기 자

체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일기는 하루의 일과를 기록한 것 이상의 의
미가 있다. 나 역시 일기를 써봐서 아는데, 일기를 쓴 시절과 쓰지 않은 시절이 현격하게

그 결이 다르다. 일기를 쓰는 시절은 왠지 모르게 삶의 자세가 진중해지지만 일기를 쓰
지 않던 시절은 뭔가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고, 그래서 삶의 무게가 전체적으로 경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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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도 그러한 맥락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군님은

일기를 읽어보면 ‘뭐 저런 것까지 기록을 할까’ 싶을 정도로 다소 이해가 안 가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무슨 문학상을 받기 위해 쓴 글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꼼
꼼한 구석과 막중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발견한다. 백

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나는 난중일기가 이순신 장군 자신을 곧추세우고 견디

게 하는 성찰적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순신 장군은 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이

다. 그러한 꼼꼼하고 면밀함이 애국과 애민의 모습에서도 드러났고 반복하여 하루를 반
성하고 성찰함으로써 실천적의지로 이어지는 성과를 빚었다고 보는 것이다.

독후감 중고등부

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상식과 양심을 놓고 볼 때, 매우 보편적

독후감 초등부

단지 자신의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난중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물론 난중

우리나라는 군부에 의해 위기에 처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무

을 폄하할 의도가 없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불행은 시작된다. 이순신 장군은 군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순신 장군은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

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직업과 무관한 일이기에, 자신이 서 있
어야 할 그곳에서 엄중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나는 이제 이순신 장군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생각하려 한다. 전쟁에서 혁혁한 공로

를 세운 뛰어난 장수가 아닌,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그분을 생각하고
자 한다. 글은 지식인의 대표적인 무기이자 경쟁력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아름

답게 바꾸기 위해 매일 같이 먹을 갈았던 그의 모습 속에서 한 명의 힘센 장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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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권도 그러하고 현대사회에서 군부독재 체제 하에서의 악몽도 그러하다. 나는 군인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지식인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그 애틋하
고 성숙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곱씹고 되새겨 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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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박세영(경기, 세교고 2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 장군이라는 울타리
학교에 다니다 보면 누구보다 뛰어나게 혼자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사람과

이었다. 학기 초가 되자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리틀 치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

나는 동아리의 기장으로서 부원들을 챙겨야 했다. 우리 동아리는 한 달에 3~4번씩 만나
꽃동네, 요양원 등에서 봉사를 하였다. 만나는 시간이 많아서인지 끈끈한 우정을 가지

고 있었던 우리였다. 그런데 얼마전 동아리가 파탄 날 지경까지 싸운 적이 있었다. 그날

은 동아리에서 늘 하는 정기회의였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는데, 약 8명의 아
이들이 회의를 진행했다. 7월말 쯤 학교는 방학을 맞이하였고 우리 동아리는 방학을 기

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뒷풀이 겸 마지막 회의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봉사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지, 2달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할지를 논의
하였다. 봉사는 가을, 겨울 내내 다녀야하고 몇 시간동안 힘든 고생을 해야 하지만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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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동체로 커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에서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인은 짧은 기간동안 1시간씩만 모이는 쉬운 작업이였다. 나는 기장이라는 책임감에 힘

든 봉사를 가겠다고 자처하였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던 부기장이나 몇몇 아이들은 캠

페인을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당연히 같은 동아리이며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기분이 상한 나는 급
기야 아이들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한 부원이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데리고 캠페인

을 가거나 허락을 안해주면 동아리를 나가겠다고 화를 냈다. 나는 다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이였는데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결국, 동아리는 파탄
에 이를 지경이였다. 나는 더 이상의 고비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동아리는 마음이 하나

라고 생각하는데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로 쉽게 화낸 나를 자책
하며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기장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은 사라졌지만 진심어린

나의 사과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아이들의 마음은 녹게 되었다. 나는 이번일로 많은 교
훈을 얻고 깨달은 점도 있었다. 바로 아무리 합이 안 맞고 마음이 틀려도 같은 공동체라
는 것은 큰 열정과 협동심을 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겨낸 역사의 한

위인이 떠올랐다. 바로 여러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우리의 영웅으로 거듭난 이순
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많은 어려움과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다툼이나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순신이 현재의 영웅으로 남고 거듭 승리를 계속 한 것은 열악한 전쟁
상황 속에서 끈끈한 전우애로 그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

의 일기인 난중일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난중일기는 과거의 전쟁을 세세히 또한 이
순신의 생애를 샅샅히 찾아볼 수 있는 이순신의 일기장이다. 이순신 장군은 여러 대첩

을 겪으면서 자신도 장군이자 전장에서 싸워야하기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 혹은 분쟁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다. 난중일기는 임진왜란때에 쓰여진 일기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그 치유의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나는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우
애를 엿보게 되었다. 난중일기 속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찾아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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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전장에 나가 있을 때나 이순신의 어머니가

편찮았을 때 모두 찾아와 이순신 장군에게 격려나 위로를 해주었다. 나는 이런 모습을
전우간의 사랑 뿐만 아니라 리더는 부하들을 잘 돌보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

다. 또한 부하들 역시 자신의 리더를 옆에서 보살피고 그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 또한 그
들만의 전우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몸소 부하들을 아끼고 돌봄으로서
‘전우애’를 실천하셨다.

년 11월 3일 선전관 이길원은 본가로 가지 않고 일을 끝마치자 마자 다시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이길원의 마음은 자신의 집보다 같은 곳에 같이 고생하
던 장군에게 인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순신은 그를 돌려보냈지만 그들에게 전우애는

어떤 이에게는 가족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느
껴지는 부분이다.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통해 전세계에 특별한 전우애를 알린 것이다. 예를 들면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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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이것이 전우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우애라는 것이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두 번째, 이순신 장군의 예이다. 정유년 11월 1일 이순신 장군은 몸이 허약함에도 불

함께 지냈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부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희생하는 모습 또
한 그들에게는 동고동락하는 전우애의 한 모습이다. 그가 얼마나 부원들을 아끼는지 부

원들이 그를 얼마나 전우로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 가족들 혹은
자신의 죽마고우들보다 더 끈끈한 사이였을 것이다. 전우애와 더불어 이순신 장군의 기
상과 부원들이 그의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게 되었다.

난중일기는 그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며 그들 간의 우정을 볼 수 있는 책이

다. 어쩌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옆에서 그를 보필하던 다른 장군들을 존경하고 배
워야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았다. 난중일기를 읽어보니 나는 현대시대를 살아가

면서도 내 감정하나 추스르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순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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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그는 뱃사람들을 생각하며 바람이 불고 한기가 차있는 배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군이였다면 자신의 동료들이 싸우거나 내가 동료들과 싸우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늘 해왔듯이 중재를 하고 다시 한번 전우애로 그들을 보듬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
짜고짜 나의 감정적인 면만 내세우며 화를 내기에 바빴다. 나는 대장인척 하는 볼품없

는 사람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실수가 어떤 것인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꼈다. 마지막으로 전우애는 전쟁 상황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

라 같이 힘든 일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며 맛본 감정들이 뒤섞여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 대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런 감정들

을 다스리고 전우애로써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되고싶다. 그렇
게 다져진 나의 인연들이 이순신과 그의 동료들처럼 서로 언제든지 함께 있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던지 혹은 내가 이끄는 무리
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내가 중재하고 다시금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난
중일기를 통해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학교나 사회에서 각자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

한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그 사회의 견고
한 울타리가 된다. 이순신 장군은 500여년전 위인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

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얼마나 큰 시
너지가 생기는 지를 난중일기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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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박원빈(충남, 태안여자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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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를 읽고

17일까지 쓰여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의 일기이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 일기에 자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투 상황, 군 진영 등을 기록하셨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이순신 장군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순신 장군님은 마음이 굳건한 분 같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막내아들 면을 잃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슬퍼하셨다. 그 아무리 장수라도 가족을 잃고 바로 전투에 임하기 힘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냉정함을 되찾고 전투에 임해 전승무패의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굳은 마음
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님은 마음이 넓었던 것 같다. 장수 원균의 모함으로 하옥되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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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인 1592년부터 적탄에 맞아 전사하기 1598년 11월

원균이 수군을 전멸시켰음에도 그를 탓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보다는 열악한 상
황에서 군영을 재정비하고 군선과 수군을 모았으며, 어떻게 전투에 임할까를 고민하는
데 시간을 쓰셨다. 이는 이순신 장군님이 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욕심이 없었기에 전투에 임했을 때 도망가는 적들을 뒤쫓지 않았다. 자신의 공

을 조금이라도 더 세우고 싶었다면 끝까지 적을 쫓아가 쳤을 것이다. 항상 전투가 끝난
뒤 자신의 공보다 부하들의 공을 더 내세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부하들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님을 믿고 따라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치른 해전 중에서 명량 해전이 가장 최고의 해전이라고 생각한

다. 임진왜란 3대 해전은 세계 3대 해전 중 하나이기도 한 한산도대첩, 12척의 배로 적
을 격파한 명량 해전, 퇴각하는 왜군을 친 노량 해전이 있다. 이 중에서 내가 명량 해전

을 뽑은 것은 적은 수로 다수의 적을 격파한 것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이 솔선수범

해서 적들과 싸웠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전투에 임하는 자는 죽
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고작 12척
으로 적들과 싸우기에는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두려움에
빠진 수군들과 장수들을 독려하여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싸워 이기게 하였다. 뛰어난

전술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위험하고 승산이 거의 없는 전투인데도 싸워 이겼다는 점에
서 다른 해전들보다 명량해전이 더 위대한 전투라고 생각한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전라도 일대를 지킬 수 있었다.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며 왜군이 그들의 계획대로 진군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결과적으로 명
량해전은 정유재란에서 일본의 기세를 꺽은 결정타였다. 그래서 나는 명량해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나라에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군 장

수이다. 이순신 장군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외국 만화도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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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는 그만큼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세계 2차 대전 때 쓰여
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안네의 일기처럼 난중일기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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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

독후감 중고등부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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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이가현(서울, 목운중 3학년)

별은 떨어졌으나 영웅은 남아…
충무공에 관해선 자신이 있었습니다.

주요해전이 있었던 연도를 암기할 만큼 역사시간에 배운 지식에 더하여 영화 ‘명량’

의 여운도 남아 있거니와, 무엇보다 여행을 좋아하셨던 외할아버지 따라 어려서부터 현

충사는 물론 한산도의 제승당, 여수의 진남관 등을 방문한 경험이 비교적 생생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난중일기 독후감 응모 권유는 중3인 저에게 마치 구구단 암기를 숙제

로 내리는 느낌을 주었기에, 책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불쾌에 건방짐이 더해진 딱 그 수
준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난중일기를 통해 충무공과의 여정을 막 끝낸 저를 휘감는 감정은 ‘감사’

와 ‘겸손’입니다.

저는 충무공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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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수식은 그의 진면목을 표현하기엔 한참이나 부족합니다.

그는 전장의 풀, 벌레에서도 시심을 느끼는 낭만적인 시인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탁

나라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우국지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웅’이란 조어를 만들면서까지 그를 추앙하는 이유는 누구

나 피하고 싶은 최악의 여건에서 역경에 당당히 맞서 이겨냈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통 받는 그의 일상과 노모와 요절한 아들을 그리며 아파하는 평범한 인간 이순신이 곳
곳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적 약점을 극복한 승리, 충무공에 대한 저의 감사와 존경의 깊이가 여기에 있습

니다.

겸손은 난중일기 독서가 제게 선사한 뜻하지 않은 선물이자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

독후감 중고등부

그는 타고난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난중일기에는 눈병, 위장병 등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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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 선지자였고, 자애로움과 엄격함을 겸비한 모범적 관리상의 전형이었으며, 매 순간

어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지침입니다.

난중일기를 이미 읽은 양 오해한 탓에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마치 ‘걸리버 여행기’나 ‘돈키호테’를 제대로 읽은 사람이 희소한 데 누구나 다 읽은

것처럼 느낀다는 언젠가의 뉴스보도를 연상시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난중일기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임을 이미 반성했기에, 지식에 겸

손해야 함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정독한 난중일기엔 파란만장했던 시대의 생생한 무늬와 그 역사의 갈피 곳곳에서 숨

가쁘게 호흡하는 인간 군상들의 면면이 이순신의 문장을 빌려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었
습니다.

담담한 논조가 주조를 이루지만, 가을 어느 날 군사 조련과 무기제조의 당위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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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독서가 썩 유쾌하게 시작되지 못한 이유가 충무공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제가

장하던 논설이 폭풍한설이 흩뿌리는 겨울엔 사나이의 비분강개를 숨기지 않는 격정적
인 시에 자리를 내어주고, 날 좋은 5월엔 적 동태를 살피는 그의 행적을 쫓다 보면 섬 여
행 기행문을 보는 듯한 즐거움이 난중일기엔 숨어 있습니다.

과히 온갖 장르의 향연이자 소중한 사초이고, 참고해야 할 해전 매뉴얼입니다. 하지

만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중3 여학생, 저에게 난중일기는 ‘울컥’입니다.

백척간두, 절체절명이란 묘사가 어울리는 7년이란 기간 동안 시간을 아껴 침침한 눈

을 비벼가며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를 떠올리면 먼저 눈가가 젖어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읽지 못했지만 혹자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고 울지 않는 사람은 충신이

아니다”란 말을 합니다만 저는 감히 이렇게 고쳐볼까 합니다.

“난중일기를 읽고 울지 않는 이는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제대로 된 독후감의 끝맺음을 위해선 마음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책은 개인적인 성정의 측면과 조직에서의 역할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본받아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격측면에선 매번 큰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소심함을 버리고 충무공의 ‘담대함’을

본받고 싶습니다. 백의종군에서 단 13척의 배와 패잔병을 마주하면서도 단 두 문장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 담대함 말입니다.

더불어 저는 학급 부회장인 관계로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

어왔습니다.

난중일기는 무한한 에너지로 조직을 고양시키고, 닥쳐올 일에 항상 먼저 대비하며,

동료를 인간으로 대우하고, 책임지는 리더가 좋은 리더임을 알려줍니다. 학급내 역할수
행에 자신감을 주는 좋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노량에서 온 백성의 슬픔을 뒤로하며 장군은 찬란하게 산화하셨습니다. 비록 별

은 떨어졌으나 영웅은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한산 앞바다의 학익진처럼 넓고도 깊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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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권혜미(경북, 포항제철고 2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고전이 가져다주는 가치
책이라는 매체는 작가와 독자의 연결고리이자 간접경험의 총체이다. 몇 장의 글을 통

한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책이란 웬만
한 비행기나 기차보다 훌륭한 여행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책은 ‘타임머신’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쓰인 글을 읽을 때, 독자는 현실

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시대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지금은 만날 수 없
는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을 엿보고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책이 가지는 최고의 장
점이 아닐까 싶다.

‘난중일기’는 이러한 타임머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임란

7년 동안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본래 작가인 이순신 본인의 일기였기 때문에 그
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이 잘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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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독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거나 새로운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도

책의 내용은 대체로 간략하게 그날의 날씨나 군무 내용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어 있으며, 각 일지의 평균적인 길이는 두세 줄 정도의 짧은 문장이 전부이다. 이러한

간결한 문체와 내용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보고서를 받아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다만 이 점 덕분에 난중일기는 역사적 사료로써도 큰 가치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속에서 간간이 드러나는 이순신 본인의 생각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

다. 대표적인 대목이 원균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원균은 조선의 많은 수군을 희생시킨
사람인만큼, 그에 대한 이순신의 평은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균의 간교한 꾀가

가소롭다는 대목은 심심찮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원균은 그 흉악하고 음험함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라며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원균에 대한 이
순신의 악감정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정유년에 기록된 일지들은 다른 년에 비해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평균적인 기

록의 길이가 길 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감정이 격하고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는 정유년이 이순신 개인에게 많은 일이 일어난 해였기 때문이다. 모함으로 인한 파직

과 모친의 죽음에 연이은 아들 ‘면’의 죽음 등 유난히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많았던 만
큼, 그에 대한 이순신의 처절한 감정이 돋보인다.

정유년의 여러 사건 중,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일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순신의

반응이었다. 아들의 죽음을 통보받은 10월 14일 자의 일기를 보면 꿈자리에도 면이 등

장하는 등의 징조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저녁에 이순신은 면의 죽음을 전해 듣

는데, 이때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의 모습은 현대의 독자를 눈물짓게 만들 만큼 절
절하고 사무친다. 함께 따라 죽어 지하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울고 싶다고 하며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그의 지극했던 자식 사랑과 자신
보다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슬픔을 깊게 느낄 수 있었다.

현대에도 난중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역사책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에 대한 이유는 책의 저자가 한국의 대표적인 영웅인 이순신이라는 점도 있겠

90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시대를 뛰어넘는 보편성과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다가오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기록과 다르게, 난

서의 개인적 감정과 의견이 잘 반영되어 있는 ‘부드러운 글’인 것이다. 따라서 독자는 격
식이나 부담 없이 직접 작가 이순신의 생각과 감정을 느끼면서 독서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난중일기는 현대인이 잊고 있었던 소중한 전통적 가치를 일깨워준다. 이순

신의 지극한 효심이 그중 하나이다. 매일 하나뿐인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의 모
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동시에 현대인들은 사람과의 교류를 단절해버렸다.

급박한 전쟁 중의 상황에도 어머니의 안위를 알아보고, 직접 찾아가 인사를 드렸던 그
에 비해 지금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을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난중일기는 잃어버린 가치에 대
한 훌륭한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독후감 중고등부

습은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우리와 너무나도 달라 보인다. 과거보

독후감 초등부

중일기는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일기, 즉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한 사람으로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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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이동준(전북, 화산중 1학년)

우리의 또 다른 자아, 이순신
우리가 흔히 아는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며, 수군통제사라는

직위로 군사들을 거느렸던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리더십의 본보기로 알려져 있다. 이순

신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그는 왜란의 침입 속에서도 열악한 군사들을 이끌고 바

다 위에서 단 한 번도 진적없는 승부사로 나온다. 옥포대첩, 한산대첩, 명량해전, 노량
해전의 해상전술은 전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전술로 평가받는다. 몇 년 전 개봉한

영화 <명량>에서도 이순신은 ‘인간’이기보다는 장군 이순신의 모습이었다. 멋있었고,
대담하며 결단력 있는 용사였다. 그래서인지 나는 <난중일기>를 읽기 전에 그런 이미지
를 상상하며 읽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보여줬던 리더십이나 군사를 거느릴 때에 보여주는 그 엄격함은 그가 공

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당연한 태도였다. 인간 이순신은 어떤 상황 속에
서도 쓰러지지 않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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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민이 숨쉬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신인데 술 한 잔 올리지 못하여 마음이 불편했다고
하거나, 충청수사의 병문안을 직접 다녀오며, 촉석루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흔적을 보고
알 수 있다. 나는 이 일기를 읽으면서 정말로 전쟁 중에 보고서처럼 쓴 일기가 아니라 정
말 가슴 속 진심을 훔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음이 울렸다.

<난중일기>는 인간 이순신, 아들 이순신, 선배 이순신, 동료 이순신의 모든 모습이 담

겨있다. 그 중에서도 그는 특히 어머니의 건강에 근심이 많다. 그는 어머니께 정기적으
계에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주고 간다. 어머니의 생신 때는 전쟁으로 인해 이순신이 떠
나야 해서 집을 찾아가지 못하였고, 그는 어머니의 생신인데 술 한잔 올리지 못하여 그
날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순신은 전쟁 중이라도 어머니를 뵙기
위하여 직접 작은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댁에서 아침 진지를
올리고, 하직 인사를 올린 뒤 자신이 있던 전쟁터로 다시 간다. 얼마 뒤, 이순신은 어머

독후감 중고등부

로 편지를 썼는데, 저녁마다 탐후선이 와서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이나 다른 공적인 관

독후감 초등부

참혹함과 비통함을 느꼈던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그는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음을

니를 모시고 같이 본영으로 돌아온다. 돌아온 뒤에는 어머니를 위해 수연을 베풀기도
음의 짐이었던 것이다.

마치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 같지만, 어디까지나 그가 아들로서, 가족으로

서 어머니 곁에 있지 못한 한스러운 마음을 늘 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신 데다 치질에 걸리셔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셨고, 결국 어머니는 돌아
가시고 만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순신은 뛰고 구르며 가슴을 치

고 울었다고 적었다. 어른이라는 이미지, 특히 수군통제사라는 직위라는 이미지와는 거
리가 멀다. 하지만 이순신이 어머니를 그만큼 사랑하였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힘든 일
도 마다하지 않고 할 만큼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더 이상 없다는 생각이
괴로웠을 것이다.

93

독후감 일반부

한다. 돌아온 뒤에는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와 계속 떨어져 지내는 것이 그에게는 큰 마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우리가 보던 위인전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격한

지도자만은 아니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우리

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용맹하고 엄격하였으며 적들에게는 자비 없던 수군통제사
의 내면에는 다른 자아가 있었다. 신중하고 내성적이며 감성적인 자아도 있었던 것이

다. 그래서 나는 그의 또 다른 자아를 찾는 것이 우리가 “난중일기”를 읽는 이유라고 생
각한다. 내 안에도 이순신은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는 나와 다른 타인이 아니었다. 역사

적으로 가치가 있는 ‘개인의 기록’을 읽으며, 그 속에서 우리가 알던 사람의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자아를 탐구하는 것은 그래서 뿌듯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이순신은 곧 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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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우수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윤예빈(경기, 안화고 1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바른 가치관의 지침서,
난중일기

시작되었다. 배고픔에 먹을 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은 프랑스 국민들을 자극했고, 루이 16세와 함께 마리 앙투

아네트는 단두대의 신세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일부 이야
기이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러한 말을 하지도 않았으며, 사치를 누릴 만큼의

여력이 있는 생활이 아니였다. 그럼에도 약 2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 앙투아네트는

백성의 삶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사치만 누리는 왕비로 기억되고 있다. 백성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앞에 나서서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고민하지 않았던 무정
함은 왜곡된 역사로 남아있다. 우리나라에는 백성의 고통을 함께 했고, 군사들의 소소

한 불편함까지 미루어 살펴주던 장군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정치적인 계산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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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배고픔에 지친 프랑스의 국민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고, 상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아부나 타협마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감옥살
이를 했지만 그들의 부당함을 그저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바다를 내어주는 순간, 육지마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전

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실함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애
국심마저 의심하였다. 아부나 타협을 모르기에 그에 대해 말을 만들기란 더욱 쉬웠을

것이다. 해전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이고 적을

놓아주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안으로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밖으로는 나라의 경계를 튼튼히

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부의 적은 이순신 장군을 참혹한 임진왜란에서도 더
욱 외롭게 만들었다. 왜선의 130척 앞에 12척의 배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되었으

니 말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바다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그들
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개인의 이익이, 그들의 정치적 싸움이 우선이였다. 윗선

에 잘 보이기 위한 이기심이 결국 12척의 우리 배가 130척의 왜선과의 전투를 만들었

다. 그러나 우리의 배 뒤에는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백성들의 어선이 따르고 있었다. 이

순신 장군의 덕망은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왜선들을 막기 위해 나아가는 이순신
장군과 우리 군사들의 뒤에는 자발적인 백성들의 참여가 있었다. 조정의 정치 싸움은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을 의심하였지만, 백성은 그의 애국심을 믿고 따랐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으로 국토가 쑥대밭이 되자, 그 참담한 광경에 한탄을 금하지 못

하였다. 전선을 정비하기에 앞서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 군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기고 군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 또한,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

들의 정신적인 피로와 육체적 고통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군사

와 백성들의 입을 것들을 구해 그들의 추위를 피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을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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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군사들에게는 술을 내어 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백성들의 선택은 정
치적 싸움을 모르는 그들을 품어주는 이순신 장군이였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백성에

이였다. “장군으로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며 죽기로써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쓰이지

않으면 들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충분하다. 군세에 아부하며 한 때의 영화를 누리는 것
은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바이다”라는 난중일기 속 내용에서 이순신 장군의 성품

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청렴과 결백을 스스로 본을 보이며, 근본을

난중일기를 살펴보며 가치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된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어

디에 있느냐가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이 하지도 않은 말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자신

보다 백성과 나라가 우선이였던 이순신 장군처럼 한결같은 곧은 마음은 영원한 영웅으
로, 리더로 우리 곁에 숨 쉬게 만들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이 먼저였고, 그 공익은

독후감 중고등부

중요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독후감 초등부

게 있어서 목숨을 내놓는 전쟁에서 자신의 어선이라도 끌고 가 함께 하고 싶었던 인물

군사들의 사기가 되었으며, 백성들에게는 어루만짐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많은
견의 대립, 대학 입시와 관련된 의혹들 등과 같은 사건들은 크나큰 분노와 실망으로 다
가왔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바람직할지를 이순신 장군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바라보았다면 이러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심보다 함께하는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바

른 가치관을 위한 지침, 난중일기를 통해 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의 중요성을 배
우며 나의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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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갈등, 국정농단,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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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다
나는 마침내 희망을 얻었다. 오래도록 찾아 헤매었던 위로인데, 입 밖으로 음절 하나

낼 수 없는 어느 옛날의 기록에서 그 마음을 얻게 될 줄은 표지를 넘기던 그 순간까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리고 백 원 동전 뒷면에 새겨진 사람의 눈물을 나는 몇 백 년
지난 지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릴 수 있었다.

난중일기를 처음 읽은 때 하면 사실 벌써 오래 전이다. 십칠 년밖에 살지 못한 나에게

육 년이란 생의 삼분의 일이 넘는 시간이라 돌이키자면 지루할 만큼 길고 또 아득하다.
고등학생으로써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떠올리자면 더 그렇다. 어른과는 다르다. 시간

도 흐를수록 가속이 붙어 쏜살같던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총알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
는가. 아무튼 나는 육 년 전, 내가 아직 열한 살 먹었던 때에 처음으로 난중일기를 읽었

다. 당시 나는 고전 소설 읽기에 흠뻑 빠져 있었다. 홍계월전, 배비장전, 방한림전 등을

좋아했는데 그 책장에 함께 있던 난중일기도 그런 류의 재미를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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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얼마 안 되어 나는 그게 ‘진짜’ 일기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제야 작가를 보고 유
치원생도 이름 들으면 아는 사람이라 놀랐었다. 그렇지만 열한 살은 난중일기를 재미있
은 흘렀다. 그 몇 년 간 나는 난중일기에 대해 완전히 잊고 살아왔다. 가끔 선생님이 언
급하실 때에도 무겁던 분위기만 나를 따라다녔을 뿐이다.

그러다가 다시 난중일기를 읽게 된 건 사실 이 공모전 때문이었다. 아니었다면 나는

이 책 다시 펴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걸었을 것이고, 또 이 희망 얻었을지 알 수 없

라 믿는다. 나는 그렇게 이 책을 접하기로 정해져있었던 것이다.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읽었던 육 년 전은 걱정이며 근심이며 단어만 알았지 존재하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육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언제 이 모든 시름이 태산같이 쌓였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이 책 접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나는 티끌 티끌의 시름이 모여 만들어낸

바윗덩이에 깔려 숨통 트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독후감 중고등부

기 때문에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공모전 일정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날의 나를 운명이

독후감 초등부

게 읽기에는 아직 어렸고, 그 깊이를 이해하기에는 살아온 시간이 짧았다. 그리고 시간

모든 고민거리가 바람에 티끌 날리듯 날아간 것은 아니다. 다만 내 발 앞조차 볼 수 없었

확인해 볼 수 있는 약한 등불이 되어주었다. 나는 전 국민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도 사
람이었다는 걸 마침내 깨달았다.

어렸을 적 읽었던 위인전은 나쁜 내용 쏙 빼놓고 편집한 책이라 나는 거기 나오는 모

든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인 줄만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점까지도 무척이나 영웅적인 것으로
만들어 들려주고 또 모두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신이나 다
름없는 존재였다. 고결하고, 또 결점 없는 사람. 용감하고, 결단력 있고, 두려움을 모르

는 그런 영웅. 나는 그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의 일기는 그의 모든 인간
적인 면모를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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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암흑 속에서 그래도 내일은 태양이 뜰 거라는 희망, 그리고 발 앞이 낭떠러지인지는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워했다. 그 당연한 사실을 나는 왜 여태 모르고 있었으며 깨닫

던 그 순간에 눈시울 뜨거워진 이유는 또 무엇인가. 세상 어느 사람이 죽음 앞에 완벽

히 초연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 잃고 멀쩡할 수 있겠는가. 그도 사람인지라 힘들어

했다. 그도 사람인지라 괴로워했다. 그도 사람인지라 마음 답답해 웅크렸고 또 사람인
지라 심장으로 울었다. 그도 사람이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육신에 매여 있고 심장이
뛰고 피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를 위인으로 존경해야 할 진짜 이유는 그가 두

려움 모르는 영웅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안고도 영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사람이다. 그게 내게 희망을 주었
다.

나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엇 하나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천 길 낭떠러지 향하는 것일까 두려워 차마 걸음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이 책 읽기 전까
지는 그랬다. 이 책 읽은 지금도 두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도 사람이었다. 그도

두려워했다. 그리고 열두 척 배로 승리했는데 나는 무엇에 눌려 좌절하는가. 그의 앞에
세워졌던 삼백 척 배보다 내 앞에 버티고 선 저 형체도 모를 괴물이 더 절망적인 존재라

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적어도 그는 생사 걸었지만 나는 아니다. 넘어지면 다
시 일어날 시간이 내게는 많다. 저 괴물은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답
답히 짓누르던 납덩이가 한결 가벼워졌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이것이 그가 직접 쓴 그의 일기라 더 그런지도 모른다. 나는

난중일기를 읽는 내내 이순신 장군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심장이 흘렸을 눈
물을 내 심장 역시 함께 흘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명하는 그런 느

낌. 난중일기는 전쟁 중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웅의 뒷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진정 현대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글이다. 그도 사람이었

다. 이 한 마디가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도 사람이었다. 그는 승리
했다. 그렇다면 내가 못할 이유 역시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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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 속 전쟁 모습
사람들은 [난중일기]하면 이순신, 이순신하면 임진왜란이나 노량해전을 생각할 것입

더욱 흥미가 갑니다. 명량해전,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하옥된 이후, 장군을 대신해서 통

제사가 된 원균이 일본군에게 대항하지만 대패한 후, 이순신을 다시 불러 남은 12척의

배로 왜군의 133척의 배를 무찌른 전투를 말하죠.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난중일기] 책 한 권과 이순신의 전투 중의 수학적 계산을 모아놓은 책입
니다. 여기서 수학적 계산이란, 바람과 파도의 방향 또는 세기, 전쟁이 일어난 장소라던

가, 그때 사용했던 전술 등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저는 전부터 수학적으로 봤을 때 절대
불리한 수인 12 VS 133 이란 숫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영화 ‘명량’에서 파도

의 높이와 횟수 등을 계산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절대적으로 불

리하다고 생각되는 숫자 싸움을 이긴 것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영화에선 자세히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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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 전 ‘명량’이라는 영화를 봐서 그런지, 명량해전이 노량해전보다

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수학으로 다시 보는 난중일기]란 책을 함께 읽으니 이
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가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1597년 정유년 7월 16일, 원균이 왜군에게 대패하고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가 됐을 때

남은 배가 12척이었습니다. 이 12척으로 왜의 배 133척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좁은 공간에서 집중포격을 하는 것, 두 번째, 아군에게는 피해가 적게, 적군

에게는 피해가 크게 들어갈 수 있게 바람과 해류가 왜군 쪽으로 가게끔 해야 하는 것, 세
번째, 상황에 알맞은 장군의 완벽한 지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명량해전’의 해전지는 진도와 녹도 사이의 좁은 지형이었습니다. 좁은 지형은 적은

수의 배로도 공격이 가능한,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에는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람과 해류였는데, 이 역시 해전 당시에 왜군 쪽으로 바람이 향하고 있었기에 전투에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이 해전에서 문제는 수적으로 겁을 먹은 아군들이었습니다. 12
척 대 133척, 따지고 보면 길거리에서 평범한 사람 한명이 불량배 11명이랑 싸우는 것
과 같았기에, 당시 병사들은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이순신 장

군은 한 마디를 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은 두 배를 적진을 향해 앞서 나가게 한 후, 왜군이 그 배에 올라타려

고 하면, 전력을 다해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두 배에 대한 공방전으로 왜군의 시선이
끌려있는 사이, 뱃머리를 돌려 바로 돌진해서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댔습니다. 그렇게

왜군의 배 3척 가량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쓰러진 배에서 바다로 빠진 적 중에 일본 수
군 장수인 마다시가 보이자, 곧바로 죽이면서 적군의 기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그제야

용기를 얻은 아군 배들은 방향이 바뀌는 조류를 이용해 불화살을 마구 날리면서, 왜의
병선 31척을 격파했습니다. 이에 일본 수군은 달아나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공간, 상황,
지시,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이순신 장군의 승리였습니다. 이 부분이 [난중
일기]에 무척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승리를 승리로만 남기지 않고 기록을 통해 다시
검토하는 ‘이순신 장군’이었기에 우리나라의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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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순신 장군’이 12척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야 했던 원인, 바로 이전에 원균

이 이끌었던 군대들이 어째서 완패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지 왜
월 21일의 일기에 이유가 적혀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원균이 적의 수를 보

아하니 겁에 질려 먼저 육지로 달아나니, 여러 장수들도 그를 따라 육지로 달아났더라.”

전쟁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 후퇴해야 하는 때도 있지만, 이런 전쟁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버텨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의 배가 먼저 앞장서서 후퇴

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휘사의 차이였다면, ‘이순신 장군’의 대범함도 큰 승리 요인이
었다고 생각 합니다.

[수학으로 다시 보는 난중일기]에서 보면 병신년 1596년 3월 일기 부분에서 군사들이

활쏘기 훈련을 하는 부분을 통계를 낸 부분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을 훈련
시키는데 어느 군인은 70발 이상 과녁을 맞추는데 다른 군인은 10발 정도만 과녁을 맞

독후감 중고등부

하는 것은 사실상 꽁무니를 빼는 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 당시의 공간도 싸우는데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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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많아서? 아니면 왜의 공격이 막강해서? 난중일기를 여러 차례 돌려 읽어 보니 7

추어 걱정이라고 [난중일기]에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 [수학으로 다시 보는 난

분을 읽고 ‘이순신 장군’ 역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을 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중일

기] 속에서 훈련을 더 해야 하는 군인은 어떻게 나누고 또 전쟁 시 어느 위치에서 싸우게
할지 고민하셨던 게 수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난중일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학

익진’이란 전술을 고민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수학으로 다시 보는 난중일기]에선 조
선 시대에 유명했던 수학서인 ‘산학서’에서 참고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역시 ‘이순신 장
군’은 수학을 이용해 절대 불리한 전쟁을 이기신 지략가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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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기]에선 10, 20,~90까지 단위수로 나누어 군인들의 훈련을 정리 합니다. 저는 이 부

중고등부

나라사랑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황제윤(충남, 아산고 1학년)

난중일기를 읽고
이순신 하면 떠오르는 것은 거북선, 왜적을 무찌른 민족의 성웅일 것이다. 영웅이라

는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이순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해왔는지 잘 알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이순신은 영화,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다뤄온 소재이다. 심지어 아동들이

읽는 위인전에는 이순신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 실제로 세계 해전 사에서 이순신은 뛰

어난 전략가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단것만 기록이 전해진다고 한다. 하지만『난중일기』
속에 그려진 이순신은 그저 ‘이미지’로만 설명할 수 있는 ‘전쟁영웅’이 아니었다. 구국을

하기 위한 실력과 충정, 그리고 뛰어난 사상과 지략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바로 이순신
이었음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서도 알게 되었다. 그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주변인들과 갈등을 겪던 사람이
었다. 그 당시, 나라의 존망은 뛰어난 그에게 달려 있었고, 우리는 이순신의 새로운 면모
를 난중일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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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순신에게서 배울수 있는것들은 무엇보다 이순신에게는 강력한 신념이 있

었다는 것이다.

련인 듯싶다. 오늘날은 자기를 적당히 자랑도 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순신은 그런 것을

너무 못해서 아마도 오늘날 이순신이 조직생활을 했다면 조직의 왕따나 혹은 내부고발
자로서 찍히고도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내부 정치에 연연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의
를 위해서 희생하고 큰 그림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편이었다.

오로지 자신의 선택과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자세 때문이라 생각한다. 벼슬을 주면 맡

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벼슬을 잃으면 그저 없는 대로 살뿐이라는 이순신의 태도는 매
우 의미심장했다. 그렇게 정치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판치는 중상모략과

처세술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순신은 중상모략, 즉 잔머리 굴리지 않고 꾸준
히 외길로 걸어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만약 이순신이 잔머리의 귀재였다면 오늘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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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간 세 차례의 파직과 두 차례의 백의종군을 겪음에도 남 탓을 하지 않은 이유는

독후감 초등부

신념이 강한 사람,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걷는 사람은 어떤 방식이든 피해를 보기 마

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싶은 대목이다.

때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였다. 그의 자세는 ‘유비무환’의 자세
그 자체 이었다. 외적이 밀려들어올 때 무능한 정치세력들은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순신은 일찍이 왜적의 침입을 정확하게 예
측했다. 그 예측한 바에 맞추어 곧바로 준비에 착수하여 군사훈련과 방어기지보완, 군
량미 보충, 거북선을 준비하여 위기를 대비 하였다.

이순신은 단지 잘 싸워서 이겼다는 것만으로 위대한 영웅이 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

다.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 있어서 필승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자세와 정신 때
문이다. 내가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도 사내정치 조직 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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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리더의 진면목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순신의 진가가 드러난

만 살펴보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머리를 쓰며 살아가는 길과 대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생각하는 사람과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어도 자기노력과 사심

없는 충정으로 실무적 자기발전을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전체의 공익을 먼저 생각하여

행동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은 나에게 큰 의미
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내부 정치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사랑'이라는 대의만을 바라보

는 충직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큰 메시지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의 리더

십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권모술수가 아닌, 대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력에서 발
휘된 것이고 이순신의 열악한 군사적 조건 속 에서도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의 적을 이
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행동은 ‘정도(正道)’라는 것
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더불어 강한 의지와 정신력은 숫자에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커다란 전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진왜란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까? 사실 그렇지 않다. 결코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숙주라는 인물은 일본을 다녀와 일본에 대

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선이 일본을 함부로 대해서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을 염려했
다고 한다. 한마디로 조선의 지도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나 성리학적 원론이나 이념에 사로잡혀 그들을 얕잡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으로 파견된 사신을 볼 때 조선의 실정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뚫어보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히려 얕잡혀 보인 것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었던 것이다. 이러
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일본에 대하여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일본

에 통신사를 보내도 여전히 일본에 대하여 몰랐던 것이다. 조선이 혼란에 빠지게 된 이
유는 언제나 ‘근시안적 안목’에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바른 애국심과, 뚜렷한 가치관 그리고 안보관은 뛰어났다는 것을 이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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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아닌 이순신이라는 “사람”

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폭넓은 혜안을 통해서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예
독후감 초등부

견과 함께, 충분한 대비를 했던 것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 아닌가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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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재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최연택(서울, 장충고 1학년)

백원짜리 동전에서 얻은
이충무공
백 원짜리 동전이 쓰이는 것을 나는 마트에서 카드 빌릴 때 말고는 거의 못 봤지만,

우리 부모님은 그걸 세뱃돈으로 받았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백 원이 지폐로 되어있었다
는 다소 충격적인 폭로를 하시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큰 돈 이였

던 백 원이 지금은 딸랑거린다고 주머니에서 넣기도 귀찮은 돈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

하기도 하지만, 흔한 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백 원에게 괜스레 미안해
지기도 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내가 백 원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다. 백 원만
큼이나 흔하게 접해왔던 탓에 염치없게 잘 안다고 착각해왔던 것이다. 그제 서야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차마 완전히 읽어내지 못했던 난중일기를 방학을 틈타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난중일기’는 7년의 전쟁 기간 중 이순신 장군이 남긴 역사적 기록이자 어쩌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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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곳에서 함께 숨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글이

지 인간적인 면모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장군의 위엄만 생각하고 글

을 읽기 시작하다 보면 나라생각뿐 아니라 어머님 생각, 잦은 질병치레와 자식에 대한
생각, 국정에 대한 말 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생각, 왜놈들에 대한 분노, 주변 사람들의 질

투로 인한 긴장과 외로움은 본인은 늘 불행하다는 강박적 생각에 시달리며 전쟁이라는
순신 장군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미처 생각 해 보지 못했던 장군의 인간적인
부분이 나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던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완벽한 장군이 아니고 현
재 코로나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 나와 지금 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경험 하고 있는 막연하고 두려운 불안감을 1598년까지 살아계셨던 그분이 느끼셨을

불안감과 상황이 비슷할까? 라는 생각이 들며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이 느껴

독후감 중고등부

극한 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인간적인 또 다른 이

독후감 초등부

다. 국난을 극복한 장군이기 전에 한 개인의 고뇌와 결단의 순간에 어떤 한 마음 이였는

져 글을 읽는 동안 더욱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본문 중에 ‘1597년 정유년 4월 19일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랴.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 하구나’이 부분

에서 갑자기 가슴에서 무엇인가 쿵 하는 소리가 나는 듯했다.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조차 그 곳으로 가서 말없이 위로해 드리고 싶었다. 이처럼 한없이 외롭고 인간적
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장군으로써의 위엄 또한 존경 할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 ‘15

일 계묘 맑음. 조수를 타고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우수영 앞바다에 진을 옮겼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모아 약속하기를, 병법에는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고 했
고, 또 한 사람이 길을 지키면 천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지금 우리를 두고
이름이라,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영을 어긴다면 즉각 군율대로 시행해서 작은
일일망정 용납하지 않겠다’. 이 대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즉생 생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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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님 영 앞에 하직을 고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장군의 단호함과 결의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난중일기’는 전쟁을 해야 하는 중

에 어머니와 아들을 잃은 한 인간의 애절한 삶의 기록이자, 가장 많은 왜군의 함선을 남

해 바다에 수장하고, 왜구들을 죽이고 몰아내 단 한 번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는 전략가
이며 리더였던 이순신 장군으로써의 전쟁의 기록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가 조선을

구한 영웅이기를 바라며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이 타고난 영웅이거나 완

벽한 인간이 아닌 전쟁터에서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고 챙기는 인간적인 모
습을 보이며 고뇌하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이 글을 읽는
동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완벽한 인간이 아닌 연약한 인간이지만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해 나간 이순신 장군이야 말로 우리가 감동 받으며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리더의 자질을 갖춘 위대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제 백 원짜리 동전 하나를 부적 마냥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오늘의 감상을 떠

올리며 힘들 때마다 위로 받아 볼까 싶다. 지금은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
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

이라는 점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 한복판에서 외롭게 싸우며 자신의 삶을 기록해 나
간 그분의 마음을 새기며 함께 숨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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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참리더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전형준(충남, 아산고 2학년)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진정한 성웅
여러분은 어떤 제독을 존경하는가? 서양의 호레이쇼 넬슨, 니콜라이 쿠즈네초프, 레

나, 자국의 수상함대를 일궈낸 주역들과 같은 ‘전쟁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들 영웅보다 높은 ‘성웅’이라 불리는 분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계시다. 가장 빛나는 업적
을 세운, 일본의 대륙 침략을 300년 멈추게 하고, 23번 싸워서 23번 승리하고, 단 1척의

군함도 잃지 않았으며, 병사들에게 자애롭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성웅, 충무공 이
순신 제독이다.

여태껏 위인전이나 역사가들이 쓴 글을 보며 이순신 제독 하면 ‘나라를 위해 목숨 바

쳐 싸운 충신이며 전술적 뿐만 아니라 전략적 식견 또한 뛰어난 명장’이 떠올랐다. 그러
나 이순신 제독 본인이 쓴 일기인 난중일기를 보면서, ‘군인 이순신’뿐 아니라 ‘인간이자

가족 이순신’의 면모가 인상 깊었다. 홀로 밤을 새며 국사를 걱정하다 눈물을 흘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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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먼드 스프루언스, 엘모 줌왈트 같은 대부분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주역이 되거

기나, 백의종군 이후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여 수군을 보자 아무도 없는 구석에 주저

앉아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지 한참을 고민한 이야기 등 자잘한 감정이나 개인적인 생
각이 많이 적혀있었다.

특히 가족과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잘 적혀 있는데 막내아들인 이면이 전사한 뒤 나

흘간 마음 놓고 울어보지도 못했다는 기록을 보며 지휘관으로서 부하 장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한 모습이 떠올라 이순신 제독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기까지
했다. 내가 해군 장교가 되어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근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꿋
꿋이 제독의 명예를 지키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고 말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지금

까지 어머니께 별 것 아닌 일로 짜증낸 일이나 소통이 부족했던 과거가 떠올라 죄송한
마음과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주변 인물에 대한 이순신 개인의 생각도 드러나 있다. 원균에게는 “흉악하고 거

짓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거리를 두었다. 이순신 제독은 원균이 이미 장교로서
부적합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고, 원균을 수군에 두지 말라고 상소까지 올렸다. 그러한

원균에게 모함을 받아 자리를 빼앗긴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그리고 억울하게 모

함 받아 자기가 여태껏 목숨 바쳐 싸운 나라에서는 자신을 고문하고, 파직되고, 막내아
들이 전사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보통의 사람은 환멸감을 느끼고 더

이상 사회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제독은 달랐다. 복직된 뒤에 칠

천량 해전 이후 궤멸된 수군을 되살리기 위해 흩어진 장병을 모으고, 군량과 무기를 입
수하는 등 일선에서 뛰어다니며 수군을 되살렸다. 오늘날 해군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최
고위 장교가 말이다.

명량해전에는 그 유명한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는 문구를 보며 이순신 제독의 리

더십과 죽음을 넘어서는 용기를 볼 수 있었고, 13척의 군함으로 133척이 넘는 일본군을

막아내는 것을 보며 다시금 말로만 듣던 이순신 제독의 천재적인 군사적 능력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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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승리한’ 전투에서도 사망자 수는 꽤 많다. 그러나 13:133

이라는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전투에서도 조선 수군측 전사자는 고작 2명이었다고 난
계산과 천재적인 전술적 능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위인전에서 보이는 이순신 제독의 모습 뿐 아니라, 난중일기에서

보이는 이순신의 모습이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초기에 의욕이 높더라도 시간이 가고, 직급이 높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의욕

신 제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엄격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선에서 발로 뛰며 부하들을 독려하고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리더’였다. 성실함

이나 인성과는 별개로 능력과 결과가 중시되는 경향이 큰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에게 이순신 제독의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이러한 면을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
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계급을 앞세워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일

독후감 중고등부

이 떨어지고 점점 나태해지며 뒤에서 지시만 하는 ‘보스’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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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기에 적혀있다. 이순신 제독 본인이 실로 천행이었다고 말했지만, 이순신 제독의

부 장교들이 떠올라 대비되면서 나중에 해군 장교가 되어서도 ‘보스’가 아니라 ‘리더’인
요즘 자국혐오적인 성향이 사람들 사이에 커지면서 이순신 제독 또한 폄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순신 제독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

며, 이순신 제독 덕분에 조선이란 나라가 왜란 후에도 존속하게 되었다는 말은 결코 과
언이 아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과거의 영웅이 주목받는다. 능력뿐 아니라 인성과 성실함 또한

흠잡을 데 없는 이순신 제독이야말로 추앙받아 마땅한 성웅이자 리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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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장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난중일기 독후감

일반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일반부

최우수상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손형선(부산, 해운대구)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이순신의 윤리, <난중일기>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새삼 느꼈던 사실은 이순신이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않고 일기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난중일기>에는 여백이 존재한다. 여백은 망실의 흔
적을 뜻할 수도 있고, 당시 이순신이 경황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표식이기도 할 것이다.
진실은 오직 그만이 알고 있을 따름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여건이 갖추어
져 있는 한 일기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난중일기>는 또한 투쟁의 기록이다. 여기서 투쟁이라 함은 단순히 왜란만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이순신에게 있어 왜란에 못지 않게, 어쩌면 왜란보다 더 치열하게 치러

야 했을 전쟁은 자신과의 전쟁이었을 것이다. 이순신에게 있어 그나마 스스로의 힘으
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에

게 있어 의지란 모든 것이었다. 의지가 무너지면, 그것은 이순신 개인의 몰락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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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것도 전장에서 말이다. 물론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그가 하루도 빼놓지

하지 않았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조선 반도의 몰락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다.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 왜 하필 왜란에 임박해서였을

까. 사실 일기라고하면, 그것을 작성해야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
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왜적이 조선
을 침략할 즈음에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감하였을 것이다. 다가올 전쟁
이 사직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따라서 그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위기를 대비하게끔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가 그를 대비하게끔 처신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였다. 이러한 방략의

첫걸음으로써 그는 칼이 아닌 붓을 들었다. 칼은 눈 앞에 있는 적을 벨 수는 있으나 흩

어지는 뜻을 한데 모으지는 못한다. 길을 걷다가 맞닥뜨리게 되는 습격에는 당장의 칼

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으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국난을 앞둔 장수에게는 칼보

다 뜻이 더욱 중요한 법이다. 맹자 또한 ‘뜻이 이르면 기가 따른다’고 하지 않았던가. 길
거리 싸움은 경우에 따라 혼자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으나, 전쟁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순신에게 있어 <난중일기>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비장의

무기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에게 있어 기록하는 것은 주변에 산
재해 있는 기운을 모아 그것들을 의지로 수렴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의 의지가 향하는 지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의지는 어디로 향하는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조선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난을 마주

하고 있는 삼도수군통제사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궁극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중일기>는 병법서가 아니다. 물론 전시에 쓰여진 기록이다보니 전쟁을 이기기 위

한 방략이 아예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은 그러한 전쟁 방략보다는 다
른 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 이는 앞서 이순신에게 있어

일본과의 전쟁 못지 않게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한 대목과 맥을 같
이한다. <난중일기>는 결코 전쟁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한 기록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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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은 하루를 기록함에 있어서 날짜와 날씨를 우선적으로 기입한다. 일기를 쓰

는 와중에 날씨가 변하는 양상이 보일라치면 그 즉시 일기에 반영한다. 때로는 날짜와
가 날씨를 기억하고 그것들의 흐름을 꿰기 위해 기록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순신에게 일기는 곧
날씨이다. 또는, 날씨가 곧 일기이다. 만약 이러한 명제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에게 있
어 날씨란 어떤 의미인지를 유추해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전장에서 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그
러나 이를 그가 미신에 천착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이순신이

주역을 활용하는 방식은 신앙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주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는 달리 이순신에게는 그것을 일종의 과학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즉,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오면서 축적된 지식이 집대성된 결과물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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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은 주역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가정에서의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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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만 기입한 채 그날의 일기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래서 일기를 계속 읽다보면 그

산출된 체계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순신에게 주역은 점술이라기보다는 통계에
여기서 그가 주역을 활용하는 방식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주

역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구하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 운명의 큰 흐름을 파악하
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벌어질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도모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주역은 해결책을 찾아
내는데 단서를 제공할 뿐 결코 해결책 그 자체로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는 주역의 정신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주역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

리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저 앞날을 가늠
하기 위한 예언서로만 치부하기에 주역의 세계는 난해하고 방대하기 그지없다. 주역

에 대해 사람들마다 각양각색의 견해가 존재하겠지만, 그 가운데 주역을 구성하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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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심적인 요소가 바로 ‘관계’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주역을 요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운 일이겠으나 약간의 무리를 감수하고 시도해보자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역의 체계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앞서 <난중일기>가 다른 건 몰라도 날짜와 날씨를 기입하는 것만큼은 철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난중일기> 자체가 곧 날씨를 기록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요인을 더 추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일상이다.
<난중일기>는 수년간에 걸친 전쟁이 벌어지던 시기에 쓰인 저작이므로 전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이순신의 개인적
인 소소한 일상들 또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텍스트 전체의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드라마틱한 사건들보다는 이순신의 일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말해도 좋을 정
도이다. 그만큼 그는 집요할정도로 꼼꼼하게 자신의 반복적인 일상을 기록한다.

날씨는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이는 하늘의 소관이다. 인간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날씨의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예측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날씨를 조종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일상은 그렇지 않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인간의 의지로 운용이
가능하다. 즉, 날씨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고 일상은 인간의 뜻에 달려 있다. 이순신이

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날씨와 소소한 일상만은 가급적이면 기입하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에게 있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

본을 지키는 것이다. 즉, 하늘은 하늘의 도리를 다하고, 땅은 땅의 도리를 다하며, 인간
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해야만 천지인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자
연의 흐름에 알맞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화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

하늘은 천지인이 조화를 이루기에 알맞은 날씨를 산출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그에

발맞추어 곡식와 열매를 낼 시기와 잠자고 있어야 할 시기를 분간하여 스스로를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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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순
신의 경우에는 그것이 공무를 수행하는 것과 활쏘기와 같이 무예를 닦는 것이다. 이순

살펴서 기록한 다음에,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는지를 가늠해본다. 그리하여 하

늘의 도리가 사람의 도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의 원인을 되짚어본다. 원인
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음에서 기인한다. 이순신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주어진 일을
을리하지 않았다. 자기 주변에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례를 관찰한 다
음, 그것을 기록하며 통분한 마음을 절절히 느낀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속세를 관조하기만 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는 인간

이 꾸려나가는 세상속에서 빚어지는 온갖 부정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윤
리를 감응시킬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질병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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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히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 듯하다. 그래서 그는 반면교사를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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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하늘이 하늘의 도리를 다하였는지,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하였는지를

서 퍼지듯이 윤리 또한 한지를 물들이는 먹물처럼 번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게도 윤리를 바로세울 수 있게끔 만드는 버팀목이 되고자 한 인간의 치열한 투쟁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일기라는 방편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유추가 가능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전자기기를 이용해서 시청각적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이 아닌 시절에는 오직 활자만이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각적인 수단이었
을 것이다. 즉, 이순신은 종이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겨넣음으로써 하늘의 도리를 복기

하고 사람의 도리를 복기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윤리를 감각하고, 자신이 정교하게
깎아나가고자 하는 윤리의 형상을 더듬어나간다.

어쩌면 이순신이라는 인간의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고 생각한다. 그는 조선 왕조를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 맞지만, 그 이전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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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난중일기>는 자신의 윤리를 바로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쟁이라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끝내 스스로의 윤리관을 저버리지 않았던 참된 구도
자이다. 자신의 윤리를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를 성웅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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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바다에 새겨진 하얀 물결
『난중일기』
를 펼치기 전 물어본다. 왜『난중일기』
를 읽는가?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

소설은 물론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물도 잊을 만하면 새로 제작되어 화제
를 모으곤 한다. 특히 인터넷은 문자 그대로 정보의 바다여서, 단순히 정보 습득만이 목

적이라면『난중일기』
를 읽기보다는 같은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편이 더 빠르고 정
확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난중일기』
를 읽는 까닭은 무엇일까?

『난중일기』
를 읽는다는 것은 이순신이라는 크고 너른 바다 속에 온 몸을 담가보는

체험이라 할 수 있다. 연표에 나열된 이력과 화려한 전적 너머, 그 시간 한 명의 인간으

로서 이순신이 겪었던 경험과 느낌, 감정, 생각들을 오롯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다. 만약 누군가 남해바다의 진짜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그는 마땅히 남해를 찾아가
그 물결을 눈으로 보고, 파도소리를 귀로 듣고 또 직접 그 물 속에 들어가 보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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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한 콘텐츠는 차고 넘치도록 풍부하다. 그와 그의 시대를 조망한 숱한 개설서와

이다. 남해의 사진이나 그림 수백 점을 본들, 인터넷으로 남해에 관한 온갖 도표와 문
자화된 정보를 습득한들, 남해바다 속에 발을 담가본 단 한 번 경험에 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웅(聖雄)”이라는, 다소 상투화된 호칭과 함께 충무공의 전무후무 백전불

태 전공을 자랑스레 이야기하곤 하지만, 각각의 전투들을 전후한 바로 그 시간, 그 역

사의 주인공 이순신의 머리와 가슴 속은 그의 일기를 통하지 않고서야 결코 들어가 볼
길이 없는 것이다.

이제『난중일기』를 펼쳐보자. 임진년 이래 일곱 해 동안 충무공이 치러낸 수십 회의

전투 중, 우리는 정유년(1597) 9월, 명량의 싸움을 앞둔 이순신 속으로 들어가 보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젖은 나무 내음이 뒤섞여 풍기는 판옥선 안, 지금 이순신은 아

프다. 몸도 마음도 몹시 아프다. 이순신의 몸과 마음은 거북선 덮개마냥 철로 이루어지
지 않았고, 우리 같은 여느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명량 싸움 전달에는 몸이 아팠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신음하

였다.(8. 20.)” “구토를 10여 차례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8. 21.)” “곽란으로 인사

불성이 되었다. 하기(下氣)도 통하지 않았다.(8. 22.)” “병세가 매우 위중해져 배에 머
무르기가 불편하였다. 실제 전쟁터가 아니기에 배에서 내려 포구 밖에서 잤다.(8. 23.)”

몸을 조금 추스르고 나니, 싸움이 다가올 즈음에는 이제 그의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뜸 아래에서 머리를 움츠리고 있으니, 생각이 어떠하겠는가.(9. 3.)” “홀로 배 위에 앉

았으니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천지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자가 있겠는가. (9.
11.)” “배 뜸 아래에서 심회를 스스로 가눌 수가 없었다.(9. 12.)”

중과부적의 싸움이 분명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다가오자, 누구보다 냉철한 지휘관

이순신은 꿈에 매달린다. “꿈이 예사롭지 않으니 임진년 대첩할 때와 대략 같았다. 무

슨 징조인지는 알 수 없었다.(9. 13.)” “이날 밤 꿈에 어떤 신인(神人)이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고 하였다.(9. 15.)”

이순신은 성스러운 초월적 존재나 이인(異人)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습기 찬 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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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옥선의 흔들림 속에서 먹고 자고 고뇌하길 여러 해, 이순신의 심신은 늙고 지쳤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가 걸치고 있어야 했던 백의(白衣)는, 그의 노고가 보상은

어머니의 죽음은 마음 속 어둠을 더해주었으며, 칠천량 앞바다에서 그의 분신인 조선
수군이 무너지고 전우들이 죽었다는 비보를 전해 들어야 했다. 이순신은 그만 울고 말
았다. “듣자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7. 18.)”

삼도수군통제사의 옷을 다시 입고 열두 척의 전선을 모아 일본 수군 전체를 대적하

의 배가 있다. 이 이순신이 살아 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리라. 그러

니 두려워 말라! 그러나 사실은 그도 내심 불안했다. 이 지경에 바다에서 싸울 수 있겠
느냐며 걱정한 임금처럼, 싸움을 앞두고 도망친 경상 수사 배설처럼,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 적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제 현령 안위처럼, 이순신도 두려웠다. 확신이 없으니
꿈에라도 매달려 혹여나 있을 희망을 찾아 헤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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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선 이순신은, 한껏 움츠러든 임금에게 마치 꾸짖듯 일갈했다. 내게 아직 열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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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녕 도리어 언제든 칼로 돌아와 피를 낼 수 있다는 차디찬 현실을 하얗게 보여주었다.

이제 9월 16일 아침, 싸움이 일어나기 일보직전! 여기서 우리는 해무가 짙게 깔린 정

어 보자. 역사 속 충무공은 옥포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두었지만,『난중일기』가 들려주
는 그의 첫 싸움은 사천 싸움이다.

사천에서 이순신은 다쳤다. “군관 나대용이 탄환에 맞았고, 나도 왼쪽 어깨 위에 탄

환을 맞아 등을 관통하였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다.(5. 29.)” 이것이 사천에서의 부
상 기록 전부다. 탄환이 어깨와 등을 뚫었거늘 어찌 중상이 아닐까. 그러나 이순신은

차갑도록 차분했다. 지금 막 그에게 던져진 거대한 역사의 과제 앞에서 자신의 육신에

눈길을 둘 겨를이 없었다. 그저 무심한 듯 한줄 기록 남겼을 뿐. 충무공은 한숨 잔 뒤 다
시금 당당하게 싸움의 바닷길을 걷는다. 사천을 떠나 당포에서, 당항포에서, 율포에서

이기고, 이기고 또 이겼다. 그때 이순신은 자신이 다섯 해 뒤에도, 여섯 해 뒤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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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 명량 바다를 잠시 떠나, 다섯 해를 거슬러 전란 첫 해 임진년(1592)의 이순신이 되

히 그 바다 위에서 싸우고 있으리라 예상했을까? 당시 일기를 읽어보면 전투 현장은 뜨
겁도록 생생하게 그리되 그 문장은 새벽 바다처럼 차갑다. 그 단순함, 그 단호함 곁에
번잡한 상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을 것 같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다시 정유년 9월 16일 명량, 우리는 이순신이 다섯 해 동안 어

떤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다. 연전연승과 찬사에 빛나는 영광의 순간도 있
었으나,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고 삶과 죽음이 오가는 끝 모를 전투의 순간들, 일상

의 고된 격무, 상하급자와의 거친 갈등, 동의할 수 없었던 지루한 강화 회담, 모함, 나국
(拿鞫), 삭탈관직, 백의종군, 어머니의 죽음, 전우들의 죽음! 어느 하나 감당하기 쉽지
않을 고통스런 순간들이 더 많았다.그는 울음이 나오도록 고단했고, 불확실한 결과 앞
에서 불안했다.

여해 이순신은 바로 그 공포의 명량 바다 위에서 충무공이 되었고 성웅이 되었다.

두려움을 모르는 강철 같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해전사에 길이 빛날 전공을 세워서
가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들을 주저앉히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담
대하게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내버려 두고, 이순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 임진년의 마흔여덟 이순신과 정유년의 쉰셋 이순신은 그 내면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랐다. 그러나 눈앞의 임무 앞에서 그 행동은 공식처럼 똑같았다. 정탐꾼
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전투 예상지역의 피난민들을 육지로 대피시킨다. 싸움터를
골라 진을 쳐 적을 맞이한다. 그리고 전투에 임한다.

거북선을 비롯한 수십 척 전선을 거느리며 겁먹은 적들을 토끼 몰듯 쫓으며 호령하

던 임진년. 열 척 조금 넘는 전선과 패잔병들을 이끌고, 맹수처럼 달려드는 수백 척 적

선을 맞이하는 지금 정유년. 이순신은 그 차이를 모른다. 아니, 누구보다 정확히 알지
만 싸움이 벌어진 그 순간, 잊는다. 그저 언제나처럼 대장선을 몰고 앞으로 나아가 총

통과 화살을 쏘아대며, 북을 울리고 초요기를 휘둘러 군을 지휘할 뿐이다. 싸움의 준비

부터 지금까지 이순신은 마치 어지러운 심사는 남의 것인 양, 그 행동은 늘 이전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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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도 한결같았다. 또 한 번의 승리! 여느 때처럼 이 빛나는 승리

를 꼼꼼히 기록하던 이순신은, 그날 일기를 끝맺으며 전에는 한 번도 쓴 적 없던 말을
자는, 휘몰아치듯 부하들을 격려하며 대담히 싸움에 임했으나 실은 그 자신조차 승리
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은연 중 보여주는, 한숨 같은 짧은 고백이자 이 긴 이야기의
멋진 마무리다.

명량해전. 1597년 9월, 충무공 이순신이 열세 척으로 백서른세 척을 이긴 대첩. 이

다. 그러나『난중일기』를 통해 임진년 정월부터 여섯 해를 이순신과 함께 걸으며 그 마
음을 들여다 본 이라면, 정유년 9월 16일의 일기를 읽어 내려 차실천행(此實天幸)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그저 역사 지식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명량 바다 대장선 위에서 승
리의 함성 속에 남몰래 안도의 한숨 내쉬는 인간 이순신이 되어 보는 체험을 한 것이

다. 그가 딱딱한 동상이나 화석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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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만 알아둘 수도 있고, 그에 더하여 몇 가지 상세한 앞뒤 정보를 덧붙일 수도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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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덧붙였다. “이번 일은 실로 천행이었다.(9. 16.)” 차실천행(此實天幸)! 이 네 글

하는 인간임을, 그러나 이순신을 이순신으로 만든 비범함은 바로 그 약한 마음을 뛰어
이다.

사실『난중일기』는 문장 또한 매우 아름다워 읽는 즐거움 자체가 대단하다. 충무공

의 글이라는 것이 미사여구를 철저히 배제한 문장으로서 간결하고 단조로워 언뜻 아름
다움과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밤바다 위에 뜬 달빛 아래 조용히 붓을 든 이순신의 마
음에 함께 한다면 그 행간에서 펄펄 끓고 있는 뜨거움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이순신
은 종종 수백 마디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짧은 글 몇 글자 속에 담아
내곤 하는데, 그 중 백미를 둘만 뽑아 보자면 하나는 바로 명량 싸움을 치른 날 일기를
마무리 짓는 차실천행(此實天幸)이요, 또 하나는 그 다음달 10월, 막내아들 면(葂)의

죽음을 전해들은 날의 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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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음에 있음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난중일기』를 읽는 까닭

“(전략)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하는데, 아직 봉함을 열

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펴서 열

(䓲)이 쓴 글씨를 보니, 겉면에 ‘통곡(痛哭)’ 두 글자가 씌어 있었다. 마음으로 면(葂)이
전사했음을 알게 되어 나도 모르게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 이
처럼 인자하지 못한 것인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하여 이치에 어긋난 것인가. 천지가
어둡고 밝은 해조차도 빛이 바랬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것이

냐. (중략) 마음이 죽고 형상만 남은 채 부르짖어 통곡할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일
년 같다. 이날 이경(二更;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비가 내렸다.(10. 14.)”

이순신은 어머니의 죽음에 이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일기를 통해 피를 토하듯 마음

껏 감정을 발산했다. 일기라기보다 제문(祭文)에 가까운 이 통곡의 글은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다. 그런데 이 뜨거운 불꽃에 느닷없이 차가운 물이 쏟아지더니, 칼로 자
르듯 이날의 글을 끝내버린다. “이날 이경에 비가 내렸다.”(是二更雨作)

본래 이순신은 날씨에 특별히 민감한 수군의 장수로서, 일기에 늘 기상 상황을 기록

하곤 하였다. ‘맑음(晴)’, 또는 ‘흐림(陰)’ 한 글자로 일기를 끝낸 날도 많다. 그러나 이
날은 아비가 아들을 잃었음을 알게 된 날이다. 저녁에 비보를 접한 바로 그날의 늦은

밤, 내리는 비를 기록한 아비가 어찌 단순히 날씨 기록으로 이 다섯 글자를 적어 넣었
겠는가? 통곡에 통곡을 거듭하고 적고 또 적어도 다 풀어낼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그

는 이 짧은 일상의 문장에 오롯이 담아 넣고 그날의 일기를 마무리 지었다. 그 어떤 화
려한 미사여구가 이 다섯 글자를 능가할 수 있을까. 이순신이 슬픔을 대하는 방식은,
그가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았다.

일본의 역사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의 영웅 카이사르의

문장을 두고 “문장이라기보다는 대리석에 새겨진 고대 미술품” 같다며 찬사를 보낸 바

있다. 나는『난중일기』속 이순신의 문장을 “남해 바다에 새겨진 하얀 물결” 같다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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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 차가우나 역동적이고, 하얗게 선명하며, 때론 조용하고 때론 거칠게 운다. 그리

고 바다가 마르지 않는 한 영원하다. 우리는 또한 그 물결 속에 몸을 담가 바다와 한 몸
충무공의 기록을 따라 걷는 우리의 여정은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 지음

이 역시 가장 합당할 듯하다. 노량 바다 위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일곱 해 전란을 종결
지은 무술년(1598) 11월 19일을 이틀 앞둔 17일자 일기가 그의 최후의 기록이며, 그 끝
문장은 이러하다. “포획한 왜선과 군량은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서 보

라 장수의 속상함이 그대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상상의 영역을 조금
더 넓혀서, 글귀의 원래 의미를 떠나 다시 한번 그 끄트머리를 읽어보고자 한다. “빈손
으로 돌아와 고하다.” 공수래고(空手來告). 그가 의도했던 바는 아니겠으나, 한 인간이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적은 글귀임을 알고 보니 그 우연함이 기막히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유언과 같지 않은가! 유언이라면, 간결하면서도 그 무게는 묵직하기 그지없으니

독후감 중고등부

고했다.(11. 17.)” 감정 표현을 배제한 사실 그대로의 기술이지만 읽는 이에게 작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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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도 있다.

이순신에게 너무나도 어울리는 유언이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남김없이 모두 마치
득 건네는 말인가? 어쨌든 우리는 안다. 충무공 스스로는 빈손으로 갔으되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너무나 커 400년 넘는 세월 지난 뒤 우리에게까지 닿고도 남음이 있음을. 크나

큰 선물을 받은 이로서, 이 선물을 준 이가 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참으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난중일기』를 읽는다.『난중일기』의 아름다운 문장은 그 여
정에서 충무공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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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홀가분히 돌아가 하늘에 고함인가, 아니면 오늘 그의 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문

일반부

제5회 난중일기 독후감

장려상

서영미(경북, 상주시)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말로만 듣던 난중일기를 읽게 될줄이야’ 나 역시도 상상을 하지 못했었다. 영화에 관

심이 많던 터라 우리나라 관객수 1위인 ‘명량’이라는 영화에 대해 알아보다가 든 생각은
난중일기를 읽으면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수도 있단 생각도 했었

지만, 진지하게 읽어볼 생각조차 못했는데 독후감 공모전을 보고서 용기 내어 난중일기
책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책이었고, 모르는 한자들도 많아서 사전을 많이 찾게 되

고, 일상에서 들어본 말들이 책에 나와도 그 뜻을 명확히 알고 싶은 욕심에 사전을 찾으
며 책을 읽었고, 그만큼 책을 읽는 진도도 느려졌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뭔가 책을 덮

고 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그래서 책을 읽으며 가슴에 와 닿는 내용들을 공책에 표시하
고, 다시금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본 결과로 이 독후감의 글이 시작되었다.

내가 감히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진귀한 책이며, 일기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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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 정말 가슴이 떨린다. 잘 쓰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써볼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근신하며 유학적 소양을 기르시고, 절제하시며, 신의를 지키시고, 청렴

하고 강직한 인물로 성장하셨다. 난중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짐작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장군님의 업적이 장군님의 성격을 말해주기도 하고, 영화 ‘명량’에
다. 하지만 정말로 난중일기의 장군님은 영화 속의 인물보다 더 멋지신 분이셨다. 왜 그
분이 그런 업적을 남기실 수 밖에 없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장군님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시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시다. 어느 나라

를 망라하고 장군님을 본보기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군님의 업적은 대단하시

독후감 중고등부

서의 장군님의 모습도 장군님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설명적 요소가 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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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남다른 사람이 될 것이란 것을 암시 받으셨고,

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해전에 나가셔서 무패의 기록으로 조선을 일으켜 세우신 분
읽으며 느낀점들은 장군님도 인간이셨다는 것이다. 완벽한 기록을 남기신 장군님께서

그 와중에 물론 어떤 고뇌도 있었을거란 것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많이 고

통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세월과 싸우고,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슬픔
을 참아 내시는 그 모습들에서 나약해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강할 수 밖에 없는 장군님
의 모습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그런 모습들은 내가 살아가는 데에도 큰 힘을 줄 수 밖

에 없었다. 내가 가진 고난과 역경이 그분보다 덜하다는 것을 느낄 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내가 겪는 힘듦이 장군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게 될 수 있단 생각에 내 자

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이쯤은 이겨내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한
계를 보여주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던 장군님은 장군님의 생애를 끝맺으신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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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장군님이시에게 가능하신 것이다. 난중일기를

장군님을 연모하는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이지고 있단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
신 그 이상의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렇게 간절하고도 애절할 수가 있을까… 장군님은 전쟁 중에도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시고, 어머니의 안부를 듣지 못하는 날에는 많이 걱정하시고, 어

머니가 아프시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고, 어머니가 병이 낫고 있으시고 평안하시다고

하면 아주 많이 기뻐하셨다. 어머니 생신때 오래사시기를 빌어드리는 잔을 올리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될거란 글을 읽으면서 ‘술한잔 못 올리신 것이 그렇게 한까지 된다는 것
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으시단 것인가!’ 어머니 생신 때마다 찾아 뵙지 못한 것
에 대해 마음아파하시는 모습을 보며 장군님께 어머니는 삶의 원동력이자, 삶의 생명의
빛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어머니가 식사 하시는 양이 줄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시는 장군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늘 간절하시고, 근심이 쌓이시는 날들이 많았다. 어머니를 찾아 뵙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께 아침 밥상을 올리시며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장군님은 애끓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편히 놓으실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장군님은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시게 된

다.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애통한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 홀로 밤에 앉아계실 때 어머니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군님의 모습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그 고통을 안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 애쓰셨던 장군님이시기
에 마음이 더 아리다.

또한 아내가 아플때, 아들 면이 아플때도 장군님은 많은 걱정을 하셨다. 그리고 아들

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비통한 마음을 그 누구가 어루만질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본인도 죽고 싶어 하셨지만, 남
은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셔야 했던 장군님. 나라 일도 어지럽고 힘든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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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의 잇달은 죽음은 장군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없는 아
픔이 함께 하셨을 것이다.

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평안과 응원, 가족들의 평안 이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장군님은 맡은 직책을 지켜나가야 했고, 왜적들을 섬
멸해야만 했다. 장군님이 하셨던 말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말
각을 하게 되었다. 홀로 있는 밤에는 더욱 가족 생각에 슬픔을 가누지 못하시고, 슬퍼하

시며 밤을 지새우시는 모습을 보며, 참 가슴이 많이 아팠다. 장군님은 그 고통만큼 더 본
인 스스로를 더 강하게 성장해 나가신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삿날이 다가오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슬퍼하시는 모

습이 정말로 효성 지극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요즘 같은 세상에 흔히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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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처럼, 이 글을 읽을때 정말로 ‘장군님의 고뇌가 극한에 다다른것이 아닐까…’라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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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님이 등에 지고 가셔야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무거운 짐들. 그 짐이 무거워도 버

없는 인물이시며, 모두의 귀감이 되신다. 장군님은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해서도 아끼

또한 부하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군율을 강조하시면서 리더로써의 준엄한 모습을 보

이시기도 했다. 부하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히 꾸짖으시며, 벌로써 다스리시고, 때로

는 부하들의 노고를 풀어 주기위해 술을 베푸시고, 씨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에서 장군님의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며, 많
은 부하들이 장군님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비되는 모습을 들자면, 원균이다. 원균은 부하들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하

고, 온간 거짓 술수로 장수들과 임금까지 농락하기도 했다. 자신의 공로를 높이기 위해

131

독후감 일반부

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적의 머리를 벤것을 국가에 알리는데 조선의 백성의 머리까지 쳐서 왜적의 머리인양 알
렸다는 것이 말문을 막히게 하고, 장군님도 원균의 행동들이 패악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원균은 칠전량 전투에서 도망을 가고, 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군사들 말로는 원
균이 도망을 가서, 다른 장수들도 덩달아 도망을 가서 패전을 했다고 말을 하며, 원균의
살을 씹어먹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군사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살을 씹어먹

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처럼 말을 한 것인가! 원균도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님과는 정말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장수였다.

난중일기를 읽다보면, 어느 시점부터 왜군들이 항복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갑오

년. 1594년. 전쟁 발발 후 2년이 넘은 시점인데, 왜군들이 항복까지 해 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조선 수군의 위력이 컸다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장군님의 전투를
왜군들은 두렵게 지켜봤을거란 생각이 든다. 조선도 왜군들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왜군들도 조선 수군의 전투에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
고 힘든 날들을 보냈을 거 같단 생각이 들었다.

난중일기 책에 나오는 ‘쓸쓸히 바라보며’라는 시를 읽을 때는 내 마음이 애절했다. 긴

한숨에 들어있는 온갖 고난과 고통들, 그리고 그것이 눈물이 되어 가슴을 적셔온다. ‘중
원 회복한 제갈량이 그립고 적을 몰아낸 곽자의 사모하네’이 구절에서 또 한번 가슴이
아파온다. 현재의 나라의 정세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왜적들의 침입을 단번에

막을 길이 없고, 그럼에 살육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가슴이 타오르고, 장군
님이 느끼실 고통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모든 고뇌들은 장군님의 전
투에 있어서의 전술, 전략들을 만드는데에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 무수한 전투에서

의 승리는 이 많은 고통과 슬픔을 참고 견디어 낸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장군님
의 고통과 슬픔을 되뇌어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장군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하고, 근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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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분이시기에 그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지
만 누구보다도 나랏일에 대해 걱정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본인을 혹사시키기도 하면
않고, 오직 이순신 장군님만이 키우셨던 씨앗이다. 물도 없고 햇볕도 없다. 땅도 척박해

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모두가 안되는 것이라고 했을지도 모른
다. 모두가 ‘그 씨앗은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군
님은 그 씨앗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힘으로 그 씨앗을 키울 수 밖에 없었다. 슬픔
대신해서, 그 아픈 눈물로 그 씨앗을 키우셨던 것이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신 장군님의 그 씨앗

이 이뤄낸 결과라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장군님의 전투 기술

이 뛰어나신 것에 탄복을 할 뿐, 그분의 그 아픔을 알고 싶지도 않았었고, 알아내려고 하
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가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다.

것을 배운다. 난중일기는 정말 현대인들이 읽어봐야 할 필독서인 것이다.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는데에는 장군님의 공로가 컸지만, 장군님과 함께 생명까지

내놓고 싸워주신 군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전선 재목을 끌어내리기

위해 1,090명의 사람이 필요하단 것을 책에서 읽었다. 말이 1,000명이지, 그 많은 사람
들이 나무를 끌어와서 거북선을 만들고, 전선을 만들고,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 전쟁터

에서 큰 활약을 보였고, 그 전선들로 인해서 우리 조선 수군은 승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

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전투에서 돌아가신 군사분들… 그리고 노량해전까지 살아서
조선을 지켜주신 군사분들… 모두 그분들의 치열하고, 처절한 노력 덕분에 지금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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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겸손히 낮춰 말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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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물로, 안쓰러움의 눈물로, 햇볕을 대신해서, 땅의 메마름을 대신해서, 생명의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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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투의 승리의 씨앗을 혼자 키우고 계셨던 것일 것이다. 그 씨앗은 누구도 돌봐주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장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장군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 싸워주신 군사 분

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장군님께서 기록하신 난중일기는 읽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힘든 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명작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일기를 쓰실 수 있는지, 달빛의 모습을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

실 수 있는지, 감성이 풍부하신 장군님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현건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따뜻하신 성품으로 정을 쌓아가시는 모습이 현대인에게 귀감
이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든다. 장군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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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
얼마 전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

관계에 대해 공부했던 터라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다. 공부했던 부분과
연결시키며 이순신에게 또 감탄했다. 그러던 중 나는 독특함을 느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이 말했다. ‘난중일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난중일기의 내

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선 이순신을 모르면
간첩이라 한다. 난중일기 또한 그 어느 베스트셀러보다도 더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난중일기를 읽어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놀라웠다. 나 또한 학교에서, TV에
서, 부모님께 배우고 들었지만 읽어본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도서실에 가서 난중일기 책을 빌려왔다. 책은 매우 두꺼웠다. 목차는 여러 해에 걸쳐

써진 일기임을 알려주었다. 임진년에 쓴 일기부터 시작했다. 이순신의 일기는 평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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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이 프로그램을 보기 전, 한국사를 다시 공부하던 중이었다. 때마침 조선 전기 대외

다. 우린 이순신에게 영웅이라고 한다. 어릴 적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하면 반 학생

의 절반이 이순신이라고 할 정도였다. 영웅이라 불리는 인물의 평범한 일상은 더 비범
하게 느껴졌다.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강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잔잔함이
큰 물결을 일으켰다.

이순신의 기록엔 많은 것이 담겨있었다. 매일의 날씨가 적혀있었고, 그날의 공무에

대해 적혀있었다. 그날 날이 더웠는지, 비가 왔는지, 흐렸는지 적어두어 그날을 구체적
으로 만들었다. 이순신은 사람을 미워하기도 했고, 아끼기도 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아끼지 않고 한껏 원통해 하기도 했고, 기뻐하기도 했다. 영웅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
이었다.

이순신은 진심으로 나라를 아꼈다. 그랬기에 더욱 원칙적이었고, 자신을 아끼지 않았

다.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잊어버리는 것’을 실천했다. 또한 장군의 무게를 잘 이해했으

며, 그 무거움을 견뎠다. 그의 삶은 견딤의 연속이었다. 그 견뎌야 할 것들은 일기 앞에
서 솔직해졌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같이 아파했고, 응원했다. 이순신의 삶에 왜란이

있었다. 해서 그는 더욱 굳건해야만 했다. 때문에 의도치 않은 강함이 필요할 때도 있었

다. 물론 의도한 단단함도 있었다. 그 속에서 이순신이 존재했고, 기록되었다. 나는 이순
신이 남긴 발자취를, 그 흔적을 뒤따랐다.

이순신의 일기에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도 조금씩 담겨있었다. 서로의

생에 서로가 얽혀 삶을 만들어갔다. 그 얽힘 속에 이순신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순신의
어머니는 적을 토벌해야 해 오래있지 못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잘 가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라는 인사로 아들을 보내었다. 이에 이순신은 ‘조금도 이별

하는 것을 탄식하지는 아니하셨다.’라고 적었다. 자신의 아들이 위험한 곳에 가는데 어
찌 걱정이 없을까. 그 이별을 어찌 탄식하지 않고 넘어갔겠는가. 이순신의 자리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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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옆이 아니라 나아가야 함을 아시고 지지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어머님의 아들이
곧 충무공이었다.

다. 돈에 이끌려 가는 사람,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등 부조리는
존재했다. 그 부조리는 이순신의 일기에 고스란히 적혔다. 그리고 이순신은 그 부도덕

을 비판했다. 전쟁 중에도 존재하는 부조리에 한탄했다. 어찌 나라가 위험한 와중에 자
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들이 많은지 알 도리가 없었다.

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 잡을 만한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음을 생각해보니 사
직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산란했다.’ 그는 그가 처한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순신은 나라를 진심으로 아꼈다. 그랬기에 이순신은 더욱 한탄했다. 그 위태로움이

이순신을 잠 못 이루게 했다. 이순신의 나라를 위한 마음과 혼란스럽고 원통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다.

발휘됐다. 전쟁의 위험 속 두려움에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도망가는 이가 적
지 않았고, 전장에 간다한들 쉬이 나서지 못했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도망가는 자들의 마음이 괘씸하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적을 향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었다. 그 두려움은 가볍게 생각되지 않았다. 그랬기에 이순신이 더 대
단했다.

‘안위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

이냐.’이순신이 적의 형세에 겁을 먹은 부하에게 한 말이다. 이순신은 적당한 회유와 꾸

짖음으로 안위가 전진하도록 했다. 군인이 본분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만 떤다면, 그 군

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비참함은 죽음이 아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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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위함보다 나라를 위함이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진가는 전장에서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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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정세가 아침 이슬같이 위태로운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만한 기둥 같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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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얽힘에는 부조리함이 있었다. 그 시대에도 비합리적인 일은 일어나고 있었

려움에 대한 부끄러움과 아무것도 못하고 적에게 굴복하는 치욕일 것이다. 이순신은 동

요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채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치욕에서 벗어나
도록 했다. 그 순간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자였다면, 그 부하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

거나 도망갔다면 지금처럼 이순신이 존경받을 수 있었을까. 이순신에겐 부하를 움직이
게 하는 용맹함이 있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 더욱 빛을 내었다.

이순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감정을 기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기록은 후

세에서도 기억하고자 한다. 이순신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지위가 있었

다. 그가 만약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고, 명예와 지위를 아꼈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것
이다. 그가 선조에게 적당한 아부를 하며 높은 지위에 머무르기만을 원했다면 그 역시
원균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조가 있었고, 품위가 있었다.

이순신의 일기에는 이순신의 속마음을 적어둔 곳이 많았다. 일기에 털어둔 속마음은

그가 강직한 성품을 가졌음을 나타내었다. 그의 성품은 배울 것들이었고, 본받아야 할

것들이었다.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핵심어는 이순신, 임진왜란, 난중일기이다. 이 속엔
이순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가 왜란에서 이겼고, 그 전쟁 도중

죽음을 맞이한다는 핵심만을 배운다. 그러나 사실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이순신의
인품이 아닐까.

이순신이 임진왜란에서 이겨 나라를 지킨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가 훌륭한

인물로 남기까지의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울 때 난중일기
는 빠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중일기를 읽어보고자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난중일기를 읽기 전엔 그저 이순신의 업적만을 보았다. 그가 해낸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학교에선 업적만을 가르친다. 그 과정에서 나의 생각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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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법이 성공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그가 어떻게 영웅이 되었는지를 알려고 하기보

단 영웅의 화려한 모습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느덧 제한된 영웅의 모습만
단어로만 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곧고, 정직했다.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이 나라를 구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일기를 읽음으로써 비로소 이순신이 업적을 세우기까지의 모습, 내면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곧 난중일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독후감 초등부

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생각을 잃고, 난중일기를 외워야 할

독후감 중고등부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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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배가브리엘(서울, 용산구)

작은 목소리

한때는 평전과 자서전 중 하나를 고르라면 단연 전자가 더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했었

다. 내가 체 게바라, 피나 바우쉬, 아스토르 피아졸라나 노암 촘스키의 평전을 읽지 않았
더라면 그 사상가의, 안무가의, 음악가의, 언어학자의 삶에 지금처럼 관심을 가질 수 있

었을까. 그들의 업적과 재능, 주변인들에게 끼친 영향, 대수롭지 않게 남겼던 한마디마
다 묻어 있는 인간적 흠결 같은 것들을 모두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컸고, 그렇게 하지 않

고서는 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전후 좌 후로 살피기

전에는 감히 그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나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일방
적인 판단을 경계한다는 것이 오히려 편협한 독서로 이어졌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여전히 평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덕목을 사랑한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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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바라보는 것의 가치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좀 더 여유로워진 덕
분인지, 조감도뿐만 아니라 평면도의 힘을 빌려서도 누군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게

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유체이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바에야 스스로에 대한
글을 쓰면서 조감하는 태도를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평전이 이성적인 관찰의 결과물이
라면 일기나 자서전은 감정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라서, 피델 카스트로처럼

자신의 우정과 사랑,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구구절절이 해명하는 게 인지상정이다분을 체 게바라와의 우정을 찬양하는 데 할애한다. 백범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젊은

날 저질렀던 잘못이 부끄럽다는 듯 우물쭈물 넘어가 버린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자서전
의 시작부터 끝까지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으로 겪었던 설움을 호소한다. 즉 누군가의 일

기를 읽는다는 것은 외부인이 되어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대신, 마치 그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한 사람의 자부심과 부끄러움을 돌이켜보는 일이다. 누군가의 일기를 읽고 나면

독후감 중고등부

카스트로의 자서전은 동류의 책 중 제일 재미있게 읽은 것 중 하나인데, 그는 책의 대부

독후감 초등부

됐다. 즉 타인이 쓴 평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쓴 자서전이라든지 일기, 회고록의 맛

어딘가 은밀하고도 애틋한 느낌이 든다-그가 누구이건, 어떤 직업으로 어떤 시대를 살
기울이게 된다.

이순신은 왜란이 벌어진 시기에 일기를 남겼고, 그것은 전쟁 중 벌어진 일을 기록한

글이라는 뜻 그대로의 <난중일기>로 남아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도 같이 한 시대를 기록했다는 데에 가치가 대단하여, 약 2,600일 동안 쓰여진 일기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바탕하여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
어졌고, 사천이나 당포 등에서 벌어진 해전을 재연하며 해군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려
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한 사람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자신의 생각을 끝없이 적어내려갔다는 사실이 가장 압도적이다. 대체 남에게 털어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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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간에 상관없이, 종이 구석구석에서 활자의 형태로 메아리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않고 혼자서 숙고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그 긴 세월을 종이와 마주해야 했던
것일까. 대답 없는 백지를 상대로 끝없이 무언가를 털어놓는 사람의 뒷모습이 <난중일
기>를 읽는 내내 그림자처럼 떠오른다.

위대한 영웅이자 뛰어난 지략가로서 세계 해전사에 전무후무한 발자취를 남긴 이순

신이지만, 일기 앞에 앉은 그는 여러 수식어를 달고 있는 한 남자일 뿐이다. 누군가의 아
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누군가의 친우, 누군가의 수장이고 누군가의

신하로 살아가다가 전쟁과 맞닥뜨린다. 어느 날의 일기는 몹시 짧고, 또 어느 날의 일기

는 길다. 어느 날은 무슨 음식을 누구와 먹었는지 쓰고 있지만 또 어느 날은 해이한 군졸

을 나무라며 전쟁의 잔학함을 설파하기도 한다-일기에 비추어 보건대 이순신은 꼼꼼하
고 진중한 성격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워낙 사소한 것들까지 기록해놓은 덕분에 당대의

기상 추이를 연구하거나 이순신의 평소 식단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상

상할 수 있는 무장의 이미지 와는 사뭇 다르다. 천하를 호령하며 목청을 높이는 대신 전
투가 끝난 날 밤에도 그저 “어깨에 탄환을 맞았다”며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태종과 세종의 치세로 평화로운 시대가 길었기 때문인지 군대의 기강은 엉망 진 창이

다. 화살은 썩어 있고 배는 물에 뜨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책임을 진 이순신의

심정이 일기 곳곳에 드러난다. 초연하고도 정직하게, 담백하고도 날카롭게 상황을 묘사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날 이순신은 세 문장 남짓한 글을 남겼지만, 공무 후 활을 쏘았

다는 그 짧은 글에서 그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팽팽하게 떨리는 활시위를
보며 그는 이틀 후 왜군이 부산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게 될 것을 예상했을지도 모
른다. 긴 세월 동안 전장에서 가족들을 그리 워하게 될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 그는 이 글이 출판될 것이라고는, 자신이 세기의 영웅이자 충신으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맨살을 드러내며 일기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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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난중일기>가 담고 있는 세월을 보내며 끊임없이 무언가에 감탄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거나 안도하기도 했을 것이다. 파도에 나부끼는 배처럼 내려

이 옳기를 기도했을 것이다. 모두에게 군령의 냉엄함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꿈에

서 본 무언가가 좋은 징조이기만 바란다. 반백에 가까운 나이로 총상을 입었지만, 나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어 힘에 부친다. 여러 색깔의 수채화처럼 폭넓은 감정이 작은 목소
리로 변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식을 생각하는 슬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올라올 길 없는 우물에 빠진 기분이 아닐까-노쇠한 몸으로 술잔
을 기울이며 왜군을 걱정하는 심정, 그의 한숨이 행간을 뚫고 밀려오는 듯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순신은 이처럼 내밀한 목소리에 의해,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에

의해 한층 더 존경스러운 인물로 변한다. 단지 지혜와 용기를 갖춘 무장이어서가 아니

독후감 중고등부

픔이 절절히 드러나는 부분도 그렇거니와, 이처럼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야 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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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와중에 어느 날은 자신을 책망하고 다른 날은 자신의 판단

라, 그가 실제 약 오백 년 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을 했고 힘겨운 결정을 내
아프지 않도록 자기의 흰머리를 뽑았으며, 아들이 죽은 슬픔을 군사들 앞에서 내보이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잖은 구절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이순신의 다
양한 면모를 되새길 수 있는 것이다. 영화 속 영웅, 상상이나 신화 속 허구가 아니라 살
아있는 피와 뼈를 가졌던 인물로 되살아 나는 것이다.

평전을 읽는다는 게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전망대에 올라가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라

면, 일기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돌을 찾아다가 머릿속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완
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누군가의 일기나 회상록을 읽 고 나면 몇 번이
고 그에 대해 되새김하게 된다. 로마 5현제 중 한 사람인 아우렐 리우스의 명상록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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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인물이었기 때문에-부하들과 활쏘기 내기를 하며 시름을 다 잡고, 어머니의 마음이

신처럼 춤출 수 있었던 무용수 니진스키의 일기처럼 <난중일기>도 이순신의 내밀한 심

정을 놀랄 만큼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순신의 연약한 부분과 견고한 부분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덕분에, 나는 그것들을 주춧돌 삼아 또 다른 건물을 지어나간다. 몸이 아픔에
도, 어머니가 그리움에도, 자식이 죽었음에도, 벗보다 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배를 점검하던 남자가 위대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

음을 이해한다. 한 남자의 기나긴 일기를 읽으며, 성웅으로 칭송받는 시절 이전의 그가
갑옷을 벗고 붓을 잡는 모습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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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대구, 중구)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반죽의 완성
엄마는 일을 나가시기 전, 항상 수제비 반죽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들고 나

섞일 것 같지 않은 물과 가루는 딱딱한 부스러기를 만들어내며 겨루다 종내에는 말랑거
리는 덩어리가 되곤 했다.

나는 그 과정을 숨도 쉬지 않고 바라보았다. 내 굽은 손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신기한 광경은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는 마술쇼 같았다. 날 때부터 사지가 뒤틀린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난 나는 엄마처럼 밀가루 반죽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밀가루 대신
책을 집어 들었다.

글이 내 마음에 부딪쳐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엉기다가 마침내 내 영혼과 연결

되어 덩어리지는 과정이 좋았다. 그 순간엔 나도 엄마처럼 의미 있는 반죽을 만들어내

는 사람 같았다. 거동이 불편해 세상의 많은 일을 겪을 수 없었던 나는 독서를 통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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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간이 제각각인 가족들이 반죽만 뜯어 우르르 끓여 먹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저히

자신을 빚었다.

몸이 불편한 것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나, 마음만은 올곧고 바르게 가꾸고 싶

은 소망을 담아 나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꼭꼭 씹어 삼키곤 했다. 어떤 책은 쉽게 한 덩어
리가 되고, 어떤 책은 오래도록 치대야 내게 맞게 뭉그러졌다.

≪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중에서 쓴 일기다. 여러 번 읽었으나 다른

책과는 달리 읽을 때마다 내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다. 그래서 나는 ≪난중일
기≫와 내 마음을 오래도록 치대야만 했다.

이순신은 업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를 이야기 할 때, 대승을 올

린 전투의 이름을 나열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책을 통해서 알았다.

그의 일기에는 상당 부분 반복되는 사소한 일과가 있다. 무기고를 점검하고, 병사들

을 돌보고, 백성을 살피는 일이다. 상한 무기가 있으면 꼼꼼히 점검하여 복구하고, 어려
운 백성은 살뜰히 돌보았다. 또한, 공정하고 엄한 관리자이기도 했다.

이순신은 문무를 갖춘 훌륭한 장수였으며, 높은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하였으나 그

것을 바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과 백성을 충실히 보살피는 훌륭한 인
격을 지니고 있었다.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힘겹게 삶을
버티는 백성들을 가슴아파했다.

서른이 넘도록 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 가족 중 누군가 업어주지 않

으면 대문 밖 출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게 맡겨진 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이 어떤 것인지 그저 마음속으로만 짐작해볼 뿐이었다.

이순신은 또한 난관에 부딪혀도 물러서지 않는 기백과 용기도 지닌 자였다. 늦은 나

이에 과거 시험에 응했으나 불운한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의 백의종군을 통해 온갖 억울한 모함과 징벌을 받아도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
았다.

그의 그러한 모습은 주저앉은 내 모습을 생각나게 했다. 그 무렵, 나는 바깥출입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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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포기한 채 두문불출했다. 사람들의 시선도 무섭고, 매번 겪어야 하는 수치와 모욕도
지긋지긋했기 때문이다. 그저 안전한 내 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만이 유일한 활동

그런데 이순신은 숱한 모함과 수렁에 발이 빠져도 다시 일어나 조선을 지켰다. 어떻

게 하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고서는 ≪난중일기≫과 한
덩어리가 되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며칠을 이순신의 물러설 줄 모르는 도전 정신에 대해 골똘히 몰두했다. 보고 들

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엄마였다. 늦둥이인 내가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집안 어른들은 물론이고 마

을사람들까지 나서서 나를 놔버리라고 엄마를 설득했다. 형편도 어려운데 사지가 뒤틀
린 아기를 어찌 키우겠느냐고. 아랫목에 엎어두고 젖도 주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에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셨다.

독후감 중고등부

었던 모든 영화와 드라마도 떠올려보았다. 그러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이순신

독후감 초등부

이었다.

엄마는 그날부터 온 동네 허드렛일을 맡아하시면서 허리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만

다. 아무도 내가 사람 구실을 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엄마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
셨다.

엄마는 밤새 내 팔다리를 주무르고, 병원에서 내준 재활운동을 철저하게 시키셨다.

덕분에 10여년이 지나자, 나는 혼자 화장실에 갈만큼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먼 거리
를 가려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상은 충분히 내 힘으로 꾸릴 만큼 회복이 된 것이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이순신과 엄마의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엄마는 나를, 이순신은 조선을 사랑했기에 가능
한 일이었다.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편안한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셨지만, 한 사람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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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일을 하셨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나를 인근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셨

지켜내셨다.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해내셨다.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나의 삶은 엄마의 사랑이 만든 기적의 열매였다.

이순신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불굴의 의지로 일어나 칼을 들 때, 이순신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싸웠다.

그랬기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전투들을 이겨낸 것이리라. 그리고 그 승

리는 단지 전투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의미를 의미로 자리 잡았다. 시간이 흘러 나와 같
은 이들에게까지 용기와 도전정신을 물려준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신발장에서 한축이 닳은 운동화를 꺼냈다. 다리를 끌면서 걷느라 신발

마다 한쪽 면이 닳아있었다. 이렇게 운동화가 닳도록 걷을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있어
서였다. 그런데 세상이 무섭다고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나도 다시 일어서야
했다.

12척의 배로 적의 심장을 뚫었던 이순신을 떠올리며 나는 뒤틀리고 굽은 내 다리를

응원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 대문을 열었다. 다시 만난 세상은 환하고 아름다웠다. 동전

의 양면처럼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했지만, 아름다움과 감동을 주는 것도 역시 세상이
었다.

작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조금씩 세상에 도전하고, 넘어지고, 자라기를 반복

했다. 그러자 토실토실 양푼이 안에서 부풀어가는 반죽처럼 내 마음에도 희망과 기대가
부풀기 시작했다.

내가 책을 통해 나만의 깨달음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삶의 모양은 제각각이다. 이순신

이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삶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
성되는 반죽과 같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난을 열심히 치대대다 보면
삶을 이롭게 하는 한 덩어리의 의미가 된다.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올지, 거친 세상 속에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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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앞으로도 ≪난중일기≫와 더불어 삶
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내가 만드는 반죽도 더욱 숙성하여 깊은 맛을 낼 것임을 믿는다. 내 인생과 책이 하나 되
어 이룰 반죽의 완성이 기다려진다.

독후감 초등부

이 책은 다시 읽을 때마다 내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것이 모이고 쌓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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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민주(전북, 전주시)

작은 불빛들이 모여
그분들의 꿈을 밝게 비추길 기도하며
눈을 뜨자마자 베란다로 뛰쳐나가 고사리 손으로 태극기를 달고 뿌듯해하던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가버렸을까? 6월 6일, 그날이 달력에 빨간 숫자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평소

의 하루처럼 무심히 지나 보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빨간 숫자로 표시되지 않음

이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서 벗어나 집에서 푹 쉴 수 있는 황금 공
휴일이구나.’ 내가 6월 달력을 펴고 그날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렇게나

형편없는 것을 보면 말이다. 나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해 일말의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6월을 맞을 준비를 했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이렇
게나 부끄러운 어른이 되어있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
야한다고 감히 누구에게도 말할 자격 없는, 그런 어른. 나는 그럼에도 내심 부정하고 싶

은 마음에 어쭙잖은 변명들을 찾기 시작했다. 만약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
역시 뛰어들었을 것이라는 둥 지금은 옛날과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는 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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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
로 역사 속의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마음은 둘째 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변의 여러 매체들이 미친 듯 토해내는 부조리한 사건, 사고에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뭐 그렇지. 정
말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나의 태도
는 ‘외면’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혐오’에 조금

으로 가득 차있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은 더욱 있을 리 없었고, 이게 내
가 마주한 나의 더 큰 문제였다.

교사가 되어 사랑하는 제자들이 생겼다. 토끼같이 커다란 눈으로 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만, 아름다운 것들만 알려주고 싶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나라에 태어남에 자부심을 느끼고 조그마한 두 손을 모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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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렇게나 우리나라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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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조차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는 주

뜻한 사람이 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알고 싶었다. 아니 진정으로 배우고 싶었다. 우리

부끄러운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독후감이라는 명목 아래 시작부터 이따금 나에 대한 부
끄러운 반성부터 늘어놓는 이유는 단지 잊지 않기 위해서다. 익숙함에 속아 중요한 것
들을 잊고 지낼 때마다 진하게 각인된 지난 부끄러운 모습은 각성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참혹하고 암담한 상황에서조차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담아낸 이순신 장

군의 일기를 본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까. 그의 허락도 없이 일기를 펼쳐들고 이
순신 장군의 마음을 훔쳐본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의 고민을 나누고 그의 참담함을 헤
아릴 수 있을까. 이 일기는 그랬다. 단순한 마음으로 읽기에는 나에게 이따금 꼬리를 무

는 고민들을 마구 던져댔고, 난 그 고민들을 쉽게 해결할 수 없었다. 해결되지 않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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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 일생을. 이게 이 책을 읽게 된

민들을 붙들고 있자니 일기 속의 간결하고 덤덤한 표현과는 대조되게 책장을 쉬이 넘길
수 없었다. 고민들의 절반 이상은 앞에서도 말했듯 나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그에 대
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컸다.

구구단을 9단까지 완벽히 외워내기 전부터 나는 이순신 장군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고 있었다. 또한 눈이 감길 즈음 아빠가 읽어주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나라를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잠에 들기도 했다. 커가면서는 이순
신 장군의 이야기가 드라마,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그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는지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영화, 드
라마로 이순신 장군이 세간의 화제가 될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존경한 인물이라며 자

신 있게 외쳐댔지만 정작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더 역설적인 사실
은 존경하는 인물이라면서 그의 삶을, 태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조차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 책을 읽을수록 자꾸만 마주하게 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에 나는 결심했다. 꼬리
를 무는 고민들로 좀처럼 빠르게 넘길 수 없는 책장에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기로. 그

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고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지기로 한 것이다. 그러니 한결 편해
진 마음과 동시에 그는 그 이상의 가르침 또한 나에게 선물해주셨다.

일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의 일기에는 그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 그의 생

각이 담겨있었다. 덕분에 나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새로운 이순신 장군을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다. 첫 페이지부터 책을 덮을 때까지도 나는 ‘그 역시 영웅이기 이전

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만큼이나 나는 이순신
장군의 지극히 일부분, 즉 장군으로서 강인하고 냉철한 모습만이 이순신 장군의 전부인
양 생각했었다. 맞다. 책을 읽기 전만해도 나는 ‘필사즉생’이란 네 글자만으로 이순신 장

군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너무나도 낯설 만큼 달랐

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강하게 외쳤던 그에 대해 배우면서 그때의 나도 나름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과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할 수 있을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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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한 생각을 그만두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고민을 끝낸 적이 있는 나로서 다
시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그때의 고민에 대한 답을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짐작건대 그는 무슨 일이든 죽을 각오로 임한다
면,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더해진다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희망
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즉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우라는 막연

한 희생정신보다는 ‘나’하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된 그는 누구보다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깊었기 때문이다. 옷이 없는 군졸에게 여
벌옷을 챙겨주던, 풍년으로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것을 기뻐하던, 임금과 나라 그리고

고통 받는 농민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였기에. 또한 그가 용기 있게 부하들에
게 목숨 걸고 싸우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막연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그를 존경할만한 또 다른 이유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생이 허투루 버

독후감 중고등부

적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그랬을 거라 믿는다. 일기를 통해 알게

독후감 초등부

조금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다. 아니. 답을 찾아냈다기보다 내가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려지지 않게, 무모한 도전으로 끝나지 않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노력했다.

자 눈물로 이뤄졌을 것이다. 그는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지켜내기 위해 공동체
의 질서와 공의를 존중했고 어두운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다. 또한 스스로를 채찍질해가
며 혼란스러운 전장에서조차 엄격히 군율을 지켰다.

나는 이제야 막연한 위대함이 아닌 그를 진심으로 존경할 이유를 찾았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느끼며 살았는지 그를 통해 직접 들었다. 내
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그의 일기를 함께하며 느낀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

다. 단지 난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라를 지켜냈던 그분들의 꿈을 이제는 우리
의 힘으로 지켜가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그

를 보며 마음속에 작은 불을 피웠다. 이제 그 불빛이 한 사람 한사람이 걸어갈 길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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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치밀한 준비는 모두를 살릴 방법을 연구하고 끝없이 고민했을 이순신 장군의 땀이

주길 바라면서 더 크게 활활 타오르도록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에게 맡겨
진 내 아이들이 나처럼 먼 길을 돌아 깨닫고 무지하게 버려온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 보
다는 앞장서서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기록하지 않으면 애초에 없던 일이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 끄적였던 내 지난 일기들을

전부 끄집어냈다. 낡고 빛바랜 종잇장을 넘겨가며 이것 역시 훗날 누군가에게 선물 같
은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 일기장에 채워질 하루
가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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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장려상

제6회 난중일기 독후감

김봉성(경북, 경산시)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애국의 오래된 미래
헬(hell)조선의 시대다. 불과 2, 3년 전 탈(脫)조선을 소재로 한, 제목부터 노골적인

묻어 퀴퀴한 광기의 냄새가 났다. 개인에게 국가는 더 이상 필연이 아니었다. 국가가 나
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나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았다. 상식이었다.

상식을 뒤집는 자가 있었으니, 이순신이었다. 그는 비유적인 헬조선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 된 조선을 살았다. 이미 전쟁만으로도 최악의 국가인 셈인데, 국가는 그를 사랑
하지 않았다. 그의 소원은 차라리 국가의 방관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조선을 구하

고자 했지만 원균과 조정은 그를 헤치려 했고, 임금은 그를 끝없이 의심했다. 국가의 간
섭을 버티며 국가를 지키는 모순 속에서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난중일기』에서 곧바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일기 속의 한 사내는 절제된 인생을

살아내는 어떤 군인, 그뿐이었다. 사적으로는 어머니, 아내, 자식을 걱정하고, 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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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싫어서』가 베스트셀러였다. ‘애국’은 퇴락한 구호가 되었다. 혹은 극우주의가

는 왜군을 경계하며 군 내부의 질서를 단속했다. 부하들이 원균을 비난하고, 그도 원균

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것은 감정이 살균된 업무 속에 묻은 유일한 인간
미였다. 조정과 임금을 우회적으로도 원망하지 않았다. 백의종군 이후의 정유1, 정유2

에서는 불만을 돌출할 법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사실만 기록했다. 유성룡의 편지를 받
은 것도, 부하들과 활을 쏜 것도, 왜군과 싸운 것도, 진지를 옮긴 것도, 날씨 같은 사실들
이었다. 그가 감정을 드러낼 때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 대부분이었다.

이 지독하도록 담담한 군인에게서 애국을 읽은 것은 나 때문이었다. 나는 너무, 나라

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조선에 비하면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평화로

포장될 수 있는 지옥이 있다면 한국이라고 단언해왔다. 나는 88만원세대의 첨단에 서서

N포세대를 이끄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탈조선 하지 않는 이유는 생존 가능 수준의
월급이 주는 최소한의 안정감과 무능력한 외국어 실력 때문이었다.

이런 내가『난중일기』에 등장했다. 임진년 5월 초2일 이순신이 받은 공문에는 왜적

의 소문을 들은 만호들의 탈주가 기록되어 있었다. 상주포 만호 뒤에 달린 괄호에 내 이
름이 있다고 해도 심정상 사실이었다. 책을 덮고 헛웃음의 꼬리가 사라질 때까지 10초
정도 가만히 있었다. 이순신이 내 의식 속에 위인으로 아로새겨져 있는 만큼 원균류(類)

의 관리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뢰배였다. 그들이 피난만 갈 뿐 조선을 탈출하지 않
은 것은 내가 한국에 머무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느새 내
가 싫어하는 인물들을 닮아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본받으려는 인력만큼, 경멸하는 사람을 닮지 않으려

는 척력도 컸다. 나는 그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를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올바르다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르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한 감

정이 쫓아왔다.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불편한 감정이 이순신보다 커져 있었다. 모른 척
했지만,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는 이
순신 앞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불편한 감정의 정체는 부끄러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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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끄러움 덕분에 이순신이 선명해졌다. 내 부끄러움의 뿌리는 체념이었다. 희망하

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궤변이 마음의 생존 공식이었다. 누군가는 아프니
투정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체념하지 않았다. 그는 기꺼이 아팠다. 일기장에 뜸

아래나 빈 정자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생각이 만 갈래로 갈라진다는 고백이 빈번했다. 그

런 고백들이 몸에 매달려 지병이 되었다. 직면한 절망을 나처럼 우회하지 않고, 온몸으
로 정직하게 관통한 것이다.

희망, 각오의 문구가『난중일기』에는 거의 없었다. 불안할수록 그런 문구를 남발하기

마련이고, 그는 누구보다 불안한 상황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직면한 현재에 성
실했다. 특히 일기는 하루이틀도 아니고 사망 이틀 전까지 6년 간 이어졌다. 한결같음이

주는 힘이 내 부끄러움을 압박했다. 있었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망을 대면하
더라도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스스로에게 당당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강인함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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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이순신 역시 희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SNS에 흔히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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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청춘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프지 않기 위해서 희망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그런

것이다. 나는 퍽 약해빠졌다.

껏 알고 있던 애국의 화신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 독재 시대에는 민족 구심점으로서
애국의 화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는 성웅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업적은 그런 대접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러나『난중일기』에서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는 구국의
결의로 뜨거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완벽주의자에 가까웠다. 시쳇말로 그는 ‘군인

이 군인하’며 살았다. 스스로 군법을 지켰고, 군법에 어긋난 부하를 벌했고, 전투에 이기
려고 애썼다. 그에게 있어 애국이란, 특별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그가 군인인 이상 기상
현상처럼 당연한 것이었다.

물론, 누구나 ‘군인이 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당연함이 붕괴된 헬조선에서

당연함을 당연함으로 살아낸 이순신은 특별했다. 그 원동력은 열린 나르시시즘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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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의 고요한 강인함에 매료되었다.『난중일기』를 읽고 난 지금, 그는 내가 지금

생각이 들었다. 원칙에 충실하며 사명을 다한 것은 군인으로서, 신하로서, 자신의 정체
성을 고수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 매몰되지 않았다. 어머니, 막내 아들

열의 죽음에 슬퍼했고 백성들에 받은 소소한 것에 값을 매겨 돌려줬다. 이는 이순신의

‘나’가 개인이 아니라 타인으로 확장된 존재임을 의미했다. 이런 그에게 왜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느냐고 묻는다면 어리둥절해 할 듯했다. 그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
다.『난중일기』에 기록된 당연함들은 그래서 애는 쓰는데 무리없이 읽히는 것이다.

이것은 400여 년 전에서 불어오는 21세기 애국의 새 바람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다

문화 시대에 민족적 기치의 ‘애국’은 공허하다. 흑인 혼혈 한현민도 방글라데시아 출신
방대한도 ‘우리’다.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고지식할 것 같은 이 열린 나르시시스트의 삶

이 주는 울림이 크다. ‘이게 나라냐?’를 묻기 전에 ‘나는 나하’는 가를 물어야겠다. 나는
나하기는커녕 나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맛집을 찾아 헤매는 욕구 충족과 경쟁에서 이기
는 이기심을 자기애로 착각하면서 내가 체념에 절여지도록 방관했다. 진정한 자기애란
이순신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순신은 누군가의 아들, 남편, 아버지, 신하, 동료, 상관, 군인이었다. 관계의 교차점

위에서 성실하게 ‘나가 나했을 뿐’인 이순신의 삶을 닮고 싶다. 나는 이순신의 열두 척

배보다 훌륭한 인프라, 친구를 갖고 있다. 요즘은 국가도 조금은 내 편이다. 우리 모두가

소시민 이순신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 펄럭대지 않을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르고 닳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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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최우수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구영옥(전남, 광양시)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달빛이 비추던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보였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각기 다른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내려갔다 기
억의 헤엄을 쳤다. 그러던 중 거북선 앞에서 찍었던 앳된 초등학생의 내가 보였다. 아마

도 여름방학 숙제로 체험학습보고서를 쓰기 위해 찍은 사진이었을 것이다. 그 사진 보
고 나니 내 기억 속엔 넘실거리던 끝을 알 수 없는 푸른 바다 앞에 세워진 거북선의 웅장

함과 정교하게 꾸며 놓은 내부에서 느껴지는 전쟁을 준비하는 긴장과 대범함이 눈에 선
명히 보이는 듯했다. 어쩐지 조금 더 궁금해졌다. 임진왜란. 그 긴급하고도 치열한 그날

의 일들이. 그것을 후대인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보물이 바로 ‘난

중일기’다. 전장을 직접 지휘하고 몸으로 느끼면서 하루하루 작성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날들로 빠져들 준비를 마친 뒤 책의 시작을 열었다.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느낌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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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정리를 하다가 문득 한쪽 구석에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했던 먼지 앉은 앨범이

어 내린 난중일기 속에서 인상 깊었던 세 가지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한다.

첫째, 이순신의 직업에 대한 진정성이다. 난중일기를 읽는 내내 가장 많이 보았던 것

은 이순신은 날씨가 매우 좋지 않거나 나라에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활을
쏘아왔다는 점이다. 재단사도 가위질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옷감이 설기며 잘릴 것

이고 도예가가 물레질을 게을리 한다면 그처럼 정교하고도 기품있는 작품이 나오지 못

할 것이다. 이처럼 무과에 급제하여서 관리의 일을 하고 있는 이순신 역시 백성과 나라
를 지키는 무관으로서 늘 손에 활을 들어 그 감각을 잊지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통 사람들은 활을 들어 당기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활은 쉽게 쏴

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자신을 긴장의 상태에 놓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활을 쏴서 책임감 있게 군을 통솔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직책에 대해 쉽게 생각하지 않

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나는 어땠는가에 대
한 물음이 던져졌다. 요즘 TV나 휴대폰의 인터넷 뉴스를 열기만 해도 자주 눈에 들어오

는 헤드라인은 청년실업의 증가라는 숨이 막히는 주제이다. 물론 내가 청년이면서 취업

을 준비하는 사람이기에 더욱 그 글귀가 남일 같지 않게 다가왔으리라 생각해본다. 나

는 그간 나의 직업관은 무엇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에 계속해서
의문을 던져 왔었다. 그러면서 피자집에서 서빙을 하고 또 어떨 땐 어린이집에서 선생
님이 되어보고 시청에서 보조일을 해보며 스스로에게 다양한 옷을 입혀봤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고객들이 행복해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하면 스스로 만
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공부를 하

며 열심히 살고 있었다. 그러나 늘 열심히만 할 수는 없었다. 어떤 날은 회의감이 들 때

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으로 공무원이 되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건
지 아니면 모두들 얘기하는 안정적인 직장을 향해 가는 것인지 마음을 잡지 못하는 날
도 생겼다.

그런 생각들로 번잡한 나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 바로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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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역시 긴 전쟁을 치르는 동안 많은 갈등이 있는 듯했다. 가족들을 살피지 못해 미

안해하는 한 가정의 가장인 이순신, 연로하신 어머니 곁을 지키지 못해 가슴이 아픈 이
해 황폐해진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진 이순신 등, 이렇게나 많은 갈등을

가진 이순신인데 그는 결국 오로지 하나만 보았다. 바로 자신의 위치. 이순신은 수군을
지휘하는 장수였다. 그러기에 그는 무수한 갈등과 번민이 자신을 집어삼키려 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든 정신을 쏟았다. 그 결과 전쟁을 승리로 이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순신은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무관으

로서의 자신감을 항상 가슴 깊이 새겼던 것이다. 이런 이순신의 모습은 나를 비롯하여
오늘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본인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고 높은 연봉을 선호 할 수 있고 단순히 그 일이 좋아서 선택할

독후감 중고등부

끌 수 있었고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었다. 자신의 직업관이 뚜렷하지 않았다면 절대

독후감 초등부

순신, 자신의 가치와 진정성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은 이순신, 전쟁으로 인

수 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동기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이 될

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민과 고민, 유혹 들이 있어도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본다면 본인이 가장 원하는 꿈을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사로운 뇌물에 현혹되지
않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불편부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의 공직관을 본받아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행복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이순신의 사랑이었다. 화포가 배의 귀퉁이를 때리고 화

살이 빗발치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이순신의 사랑은 곳곳에서 피어났다. 일기 속에서
이순신은 자주 어머니를 언급한다. 어머니가 몸 성히 잘 계시는지를 확인하기위해 자

주 종들을 시켜 안부를 묻곤 했다. 아마 마음으로는 천 번도 넘게 이순신이 직접 발로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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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 말이다. 단지 그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순신 만큼 집중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가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무거운 장군의 역할

이 있었기에 그는 그 슬픔과 보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었다. 전쟁 중이라 본
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두고 온 가족들과 어머니의 생사를 직접 알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지독히도 괴로운 일이 아니었을까. 또한 이순신은 부하들과 백성들에

게도 사랑을 주었다. 침략을 받아 초토화가 된 마을이 있으면 하나하나 피해 상황을 살
피고 주변 현감들과 자주 의논을 하며 고을을 수비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은 날에도 조
금만 힘이 나면 부하들의 건강상태와 식사를 챙기는 모습이 곳곳에 쓰여 있었다. 인간
이기에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기적인 생각이 더 강하게 작용할 텐데도 이순신

은 사랑으로 전쟁의 상처를 하나하나 어루만져주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그렇게 냉철하

고 단호할 것만 같던 이순신이 아들 ‘면’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며 써놓은 글을 보았을 때

는 그의 슬픔이 가슴까지 전해져 눈물이 날 뻔했다. 아버지를 찾아 전장에 찾아와 가족
들의 안부를 알려주는 아들들이 혹여 돌아가는 길에 안 좋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조
심히 잘 갔을까 걱정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부
러웠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소 말씀이 없으시고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시기에 공감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런 아버지 역시 아버지인 이순신의 마음과 같이 표현은 안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내가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란다는 것을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에 먼저 아버지께 식사는 잘 하셨냐고 문자를 한번 보내보는 계기가 되
었다.

셋째, 이순신이 바라보던 달빛이다. 입고 있던 옷이 축축하게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

리며 몸이 괴로운 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달빛이었다. 몸이 아팠던 것인
지 마음이 아팠던 것인지 이순신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기에 그의 일기 속에는 달빛

이 자주 등장한다. 지금처럼 인공적인 불빛이 없던 그 시절에는 어두운 밤 까만 바다에
는 달빛이 등대이자 유일한 빛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희망을 버리는 힘든 상황에서 그
달빛은 이순신에게 하나의 희망과 위안이 아니었을까 짐작해보았다. 한 사람이 오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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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 그 무거운 짐이 매일 그의 온몸

을 눌렀기에 그는 편하게 잠들 수 없었을 것 같았다. 그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가끔은 내 자신한테 지면서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불안에 떨어가며 나의 마음은 지쳐있었다. 그런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 마다 나도 베란다에 나가 달빛을 자

주 보곤 했었기에 이순신이 자주 말하는 달빛의 의미를 알 것도 같았다. 어떨 때는 달을
음이 가득할 때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달의 예쁜 자태를 보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랬
기에 쉬이 잠을 못 이루면 늘 달을 보았던 이순신의 모습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는지

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한 없이 예쁜 달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떠올

리게 할 수 있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이다. 그런 그의 깊은 근심과 슬픔이 전
달되어 나라를 지켜주어 고마운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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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보며 소원을 빌다가 어떤 날에는 그 안에 그리운 사람을 그려보기도 하고 슬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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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금의 나와 비슷하여 더 마음이 쓰였다. 끝을 알 수 없는 시험과의 전쟁에 들어와서

여전히 나는 불면증이 계속 되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꿈에서 달을 보려고 한다. 그 꿈

그곳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갑판으로 나와 있는 나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 계신
이순신 장군이 있다. 그러면 나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물어볼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

장군님이 보고 계신 저 하늘의 달은

시린 한겨울의 된바람처럼 차가운가요?

꽃내음이 살짝 풀어져 은은하게 불어오는 명지바람처럼 따뜻한가요?
그 달을 보며 그리운 가족이 떠오르던가요,

당장이라도 안기고 싶은 어머니가 그려지는가요,
피란길에 오른 백성들의 눈물이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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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찰랑거리는 바다위에 고요히 한척의 배가 떠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혹은 두렵지만 강해지려고 애쓰는 장군님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는 것

인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책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을 꿈속에서 밤 새 비추는 달을 친구 삼아 들

어보고 싶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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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우수상

제7회 난중일기 독후감

이경희(경기, 고양시)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한일 간 날선 정치적 대립과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이 그 어느 때보다 깊다. 일본

Japan)으로 확산되어 일본산 물품을 사지말자거나 일본여행을 하지 말자는 시민운동으
로 번지고, 급기야 정부도 양국 간의 신뢰훼손을 근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

미아(GSOMIA) 만료 90일을 앞둔 시점에서 이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는 결정을 발

표하였다. 한일 간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을 보이나 이 또한 간섭
으로 여겨져 그다지 달갑지가 않다. 나라의 안정이 흔들리고 국민의 안위가 염려될 때
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처럼 역사의 기억에서 끄집어내는 말이 있다. 수군이 취약하니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는 조정의 명령에 이순신 장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올린 장궤 속의
한 구절,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음을 몸소 보이며 풍전등화(風前燈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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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키자 우리 국민의 반일 정서는 ‘노 재팬’(No

같은 나라를 지켜내었기에, 오늘의 국내외 상황과 정세를 보면서 역사적 영웅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며 이제 다시 <난중일기>를 펴 본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1592) 1월 1일부터 무술년(1598) 11월 17일까

지 7년간의 병영생활을 기록한 글로, 날마다 겪은 일들과 자신의 솔직한 생각과 느낌을

적은 일기이지만 또한 바다를 지키는 해군답게 매일의 날씨를 꼼꼼히 적어놓은 전란 중
의 업무일지이기도 하다. <난중일기>에는 전란이 발생할 무렵의 조선의 상황뿐만 아니
라 임금께 충성하는 신하로서, 전장에서 부하를 지휘하는 장수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과 아버지로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유교를 국가의 근본

으로 삼은 조선이 건국 200년 만에 맞은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충(忠)·의(義)를
다하여 지켜낸 이순신 장군이 왜 지금까지도 성웅(聖雄)으로 기억되는지를 <난중일기>
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조선 조정의 안일함은 <난중일기>가 시작된 1월 1일부터 전쟁이 발발한 4월 13

일까지 석 달 동안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정치규범서의 으뜸으로 치는 유교경전<서

경>(書經)은 몸을 닦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그 덕을 더욱 펼쳐서 나라를 다스리고 결
국 온 천하에 평화를 이룩하는 수제치평(修齊治平)의 도를 기록한 경전으로, 그 안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愛民)사상과 백성을 중히 여기는 중민(重民)사상이 깔려있다. 유

교를 국본(國本)으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왕은 물론 조정의 관리라면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안민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따라야 할 지

침인 <서경>에 나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인식이 그들에겐 없었다. 전란이 일어
나기 전, 조정 관리들의 안일한 안보의식과 그로 인해 해이해진 군율체계를 보며 “자기
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돌보지 않으니 앞일도 알 만하다.”고 탄식하며, 충무공은 병선
의 군관과 색리들이 병선을 수리하지 않았기에 곤장을 치고(임진년 1월 16일), 새로 뽑

은 군사들을 점검하며(임진년 2월 11일), 임무를 마친 군사들을 검열하는(임진년 2월 16
일) 등 병사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을 시험(임진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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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전란 중에는 왜적의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도망

간 여도 수군 황옥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 앞에 내다 걸었으며(임진년 5월 3일),
병사들의 기강과 군령체계 확립에 철저히 하였다. “성 밑에 사는 토병이 이웃집 개에게
까지 피해를 끼쳤으므로 곤장 여든 대를 쳤다”(임진년 1월 16일)든가 “당포의 어부가 피

난민의 소 두 마리를 훔쳐 끌고 와서는 잡아먹으려고 거짓으로 왜적이 왔다고 하였다.

나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배를 굳게 매고 꼼짝도 하지 않으며 그자들을 잡아와, 거짓말
있듯이,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부하들에게 마냥 엄격하기만 한 장수는 아니었다. 마치 자식을 대하듯 혹

은 피를 나눈 형제를 대하듯 부하들에 대한 자애로움도 가지고 있었다. 사기를 진작하
기 위해 소를 잡아 병사들을 먹이고 용감하고 뛰어난 부하들에게는 상을 내렸다. 조방

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애통함을 어찌 말로 하겠느냐”(갑오년 4월 9일)며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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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두 사람의 목을 베어 매달아 순시(徇示)하게 하였다.”(정유년 8월 25일)에서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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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여러 배들이 겁을 먹은 것 같으므로 다시 엄하게 명령을 내려(정유년 9월 7일)

퍼했고, 그를 찾아온 부하 “조붕이 오랫동안 학질을 오래 앓은 탓에 무척 야윈 모습이라
장수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은 충무공이 누명을 썼을 때 백의종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모함을 한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거나 임금과 조정에
대한 서운함으로 나몰라 하는 대신, 장수에서 병졸로 강등된 계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장에 임했다. 왜군이 침략한지 삼일 만에 경상도의 부산이 함락되었다. 몇 년째 계속

된 전쟁으로 나라는 도탄에 빠졌다. 적군에 비해 턱없는 수의 병사와 군수품 그리고 바
닥난 군량미에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져만 갔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적

선 백 삼십여 척이 우리 배들을 에워싸고, 여러 장수들은 스스로 적은 군사로 많은 적과
싸우는 형세임을 알고 회피할 꾀만 내고 있었으며,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장차 어찌 될지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들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질려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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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러웠다”(병신년 4월 10일)는 데서 그의 따뜻한 인간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때, 거제 현령 안위에게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조

금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심력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 도망간다고 어디서 살 것이
냐? 고 했다.”(정유년 9월 16일)며 군사들을 독려했다.

“인가에는 불 때는 연기가 끊어졌으며”(정유년 8월 4일), “고을의 온 경내가 이미 텅

비어 말 먹일 꼴조차 구하기 어려웠고(”정유년 8월 5일), “피난민들의 참혹한 모습은 차

마 볼 수 없었던”(정유년 8월 6일) 전란의 와중에도, 죄를 지어도 “바치는 물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죄의 경중을 결정한다니, 이것이 이른바 백전(百錢)의 돈으로 죽은 혼을 살

게 한다.”(정유년 5월 21일)며 통탄해했고, 경상우수사 배설처럼 “권세 있는 집안에 아
첨이나 하여 감당치 못할 지위에까지 올라가서 국가의 일을 크게 그르쳤건만, 조정에서

는 살피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겠는가.”(정유년 8월 12일)라며 안타까워했다. 국가 역
시 의(義)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할 바를 다한 충신이자 의로운 장수였다. “아침에 풍신수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기
쁘기 그지없었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다. 이 말은 벌써부터 퍼졌지만, 아직은 확실한 기

별이 오지 않았다.”(병신년 4월 19일)는 대목에서는 사실 확인 없는 그 어떤 것에도 동

요되지 않으며 바위같이 중심을 잡고 지위가 주는 무게감으로 그가 전장에서 얼마나 신
중하고 침착하게 처신한 장수였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세종로에 서 있는 위풍당당하고 기골 장대한 동상의 모습과는 달리 이순신 장

군의 체력이 강건하지는 않았음이 <난중일기> 군데군데 나타난다. 그는 자주 꿈을 꾸

고, 자주 식은땀을 흘렸다. 밤새도록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며, 때로는 꿈속에서 조차 땀

을 흘리기도 했다. 한 됫박의 코피를 쏟는 때도 있었다. 통증이 심하여 신음하며 밤을 보

내기도 하고, 밤새도록 앉은 채 앓기도 하는 등 우리가 그리던 장군의 모습과는 전혀 딴

판이다. 태생적으로 약골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기가 전란 중에 쓰였다는 사실로 미
루어볼 때, 엄청난 수와 군량을 가진 적과 맞서 얼마 되지 않은 군수품과 병사들로 백성
의 생명과 나라의 존립을 지켜내야 하는 장수로서 그리고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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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로서 가졌을 엄청난 불안과 고독감 그리고 밤낮으로 바다를 지
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 잠을 못 이루며 혼자 있는 시간에 쓴 일기에 이토

엄격한 군령과 기강으로 부하들을 이끌며 왜군에게는 단 한차례의 기습도 허용하지

않았던 전장의 장군이었지만, 충무공은 효심이 깊은 아들이었고 아들에게는 무한한 애

정을 가진 평범한 아버지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한 살을 더하게 되니, 이는 난리

중에서도 다행한 일”(갑오년 1월 1일)이라던 충무공이었기에, 종 순화가 배에 와서 어
해 보였고, 길에서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이루 다 적을 수가 없다”(정유년 4
월 13일)고 슬퍼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을 대신해 정성을 다해 어머니상을 치르게
해 준 아버지의 친구 오종수에게는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하겠다”(정유년 4월 15

일)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급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상중(喪中)에도 출정에 나서야만 하
는 자신의 처지에 “부르짖으며 울면서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정유년 4월 16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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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님의 부고를 전했을 때는 “달려 나가 가슴을 치고 뛰며 슬퍼하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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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유약한 모습도 기록되었을 것이다.

비통함을 토로했다. “홀로 배 위에 앉았으니 어머님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천지
다”(정유년 9월 11일)며 임종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의 심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어머니

의 죽음에 뒤이어 사랑했던 막내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는 “천지가 캄
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한 것 같고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다”(정유년

10월 14일)고 비통해한 그였지만, 일촉즉발 위기의 전장에서 “마음 놓고 통곡하지도 못
했다”(정유년 10월 16일). “코피를 한 되 남짓 흘리고 비통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함을
억누를 수가 없다.”(정유년 10월 19일)며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그대로 내보였다.

<난중일기>를 통해 만난 충무공은 충신이었고, 전장의 용맹한 장수요 지도자였으며,

지극한 효심을 가진 아들이었고 자식을 사랑한 아버지였다. 단지 나라를 위해 싸운 장
수로서 만이 아니라, 안과 밖이 한결같은 인격자였으며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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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아들 회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불편해하였

은 너무도 인간적인 위인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잊지 않는 이유이다. 사
람들은 아직도 명랑해전을 앞두고 “죽고자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다”라

했던 그의 말을 즐겨 떠올린다. 그러나 나는 <난중일기>의 마지막 날 그가 적은 글을 사
람들이 더 많이 기억하며 항상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어제 복병장 발포 만호 소계남과 당진포 만호 조효열 등이 왜의 중간 배 한 척이 군

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바다를 건너는 것을 한산도 앞바다까지 추격하였다. 왜적은

한산도 기슭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고, 포획한 왜선과 군량은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와서 보고했다.”(무술년 11월 17년)

일본보다 1.7배작은 크기에 3배적은 인구 수, 게다가 아직 뒤따라야 할 수준의 정치·

경제력을 가진 우리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은 늘 우리에게 도발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는 죽을 각오로 사력을 다해 지켜냈으며, 힘에 부칠 때는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대목에서처럼, 적을 무찔러 이겼음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명문으

로 획득한 전리품을 강대국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는 기

억해야 할 것이다. 12척의 배로도 133척의 적선을 물리쳤다고 자랑하기에 앞서, 겨우
12척의 배로 그 수십 배에 달하는 수많은 적선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
밖에 없도록 그들을 전장으로 내몰았던 역사적 사실에 부끄러워하며 국가의 힘을 길러

야 할 것이다. 위기에 놓인 나라를 구한 시대의 영웅이 여전히 회자되고 자랑스럽게 기
억되는 것은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군인으로서, 조정의 녹을 받는 신하로서 임무를

제대로 해내었기 때문이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어둠 속에 길을

잃었을 때 갈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이순신 장군
처럼 우리 스스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함으로써 국력을 기르고 나라가 어려움

에 처했을 때 국가를 지키는 별이 되어야겠다. 영웅 한 사람에 의존하고 그를 기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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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 되어 비극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는 되풀이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그리고 1935년 조선사편수회에서 해독한 <난중일기초>를 일일이 대조하여 오류

를 수정한 뒤 완역 출간된 <교감완역본>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만화와 영화와 위인전
을 통해 만난 이순신 장군을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난 것은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올 여름
에 가져본 작은 즐거움이었다. 완역본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역자께도 고마움을

독후감 중고등부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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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서체로 작성된 <초고본>과 이를 정자로 해독하여 정조 19년(1795)에 펴낸 <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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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 그 누구라도
이순신이 될 수 있다
난세 속에서는 영웅이 탄생한다는 옛 말이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난세 속에서 영웅으

로 등극한 이순신이라는 위인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문구이다. 임진왜란에서부터 420

여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조차 이순신은 존경하는 인물 중 으뜸으로 꼽히니 말
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올해 갓 20살, 학창시절을 지나 사회라는 문턱에서

이제 겨우 한 발자국 지나온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초년생인 나는 옛 역사에서
가 아닌 현재의 한국에서 이순신만큼 존경할 만한 분을 눈을 씻고 찾으려 애써도 결코
찾을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난중일기>를 읽기 전 내 머릿속에선 어떠한 의문이
물음표처럼 생겨났다. 나는, 혹은 우리들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처럼 믿고 따라갈 만
한 위인이 정말로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일까?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내 머릿속에서 잠깐 떠올려보았다. 임진왜란 동안 벌어진 모든

해전에서 전승을 거둔 천재 장수, 임진왜란 개전 이후 일본 장수라면 가장 두려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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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인물, 심지어 영국에까지 그 명성이 미친 대단한 위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닿기에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순신
씩 변화가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노

력한다면 이순신에 맞닿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질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난중일기>를 한 장씩 넘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이순신의 마음이 여과 없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남편이었고, 꿈속에서까지 어머니를 무척 걱정하는 아들이었다.

또 아들을 잃으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 한 고통을 느끼며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는 아
버지였다. 탈영한 부하들을 잡았을 땐 주저 없이 처형했지만, 여독을 풀 때는 밤새 술을
마시며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 수많은 곤경 속에서 나랏일을 걱정하며 술을

통해 시름을 푸는 모습은 오늘날 평범한 직장인의 고뇌를 엿보는 듯했다. 얼마나 나랏

독후감 중고등부

이 드러난다. 아내가 아프다고 하였을 때 깊은 밤을 내내 뒤척이면서 아내를 걱정하는

독후감 초등부

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난중일기>를 읽고 내 관점에 조금

일을 고심했으면 꿈속에서조차 전쟁에서 이길 전술을 연구하는 꿈까지 꾸었을까? 이런
망스럽기까지 하였다.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가 한 일은 주어진
매 순간을 버티며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었다. 압도적으로 돋보이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바쳐가며 일하는 가장
이자 공무원의 향기가 그의 글귀 한 자 한 자마다 깊게 느껴졌다.

<난중일기>속에서 수많은 마음고생을 한 이순신이 장수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은

22살이 되고 나서였다고 한다. 이후 무과 역시 28살 때 한 번의 낙방을 거쳐 32살이 되

어서야 합격했다. 현재 우리 시대로 치자면 3수 정도를 한 후 자신의 진로를 정확히 정
했고 32살에 겨우 공무원 시험에 붙은 것과 비슷하다. 이를 보아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천자문을 떼고 과거 급제를 한 천재 이미지보다는 노력하는 범재 이미지에 가깝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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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시기하는 원균과 같은 장수와 백의종군까지 시켜가면서 의심하는 나라가 정말 원

지어 청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좌천된 적까지 있으며 임진왜란 발발 14개월 전 전라

좌수사로 발탁되기 전까지 엘리트 코스는커녕 변방과 한직만을 돌아다닌 이야기를 읽
어나갈 때는 얼마나 눈물겨운 공무원 삶을 살았을까 탄식을 자아냈다.

이순신의 자취를 하나하나 살펴본 나로서는 이순신이 성공한 이유가 타고났기 때문

이라고는 결코 말하지는 못하겠다. 그는 한 번 정한 꿈은 바꾸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성실한 학생이었고, 한번 올바른 원칙을 세우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는 청렴한 공무
원이었다. 천재 장수라기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을까 노심초사하며 한 번이라도 더 자신
의 진영을 점검하는 부지런한 장수였다. 아무리 불만이 따르는 상황이어도 묵묵히 인

정하고 따르는 충성심 높은 신하였다.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선두에서 부하를 이끌다
끝끝내는 최전선에서 전사한 모범적인 지휘관이었다. 임진왜란에서 승전을 이끈 영웅
이기 이전에 자신의 의무를 다한 평범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이순신의 발자취를 따라간 사람들 중에선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맞닿기는커녕 너무

나 대단하여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으리라고는 생각한다. 다
만 내가 <난중일기>를 읽기 전 제일 처음 떠올린 천재 장수 이순신보다 <난중일기>를

읽고 나서 새롭게 내 머릿속을 채운 고난 속에서도 올곧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뚜벅

뚜벅 걸어간 이순신이 훨씬 나에게 훨씬 와 닿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도를 지키며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일, 이것은 분명 내 삶의 이정표가 될 만 하다.

난세에는 항상 영웅을 바란다. 나 역시도, 우리 모두도 그렇다. 하지만 누구나 영웅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순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다만 <난중일기>를 한 번쯤 정독한 사람이라면 이순신이라는 영웅에 닿기 위한 커트라

인을 조금이나마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혹은 <난
중일기>를 읽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다 보면 분명 이순
신이나 우리가 닮고 싶은 롤 모델 그 누군가를 닮아가면서 10년, 20년 뒤에는 자신이 바
랐던 모습에 한 걸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리라 새롭게 믿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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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도 갓 20살 초년생인 나로서는 미래의 내가 과연 훌륭한 삶을 살 고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마음속에 분명 존재한다. 현재 내가 걸어오고 있는 길이 과연 옳은 길일
자신 있게 한 걸음씩 걷겠다. 폭풍 속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역경 속에서도 올바른
원칙을 거울삼아 정도를 걸어 나간 자가 얼마나 위대해졌는지 <난중일기>를 통해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은 우리들 중에서 또 하나의 이순신이 탄생하
여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난중일기>

독후감 중고등부

에서 얻은 교훈을 벗 삼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독후감 초등부

까? 내가 어쩌면 틀린 것이 아닐까? 앞으로도 분명 계속 흔들릴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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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뜸 아래
임진년 바다. 물이 우는 곳. 수만 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하며 물길을

바꿔왔던 울돌목. 그 곳 너머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를 단 배들이 마치 사냥감을
목전에 두고 몸을 한껏 낮춘 사자처럼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 아직은 잔잔한 물결을

헤치고 이순신 함대가 전진한다. 이순신에게도 적들에게도 사지(死地)가 될 수 있는 이
바다는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노라고 임금에
게 써 올린 장계의 의연한 붓글씨가 뱃머리에 홀로 서 있는 공의 눈앞에 살아나와 움직

인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고 부관들과 병사들에게 일갈하였으
나 사실 그 말은 자신에게 한 외침이었다.

조정을 능멸하고 임금을 기만하였다는 죄로 체포되어 고초를 겪다 정유년 4월 초하

룻날 의금부에서 풀려난 이순신. 백의종군의 남행길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모친상을 당

하였으나 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어머니 영전에 하직을 고한다. 살아 계실 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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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장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내색하지 않고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
고 두 번 세 번 타이르신 어머니였으니 이승을 떠난 후에도 아들을 고이 보내주신다.

병력과 장비들을 인계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칠천량 앞바다에서 사라져버렸다. 기가 막

히게도 그 덕에 삼도수군통제사의 직위를 다시 받았으나 지휘할 수군도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비통한 마음으로 땅 끝 모퉁이로 향한다. 게다가 남행하는 길에 목
격한 짓밟힌 농토와 백성들이 겪는 고초는 더욱 비참하였으니 백의종군하는 공의 몸과

난중일기. 1592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임진왜란 중에 충무공 이순신이 쓰신 총

1594일 간의 기록이다. 국보 제76호이자 유네스코 기록문화 측면에서도 그 우수성과 가
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그런데 나는 수사를 최대한 배제하고
담담하게 쓰인 이 일기를 읽으며 배의 뜸 아래 앉아 만 갈래로 나뉘는 마음을 들여다보

는 이순신의 모습을 뜻하지 않게 발견하였다. 배의 창 아래로 낸 뜸은 매서운 바닷바람

독후감 중고등부

마음은 바닷물에 잠겼다 나온 솜뭉치처럼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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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로 압송되기 전에 후임자 원균에게 한산 통제영에서부터 차근차근 확보해 온

을 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공간이겠지만 공에게는 바다를 지켜내야만 하는 해군 사령
봐야하는 약소국의 설움, 임금의 나약함, 진을 옮길 때에 따라오는 백성들의 통곡 소리,

적들의 노 젓는 소리는 모두 이순신이 수없는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게 만든 짐이었을
것이다. 한밤중에 땀으로 젖은 몸을 일으킨 공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배아래 뜸으로 들

어가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밤바다 어디쯤이었을까. 바다는 그에게 살 자리였을까, 죽
을 자리였을까. 나 또한 공의 시선으로 저 너머 바다를 바라본다.

누구나 이순신을 충성스러운 장군으로 칭한다. 그의 충성의 대상은 누구였을까. 과연

임금이었을까. 물론 주군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의심할 바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이순
신의 ‘충’은 임금에 대한 충성 그 이상이었던 것 같다. 그에게 임금은 곧 나라요, 나라는

곧 백성이었다. 공의 충심은 임금과 종묘사직에 대한 충효를 넘어 백성에 대한 긍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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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으로서의 부담감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명나라의 눈치를

연민을 기반으로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랜 가뭄을 걱정하고, 농부들의 벼농사에 관

심을 가치며 전쟁을 몸으로 직접 겪고 있는 백성들의 고초를 외면할 수 없는 그의 애민

심이 곧 나라에 대한 충성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참 군인으로서 전장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난중일기 곳곳에는 그의 백성 사랑, 곧 나라사랑의 면모가 남김없이 드
러나 있다. 지도자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리라.

칼과 총에 의한 현실적 위협은 없을지 모르나 지금 이 나라는 아슬아슬한 국제정치의

판도 아래에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다. 난세에 나타나는 영웅을 기다리듯이 우리 국민

들도 참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광화문광장에 우뚝 서 있는 충무공
의 동상을 바라보며 많은 소시민들이 위로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편 선조의 이순신에 대한 불안과 의심도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백성들

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저 고대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목동 출신 다윗에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것이 아니
었을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

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사울왕의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안

감을 일깨워주었을 것이다. 난을 피해 강화도로 도망가면서도 땅 끝 바다에서 죽을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수군통제사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갈까 해서 조마조마한 그 마음이
처량하게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든다.

난세에 등장한 영웅. 그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고 범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충무공도 그의 일기에 ‘나와 같은 운명을 가진 자가
또 있을까’라고 한탄하신 것이 아닐까. 적과도 싸워야 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눈길에도
신경 써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시대를 앞서 나간 영웅의 숙명인가 보다.

그러나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숙명은 이기는 것이었다. 진을 베풀고, 치고 빠지는 전

술의 기묘함은 해전사에도 길이 남을 놀라운 것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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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으므로 적은 감히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형태이고 전술은 무궁무진했다. 어떤 전투든지 그 상황에 맞는 전술을 자유자재로 구사

하며 선택했다. 판옥선 대 여섯 척으로 적을 유인한 후 바람 같고 우레 같이 적의 배를
불태우고 승리를 거둔 한산도대첩, 폭이 좁고 암초가 많아 해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유인 작전을 써서 넓은 바다로 나오게 한 적선을 상대로 학익진 형세로 함대
천, 당포, 당항포, 유포 등지에서 왜 수군을 상대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다. 원균의 모
략과 임금의 의심에서 비롯된 체포 때문에 이순신이 바다에 나오지 못한 시기가 없었

더라면 임진왜란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옥고를
겪은 뒤에도 이순신은 백의종군하여 모친 상사를 뒤로 하고 마침내 그 바다로 향한다.

임진년 9월 16일 이순신은 드디어 그 바다, 명량에서 크게 이겼다. 12척으로 330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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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하고 일제히 공격하도록 하여 일시에 전멸시켜버린 견내량 전투를 비롯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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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표현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 병세(兵勢)는 변화무쌍한

함대와 마주하여 적선 33척이 깨졌고 나머지는 도주했다. 지형과 조류의 변화를 이용
쟁의 국면 전체를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1598년 11월
19일 순국하기까지 그는 참 군인이요, 참 지도자였다.

순국. 참 명예로운 단어이다. 그러나 그 말 이면에는 참으로 많은 희생과 멍에가 존재

한다. 명예와 멍에는 모음 몇 개의 차이로 뜻이 전혀 다르지만 어쩌면 같은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나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다. 전투기 정비를 20년 넘게 하신 결과로 얻은 폐의 섬

유화증으로 49세의 창창한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당시 나는 22세의 대학생이었고
남동생은 고3이었다. 슬퍼하는 어린 우리에게 아버지의 동료들이 해 주신 말씀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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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일자진(一字陣)을 펼쳐 적을 격퇴함으로써 왜적이 서해를 우회할 수 없도록 하여 전

금도 기억에 난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참 군인이셨다.”
그러나 그런 말은 당시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대통령 명의로 나온 국가

유공자증서도, 순직한 군인의 자녀로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어서 국가기관에 취직할 때
10%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국가보훈청의 어느 공무원의 말 또한. 그저 대전 현충원의

한 비석 아래 묻힌 가장이자 좋은 아버지를 잃은 우리 가족들의 슬픔만이 남아있을 뿐
이었다. 그리고 평생 친구를 잃고 홀로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지켜봐야 하는 참담함은

오롯이 나의 몫이다. 이제는 아버지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고, 목소리도 동생의 그것

에서 조금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만 충무공의 기록은 22살의 내 아픈 과거를 자
꾸 떠올리게 만들었다.

이순신도 인간이요, 한 어머니의 아들이요, 연약한 여인의 남편이요, 울타리 같은 아

버지였다. 그에게 속해있던 모든 세상이 그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끝나버렸다. 남편

에게만 기댔을 배우자의 슬픔이, 아버지 그늘 없이 살아야 할 자식들의 막막한 미래만

이 남은 것이다. 이순신도 막내아들 면을 잃은 참척의 고통에 차라리 죽기를 바라지 않
았던가.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탄환에 희생된 많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억압과 참상에 항
거하거나 전쟁의 위급함에 생업을 버리고 일어난 의병장이나 독립군, 학도병 모두 평범
한 아버지요 형이요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명예로운 가족을 두었다는 자부심만으로 견
뎌내기에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나를 절망하게 한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너무도 담담하게 써 내려간 기록을 보며 뜻

밖에도 답을 얻었다. 충무공은 바다의 날씨를 꼼꼼히 살펴 기록해 놓았다. 맑은 날, 흐린

날, 맑았다가 흐린 날, 비가 내리는 날, 천둥이 치는 날, 풍랑이 높게 이는 날. 마치 인간
생의 희노애락을 말해주는 것 같다. 맑은 시절을 만나기도 흐린 나날을 보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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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당하는 새옹지마 같은 인생사인 것이다. 결국 삶
과 죽음은 한가지라던 충무공의 말씀을 되새겨 본다. 어차피 겪는 이별이고 고통이라면

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아픔이 이 나라가 지
탱해 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는 땅 속에 묻었지만 그
의 정신은 우리들에게 이어져 제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게 해는
원동력이 되고 있기에 더 이상 슬프지만은 않다.

에서 부담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다. 내가 있는 현

장에서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
어 주는 것, 그것이 곧 나라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충무공의 치열했던 삶의 기록을 읽으
며 되새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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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나만의 배 아래 뜸을 찾아가려 한다.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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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죽음은 그만큼 값지고 위대한 것이다. 멍에가 아니라 명예로 받아들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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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이효선(경기, 용인시)

별을, 별빛을 결코 없앨 수 없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윤동주(194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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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과 일제 강점기. 두 시기는 왜(일본)에 의해 우리 민족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

때이다. 임진왜란 시기를 배경으로 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일
년부터, 그리고 1941년부터라는 시간의 거센 흐름을 뚫고 지금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이
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비롯한 시들은 위대한 인물들의 정신
을 후대에 전하는 역할을 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모름지기 사람이라

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보기 좋고 듣기에 멋진 말들의 나열
고매한 정신에 옷자락 한 귀퉁이만큼이라도 조금씩 향기롭게 물들게 된다.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종묘사직의 위엄과 영험에 힘입어 겨우 조그마한 공로를 세웠는데, 임금의 총애와

영광이 뛰어넘어서 분에 넘쳤다. 몸이 장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로는 티끌만큼도 보탬

독후감 중고등부

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정신 자체가 담긴 글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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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점기를 살았던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떠오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1592

이 되지 못했으며, 입으로는 교서를 외고 있으나, 얼굴에는 군사들에 대한 부끄러움만

이순신 장군은 늘 자신을 깨끗하게 갈고 닦았다. 자신의 공로나 행적을 결코 드러내

지 않았으며 언제나 겸비한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을 ‘난중일기’를 읽으며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대한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잘한 것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알려서 높임 받
으려는 모습. 그러면서도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치는 모습이 떠올라 눈을 질끈 감았
다. 이순신 장군이 내 앞에 꼿꼿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 눈

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사람 앞에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

해서 늘 조심하며 살았던 이순신 장군의 맑은 영혼 앞에서 나를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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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뿐이다.’-‘난중일기’ 중에서

않았다. 윤동주 시인의 노래처럼 이순신 장군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
러움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는 그 순간에도 부끄러워했겠지만 그 부끄러움이 있었

기에 하늘은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할까? 나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만 하늘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야할까? 아니면 나는 나를 부끄
러워하지만 하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 나는 괴로워했다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 걸어가야겠다.

‘나라를 위한 걱정이 많던 차에 일마다 이와 같으니, 더욱 더 탄식이 일고 눈물이 잠

겼다. (…) 이 소식을 듣자니 뼛속까지 아파와 말을 할 수 없었다. (…) 홀로 배의 뜸 아래
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난다. (…)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나랏

일이 이러고서야 싸움이 평정될 리가 만무하여 천장만 쳐다보게 될 뿐이다. (…)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지 못했다. (…) 더하는 슬픈 마음을 이길 길이 없었다.’
- ‘난중일기’ 중에서

이순신 장군의 괴로움이 표현된 부분을 일부만 적어보았다. 만약 전부를 적는다면 몇

쪽의 종이가 더 필요할 것이다. 현충사에 소장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유심히
보았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포탄과 화살 속에서 용맹을 떨치던 장

수의 결연한 눈빛이 보였다. 높은 지조와 강직함으로 굳게 다문 입술도 보았다. 흐트러
짐 없이 정돈된 자세는 청렴과 충성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런데 영정을 보면 볼수록
이순신 장군의 눈매를 통해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위로 뻗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쳐져 있는 눈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서 분투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
았다. 이순신 장군은 홀로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들려오는 소식과 사건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나라와 백성들을 걱정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난중일기’에 그대로 드러난

다. 전장에서 겪은 일들을 거의 매일 기록한 예는 ‘난중일기’ 외에는 세계 역사상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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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록이 어떠한 사건과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
라 기록한 사람의 감정과 생각까지 솔직히 적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위대한 인물의 생각과 감정, 느낌을 고스란히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물인가! ‘이순신 장군도 괴로워했고, 걱정했고, 분했고, 기뻐했고, 안도했다
가 다시 답답해하기도 했구나. 눈물이 흐르기도 했고 통곡하기도 했구나. 나처럼 그랬
구나.’라고 생각하니 그것 자체로 왠지 모를 위로가 되었다.

도 그는 괴로워했지만 계속 나아갔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난중일기’ 속의 이순신 장군은 충분한 위로와 더불어 따뜻하
지만 강한 도전도 주었다. 괴롭지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

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영정 속 그의 눈에는 괴로움의 눈물 한 방울과 뒤로 물러
서지 않는 용기의 눈물 두 방울이 섞여 있었다.

이순신 장군과 윤동주 시인, 두 위대한 별들을 흔드는 바람이 참 많았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 그 속에서 죽어가는 동포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는 아픔
이 바람이 되어 어제도, 오늘도 그 별들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순신 장군은 흉포한 노량
해전에서, 윤동주 시인은 차디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와 자녀와 친척을 잃고 슬픔이 가득한 마음으로 마지막 눈을 감았을까? 왜적의 칼

과 총에 부하들이 죽어가고 포탄의 연기가 자욱한 전장 속에서 자신의 죽음조차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죽어간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순신 장군의 정확한 생각과 마음

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생애와 죽음, 그가 남긴 ‘난중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이순신 장군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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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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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백의종군해야 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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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의 한 개인의 삶은 함몰되어 버리기 쉽다. 그러나 그

이다. 그 사랑의 마음은 영원한 별이 되어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그라져 없어질 먼 미래에도 여전히 남아 사람들의 빛이 될 것이다. 바람이 별
을 흔들지만 그 별을, 별빛을 결코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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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참인재상

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권이영(서울, 마포구)
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무게에 대해서
살면서 가벼워지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벼워지고 싶었

날이었다.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이른 발령 시기에 기분이 조금 씁쓸했다. 정식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 학교 교문을 들어선 순간 가슴이 턱 막히고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
다. 막막함, 떨림,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불안함에 밑도 끝도 없이 답답해서 출근

한 날 바로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덕분에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었던 불안 불안하

고 아슬아슬했던 첫 출근 날을 떠 올리면 만감이 교차한다. 분명 시간이 지나면 사소해
질 것만 같은 가벼움일진대 어느 누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개인조차도 모두 하나의 역
사를 띤다는 말이 불현 듯 너무나도 합리적인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 궁금했다. 임진왜란 발발 전에 유성룡의 천거로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

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란이 발발할 것을 분명히 예견한 그는 좋든 싫든 간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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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순간이 내게는 바로 2019년 1월 1일이었다. 그날은 초등학교 행정실로 발령을 받은

가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놓였음을 알았을 것이다.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
는 한 민족의 역사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
었던 무게감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난중일기』를 읽어 보면

개인적으로는 생각한 것 이상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웠다.

왜 그런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다. 이순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아마도 그 자체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늘 평소에도 비슷한 무
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이다.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고 항상 떳떳한 마

음가짐으로 삶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비춰볼 때,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그 무게가 크
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일 같이 장비를 점검하고 일상에서 숱하게 겪어왔던 그
의 꼼꼼함이 전쟁으로 인해 더 두드러지지는 않을 만큼 그는 매사에 철저했다.『난중일

기』를 보면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상적이어서 솔직히 읽기에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 대부분 ‘활 다섯 순을 쏘았다’, ‘일에 진척이 없어 곤장 다섯 대를 때렸다’ 등의

어찌 보면 기복 없는 기록이 반복되다 보니 날짜가 지나가는 것은 알겠으나, 역시 쉬지
않고 읽기에 무리가 있다. 특히 그는 진술하기 전에 날씨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데 어느
날의 기록에는 날씨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았다. 미루어 짐작하건대,『난중일

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성격을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만큼 그는 평소에도 무게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난중일기』였지만 이순신 개인의 역사가 민족의 역사를 잠시나마 뛰어넘은 것

만 같았던 순간이 있었다. 전쟁 중에 이순신이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기록한 순간이었다. ‘태양이 캄캄해지는 것만 같았다.’이 문장을 읽는 순간『난중일

기』를 읽으면서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엄청난 무게에 숨이 턱 막혔다. 이토록 더 무

거워질 수 있다니.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한동안 그 문장을 읽고

곰곰이 곱씹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모친
상을 당한 건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백의종군으로 풀려났을 때의 일이었다. 정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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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기 위해 여수로 올라오다가 배 안에서 객사를 하고 만다. 이때

가 정유년 4월 11일이었다. 그 상황에서 노모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의 심정을 어
올 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뭐라고 형용하기는 어려웠지만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

는 인물은 확실히 영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묘한 소름이 돋았다. 그는 여전히 전쟁
을 방비하고 날씨를 기록했으며, 그러한 일이 마치 자신이 태어난 이유라도 되는 것처
럼 노모에게 다하지 못한 효심을 나라에 대한 충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으며 처음에는 제목도 없었던 하나의 기록물에 불과했다. 노량해전에서 전사했기 때문
에 그 이후의 글은 기록된 것이 없다. 그래서 완성된 미완성이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런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큰 기대를 가지고 읽었던 것 같
다. 물론 일부는 그러한 것이 있기는 했다. 때로는 아름다운 시도 있고 아름다운 문장도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그건 말 그대로 한 사람의 눈으로 쓰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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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7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은 총 57개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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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그는 마치 그 한 문장에 모든 사적인 것을 두고

나의 일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적 사명감 혹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쓴 글이
은 목표부터 잘못 잡힌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글을 쓰고 나니까 알 듯하다. 오히려 전쟁

이라는 무거운 상황을 무겁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점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돌아보게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가 가진 삶의 자세는 그만큼 진실하고 또렷해서 나
를 질리게 만든다. 나중에 어느 순간 정말 생각이 나서 한 번『난중일기』의 원본을 찾아

볼 수만 있다면 찾아서 보고 싶다. 필체에서 감정의 편차(偏差)가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는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순신도 그저 그런 사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는 않
을까.

벌써 2020년도 어느새 허리까지 왔다.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도 벌써 부서 이동을 앞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책은 지금의 나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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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이라도 멋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느끼려 했던 나의 노력

나마 돌아보게 했다. 작년 1월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내가 올해의 여름을 맞이하

는 이 순간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도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전혀 생각하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삶의 곳

곳에 많은 변화가 스며들었다.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 풍경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도 이순신의『난중일기』처럼 하나의 반복된 행

동들이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듯하다. 아, 우리의 삶도 결국
엔 이처럼 하나의 반복되는 역사였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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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와 나
올 한해는 계절의 변화보다는 코로나 19라는 몹쓸 전염병이 먼저 땅을 누비고 창공

고 극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런 저런 소일거리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낸다. 특

히 코로나 19 예방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의 일상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남들
보다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 매사에 행동거지가 신중해진다. 그러던

중 지난 주말, 오랜만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전에 읽어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진

「난중일기」를 다시금 꺼내 읽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난중일기」는 지난 2006년 출판

된 완역본이다. 아마도 그즈음에 장군의 인간적 고뇌의 모습과 애민정신 등 그의 삶을

조명해 제작한 드라마가 국민적 인기를 얻던 시대였기에 드라마와 더불어 장군의 어록
과 리더십이 새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입했던 책 또한 베스트셀러 도서목록
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민족의 사표(師表)이자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한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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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휘저으며 온 지구를 뒤덮었다. 때문에 내남없이 사회적 활동과 생활에 제약이 따르

신 장군의 생애는 연구, 논문 등 전문서적은 물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책에서부터 글

씨가 커서 어르신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까지 다양한 형태로 출간되어 있지만 어떠

한 종류의 책을 언제 읽어도 나에게는 장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또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읽고 듣고 자라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신적 존재인자 불멸의 성인
으로 숭상 받는 분이다.

나의 직업은 공무원이다. 그렇다고 소위 잘나가는 고위 공무원은 못되어 그저 먹고

살기 빠듯한 지역의 하위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아니면 타고난 천성 탓인지 모

르겠지만 장군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깊게 고뇌하는 인물상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
참 멀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정도는 잘 알고 실천
하려 노력은 좀 하는 편이다. “난중일기”를 다시금 읽어봐도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감히
같은 공직자로서의 내 삶과 장군의 언행이 쉽게 비교가 된다. 어언 30여년의 공직 생활

을 돌아보며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일기의 대목 하나하나에서 생각해보니 결론

은 역시 나 자신 “그저 그런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남은 공직생활동안 가슴깊이 새기고 지녀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을 새삼 깨우치
게 된 것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 또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견

위수명을 몸소 실천한 성웅과 신화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던 이순신이지만, 지극히 개인

으로는 결국은 그도 우리와 같은 범부였다는 것이다. 아들 염의 병을 치료해준 의사 정
종의 은혜가 크다며 기록한 일기에서는 걱정을 떨치고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

상할 수 있었으며, 전쟁 중에도 수시로 사람을 보내 어머님의 안부를 대신 묻고 그리움
과 걱정을 자주 기록한 효자였다. 특히, 갑오년(1594년) 1월 11일의 일기에서 보듯 숨

을 가쁘게 쉬시어 살아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머니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임지

로 떠나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의 자식들이 늙으신 어머님을 홀로 고향에 남기
고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과 같다. 뿐만 아니라, 정유년

(1597년) 10월 14일의 일기 에서는 막내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고는 봉함을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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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며 가늠할 수 없는 아픔

을 표현한 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상처와 슬픔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
그렇다면 공직자로서 내가 새겨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첫째는 “좌고우면 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다짐이다. 장군의 직

속상관인 성박이 거문고를 만들려고 오동나무를 베려고 할 때 주저 없이 “나라의 물건

을 사사로운 용도로 쓸 수 없다”며 거절한 일화는 원칙이 어긋나고 그릇된 일인 줄 알면
둘째는 소통이다. 개인의 성향과 취향이 기준이 되는 다양함이 대세인 요즈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것이 상호간의 소통이다. 장군은 언제나 직위의 높
고 낮음과 가진 이와 덜 가진 이의 구별 없이 수시로 식사와 술을 같이하고 대소를 의논

하며 “공감”으로 휘하 장수들의 마음을 얻는데 주력했다. 그러했기에 절대열세의 명량

해전은 물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전승무패의 승전가도를 달릴 수 있었다고 생각

독후감 중고등부

서도 헛된 안일을 구했을 스스로를 반성하고 각성하게 한다.

독후감 초등부

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다. 이것은 구성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만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

셋째는 동기부여의 리더십이다. 장군은 죽기로써 힘써 싸운 장병들의 전공을 잊지 않

고 1등급으로 결정해 기록하고 보고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전쟁에서 노획한 쌀
과 옷, 베 등을 군졸에게 나눠주어 병사들이 전투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묵묵

히 일하는 부하장수, 의병장, 승장 등을 발굴하여 포상을 상신했으니 장군의 휘하에 많
은 이들이 자진해 찾아온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일 것이며, 또한, 공정한 평

가와 투명한 포상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고금의 진리임을 다
시금 증명해준다. 타인의 공을 대신 가로채는 군상들이 비일 비재한 현실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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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넷째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다. 장군은 격렬한 전투를 치루고 난 후에도 다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병력관리는 물론,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며 구제하는 민중의 지도

자로서 땀을 흘렸으며, 몸이 아파 온종일 신음하면서도 진지구축과 진을 옮기는 등 전

략을 고민하느라 공무를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온갖 교묘한 말로 그럴듯하게 포
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전혀 다른 위정자들이 반드시 본받아야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나 자신도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을 어릴 적부터 귀가 아프게
들었지만 아직도 자기중심의 이기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자 큰 부끄러움이다.

난중일기는 1592년(선조 25) 음력 1월 1일부터 전사하기 이틀전인 1598년 11월 17

일까지의 일상생활, 동료 · 친척과의 왕래, 충정과 강개의 기사, 동료들과의 갈등은 물
론, 전투후의 비망록, 국정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일기이다. 비록, 1593년 9월 16일~12

월 31일까지 기록과 전쟁출정, 항명죄로 압송되어 있던 시기는 빠져 아쉽지만 임진왜란
연구의 중요한 역사적 자료이다. 간혹, 일기에는 선인들의 명언과 감성적인 시를 싣기

도 했다. 특히, 을미년(1595년) 9월 14일, 경상우수사와 회포를 나눈 후 헤어질 때 지은

시는 동고동락 했던 이들과의 작별의 아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또한, 날씨에 대한 기
록도 많다. 요즈음도 일기를 쓸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날씨인데 원래 글의 구성 형식인
지 아니면 단순한 기록인지 모르지만 난중일기에도 “맑음”과 “흐림”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해두고 있으며, 특히, “모두 꽃비(花雨)에 흠뻑 젖었다”는 표현은 문학적 소양이 높
고 문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난중일기를 읽음으로서 소소한 상식

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순신은 왕이나 왕비를 기리는 나라 제삿날은 물론, 아버지와
맏형님, 그리고 둘째 형님의 제삿날에도 공무를 쉬고 그리움에 젖곤 했다. 이것은 조선
시대 식가(式暇)라는 휴가를 주어 조상과 형제자매 등의 제사를 지내도록 한 공식적인
휴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직으로 근무하는 지방관원이 특정시기에 궁

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인 망궐례(望闕禮)의식행사의 의미 또한 알 게된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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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뻔한 얘기로는 분석

무엇보다 좋은 것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코
로나 시대를 맞아 대외 활동이 어려운 요즈음, 무료함을 달랠 요량으로 너나없이 트위
터나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에 매달리기 보다는 한권의 책을 읽으면서 비록 집에서나마
유유자적 한 경지를 지닌 신선의 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독후감 초등부

력 및 작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삶에 대한 통찰력과 안목을 길러준다고들 하지만

독후감 중고등부
독후감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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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난중일기 독후감

윤원식(대전, 서구)

난중일기를 통해 바라본 2020년
1592 임진년. 느닷없는 왜적의 침입으로 조선은 7년 동안 난(亂)을 겪었다. 2020 경

자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를 포함한 전세계가 난(亂)을 겪고 있다. 이순신 장군
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23전 23승이라는 무패의 신화를 만들면서 틈틈이 여러 가지 글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글을 모아 후대의 편찬자들이 이름 붙인 것이 바로 난중일기(亂中

日記)다. 난(亂)을 슬기롭게 해결해가는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읽다보면 불확실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지 않을
까?라는 물음을 바탕으로 난중일기를 읽어보았다. 난중일기 번역본에는 많은 책이 있지

만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전쟁의 과정을 잘 정리하였으

며,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지만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책이「종군
기자의 시각으로 쓴 이순신의 7년전쟁-난중일기」로 판단하여 읽게 되었다.

임진년 4월 13일. 왜적의 침입으로 인해 좌수영에 급한 공문이 전달되고 사태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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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을 확인한 이순신 장군은 본격적인 전시상태에 돌입한다. 첫 번째 전투는 옥포에서

치러졌고 26척의 왜선을 침몰시켰다. 특히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의 ‘함부로 가볍게
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투는 당항포에서 치러진

당포해전으로 21척의 왜선을 격침한다. 당항해전의 승전을 보고하는 장계에서는 사상

자를 먼저 거론하며 말미에는 전공자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출생과 신분의 고하를 가리

지 않았다. 즉, 이순신 장군의 조직 구성원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이
넘는 왜선을 6척의 판옥선을 이융해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게 된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끝난 뒤 병사들에게는 휴식을 주지만 정작 자신은 전투에 대한 노고 치
하, 전공 기록, 포로와의 대화를 통한 적진상황 정보 수집, 향후 전투에 대한 계획을 하

며 더욱 분주하게 움직임으로써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 번째 전
투는 대패를 당한 왜적들이 집결한 부산에서 치러졌다. 500여척의 왜선을 상대로 100여

독후감 중고등부

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한산도대첩이다. 70척이

독후감 초등부

움직이지 말라, 태산같이 신중 하라’는 명령은 군인들이 동요하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

척을 격파하고 전투가 끝난 뒤 본영으로 귀한하였다. 다만 이 전투에서 녹도만호 정운
할까 애통하다’라는 조문을 통해 정운에 대한 공로를 역사에 기록한다.

계사년은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며 전투에 집중했던 임진년과는 달리 전투이외의 문

제로 인한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부각된다. 첫 번째로 원균과의 갈등이다. 계산년 웅포
해전에서 아군이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구원하지 않고 전공을 위해 왜적과 조선인에 상
관없이 머리를 수집하는 경상우수사 원균의 모습, 전시 중 어린 여인과 뱃놀이를 즐기
는 원균의 측근,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가 되면서 겪게되는 경상우수사와의 마

찰 등이 그에게는 내부의 적으로 다가왔다. 철저히 나라의 안위를 위해 걱정하고 행동
하는 이순신 장군의 눈에 원균이라는 인물의 행동과 성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수군 장수의 중앙 차출과 인사 비리이다. 조정은 이순신 장군 수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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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게 되는데 ‘늠름한 기운과 맑은 혼령이 쓸쓸하게 없어져서 뒷세상에 알려지지 못

지휘부나 군관들을 수시로 이동시키거나 차출하였으며, 관리 중 몇몇의 인사비리로 인
하여 유능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수군의 전력이 하락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서글픔이다. 부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음

에도 자신의 직분으로 인해 찾아뵙지 못한다거나 둘째와 셋째 아들이 아픈데 돌보지 못
함에 대한 자책감을 이순신 장군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담담히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고뇌가 깊어짐과는 별개로 피난민에 대한 애정은 예전과 다름없었고 화

약제조, 조선의 조총인 ‘정철총통’의 제작 등과 같이 전투를 대비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갑오년의 난중일기는 백성에 대한 이순신 장군의 애뜻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사람들과 보릿고개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기 힘들어진 백

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찌하면 살 수 있는가’라는 탄식
으로 표현된다. 또한 명나라 장수들을 대접하면서 조선의 여인들을 동원했다는 것을 이
유로 경상우수사의 군관과 아전들을 잡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백성들을
제자식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백성들에 대한 애뜻함이 깊어질수록
경상우수사 원균과의 갈등도 점차 깊어졌다.

을미년과 병신년은 왜와의 타협이 진행되는 동안 전쟁의 후유증과 혼란이 그대로 묻

어난다. 매춘을 통해 굶주림을 해결하는 모습, 하루에도 몇 번씩 농부에서 어부로 다시
병사의 신분을 오가는 모습, 재정확충을 위해 소금을 얻어 낼 가마솥을 주조하는 모습,
겨울이 왔지만 솜이 다 빠져나와 홑옷을 입은 병사들의 모습,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이몽학의 민란의 모습, 전라도 내륙을 순찰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 등이

나타난다. 이순신 장군의 백성의 삶에 대한 기록은 다분히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
성의 삶이 곧 나라의 삶이라는 결론을 통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
가려는 하나의 단초가 아닐까? ‘장수의 직책을 받은 군인의 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라
는 그의 말이 함축하는 바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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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년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선조의 출정 명령과 이에

불복하는 이순신 장군, 선조의 분노는 무엇인가 표적을 찾고 있었으며, 표적은 명확했

는 참혹했다. 임진왜란에서 유일하게 패전한 칠천량 해전으로 대부분의 함선을 잃어버

리고 판옥선 12척만이 남게 되고 왜선의 출현이 점차 잦아지게 나타난다. 누구나 절망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함선이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순신 장군
은 남아 있는 함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으며 전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
척의 왜선을 침몰하고 수십척의 왜선을 반파시키는 공로를 세운다. 명량해전을 통해 한

나라의 장군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었으나 셋째 아들 면의 죽음으로 인
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네가 죽어 나를

살린 것이냐. 면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내 죄가 네 몸에 닿았느냐’. 이순신 장군
의 괴로움이 가중된다.

독후감 중고등부

집하고 준비한 결과가 바로 명량해전으로 나타난다. 가까스로 모은 13척의 함선으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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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군의 지휘권이 원균에게 넘어가고 수군의 기강은 무너질대로 무너진다. 그 결과

난중일기의 무술년에는 임진왜란의 마지막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이 기록되

랏일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이순신 장군의 탄식이 나온다.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 진정

한 전쟁의 종결이란 왜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왜군이 다시는 조선에 발을 붙

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는 노량해전으로 기록된다. 왜
선 200척이 침몰되고 200여척이 파손되는 전과를 올렸지만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
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조선 수군의 수호신이 되었다.

난(亂)을 극복하며 작성한 난중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전투를 준비하

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직과 그 구성원에 대한 세세한 관찰을 통해 그들이

필요한 것을 파악하며 원칙을 지켜 조직을 지탱하는 모습들, 백성들에 대한 지극한 애
정과 사랑은 현재의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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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대했던 명과의 연합작전, 하지만 무산되어 버리며 ‘나랏일이 어찌될 것이가, 나

있고 때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경거망동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 난

(亂)을 극복하기 위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00년이 훌쩍 넘

는 시간의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말
하고 있다. 좌절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해결책을 찾고 사람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지혜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직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아직 우리에게는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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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초등부
독후감 중고등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성웅
‘성웅 이순신은 과거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겁니다.’

장을 세종대왕과 함께 든든히 지키고 계신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
는 위인답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전설적인 공훈에 대해 많이 듣

고 자랐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가, 전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백성들을 맨

손에 가까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20회 이상의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7년의 참혹했던 전쟁이 끝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고, 이로 인해 조선은 국운이 연
장되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몰락하고 정권이 바뀌는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
다.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며 감탄을 하지만, 그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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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충무공 이순신.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정작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곤 합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생
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 어느정도 알기 전의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리더로서 주위에 속내를 편히 얘기하지는 못하

고, 어떻게든 국난을 극복하고자 밤잠 못 이루며 고뇌하면서 어려운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셨을 그분을 생각하면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고독한 영웅의 길을 걸었을 충무공께 ‘난중일기’는 인생의 동반자였

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기 속의 부하와 백성에 대한 사랑, 절박한 상황에서 혼자만이 아
니라 국가를 구하기 위한 고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인생의 악연이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동료 장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극복하기 어려운 상

황이었을텐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한 이순신 장군은 모두에게 참 스승의 모습인 것 같습
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웅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지만, 그 앞에 성스러울 성

(聖)자가 붙은 위인은 성웅 이순신 장군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분을 본받고자 하나, 아무나 그분과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은 쉽

지 않습니다.’ 일기를 보면서 충무공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 나 자신을 계발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영웅적인 삶
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나를 발전시키는 것 외에 주위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을 내 위치와 상황에

맞게 리딩 또는 지원하거나 응원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충무공의 상관이든 동료든 부하이든 각각의 위치에서 그분의 꿈과 고민을 이해하고 도
와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7년간의 전쟁이 더 짧아져서 무고하게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사람이 줄었을 것이고, 어쩌면 노량해전 이후에도 충무공의 일기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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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씨 같은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나보다 뛰어난 부하가 국가와 조직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보상을 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이러한 모
습에 깨달음을 얻은 다른 부하들도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던 시절 양인, 평민, 노비든 상관없이 공이 있으면 상부에 알리고, 노고를 치하했던 것을

일기의 여러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목숨이 걸린 전장터
에서도 모든 부하들이 진심으로 충성심을 나타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금과 조정에서 호국보훈을 공정하게 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면, 전쟁의 상처를 더 빨리 치유하고 인조 시절 청나라의

독후감 중고등부

충무공은 선조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신분제가 분명하

독후감 초등부

「내가 만약 상관이라면, 영웅적인 인물이 더욱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키다리 아저

대규모 공격이 있었을 때 굳건하게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감히 예상해

「내가 만약 동료라면, 뒤마의 삼총사처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협업하는 전략적 파

트너가 되어야 합니다.」훌륭한 동료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을 한다면 좋겠지

만, 반대로 동료의 능력과 공을 시샘하면서 상대방을 끌어내기 위한 부정적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은 조직을 파탄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원균의 경우 공을 부풀리기 위해 남의 공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 적이 있어 충무공도

매우 분노를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뛰어난 동료가 있다면 내가
비록 빛이 나지 않더라도 협업하는 건강한 관계였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원균이 이억기 등 다른 장군들처럼 충무공과 견고한팀웍을 가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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봅니다.

림팀이 되었었다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오랜 친구이자 위대한 재상이기도한 유성룡이 충무공을 위해 병법서도 전수하고, 혼

란기의 정치판에서 인재를 보호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도록 한 것은 정말 훌륭한 본보기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부하라면, 비전에 공감하고 리더쉽에 부응하는 열정을 불태우면서 자신

의 역할에 충실한 관우·장비와 같은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리더에게 지나치게 의

존하면서 수동적으로 지시받은 임무만 수행하는 조직은 정체된 조직이고, 위기 발생 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무공이 좌수사 부임 초기 순시할 때 각 진지와 배, 무기, 군량 등의 준비 상태가 미

비하여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난중일기 초기에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전운이 감도는 상

황에서 충무공의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부하들이 그러한 순시가 없더라고 자기 주도적

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는 부분은 발전시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더라
면 임진왜란 초기 전국적으로 그렇게 쉽게 방어체계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충무공의 뛰어난 용병술과 조직관리로 인해 치열한 역동의 전장에서 목숨을 걸

고 싸워 수십번에 걸친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훌륭한 부하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리더가 충무공처럼 완벽에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에 대해 불평불만

을 하기보다는 리더의 부족함을 나의 노력으로 채워주어 조직력을 키우는 것이 부하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의 사랑만큼 강력한 힘은 없기에 깊은 이해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충무공께서도 백성과 부하를 아끼는만큼 어머니와 자식에 대한
애정을 일기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명운이 걸린 장기간 전쟁터에

서 최고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상당분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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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가족으로서 많은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만큼 충무

러한 사랑과 공감대가 있었고 후손에도 이어졌기에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 무인 집안이
되었고, 일제 강점기 때에도 독립을 위해 힘쓴 훌륭한 인물들이 상당수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한 꿈을 이루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어

서 난중일기에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충무공의 고민과 사상을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었습

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의 모습을 내 삶의 지표로 삼아 나 자신을 계발하고, 내 주위에
영웅적인 사람이 보였을 때 나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러한 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

도록 돕는다면 나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독후감 중고등부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위기 상황에 두려움도 느끼나, 이를 극복하고

독후감 초등부

공의 가족들도 장군을 자랑스러워하고, 전쟁터에서는 용맹스러웠습니다. 가족간의 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리 후손들도 성웅 이순신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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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를 보며 비슷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향후 우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제5회(2017년) ~ 제8회(2020년)

01 초등부 수상작

02 중고등부 수상작
03 일반부 수상작

내가 만난 이순신 장군은, 인간적인 고뇌와 판단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 그 자체였다.

우리는 그의 어떤 모습을 만나더라도,

분명 그에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중고등부 우수상 중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초등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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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최우수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지온우(충남, 권곡초 4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무덤 앞의 푸른 잔디밭에서
지금쯤 편히 쉬고 있을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편히 쉬고 계신가요?

구를 쓰고 큰 칼을 차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 계셨죠? 몇 백 년을 그런 모습으로 지켜
내셨을 모습을 보니 이제 좀 할아버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

어요. 그 해 여름 우리 가족은 아산 음봉에 있는 이순신 장군 묘를 찾았어요. 언덕길을

올라가니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세 살 동생과 저는 그곳이 공원인 줄로 알았어요.
우리 둘은 신나게 뛰어다녔죠. 하지만 부모님은 잔디밭 주변에 있는 오래된 나무들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역사적 공헌을 이룬 이순신 장군의 묘소라기에는 한적하군.”
“위대한 왕들의 무덤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

저는 그제야 눈치채게 되었죠. 그곳이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의 무덤이라는 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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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한가운데서 할아버지를 뵈었던 작년 봄. 할아버지는 여전히 무거운 투

그곳에는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소나무들이 참 많았어요. 푸른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은 가지의 소나무는 할아버지의 높은 기상을 닮아 보였어요. 푸른 잎을 달고 있는 나
무는 할아버지의 푸른 정신을 닮아 보였죠. 바늘처럼 뾰족한 솔잎을 달고 있는 소나무
는 마치 적을 쏘아보는 할아버지의 독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동생과

신나게 뛰어만 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쫓아 등성의 높은 곳까지 올라
갔어요. 그곳에 바로 할아버지가 누워있었죠. 부드럽게 누워있는 둥그런 무덤 앞에 서
서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저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제가 너무 어려서 돌아가셔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요. 하지만 외가댁 성묘를 가면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무덤 위에 올라가 보아요. 그러
면 꼭 할아버지 무등을 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무덤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힘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걸 짐작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중에 할아버지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여수와
통영 등을 오가며 남해 바다에서 해전을 하신 일을 영화로도 봤고 또 저의 집 근처에 있

는 현충사에 가서도 알게 되었거든요. 억울함을 누명 쓸 뻔하면서까지 할아버지는 ‘죽기
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다’란 마음으로 끝가지 항전하셨잖아요. 그 사실만으로도
할아버지는 얼마나 고되고 힘드셨을까요? 저는 가족과 현충사를 한 바퀴 도는 데에도

힘들다고 투정을 부렸으니 할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

이 하신 할아버지는 심지어 아직까지도 광화문 광장에서 밤낮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
느라 무거운 갑옷과 칼을 차고 내내 우뚝 서 계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무덤 위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마음으로 대

신했죠.

그리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순신 장군 묘소가 이곳에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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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무슨 소리야?”

“응, 지난번 현충사에 갔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 아산은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결혼
“그렇지”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싸우는 동안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들도 못보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서울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할아

버지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아산이 적당한 것 같아. 게다가 이곳에는 조용하고 멋

할아버지, 여름방학 때에는 가족들과 통영에 다녀왔어요. 그곳에도 이순신 할아버지

는 우뚝 서 계셨죠?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아산에서도 할아버지는 어김없이 우뚝 서서 우
리를 내려보고 계시네요. 서울의 광화문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곳저곳에서 언제나

우뚝 서서 임진왜란 때 조선을 지켜내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계신 할아버지께

답사기 중고등부

진 나무들이 할아버지를 보살펴주고 있잖아.”

답사기 초등부

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낸 곳이라고”

서 음봉에 있는 조용한 산에서 나무들과 함께 편히 쉬세요. 가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서 할아버지 무덤을 정신없게 어지르지 않도록 말해놓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주무시
고 계신데 너무 시끄럽지 않게 다녀가라고도 말해놓을게요.

아산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고향에 찾아와 쉬고 계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이순신 장군 할아버지, 언제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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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참, 할아버지 무덤을 찾는 사람들에게 질서를 지켜

초등부

우수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장동주(부산, 부산가락초 1학년)

이순신 순국공원을 다녀와서
어제 학교를 마치고 남해에 내려왔다. 남해에는 외할머니집이 있어서 자주 온다. 엄

마와 함께 남해에 있는 <이순신순국공원>에 갔다. 우리 학교에는 <위인전읽기 프로젝
트>를 하고 있는데 6월의 위인이 ‘이순신 장군’이었다. 학교에서 <명량> 영화도 보고 책
도 읽었는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궁금해서 엄마와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남해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이 있었다고 엄마가 얘기해 주셨다.

노량해전은 명나라와 조선이 도망가는 일본군을 바다에서 함께 무찌른 전쟁이다. <이

순신순국공원>에는 배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이순신영상관>이었다. 안에 들어가

보니 총통이 여러 개 전시되어 있었다.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였다. 책에서 본거랑 똑같
았다. 전시실에는 모형배도 있었다. 거북선과 판옥선 그리고 일본배였다. 일본배는 바

닥이 뾰족하고 판옥선은 납작해 전쟁에서 우리가 유리하다고 엄마가 설명해 주셨다. 그

런데 모형배의 바닥이 정말 그런지 보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 배의 바닥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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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모형배를 크게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전시실을 보고 나서 상영관으로 내려갔다. 들어올 때 영화표를 샀는데 영화시간이 다

같아서 무서웠다. 나는 너무 무서워 엄마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어린이도 무섭지 않
게 만화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영상관을 나와서 <호국광장>을 걸었다. 넓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순신 장

군과 배가 그려진 전투 장면이였다. 그 그림을 보니 일본군과 전쟁하는 모습이 상상이
“엄마, 저 건물이 거북선처럼 생겼어요.”

“정말 그렇구나. 우리 동주 눈썰미가 좋네.”
엄마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다.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첨망대>에 가자고 했다. 덥고 다리가 아파서 싫

었다. 나무칼을 사 주겠다고 해서 갔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전투놀이를 하는데 보여

답사기 중고등부

되었다. 그리고 밖에서 영상관을 다시 보니까 거북선처럼 생겼다.

답사기 초등부

되었다. 노량영화는 3D라서 선글라스를 끼고 보았다. 배랑 화살이 실제로 날아오는 것

주고 싶었다. 남자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다.

붙어 있다고 엄마가 설명해 주었다. 엄마가 여기는 진짜 무덤이 있는 곳은 아니라고 했
다. 돌아가셨을 때 잠시 이순신 장군을 모셨던 곳이다. 이곳은 그늘이 져 있어서 슬퍼 보
였다.

<첨망대>는 숲속 길이라서 힘들었다. 바닥만 보고 걸었다. 엄마에게 힘들다고 얘기하

니까 엄마는 하늘과 숲을 보라고 했다. 그래도 힘들었다. 엄마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여기 이 길을 이순신 장군도 우리와 같이 오르내렸을 거야. 장군은 삼도수군통제사

가 되었고 백의종군도 했지만 끝까지 싸워서 최고의 장군이 되었어.”
이야기를 들으며 걸으니 금방 도착했다.

<첨망대>에서는 바다가 보였다. 도망가는 일본군에게 우리나라에 절대 오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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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에 이순신 장군 묘비에 참배를 했다. ‘큰 별이 바다에 잠기다’는 뜻의 현판이

하려고 전투를 벌이다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니까 슬펐다. 나라면 무서워서 전

쟁에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첨망대>에는 한문으로 쓴 시가 많았다. 내려오면서 나는
길이 파도치는 바다 같다고 했다. 나무가 잘려서 배가되고 배는 바다에서 사라져서 불

쌍하다고 했다. 엄마는 불쌍한 나무들은 배가 되어서 이 숲을 지켰고 숲은 사라진 나무
를 지금까지 기억해서 이 숲에 같이 있다고 했다. 이순신 장군처럼 말이다. 너무 멋진 이
야기라서 엄마와 같이 시를 지었다.

			

관음포 첨망대를 내려오며
길이 바다

엄마와 함께 쓴 시

파도치는 바다

나무는 배가 되어
바다로 떠나고

바다에서 사라졌다.
나무는 배가되어
숲을 지켜주고

숲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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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오다연(부산, 대남초 4학년)
답사기 초등부

반에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비몽사몽 택시를 탔다. 서면역 9번 출구

강약국 앞으로 갔다. 그곳에서 귀여운 노란 미니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같이 가는 사람
은 별로 없었지만 거의 다 아는 사람이었다. 엄마가 꽁꽁 언 카프리썬을 줬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파리맛이었다. 김밥도 먹었다. 김밥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까스김밥은 아
니지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그냥 김밥이었다. 배가 고프긴 했지만 다 먹진 않았다. 남은
김밥을 엄마한테 줬더니 엄마가 다 먹어 치웠다. 역시 우리 엄마는 배가 크다.

남해에 도착했다. 이순신 순국공원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먹던 카프리썬을

들고 갔다. 얼굴에 땀은 나는데 얼음을 살살 씹어서 먹으니 엄청 시원했다. 입술이 고무
줄처럼 줄어드는 것 같았다.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고 한자로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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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남해에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에 간다.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된다. 6시

답사기 중고등부

조선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다

있는 길다랗고 큰 돌비석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었다.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걸 군사들에게 알렸다면 우왕좌왕 하다가 싸움에서 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죽음을 앞
두고 있는데 나라를 먼저 생각하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나라면 너무 아파서 정신

을 못 차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노량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하들이 이순신 장군의 유언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첨망대로 올라갔다. 도착해서 천정을 보니 용 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었다. 용

의 코가 돼지코라서 돼지용이라고 불렀다.
“민주야, 여기 돼지용 있어.”
“어디 어디?”
“여기.”

“어, 진짜네,”

몸은 파란색 비늘이 잔뜩 있는 멋진 모습이고 눈은 왕방울만한 게 째려보는 것 같았

다. 그런데 코가 돼지코라서 엄청 못생겨보였다. 친구들과 “와 돼지코다!”하면서 깔깔깔
웃었다. 앞을 보니 노량 앞바다가 보였다. 노량 바다를 보기 전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돌

아가신 바다라고 해서 엄청 멋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그저 그랬다. 파도도 없고
잔잔했다. 밑에 내려와서 해설판도 읽어보았다. 거기에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 돌아다니다가 설명도 조금 들었다. 설명은 지루했다.

그런데 더웠다. 그래서 민주 미니선풍기를 빌려 썼다. 그것도 별로 시원하진 않았지만
조금은 바람이 나와서 좋았다. 내려가려고 할 때 선생님이 “용의 각 부분이 뭐 같냐”

고 하시면서 퀴즈를 냈다. 코는 돼지, 뿔은 사슴, 눈은 독수리, 몸은 물고기 비늘이었다.
내 눈엔 그렇게 생겨보이진 않았다. 엄마는 눈이랑 몸을 맞췄다. 나는 뿔하고 코를 맞

췄다. 설명만 하면 지루한데 퀴즈로 배우니까 더 재미있었다. 퀴즈를 더 맞추고 싶었지
만 문제가 더 이상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역사를 좋아하진 않지만 퀴즈로 푸니까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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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좋아하게 될 거 같다. 역사퀴즈라면 2시간 정도는 딴짓 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엄마한테 물었더니 멸망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 그래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3D로 안경을 쓰고 보니 실감나서 좋았다. 잘 보려고 앞쪽으로 앉았다. 처
음 시작할 때 포탄이 나한테 날아왔다. 진짜는 아니지만 꼭 진짜 같아서 무서웠다. 하지
만 스릴 있었다. 다 보고 나와서 전시관에 들어갔다. 전시관은 전문 해설사가 설명을 해
서 자꾸 왔다 갔다 했다. 엄마가 눈을 무섭게 뜨면서 말했다.
“가만히 좀 있어. 정신 사나워.”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자꾸 왔다 갔다 했다. 엄마한테 혼났다. 전시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셨다. 하나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
리지 마라’였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전시관에서는 일본 갑옷과 칼, 조선의 화살

답사기 중고등부

주셨다. 그런데 해설사 선생님 말이 빨라서 잘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다리도 아프고 해

답사기 초등부

내려와서 이순신 영상관에 갔다. 영화 제목은 ‘노량, 불멸의 바다’였다. 나는 ‘불멸’이

과 갑옷을 봤다. 일본 갑옷이 조금 더 예뻐 보였다. 조선의 갑옷은 무거워 보였다. 그렇
앞뒷면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나는 그걸 뱅글뱅글 돌려보는 게 가장 재미
있었다. 그런데 설명판이 엄청 컸다. 그걸 돌리느라 설명을 잘 안 들었다. 뒷면에서 ‘나

대용’이라는 사람을 봤다. 설명을 읽어보니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었다. 사진에서

는 파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본 ‘명량’에서는 나대용이 싸우는 사람
으로 나왔던 것 같다. 이순신 장군 부하라고만 생각했는데 거북선을 설계한 사람이었다

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지만 나대용 장수도 훌륭하다. 거북
선이 없었더라면 임진왜란에서 이길 수 없었을 지도 모른다. 조선에는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본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사람들은 나쁘다. 조선을 빼앗으려고 배를 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이다.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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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화살은 조선 화살이 더 멋있어 보였다. 전시관에는 신기한 게 많았다. 영상도 있고

순신 장군님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만약 이순신 장군님이라면 이순신 장군처럼 싸움도 잘 하지 못 하고 죽었을지도 모른

다. 군사들도 잘 싸우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순신 장군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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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주재원(대구, 대구유천초 4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명량대첩, 그 위대한 발자취
“재원아, 우리 이번 주말에 이순신 장군 유적지 직접 가볼까?”

고 했다. 그런데 이순신에 대해 공부도 해 보았고 책도 많이 읽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직접 답사를 다녀와서
이충무공 유적 답사기 공모전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다.

답사를 갈 장소는 벽파진, 울돌목, 명량대첩비로 정했다. 벽파진은 아빠 말씀으로 명

량대첩의 시작이 된 장소라고 하셨다. 그리고 명량대첩이 이루어진 울돌목과 명량대첩

의 내용을 기록해놓은 명량대첩비까지……. 명량대첩의 처음, 중간, 끝을 알 수 있는 장

소들이기 때문에 이 세 곳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정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울돌목
이 진짜 그렇게 물살이 강한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다.

진도대교를 건너 꾸불꾸불한 길을 지나 벽파진에 도착했다. 예전부터 벽파진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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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날씨도 좋지 않고, 많이 걷게 될 것 같아서 가지 않으려

상 중요지역의 하나였던 진도의 관문역할을 하던 곳으로 수진장 1명을 두고 이를 맡아
보게 하였다고 한다. 지도에서 살펴보니 벽파진은 진도의 위쪽에 툭 튀어나와 있어서

드나드는 배를 관찰하기 참 좋은 지역으로 보였다. 직접 벽파진에 가보니 고기잡이배가
몇 척 보이고 밭일을 하는 할머니도 보이는 아주 조용한 어촌마을이었다.

벽파진은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 후 명량해전이 일어나기 전

까지 16일 동안 머문 지역이다. 선조는 칠천량해전 이후 12척의 배 밖에 남아 있지 않았
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육군에 합류하여 싸우라 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명량해전을 하

게 된다.

엄마는 이순신 장군이 벽파진에서 머문 16일 동안 날씨 관찰, 물살의 방향, 바다의

흐름, 왜군의 동태를 살피며 명량대첩에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순신이 바로 왜군과 싸우지 않고 이곳에서 16일 동안이나 생각을 하였다고 하니

참 계획적이고 참을성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벽파진은 지금은 아주 조용한 어촌 마
을인데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한 마을이었을지 궁금하였다.

벽파진을 본 후 꼬불꼬불 갯벌 옆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이동해서 진도대교 아래의

울돌목에 도착했다. 진도대교 아래의 울돌목은 바닷물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곳곳에서 서로 부딪치며 소용돌이치는 모습이었다. 이곳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유명

한 명량해전이 일어난다. 명량해전은 13대 133으로 이긴 전투이다.(원래는 12척이었는
데 나중에 한 척이 더 생겨서 13척이 되었다고 했다.) 아빠는 울돌목에서 왜군이 싸우기

힘들었던 이유가 울돌목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고 하셨다. 울돌목은 폭 300m 이내의
좁은 해협이고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조류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고 하루
에도 밀물과 썰물이 네 번이나 바뀌는 곳이라서 물살이 매우 사납다고 한다.

조선수군에 유리한 울돌목 해협에서 이순신 장군의 지략으로 13대 133이라는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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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승리를 거머쥔 명량대첩을 보며 이순신 장군이 정말 뛰어난 해군장군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대첩비에 도착했다.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있는 자리가 아닌 예전 자리를 알려주었지만
아빠의 철저한 사전 준비 덕에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다.

명량대첩비는 조선 숙종 임금 때 세워진 비석으로 이순신이 명량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비석이라고 한다. 비석의 맨 위에는 ‘구운몽’을 쓴 김
실제로 보니 구불구불 이상하게 쓰여 있어서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200여년을 넘게 서 있었던 명량대첩비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 강

제로 철거되어 조선총독부 뒤편의 경복궁 근정전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광복이후 1950

년이 되어서야 우수영 지역 유지들에 의해 다시 우수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처음에
는 우수영성 밖에 이건했다가 2011년 도로공사로 인해 원래 세워졌던 현재 자리로 되돌

답사기 중고등부

만중의 글씨체로 ‘통제사충무공이공명량대첩비’라는 12자가 새겨져 있다고 나와있는데

답사기 초등부

울돌목을 지나 한적한 동네 안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려가서 명량

아왔다고 한다. 일본군들에 의해 총에 맞은 자국도 있었지만, 의외로 잘 보존되고 있는
고 하셨다.

이순신 장군은 살아 계실 때에도 선조에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선조가 너

무 밉고 이순신 장군이 너무 안타까웠다. 임진왜란 7년 동안의 23번의 해전에서 23번
모두 승리를 하였고 그 훌륭한 업적 중 하나인 명량해전의 자세한 사실을 기록해놓은

것이 명량대첩비다. 이런 훌륭한 문화재가 일본에 의해 훼손되고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방치되어 있다가 작고 조용한 마을 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초라
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명량대첩과 관련된 벽파진, 울돌목, 명량대첩비에 다녀와 보니 새삼 이순신 장군이

매우 위대한 장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에 무작정 뛰어들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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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을 보시며 아빠는 이 비석이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요즘 다시 만든 것 같다

시간과 장소를 고를 수 있는 지혜로운 머리, 수많은 배와 수군을 잃고 12척 밖에 남지 않

은 배를 가지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코 적을 두
려워하지 않는 용기, 관직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역사 속 그 어디에도 없을 훌륭한 장군. 영원히 내 마음 속에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 잡을 분이다. 나도 이런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
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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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신민주(서울, 서울신암초 6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난중일기 독후감
일기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그날그날의 사건이나 감상을 담은 글이다. 하지만

돌아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기를 남겼으나 일기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인 것 같다.

사실 처음 책을 펼쳤을 때 바로 군사법과 장군이름, 다양한 무술법이 튀어나와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곧 충무공의 일상과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임진년 2월 12일자 일기(꿩 사냥을 구경하고 춤을 춘 날)가

재미있었다. 항상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만의 근엄한 모습을 잊을 수 있었다. 또 충무공
이 얼마나 부하들을 아끼는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난중일기의 최대 장점은 임진왜란
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고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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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는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을 알리고 후대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하루를

난중일기의 뜻은 난중에 쓴 일기라는 뜻이다. 그러다보니 적군과 아군의 병력과 전술

은 물론 관할지역에서 벌어진 일까지 기록하여 난중일기만 읽어도 당시 상황의 반은 이
해한 것 같았다. 전쟁 중에 가장 슬펐던 것은 아들 이면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한 나라

의 장군이기 전에 아버지로써 얼마나 슬플지 상상하면 과거로 가 장군님을 위로하고 싶
어진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난중일기는 두껍고 어려운 한자용어들(전술이나 무술법

등등)이 많아서 쉽게 읽기 힘들고 용기를 내어 사기도 힘들다. 하지만 만약 매일매일 한
편씩 문자로 보내 준다면 어떨까? 그렇다면 누구나 지식과 교양을 얻기 위해 신청할 것

이고 많은 사람들이 난중일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에서만 본 이순신 장군의 업
적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겨 누구나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해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국가로, 아직도 유교의 풍습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제사”인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 제기 등등 만만치 않은 비
용이 든다. 그래서 조상들은 “위토”라고 하는 땅에서 제사비용을 충당하였다.

1931년 5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는 이순신 장군님의 종가(덕수이씨 충무공파)의 위

기를 알렸다. 독립운동을 위해 진 빚으로 인하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님의 제사를
지내는 땅이 동일은행에 경매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신문의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

다. 당시 백성들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최고의 위인으로 모시고 있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금을 시작 하였다. 이순신 장군 종파의 빛은 약 2,000원이었는데,
16,021원 30전(약 3억 7000원)이나 모여서 빚을 갚은 후 현재의 현충사도 지을 수 있었
다. 지식인들, 학생들, 심부름꾼, 기생 등등 다양한 사람들(약 20,000명)에 의하여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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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군의 위신과 민족의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

까지 했다. 그 외에도 직접 쌀을 팔거나 위토를 지키는 이순신 나노블럭도 판매하고 캠
페인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일은행의 협박도

없는, 현충사 관리소에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위토를 위해서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

겠으나, 열이면 열이 위토를 모른다. 선조들의 노력으로 지켜낸 결실이 빛을 보지 못하
뭐라고 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위토의 문제점은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충사와는 다른 입구로 들

어가야 하며 굉장히 평범한 시골길과 논밭처럼 생겨 일반인은 이곳이 위토인지도 모른
다. 그래서 현충사에서 바로 연결되는 길을 만들고 위토를 공식적인 유적으로 만들고

답사기 중고등부

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대한민족으로서 부끄럽다. 하늘에서 선조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답사기 초등부

나는 현직 청소년 위토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2년째 모도 심고 벼도 거두고 포장

안내판을 곳곳에 설치하여 대중화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선조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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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람들이 이글을 읽고서 위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길 기대하고 있다. 마치

초등부

우수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강진솔(광주, 대성초 4학년)

명량대첩지(해남우수영)
답사 보고서
전남을 포함해 남해쪽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가 꽤 많은 편이다. 하지만 내가

해남 명량대첩지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광주에서 해남이 가깝기도 하고, 무

엇보다도 이순신 장군이 공을 세운 전투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명량대첩지이기 때문이
다. 지난 8월 28일, 비 내리는 흐린날 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은 해남으로 출발했다.

해남과 진도 사이에 있는 명량해협(‘울둘목’이라고도 한다)은 임진왜란 당시 1597년

충무공 이순신(1545~1598)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곳이다.
이곳을 방문하여 새롭게 알게 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여기는 만조와 간조의 과학적인 흐름을 통해 이길 수 있던 유적지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곳 울둘목을 전투지로 결정한 이유는 울둘목이 처음에는 물이 잔잔하지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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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명량대첩 기념관에 있는 명량대첩 기념비
이다. 명량대첩 탑은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들
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중에는 물살이 빨라진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수군들의 배는 12척 밖에 없었는데, 왜군은 300척의 배가 있었다. 전투의

시작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는 아직 물살이 빨라지지 않아서 조선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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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고, 앞에있는 바다는 울둘목이다. 이순신 장군
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둘목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외적을
물리 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울둘목 이라는 바다앞이 과학적으로 외를 이길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답사기 중고등부

사진의 배경은 명량대첩 기념관이다. 이곳 명량대
첩기념관안에는 이순신 장군이 수군들과 선조임
금에게 보낸 편지도전시되어 있다.

들이 불리하게 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낮 12시가 되자 물살이 왜군쪽으로 가서 왜군이

불리한 상황이 되었고, 이순신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배에 있는 모든 화포로 공격을 시
작했다. 그러자 왜군들이 거북선에 올라타서 수군을 죽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뒤에

많은 어선들이 몰려와서 이순신 장군을 도왔는데, 왜군들은 이렇게 어선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 도망쳐서 이 전투는 결국 조선수군이 승리하게 되었다.

둘째, 조선수군들이 승리하게 된 또 하나의 작전이 있었다. 왜군에 비해 우리 수군들

숫자가 엄청나게 적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 봉우리를 중심으로 손을 잡고 돌라고 명했다.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이 명한대로 행동했다. 그 결과 왜군들은 높은 산에서 군사들이 끝없이 나오는 것

인 줄 알고 놀라 도망쳤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 중 하나인 강강
술래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올바른 생각이 행동으로 행해져 나라를 구하고, 좋은 풍습도

만들어 내었다. 또 이순신 장군의 습관 중 하나인 매일 일찍 일어나 바다를 살피러 가는
행동 때문에 바다의 특징을 잘 알게 되었고 이것이 백성과 나라, 군사들도 지킬 수 있었
던 것이다.

작은 습관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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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김지안(부산, 부산가락초 3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통영 이순신 공원을 다녀와서
여름방학을 맞이해 통영에 있는 이순신 공원에 다녀왔다. 엄마와 나 그리고 이모네

학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충무공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에 내가 ‘유적

답사기 공모전’ 분야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지만 나는 기
행문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순신 공원에 간 것이다.

가는 중에 이순신공원에 뭐가 있을지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이순신공원은 따로

홈페이지가 없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는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망일봉 기슭 바닷가에

이순신 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순신 공원은 통영지역의 이충무공 유적지와 한산대첩

에 대한 역사교육을 위해 학습 및 다양한 문화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었
다. 아마 이순신공원에는 한산대첩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을 것이다. 차를 타고 가는 동

안 심심해서 규리랑 휴대폰 게임을 했다. 게임을 하는 동안 어느새 우리는 이순신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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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 규리, 선우오빠랑 다섯 명이 이모 차를 타고 갔다. 왜 이순신 공원을 갔냐면 우리

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왜 통영에 있는 이순신 유적지를 갔냐면 우리 집(김해)에서는 통영에 있는 이

순신 유적지가 제일 가까웠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기 때문
이다. 공원 옆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오르막길을 올라가

보니 제일 처음 눈에 띈 것이 이순신 장군 동상이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은 내가 생각한
것 보다 엄청 컸다. 이순신 장군은 근엄한 얼굴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아마

도 일본놈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는 지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살펴보시

는 것 같다. 일본군은 이순신 장군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다고 하니 이순신 장군의 모
습을 본다면 더 무서워 할 것이다.

올라가면서도 나무가 많이 있었다. 이순신 공원을 둘러보려면 먼저 오르막길을 올라

가야 했다. 그런데 그 옆에 ‘천자총통’이라는 것이 있었다. 생긴 것은 대포처럼 생겼다.

천자총통은 임진왜란 당시 적의 배를 부수는데 사용 되었다. 천자총통은 바다에서 싸울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 것 같다. 그런데 천자총통이 커서 잘 다룰 수 있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니 표지판에 ‘한산대첩’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다. 한산대첩은 당포의 목동 김천손이 견내량에서 숨어있던 70여 척의 적선을 발견
하여 이순신 장군에게 알리고 학익진전법으로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전쟁이다. 통영에
있는 한산도 근처 바닷가에서 벌어진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거둔 3대 대첩 중 하나라

고 한다. 천자총통이 한산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 천자총통의 무서운 힘과 우
리 군사들의 용감함, 장군의 뛰어난 전략으로 일본군을 마음껏 무찌른 모습이 상상이
되었다.

여행을 통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보람도 있었다. 난 집에 돌아와서

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 학교도서관에서 이순신 위인전을 찾아보았다.

조정래 작가님이 쓰신 ‘이순신’이다.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말씀
중 ‘죽고자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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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이 벌인 전투는 23전 23승이라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죽고자하면 살 것이
고 살고자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정신으로 부하들을 교육시키고 자신도 마음에 새겨 싸
노량해전에서 하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라는 말도 기억에 남는다. 전쟁 당시 일본
군은 이순신 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을 갔다고 한다.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죽었다

는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싫다. 일본놈들이 모두 도망가고 이순신 장군
님이 돌아가셔서 천만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위험에 빠졌을 수
나는 이번여행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이

순신 장군님이 무슨 전쟁을 하셨는지 무슨 무기로 싸우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위인전을 읽고 다시 한번 이순신 장군님을 알게 되어 참 보람 있었다.

답사기 중고등부

도 있다.

답사기 초등부

움에 임했기에 항상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순장군이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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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백화랑(경남, 진주수정초 3학년)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서
- 사천, 통영, 남해를 다녀와서 -

우리 아빠는 육군 장교로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평소에는 떨어져 지내지만

주말이나 방학때면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 가곤 한다. 커서 군 장교가 되고 싶은 나는 육
군사관학교 정문 앞에 서있는 화랑상을 보면 늘 가슴이 뛴다. 그리고 또 한 곳, 광화문

광장에 서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 가슴이 뛴다. 그 아래 세종문화회관이 전시
하는 세종·충무공이야기를 둘러보기도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호령했던 그 바다가 직접

보고 싶어졌다. 실내 대신 실외 위주로 다니기로 가족들과 계획을 세웠다. 지도를 보며
집(진주) 근처 사천(사천해전)-통영(한산도대첩)-남해(노량해전)을 다녀오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아침 일찍 사천 선진리성으로 출발했다. 여름이라 햇살이 쨍쨍했다. 그

래도 차 안이 시원해서 좋았다. 벚꽃이 필 때 왔던 그 길 따라가다 보니 조명군총이 보
였다. 일본군이 조선군과 명군의 코와 귀를 베어가고 버린 시체를 모아 쌓은 무덤이었
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보니 그 크기만큼 속이 상했다. 곧 선진리성이 보였다. 엄마가 선
진리성은 일본이 지은 성이라고 설명해 주셨다. 이런 성들이 우리나라 해안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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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었을지 궁금해졌다. 선진리성 앞바다에서 벌어진 사천해전은 거북선이 최초로 실
전에 참가한 해전이다. 해안도로로 달리다 보니 저 멀리 남해대교가 보였다. 썰물 때 바

본 일본군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니 너무 통쾌했다. 성문 안으로 들어와 천수각 터
에 올라가 보았다. 지금은 나무들이 키가 자라서 바다가 잘 안 보였다. 마음속으로 사천

해전 모습을 그려보고 바다가 보이는 앞 쪽으로 내려왔다. 바다를 바라보며 세워진 이
충무공사천해전승전기념비를 보니 그때의 승리의 함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이 왜성을

다음으로 향한 곳은 통영 이순신공원이었다. 이순신공원에는 바다를 향해 이순신 장

군동상이 서있었다. 근처에 한산대첩 안내판이 있어 동생들과 읽어보았다. 남해에서 서

해로 진출하는 일본 수군을 격파한 해전이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글을 읽고 바다를 보
니 학익진을 펼친 이순신 장군의 호령이 들리는 듯했다. 등 뒤에 아름다운 우리 강산

을 지키기 위해 매서운 눈으로 바다의 왜적을 노려보았을 이순신 장군, 빌딩 속에 세워

답사기 중고등부

바라보며 속상했을 우리 백성들도 이순신 장군의 그 승리가 얼마나 좋았을까?

답사기 초등부

다로 유인했다가 밀물 때 거북선을 돌진해서 왜선을 쳐부수었다고 한다. 거북선을 처음

진 동상보다 바다를 향해 서있는 이곳이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덕에서 바
각을 하며 걷고 있지 않을까? 공원 한쪽에서 엄마가 준비해 온 김밥을 가족들과 먹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충무김밥을 사 먹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당을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졌다.

마지막으로 남해 이순신순국공원으로 향했다.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과 일본

의 7년간의 전쟁도 끝이 나고 이순신 장군은 이때 적의 탄에 전사한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에 장군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이락사에 가보기로 했다. 그 길 앞에 ‘전방급
신물언아사’라 한자로 적힌 비가 세워져 있었다. 책에서 많이 보았던 ‘싸움이 급하니 나
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며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었다. 끝까지 자신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셨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말로 하셨을텐데 왜 한자로 비를 세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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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쪽으로 산책로가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곳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들 같은 생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락사라는 현판은 한글 읽을 때처럼 왼쪽에서부터 적혀있어 색달

랐다. 대성운해(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다)라는 묘비각 현판도 왼쪽부터 적혀있어 신기
했다. 충무이공순신유허비를 보니 마음이 아팠다.그런데 유허비 왼쪽 옆에 똑같은 비가

있어 해설사 선생님께 뭔지 물어보았더니 부서지면 복원을 위해서 하나 더 만들어둔거
라고 설명해주셨다.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다. 이락사 뒷편에 누각이 있다고 말해주셔

서 우리가족은 산길을 따라 올랐다. 양쪽에 소나무가 늘어서 있어 조금 시원했고 왠지

이제 왔냐며 우리를 반기는 기분이 들었다. 첨망대. 그곳에 올라 바라본 바다는 관음포
의 그날을 기억하는지 조용했다. 밤에도 한 번 와서 달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까 본 ‘대성운해‘라는 글이 생각나 큰 별이 떨어진 바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족
은 순국공원을 나와 충렬사로 향했다. 이순신 장군을 잠시 모셨던 곳에 세워진 사당이
었다. 앞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어 인상적이었다. 가족들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

사하다고 고개숙여 묵념을 잠시 하고 나왔다. 내려와 바다 쪽으로 가니 거북선이 전시
되어 있었다. 판옥선을 덮고 거기에 칼을 꽂아 일본군이 우리 배로 넘어오기가 힘들어
보였다. 작은 구멍으로 총통만 내밀어 공격하고 용머리에서 유황을 내뿜었을거라 생각

하니 일본군이 엄청 무섭게 느꼈을 것 같았다. 비록 정확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거북선
이 없다고 하지만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 바다 곳곳에 이런 거북선이 지키고 있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박물관과 전시를 볼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을 안고

진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가족들과 이야기 해 보았다. 이
순신 장군의 해전을 따라 가 보며 느낀 점은 나보다 먼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

던 길이었구나 라는 것이었다. 나 역시 멋진 군인이 되어 우리나라, 내 가족을 지키고 싶

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다. 또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고 늘 공부하는 자세도 가져야겠
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명량해전이 일어난 해남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
다. 다음에는 꼭 12척의 배로 300척을 무찌른 곳을 눈으로 직접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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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참인재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송예린(서울, 신중초 2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지 기행문
지난 여름 방학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남해로 가족여행

곳이었다. 진도 타워에서 내려다본 물은 정말 회오리치듯이 진도 대교 밑을 힘있게 휘

돌아 나갔다. 그 물살을 이용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
군을 물리쳤다고 한다. 적은 수의 배로 이렇게 많은 일본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전

쟁 기술과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 얼마나 머리를 써야 하
고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밑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최선을 다해 노
를 젓고, 대포를 쏘며 힘들게 전투를 치뤘을까 생각하니 그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이 들
었다.

이후 통영, 광화문 등 유적지를 더 본 후 며칠 뒤 우리 가족은 모두 여수 이순신 장군

광장으로 향하였다. 그런데 광장에 있는 거북선을 꼭 타보고 싶었는데, 공사 중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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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녀온 것이었다. 특히 진도의 울돌목은 잊을 수가 없는 아주 신기한 바닷물이 도는

지 못했다. 게다가 전라 좌수영이 있었던 건물은 현재 공사 중이라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꼭 내서 다시 오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거북선

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 처음에는 거북선 안으로 들어가기
가 싫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아주 시원하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좋았다. 그리고 재미

있게 볼 것이 너무 많았다. 1층에 천자총통, 지자총통을 다루는 군사들의 모습과 노 젓
는 모습,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작은 방, 선장 방과 화장실도 있었고, 아래층에는 무기창

고, 음식 창고가 있었다. 직접 무기를 만드는 모습 등 아주 생동감 있게 거북선 내부를
볼 수 있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신기한 것은 이순신 장군의 방이 아주 작았는데, 이곳에

서 전투를 준비하고 군사들과 함께 하면서도 난중일기를 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참으
로 대단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그러는데 이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시작되기도 전에 쓰여지기 시작해서 총

7년여에 걸쳐 임진왜란의 전쟁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록한 인류 문화유산이었다. 며

칠 연달아 일기를 쓰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이렇게 7년 동안 매일 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전쟁의 준비부터 전투의 모습까지 기록으로 남겨놓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다. 잠자는 시간도 아끼며 이러한 유산을 후세에까지 남겨준 충무
공 이순신 장군님께 감사했다.

돌아오는 길에 충무공 이순신의 위인전을 만화로 그린 책을 사서 읽으며 다시 한번

유적지에서 느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이순신 장군과 그의 부

하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
이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
웠다. 무엇보다도, 다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 요즘에 군대에도 여자 장군님들이 많

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용감히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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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고 싶다. 특히,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가 전부터 전쟁이 일어날 것
을 예측하고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의 일들을 예

답사기 중고등부

여수 이순신광장의 거북선

답사기 초등부

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

유적 답사의 마무리 현충사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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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중고등부

우수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윤수호(충남, 북일고 1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이충무공 유적 답사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현충사를 다녀왔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

관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와 가치관 등을 배울 수 있었
는데, 난중일기 등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서적을 미리 읽고 현충사와 충무공이순신기념
관을 답사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에 관하여 전시된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답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장군의 생애를 통해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순신 장
군의 정신이었다. 그는 평상시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헌신하고 지극히 효행

을 행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특히 현충사의 정려와 같은 유적을 통해 그의 지극한 효성
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와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과 가

족들을 위해 무기를 들고 최선을 다해 싸웠다. 하지만 평상시의 상황에서 갑자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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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모셔 놓은 건물, 그 가족분들의 묘소,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전시해 놓은 전시

상황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는 갑자기 바뀌어버린 일상과 주위 사람들의 모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많은 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임진왜란 중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인물로 평가받는다. 나는 그 이유는 이순신이 고통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이 처한 현실과 주어진 일이 변화되었음을 인지하고 변화에

적응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통해 평상시에 나에게 주어진 일

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처한 현실과 주어진 일이 변화되었을 때 그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순신은 개인적으로 전쟁 중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 중 모친

상을 당한 것이었다. 전시 상황에서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모친상에 참석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일은 장군으로써의 임무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막중한 상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개인적인 사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군사를 지휘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자세가 인상깊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상
황이 급변할 때 비록 상황 변화의 원인이 된 사건이 슬프거나 기쁠지라도 개인적인 사
정보다는 조직, 공동체, 나라, 공적인 상황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하
게 되었다.

또한,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 군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고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숙

명을 띤 집단을 지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군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군사들 역시 일반 백성과 같은 사람이기에 그들의 느끼는 두려움 역시 배우 컸

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러한 군사들을 이끌고 독려하여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

두었다. 군사들이 이순신을 믿고 따라준 것에는 그가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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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則死)’라는 말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를 바꿀 수 있다고 설득하고 엄격하게

군대를 지휘하여 사기를 드높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
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선조들의 순국선열에 대한 숭고한 정신에 대해 감복하게 되었다. 이순

신 장군이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뛰어난 지도력과 판단력을 바탕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임진왜란에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하지

못한 선박에서 지금보다 뒤떨어진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싸우다 순국하신 분들이 많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지도자, 장군 등으로 이름을 남기
신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지도력의 바탕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애쓰다 순국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분들을 기리

답사기 중고등부

으로 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그를 믿고 따라준 여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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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에는 리더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 추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특히 일제 강점기 때 경매를 통해 현충사가 일제의 손에 넘어
갈 뻔한 일이 일어나자 민족의 성금으로 현충사를 중건하였던 사건이 인상깊었다. 이를

통해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모하고 기억하며 더불어 그의 흔
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우리 조상들이 자랑스러웠다.

이번 답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현충사에 관해 깊이 알

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의 정신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의

이유는 무엇보다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시 상황으로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등의 행동은 주위
사람들, 즉 병사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고, 이렇게 구축된 신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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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번 답사를 통해 현충사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탕으로 병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조국을 위해 싸우도록 독려할 수 있었
던 것이다. 따라서 이순신 장군이 큰 업적을 이루는 데 밑바탕이 된 것이 신뢰이고 이 신

뢰로부터 여러 성공 요인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충사에 모셔진 이순
신 장군의 영정을 보며 그의 표정에 묻어난 신뢰의 가치를 느끼고 열악하고 어려운 전

시 상황에서 공동체에서의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한 그의 신념과 지혜를
알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이 추구했던 상호 간의 신뢰는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 그것이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내면에 다가가려
노력하며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교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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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김환희(전남, 목포애향중 1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보고 싶은 이충무공의 바다를 찾아
내가 이충무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화 “명량”을 본 뒤부터입니다. 역사를

책을 즐겨 읽게 되었고 명량 해전의 격전지였던 진도 울돌목에 가서 ‘회오리 바다’를 보
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려 보기도 했다.

방학 때마다 가족과 함께 역사 탐방을 했던 나는 이번 방학에는 어딜 갈까 고민하는

중에 ‘이충무공 유적 답사기 공모전’에 참여해보고자 이충무공 유적지를 가보기로 했다.

이충무공 유적지를 찾아보니 전국 곳곳에 많이 있었으나, 내가 살고 있는 목포와 가까
운 고하도와 이충무공 3대 대첩인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대첩 격전지를 가보기로
했다.

시대적 순서에 따르면 한산도를 먼저 가봐야 하나 여행의 일정상 목포와 가까운 진도

와 고하도를 먼저 가보기로 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진도 벽파진이었다. 우리가 평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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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했던 나는 특히 조선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에 임진왜란과 이충무공에 대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유적지라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많지 않은 배들이 정박
해 있는 그냥 작은 항구라는 느낌이었다. 벽파진이 이순신 장군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른 상태에서 찾아온 동생은 실망했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항구를 조금 돌아가 보니

높은 곳에 정자가 보여 동생은 단숨에 돌계단을 달려가기 시작했다. 엄마와 나는 입구
에 써진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 비문 안내문’을 읽기 시작했다. “벽파진 푸른바다여 너

는 영광스런 역사를 가졌도다. 민족의 성웅 충무공의 가장 외롭고 어려운 고비에 고작
빛나고 우뚝한 공을 세우신 곳이 여기더니라. 옥에서 풀려나와 삼도 수군통제사의 무거
운 짐을 다시 지고서 병든 몸을 이끌고 남은 배 십이척을 겨우 걷우어 일찍 군수로 임명

되었던 진도땅 벽파진에 이르니 <중략> 예서 머무신 십육일 동안 사흘은 비내리고 나흘

은 바람불고 맏아들 회와 함께 배 위에 앉아 눈물도 지으셨고. <후략>” 엄마는 이 글을
읽고 벽파진에서 이충무공의 삶이 너무 외롭고 불안했을 거라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충무공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고자 벽파정에 올라 앞을 바라보니 앞에 무인도처럼 보
이는 작은 섬, 하얀 갈매기,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벽파진의 바다는 너무 아름다웠다. 이

충무공께서는 이곳에서 많은 전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다. 벽파정 뒤로 암벽을 따라 올라가보니 돌거북이 등에 비석을 싣고 바다를 헤엄치

고 있는 형상을 갖춘 ‘이충무공 벽파진 전첩비’가 보였다. 거북 모양의 받침돌 둘레에 동
그랗게 물길을 파둔 것이 신기하게 보였다. 날씨가 너무 덥고 비가 많이 안와서 물이 거
의 바닥이어서 거북이가 힘들어 보였다.

벽파진의 아름다운 경치를 뒤로 하고 우리 가족은 우수영 관광지로 갔다. 그곳에는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과 앞 바다에는 명량대첩이 벌어진 울돌목이 있었다. 명량

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에는 많은 유물과 이충무공에 대한 기록과 임진왜란과 정유재
란의 설명이 있었다. 나는 1층 기둥 하나하나에 적어진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용은 이충무공께서 명량대첩 뒤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나의 외할머
니가 살았던 ‘어의도’라는 섬이었다는 사실이었다. ‘난중일기’를 사서 한번 읽어봐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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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써보고 싶었다. 3층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명령기’
였다. 그곳에는 3가지의 명령기가 있었는데 바로 초요기, 장군기, 영기가 있었다. 나는

층 전시실을 둘러보며 또 놀라웠던 사실은 ‘명량해전’이 세계 7대 해전에 속한다는 사
실이었다.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나라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 수군과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려보았다. 그들의 눈물과 죽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웃

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죽어간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
전시관 밖을 나와 울돌목 쪽으로 향했다. 명량 해협을 여러 번 와 보았지만 느끼는 감

정은 그냥 경치 좋은 다른 바다들과는 다르게 물살이 매우 빠르고 회오리가 쳐서 조금
무섭다는 느낌이었다. 명량의 지명 유래는 물살이 빠르고 소리가 요란하여 바닷목이 우
는 것 같다는 ‘울돌목’이라는 데서 나왔다고 한다. 나는 이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보고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그곳을 보면서 명량대첩의 멋진 전략을 세웠던 이충무공이 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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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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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장군기’가 가장 멋있었다. ‘장군기’에는 용이 그려져 있어서 매우 멋있었다. 3

로 존경스러웠다. 나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지도를 들고 울돌목 바다를 바라보며 외롭

발목까지 차서 위험해 보였다. 아마도 그때의 위험한 상황을 표현하고자 했나 보다. 다
음으로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한 사당인 충무사를 가보고자 했으나 그곳이 이전을
위한 공사 중인지 들어가지 못하고 차를 고하도로 향했다.

고하도를 검색해 보고 내가 살고 있는 목포시에 속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차에

서 내려 고하도의 소나무 숲과 바다를 봤을 때 느낌은 벽파진의 느낌이었다. 아주 오래
된 소나무 밑으로 보이는 바다는 물이 너무 맑고 소나무와 어우러져 경치가 너무 좋았
다. 바다와 산을 끼고 조금 올라가니 ‘모충각’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모충각을 들
어서자 한가운데 ‘이충무공 기념비’가 있는데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듯 글씨가

희미해져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기념비 주변으로 오래된 소나무들과 모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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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 있는 ‘고뇌하는 이순신 상’이 울돌목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밀물이 들어 바닷물이

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이 너무 보기에 좋았다. 아쉬운 점은 그곳이 방치되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목포시에 건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신 장

군이 왜 고하도에서 머물렀는지 궁금하여 찾아보았더니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었다. “맑다. 새벽 두시 첫 나팔을 불어 배를 띄워 목포로 향했다. 목포에 이르렀

다가 보화도(고하도)에 옮겨 배를 정박했더니 서북풍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알
맞았다. 그래서 육지로 내려 섬 안을 돌아보니 지형이 아주 좋기에 진을 치고 집 지을 계

획을 세웠다.”<난중일기 1597년 10월 29일> 아빠는 고하도는 서남해에서 내륙으로 연

결되는 영산강의 길목에 있어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산강으로 가려는
일본군을 막아야 했을 거라고 다시 설명해 주셨다.

다음날은 한산도를 가기 위해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 아침 8시 30분까지 도착해야 해

서 우리 가족은 새벽 5시에 목포에서 출발했다. 통영 지리를 잘 몰라 통영 시티투어를

했다. 길라잡이 분이 이충무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충무공을 존경하는 나로

서는 좋았다. 통영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가니 한산도에 도착했다. 선착장에서 제승
당까지 가는 길은 너무 좋았다. 길라잡이가 우리를 제일 먼저 데리고 간 곳은 ‘수루’였

다. 엄마는 그 곳에 크게 써진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된 시를 보더니 학창시절
에 교과서에서 배웠다며 아는 체를 했다. 길라잡이 분이 이충무공이 한산도를 선택한

이유가 수루에 서서 바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수루에서 보면 한산도로 들어오는
배를 모두 볼 수 있지만 한산도로 들어오는 배에서 한산도를 바라보면 ‘수루’가 잘 보이

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충무공은 왜군이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바다 구석 구석을 삼도수군통제사인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며
전략요충지를 찾아다녔다니 정말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수군과

같이 훈련하고 백성들과 같이 농사짓고 하였다는 사실에 더욱더 존경스러웠다. 다음으

로 우리가 간 곳은 이충무공께서 작전 지휘를 했던 ‘제승당’이었다. 그 옆에 이충무공이
한산도대첩에서 사용했다는 ‘학익진전법’이 설명되어진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도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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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이 전법을 배우고 있다고 길라잡이 분이 말씀하셨다. 거북선을 이용한 학익진전법

이 있었기에, 육지에서 잇단 패전으로 사기가 떨어진 조선군에게 승리의 힘을 준 한산
라는 곳을 만날 수 있었다. 한산정은 이충무공과 그의 부하와 병사들이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입니다. 그곳은 바다 건너에 관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군은 배위에서 활을

쏴야 되서 그 배경을 조금이나마 구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루, 한산정 같은, 전략

에 유리한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 한산도는 참으로 빼어나다. 그 곳을 전략기지로 사
를 갔다. 그곳에서 이충무공께 오늘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 한산도를 멀리하고 통영으로 돌아와 통영의 마지막 여행지인 삼도수군통

제영을 갔다. 그곳은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하나의 도시였는데 일제 때문에 성벽이 허물
어지고 세병관 이외의 주변건물을 모두 없애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세병관이 교실로 사
용되기 위해서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다. 또한 삼도수군통제영에 와서야

답사기 중고등부

용한 이충무공 또한 참으로 대단하다. 다음으로 이충무공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충무사

답사기 초등부

도 해전이 ‘한산도대첩’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 작은 문 한 개를 지나 가보면 한산정이

알게 된 것은 삼도수군통제사의 지위와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통영
또 그 펜션으로 오고 싶었다.

다음날 2박 3일의 마지막 여행인 노량해전이 있었던 관음포로 갔다. 남해 관음포가

이충무공께서 배에서 전사하여 유해가 가장 먼저 모셔진 곳이라는 매표 안내원의 이야

기를 듣고 우리 가족은 관음포 앞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은 산책하기 좋은 조용한
바다지만, 너무 마음 아픈 장소이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자신의 죽음마저도 알리지

않았던 성웅 이순신, 그가 있었기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7년의 그 긴 전쟁이 끝났다. 노
량해전이 일어났던 관음포 앞바다를 보며 이순신 장군을 크게 외쳐 불러보고 싶었다.
이충무공이 그립다. 그의 리더십을 꼭 배워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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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를 끝내고 통영 펜션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너무나 바람이 시원해서 다음에

중고등부

장려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윤채빈(경기, 병점중 1학년)

백성을 위한 전쟁을 펼친
이순신 장군
지난 여름방학 동안 우리 가족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보냈다. 베트남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베트남어 공부도 했지만 낯선 장소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제일 먼
저 찾은 여행지는 베트남 전쟁기념관이였다. 우리나라도 많은 군인들을 베트남에 파병

했다. 그러나 미국이 캄보디아의 내전에 관여하게 되고 그 전장이 라오스 등의 인도차
이나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베트남에는 대규모 폭력이 가해지면서 파리평화협정
을 통해 베트남 남북의 휴전과 선거로 통일 정부가 구성되었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

다. 베트남 참전으로 우리 군인들은 고엽제를 비롯 많은 아픔를 안고 대한의 품으로 돌
아왔다. 호치민 전쟁 박물관은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 건립이 되었다. 우
리나라의 독립기념관이나 용산 전쟁기념관과 비교한다면 그 규모는 정말 작았다. 좁은

마당에는 탱크 한 대, 작은 공군 비행기 두 대, 폭탄이 전시되어 있었다. 대다수 사진으
로 보는 전쟁의 참상, 그러나 누가 더 강력한 무기로 선점하느냐. 그것이 전쟁이였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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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나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는 어떠했을지 궁금해졌다. 이기고 지느냐
의 문제이지만, 전쟁이 선량한 국민들까지 참담하게 죽이는 결과를 낳아야 하는 것일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현충사를 향했다. 집에서 1시간 30분 정

도 걸리는 곳이라 힘들지 않게 도착했다. 가까운 편이라 우리 가족은 자주 현충사를 찾
는다. 현충사에서 가장 많이 머무르는 장소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이였다. 이순신 장군
해전이 매우 중요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왜군에 비하면 무기

도 부족했고, 왜군을 막아낼 배조차 부족했다. “상유십이척 순신불사”를 외칠 수밖에 없

었던 이순신 장군의 처절함과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전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베트남은 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구찌터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미군이 침
입하기 어렵게 베트남인들의 작은 체형에 맞추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이순신

답사기 중고등부

과 우리 수군의 활동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해전에 대한 자료가 많다. 우리나라의 전쟁은

답사기 초등부

까? 우리 가족은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였다.

장군은 달랐다. 왜군의 침입를 봉쇄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부터 왜군을 막아냈다. 학의진
있었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는 평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과 글귀들이

적혀 있어서 전장의 근엄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라서 바

다를 먼저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바다를 통해 물자 이동을 하는 왜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물자 이동을 끊고, 왜군의 침입을 막아내는 것이 백성들의 고통과
나라의 안전을 지켰다. 이는 4D 체험 영상실에서도 느껴볼 수 있었다. 회오리 바다 명량
을 보며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전략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국보로 지정된 임진장초에
서 임진왜란 당시 해전의 진행 상황, 조선 수군과 일본군의 정세를 알 수 있다. 이는 해

전을 위해 이순신 장군의 철저한 전쟁을 위한 대비를 알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왜군이 우

리나라를 침입하면 백성들까지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바다에서부터 왜군의 침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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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은 우리 바다의 물의 흐름과 지형을 활용하여 어떠한 무기 없이도 적을 물리칠 수

막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 나와 10여분쯤 나무 사이를 거닐었더니 호수가 나왔다. 새

들도 지저귀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았다. 유모차를 타고 온 아이, 할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는 유치원생도 보였다. 손 잡고 걸어가는 임신한 부부도 있었다. 우리 가족처럼

가족들이 와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호수에서 15분정도 걸어가니 충무공 고택

이 있었고 그 위는 이면공의 묘소가 있었다. 현충사쪽으로 걸어 올라가니 내가 알고 있
던 곳은 1967년 전에 새로 지어진 것이였고 기존에 있었던 곳은 구현충사라고 하여 참배

하는 쪽에 따로 있었다. 현충사를 천천히 둘러보니 어느새 가을 바람이 불었다. 현충사

는 4계절이 다른 곳이다. 봄이면 나무에 잎들이 돋아나고, 여름은 울창한 숲을 이뤄 햇빛
은 대지를 조심스레 내려앉는다. 가을이면 찬란한 색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겨울에는 반
짝이는 흰 빛이 현충사를 빛낸다. 4계절 속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넋이 담겨있다.

이번 현충사 방문은 내게 특별했다. 베트남에서 본 전쟁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까지 고엽제로 병들고 무기에 희생 당해서 그 아픔이 아직까지 전해진다. 그러나 이순

신 장군이 지켜낸 이 땅의 전쟁은 달랐다. 백성을 위해 왜군을 바다에서부터 막아냈고,
거북선은 우리 군사들을 보호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심성에서 시작된

것이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우리 군, 우리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숭고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다. 또한 그 전쟁의 기록과 우리가 처한 상황, 준비 단계를 난중일기에 남

김으로써 우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베트남 전쟁기념관에서 사진으로 보던 현대물에서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 마주

한 한 자 한 자 써내려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감동적이였다.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난중일기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지혜와 준비로 이겨냈는지 알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는 이와같이 현대의 전쟁에도 없는 글로 쓴 기록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며 현충사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의 숭고함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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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우수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신정연(경기, 화홍중 2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장군보다 더 위대한 분이
또 있을까

일거라고 생각한 아이들은 하나 둘 문제집을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사 선생님께서

는 자습이 아닌, 오늘은 중요한 날이라며 이야기를 꺼내셨다. 먼저 우리에게 북한 김일
성의 동상은 모두 몇 개인지 아는 친구 있느냐고 물으셨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며 말씀해 주셨다. 무려 4만 8천 개라고 한다. 이야
기를 듣자 관심이 없던 아이들까지도 깜짝 놀랐다.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위인
중 가장 많은 동상은 누구인지 다시 물으셨다. 이 질문 역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선생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답해 주셨다. 장군의 동상은 전국에 9개라고 한다. 그
리고 오늘 4월 28일, 바로 오늘이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이라고 하셨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어 궁금증이 생겼다. 선생님께 이순신 장군이 왜 위인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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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가 시작하기 일주일 전, 진도가 다 나간 역사시간이었다. 당연히 자습시간

리는지 여쭈어 보았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은 14만 명인데 그

에 비해 조선군은 훨씬 적었다고 한다. 비교도 안 되는 숫자임에도 일본은 스스로 물러
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다시 물으셨다. 일본이 물러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자 선생님은 여기에 장군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셨다. 전쟁을 수행
하기 위해서는 14만 명이 사용할 전쟁물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배로 수송하는데 이 일
본의 배를 막아 장군이 막아 물자 수송이 되지 않아 일본은 전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
에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을 위한 유적지가 잘 정비되어 있으니 이번 시험

이 끝나면 꼭 한번 다녀오라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 여름방학에 통영으로 가
족과 함께 휴가를 떠났다. 통영의 선착장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큰 배는
처음 타보아서 신기하기도 했다. 배 이름은 파라다이스 호였다. 배에 탄 사람은 별로 많
지 않았다. 가다보니 등대가 보인다. 자세히 보니 등대도 거북선 모양이라 신기했다.

한산도에 도착하는 시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배에서 내리니 큰 지도가 우

리를 반겨준다. 관광객을 위한 한산도의 지도이다. 매표소에 도착해서 부모님은 각각

1,000원을 내셨고 나는 400원을 내고 제승당을 향해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
어온다. 쭉쭉 뻗은 소나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원의 소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
빠의 말씀으로 이것은 해송이라 그렇다고 한다.

먼저 우리를 반기는 곳은 ‘크게 이긴 문’이라는 뜻의 대첩문이다. 두 명의 인형군사가

양 옆에 서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차례로 사진을 찍었다.

산길을 걸어서 우리는 사적 113호 제승당에 도착하였다. 먼저 간 곳은 ‘수루’이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이순신 장군께서 이 시조를 지은 그 수루이다. 앞을 보니
바다가 훤히 보였다. 바다를 바라보니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본군이 죽어나갔을까?
우리 군사들도 죽어나갔겠지. 그 유명한 거북선은 어디에 숨어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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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당의 뜻은 ‘제압하여 승리한 건물’이다. 이순신 장군은 이곳에서 전쟁을 지휘하

였다고 한다. 제승당은 그때 당시에 ‘운주당’이라 불렸는데 장군을 사모하던 영조 때
를 듯이 매우 활기차다.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난중일기>도 총 1491일 분 중에 1029일분이 이곳 제승

당에서 쓰였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의 생활공간이며, 작전을 지휘하던 사무실 같은 곳
이다. 중요한 역사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일어났다니. 감개가 무량하다.

라는 제목을 붙인 분은 정조이다. 정조는 일기에 난중일기라는 제목도 직접 썼다, 글씨
를 잘 쓰기 때문이다. 난중일기는 2013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제승당 앞에는 비석들이 여러 개 있었다. 어떤 비석이었는지 궁금했지만 한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나로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아빠께 여쭤보니 이충무공 후손 삼도수군

통제사 공덕비 6개라고 하셨다. ‘그 나무에 그 열매’라는 말이 있다. 이렇듯 조상이 큰 업

답사기 중고등부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내린 분은 인조이며, 장군의 일기를 모두 검토하고 <난중일기>

답사기 초등부

107대 통제사 조경이 제승당이라 개명하고 현판을 썼다고 한다. 현판의 글씨가 뛰어오

적을 남기니 후손도 장군의 덕을 계승한다. 그 장군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금으로 세운 비석이라고 한다. 비석의 비문은 역사학자 정인보라는 분이 썼
다고 한다. 1931년 장군의 후손의 잘못으로 장군의 묘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를 안 정인보 선생님이 동아일보에 이를 알리는 사설을 발표했다. 제목은 ‘민족적 수치’
였다. 성금이 모아졌고 묘소는 되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현재의 현충사가 1932년

에 준공되었다.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정인보 선생님이 쓴 이충무공
을 추모하는 글이 있었다고 한다. 정인보 선생님은 6·25 와중에 북한에 납치되어 바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충무사로 갔다. 장군을 추모하던 사당이다. 안내문을 보니 1946년 백범 김구 선생님

도 옛날에 이곳을 다녀가셨다고 한다. 위인전에서만 보던 인물이 나와 같은 곳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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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걸어 올라가니 또 다른 비석이 서있다. 1948년 광복을 기념하여 경상도 초중고

니 참 신기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우리 가족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의 그림을 바라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1,000원

지폐에는 퇴계 이황, 5,000원 지폐에는 율곡 이이, 10,000원 지폐에는 세종대왕, 50,000

원 지폐에는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있다.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과 같은 나라를 지킨 위
인의 초상화는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다음에 새로운 지폐가 만들어진다면, 장군
의 초상화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믿는다.

더위를 식히고 ‘한산정’으로 내려갔다. 장군이 부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연마하던 화

살터이다. 장군은 군사들과 내기도 하여 상도 주곤 했던 곳이다. 큰 나무들과 나뭇잎들

로 가려져 있어 더위를 잠깐이나마 피할 수 있었다. 화살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
이 없어 아쉬웠지만 장군이 멋지게 활을 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 모습들을 직
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관광객도 별로 없어서 관람하기에 불편이 없었다. 사람들이 이곳 제승당에 많이 찾

아와서 이순신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
겠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인 공격을 받은 전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군

을 스스로 물러가게 했다. 이는 모두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 속에 장

군보다 더 위대한 분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장군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제승당
을 나왔다.

이 글을 쓰면서 여러 선생님께 질문하여 도움을 받았다. 특히 족보에 관심이 많으신

국어 선생님께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른 ‘진
린’이라는 명나라 장군이 있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을 사모하였기에 장군이 전사하자,

시신을 옮겨와 당시 중국의 전통 장례절차에 따라 사당을 짓고 100일 동안 시신을 안치
해 그를 기리도록 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 진린 장군의 후손이 한국에 산다. 그 이유는 이러하다. 임진왜란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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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0년 뒤쯤, 명나라가 청나라에 패망하자 진린 장군의 손자 진영소라는 분이 청나라
를 섬기지 않고 명나라에 대한 충절을 지켜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망명한 것이다.

답사기 초등부

이순신 장군은 아름다운 인연도 남긴 분이다.

답사기 중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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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양은송(경기, 비전중 3학년)

위대한 난쟁이 영웅,
충무공 이순신
버스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내가 죽기 전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전라남도 해남이였

다. 전라남도 해남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 ‘명량’에 나왔던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
께서 우리나라 해군을 지휘하여 일본 해군을 용감히 무찌른 유명하고 대단한 명량대첩

의 적전지가 있는 곳이다. 평소 나는 영화 ‘명량’을 자주 즐겨보며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
는 마음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해남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간다
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열기구보다 부풀어 올라 있었고 내 마음만큼은 이미 전라

남도 해남에 있었다. 나는 해남에 도착해 먼저 이순신 장군의 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전
시관을 다 둘러보고 나왔을 때 판옥선의 바닥을 일본의 세키부네와 다르게 만들어 속

도는 많이 빠르지는 않지만 판옥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든 우리나라의 조
선공분들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지혜를 전시관 안에서 듣고 보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조선시대로 가서 그분들의 이러한 훌륭한 지혜를 적용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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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러한 작은 떨림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울돌
목이라는 곳에 갔다. 친구랑 떠들며 도착한 곳은 아까 전시관을 갈 때 내가 아무생각 없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조력 발전소가 지어진 곳이라고 배운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이
곳이 이순신 장군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
큼 신기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바다 앞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떡하니 서 있었

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무릎을 탁 칠 수 있었다. 내가 배

며 지금은 배운 대로 조력 발전소가 지어져서 재생 에어지를 많이 만든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바다를 보니 작은 회오리처럼 어느 점 같은 부분이 되게 물살이 세고 조수간

만의 차가 커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직접 눈으로 보니 이순신 장군이 더 존경스럽
고 대단하게 보였다. 또한 내가 이 시대의 장군 이였다면 이 상황에서 당황하다 이순신
장군 같은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때, 울돌목 근처 해남에 살았던 지금

답사기 중고등부

운 대로 이곳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그래서 과거에는 명량대첩의 핵심 승전 이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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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다가 참 예쁘네 하고 지나친 곳이었다. 울돌목에 대해서는 사회시간에 울돌목은

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땀과 눈물이 모여 이 커다랗고 커다란 바다를 이룬
그럴 수 있었을 까’라며 자기반성 또한 하게 되었다. 울돌목을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렇게 보고 기리며 반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했다. 이러한 사실을 다른 친구

들에게도 꼭 소개 주고 싶었고 해외에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 간
곳은 우수영 문화마을과 명량대첩비였다. 우수영 문화마을을 감탄하며 걷다보니 어느

새 좀 전에 전시관에서 해설로 보기만 했던 명량대첩비의 형태가 살짝 보였다. 너무 흥
분해 누구보다 빨리보고 싶은 마음으로 명량대첩비로 달려간 나는 지붕과 바람을 막아
줄 수 있는 담벼락이 있는 걸 보고 놀라고 조금 의아했었다. 하지만 해설사분의 설명 덕
분에 이 담벼락을 세운 이유를 금방 이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만약 내가 이 비를 세우고

관리하는 사람 이였어도 담벼락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들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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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아 바다가 더욱 더 커보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만약 내가 그분들이였다면

용 중 신기했던 내용은 국가의 큰일이 있을 때마다 이 대첩비 주변에 눈물처럼 검은 물

이 흘렀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는 그때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또한 이 명량대첩비마저 존경스러웠다. 이 대첩비가 오래오래

잘 보존이 되어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다. 그리하여 후손들도 이러한 해전

들과 이렇게 존경스러운 장군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날은 진도 타워라는 곳을 가보았는데 그곳에 올라가니
지금까지 돌아다녔던 곳들이 한눈에 다 보였다. 또한 강강술래때 여자와 아이에게 군복

을 입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옛날부터 해남의 명량대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

경에 맞게 그 환경을 잘 이용한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간 장
소는 벽파진 전첩비였다. 그곳에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올라가서 웅장한 비의
모습을 보고 힘들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 마지막 장소라고 생각하니 아쉬웠지만 그

비의 경건함을 되새기며 나의 값진 답사는 끝이 났다. 만약 이 답사를 오지 않았다면 알
지 못했을 이순신 장군과 해남 사람들의 값지고 존경스러운 노동을 알게 되어서 좋았으

며 직접 내가 느끼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됐으며 이러한 답사들이 내가 성장하는데 든든한 받침대가 되 줄 거라

고 나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또한 나는 이 답사을 갔다 온 뒤 해남과 이순신 장군

의 다른 역사적 사실도 알고 싶어 찾아보았다. 관련된 캠프들과 관광지 등이 검색 되었
지만 잘 보존 되어있거나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답사을 하고 나서 많
은 것을 깨달았 듯이 이런 값진 답사을 모두가 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해볼 수 있도록 캠

프나 관광지등이 잘 보존되고 개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고

보물보다 값진 사실을 알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답사은 나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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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채동영(부산, 성동중 3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불멸의 대장군
나의 모교 성동초 교정 중앙시계탑 아래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늘 변함없이

공포심을 조장할 정도로 섬뜩하다. 이 역시도 신출귀몰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웅담
을 각색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명대사로 조선 수군을 전두지휘하며 백

여 척이 넘는 왜구 함대에 대항해 백전백승, 세계 해전사에 유일무이한 명장으로 익히

알려진 충무공임에도 사실 ‘명량’이라는 영화를 계기로 깊이 알기 전까지 그저 동전 앞
면에 새겨진 잘난 위인 정도로만 치부했다. 2014년 영화 개봉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였는데 그 해에는 여러모로 내 생애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 했다. 봄방학 끝난
신학기 시작 무렵 갑작스레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대학 병원을 가게 되었다. 뇌혈
관이 막혔다는 진단을 받고 촉각을 다투는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반신 마비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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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를 지키고 있다. 학교의 오랜 역사만큼 동상과 관련해서 구전되던 이야기들은

까지 겹쳐 4개월 간 오롯이 학교 아닌 병상에서 틀에 박힌 생활만 줄곧 해야 했다. 수학
여행도 함께 하지 못한 채 나의 6학년 1학기는 온전히 병원 생활과 맞바꿔야 했다. 돌이

켜보면 잔잔한 파도의 일렁임 같은 추억이었으나 그때의 나는 병원 생활로 지쳐 있었고
수술 후유증은 어린 나에게 감당하기 너무 힘들 나날들이었다.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졌

고 투정은 점점 늘어갔다. 그 모습을 애달프게 지켜보시던 엄마는 내가 두 발로 벌떡 일

어나 병원 퇴원하는 날에 뻥 뚫린 바다 보러 가자 약속 하셨다. 수학여행도 못 간 아들
이 병상에서 생떼 쓰는 모습이 얼마나 애석하게 보이셨을까? 친구들의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서야 나는 퇴원을 했다. 마침 그 시기에 영화 명량이 개봉하였고 연일 흥행 신기
록을 갱신하던 때라 퇴원 후 첫 나들이로 부모님과 심야 영화를 보러 갔다. 짜릿함과 뭉

클함이 교차하며 봤던 별점 5점짜리 명량! 우리나라 수군이 왜구의 전력에 비하자면 절
대적 열세였고 십중팔구 패배하리란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이다.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하나만으로 끝내 적진의 심장부로 진격하던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난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 수군 진영에서 첩자 노릇하며 도망치
던 부하 장수와 왜군의 함대 규모에 겁을 잔뜩 집어 먹고 뒤꽁무니 빼는 무리들이 마치

병원 생활에서 나약하고 비겁했던 나의 모습과 오버랩 되었고, 이순신 장군의 호기로움

과 용맹함 앞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우리 가족은 영화 본 후기를 서
로 얘기하면서 명량대첩의 본고장이자 한반도 최남도 해남 땅끝마을로 가기로 마음먹
고 주말여행을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엄마와 한 약속을 그렇게 지켜지게 된
것이다.

명량대첩축제가 열리는 초가을 무렵에 부산에서 약 3시간 거리인 해남 우수영관광지

에 도착해서 본 남해는 우주 공간을 옮겨 놓은 듯 광활함과 때 묻지 않은 푸르름으로 우

리를 반겼다. 강강술래, 마당놀이, 탁본체험, 어록쓰기, 활쏘기, 투호 등 곳곳에서 체험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고 한바탕 유쾌하게 놀 수 있었다. 여기저
기서 볼거리도 많았는데 그중 해전재현이 정말 압권이었다. 우리 수군과 왜적의 배들을

260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실제로 여러 척 띄워 화포를 발사하며 전투 상황을 재현 했는데 군함 아닌 어선을 개조

해서 비록 생동감은 좀 떨어졌지만 실감나는 전쟁 연출을 하여 흥미로웠다. 축제 구경
과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전시관의 앞바다에 세워진 충무공의 동상은 바다를 향하고

있어 뒷모습만 보였는데 왜군과의 일전을 앞두고 고뇌하는 무관의 진중함이 엄숙하게
우리를 맞이했다. 장도를 허리춤에 차고 무장한 모습이 곧 출정을 알리는 거대한 함성
이 들릴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용감무쌍한 자태로 계셨다. 지나가는 곳마다 장군
영화의 장면이 고스란히 재생되는 듯했다. 한참을 걸어서 전시관에 다다를 무렵 명량대
첩탑과 정유난구국공신충혼비가 보였다. 잠시 호국영령들을 위해 추모와 묵념하는 시

간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던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을 기렸다. 오
늘날 대한민국이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자 원동력이 되었던 역사의 숨결 아래
이 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답사기 중고등부

의 어록비문석이 있었고 명량의 회오리바다 작전지가 이곳이었다는 안내 표지를 보고

답사기 초등부

후에는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명량대첩 당시의 생생한 기록

3층으로 구성된 전시관 내에는 이순신 장군을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유물과 사

오리 바다 ‘율돌목’에 대한 설과 이순신 장군의 선전포고이자 좌우명인 ‘필사즉생 필생

즉사’의 난중일기 구절이 인상 깊었다. 또한 목선에서 철선으로의 해선사 전환기 내용을
보고 거북선이 당시에 얼마나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군함이었는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란 중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맞서 싸우며 가족을 비롯 수많은 부하를

잃고, 조정 내에서도 불순한 세력에 항거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하여 ‘영웅 이순신은
위대하였지만 인간 이순신은 외로웠다.’한다. 나를 더욱 매료 시켰던 건 세계 해전사에
있어서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만을 수치로 평가하여 우러러 보는 것보다 혹독한 시련을
겪고 한계에 부딪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용기를 믿음으로 바꿔 놓는 대장부의 늠

름한 기개였다. 두려움을 용기로, 용기를 믿음으로, 믿음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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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해설이 층별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중 명량대첩에서 반전의 계기가 됐던 회

장부 대장군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 해남에서 뵈었던 불멸의
대장군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우리바다를 수호하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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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최우수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김민정(경기, 화홍중 3학년)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후일 자식들과 바뀐 장군의
동상을 보러 가고 싶다
여수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는 한산도와 통영에만 있는 줄 알
2018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의 친구들과 여수에서 실시된 <학생평화통일축제

>에 참석하였다. 축제 때문에 깜짝 놀란 것은 아니고 여수 시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나가
서 본 것 때문이었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1948년 여수와 순천에서 있었던 반란 사건의

학살유적지였다. 집단으로 학살되어 매장된 곳이라 하여 마음이 무거웠다. 이러한 무거

운 역사를 가진 유적지만 계속 탐방하는 줄 알았다. 우리 일행을 태운 버스는 여수 중심
가에서 내려주었다.

그런데, 중심가에 발을 내려놓자 마자 감탄과 놀라움이 절로 나왔다. 도시 전체가 이

순신 장군과 거북선, 충무공과 비롯된 여러 유적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장군과
거북선 동상을 비롯해 주위 가게들의 이름도 이순신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거북선 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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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있을뿐더러 여수시 전체가 장군을 떠올리게 하는 유적, 문화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수
는 마치 이순신, 그 한 사람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수 중심가에 도착한 후에 처음으로 간 곳은 진남관이다. 진남관의 입구인 망해루에

올랐다. 망해루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바다를 감시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용맹히 싸우셨던 바다를 바라보니 여러 감정이 북받

쳐 올랐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장소를 보
고 애국심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그때의 감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진남관은 남쪽을 진압하는 관문이라는 뜻으로 현존하는 국내 최대의 단층 목조건물

이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수군통제영으로 사용된 조선 수군의 중심 기지였다. 원래 이

름은 ‘진해루’로 바다를 진압하는 누각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진남관
은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을 훈련하고 전투 준비를 하며 왜군들을 물리치기 위한 각종

전략을 세운 곳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장군과 함께 왜군들을 물리쳤던 군사들이 고
된 훈련을 받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 당시 땀을 흘리고 힘들면서도 나라를 지
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받는 모습이 저절로 머릿속에 그려졌다.

다음으로 간 곳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다. 바로,

거북선을 만들었던 조선소, 선소다. 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거북선 이야기를

해 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다. 그렇

지만 거북선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 그런 거북선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좋게 바꾼 사람
이 이순신 장군인 것이다.

장군에 의해 바뀐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거북선이 출

전한 전투는 임진왜란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현재 존재하는 거북선은 단 한 대
도 없다. 그저 그 당시의 거북선 모양을 모방하여 전시한 것이다. 거북선이 몇 대가 만들
어졌었고 존재했었는지는 기록이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거북선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이다. 아마 거북선은 임진왜란 때 격파되어 남해 그 깊은 심해에 묻혀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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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인양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나와 후손들에게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다.

당시에도 조선술이 훌륭하기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그 시대의 기술과 자본으로 어
떻게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궁금하고 만들던 모습이 보고 싶어졌다. 거북선을 만들기 위
해 동원되었던 사람들의 수도 무지막지하게 많았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거북선

을 만들어 왜군을 격파시킬 수 있게 해주신 사람들께도 감사하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선소를 다 둘러본 후, 이순신 광장으로 향했다. 이순신 광장인 것을 모르더라도 그 누

구라도 이곳에 오면 이곳이 이순신광장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광장 정중앙
에 커다란 동상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상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기 때문이다. 처음 그
동상을 봤을 때 정말 멋지고 이 동상을 통해 장군을 기리고 잊지 않겠다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알 수 있어 매우 뿌듯하고 또 한 번 감동했다.

답사기 중고등부

전해드리고 싶다.

답사기 초등부

이러한 훌륭한 거북선을 만들던 곳, 선소에 직접 가 보니 궁금증이 생겼다. 조선은 그

그렇지만 계속 보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 있다. 바로, 동상의 모습 때문

에 칼을 들고서 거북선 위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를 알고 나서 다시 보니 거부감이 든다. 아무리 이순신 동상이라도 어떻게 장군이 거북
선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제작될 수가 있냐 말이다. 이는 바꾸어야 할 점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나란히 있으면 규모는 커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옳다. 아니면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해 이순신 장군의 손바닥 위에 거북선이 있
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만 동상 위에 있고 그 맞은편에 거북선만 따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이 점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동상뿐 만이 아니라 바닷가에 전시된 거북선 안에 들어가 봤다. 밖에서 볼 때는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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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동상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이 용감한 모습으로 한 손

히 커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막상 밖에서 본 만큼 크지는 않았다. 거북선 내부는 그 당시

실제로 이렇게 꾸며져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들 정도의 모습으로 내부가 꾸며져 있었다.

총 2층으로 되어 있었고 화포와 식량창고, 선원침실 등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꾸

며져 있었다. 또한 그 당시 군인들이 입었던 옷들도 전시되어 있어서 마치 그때의 거북
선에 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여수에서의 축제는 끝이 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다. 그 후 이

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기에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곧장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도서관에서 이순신에 관련된 책들을 알아보던 찰나, 궁금증

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전쟁의 신 이순신>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바로 “어떻게 이
순신 장군이 승리하였는가? 과연 이순신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답을 할
수 기회였다.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왜군들을 물리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조선 수군의 조선술이다. 대대로 왜인들은 적선의 물건을 약탈하는 해적 즉, 노

략질하는 민족이다. 그렇기에 대대로 왜인들의 배는 상대적으로 작고 빠를 수밖에 없

고, 적선를 손상하게 되면 그 안의 물건도 손상되기 때문에 화포 공격은 거의 하지 않는
다. 당연히 왜군의 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왜군의 전투법은 어떠할까? 왜군들은

먼저 적선으로 빠르게 이동한 후 적선에 갈고리를 던져 잡아당긴다. 그 후 적선으로 넘
어가 물건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거나 무자비하게 죽이는 전투법을 지녔다.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의 배는 왜인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로 화포 공격

을 중점으로 두는 전투를 했고, 왜구들이 배에 갈고리를 던져 올라타지 못하도록 배 위
에 판을 올렸다. 이는 거북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거북선의 위는 막혀있을뿐더러 아예

올라타지 못하도록 쇠꼬챙이를 박아놓은 점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선술이
있었기에 우리는 왜인들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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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 전법이다. 장군의 대표적인 전법에는 학익진을 비

롯하여 첨자찰, 장사돌진 등이 있다. 이때 장사돌진은 장군이 큰 승리를 얻었던 명량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 등을 잘 세웠던 이유는 바로, 장군의 어린

시절 때문이다. 원래 장군은 무과가 아닌 문과 집안에서 태어나 문과를 준비하던 선비
였다. 문과를 준비하던 이순신 장군은 왜 무과를 준비하였을까? 그 자세한 이유는 기록
으로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장군의 부인은 상주 방 씨이다. 부인의 아버지 곧
각종 지식을 겸비한 무인이 될 수 있었다.

셋째, 이순신 장군의 용의주도함이다. 장군은 매번 전투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다. 그

것은 백성과 의병들과 소통하며 어느 항구에 적선이 몇 척 정박해 있는지, 어디로 가는
지 등 적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한 후에

야 정보에 맞게 출동을 했었기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장군은

답사기 중고등부

장인어른 방진에 권유로 무과로 방향을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과거 시절로

답사기 초등부

전에서 사용한 전법으로도 알려져 있다.

판단이 섰을 때만 출동을 했던 것도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요인이다.

이긴 적이 없었다. 고대에 왜구들이 오죽이나 괴롭혔으면 신라 문무왕은 죽어 용왕이
되어 동해를 지키겠으니 화장하여 바다에 묻어달라 유언을 했겠는가.

그렇지만 이러한 3가지가 장군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후손들은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과 애국심, 판단력 등을 본받아 계승해야 하

고 이를 후세대까지 넘겨줘 이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후일에 나의 자식들과 함께
바뀐 장군의 동상을 보러 다시 여수에 가고픈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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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한 번이라도

중고등부

우수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금소담(부산, 부산외국어고 2학년)

인간 이순신을 만나다
광화문 앞엔, 경복궁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다. 다시는 나

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하는 것처럼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장군의 모습. 어린 시절 우
연히 장군이 쓴 시조를 만났을 때에는 내가 마치 장군과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고, 만화
‘칼의 노래’는 초등학생 때,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책이었다. 이순신 장군
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는 영웅으로 내게 다가왔다.

며칠 전, 길을 찾던 중 우연히 지명이 ‘충무동’인 곳을 발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보니 역시나 충무공과 관련이 있는 곳이었다. 부산은 장군과 큰 관련이 없다고 생
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부산포해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1592년 9월 1일 조선 수군
이 부산포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둔 해전’이라고 한다. 다른 전투만큼

잘 알려지진 않은 전투나, 지금까지도 지명으로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쓰이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곳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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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다시금 찾아보고 싶었다. 어린 시절 가족여행 중 통영, 거
제, 해남, 여수, 진도 등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났던 기억을 다시금 꺼내보기로 했다.

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시작되고, 전혀 전쟁 준비
가 되어있지 않았던 우리 군은 계속해서 패하며 전쟁에서 밀리지만, 5월 7일 전라 좌수

사였던 이순신 장군이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옥포 만에서 왜선 50여척 중 26척을 격

침시켰다. 이는 임진왜란 최초의 승리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한다. 옥포대첩기념공원 내
을 재현해 놓은 모습과 임진왜란 주요 해전도를 지도에 표시해 둠으로써 남해를 중심

으로 한 해전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해전의 위치가 표시되어있던 지도가 가
장 기억에 남는데, 해전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곳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난중일기가 있었는데 평소의 생각처럼 단정하고 정갈한
글씨로 적힌 기록물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인의 일기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장군의 노곤

답사기 중고등부

부에 위치한 전시관에서는 당시의 조선 관군이 입었던 갑옷 복원본을 비롯하여 학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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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꺼낸 기억은 거제도에 위치한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다녀온 것이었다. 거

함과 피곤함, 그리고 고뇌들이 가득 차 있었다. 특히나 가장 뒷면엔 장군의 것으로 추정
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는 두렵

지 않았을까. 전쟁에서의 패배, 가족과의 이별, 타인의 시기와 비방, 사람들의 죽음을 바

로 곁에서 보고 또 그걸 온전히 버텨가야 했던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우리에게 영
웅이 된 걸까. 그 정신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전라남도이다. 거제 옥포대첩이 임진왜란의 첫 승리였다면, 임진왜란 당시

의 이순신 장군의 주 활약지었던 남해 바다에서의 삶이 궁금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
던 해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명량해전의 울돌목과 전라우수영, 명량대첩비 등을

답사해 보았다. 울돌목의 물살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전라우수영에서 본 자료에 따

르면,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평균 시속 24km(11.5노트)의 물살이 흐른다고 한다.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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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낙서나, 졸면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글씨 등을 보면서 우리는 그를 영웅화하

이 바로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열 두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말이 나온 명량
대첩이 있었던 곳이다. 영화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에서 명량대첩을 자주 접했지만,

그래도 막상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

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10배가 넘는 병력을 이겨

냈을까. 강강술래를 부르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외치며, 이 나라를 지켜줬던 모든 사람

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생겼다. 전라 우수영은 너무 늦게 간 탓에 이미 문을
닫아 전시관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그 앞에 서서 명량대첩탑을 보고, 같은 땅을 밟

으며 서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저절로 뭉클해졌던 것 같다. 울돌목에서
명량대첩을 치르기 전, 전라 우수영 앞에 서 있던 병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때 그들
은 어떤 생각으로,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에 자기 자신을 던졌던 걸까. 마지막으로 명량
대첩비를 찾아갔다. 유명한 해전이라 기념비 역시도 잘 관리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만, 생각보다 외진 곳에 그것도 민가들 사이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높이 2.67m,

폭 1.14m가 되는 큰 비석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총독부에 의해 뜯어져 경복궁
근정전 뒤뜰에 해방이 될 때까지 묻혀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비석을 지나다닐 때마다

자신들이 지킨 나라라는 뿌듯함과 자긍심과 자부심,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했
을 것이다. 하지만, 외세에 의해 우리의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짓밟혀버렸던 걸 보
며, 힘이 없으면 당할 수 있는 치욕에는 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또한, 다시는 이러
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처음 이 글을 쓸 거라 생각했을 때에는 생각나는 곳이 몇 군데 없었다. 다녀온 곳들을

기억하곤 있었지만, 정확한 명칭이나 장소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사

진을 찾고, 기록들을 찾으면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들이 정말 많은 곳에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알아간다면, 우린

얼마든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만난 이순신 장군은, 인간적

인 고뇌와 판단 속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 그 자체였다. 여러 번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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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떨어져 절망하고, 홀로 앉아 큰 칼을 차고도 시름하고, 백의종군을 할 때의 모습이나,

승전 후의 모습이나.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지 않을까. 우리는 그의 어떤 모습
도 그처럼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겠다. 내가 만난
인간 이순신을 기억하며.

답사기 초등부

을 만나더라도, 분명 그에게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 역시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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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나라사랑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변지영(대구, 대구동평중 2학년)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서
저는 2020년 8월 1일 부터 8월 3일까지 이순신 장군님의 흔적이 담긴 곳에 다녀왔는

데요, 첫 번째로 ‘이사재*’에 갔습니다. 이사재는 박호원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여기서 머물렀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오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백의
종군을 하던 이순신 장군님이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묵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남아 있는 수군과 배들을 이끌고 명량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 해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셨는

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수군과 배를 끌고 승리를 거두셨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아 조금 당황스러

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되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
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다는게 공통점이 느껴지는 탓에 더욱 그런 것 같습
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로 가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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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천의 ‘대방진굴항*’입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거북선을 숨겼다

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은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

진굴항은 겉에 나무가 많이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고 굴처럼 들어가 있어서 거북선을

숨기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방은 동네 이름이고 진굴은 동
굴같은 항의 모습에 ‘굴’을 붙였습니다. 대방진굴은 그냥 안으로 움푹파진 호수 같았습

니다. 아래를 살짝 내려다 보니 물고기들도 많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는
을 때 왜 이곳에 거북선을 숨겨놓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둥글
게 이곳을 감싸고 있고 대방진굴항에서 가 쪽으로 돌이 막 쌓여 있는데 그 위에 나무들
이 있어서 밖에서 보면 잘 안보일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방진굴항 바로 밖에는 배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

았습니다. 정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쓰는 배여서 옛날에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답사기 중고등부

데 처음보는 형식의 우물이라 새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방진굴항에서 서있

답사기 초등부

군님이 외항에 거북선을 두면 적군에게 들키기 쉬우니 대방진굴항에 숨기셨는데 대방

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사를 한 것 같던데 옛날에는 깨끗하게 되어있지 않고 있는 그
다. 둥글게 걸으며 대방진굴항을 보았을 때 U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곳에 서 있

을 때는 미쳐 떠올리지 못했는데 다녀오고 난 후 그곳을 떠올리니 마치 어릴 때 비밀기

지라고 하며 친구들이랑 그런 곳에 숨어서 함께 놀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습
니다.

남해 충렬사*. 남해충렬사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 때 관음포에서 순국하신

영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사당입니다. 돌아가시고 마을 주민들이 충렬사를 지어 이곳에

서 제사를 치르고 묻어 드렸지만 이순신 장군님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여서 시신은 고향
(충청남도, 아산시)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잠시 묵으셨었고 그 영을 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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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일반부

대로 나무들이 있고 안에 푹 들어간 느낌일 것 같아서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였습니

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표지판을 읽고 외우거나 설명들은 것을 잘 기억해서 동영상을
찍으며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것은 조금 부끄럽고 부담스러웠지
만 그렇게 하여 더욱 기억에 잘 남아서 좋았습니다.

남해 충렬사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따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저도 향을 피우고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 곳에 있는 커다란 이순신 장군 그림이 뭔가 근엄한 포스
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님이 잠깐 머물렀던 자리에 서 있으니 느낌이 싱숭
생숭 했습니다.

남해충렬사는 들어가는 입구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들었지만,

오른쪽은 들어가는 곳. 왼쪽은 나오는 곳. 중간은 산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볼 때마다 무언가 이곳에 진짜로 중간길로 누군가 다녀갔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 이순신 순국공원에 갔습니다. 남해 이순신 공원에는 이순신 장군님

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락사에 가서 전시도 보았는데, 이

순신 장군님에 관한 전시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은 이순신영상관에 가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영화를 보았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겪으면 정말 힘들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2020년에도 전쟁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 라는

것이 생겨서 아픈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죽는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직 백신이

없어서 사람들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누군가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피한
다고 서로 멀어집니다. 병이 다 나았는데도 꺼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의
사. 간호사도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십니다. 이만큼 전세계적으로 크게 퍼진 바이러스는
처음이라 모두들 당황하였을 겁니다.

그래도 이 바이러스 덕분에 사람들이 밖을 잘 다니지 않고 하니 자연은 좀 편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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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해 지는 모습을보고 이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자연이 쉴 수 있는 모습을 보아 좋

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한참 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호주
뚜기떼가 엄청나게 몰려오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은 학교도 제대로 가질 못하고 사건사고나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모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전쟁을 치뤘다는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소리 없는 전

이순신 장군님이 머물던 곳에 다녀와 이번 여행은 참 뜻깊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답사기 중고등부

쟁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상황이 떠올라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답사기 초등부

에서는 산불이 일어나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가고 사람들도 다쳤습니다. 중국에서는 메

*이사재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상동길 77

*대방진굴항 :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251번지

*남해 충렬사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로 183번길 27

답사기 일반부

*이순신 순국공원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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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재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김호연(경기, 산남중 2학년)

장군처럼 나라를 지키자
작년 도덕시간에 선생님께서 유명한 위인을 소개하라고 하셨다. 우리 조는 유관순 열

사에 대해 소개하였다. 위인전을 가져와 생동감 있게 읽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효과가

좋았다. 다음 조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에 대한 소개한다고 하였다. 장군은 위인전이나

영화로 접하여 어느 정도 알겠는데 진린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조의 학생이 그 궁금증
을 얼른 풀어주기라도 하겠다는 듯 조곤조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진린은 조선 출신이 아닌 명나라 광동성 출신의 사람이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게 도

움을 주기 위해 약 5천 명의 수군 데리고 고금도에 들어온 도독이었다. 진린은 처음에는
장군과 마찰이 있었다. 왜 사이가 안 좋았을까. 조선 수군에 대한 멸시와 행패가 심했기
때문이다. 많이 다투기도 하였으나 장군이 진린에게 공을 세우도록 도움을 주자 점차

진정으로 장군을 존경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전투에 응하였다. 결국 왜는 점점 싸움에서

밀리게 되고 대선 500여 척, 수군 6만여 명을 데리고 11월 19일에 노량 앞바다에서 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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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진린과 장군으로 인해 450척을 잃게 된다. 왜는 도망가면서 총을 쏘았고 그 탄환
이 장군의 왼쪽 가슴에 맞추어 겨드랑이를 관통하였고 전사하였다.

하고 친했던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존경하던 인물이 죽었으면 많이

슬플 것이고 친했던 사람이 죽었어도 정말 많이 슬플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었던
사람이 죽었으니 정말 많이 슬펐을 것이다. 진린은 슬픈 마음으로 명나라로 돌아갔고

이후 명나라는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 멸망했다. 멸망 후 진린의 3대손, 즉 손자였던
여 광동 진씨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발표하고 있는 친구 성이 진씨이다.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하였는데 그

친구의 말로 자신의 조상이 진린이라 말하였다. 우리나라를 도운 중국의 인물이 친구의

조상이라니 정말 놀라웠다. 그 친구가 장군에 대한 이야기 하니 작년에 갔던 현충사 생
각이 났다. 수업이 끝난 후 작년에 더운 여름에 갔던 아산 현충사에 대해 머릿속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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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소는 완도군 고금도로 내려와 지내게 되었다. 곧 해남군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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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린은 장군이 전사한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한다. 왜 울었을까? 아마 많이 존경

나하나 그려보았다.

던 박물관에 갔다. 건물 외형을 보면 무덤 안에 박물관이 있는 느낌이다. 건물로 들어가
니 시원했다. 땀을 식히며 1전시관에 들어갔다.

전시관에 들어가니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연도였다. 장군의 삶을 연도로 잘 정리해

놓았다. 장군의 탄생일과 전투 등이 한눈에 보였다. 위인전을 잘 정리해 놓은 거 같은 느
낌이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 책 두 권이 보인다.『임진장초』,『융원필비』이다. 이 책

들은 임진왜란 때 장군이 조정에 보고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것이다. 전쟁
당시 해전의 경과, 조선 수군과 일본군의 정세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소중한 사료이다.

이 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
른다. 이 낡은 책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 참 기분이 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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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엄마와 기차와 버스를 타서 현충사에 갔었다. 더웠기에 맨 처음에 가까이에 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각각 크기가 다른 대포들이 보였다. 전투 때 사용했던 화포

들이다.『천자총통』,『현자총통』,『황자총통』,『승자총통』,『호준포』가 있는데『천자
총통』은 가장 큰 대포로 무게가 약 420㎏이며 화약을 30냥 넣었다. 다른 것들에 비해 정

말 컸다. 잘 봐보니 내 키와 대포의 가로 길이와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저걸 들고 다닌다면 진짜 몸이 남아돌지 않을 거 같다.

다른 쪽을 보면『신기비결』이라는 책이 있다. 화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쓰여 있다. 한글과 형태가 비슷한 글자도 있다. 무엇이 적혀있는지 자세히 보았으나 현
재와 쓰는 말이 다른 이유였는지 무슨 말인지 해석할 수 없었다. 폭탄과 총도 있었다. 비
격진천뢰는 시한폭탄인데 심지길이를 조절하여 폭발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둥근 모양
인데 위에 구멍이 뚫려있다. 여기에다가 화약을 넣고 심지를 넣었지 않을까. 비격진천

뢰의 이름은 하늘을 진동시킨다 하여 붙여졌다. 되게 이름이 멋있게 들린다. 조총은 전
투에서 일본군이 사용했던 신무기인데 나는 새를 맞출 정도로 명중률이 뛰어나다 하여
지어졌다.

영상도 설치되어 있다. 전투를 하기 전 훈련할 때 사용한 10가지 진형을 나타내고 있

었다.『청발방』,『좌우찰』,『이로행』,『첨자찰』,『곡진』,『원진』,『직진』,『예진』많이

알려진『학인진』등을 문서로 작성했던 것이 전진도첩이다. 그 뒤로 거북선 그림이 있
다. 배 위는 단단한 송곳이 솟아있다. 적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용머리도

있다. 여기에는 화포가 설치되었다. 방향전환도 가능하게 설계를 하였다. 배를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훌륭한 배를 만들었으니 정말 지혜롭다.

관람을 마치고 간 곳은 현충사다. 거기까지 걸어가면 좀 힘들기는 하나 도착하면 멋

진 장군의 초상화가 우리를 반겨준다. 현충사는 숙종 임금 때 건립되었으나 나중에 철

폐하여 자취가 사라졌으나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국민들의 기부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

것이 지금 보는 현충사이다. 원래의 건물은 구 현충사라 불린다. 현충사에 와서 장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군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는 일본이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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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른다. 우리 고유의 것 모두를 잊어버리고 말이다. 우리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이야기는 일본의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킨 것은 장군이었으니 정말로
현충사를 보고 쭉 내려오니 한 기와집이 보였다. 장군이 거주하였던 고택이다. 현재

는 안채만이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많은 전투로 인해 고택의 원래의 모습이 많
이 사라졌다. 다 없어지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나

모두 다 존재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다. 고택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와집의 모
내려오는 것이 보여 그 물로 팔을 시원하게 적시고 밑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니 두 개의
거대한 나무가 보였다. 너무 덥고 지쳐서 그 곳에서 쉬다 가기로 했다.

푹 쉬고 있는데 돌담 너머로 하얀 무언가가 보인다. 휴식을 취하던 그 곳은 활터라고

한다. 과녁판은 활터에서 남쪽에 있다. 임금님이 북쪽에 게시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 활
쏘기 연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장군이 참된 충신이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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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보였다. 정말 다 멋져 보인다. 기와집을 보고 난 후 기와집으로 나오니 시원한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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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했다.

면 활쏘기 연습이니까 방향을 전혀 상관을 안 쓰고 연습을 했을 수도 있다. 사소한 거까
장군이 있어서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

다. 장군 때에도 우리는 나라를 잃을 뻔 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을 가
져가려는 나라가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문서까지 보내주었으면서 지금은 자

신의 땅이라 말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장군께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거처럼 우리도 나라

를 지켜야 한다. 장군께서는 나라사랑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나라를 사랑
하여야 한다. 지금을 위해, 미래를 위해, 후손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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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생각을 하다니 정말 충신이다.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일반부 수상작

제5회 (2017년)
제6회 (2018년)
제7회 (2019년)
제8회 (2020년)

일반부

최우수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이형우(경기, 수원시)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장군이 나라를 지켰듯이
후손도 지킬 것이다
1. 기행을 시작하다

굶주린 배는 여객선 터미널 안 김밥집에서 대충 채웠다. 관람객은 오직 나 하나. 직원이

8시 배로 출근하기에 매표소는 텅 비어 있었는바, 다행히 한산문은 열려 있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장군의 위업이 진행되었단 말인가. 물결은 고요하기만 하
다.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고 땀을 닦아준다. 어디에선가 분발
하라는 장군의 함성과 병사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개선가가 들리는 듯하다.

첫 관문은 대첩문(大捷門)이다. ‘크게 이긴 문’, 그렇다. 크게 이겨서 나라를 구한 역

사를 기념하는 문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옥에 보내고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만

들어 스스로 철수하는 모습을 지켜본 문이다. 세계 4대해전사에 길이 빛나고, 임진왜란

3대첩의 위대한 기록이니 대첩문이라 이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놀드 토인비가 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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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이른 7시, 다소 상기된 마음으로 한산도제승당 행 첫배에 올랐다.

『역사의 연구』에서 설파한 ‘창조적 소수자’의 대명사, 이순신 장군의 행적이 오롯이 펼

쳐있는 성지의 허두(虛頭)이다. 백암 박은식 선생이『한국통사』에서 언급한 ‘한국혼’의
고갱이, 충무공의 사적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모두(冒頭)이다.

마치 산림욕을 하듯 울창한 숲을 걸어 올라가 충무문을 넘어서서 사적 113호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제승당에서 장군의 행적을 밟아가기 시작하였다. 경내는 조용하였다.
3시간 넘도록 제승당 곳곳을 면밀히 답사하고 있었건만 나 이외에 한 사람도 보이지 않

았다. 장군은 이처럼 사셔서나 돌아가셔서나 외로우신 분이었다. 그러나 외로움이야말

로 위업을 달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
는 숙명임을 어쩌랴. 장군은 외로움을 위대한 역사로 승화시키셨다.
2. 제승당 성지에서 행적을 더듬다

먼저 바다를 바라보는 수루(戍樓) 앞에 섰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왜적을 물리쳐 나

라를 구해 달라 기도하며 특히 유명한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시조를 읊은
곳이다.

일부에서 선조에게 세종, 정조와 같은 반열의 대왕이라는 명칭을 더하곤 한다. 선조

에게 이러한 고귀한 용어를 쓰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요. 좀더 과장하면 언어도

단이다. 선조는 중종의 궁녀 창빈 안 씨 둘째 아들 덕흥군의 세 아들 중 막내손자 하성
군이니, 그는『동국대전』에 의하면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 명종이 자식이 없

었기에 택할 수밖에 없는 궁여지책의 낙점(落點)이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
는 그였기에 능력있는 신하를 싫어할 수밖에. 더구나 왜병이 파죽지세로 서울 인근까

지 진격하자 궁궐과 종묘사직, 백성을 내팽개치고 몽진(蒙塵)을 떠났으니 자격지심(自

激之心)이 얼마나 심했을까. 연전연승하는 장군에 대한 콤플렉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
을 것이다.

사회학자 김경동 교수가 쓴『선진한국 과연 실패작인가』를 보면 의미심장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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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개되어 있다. 스승 이상백 교수가 강의 중 툭탁하면 한국인은 영민하고 지혜롭지
만 역사 속에서 못난 지도자를 만나 불우한 삶을 살았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었다 말
임진왜란 1등공신에 장군과 똑같이 원균이 왜! 왜! 왜! 들어가야 하는가. 장군을 1등

공신에 억지로 끼어 넣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못난 임금이지만 충성해야 하고 나
라를 구해야 했으니 장군은 시조에 ‘깊은 시름’을 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안내판에 학익진(鶴翼陣)이 소개되어 있다. 학이 날개를 펴는 듯한 형태로 반원 모양

것이다. 이러한 지형지물을 적절하게 이용한 작전이니 장군의 뛰어난 지혜의 산물이다.

제승당(制勝堂), ‘제압하여 승리한 건물’이라는 뜻이니, 장군이 작전, 총통 등 신무기

제작과 보급 등 군무를 관장한 곳이다. 장군은 1593년 7월 15일부터 1597년 2월 26일까
지 3년 8개월간을 이곳에서 지냈던 바, 1,491일 분『난중일기』중 1,029일의 일기가 이

곳에서 쓰였다. 처음에 이곳을 운주당(運籌堂)이라 명명하였으나, 장군을 동경하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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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한산도 유역에는 조그마한 섬이 매우 많다. 왜적은 이러한 섬에 익숙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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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고 한다. 역사 속 못난 지도자의 표본은 누구인가.

조 때 107대 통제사 조경이 제승당이라 개명하고 현판을 썼다. 제승당 안에 보다 큰 제
제승당 뒤면는 장군이 승리한 해전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치 방금 승리한 듯

이 사실감이 그대로 드러난 그림이다. 여러 척의 거북선이 보인다. 명조8사품(明朝八賜
品)을 그린 병풍이 있고 오른편에는 노량해전도가 서있다.

맞은편으로 이충무공 후손 삼도수군통제사 공덕비(功德碑) 6개가 서있다. 후손 통제

사는 12명이었는바 그 중 6명, 곧 121대 이태상(5대손), 138대 이한창(6대), 168대 이태

권(8대), 172대 이승권(8대), 199대 이규식(10대), 203대 이규안(10대)가 그들이니 장군

의 덕을 계승하여 선정을 베푼 분들이다. 비문에는 ‘무휼도민 천추불망(撫恤島民 千秋
不忘)’이라 하였거니와 ‘섬사람들을 어루만져 긍휼히 여기니 영원히 잊을 수 없다.’는 뜻

이다. 문학비평에서 작가가 남긴 작품을 ‘그 나무에 그 열매’라 이름하니, 그 장군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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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당 현판은 140대 통제사 김영수가 썼는데 둘 다 글씨에 활력이 넘친다.

후손이다.

<리충무궁 계시던 제승당의 터다>라는 비석이 호젓하게 서있다. 1948년 광복을 기

념하여 경상도 초중고 학생들 성금으로 세운 비석이다. 위당 정인보 선생의 비문에 서
예가 김충현 선생의 글씨로 새겨져 있다.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내용이다.

위당 선생이 비문을 쓴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평소 장군을 숭모하던 선생의 이충무

공을 추억하던 글이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현충사는 1865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철거되었다가 1932년 다시 건립되었는바, 선생은 추모시를
썼고, 본존 주련(柱聯)에 새겨져 있다.

一誓海山立綱常於百代(바다와 산에 한번 맹세하여 백대에 사람의 도리를 세웠고)
再造乾坤無伐矜於當時(하늘땅을 다시 세웠으되 내세워 자랑함이 없었네.)

成仁取義精忠光於檀聖(인을 이루고 의를 취하니 지극한 충성은 단군 이래 빛나고
補天浴日功德蓋於槿邦(크고 밝은 공덕은 무궁화나라를 덮었도다!)

장군을 모시는 사당, 충무사(忠武祠)로 갔다. 영정은 정2품 통제사 관복 차림이다. 이

영정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장군은 인조에 의해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평소 장
군을 존경하고 일기를 상세히 검토하여『난중일기(亂中日記)』라고 명명한 정조는 장군

을 영의정으로 추존하였다. 그렇다면 정1품 통제사 관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조대
왕은 장군을 몹시 존숭(尊崇)하여 비문도 지었으니 현충사 옆에 있는 장군묘 앞 어제신
도비(御製神道碑)가 그것이다.

영정 오른편으로 송나라 역사 독후감 <독송사>가 병풍에 새겨져 있다. 그 중 ‘무릇 신

하가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죽음이 있을 뿐, 두 가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내
용이다. 장군은 그 바쁜 와중에도 독서에 매진하였고 독후감까지 썼다. 망중한(忙中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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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렇게 즐긴 것일까.

왼편으로 지인 현덕승에게 보낸 서간문도 있다. ‘임금께서 쾌차하심은 신하와 백성들

누가 장군을 무인으로만 볼 것인가. 가히 문무를 겸비한 십전십미(十全十美)한 위인이
라 할 수 있다.

못난 임금 선조였지만 섬겨야 하는 나랏님이기에 죽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하고. 임

금의 쾌차를 기원하는 장군의 지고지순한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는다. 이런 충의지사가
매년 8월 14일이 되면 한산대첩기념일에 장군의 후예 해군사관생도들이 집단으로 참

배한다고 한다. 이때 통영시에서는 한산대첩제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기도 한다. 장
군은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단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기도했다. 나라를 지킨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임하며 이 난국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도록 하늘나라에서 지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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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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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즐거움이다.’라는 글귀가 보인다. 장군은 편지도 자주 썼다. 여기에 일기까지 썼으니

아 달라고 간절히 염원하였다.

미인가? 아마 그럴 것이다. 일본인 중 양심어린 사람들은 장군과 안중근 의사를 추모한
다 하니 참배하러 올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참고로 1999년, 임진왜란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한일 양국 장수의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 측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의 후예 등 50여 명이, 일본 측

에서는 당시 일본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宇喜多秀家)의 후손 등 16명이 참석한 사
죄와 용서의 자리였다. 당시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 14대손 우키다 후지오 씨

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상들이 어쩔 수 없이 침략했던 것을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손은 왜 안 왔을까. 그
의 유일한 혈육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1615년 오사카 성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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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이 한글과 영어, 그리고 일본어로 되어 있다. 일본인도 여기에 참배한다는 의

게 패하자 할복하였기에 후손이 없다. 절손(絶孫), 조선을 이유없이 아비규환(阿鼻叫
喚)으로 만들었으니 하늘의 저주를 받은 당연지사 아닌가.

<제승당 유허비>라는 세 개의 비석도 있다. 왼쪽은 1739년 107대 통제사 조경이 제

승당을 복원하면서 기념으로 세운 비석인데 사암으로 제작되어 마모가 심하기에 비문

을 알아보기 힘들다. 오른쪽은 198대 통제사를 지낸 후손 이규석이 세운 것으로 전에 있
었던 비석을 묻은 곳이라는 표지석이 있으며, 가운데 비석은 오른쪽 비석의 뒷면을 한
글로 해석한 것이다.

한산정(漢山停)으로 내려갔다. 장군이 부하들과 활쏘기 연마를 한 곳이다. 장군은

1594년 무과특별시험을 치르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때 선발된 경상도, 전라도, 충

청도 등 하삼도 출신 사람들에게 활쏘기를 연마하도록 하였고 시합을 하여 진편에서 떡
과 막걸리를 내어 배불리 먹게 하였다.

발사대에서 과녁까지 바다 건너 145m이다. 장군은 명사수로 유명하다. 우리 민족에

게는 장군처럼 활 잘 쏘는 유전자가 있는 듯하다. 우리 민족을 뜻하는 동이(東夷)가 활

을 잘 쏜다는 뜻이며,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도 같은 뜻이니 말이다. 고구려 양만춘은

활을 쏘아 당나라 태종의 눈을 실명시켰으며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도 명사수로 알려져
있다. 또 정조도 활을 잘 쏘기로 유명한 바, 그가 수원 화성을 건축하매 서장대와 동장대

를 만들어 활을 연마하도록 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정조대왕이기에 장군을 더
욱 숭모하였는지도 모른다.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은 양궁 전종목을 석권하였는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

다. 우리 몸속에 장군의 명사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이다.
3. 한산도 마을을 유람하다

제승당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동네에 이르러 한산도 문화해설사를 만났다. 한산도 주

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하다. 장군의 후손이냐 물으니 아니지만 장군을 신처럼 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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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한산도는 행정구역으로 면단위인데 자연마을이 34개이다. 이 마을들은 몽땅
장군의 유적 또는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하포리(荷浦里)라는 마을이 있는
보급창을 두고 각 진 영에 보급할 군수물자의 조달과 보관 및 보급에 관한 일을 보았던

바, 왜적과 싸우는 우리 수군의 병참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각지에서 조달해 온 군
수물자를 싣고 들어온 배들과 각 진영에 보급할 물자를 실어 나르는 배에서 짐을 어깨
에 메고 싣고 풀었다 해서 멜개라 일컫게 된 것이다.

수간만의 차가 커서 한산해전 때 이곳으로 쫓겨 온 왜적들이 물길이 막히자 미처 뱃머

리를 돌리지 못하고 거의 전멸되었다. 소탕전에 나선 우리 군사들 칼에 머리가 억수로
떨어졌다 하여 붙인 지명이다.

한산도(閑山島)은 ‘한가한 산’이 있는 섬이라는 뜻이건만 장군은 한가한 산이 있는 섬

을 불멸의 역사문화 유적지로 승화시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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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억개(頭億浦)의 유래도 재미있다. 제승당에서 남쪽으로 강줄기처럼 긴 포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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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곳 사람들은 그냥 멜개라고 부른다.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영에서 이곳에다

해설을 다 듣고 등산하듯 산길을 걸어 문어포 산정(山頂)에 우뚝한 한산대첩비에 도

이의 비석이다. 세계4대 해전사에 길이 빛나는 한산대첩을 이룬 바다를 굽어보면서 우

뚝 서있는 비석은 장군의 기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다만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4. 장군을 추모하다

평소 장군을 숭상하는 소설가 김훈은 장편『칼의 노래』를 2001년에 선보여 추모하였

다. 왜 활의 노래가 아니고 칼의 노래일까 의문이 이번 답사를 통해 풀렸다. 장군은 제승
당에서 칼을 만들도록 하였다. 장인(匠人)은 특별히 장군을 위해 제작한 장검 2자루에
검명(劍名)을 새기도록 요청하였다. 검명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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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였다. 1979년 한산대첩을 기념하여 박정희 대통령 글씨에 거북선을 대좌로 20m 높

삼척서천(三尺誓天) 산하동색(山河動色) 일휘소탕(一揮掃蕩) 혈염산하(血染山河)-

세 자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노니 산하를 움직여 한 번 휘둘러 소탕하고 산하를 피로 물
들리라.)

그렇다. 장군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였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멸사봉

공의 정신으로, 거북선과 조총을 개발한 창의개척의 정신으로, 전쟁을 대비한 유비무환

의 정신으로 전 강토를 물들였다. 그 결과 왜적을 몰아내어 나라를 지켰고 불멸의 업적
을 쌓았다.

우리 역사에서 장군과 같은 위인이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니 다시 나오

지 않아도 된다. 그 정신을 국민 모두가 계승하고 실천해 나가면 되니까.

흔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의 노래>에서 노래한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지만, 영웅

이 시대를 만들기도 한다.(時造英雄兮英雄造時)를 인용하여 “시대가 영웅을 낳는가, 영
웅이 시대를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장군에게 정답을 찾을 수 있다. 이순신

이라는 위대한 장군은 임진왜란을 이기고 조국을 지켜서 현재 모든 국민의 가슴에 살아
있다. 이 정신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절박하게 생존해

야 하는 우리들에게 강한 힘과 믿음으로 자리잡고 있다. 역사를 김일성 일가 중심으로

심하게 왜곡한 북한에서조차 장군의 업적만은 인정할 만큼 장군은 한민족 모두가 우러
러보는 거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웅이 시대를 만든다.

장군이 일본을 이기고 나라를 지켰듯이 후손들도 지형학적 불리를 극복하고 나라를

계속 지켜나갈 것이며, 피 흘리지 않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장군의 위업을 고양(高
揚)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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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우수상

제5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박창경(부산, 동래구)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이순신의 통제영,
한산도 제승당
8월 중순의 해풍이 계절을 닮아 습하고 무겁다. 훅 끼쳐오는 바람은 몸을 휘둘러 새

넣어보지만 달아오른 열기는 옷자락을 따라 몇 번 들썩일 뿐 옴팡진 공기가 금세 흘러
든다. 여름볕의 독기가 그림자마저 바짝 짓눌러놓은 이곳은 통영 유람선터미널 선착장.

출항을 앞둔 배 한 척이 길손을 받아낼 때마다 소폭으로 뒤척이고 있었다. 나는 승객들
틈에 끼어 여객선 갑판 위로 올랐다. 수평선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끝에서 하늘과 바다

의 경계가 어렴풋이 지워지고 있었다. 출항 신호가 울리자 뱃머리가 그 모호한 경계 속
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배는 천천히 한산도를 향해 순항했다. 나의 한산도 제승당 여
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항만 어귀를 벗어나자 눈앞으로 확 트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통영시 정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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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질 않고 끈끈하게 들러붙어 숨구멍을 짓누른다. 셔츠 앞섶을 당겨놓으며 새 기운을

한산도 두억리를 잇는 이 물길 위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선을 유인하여 찬란한 학익진법
으로 적의 종심을 격파했다. 펼친 학의 날개를 닮아 ‘학익(鶴翼)’이라 이름 붙여진 이 진

법을 굳이 찬란하다고 수식하는 이유는 그 이면에 숨은 익명의 노고와 사투를 아는 까
닭이다. 지휘선의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형을 갖추고 공수를 전환하는 일이 ‘학

익’이라는 두 글자에 함축되기까지 군함은 몰려드는 물살을 가르고 밀어내고 받아내면
서 때로는 역류에 엉버티며 항진해야 했을 것이다. 격군들의 근육은 으스러졌다. 으스

러진 근육이 다시 일어나 일장의 노를 휘저어갈 때 학익진법은 실전에서 작동하는 세를

갖출 수가 있었고 비로소 학익 진형은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얼마나 찬란한 노동의 결과
물인가. ‘충무이공전진도첩(忠武李公戰診圖帖)’에 이 진형이 그려져 있다. 수십의 전선
들이 반원의 진을 이루고 반듯하게 도열해 있는 모양은 그 단순함 속에 스민 기세를 정

확하게 발현하고 있다. 400여년 전 학익진법이 구현된 바다의 한가운데서 일렁이는 물
결에 흔들리던 심사는 당시 해전의 환영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숙연한 마음에 잠시 눈을
감았다.

배가 제승당 선착장에 다다랐다. 지금의 통영시 두룡포에 위치한 삼도수군통제영은

1604년 6대 통제사 ‘이경준’이 터를 닦아 창건한 곳이다. 이순신 장군은 1593년 8월 초
대 삼도수군통제사에 제수되므로 이곳 한산도 제승당이 조선 최초의 수군 본진인 셈

이다. 곧 이순신의 통제영이다. 목적지로 가는 호젓한 길이 해안가를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다. 옮겨놓는 걸음마다 이순신 장군의 영이 깃든 길임을 실감하며 걷는 일은 내 마
음을 설레게 했다. 한산문과 대첩문은 제승당 오른 쪽으로 작은 품을 가진 오목한 만의
시작과 끝 점에서 물을 건너 마주보고 있었는데 사찰의 일주문을 지날 때와 같은 경건

함을 전해주었다. 크게 휘어자란 느티나무 줄기 아래 돌계단을 몇 층 오르고 보니 아담
한 제승당 터가 시야에 들어온다. 나는 한눈에 들어오는 우람한 전각을 뒤로 하고 한산

도 앞바다를 품고 있는 수루(守樓)부터 찾았다. 이곳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시심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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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있는 역사적인 장소일까. 익히 알려져 있는 ‘한산도가’의 전문이 누각 현판에 쓰여
있었다.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어떤 감정은 내면의 어지럽고도 복잡한 심정이 들끓어 오르는 가운데 언어로 형용할

피리 소리와 함께 중첩되고 있다. 우리는 기껏 ‘우국충정의 심사’니 ‘멸사봉공의 정신’이

니 하며 당시의 심정을 해독하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느낀 처참한 감회는 헤아릴 길
이 없다. ‘한산도가’는 내게 있어 극도로 억눌린 한 사내의 심중(心中)이 정제된 몇몇 단
어로 조합되어 드러난 마음결인 것만 같았다.

답사기 중고등부

수 없는 벅찬 기운을 전해주기도 한다. 한산섬 수루에서 이순신 장군의 시름은 애끓는

답사기 초등부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자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소강기에 접어들던 계사년(1593년) 7월, 수군의 본영을 여수

소사를 치열하게 기록해 두었다. 장군의 심중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일은 난중일기에
기대어 가능할 것이었다. 나는 제승당에서 난중일기에 드러난 문장의 실체를 조금이나
마 느껴보고 싶었다.

새벽에 진을 한산도 망하응포(望何應浦)로 옮겼다. _ 계사일기 6월 21일
초경에 한산도 끝의 세포(細浦)로 진을 옮겼다. _ 계사일기 7월 10일

진영을 한산도 두을포(豆乙浦)로 옮겼는데, 비가 땅의 먼지를 적실 뿐이다.
_ 계사일기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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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한산도로 옮긴다. 장군은 일기를 통해 군영을 옮긴 일과 한산도 본영에서의 생활

계사일기에 비추어보면 이곳 제승당 터는 1593년 7월 14일 조선 수군의 본영으로 선

점된다. 이후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의 패배로 소실되기까지 약 4년간 자리를 지키면

서 해전의 총사령부로 기능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가 배를 숨기기에 편하고, 왜선
이 호남을 갈 때 반드시 이곳을 경유한다’며 이진(移陣)의 연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승당은 견내량의 길목을 누르면서 호남을 방비해낸 역사적 산실인 셈이다.
이날 밤 희미한 달빛이 누대를 비쳐 자려해도 잠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시를 읊었다.
_ 을미일기 8월 15일

혼자 누대에 기대어 시를 읊조렸다. _ 병신일기 5월 17일
‘한산도가’의 비애는 이때에 읊어진 것이 아닐까. 실제 갑오년(1594년) 9월 3일자 일

기를 살펴보면, ‘새벽에 비밀 유지(有旨)가 들어왔다. 수군과 육군의 여러 장수들이 팔
짱만 끼고 서로 바라보면서 한 가지 계책이라도 세워 적을 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삼년 동안 해상에서 절대로 그럴 리가 없었다. 여러 장수들과 맹세하여 목숨 걸고

원수를 갚을 뜻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다만 험한 소굴에 웅거하고 있는 왜적 때

문에 가볍게 나아가지 않을 뿐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데 본인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채 출진만을 강요하는 조정과 세상에 대한 근심이 장군의 시름을 더 깊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수루 앞 바다를 잠시 조망한 뒤 제승당(制勝堂) 건물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본래 이

순신 장군이 작전을 구상하고 부하들과 전술을 논하던 ‘운주당(運籌堂) 터’였던 것을

1739년 통제사 ‘조경’이 중건하고 ‘제승당’이라 이름했다 한다. 장군은 수군 총사령관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권위를 앞세워 독자적인 전술을 운용하거나 계급 상하간의 언로를
차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대화했다. 난중일기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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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누구’를 ‘언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식이다. ‘만남’과 ‘소통’은 장군의 전

시 행동강령이 아니었을까. 수군의 본부였던 이곳은 한 때 화재로 소실되어 제 기능을

미시에 녹도의 하인이 불을 내어 대청과 누대방에까지 불이 번져 모두 타버렸다. 군

량과 화약, 군기 등의 창고에는 불길이 미치지 않았으나, 누대 아래에 있던 장전, 편전 2
백여 개가 모두 타 버렸으니, 한탄스럽다. _ 을미일기 9월 25일

수되는데 장군은 전시 중핵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이곳이 어서 복원되어 말들의 생기가
돋아나기를 소원했을 것이다. ‘운주당’의 ‘운주’란 ‘사마천’의 ‘사기’에서 빌려 쓴 것으로
‘계책을 짜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답사기 중고등부

이후로도 ‘운주당’은 ‘대들보를 올리’거나 ‘서까래에 흙을 바르’는 등 며칠에 걸쳐 보

답사기 초등부

잃은 적이 있다.

제승당 뒤편은 이순신 장군의 활터인 ‘한산정(閑山亭)’이다. 표적은 섬의 가장자리를

다. 아마도 바다 위에서 적선과 대치할 때 피아간에 생기는 수로를 감안하여 최대한 실
전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둔 것이리라. 장군은 활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한산도 곳
곳에 장군이 활을 쏘았던 정자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
과녁판을 정자 앞으로 옮겨 설치했다. _ 갑오일기 5월 26일
과녁을 세우고 활시위를 당길 때 장군은 무인의 기질로 무장한 궁수이자 한 마리의

용맹한 사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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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든 바닷물 건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사정에서 쏜 화살은 바다를 건너가야 한

한산정을 돌아나와 ‘충무사(忠武祠)’에 오른다. 이곳에 1978년 정형모 화백이 그렸다

고 전해지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걸려있다. 장군의 용모에 관하여 ‘류성룡’은 ‘징비록’
에서 ‘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아하며 마치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
비와 같았다’고 쓰고 있는데 그 눈빛과 표정에서 문자가 형상으로 전환되는 표준을 보

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인상이란 마음의 발로일지니, 장군의 얼굴은 일기에 드러난 그
의 문체를 닮아있을 것이다. 장군의 문장은 기교가 없이 직선적이며 짧고 서늘하다. 그
는 아마도 절제된 내면으로 진퇴를 명확히 단정짓는 엄정한 용모의 사내가 아니었을까.

아산 현충사에는 ‘태구련’이 만들어 바친 환도 두 자루가 걸려있는데 나는 한쪽 칼날에
패인 검명에서 장군의 서릿발 치는 용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三尺誓天 山河動色 삼척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천하가 떨고

一揮掃蕩 血染山河 한 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글귀를 새기면서 장군은 쉽게 베어지지 않지만 끝끝내 베어야만 하는 적의 아수라를

무수히 베어냈을 것이다. 하늘에 맹세하고 적을 휩쓸어버리는 장군의 검명은 그대로 장

군의 얼굴이자 표정이 되어 내 심간에 새겨지게 되었다. 장군의 얼굴은 적의 환영과 실
체를 모조리 베어내는 날카로운 그의 칼이었다. 나는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그가 보여
준 난세의 굴기와 집념에 경의를 표하고 돌아섰다.

제승당 경내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니 어느덧 돌아가야 할 배편의 시간에 가닿는다.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장군의 혼과 숨결이 깃들어있

는 이 비장한 터전의 중력이 더 무겁게 작용한 때문인지 모른다. 나는 제승당을 둘러보
는 동안 성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인간적 면모를 추상이 아닌 물리적

실체로 느낄 수 있었다. 장군의 동상은 구국(求國)의 화신이 되어 국토 곳곳에 우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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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동상의 형체를 넘어 장군이 지닌 삶의 고뇌와 감정의 깊이를 헤아리지 못
하고서 우리는 그를 진정으로 흠모하거나 존경한다고 할 수 없지 않을까. 한산도 제승
장군의 자취와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진정한 영웅의 거처로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다시 뭍으로 돌아가는 여객선의 선미 너머 한산도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 갔다.

답사기 초등부

당은 임진왜란의 치열한 교전을 통과해온 조선 수군의 본영으로, 그리고 4년여에 걸친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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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교(대구, 달성군)

그가 택한 섬
고하도(高下島) 선착장에 서서 그의 눈으로 섬들을 바라본다. 그의 삶 같은 신묘한

구름이 마치 해무처럼 낮게 깔리어 겅성드뭇하게 흩어져 있는 그의 섬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신혼 초, 아내와 함께 한 회도 빠지지 않고 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 태교 덕분인지 그해에 태어난 아들은 유난히 이순신을 좋아했다. 그 아들이 벌
써 초등학교 6학년이다. 초등학교를 마치기 전 아들을 위한 선물로 계획하고 나선 길이
다.

대구에서 목포를 지나 고하도로 향한다. 고하도는 이충무공 기념비가 있는 곳이다.

전선 13척으로 적선 133척을 무찌른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끈 후, 조선 수군을 재건하

기 위해 이순신, 그가 택한 섬이다. 고하도는 여러 이름을 갖고 있다. 1597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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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이 고하도에 정박할 당시 이름은 보화도(寶花島)였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
받은 이순신으로서는 무너진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보물 같고 꽃 같은 섬이었을 것이
북풍을 막음직하고, 전선을 감추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적지 입구의 아담한 선착장은 작은 어선 몇 대를 품고 있었다. 목포대교가 건설되

기 전에는 이 조그만 선착장도 섬을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으리라. 이순신은 언제나 그
랬듯이, 섬에서도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잠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흠모하며
버린 내 청춘의 결기 같은 씁쓸함이 밀려왔다.

기념비로 향하는 길가엔 마치 그를 향해 경의의 예를 올리는 듯, 머리를 직각으로 조

아린 소나무 한그루가 우리를 맞이한다. 시멘트 길 양쪽에 나 있는 풀들이 간절한 손짓
으로 서로를 향해 휘어져 있다. 마치 갈라진 조국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의 마음 같이
느껴져 울컥했다. 그를 찾아 들어간 숲속 바닥엔 오래된 솔방울들이 이미 흙색이 되어

답사기 중고등부

자란 내가 이제 그의 나이가 되어 작은 어선이 있는 조용한 선착장을 보니, 왠지 흘러가

답사기 초등부

다. 난중일기 1597년 10월 29일 자에는 섬의 서북쪽이 높이 솟아 있어 맵짜게 불던 ‘서

버린 솔잎들과 함께 흩어져 있었다. 유년시절, 아카시아로 만든 긴 칼을 들고 마른 솔잎

결곡한 소나무의 솔잎을 애잔하게 흔든다. 선착장에서는 숲 안이 보이지 않았는데 숲에

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섬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가 이 섬을 택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장군에게 가는 길, 9개의 화살이 꽂힌 홍살문이 보인다. 나도 아들 나이엔 이순신처

럼 의로운 길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제 임진왜란

당시의 그의 나이가 되어 보니, 9번의 의로운 길을 저버렸던 지난 내 삶의 죄가 화살이
되어 가슴에 내려앉는다. 홍살문 아래 걸음을 멈추고 내 죄의 화살을 씻는다. 한참을 서

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길을 오르니 태극의 궁극성을 안은 삼 문인 모충문이 보인다.
모충문으로 가는 길 양옆에는 곧게 뻗은 소나무들이 마치 의장대 사열을 하듯이 그의

297

답사기 일반부

을 밟으며 전쟁놀이를 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의 함성이 바닷바람에 실려

백성을 맞이한다.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서니 소나무로 둘러싸인 곳에 모충각이 있었다. 모충각 양옆에

는 사람 인(人)자가 거꾸로 된 듯한 소나무가 벌쓰고 있다. 선조와 함께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임진왜란 후 일등공신이 되었으니, 그의 비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역사의 단죄를 받고 있는 듯이 느껴졌다. 그 모습이 또한 이순신이 지킨 나라를 다시 일
제강점기로 물들인 죄를 지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 아니겠는가.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지방 유형문화재 39호)의 공식 명칭은 ‘유명조선국 고삼도

통제사 증좌의정충무이공 고하도유허기사비(有明朝鮮國 故三道統制使贈左議政忠武
李公 高下島遺墟記事碑)’이다. ‘유명조선국’이란 앞글자가 가슴에 또 다른 화살이 되어
아프게 꽂힌다. ‘명나라에 속한 조선’이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인가. 임금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명나라 장수 진린에게서 명나라 군사 통제권까지 받아낸 그가 아니었던가. 유명
(有明)도 모자라 또다시 일제 강점기라는 치욕을 지켜봤던 그의 슬픔이 서북풍 앞에선
판옥선처럼 흔들거리고 있는 듯했다.

이 기념비에는 섬의 이름이 고하도(高和島)로 기록되어 있다. 1722(경종 2)년에 세워

진 이 비석에는 고하도 주둔 배경과 군량미의 중요성, 진성에 관한 것이 새겨져 있다. 당

시 섬의 이름처럼 이때 이미 이순신은 당시 임금과 백성들 사이에 감히 닿을 수 없는 ‘높
음(高)’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석의 중간 아랫부분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쏜 총탄에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

다. 두 번씩이나 장군의 가슴에 왜군의 총탄이 박힌 셈이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었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일본인에게 이순신은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콤플렉스였으리라. 왜군은 이순신이 고하도에 오기 전 명량해전에서 대패하자, 그 앙

갚음으로 아산 이순신 본가를 급습했다. 왜군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그의 막내아들 면
이 전사한다. 일제 강점기 충무공 기념비에 총탄을 난사한 일본인들의 심리가 이와 같
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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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도에 주둔했던 108일 동안 전쟁이 없었고, 그의 바다는 조용했다. 이 고요한 평

화 가운데 오직 이순신만이 슬펐으니, 바로 그해 초에 어머니를 여읜 지 6개월여 만에

을 한몸에 받아 눈에 가시같이 뇌꼴스러운 이순신을 모함하여 모진 고문을 가했다. 겨

우 풀려나 백의종군했으나 무너져 있는 조선 수군의 현실과 사랑하는 어머니와 막내아
들의 죽음은 쳐다보기도 대근한 그의 바다를 날마다 슬픈 노을로 물들였으리라. 고하도

의 또 다른 이름이 비하도(悲霞島)이고 고하도(孤霞島)인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다. 그 외로운 슬픔을 이겨내고 노량 앞바다로 가는 마지막 전열을 가다듬은 이순신의
나라 사랑은 위기 앞에 손끝맺고 탄식만 했던 나의 청춘을 숫접게 고개를 숙이게 했다.

고하도로 오는 차창 밖으로 인양된 세월호 선체가 보였다. 배는 육지에 올라서도 서

있지 못하고 배 밑바닥을 드러내어 누워 있었다. 그가 다시 복귀했을 때 피난민들은 피
난선을 타고 그를 따라 다녔다. 피난민들은 그의 군대를 위해 의복과 쌀을 내놓았고, 그

답사기 중고등부

이 들었다. 이순신에게 고하도 앞바다는 어쩌면 외롭고 슬픈 노을 바다였는지도 모른

답사기 초등부

또다시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면’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임금은 백성의 사랑

는 그들의 안전과 목숨을 지켜 주었다. 1597년 9월 13일 삼도수군통제사에 재임명된 후

챙기는 일이었다. 어란포 앞바다에 대규모 왜적선이 출몰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령선을
우수영으로 띄워 보내서 피난민들에게 어서 숱으로 올라가도록 타이르라고 하였다’고

난중일기가 증언한다. 세월호 상선 관계자들과 관계 당국이 이순신의 이런 마음을 알았
다면 결코 그런 슬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슬픈 노을 바다를 딛고, 고하도에 진성을 쌓고 판옥선을 만들고 군량미를 확보

하고 피난민들의 집을 만들었다. 한겨울의 보낸 이곳에서 40여 척의 전선을 만들었고,

1000명이던 조선 수군도 8000명으로 늘어났다. 노량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철저한 준
비를 한 것이다. 한겨울에 군량미를 확보하는 일은 최대의 난제였다. 이순신은 통행첩

을 만들어 지나가는 선박들에 선박의 크기에 따라 1섬에서 3섬까지 통행료를 바치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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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각다분한 과업보다 그가 먼저 챙긴 것은 피난선의 안전을

다. 불과 열흘 만에 쌀 1만 석의 군량미를 확보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언제나 월
말이 되면 세금 ‘바치러’ 간다 시며 대문을 나서시던 아버지의 굽은 등이 그의 바다 잔잔

한 물결 위에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에 호의적인 믿음을 보였던 피난민의 심정으로 일
렁거린다.

명량에서 대승하기는 했으나, 무너질 대로 무너진 조선 수군의 전력을 숨기는 일은

이순신에게 중요했다. 이런 조선 수군의 전력을 간파 못 한 왜군은 이순신이 고하도에

머문 108일 동안 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했다.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유달산 앞
에 적선이 출몰했을 때, 이순신은 노적봉에 볏짚을 쌓고, 바다에 회포를 풀어 충분한 군

량미와 넉넉한 쌀뜨물로 위장전술을 폈고, 놀란 적선이 물러간 일도 있었다. 목포 사람
들은 노적봉을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여, 이순신 장군이 기도하는 모습이다, 누워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지만 나는 암만 봐도 그 모양을 가늠할 수 없다. 사랑은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순신은 그렇게 그들의 사랑이 되어 유달산 높이 솟아
있는 것이다.

이충무공 기념비를 내려오면서 멀리 수많은 섬을 바라본다. 섬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 적의 이동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와보기 전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

가 왜 항상 척후병을 보내 적의 동태를 살폈는지, 섬 뒤에 숨었다가 적선을 공격하는 그
의 전술도 이해가 갔다. 저 많은 섬처럼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명량해전의 13척 전선 뒤

에는 많은 피난선이 있었고, 병사들에게 의복과 군량미를 제공해주던 백성들이 있었다.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과 함께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믿은 것은 그가 선조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돌아가는 길, 그의 바다가 품고 있는 작은 선착장에는 깨달음을 가득 실은 나만의 판

옥선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좋아하는 운동으로 다친 곳이 많은 몸으로 가장으로서 역할

에 충실하려고 발 버둥거리느냐고 짓눌린 나의 어깨 위에 고하도에서의 이순신의 재건
이 주는 의미가 바다 물속처럼 깊었다. 이제 남은 생 마지막 불꽃을 태울 나의 노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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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목에서 나는 어린 날 나의 우상 이순신, 그의 진면목이 서려 있는 고하도를 가슴
에 품는다. 그 어떤 고난과 슬픔도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멈추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

해본다. 그의 바다는 말없이 빙충맞은 내 삶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바다에서 웅
숭깊은 그의 삶을 건져낸다.

답사기 초등부

나는 다시 처음인 마음으로 내 삶의 마지막 전쟁, 노량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리라 다짐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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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경기, 파주시)

여해와 이충무공을 위해
오늘은 다른 글쓰기를 포기한다
오늘은 다른 글쓰기를 포기한다. 글쓰기의 전선에서 사활을 걸고 이순신을 위해 글쓰

기 하겠다. 그리하여 이순신이 가진 모든 의미와 뜻에 대한 육박전의 흔적이 이 글 속에
묻어날 것이다. 나는 현충사에 두 번 다녀왔다. 그가 쓴 저서 난중일기를 주저 없이 책장

에서 꺼내 들었다. 책장에서 꺼내든 난중일기를 펼쳤고 7년의 전란을 읽는 데 걸렸던 나
의 시간은 7일이었다. 글쓰기는 글쓴이의 내면을 체현하기 위한 실존적 결단의 행위여

서 글쓰기 대상을 글쓴이 내면에다 여백 없이 꾹꾹 눌러 채워야 한다. 나는 나의 내면에
이순신을 채워 넣기 위해 이순신의 삶과 영혼이 깃든 현충사에 다녀왔고 그의 내면이

체현된 저서 난중일기를 읽었다. 이제부터 나의 내면 안에 채워 넣었던 이순신을 나의
글쓰기로 체현하는 순간이다.

맑음. 난중일기 임진일기 1월 1일 첫 문장처럼 이 날은 맑았다. 현충사 입구에 도착한

시간은 금요일 이른 오전이었다. 점차 태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과 함께 내리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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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은 점차 뜨겁게 달아올랐다. 햇빛을 피하기 위해 나무가 우거져 생긴 그늘 아래 옆
길로 충무문을 향해 걸어갔다. 분명 내 발길은 충무문을 향했지만 내 눈길은 이순신기
면 충무문 바깥에 자리매김한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충무공 이순신의 공적 영역이다.

가문에서 내려준 자(字) 여해가 이순신의 사적 자아면 국가에서 내려준 시호(諡號) 충무
공은 이순신의 공적 자아다.

충무문 안의 유적지는 실제 역사적으로 여해 이순신이 과거 급제 전까지 성장할 당시

신의 장년기와 노년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관된 공간이다. 충무문 안에서 여해가 사

(私)의 흔적들을 남겼다면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충무공의 공(公)의 향기가 묻어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순신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교접한 교집합의 공간이다. 이는

난중일기와 같은 형식과 배열을 보여준다. 난중일기도 이순신의 공(公)과 사(私)가 끊임
없이 교차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병신일기 윤(閏) 8월 13일자 기록은 이순신의 사

답사기 중고등부

의 살았던 공간이다. 반면 충무문 바깥에 자리 잡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충무공 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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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관이었다. 어찌 보면 충무문 안에 있는 이순신의 유허가 여해 이순신의 사적 영역이

(思)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초계 변씨를 뵙고 아침진지로 모시며 봉양하는 아들의 효성
정의 관리인 체찰사 이원익과 부체찰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했다는 기록과 함께 군사와
백성들의 노역을 면제하여 민심을 살피겠다는 다짐으로 국가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위정자의 정체성을 글로 기록했다. 난중일기도 현충사도 순서만

달리 할 뿐, 두 매개체 모두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의 공(工)과 사(思)를 부단히 표출하여
후세에 전한다.

충무문을 지나니 정려가 눈앞에 보였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를 기념하여 후세에

본이 되기 위해 조정에서 내린 액자다. 이 정려에는 시호를 받은 네 명의 위정자와 한 명

의 효자가 기억돼 있다. 다섯 명 중에 내 머릿속에 각인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한 명은
난중일기의 저자 이순신이고 다른 한 명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강민공 이완이다. 이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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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윤(閏) 8월 14일은 이순신의 공(公)이다. 당시 조

여해 이순신의 조카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막사에서 종군하여 전쟁을 수행하

여 승전지장이 된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충청부사 그리고 의주부윤을 지낸 뒤 다시 정
묘‘호란’에 참전한다. 청국에게 패하자 그는 자결로써 패전지장의 책임을 진다. 후에 조
정은 그의 충절을 높이 평가하여 병조판서 벼슬을 내리고 강민공의 시호를 하사한 뒤

정려로 기린다. ‘왜란’에 대한 승리의 보답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것이라면 ‘호란’에 대한

패배의 위로는 정려인 것이다. 난중일기와 현충사 모두가 이순신의 조카 강민공 이완을
기억하며 후세에 그의 존재를 전달한다. 정려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충무

공 이순신과 그의 가족들이 쓰시던 우물인 충무정에서 물을 마시고 고택으로 갔다. 물
을 마실 때 지난 번 마신 식수에 대한 맛을 기억하려 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 지난

번 식수에 대한 맛의 느낌을 수첩 어딘가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며 수첩을 뒤적였다.
기록이 없다. 기록은 기억의 단서다. 마치, 현충사와 난중일기처럼.

고택을 지나 활터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활터는 여해 이순신이 활시위를 당기며

궁술 훈련을 했던 곳으로 남쪽과의 과녁은 145m이다. 활터를 보니 기억의 손짓으로
난중일기의 본문을 더듬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의 행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활쏘기였다. 평균적으로 5순에서 8순 많이 쏠 때는 20여 순까지 활쏘기를 했던 여

해 이순신의 행적을 엿볼 수 있다. 홀로 하기도, 여러 부하 장수들과 함께 하기도 했다.

철전(鐵箭)을 쏘기도 하고 편전(片箭)을 활시위에 올리기도 하며 사후(射喉)를 당기기
도 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이 활을 쐈던 시기는 1596년 병신일기였다. 활을 당
기는 무(武)의 행위가 난중일기를 쓰는 문(文)의 행위로써 기억된다. 그는 활을 든 선
비다.

활터 바로 옆에 위치한 이충무공후손의 묘가 있고 뒤편에 따로 여해 이순신의 셋째 아

들 이면의 묘가 자리매김해 있다. 아들 이면은 1577년 출생으로 승마와 궁술에 능했다고
한다. 지혜와 용맹 모두 갖춘 만큼, 용장과 지장의 면모 모두 갖춘 여해 이순신의 피를 이
어받은 아들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하늘로 치솟기 전에 땅에 떨어진 안타까운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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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의 운명을 지녔다.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가며 아들 이면 묘에 다가설 때 난중일기

의 기록이 연상됐다. 정유일기 10월 14일자에 흉한 징조를 꿈에서 본 이순신은 바로 ‘통
점이 뜯기는 탄식과 피가 흐르는 통곡과 폭풍 같은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여해 이순신

은 붓을 들었다. 10월 14일자 일기는 통제되지 못한 감정의 여진으로 가득 찬 글이었다.
아들의 묘 앞에서 전란 와중에 죽음으로 영원히 이별한 부자의 온상이 서려있다. 묘에서
여해 이순신의 ‘여해’ 자를 지우고 ‘아버지’이순신이라고 수첩에 적었다.

땀은 옷으로 젖게 했다. 이면 묘에서 충무정까지, 왔던 길로 되돌아와 현충사로 갈 수 있
다. 고택까지 빠져나온 뒤 정문 아닌 다른 길로 현충사에 쉽게 갈 수 있으나 굳이 정문으

로 현충사를 들어가기 위해 몇 걸음 더 걸었다. 정도에 어긋남이 없었던 충무공의 세계
관을 상기시키는 행위였기에 그랬다. 충의문을 지나 현충사에 도달했다. 지금의 현충사

는 조선시대 당시에 건립된 현충사가 아니다. 조선조 당시에 건립된 현충사는 구 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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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햇빛이 강했기에 땀이 맺혔다. 이마에 맺힌 땀은 손으로 닦았지만 등에 맺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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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라는 두 글자가 적힌 편지로 아들 이면이 왜군에 의해 죽었다는 비보를 듣는다. 살

사로 1706년(숙종 32) 아산 유생들이 조정의 허락을 받고 지은 뒤 1707년 숙종에게 ‘현
게 되었다. 현재 구 현충사는 현충사 아래에 위치한다. 이순신의 혼이 깃든 지금의 현충

사는 1932년 6월 다시 세워진다. 1945년 광복 이후, 매년 4월 28일에 탄신제전이 열리
며 이순신을 기념한다.

향이 피워진 사당 앞에 서서 내부를 찬찬히 들여다봤다. 서애 류성룡의 저서 <징비록

>에서 묘사된 이순신의 용모와 14대 종손의 모습을 토대로 1953년 장우성 화백이 그린

이순신의 영정이 사당 중심에 자리한다. 철릭이 아닌 당상관 이상이 입을 수 있다는 붉
은 관복을 입고 단정히 앉은 이순신의 고결한 영정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이순신의 영
정을 좌우로 모시고 있는 수호자들은 이순신의 전기가 담긴 그림들이었다. 조선 수군을

이끌며 전함 안에서 지휘하는 수군 이순신과 녹둔도 무관 시절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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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사’라는 이름을 하사 받았는데 1868년(고종 5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리

을 타며 칼을 휘두르는 육군 이순신의 그림이 있다. 삭탈관직 되어 한양으로 압송 당하
는 수난자 이순신이 여기에 있고, 어머니와의 만남에서 극진히 봉양하는 아들 이순신의

형상이 그림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한 그림들 중에 유일하게 단독자의 초상을 드러내는

충무공 이순신의 그림이 영정 바로 좌편에 있다. 다른 그림과 유달리 홀로 방 안에서 글
을 쓰는 이순신이었다. 그림 속 이순신은 어떤 글을 쓰고 있을까. 동헌에서 공무를 보거

나 장계를 올리거나 활을 쏘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간단한 행적이 담긴 객관적 사실

일까. 아니면 다른 위정자가 보여준 오류나 탐욕에 대한 한탄과 탄식에 대한 주관적 감
정일까. 붓을 든 이순신의 그림은 세찬 횃불이 아닌 고요한 촛불이다.

입구였던 충무문을 출구삼아 나왔다. 마지막으로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을 들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충사 유적정비 사업을 구실로 건립된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이순신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담긴 장소다. 전시실은 두 군데로 해전실 다른 하나는 충
무공실이다. 해전실은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전투 매뉴얼과 교전

수칙들이 남겨진 곳으로 전장의 현잔을 증언한다. 임진일기 4월 12일 배를 타고 거북선
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는데 당시 화포의 모형인 지자포, 현

자포와 돌격선 거북선의 작동 원리와 내부구조에 대한 상세한 형체가 있다. 한편, 조선
수군의 주력 전투 전함인 판옥선과 탐색전을 중히 여겼던 이순신의 탐망선 정찰을 난중
일기에서는 글로 탐독했는데 이곳에서는 형체로 탐미했다.

이 외에 유물들은 많으나 이제 장검과 일기에 온전하게 집중하고 싶다. 충무공실에

많은 유물들이 있으나 충무공장검과 일기가 유독 내 눈에 들어왔다. 보물 326호인 충무
공 장검은 1594년 4월 한산도에 머물 당시 장인 태구련과 이무생이 충무공에게 바친 칼

이다. 칼을 만든 장인 태구련이 을미일기 7월 14일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칼날에는 두 문장이 적혀있다.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두 문장 안에는 차가운 분노의 기운이 서려
있다. 불의의 적들을 단칼에 베어내고 백성과 국가 공동체를 지켜낸다는 충무공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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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의의 신념이 칼날에 서려 있다. 활터의 담겨진 의미가 반대로 뒤집혀 있는 충무공
장검인데 이 말은 활터가 문(文)의 행위에서 무(武)의 행위로 이행됐다면 충무공 장검은
다. 대의와 명분이 있는 이순신의 폭력은 최악을 차단하기 위한 차악의 선택이다. 결국,

그는 전란을 평정했던 왜란 속에 담지자다.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다. 국보 76호로 지

정된 난중일기 초고본 앞에 서서 일기를 유심히 살피며 사유했다. 7년 전란 동안 벌어진

치열하고 참혹한 전장의 풍경 속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담담히 유리창 안에 보존되어 있
결국, 현충사와 난중일기는 여해(汝諧)이며 충무공(忠武公)인 이순신을 같은 곳에서

한 인간의 공(公)과 사(私)를 경건하게 찬양하며 경외한 것이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

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현신하고 있길. 다시 이곳에 와서 다른 글을 포기하고 이순신에
대한 글쓰기를 다시 하기 위해.

답사기 중고등부

는 7권의 책들로 자신이 경험한 7년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

답사기 초등부

칼에 글귀를 새긴 문(文)의 행위가 적을 베어내는 무(武)의 행위로써 이행된다는 의미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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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현(부산, 부산진구)

통영 制勝堂(제승당) 둘러보기
통영↔한산도 제승당 정기선인 파라다이스 호를 1만1천원이면 대첩지향(大捷之鄕)

으로 왕복할 수 있다. 뜨거운 햇살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에서 승리의 아이콘인 통영을

가끔 찾아온다. 일이 잘 안 풀리면 버릇처럼 큰 승리인 대첩으로 보약 먹기 위해 시외버
스를 탄다. 가까운 거리에서 통영 바다 말고 승리의 기운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두
를 벗어나자 미륵도의 케이블카와 강구안의 동피랑 모습도 한눈에 들어온다. 거제대교

앞으로 화도와 대죽도 사이로 한산대첩이 보일 듯 말 듯….

여객선이 출발 15분 후 날씨가 맑아 3층 갑판에서 360도 조망은 황홀한 파노라마다.

한산만에서 작은 방화도를 먼저 살펴보고 멀리 거제대교 밑으로 견내량도 한눈에 들어
온다. 1592년 여름 전라좌수영 이순신은 왜선 73척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다. 지략
에 말려든 장수 와키사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왜선 군단을 날개 편 학익진(鶴翼陣)
으로 일제히 제압한다. 47척을 격파하고 12척을 포획하여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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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큰 승리다. 누군가가 힘없다고 말하면 제승당이 답이라고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
진다.

다를 보던 20대 관광객이 왜 이겼느냐고 묻는다. “판옥선은 방패를 두르고 공격에 유리

한 다층 전함이다. 왜선인 세키부네는 바닥이 뾰쪽한 첨저선으로 빠르지만 회전이 둔하
다.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이고 암초가 많은 조수간만에 최적화된 배다. 왜선

은 삼나무로 만들고 우리 배는 소나무로 건조하여 훨씬 강해 한려수도를 지켜낸 쾌거
마을이 보이는 화도와 우측 상죽도 사이 항로를 여객선은 미끄러지듯 방향을 턴다.

맨 처음 만나는 한산도의 고동산도 예사롭지 않다. 임진왜란 때 나팔수가 고동을 불었

다는 고동산이기 때문이다. 한산대첩에서 큰 승리를 한 조선 수군의 임시 행영(行營)인

한산도에서 뒤풀이를 상상한다. 전투 후 지친 몸을 멱 감으면서 풀었을 것이다. 통제사
는 게딱지 섬인 해갑도(蟹甲島)에 올라가 갑옷을 벗고 땀을 씻었을 것이다. 한산만 입구

답사기 중고등부

다.”란 말에 맞장구를 친다.

답사기 초등부

마치 파라다이스 호가 조선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 같은 착각에 빠진다. 옆에서 바

로 들어서자 해갑도가 개선장군처럼 오히려 우리를 반긴다.

위에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 한산대첩의 치열한 역사와 애환을 되새김질하며 제승당으

로 걷는다. 소나무의 붉은 줄기와 바다의 쪽빛 물결이 어우러져 이 시대의 평화는 무엇
인가 묻는 것 같다. 제승당은 조선의 해군사령부 역할을 했던 흔적으로 조선을 지킨 보
루다. 초반에 왜란의 판도를 바꾼 위대한 한산대첩! 적군의 보급통로를 봉쇄하고 전라

도 곡창지대를 지켰으니 오늘 날 찾는 사람마다 감탄하여 도리어 기쁨을 받는 성지다.

하늘에서 한산도를 내려다보면 북쪽을 향한 두꺼비처럼 인터넷 지도에 뜬다. 머리와

왼다리 사이에 있는 한산만은 천연 요새다. 어떤 배를 정박시켜도 파도로부터 안전하니
조선 수군의 요람이다. 잡힌 파리모양 같은 고동산까지 겨울의 거센 북서풍 막아주는

묘박지가 승리의 터전임에 또 놀란다. 전라좌수영이 경상우수영의 지리까지 꿰뚫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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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장에 발을 딛고서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 제승당’이란 하얀 글자가 까만 아스팔트

산도를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사용한 지혜로운 전략가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인다.

배롱나무 꽃이 지면 여름도 끝난다. 일주로 휴게소 주변에 배롱나무 꽃이 붉다. 나는

퇴임 3년차로 이순이 지나면서 꽃이 예쁘게 보인다. 어릴 때는 현재만 인식했고 나이 들

어 과거에 더 무게를 둔다. 학창시절 달달 외운 역사보다 현장탐방이 좋아 나 홀로 역사
기행인 셈이다. 수많은 섬이 있지만 한산도란 단어만으로 가슴 떨린다. 그래서 배롱나
무 꽃보다 더 붉은 한산도의 장군이 그리웠는지 모를 일이다.

걷다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적은 안내판 한자를 여러 번 읽는다. 湖南國家

之保障 若無湖南是無國家 是以昨日進陣干閑山島 以爲遮按海路之計耳(호남은 나라

의 울타리다. 만약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어진다. 그래서 어제 진을 한산도로 옮겼다.

이제 바닷길을 가로막을 계획 있을 뿐이다) 여수에서 한산도로 최초의 삼도수군통제영

을 옮긴 이유의 편지가 눈에 띈다. 1593년 7월에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서찰이다. 그때
탁월한 선택이 없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됐겠나!

전라좌수영의 본영(本營)을 한산도로 옮긴 결정은 신의 한 수란 생각을 지울 수 없

다. 이순신 장군을 뽑아 초대 삼도수군통제사를 맡김으로써 강해진 조선수군의 그림자

가 일렁이는 바닷가에서 한동안 멍 때리기다. 가까운 부산은 왜군의 본거지고 진주성이

함락된 마당이었다. 여수를 지키는 것이 상식인데 적진 깊숙이 통제영을 설치한 역사에

전율을 느낀다. 1905년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치로(東郷

平八郎)가 말한 군신(軍神)만이 할 수 있다. 안목과 담략에 감동하여 갈 때마다 사직야
구장의 노래방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조경이 쓴 검정 현판의 흰 글씨 制勝堂(제승당)을 보고 運籌堂(운주당)이라고 읽어본

다. 운주(運籌)는 주판을 놓듯이 이리저리 궁리하고 다 같이 승리를 위한 꾀를 낸 집이

다. 장군이 머문 운주 방에 어떤 신분이든 쉽게 드나들고 밤낮으로 꾀를 낸 민주적인 지
휘본부라 더욱 그렇다. 충무공의 진중음(陣中吟)인 서해어용동(誓海漁龍動) 맹산초목

지 (盟山草木知)를 읊어 보니 요즘 말로 리더십이 깨알처럼 가슴에 박힌다. 바다에 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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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물고기와 용이 요동치고 산에 맹서하니 초목이 알아주더라는 뜻이다.

오른쪽에 세워진 아름다운 수루(戍樓)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 함께 적군의 동정을 살

없다. 1597년 정유재란 때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한 경상우수사 배설이 한산도 통제영

이 왜군의 손에 넘어가는 걸 우려해 불을 질러 잿더미로 사라질 뻔했기 때문이다. 이후

1739년 조경 통제사가 유허비를 세우고 제승당(制勝堂)이라 이름을 붙여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라 더욱 신경 쓰인다. 통제사는 수루에서 달빛으로 난중일기
난중일기의 얼이 깃든 제승당에서 임진왜란의 고뇌와 숨결을 되새김질하는 특별한

시간여행이 틀림없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인간성이 무너지고 모함과 갈등 속에서 올곧

은 자세는 현대를 살면서도 산소 같은 한산대첩이다. 때마침 곁에 있든 김상영 제승당
관리사무소장이 조선시대 군사를 동원할 때 쓴 병부(兵符)를 설명한다. 충무공 영정에

한손에 등채를 들고 가슴에서 무릎 밑으로 노란 띠처럼 병부주머니가 해설을 들으니 보

답사기 중고등부

를 썼을 것이다.

답사기 초등부

핀다. 거북등대와 호수처럼 한산만 내려다보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구석을 숨길 수

인다. 마패 같은 발병(發兵) 패를 본 건 처음이라 제승당 둘러보기의 행운에 방점을 찍

충무사에 모셔진 영정에 분향하고 방명록에 서명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글도

적는다. ‘난 한 번 퇴직으로 백수행세지만 세 번 파직 당하고 두 번이나 백의종군한 충무

공이다. 아직도 난 사회에 봉사할 열 두 척의 나이 배가 남아 있으니 1년에 한 척씩 75세
까지 최선을 다 하자. 우리 사회를 위한 일이라면 백의종군도 굽히지 말자. 사람 인(仁)
으로 살신성인(殺身成仁)하여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이룬 공헌도 잊어서는 안 될 일이

다. 4백년이 지난 요즘도 우리의 일상에서 내일을 향한 큰 승리를 위한 제승정신을 이어
가야 할 이유가 아닌가?’하고 가슴에 절절히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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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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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덕(경기, 평택시)

순천왜성에서 이충무공의
아픔을 기억하다
따가운 햇볕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 ‘충무

공이순신과 임진왜란’ 교사연수 역사탐방에 참여하였다. 여러 이순신 장군의 역사 현장

을 살피던 중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계시던 곳이 아닌 그분을 바라보던 적의 위치에서
그의 마음을 되새겨보던 경험이 새로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곳은 임진왜란의 배경

이 되는 영화나 사극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바로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 위치
한 순청왜성이다. 1597년 12월에 축성된 순천왜성은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가 군
사 1만4,000여 명을 이끌고 주둔한 성이다.

순천왜성은 정유재란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사상 최초로 조명 연합 육군과

해군 4만2000여 명이 수륙병진 전략을 펼친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
을 비롯하여 조선, 명, 일본의 삼국을 대표하는 장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장소이다.

지금의 지형은 421년 전의 그때와 많이 변했다. 왜성에서 광양만 쪽을 바라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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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섬이었던 장도는 흙으로 메워져 육지처럼 변했다. 순천왜성 주위가 다 매립이 되어
왜성이 육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듯 하지만 그 전에는 바다가 근접했을 것이다. 지금은
에서 서서 바다쪽으로 바라보면 당시 이순신 장군의 간절한 외침이 들리던 수륙 전투

장면을 실감할 수 있다. 순천왜성 앞 바다 쪽의 장도에는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와 진
린 도독의 조명연합 수군이 버티고 있었고, 순천왜성 뒤 육지 쪽의 검단산성에서는 권
율 도원수와 유정 제독의 조명연합 육군이 막고 있었다.

이다. 그러나 이 성은 일본군이 세웠다는 이유로 복원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현

재 성곽 외성 중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있고, 순천왜성을 상징하는 천수각 역시 기단 일
부만 남아 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머물렀던 천수각 기단에 올라 서 보았다. 지금은 뚜
렷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장도와 검단산성이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인 노역자들을 강제 동원해 3개월 만에 완성한 순천왜성은

답사기 중고등부

고니시 유키나가의 순천왜성은 당시 일본의 축성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유적

답사기 초등부

율촌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현대제철 부두가 멀찍이 보인다. 그래도 순천왜성

천혜를 이용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3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고 유일하게 서북쪽

호하는 해자를 이용한 것이다. 동쪽 바닷가에는 500여 척의 전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선창까지 두었다 한다. 왜군이 호남 지역에 지은 첫 성인 순천왜성은 조선의 곡창
지대인 호남을 장악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 이 전초기지를 완성한 고니시 유
키나가는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니라.

그러나 5층으로 꾸며진 천수각 꼭대기에서 조선 수군을 바라보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표정은 일그러졌을 것이다.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여 명량대첩을 이끌어낸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완도의 고금도에서 바로 이 곳 순천왜성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말이다. 육로로 조명연합군이 남원을 거쳐 이미 순천 부유창까지 들어와

길을 봉쇄하였을 때, 이순신 장군에 의해 바닷길마저 막혀 버림으로서 수륙병진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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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뭍으로 이어진 지형을 섬처럼 만들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성 전체를 완벽하게 보

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천주교 신자로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
었을지 상상을 해본다. 하루속히 순천왜성을 탈출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
한 채 깊은 시름을 안겨주었을 그 상상을 말이다.

천수각에서 펴본 스마트폰의 위성지도는 순청왜성에서 당시 이순신이 주둔하고 있

던 고금도 진영까지 이어지는 바닷길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순천왜성에서 여수를 거쳐

중간 지점의 고흥 나로도를 지나 바로 서쪽의 고금도로 연결되는 100리 길을 말이다. 당
시 군선으로는 수군이 이동하는 데 최소 사나흘은 걸릴 거리라고 한다.

긴 전쟁을 수행하며 백의종군의 치욕과 함께 한 이순신은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

쳐 있었을 것이다. 53세의 나이에 이미 머리와 수업은 하얗게 변했고, 임금의 명을 어겼

다는 이유로 투옥과 고문으로 망가진 몸은 고니시를 향하는 시점에도 좀체 회복되지 않
았을 것이니라.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일전을 앞둔 이순신 역시 고뇌가 깊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답사 과정에서 이 곳 순천왜성에 오기 전에 들렀던 여수 고음천(현재의 여수시 시전동
송현마을)에 위치한 자당기거지에 있었을 팔순의 어머니가 아들이 옥에서 나와 백의종

군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아산으로 오던 중에 배에서 숨을 거두고, 이
후 가장 아끼던 막내아들 면까지 왜군의 칼에 잃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
이다.

1598년 9월 보름의 순천왜성의 앞바다는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는 내빼려는

자와 반드시 이 나라 조선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책임을 묻겠다는 자의 대립으로 팽
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그 시간이 떠오른다. 고니시 유키나가에게는 천수각 최고 위치
에서 이순신 장군을 바라보며 공포심이 느껴지고 있었을 것이고, 이순신 장군은 가족들

과 조선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과 함께 왜군들의 만행에 대한 복수심이 함께 일
었을 것이다.

한반도에 쌓은 왜성 중에 보존이 잘되어 있어 살아있는 역사의 슬픈 현장으로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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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순천왜성. 왜군이 쌓은 성이라서 외면 받았지만 사라져 가는
왜성을 제대로 복원하여 교육과 관광의 장소로 활용되길 바란다. 그리고 임금은 도망가

조선의 장수로서 무한한 책임감으로 왜군을 끝까지 무찌르고자 했던 이순신 장군의 모
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답사기 초등부

고 왜군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왜성을 쌓은 백성들의 슬픈 눈물과 그 눈물을 잊지 않고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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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김현익(서울, 성동구)

이순신 장군,
그를 몸으로써 발로써 경험하다
1. 삼천포로 향하다.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의 패배를 겪은 이후 군대 가겠다고 다짐하였다. 의미 있

는 곳에서 근무하겠다고 마음먹던 도중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하

지만 쓰라린 탈락을 2번이나 겪은 후 자신감은 더욱 하락했다. 마지막이라는 결심하에
15년도 2월, 시험에 다시 응시하였다. 하지만 면접시험에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는 탈락을 예감하였고, 짧은 여행을 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당시 시험은 본 곳은 대구였고, 목적지를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던 도중 우연히 ‘삼천

포’라는 지명을 찾게 되었다. 대구에서 삼천포까지 가는 시외버스가 있다는 사실에 당시
그곳에 머물던 친한 동생에게 연락하여 하룻밤 머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흔쾌히 허
락해준 동생은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주었고, 바다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바닷가로
걸음을 옮겼다.

316 난중일기 독후감ㆍ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수상집 2

여객터미널에서 우리는 바다 냄새를 맡으며 걸음을 옮겨갔다. 늦은 밤에 도착해 회를

먹으려던 계획은 무산됐고, 편의점 음식을 먹으며 삼천포대교로 향했다. 그동안 입시를
정되는듯했다.
2. 대방진굴항

동생과 그동안의 안부를 묻던 도중 “형, 여기 삼천포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숨겨

인물이자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라 칭송받는 그의 유적지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곧장 그곳으로 향하여 유적지를 살펴보았다.

‘대방진굴항’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지금도 어선들이 정박 중이며, 아담한 골짜기에

물이 담겨있는 곳으로 보였다. 그곳에 있으니, 어둠 속에 웅장한 거북선이 그려졌으며
과거 이곳에 정박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내가 역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답사기 중고등부

두었다는 곳이 있어. 가보자”라고 물어보았다. 이순신 장군. 역사책으로 수없이 배웠던

답사기 초등부

준비하면서, 군대 시험을 준비하면서 걱정들이 쌓여만 갔었는데 바다를 보니 마음이 안

동생은 내가 삼천포에 온다면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다음 날에 통영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더 찾아보러 가요.”라고 말했다. 그곳에는

삼도수군통제사가 머물던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으며, 가까이에 한산도가 있다는 이야기
를 듣고 통영을 목적지로 결정했다.
3. 한산도에서 이순신을 그리다.

통영에 도착했을 땐 유명한 동피랑 마을과 충무김밥이 줄지어 있었지만 내 머릿속에

는 오직 충무공 이순신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찼다. 나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위
치했던 곳을 먼저 방문했다. 그곳에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웅장한 세병관이 눈앞에 펼

쳐졌다. 연신 사진을 찍으며 친한 동생과 함께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제6대 통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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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집에 들어가서 다음 날에 갈 곳이 없어 방황하던 도중 친한 동생은 “삼천포 말고

현 위치에 통제영 건물을 세운 것이기에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은 없었
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에게서부터 시작된 삼도수군통제사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

으며, 그가 있었기에 전쟁 이후에도 수군의 본부가 한산도 인근 통영에 자리 잡을 수 있
었다. 전쟁 상황에서도 백성과 나라, 임금을 위해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군법을 엄격
히 하여, 최선을 다해 국토수호에 임한 장군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그를 만나
기 위해 여객터미널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세계 3대 해전이 전개되었던 한
산도다.

난생처음 여객선을 타는 것이었기에 긴장이 가득했지만, 바닷바람을 쐬니 가슴이 뚫

리는 것 같았다. 그동안 가슴에 응어리가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모두 풀리며 기운이 솟
아났다. 한산도로 가는 바닷길에 일본 수군들의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학익진 전법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려졌으며 우리 수군들의 힘찬 함성이 주변
섬들 사이로 메아리처럼 울리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한산도에 도착하게 되었다. 선착장에서 바닷가를 따라 쭉 걷다 보니 어

느새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산도 제승당’이라고 불리는 이곳이야말로 당시 수

군의 총 책임자들이 이순신 장군을 필두로 전략회의를 진행했던 곳이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대첩의 승리를 위한 수많은 고민을 했던 곳이다. 위대한 승리는 결코 우연의 일
치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수많은 노력 끝에 이뤄진 결실이라는 것을 제승당 앞바다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난중일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이순신 장군 또한 바다 앞에서 한
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날씨에 많은 영향을 받는 바다이기 때문이다. 하

지만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승리를 거둔 위대한 지도자가 조선에 있
었기에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향했다. 끼룩대는 갈매기들은 보면서 과거 임진왜란 때도 하

늘을 날며 전투에서 승리로 이끄는 이순신 장군을 보았을 그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선

착장에 도착하여 먼바다를 살펴보니 옹기종기 모인 섬들 사이에서 갈매기들은 하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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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함께 여행에 참여했던 친한 동생과 결별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동생은 “이순신 장군

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답하며 서울로 향했다. 며칠 후 합격 발표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기운을 받아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
이라고 확신했다.

독도 앞바다에서 근무하며 바다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

가 맑고, 흐려지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시간대별로 다른 환경을 보임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일정하지 않은 바다 날씨에서 전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파도의 날

씨 또한 바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기에 전술을 펼쳐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날씨를 예측하여 진(陣)을 지형에 맞게 펼치

답사기 중고등부

4. 동해에서 이순신을 기억하다.

답사기 초등부

의 기운을 받아 꼭 합격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 또한 “만약 합격한다면 다시 이곳에 방

며 승리로 이끈 그를 알기 위해 독도에 있는 난중일기 번역본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나 또한 군인이라는 막중한 임무 속에 독도에서 근무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의 책을 읽어 본다면 현 상황에 대해 장군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

았다. 실제로 일본 순시선이 3, 4일에 한 번씩 비정기적으로 새벽에 출몰하여 독도 12해

리 주변 해양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순신 장군처럼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정도

이며, 열심히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굳세어지게 된다. 일본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 수
있었고, 그들을 바라보는 나와 이순신 장군의 심정은 같았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

하는 마음,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 등이 간절했기에 우리나라의 주권, 국토, 국민을 지

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준비한 것은 당연하였고, 나 또한 이순신 장군처럼 훈
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서 경계에 철저히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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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거북선이 얼마나 언급되는지, 당시 전쟁 상황은 어떠했는지, 전쟁 중 그의 마음

5. 다시 한산도 앞바다로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무는데 / 찬 바람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나네 / 걱정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 / 기우는 달만 활과 칼을 비추네’ 한산도 야음을 읊어보면 밤바다에서

울어대는 기러기들이 떠오른다. 독도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갈매기 떼를 보았는데 함

께 활공 비행하며 독도 주변 바다를 빼곡히 에워싼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의 비
행은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이순신 장군도 그것
을 보며 시로 읊었음을 볼 수 있었다.

전역 후 한산도를 다시 찾았다. 다시 찾은 한산도 앞바다는 새소리로 가득했다. 갈매

기가 울고, 파도는 유유히 제 길을 가는 모습이었다. 과거 치열했던 전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이순신 장군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치열했던

해전의 역사를 더욱 공부하고 싶고,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세계 해전사를 다시 써서 이순
신 장군의 업적을 알리겠다고 다짐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의 인생에서 아픈 시련과 고통 속에서 묵묵히 제 일에 최선을

다한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전투에 앞선 병사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다. 지도자라는

것은 사적인 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며 임
진왜란 7년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치열했던 전장 속에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과였고, 그 위대함을 우리는 현재도 잊지 않고 기리고 존경하
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작전 수행을 위해 배에 올라타면 항상 긴장된다. 특히 바다 아래가 보이지 않기

에 더더욱 그러하였다. 파도에 의해 조금만 흔들려도 몸이 갸우뚱하는 상황이기에 바다

위는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신도비에 적혀 있는
‘이순신도 제갈량과 같이 나라를 위해 죽었다.’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싸울 때도 비슷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그의 병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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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 백성, 국왕, 국가가 있었기에 무서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최선

을 다해 싸워 승리를 거뒀음을 볼 수 있었다.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나랏일을 생각하
난중일기에 적혀 있는 이순신 장군의 진심이다. 먼바다에 가족과 떨어져서 임무를 수행
한다는 것은 고된 일이며, 걱정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 걱정 가득한 마음은 바다 위에
서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독도에서 근무하며 느껴볼 수 있었기에 조금이나마
공감해볼 수 있었다.

의 혼란스러운 판도를 멈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가 무과 합격 이후 삼도수군통
제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으며, 전략가로서의 지략을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이고, 특히 누구보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특히 충

효를 매우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위인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크나큰 충심과 효심을 공감해보고자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몸으로써 발로써 유적지를

답사기 중고등부

그의 큰 희생은 결국 조선이 평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으며, 동북아시아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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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 병드신 팔십 노친을 생각하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답사하고, 독도에서 근무하면서 그를 경험한 것이다. 그 기나긴 이정표를 한산도 앞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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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에서 마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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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제6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양성자(경기, 성남시)

정읍 충렬사에서 다시 만난
이순신 장군
붉은색을 칠한 나무문 한가운데 태극문향이 그려진 홍살문이 보이는 걸로 보아 옛 관

청이나 사당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 하게 한다. 정읍시청에 볼 일이 있어 가던 길이었
다. 시청 민원실에서 오는 길에 홍살문을 보았다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 사당인 충렬사
가 있다고 했다. 정읍에 이순신 장군 유적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산이

나 여수, 통영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가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뜬금
없이 정읍에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다니? 궁금증은 시청 주차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홍살문 쪽으로 향하게 했다.

홍살문 바로 옆에 ‘충렬사’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 석을 보았다. 그 옆으로 정읍중학교

옛터비석과 고향을 사랑하고 그리워 한다는 뜻이 담겨진 애향모충비를 지나 눈에 익숙
한 시가 있는 비석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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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섬 밝은 달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을 보고서야 여기가 이순신 장군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숱한 문화재를 찾아다녔다. 옛 성현들의 기를 받아 아들들이 훌

륭하게 성장하여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되어주기를 바랬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다. 충무 공 이순신 장군은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이다. 서울 건천 동 현재 인현 동에서 태어나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운 명장으로 옥포대첩, 사천포 해전, 당포해전, 1차 당항포해전, 안골포해전, 부산포
해전, 명량대첩, 노량해전 등에서 승리했다. 장군의 위대한 업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치열한 고뇌와 노력으로 돌파했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무
장이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대한 운명을 극복하고 위업을 성취한 인간의 어떤 전범
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만한 위대한 영웅이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아들의 자기소개
서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찾았던 이순신 장군 유적지 여행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장군의 훌륭한 리더십과 애국심은 언제나 아들의 존경 대상이었고 아들이 살아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

정읍시청 옆에 자리한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이 다소 늦은 45세 나이, 선조 22년에 1

년 4개월 동안 이곳 초대 현감으로 있을 때의 덕을 추모하고 장군의 영령을 기리기 위

해 세워졌다. 짧은 재임기간에도 덕치 선정을 베풀었던 것을 정읍 시민은 잊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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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이셨다.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답사기 중고등부

들렸던 곳이 이순신 장군 유적지였다. 아들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도 이순신 장군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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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을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난중일기 속에 써져 있던 이 문장

었다. 광복 후 창건기성회가 만들어져서 전북 학생들과 각 계가 낸 성금으로 1949년 8

월 사당을 짓기 시작했다. 내장산에서 동량을 베어 성황 산 서쪽 기슭에 짓던 중 한국전
쟁이 일어나 건립이 중단되었다가 1963년 4월에 완성 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충렬사가

있던 자리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일본문화가 있던 이 장소에

정읍현감이었고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크게 물리친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세워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당을 들어설 때면 왠지 숙연해져 몸가짐을 돌아보고 마음을 여미게 된다.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성현에 대한 존경심이 일기 때문이다. 갓 맑
은 햇살이 터주는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긴다. 요천 장연풍이 세웠다는 2층 누각 ‘선양

루’를 올려다보며 정읍의 3성현 독립 운동가 박 준승 선생, 동학 농민군 전 봉준 선생, 독

립운동가 백 정기 의사의 얼굴이 조각된 위대한 인물 동상과 정읍 현감 공덕비들 옆으
로 잘 꾸며진 정원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효충 문이 나온다. 이 또한 요천 장연풍이 건립

하여 기증하였다고 한다. 가운데 문은 제를 지낼 때만 열어두고 평소에는 동쪽으로 들
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온다. 충렬사 사당 왼쪽으로는 구불텅구불텅 휘어지고 굽어진 나

무 생김새대로 대들보가 놓이고, 처마로 흐르는 듯 나란히 누워 있는 서까래들, 결결이
드러난 나뭇결의 마루가 정겨운 전통 한옥인 광의 당이 있다. 오른쪽으로는 충렬사 창
건 기념비를 충직한 거북이가 받들고 있다. 자연스레 임진왜란 때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이었던 거북선을 생각나게 했다. 충렬사 사당은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고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 있으며 기둥 하나하
나에도 정성을 가득 담았다. 장 우성 화가의 작품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사진이 반

갑다. 인자한 모습의 사진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 이 곳 에서는 충무공
탄신일인 4월 28일에 충무공의 애국충절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해설사의 친
절한 설명에 빨간 백일홍을 머금고 있는 배롱나무가 만족한 웃음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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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사가 있는 주변은 시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무공원으

로 꾸며져 있어 특이했다. 물놀이 연못과 분수연못도 있어 여름에는 시원함을 만끽할

는 팔각정이 있다고 한다. 내친김에 그 곳 까지 올라가보리라 생각하고 운동화 끈을 조
였다. 충렬사를 나와 계단을 따라 오르니 독립운동가 박 준승 선생의 묘와 반공순국사
십이주지묘(反共殉國四十二柱之墓)가 있었다. 박 준승은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며,

반공순국 사십이 주지묘의 42인은 정읍 경찰서 유치장 방화사건으로 숨진 사람들이다.

학살했던 가슴 아픈 사건이다. 계속 되는 계단을 오르니 숨이 가빠졌다. 잠시 숨고르기
를 하고 다시 계단을 오르니 넓은 잔디밭 위에 세워진 높이 9m에 달하는 충혼탑이 손짓
하며 나를 반긴다. ‘거룩한 얼’이라 쓰여 있는 이 탑은 한국전쟁 때 순직한 정읍의 순국
선열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 탑 또한 군인과 공무원, 학생 등 국민의 성금을 모

아 1969년 10월 14일에 세워졌다고 한다. 가히 정읍 시민의 애국심은 온 국민이 본 받을

답사기 중고등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경찰서에 수감된 반공 인사들을 유치장에 감금한 채로 불 질러

답사기 초등부

수 있고 공원에서 이어진 등산로를 따라 성황 산을 조금만 오르면 시내가 한눈에 보이

만 하다.

이곳에서 정읍 시 주관으로 유족과 시민들이 모여 그들을 추모하고 8월 15일에는 참배

를 실시하는 등 전후세대에게 호국안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안보교육
장으로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뜻 깊은 곳이 아닐 수 없다.

“정읍인의 얼이 서린 곳…… 한 맺힌 한국전쟁 때 동족상잔의 비극의 현장에서 충절

에 불타는 군경 용사들이 못다 핀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비석의 글을 읽다 보니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성황 산 양지바른 곳에 시민의 이름으

로 세운 위패봉안소를 해와 달이 밝혀준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 닿는다. 충혼탑 옆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오르니 정읍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팔각정과 체력단련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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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패 봉안소에 빽빽한 글씨로 새겨진 위패는 무려 3300개나 되었다. 매년 현충일에

왔다. 팔각정에 오르니 시원한 바람이 살갗을 스친다. 잠시 나라 위해 몸 바쳤던 순국선
열을 위한 마음의 기도를 한다.

조용한 정읍시내의 아담한 풍경을 내려다보니 어지러웠던 지난해의 기억들이 파노

라마처럼 지나간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지도자의 무능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

었다. 한 때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가며 노력했던 정권과 재계는 부패
했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향해 나아갔다. 두 마음으로 나
누어져 결국에는 치욕스러운 지도자의 탄핵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순신 장
군의 정신과 지도자로서의 품성이 절실히 그리워지는 때였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오직

바른 방법과 수단으로써 구국의 목표를 이루었던 정의의 외길로 살다간 참 지도자였다.

자신의 몸을 바쳐 끝까지 백성과 나라를 사랑한 진정한 리더였던, 영웅으로 태어나 성
웅으로 돌아가신 이순신 장군. 그분을 다시 만났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호국영령들을 기릴 수 있는 충무공원에서 또 한 번 이순신 장군을

만났다. 시민들의 모금으로 지어진 충렬사와 충혼탑이기에 특히 뜻 깊은 이 곳으로 아
들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어진다. 이제 막 사회에 한 발을 내디딘 큰 아들과 그 뒤를 따

라 가려는 둘째 아들, 또 다른 장군의 후손들이 당신의 정신을 이어받아 반듯하게 살아
가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읍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 홀로 계신 것보다 장군
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조국 위해 기꺼이 바친 후손들이 함께하고

있어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푸근해진다. 당신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
들을 자애로운 눈길로 돌보고 있을 장군의 모습이 아슴아슴 시야 속으로 그려진다. 팔
각정을 뒤로 하고 천천히 충렬사 쪽 계단으로 내려가며 생각한다. 때때로 이순신 장군
과 선열들은 저 팔각정으로 나와 나란히 서서 그들의 희생으로 잘 살고 있는 후손들을
내려다볼 것이다. 열심히 살아보자. 혼돈의 세상이지만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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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자. 남북이 화합하여 함께 잘살아 가는 모습도 보여주자. 우리 모습을 보며 기뻐
할 이순신 장군과 선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온 나라에 그득 해 질 때까지……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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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이종근(전북, 전주시)

고창 고인돌에 ‘통제사이순신’이란 이름이 새겨진 것은

이순신 장군, 부하의 죽음 애도하며
눈물로 새기다
시나브로, 불어난 계곡물은 가람을 에두르고 물이끼는 돌의 이마에서 한층 짙푸릅니

다. 계곡의 청량한 바람은 맑고 청아해서 꿈길을 걷는 듯 행복한 새벽길을 펼쳐놓습니
다. 붉은빛으로 삼라만상을 뒤덮는 해질녘, 선운산의 낮은 굴뚝에서 뿜어내는 연기가

바람을 따라 뽀실뽀실 피어오릅니다. ‘황혼의 연가(戀歌)’로 물드는 노을빛 고운 풍경이
참으로 아련타 못해, 추억으로 묻어나와 연가에 지글지글 타오릅니다.

나 하나의 모든 그리움, 살랑거리는 소슬바람에 가득 실어 보냅니다. 그동안 거의 매

일 속앓이를 했던 숱검댕이 속내가, 오늘따라 퍽이나 통통하게 느껴집니다. 전북 고창

군 무장천의 물빛은 여전히 맑다 못해 투명합니다. 이에 질세라 수풀은 명징한 푸른색,
알싸한 빛깔로 다가오는 존재. 봄뜻을 가득 머금어 분별이 없건만 느끼는 정만큼은 깊
고 얕음을 저울질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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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의 이순신 스토리를 처음찾아 공개… 고창에 이순신 장군이 왔나요?

이순신 장군이 전북 고창에 찾아왔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창과 이순신 장군은 아무

기록을 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9월 12일 을사 비바람이 크게 불었다. 늦게 나서서 기에 오른지 10리쯤 되는 냇가에

이광보와 현여경 이 술을 갖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말에서 내려 함께 이야기
이르러 잤다.

13일 병오 이중익과 이광축이 와서 함께 이야기했다. 이중익이 군색한 말을 하므로

옷을 벗어 주었다. 종일 이야기 했다.

14일 정미 맑음. 하루를 더 묵었다.

15일 무신 맑음. 체찰사가 무장현에 이르렀기에 들어가 인사하고 대책을 의논했다.

답사기 중고등부

를 나누었는데 비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안세희도 왔다. 저물 무렵 무장(전북 고창)에

답사기 초등부

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모처럼 ‘난중일기’를 보았습니다. 병신년(1596년)

16일 기유 맑음. 체찰사 일행이 고창에서 점심먹고 장성에 와서 잤다.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고창에서 며칠을 잤습니다. 임진왜란 중 호남 지방의 민간인과

승려들이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왜군을 막는 데 큰 기여 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고
창 출신인 의병장 오익창(吳益昌, 1557~1653년)은 13척의 판옥선에 승선한 병사들에게
방탄용 솜이불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동아(冬瓜)를 먹여 해갈하게 하는 등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의 배를 동원하여 조선 수군의 후방을 성대하게 보이는 위장전
술도 구사했습니다. 명량대첩의 승리 요인은 이순신의 탁월한 리더십, 우수한 화포력,
지형적 이점 등입니다.

전라 지역민의 의병 활동 공로도 지대하므로, 결국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한 요인

329

답사기 일반부

17일 경술 맑음. 입암산성으로 갔다.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라 지역민들이 전쟁에서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따라

서 조선 수군을 재건해 조선을 망하지 않게 하는데 전라 민간인들이 기여한 공로는 이
순신 다음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충무공전서와 오익창
의 문집인 ‘사호집(沙湖集)’에 나옵니다.

전북 부안과 군산, 고창, 정읍은 이순신 장군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스토

리를 개발한다면 관광상품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선유도 진영 터는 선조30년(1597년) 9월 충무공 이순신이 명량해협의 울돌목에

서 12척 전함으로 133척의 적 선단을 무찌른 후, 그 엿새 뒤인 9월 21일 선유도에 도착
했습니다. 그는 아픈 몸을 추스리고 태풍을 피해 선유도에 12일 동안 머무는 동안 임금

에게 보고를 위한 장계를 작성한 곳입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이 선
유도에 진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기술돼 있다는 것.선유도는 또 충무공이
아산의 본댁이 왜적에 의해 잿더미로 변했다는 비보를 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과 수군이 휴식을 취한 곳은 지금 선유도 우체국 인근인 진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안의 위도진 관아(위도관아, 전북 유형문화재 제101호)는 전라우수영에 속했고 종

3품의 무관직 첨사 아래 53명의 수군이 주둔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유도 가는 길목
위도에 들러 훈련하는 수군을 위로했다는 얘기하며, 묵어 간 건물이라는 얘기가 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충렬사(수성동 615-1)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령을 봉안하기 위하여 창건

한 사당으로, 정읍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구미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589년 정읍현감으로 있다가 1591년 전라좌수사로 이임했는데, 그가 이곳 현감

으로 있을 때의 덕을 추모하고, 영령을 기리기 위해 공의 탄신일인 4월 28일에 매년 제
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정읍의 입암산도 이순신과 연관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파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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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백의종군하면서 수군진영으로 가던 도중 갈재 아래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왜군이 특수부대를 조직해 입암산 갈재에서 매복하고 야간에 기습 암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깨어보니 하얀 옷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곧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니 대비하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순신 장군은 혹시나 싶어 급히 군졸을 깨워 야습에 대비해서 왜

군을 모두 사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갈재 주변 정읍과 장성 주민들은 이순신
조선시대의 ‘삼남대로’는 서울에서 삼례를 거쳐 전주, 태안, 정읍, 나주, 강진을 거쳐

해남의 이진항에서 제주의 조천관을 거쳐 관덕정에 이르는 길로, 이순신 장군이 이를
전라좌수영으로 부임했습니다.

이 모두가 이종근이 직접 찾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사기 중고등부

장군과 입암 산신령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답사기 초등부

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던 탓에 깊은 잠에 빠진 이순신 장군은 누군가

■ 첨금정 고인돌에 새겨진 이순신 통제사

고창 고인돌에 새겨진 ‘통제사 이순신’이라는 글귀에 눈길 한 번만 주시기를.

무장향교 대성전(문화재자료 제107호, 전북 고창군 무장면 교흥리 109-1)을 가는 길.

향교 옆 논둑길로 오다 보면 고인돌에 ‘통제사 이순신’이란 글귀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
니다.

이는 김위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만큼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무장면 송현리 송현마을 첨금정에는 아직도 뚜렷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문
이 새겨져 있지만 5백여 년이 다가도록 어느 누가 거들떠 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
습니다.

사실, 전북엔 이순신 장군의 기록은 부안과 군산 등 일부 지역에 있을 정도로 많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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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여! 행여 시린 마음 달래려거든 ‘하늘닮은’ 사람들의 희망, ‘하늘담은’ 첨금정의

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일대 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군이 자리하고

있어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인근의 부안에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세트장과의 거리도
멀지 않아 잘 활용만 한다면 더욱 유명세를 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오늘에서는.

전라금석문연구회(회장 김진돈)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첨금정을 찾아갔습니다.바위

에는 이순신이 바위에 앉아 옷깃에 눈물을 적셨다는 장소가 ‘첨금정’이라 하고 있으며,

‘통제사 이순신’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군요. 참으로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저처럼
큰 바위에 글씨를 새길 수가 있었을까요.

때는 서기 1597년 정유재란. 일본장수 가토 기요마사 등은 14만 대군을 이끌고 전라

도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남원성에서 일본군과 맞붙은 조명연합군은 끝까지 싸우다 전멸하는데，이 전투에

서 무장면 송현리 김해김씨 문중의 ‘천록’과 ‘천귀’ 형제가 순절합니다. 전쟁으로 아들

둘을 모두 잃은 김씨 문중의 비통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터입니다. 얼마 되지 않
아 ‘천록’의 아내인 ‘연안이씨’마저 마을 뒷산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의 잇따른 죽음에 분연히 떨쳐 일어난 ‘위’와 ‘현’은 이순

신 삼도수군통제사 휘하에서 싸우다 진도전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또, ‘위’와 ‘현’의 할

아버지 ‘수연’은 노량해전(1598)에 출전해 먼저 간 아들과 손자의 뒤를 따라 장렬히 전
사합니다.

송현마을 드넓은 논 중앙에 홀로 서있는 ‘기훈암(공훈을 기록한 바위)’과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김해김씨제단비’의 글을 토대로 재구성해 본 김해김씨 문중
의 3대 이야기입니다.

김회장은 이순신(장군) 이름이 적힌 이 금석문을 맨 처음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충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시 명랑해전에서 아끼던 부하 강동현령 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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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597)가 전사하자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고 장례를 치르던 장소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에서 그것도 할아버지-아들-손자 3대가 한 전쟁에서 순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보통 번듯한 비석에 글을 새길 법도 한데 전쟁 통이라서 비석
마련할 여건이 안 되었는지, 논 한가운데에 우뚝 선 자연석(고인돌)을 ‘기훈암’이라고 부
이 순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떠오름은 왜 일까요.
1595년 1월 1일. 맑았다. 촛불을 밝히고 홀로 앉았다. 나랏일을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또 80세의 아프신 어머니 걱정에, 애 태우며 밤을 새웠다.

1597년 10월 16일. 맑았다. (…) 내일이면 막내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지 나흘

답사기 중고등부

르며 ‘천’과 ‘위’, ‘현’의 순절을 기렸다니요.

답사기 초등부

조선 전역이 피로 물든 전란 중에 가족 하나 여의지 않은 집이 없었을 터지만 양반 가

째이다. 그런데도 마음껏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을 수 없어, 소금 굽는 사람, 강막지의

이순신 장군은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그리움에 통곡하고, 어머니의 부음에도 백의종

군을 떠나야 했기에 어서 죽기만을 바라는 비통한 심정에 빠지며, 막내 아들의 전사에
목을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나라의 죄인이 되고 보니 비통함에 가슴이 찢
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가요. 이 곳의 돌에 글귀가 새겨진 년도는 1597년(만력

25년)으로, ‘통제사 이순신 명(統制使 李舜臣 銘)/선무종신공신/김해김공 휘 한 천귀 순
절’이 음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명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전해 내려온 순절비는 가로 5m, 세

로 4m, 높이 1.5m의 고인돌로 한 면에 ‘만력 25년 10월, 통제사 이순신명, 선무원종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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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갔다.

신…’이라는 글귀가 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휘하에 총애하던 부하의 죽음을 애석히 여기 나머지, 입관시 묘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아 눈물로 갑옷을 적시며 애도하면서 비문을 남겼다는 얘기가 전하고 있
는 까닭입니다.

송현마을에서 찾은 역사적 ‘사실’과 ‘사실’ 사이에 ‘상상력’을 채워 넣어 되살려본 김

해김씨 문중의 3대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귀감으로 삼기에 전혀 부족
함이 없습니다.

도도한 물결에 이 조그만 종이 조각배를 접어 이순신 장군과 김씨네 일가의 구구절절

한 사연과 함께 살포시 띄워 보내는 오늘. 한적한 농촌의 산자락 밑 밭두렁에서 하얀 솜
털로 곱게 피어나는 목화꽃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아름답게 살다가 곱다 푸른 이파리,
저리도 곱게 치장할 수 있다면 우리네 삶이 더 없이 행복하리라.

시나브로, 선운산을 안은 물빛들이 산그림자를 그리듯 어슴프레하게 이순신, 당신 생

각으로 이내 마음을 붉디붉게 수놓습니다. 비바람에 찢겨져 흩어지느니 차라리 목을 꺾
는 비장함, 고창 무장 양반들은 모름지기 이같은 정신을 빼 닮고자 했던가요. 이내 맘도
푸르게 푸르게 떨리며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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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우수상

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이형우(경기, 용인시)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진남관에서 장군을 상기한다
1. 글을 시작하며

아예 이순신시로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이순신광장에 이순신대교에, 다방도, 제과점도,

음식점도 이순신 아니면 거북선이니 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아포
리즘이 실감 납니다.

그러고 보니 장군의 유적지를 다 둘러보았군요. 방배동 덕수공원 장군 선조의 묘소를

보면서 뿌리 깊은 나무를 실감하였습니다. 충무로의 생가터도 가 보았습니다. 전문가들
이 생가터로 추정하는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31-2’ 빌딩에 서경덕 교수가 안내판을 설
치하였습니다.

장군이 누명을 쓰고 28일간 투옥되었던 의금부 터는 종로 1가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김훈의 장편『칼의 노래』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형틀에 묶여서 나는 허깨비를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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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여! 2019년 7월 21일 여수 이순신광장 거북선에서 이 글을 씁니다. 여수시는

대하고 있었다. 내 몸을 으깨는 헛것들의 매는 뼈가 깨어지듯이 아팠다.” 장군은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울분을 참았고 고통을 견뎠습니다.

광화문광장 장군의 동상에는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아! 님이 함께 계시는 이 나라

복이 있으라.” 그렇습니다. 복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2017년 7월 27일 한산도를 다녀왔습니다. 샅샅이 장군의 유적을 훑었습니다. 제승당

에서『난중일기』를 읽어보았고, 수루에서 “한산섬 달 밝은 밤에”로 시작하는 시를 읊
으면서 장군을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
니다. 장군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외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이야말로 위업을 달

성하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사람들에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숙명임을

어쩌겠습니까. 장군은 외로움을 백척간두의 조국을 지키는 위대한 역사로 승화시키셨
습니다.

2. 이순신 광장

여수 중심 이순신광장, 도로 한가운데 동상이 있다. 그런데 동상이 영 눈에 거슬린다.

거북선을 장군이 밟고 서있기 때문이다. 장군에 비교하면 거북선이 너무 작아 얼마 후
면 거북선은 꼭 부서질 것만 같다. 누가 계획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래야만
했는가.

길을 건너니 기념비가 눈에 뜨인다. 장군을 역사적 인물로 부각한 분이 정조대왕이라

면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분은 노산 이은상이다. 그가 쓴 찬시(讚詩)가 우리를 반긴다.
충무공 찬가
충무공, 오 충무공

영원히 꺼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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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태양이여

지금 우리 눈앞에

답사기 초등부

나타나는 그의 모습
거북선 거느리고

호령하는 그의 위풍

일생을 정의에 살던 그이시다
내 동포 살리려고

피를 흘리던 그이시다

답사기 중고등부

그날 땅과 하늘을

울리시던 그의 맹서
저 산 저 바다에

그대로 서려 있다.

외치는 저 목소리를 따라가자
할 일은 오직 하나

답사기 일반부

저가 우리를 이끄신다
충무공, 오 충무공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족의 태양이여

역사학자로 시인이기에 감정을 절제하면서 참 잘도 썼다. 이를 보니 초등학교 때 읽

은 선생의『성웅 이순신』이 생각난다. ‘聖雄’은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던 기억이 새롭다.
영웅은 영웅이로되 감히 종교의 지도자에게 붙이는 성(聖)자를 썼다. 나라를 지킨 숭고
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장군을 보필한 장수의 명단도 보인다. 한자가 다른 이순신, 장군이 총애했던 송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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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눈에 뜨인다. 그렇다. 장편소설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다. 이들은 주연을 빛낸 훌륭한
조연이다. 원균과 같은 반동적 조연이 있기는 하지만….
3. 거북선

조선업에 관심이 많은 현대그룹 정주영은 1971년 투자를 위해 영국 선박 컨설턴트

기업인 A&P 애플도어에 사업계획서와 추천서를 의뢰하고 담판하였다. 우리는 400년
전에 이미 이런 배를 만든 노하우를 지니고 있다 하면서 1만 원권 뒷면에 그려진 거북선
을 보여주었다. 사업 승인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무모하달 수도 있는 에피소드이지만
그만큼 거북선은 역사적 사건에 다름 아니다.

김종대라는 분이 평생 장군을 연구하여『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라

는 종합연구서를 냈다.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다. 장군이 거북선을 처음 만든 것이 아니
고 전래의 전선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군은 전통을 계승하되 과학적인 연구로
새로운 구상을 덧붙여 거북선이라는 천하의 명물로 재탄생시켰다.

송희립, 정운, 나대용 같은 고유의 기술을 겸비한 걸출한 장수의 협력과 대목수 한 대

선 등 수많은 전문 인력의 조력으로 이루어진 종합 창작품이다. 장군은 자신이 있었다.
선조에게 올린 장계(狀啓)에서 “신이 일찍이 왜적의 난리가 있을 것을 걱정하여 특별히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거북선을 직접 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병사들은 각자 위치에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히 배를 젓는 임무를 맡은 병사는 힘이 무척이나 들었을 것이다. 장군

이 전쟁을 독려하는 모습이 의젓하다. 시야가 좁다는 단점이 있다 하는데 과연 맞는 것
같다.

우주 발사체 분야의 과학자 채연석 박사는 거북선에 사용한 총포를 복원하였다. 임진

왜란 당시 거북선에서 사용했던 대형포는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등 4
종류이며, 2층에 2대 그리고 3층에 17대 등 모두 19대를 장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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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천자총통은 296㎏에 달하니 이를 이동시키는 데 얼마나 고생을 하였을까? 또 총탄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거북선에 전시된 총탄은 보통 남자는 들 수 있는 것이었다.

가 이들에게 절에 숙소를 마련하고 식량을 제공하며 배를 고쳐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
다. 도주는 이들이 소지한 총 두 자루를 거금을 주고 매입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문제는

총의 내부 구조와 사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주는 자기 딸을 포르투갈 상인
의 첩으로 주어 기밀을 캐내게 하여 구조를 아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대량생산이 가
망나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총으로 무장한 14만에 이르는 병사로 단시일 안에 조

선 정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조선에 이순신이, 이순신에게 거북선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그 거북선이다. 일본을 KO시킨 거북선이다.
4. 거북선 빵

답사기 중고등부

능하였다. 조선 조정에 두 자루를 기증하기도 하였다.

답사기 초등부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풍랑으로 규슈 남쪽 다네가시마섬에 표류하였다. 섬의 도주

거북선에 나와 보니 거북선 빵이라는 상호가 보인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역사상

빵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렇다면 남해나 통영, 한산도에 거북선 빵이라는 이름의
상호가 있다 해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다.

각설하고 임진왜란 당시 선조들의 주식은 뭐였을까? 쌀밥은 맞되 반찬을 무엇이었으

며 주전부리로 먹는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아직 고추가 전래되지 않아 김장김치는 없
었지만 다른 김치는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침채 또는 딤채라는 말이 있
었으니 현재와는 다르나 배추와 무를 이용한 김치는 있었으리라.

거북선에서는 밥을 해 먹기가 어려웠기에 비상식량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아직 빵은

없었기에 그렇다면 떡이 비상식량이었을까? 전시된 거북선에 병사들이 옥수수, 당근, 계
란을 먹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 저렇게 먹고 힘든 전쟁을 어떻게 했을까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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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명한 인사나 유적을 특정 지역과 연관시키는 현상을 ‘명인효과’라 부른다. 거북선

이순신, 거북선과 빵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출출하던 차에 들어가 보니 메뉴

가 다양하다. 장군의 유적지가 통영, 남해, 여수 등에 있으니 어느 곳에든 거북선 빵이
있겠지.

들어가 자리에 앉아 거북선빵과 유자빵을 시켰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다. 거북선빵

은 매우 달달하다. 팥과 앙금이 가득 들어 있어 단맛을 즐기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다. 유
자빵은 유자맛이 강해 새콤달콤하고 유자향이 그윽하다.
5. 진남관

배을 든든히 채우고 10분쯤 걸어 올라가니 유명한 진남관이 있다. 국보 304호, 이름

이 우람하다. 남쪽을 진압하는 관문.

먼저 진남관의 역사와 임진왜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물 전시관에 들어갔다. 광장

거북선 안의 풍경을 축소한 전시이다. 크고 작은 포환류 3개가 있고, 비격진천뢰는 매우
큰 탄환이다.

계단을 올라 망해루에 올랐다. 바다를 바라보는 누각이니 바다를 감시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이를 볼 때마다 한·중·일 삼국의 누각을 비교해 본다. 중국은 지붕에 날개 달린

듯 화려하고 한국은 소박미와 자연미가 우월하다면 일본은 다분히 인공미가 강하다. 망
해루 역시 한국의 전통적인 소박미, 자연미가 우세하다.

진남관은 임진왜란 당시 장군이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으로 사용하

였고 본래 이름은 진해루 누각이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후임 통제사 겸 전라좌수사

이시언이 정유재란 때 불타버린 진해루 터에 75칸의 대규모 객사를 세우고, 진남관(鎭
南館)이라 이름 지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1716년 화재나 났고 2년 후 전라좌수사

이제면에 의해 중건된 건물이다. 진남관은 정면 15칸, 측면 5칸, 건평 748.39㎡의 단층

팔작지붕으로 된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로 현존하는 단층 지방관아 건물 중 가장 크다.
2015년부터 4년여 공사라 아직 끝나지 않아 어수선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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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이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령을 내린 이곳. 장군은 솔선수범의 리더쉽을 발휘하였

다. 잘못된 선조의 명령을 거부하여 출병하지 않는 용기와 배짱도 있었다. 이것이 빌미
위험한 전투에 임할수록 자신을 아끼지 않고 앞장섰다. 가장 험한 전투인 명량해전에

서 12척으로 133척을 상대할 때 진두에 서서 솔선수범했다.

전공(戰功)은 모두 부하에게 돌렸다. 전투가 끝나면 자기 공은 뒤로 놓고 그 공을 부

하의 공으로 보고해 반드시 상을 받게 했다. 스스로 부하들을 칭찬하며 상을 내리는 데
어 종들의 선행까지 첨부하기에 이른다.

상을 줄 만한 곳에는 반드시 상을 주어 장병들에게 승리를 향한 강한 동기를 부여한

것이니 이야말로 신상필벌(信賞必罰)이다.

오만방자한 명나라 장수 진린을 굴복시켜 장군을 흠모하게 만든 요인이 신상필벌이

요, 부하에게 공을 돌리는 리더쉽이다.

답사기 중고등부

인색하지 않았다. 왕에게 보낸 장계에는 부하들의 용맹스러움을 자세히 보고하니 심지

답사기 초등부

가 되어 의금부에 투옥되었지만 이는 장군을 더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난중일기』를 보면 부하 중 잘못이 있거나 군율을 어기면 가차없이 엄중 문책하는

방 수령이나 장수들에게도 엄명했던 기한을 어기면 반드시 곤장을 쳐서 엄하게 다스린
다. 공직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요즈음 같이 지역, 학연, 혈연에 의한 제식구 감싸
기 또는 온정주의(溫情主義)가 득세한 세상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진남관에 앉아 장군께서 부하들을 통솔하면서 호령하고 용기를 북돋았던 모습을 상

상해 본다.

6. 이순신대교

차를 몰아 이순신대교를 건너서 홍보관에 왔다. 여수 묘도와 광양시 금호동 사이를

잇는 2,260m의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케이블을 이용하여 도로 상판을 지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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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이 여러 번 나온다. 군량미를 훔치거나 도망치다 체포되면 예외없이 처형한다. 지

교량을 현수교라 이르나니 세계에서 4번째로 길다. 주경강단 길이를 1,545m로 하였는
데 이는 장군의 탄신 1545년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홍보관 입구에 장군의 전술비연 30개가 소개되어 있다. 무전기나 무전통신이 없었기

에 통신 및 암호수단으로 썼던 일종의 신호연이다. 장군의 작전술은 이렇게 다양하였

다. 홍보관에는 한국의 교량 역사가 소개되어 있다. 그만큼 이순신대교는 현대 첨단 기
술의 능력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다리이다.

‘戰方急 愼勿我死’와 ‘此讐若除 卽死無憾’ 두 개의 큰 문장이 눈에 뜨인다. “이 원수

가 없어진다면 곧 죽어도 유감이 없다.”는 뜻이니, 신라 문무왕이 눈을 감으면서 자신을
화장하여 동해에 묻으면 용이 되어 왜를 물리치겠다는 유언과 맥을 함께 한다.

국문학자 이어령은 비평서『통금시대의 문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쟁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그렇다, 평화를 위해 곧 전쟁을 막기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장군의 유언을 후손

은 지키지 못해 끝내 철천지 원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 일본은 현재 사과를 거부한다. 종군위안부를 부인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역사
를 왜곡한다. 징용징병 배상은 1965년 청구권으로 끝났다고 우긴다.

반일·극일의 번지르한 말만 앞세우고 죽창가를 부르자는 국수주의로는 나라를 지키

지 못한다. 장군의 유비무환, 나라사랑의 정신을 후손들이 계승해야 한다.

김종대는 평생 장군을 연구하여『이순신,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라는 종합연구

서를 냈다. 이 책은 장군의 리더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뜻하지만 단호한, 그러면서

앞을 내다보는 리더쉽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장군을 연구한 여러
저서나『난중일기』를 읽으면서 갖는 생각이다.

전망대에 올라 13척으로 130척의 왜적을 물리친 바다를 바라보면서 장군을 상기하

니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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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전북, 전주시)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순신을 기리는가

최근에 김종대 선생이 쓴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라는 책을 읽

었다. 이순신의 생애를 분석하고 이순신의 삶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논한 책이다.

이순신이 단순히 전쟁영웅이 아닌 인격적으로도 완성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감명 깊

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순신을 기리고 있는지, 이순신의 흔적들을 직접 보
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통영에 가기로 결정했다.

경상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통영은 맛있는 충무김밥과 즐거운 루지(Luge)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과거의 통영은 지금의 관광지 이미지와는 많
이 달랐다. 통영은 본래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던 해상 방어 기지였다. 그러나 고종32
년(1895년) 통제영이 폐(廢)한 후,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삼도수군통제영’의 약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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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영

통영 답사 계획 지도
일정의 첫날에는 숙소 근처의 거북선
모형과 이순신 공원을 다녀왔고 이튿
날에는 충렬사와 통제영지(地)를 다녀
왔다 .

‘통영’이 지명이 되었다.1) 통영은 ‘당포해전’, ‘옥포해전’, ‘한산도대첩’의 전승지이자 이

순신을 기리는 수많은 유적들이 남아있다. 답사는 통영항 근처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주변 유적들을 다녀왔다.
2. 중앙시장 거북선 모형 이순신 공원

처음 숙소로 도착해서 광장으로 나가자마자 거북선이 나를 반겨주었다. 이순신이 처

음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정비를 하며 거북선을 만들었다.2) 그 당시 조선은 전쟁대비

에 힘쓰지 않았다. 오직 이순신만이 철저한 준비로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 철저한 준비
의 결과는 모두 알다시피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불패의 성공이었다. 거북선은 이순신
의 철저한 준비정신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순신 공원은 이순신과 한산도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으로 한산도가 한눈에

1)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416)과 통영시 연혁(http://www.tongyeong.
go.kr/00001/00030/00031.web)을 참고하였다.
2)『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의 1592년(선조 25) 5월 1일의 기사에 따르면 “이에 앞서 (이)순신은 전투장비를 크게 정비하면
서 자의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거북선은 이순신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한 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
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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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산도대첩은 이순신의 군사적 재능이 빛을 발한 전투였다. 한산도대첩의 승리

원인은 철저한 전장 정보 수집과 판옥선, 세키부네3)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이다.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不殆)’라는 손자병법의 실현이다. 한산도대첩의

답사기 중고등부

중앙시장 거북선 모형
문화마당에는 거북선과 판옥선이 당
당한 자태를 뽐낸다.

승리요인 중 하나는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이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
사용했다. 이는 이론의 습득과 적용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응용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순신 공원 한산대첩 당시의 전황도가 그려져 있다.

한산도 바다 이순신 공원에서 바라본 한산도의 모습이다.

3) 일본에서 사용한 전함의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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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용에만 그치지 않았다. ‘학익진’이라는 독창적인 전법을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적용에 그치면 안된다는 교훈

을 배울 수 있다. 단순한 적용을 넘어 철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응용. 이순신이 한산도
전투에서 보여준 자세는 우리가 평생 습득해야 할 자세다. 지금도 통영에서는 한산도대
첩을 기리기 위해 ‘한산도대첩 축제’가 열린다. 한산도대첩 축제를 단순히 전승행사로만
생각하면 아쉽다. 그 안에 숨어 있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며 왜 우리가 이순신

에 열광하는지 생각해보았다. 이순신의 모습을

단순히 유교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영웅으로
봐야 할까? 만약 이순신을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실현으로만 본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순신을 보
고 열광하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
금은 유교 이데올로기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와 관련 없는 서양 사람들이 이순신을
높게 평가하는 점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순
신이 보여준 충(忠)과 전쟁은 말 그대로 정의(正

意)를 실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임진
왜란은 우리가 약탈과 정복을 위해 싸운 것이 아
니었다. 침략을 받아 힘없는 민중들이 죽어갔고

집과 성은 불에 탔다. 아무도 약자들을 지키려고

이순신 장군 동상
‘必死則生必生則死’ 자신의 목숨을 잊을 정
도로 노력했던 이순신, 우리는 그가 보여준 정
의의 실현에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 않았다. 지배층은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은 약자

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쳐 싸웠다. 이순신은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어떻
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도(正道)를 제시한 것이다. 이순신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
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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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렬사 통제영지(地)

충렬사는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1606년(선조

사한 보물들도 보관하고 있었다.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힘쓰지 않아도 바른(正)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결국 모두에게 알려지기 마련인 것 같다.

이순신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을 삶의 자세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에 대해 미련을 가지지 않
다. 그의 삶의 자세는 그가 백의종군을 하고 난 뒤 복직해서 성공을 거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의 삶에서 2번의 백의종군이 있었다. 한 번은 이순신이 함경도에서 여진족의

침범을 방어할 때 상사에게 모함을 당하여 백의종군을 한 것이다. 또 한번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를 지내며 전쟁을 준비하던 중 일본 간첩(요시라)의 모함을 당하여 백의종군
한 것이다. 자신이 쌓아온 관직을 억울하게 빼앗겼음에도 이순신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답사기 중고등부

았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결과를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것이 이순신이었

답사기 초등부

39년)에 지어졌다. 충렬사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활약을 듣고 명나라 황제가 선

대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력했다. 그 결과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답사기 일반부

마치고 ‘명량해전’이라는 전설을 남길 수 있었다.

충렬사
1606년(선조 39) 이순신을 기리기
위해 왕명으로 세워졌다. 봄과 가을
마다 제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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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장군 위패
이순신 장군 위패. 이순신 장군의 삶에는 우리가 배워야
많은 자세들이 담겨 있다.

방명록
이순신 장군 위패 앞에는 헌금함과 방명록이 있다.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의 수군제독이었던 진린이 이순신의 능력을 보고 ‘명나라에 가

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함께 명나라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이순신이 거
절했다는 일화가 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이순신에게 선조는 이미 관

직이 높기 때문에 ‘공을 치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황제는 이순신에게 8
개의 보물을 하사했다. 참 씁쓸한 이야기다.

통제영에 올라가는 길은 높고 험했다. 군영이었던 만큼 높은 위치에서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사실 지금 존재하는 통제영은 이순신과 큰 연관이 있는 유적이 아니다.

충렬사 팔사품
명나라 신종황제가 조선과 중국을
구한 이충무공의 공적을 찬양하여
보낸 하사품들이 있다. 정작 선조가
이순신에게 별도로 치하한 것이 없
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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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초등부

이순신의 통제영은 한산도의 제승당에 존재한다. 사정상 한산도까지는 가지 못해 아쉬

답사기 중고등부

통제영지(地) 세병관
세병관은 이순신의 전공을 기르기 위해 세워졌다. 후에는 통제영의 건물로 쓰였다.

움을 남기고 대신 통제영에 다녀왔다. 통제영에는 40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순신 장군이 통영에 와서 보았을 광경을 같이 보고 있으니 잠시나마 묘한 기분이 들
었다. 그는 이 바다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4. 제언

통영은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살아있는 도시다. 유적을 답사한다는 것은 이론과 실제

를 결합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단순히 책으로만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일차적인 것으
로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바다냄새를 맡으며, 땀을 흘리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를 다녀오는 것은 지식을 실제로 체험하는 이차적인 것으
로 훨씬 오래 기억 속에 남는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영웅이 아니다. 장군으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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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통제영으로 들어가는 계단에는 고스란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과거에

서도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거북선’을 통해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준비정신과 직무
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다. ‘한산도대첩’을 통해서는 이론을 실제에 적용시키고
응용하는 문제해결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이순신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충렬사’에서는 시련이 오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이것들 외에도 직접 통영
에 가서 이순신 관련 유적들을 살펴본다면 내가 발견한 것들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느
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영에 놀러 가면서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주변의 지인들에게 통영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꿀빵, 충무김
밥, 루지(Luge) 정도만 이야기 한다. 왜 통영의 이름이 통영인지조차 몰랐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 미래까지 우리가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

다. 이러한 가치들을 복원하고 전승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들이다. 현재에는 그러한 일
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답사를 통해 느꼈던 점들 중 개선되었
으면 하는 사항을 작게나마 이야기 하며 마무리한다.
① <이순신>관련 유적지 소개

현재 통영에서는 이순신 관련 관광지에 대한 소개가 적은 편이다. 특히 교통이나 편

의 시설에서 유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위에서 보았듯이 통영에 존재하는 수많
은 유적들은 이순신과 큰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많은 정신들

이 녹아있다. 이러한 점들을 유적 소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이다.

② <이순신>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이순신의 정신은 우리가 잘 갈고 닦아 계승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순신과 관련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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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미 약 1,700건4) 이상이 진행된 바 있다.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통영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관광지 설계는 이
텔링을 곁들인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답사기 초등부

미 여러 방면에서 큰 효과를 보여준 바 있다. 통영에서도 이순신 관련 유적들에 스토리

답사기 중고등부
답사기 일반부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이순신 연구현황은 총 1,730건이 진행되었다. 학위논문으로는 35건이 있으며 학술지논문으로는
1,297건, 학술지 5건, 단행본 269건, 공개강의 9건, 연구보고서 115건 등이 있다.(http://www.riss.kr/search/Search.do?detailS
earch=false&searchGubun=true&oldQuery=&query=%EC%9D%B4%EC%88%9C%EC%8B%A0&x=0&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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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장려상

이해영(서울, 관악구)

이순신을 만든 여인 둘

■ 왜 이순신인가?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는 거침없이 전장으로 나아가 왜적을 섬멸한 무패의 상승 장수,

대장검을 차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불세출의 명장이다. 하지만

직접 남긴『난중일기』를 비롯해 여러 자료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면이 많

다. 그래서 더 가슴 깊게 다가온다. 이순신은 생애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빛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그 고난은 외부에서 비롯되었지만, 한 번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고, 묵묵하
게 정도를 걸었다. 그는 초인적 능력을 지닌 인물은 아니다. 몸도 많이 아팠고, 인간적인

감정에 화도 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난관을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고자 최선
을 다했다. 늘 최악의 조건 아래서도 가장 나은 길을 찾아갔다. 이런 이순신의 삶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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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명쾌한 삶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의 행적을 찾고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하나하나 발로 밟아 가는 과정은 내 삶에 깊은
인간 이순신의 모습이 남아 있는 전라북도 정읍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곳에서 나는
위대한 인물 이순신을 만든 두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 초대 정읍 현감 이순신

관직생활을 하였다. 원칙을 중시하며 곧은 성격인 그의 관직 생활은 여러 어려움이 있

기는 하였지만, 뛰어난 능력과 전공을 세우며 결국 상관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조산보
만호 임기를 마치고 아산 고향집에서 휴식을 취하한 그는 종 6품인 정읍 현감에 임명되
었다.

답사기 중고등부

10년 준비 끝에 32세에 무과에 합격한 이순신은 44세가 되기까지 변방을 전전하는

답사기 초등부

의미를 주었다. 그중 나는 이순신의 공직 생활 중 가장 평온했고 장수 이순신이 아니라

■ 정읍의 명현감 이순신

의 중심 도시인 전주와 광주 중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 1589년 선조 22년에 고부

군의 속현에서 정식으로 독립된 현으로 승격되었고, 초대 현감으로 이순신이 부임한다.
이곳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고향이기도 한데, 특히 동학 혁명의 발상지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같은 핵심 3대장이 이곳 출신이다.

정읍 현감 시절 이순신은 똑 부러지게 일을 해냈다. 난중일기에서 보듯 그는 웬만한

문신만큼 이상의 지적 능력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공무에 빈틈이 없었고 백성
들에게는 자애로웠다. 이순신이 정읍현감으로 있던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선정에 감복한 사람들은 이순신의 승진을 반대할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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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로 유명한 정읍은 전라북도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라도

■ 정읍 충렬사를 찾아서

정읍을 찾은 때는 늦가을이었다. 동학 혁명의 발자취를 찾던 나는 어느 덧 충렬사로

향하고 있었다. 선정을 베풀던 정읍 관아는 현재 장명동 주민 센터로 추정되고 있다. 그

저 머릿속으로 옛 관아를 그려보았다. 모처럼 가족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내며 관내 백
성들을 보살폈을 이순신도 그려보았다.

현 정읍시청 옆에는 제법 널찍한 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바로 충무공원이다. 정읍 관

아의 뒤편쯤 되는 곳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을 기념해서 만들

어졌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성황산 아래 자락에 위치한 충렬
사는 해방 이후 범국민적 발의로 조성되었다고 한다.

홍살문을 지나 정문 격인 선양루를 지났다. 살짝 오는 비가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었

다. 단풍과 함께 산 중턱의 소나무 그리고 주변에는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가

시원스레 뻗어 있었다. 비록 충렬사 내부는 보지 못하였지만, 건물 양쪽 기둥이 향나무
원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고택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해주었다. 깊어 가는 가을 충렬사
앞에서 나는 이순신의 숨결을 느껴보았다.
■ 내조의 여왕 부인 상주 방 씨

이곳에서 나는 이순신의 아내인 상주 방 씨를 떠올렸다. 조선의 여인이 그렇듯이 이

름을 알 수는 없었다. 변방으로 떠돌아다녀야 하는 군인의 아내로 그녀는 어떤 삶을 살
아야 했을까? 사실 이순신이 마음 편하게 변방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임진왜란 당시에

도 전쟁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방 씨는
많은 식솔들의 생계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아이들 교육까지 반듯하게 해 냈다. 진정한
내조의 여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 때 방 씨 혼인한 이순신은 보성군수 출신인 장인인 방진의 권유로 무과를 준비

하였다. 무인의 딸이었던 방 씨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이순신을 훌륭하게 내조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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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덕분에 이순신은 아무런 걱정 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었다. 이순신은 난
중일기에서 어머니나 아들에 비하면 무척 작은 비중이지만, 아내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
음을 바탕으로 한 진정 애틋한 사랑이었으리라. 임진왜란만 없었다면 이순신은 부인과

여러 식구들과 함께 편한 여생을 보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의 짧지만 단란했을

한 때가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면서 단 한 번도 편안하지 못했던
이순신의 생애에서 이곳 정읍에서의 아내와 함께한 생활은 따뜻한 봄처럼 행복했던 시

■ 위대한 어머니 변씨

충무공원을 나서며 생각나는 또 다른 여인은 바로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 변 씨였다.

이순신의 모친은 이순신을 비롯해 아들들 잘 키워낸 훌륭한 어머니로만 알려져 있다.

이순신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

답사기 중고등부

간은 아니었을지?

답사기 초등부

었다. 이는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우러나오는 깊은 신뢰, 믿

이 절절하였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변 씨에게 남은 셋째 아들 이순신은 더
적인 맏아들인 이순신 역시 어머니에게 더욱 살뜰히 굴었을 것이다.

부모 자식 간 인연을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떼어내려고 해도 떼어낼 수 없고 밀

어내고 싶어도 밀어낼 수 없는 인연이다. 그런 이순신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
다. 파직과 고문, 백의종군이라는 인생 최고의 험난한 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백
의종군을 명받고 아산 본가에서 고문으로 상한 몸을 추스르는 아들을 보기 위해 팔순

노모는 스스로 관을 들고 아산을 향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때 이순신의 심정은 얼마
나 참담하였을까? 우리는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모친인 곽낙원 여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 같은
분을 기억한다. 여기서 나는 이순신의 어머니를 기억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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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어머니와 아들은 더욱 살가운 정을 나누었을 것이다. 실질

■ 조선을 구한 신의 한 수,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

시대는 그를 정읍에 오래 두지 않았다. 일본의 침략 야욕으로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

자, 선조는 이조판서 류성룡의 추천을 받고 그를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정 3품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에 임명하였다. 무려 7품계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결과적으로
이순신이 자신의 능력과 뜻을 펼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한 이 인사는 조선과 선조를 살리
게 하는 신의 한 수였다. 드디어 임진왜란의 영웅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탄생이었다.

정읍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사가 되기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안한 시기를 보낸 곳

이자, 그의 목민관으로서 자질을 보여준 곳이다. 이곳에서는 그는 아내 방 씨와 어머니
변 씨와 함께 단란했던 시절을 보냈다. 이 두 여인의 숨은 음덕 덕분에 우리는 무적 전승

의 전쟁 영웅 이순신을 만나게 되었다. 깊은 가을 나는 이순신이라는 거대한 인물과 그
뒤에 서 있는 위대한 여인들을 떠오르며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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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나라사랑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최혜령(대구, 달서구)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통제사의 절망이 녹아내리는
모여곡(毛汝谷)

는 곳들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더 좋았다. 삼도수군통제사로 남해의 제해권을 확보한

영광스러운 삶보다는 그 이면에 살아 숨 쉬는 통제사의 번민과 고독, 그리고 슬픔을 만
나는 것이 더 좋았다.

‘백의종군길’은 그런 길이었다.

한 번에 쭉 따라가 보고 싶었지만 일상의 번거로움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찾

아다녔다. 그리고 그 길을 기록했다. 그러다 우연히『난중일기』에서 ‘모여곡(毛汝谷)’이
란 지명을 발견했다. 통제사가 백의종군 시절 40일 넘게 머물렀던 경상도 산골, 매실 또

는 매야곡이라 불리는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구이다. 고령 쌍림에서 고속도
로를 내려 국도로 합천으로 향했다. ‘너무 더워서 한참 동안 말을 쉬게 하고, 오 리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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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와 함께 통제사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화려하게 재현한 장소보단 숨어 있

니, 길이 쌍갈래이다. 한 길은 곧바로 합천군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또 한 길은 초계로
가는 길이다.(『난중일기』정유년 6월 4일)’라는 기록에 나오는 영전 삼거리에 차를 세

우고 머물렀다. 다리 아래 율곡체육공원을 비롯한 강변 곳곳에는 폭우가 남긴 생채기로

가득했다. 정유년 당시의 풍경이 오버랩되었다. 넘어진 나뭇가지나 조형물들이 민초들
의 주검으로 느껴져서, 통제사의 마음을 엿본 거 같아 가슴이 아팠다. 통제사는 강을 건

너지 않고 십 리 정도 갔다고 했으나 나는 다리를 건너 초계 가는 길을 잡았다. 길을 잘

못 들어 두 번이나 다른 마을로 들어가기도 했다. 차를 공터에 세우고 낙민 삼거리까지
걸어갔다. 거기에서 고령으로 가는 길을 조금 걸어 들어가면 매실길이라는 이름을 지닌

시골길이 나왔다. 마을 앞 낙민천에 송사리떼가 놀고 있었다. 낙민천을 건너자 작은 정
자가 나타났다. 가로는 상무정(尙武亭), 세로는 충무현공종주촌(忠武賢公從駐村) 권율

장군통솔진(權慄將軍統率陣)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 그 옆 큰 팽나무 아래에는 충
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거처지라 적힌 비석이 세워져 있었다. 통제사의 흔적은 그것뿐이
었고 주변에는 농사와 관련된 물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쓸쓸했다.

마을이 보였다. 앞에는 황강이, 뒤에는 용덕산이 마을을 감싸 안고 있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하지만 ‘고개를 끼고 넘어오는데, 기암절벽이 천 길이나 되고, 강물은 굽이돌

며 깊고, 길은 험하고, 다리는 위험하다.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의 군사
라도 지나가지 못하겠다. 모여곡이다.(『난중일기』정유년 6월 4일)’라는 기록의 현장임
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마을회관 앞에는 장맛비로 무너진 담장을 포크레인이 다시 단
장하고 있었다. 폭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마을회관 옆에는 주차장과 함

께 화장실도 있었고 그 앞에 백의종군길 관련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었다. 주차된 차에

가려져 구석으로 몰린 풍경이 쓸쓸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겸 마을로 들어
갔다. 담장 곳곳에는 박꽃이 덩굴째 피어있었고 봉숭화와 목백일홍이 곳곳에 피어있었
다. 전형적인 시골의 풍경, 고즈넉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지만 사람을 만날 수 없었

다. 마을을 돌아 나오는 길에 담장 너머로 한 사람이 마루에 서서 밖을 내다보는 것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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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반가웠다. 이장님 댁이 어디냐고 물었다. 왜 이장님을 찾느냐고 물었다. 백의종군

길에 대해 여쭤보려고 한다고 하니 자신의 집에 잠깐 들어오라고 말했다. 운 좋게도 그
한 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들었다. 이곳이 통제사가 40여 일을 머문 곳인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느니, 경상남도와 합천군, 그리고 초계면이 여기 낙민리가 지니고 있

는 통제사와의 인연을 다 도둑질해갔다느니, 자신이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
지 등에 대해 울분에 가득 차서 말을 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통제사에 대한 애정과 열정

했다. 이제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라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다. 왜 복원하지 않느냐니
군청과 집 주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 했다. ‘숫돌을 캐어 왔는데 질이 연일

석(경북 영일에 나는 고운 돌)보다 좋다고 했다.(『난중일기』정유년 6월 9일)’는 기록에
보이는 숫돌 캔 골짜기도 보았다. ‘이날 낮에 왕골을 쪄서 말렸다.(『난중일기』정유년 6
월 13일)’는 일상적인 장소도 확인했다. ‘이날에 작은 워라말이 죽어서 내다 버렸다.(『난

답사기 중고등부

이 대단했다. 그분의 안내로 다시 마을을 걸었다. 통제사의 후손이 살았다는 집도 확인

답사기 초등부

분이 이순신연구회장 이강중 선생님이었다.

중일기』정유년 6월 26일)’는 작은 골짜기도 멀리 보였다.『난중일기』의 기록을 보면 실
었다. 전임 삼도수군통제사였지만 백의종군의 의무를 다했다. 40여 일 동안의 모여곡
기록은 지극히 일상적이다. 통제사는 매일 아팠고, 쓸쓸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러
면서도 조금씩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던 수군의 전황도 듣고 있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건설했던 삼도수군이 칠전도에서 궤멸되었다는 비극적인 소식도 들
었다. 모여곡은 통제사의 통곡이 담긴 장소였다. 옥포, 당항포, 한산도, 명량, 노량 등등
승리한 곳마다 화려하게 조성된 기념관과 전승기념탑, 그리고 전시관. 무수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곳들과 달리 가장 절박하고 쓸쓸한 시간을 보낸 모여곡은 모두에
게 잊힌 쓸쓸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폭우로 인해 곳곳에 넘어진 나무와 쓰레기들로 가득했다. 쓰레기로 가득 찬 세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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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통제사는 여기에서 정유년 6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머물렀다. 아무런 관직도 없

충사에서 만났던 ‘일휘소탕 혈염산하(一揮掃蕩 血染山河)’라 새겨진 통제사의 장검이

떠올랐다. 눈에 보이는 적에게 던지는 통제사의 칼날은 언제나 냉정했고 예리했다. 하

지만 칼로 막아낼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내부의 적에겐 속수무책이었다. 모여곡은

바로 그 속수무책의 장소였다. 자신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임금에
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민초들에게 칼을 내리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맑아진 황강에는 수많은 피라미들이 유영하고 있었다. 분명 그들에게 필요한 것

은 삶 자체일 게다. 이념이고 사상이고 부정이고 부패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게다. 그들

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주는 본질적 일상의 안락함일 게다. 그것을 탓할 수

만은 없다.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시
쓸쓸했다. 천천히 모여곡을 걸어 나왔다. 모여곡을 떠나던 날의 통제사가 가졌던 슬픔
이 다시 떠올랐다.『난중일기』정유년 7월 18일 자를 펼쳤다.

“16일 새벽에 수군이 몰래 기습공격을 받아 통제사 원균(元均) · 전라우수사 이억기

(李億祺) · 충청수사(최호) 및 여러 장수와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었고, 수군이 대패했
(
정유년 7월 18일)
다.”고 했다. 듣자 하니 통곡함을 참지 못했다.『난중일기』

원균의 패배와 조선 수군의 궤멸 소식을 통제사는 통곡으로 맞았다. 수많은 고초를

겪은 통제사의 몸은 이미 인간이 지닌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다. 하지만 칠천량의 참패
로 제해권을 상실한 조선 조정에서는 통제사를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기용했다. 두

달에 거친 옥고와 고문, 한몸 같았던 조선 수군의 전멸. 통제사의 몸은 전장에 있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병상에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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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제사는

그에게는 지켜야 할 조선과 거기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긋난 세속

의 칼날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모여곡(毛汝谷)으로 가라. 합천군 율곡면 낙민리
2구, 모여곡(毛汝谷)에 가면 그 쓸쓸한 작은 마을에 앉아 절망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
하던 통제사의 꿈을 만날 수가 있다.

답사기 초등부

꿈을 버리지 않는다.

답사기 중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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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인재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장재평(경기, 용인시)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목포 고하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들로 인해 역사는 바뀌고 새롭게 창조되

었다. 그 영웅 중에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영웅은 아마도 전쟁 속에 나타난 영웅
이 아닐까 싶다. 전쟁 영웅에는 고통받는 다른 나라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정복 전쟁으
로 유명한 영웅과 절대 권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백성을 자신처럼 사랑한 영웅이 있

다. 후세에 영웅으로서 더 존경하고 마음에 와닿는 쪽은 후자가 아닌가 싶다. 그들에게
서 전쟁이란 정복이나 지배라는 단어가 아니었고 아픔이고 눈물이고 참혹함 그 자체였
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중에 나라를 지킨 영웅 중의 한 분이셨다. 수많은 역경과 난관

을 치열한 고뇌와 노력으로 돌파했던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무장이었다. 강한 정의감과 용감성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마다 선두에 나서서 장

졸들을 지휘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당대에는 죽음으로써 나라를 구하였고, 사후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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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으로써 민족의 나아갈 길을 일깨워 주었다.

“된하늬바람을 막을 만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알맞다. 그래서 뭍에 내려 섬 안을 둘

러보니, 형세가 매우 좋으므로, 진을 치고 집 지을 계획을 했다.”

에서 군량미를 비축하고 전선을 건조했다. 향토 사학자들은 고하도에서 이뤄진 전력 보

강이 이후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고하도는 유달산 밑에 있는 섬이란 뜻이
다. 이 섬을 칼섬 이라고도 불렸다. 어떤 이들은 병풍을 연상하며 병풍도라 했다. 용섬도
여러 이름 중 하나다. 고하도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지에서 용머

리까지 산등성을 타고 가는 용오름 길, 다른 하나는 고하도 전망대에서 용머리까지 해

답사기 중고등부

난중일기의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이 말한 섬이 바로 고하도(당시 보화도)이다. 이곳

답사기 초등부

충무공 이순신의 혼이 깃든 목포항의 관문이자 용의 모습인 섬 고하도를 찾았다.

안 따라가는 데크 길이다. 바닷가 해안 길을 따라가면 유달산이 보이는 쪽으로 이순신
적봉을 마주하고 있다. 고하도 앞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들인 해경 경비정과 군함
들이 정박하고 있다. 장군은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다음 이곳에서 1597년 10월 29일

부터 이듬해 2월 17일 완도 고금도로 옮기기까지 108일간을 주둔하며 전력을 재정비했

다고 한다. 고하도가 적들 수중에 들어가면 호남 곡창지대로 영산강을 통해 침투해 들
어오기 때문에 핵심지원전략 요충지였다.

목포시의 남쪽 해안을 감싸 안은 듯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목포 시 달 동이지만 전형적인 어촌이다. 동쪽으로는 영산강 하구 둑과 마주하고 있고,
산맥이 솟은 북쪽 비탈은 병풍바위의 벼랑을 깎아질러 바다 건너 유달산과 마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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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을 기리는 모충각(慕忠閣)이 있다. 군량미가 많게 보이기 위해 쌓았다는 유달산 노

있다. 이곳에 집들이 모여 있다. 복지회관 아래쪽에 위치한 고하도 교회가 있는 곳을 ‘뒷

도랑’이라 하는데 탕건바위를 찾아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마을은 남동쪽 평지에 집중적
으로 분포한다. 도로 옆은 밭과 논이다. 남서쪽에 비교적 넓은 평지가 있어서 목화 재배
외에 논농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비해 뒤는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제시대 목포항이 3대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사적 장소인 고하도가

있다. 역사·문화적 자원과 함께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고 이곳에 목화밭을 조성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이 재배되었다. 고하도 선착장에 ‘조선육지면발상지비’

가 세워져 있다. 육지면은 고려시대 문익점 선생이 들여온 재래면과 달리, 원산지가 남
미로 따뜻한 곳에 잘 자라는 면화이다. 미국면이라고도 하는데 최초 시험 재배지가 이
곳이다. 재배에 성공하여 전국으로 퍼졌다. 이 비에는 ‘1904년에 고하도에서 처음으로
육지면 재배를 시작하였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진영이 남아 있는 곳은 불당 골, 용오
름 길 큰 산 아래 부근이다. 칼바위에서 말바위 가는 길에 성터 흔적이 남아 있다. 자연

적인 바위를 이용하여 쌓은 석성의 형태이다. 당시 비축된 군량미는 486석이나 되었다
고 한다. 이 작은 섬에서 그토록 많은 군량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관민이 하나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의 결실이었으리라. 매년 4월 28일이면 충무공의 정신을 추
모하는 탄신제가 열리고 있다. 장군을 존경하는 마음이 후세까지 이어온다.

이충무공 기념비는 경종 2년에 통제사 오중주와 충무공의 5대손인 이봉상에 의해 완

성되었다. 비문에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진기지로 고하도를 선정하게 된 경위
와 전쟁 시 군량미의 중요성, 인조 25년에 진영이 당곶진으로 옮겨가게 되어 고하도진

이 없어지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오중주 통제사가 비 건립을 주도한 내용과 후임 통제
사들에게 고하도진 터임을 알리기 위해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남구만이 지었고 글씨는 조태구가 썼다. 이 비는 일제 강점기에 야산에 버려져 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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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광복 되면서 현 위치에 세웠다. 비신에는 일본 사람이 쏜 총흔이 있다. 그 흔적을 보
면서 후손으로서 제대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웅을 만들어낸다. 남은 군사 120인에 병선 12척으로 노량에서 퇴각하기 위하여 집결한

500척의 적선을 공격했다.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와 선척을 잃었다. 선두에서 지휘하던
이 순신 장군은 애통하게도 적의 유탄에 맞았다. 죽는 순간까지 “싸움이 바야흐로 급하

며 나라를 지켰던 장군이었다. 변변치 못한 후손들은 장군이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이
나라를 아름답고 평화롭게 가꾸지 못했다. 조국은 왜적들의 손에 송두리째 넘어가 35년

이나 그들 발아래 머리를 조아렸고, 해방이 된 뒤에도 반 토막으로 분단되어 지금껏 회
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손으로 뽑았던 지도자의 무능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한 때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가며 노력했던 정권과 재계는 부

답사기 중고등부

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삼가라.”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악조건 속에서도 노심초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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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영웅을 꿈꾼다. 지배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일상으로부터의 탈주를 위해, 영

패했으며 분노한 국민들은 태극기와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향해 나아갔다. 두 마음으로

을 일치로 이끌었던 이 순신장군의 지도자로서 품성이 절실히 그리워지는 때이다. 자신
의 몸을 바쳐 끝까지 백성과 나라를 지켰던 진정한 리더였으며 영웅이었다.
고하도에 또 하나의 슬픈 역사 흔적을 남기게 된다.

목포신항에 위치한 세월호를 현재 위치에서 약 1.3km 떨어진 배후부지에 거치한다.

선체 원형을 물 위에 띄우는 형태로 전시하고, 선체 일부분은 내부 체험이 가능한 공간
으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상안전 교육을 포함한 각종 재난 체험이 가능한

생활형 공간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인근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
록 하고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유구한 역사 속에 어찌 위기와 환난이 없었겠는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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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져 결국에는 치욕스러운 지도자의 탄핵으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군관민

까지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순신 장군의 혼이 깃든 고하
도에 세월호의 아픈 역사가 공존하는 아이러니에 가슴이 먹먹할 뿐이다. 연일 창궐하는

코로나로 한반도 대지가 병들어 간다. 이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는 계속된

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모두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준 이순
신 장군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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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참리더상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정승호(경기, 고양시)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내 안의 충무공과 만나다

무를 승계받는 과정에서 억울한 모함과 누명을 떠안은 것이다.

거래처 사장이 내민 부정(不正)한 청탁성 현금다발을 거절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

다. 내 직속 상사는 자신과 관행처럼 나누던 이른바 ‘백 마진’이 들어오지 않자, 나를 혼
자 리베이트를 독식하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조직에서 고립시켰다. 사장님조차 그의

말만 철석 같이 믿고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니, 더 이상 회사에서 버틸 재간이 없
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고 보니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는 게 그토록 막막할 수가

없었다.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때, 아들 녀석이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아빠, 이순신 장군도 선조의 시기를 받아서 백의종군했잖아요. 아빠도 능력과 인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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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일반부

불혹을 앞두고, 나는 충심(衷心)을 부정(否定)당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해 새로운 업

인정해주는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일개 범부(凡夫)를 이순신 장군과 같은 성웅과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지

만,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모함을 받았다는 점에서 강한 동질감
이 느껴졌다.

“여보~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버는 돈으로 어떻게든 아끼며 살면 되잖

아. 이왕 이순신 장군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현충사에 가서 좋은 기운 좀 받고 오자!”

의기소침해 있는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싶었는지 아내가 현충사에 다녀오자고 제

안했다. 나는 충무공의 혼이 서린 곳에 가서 강인한 정신을 되새기고 돌아오자는 마음
으로 따라나섰다. 아이는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현충사로 가는 내내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의 생애와 현충사에 대해 내게 설명해주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곳으로, 1706년(숙종 32) 처음

세워졌으나 1865년(고종 2)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인 1932년 전 국민의 성금을 모아 현충사를 다시 세웠고, 1967년 현충사 성역화
작업으로 새 현충사 건물을 세우고 주변을 정비해 지금의 현충사가 되었다.

본전을 참배하기 전, 우리 가족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 먼저 들렀다. 기념관은 전시

실과 교육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유품을 비롯해 그와 관련된 역
사 자료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하고 있었다. 장군의 연도별 업적과 실제

대첩 때의 전투 상황, 거북선의 구조와 변천사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 아이에게 더
없이 좋은 교육 공간이 돼주었다.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도 직접 만나볼 수 있었는데, 아

이는 책으로만 읽었던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더 가까이에서 접해볼 수 있다며
좋아했다. 특히 거북선 모형이 신기했는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기념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오랜 전란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

기 위해 만든 쌍수도였다. 칼날에는 ‘삼척서천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염산하(三尺誓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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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하가 떨고 한번 휘둘러 쓸

어버리니 피가 산하를 물들인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쌍수도를 곁에 놓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초심을 떠올렸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며, 나 역시 사회 초년생 때 품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

았다. 일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포자
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찬히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분명 처음 다짐했던 초심을 떠
기념관을 빠져 나온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충무문에 들어섰다. 홍살문 앞까지 멋들

어진 소나무길이 이어져 모처럼 여유를 갖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본전에 도착하니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눈에 들어왔다. 인자하면서도 강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영정 앞에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다. 충무공 영전에 향을 피

워 예를 갖추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 녀석도 나를 따라한다. 충무공 앞에 참배를

답사기 중고등부

올리며 마음만 다잡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사기 초등부

고 매일 같이 보며 자신의 초심을 다잡았다고 한다.

올렸기 때문일까, 머릿속에 뿌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씨줄과 날줄이 하나 둘씩 걷
이번엔 충무공의 고택을 방문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충무공이 스물한 살에 아산의 방

씨 처녀와 혼인한 후 서른두 살 때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살았던 집이다. 본래 문과였던
이순신 장군은 처갓집의 도움으로 뒤늦게나마 무과로 다시 도전해 최고의 장군이 되었

다고 한다. 고택 옆에는 충무공이 사용하던 우물인 충무정과 활터가 남아 있었다. 단출
하고 정갈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고택을 찬찬히 둘러보니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듯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서인들과 경상우수사 원균의 모함을 받아 한양으로 압송

돼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다. 강직한 성품 때문에 주위의 시기와 갖은 모함으로 죄인이

된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굳건한 자세로 백의종군한 바 있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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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일반부

히며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다.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기적처럼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명랑대첩을
역사에 기록했다. 임금에게 인정받기는커녕 모함으로 파직까지 당하면서도 백의종군해

끝내 명랑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소탕한 그의 충직함은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
지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나는 분명 떳떳한 행동을 했을 뿐인데, 왜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왔을까? 끝내 내 충

심을 알아주지 않았던 사장님에게 실망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회사 직원들과 말을 맞춰

나를 궁지로 몰던 직속상관에게 겁을 먹었기 때문일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나는 분
명 마지막 순간에 충분히 비겁했었다.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내 무고를 주장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뒤를 돌아 도망 나왔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러지 않았다. 당당하게 행동하고,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리고 끝내 다시 한번 나라와 백성을 구해내고 그 대가로
목숨을 내어놓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는 충무공 이순신. 현충사 여행은 그의 업적

을 돌아보고 그 강인한 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다. 현충사를 빠져 나오며 새롭
게 의지를 다진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

짐했다. 무엇보다 ‘가벼이 움직이지 말라. 침착하게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이순
신 장군의 말씀을 마음 깊이 되뇌면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은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리라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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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

제8회 이충무공 유적답사기

참리더상

이종무(부산, 금정구)
답사기 초등부
답사기 중고등부

통제영 세병관에 앉아

방문했고 세병관은 1987년, 2011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5월의 따가운 햇살을 피

해 처마에 앉아 있으니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사방이 모두 트여 있어 기둥 사이로
바람이 묵직하게 들어왔다. 세병관은 국보 305호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이다. 30년 전 대

학 시절 고고학 연구회 동아리를 할 때 답사기록을 보니 보물 293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었다. 당시 사진에는 나라의 보물인 세병관 기둥에 손대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세병관은 통제영의 중심건물이다. 병장기를 씻는다는 것은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기

도 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있기도 하다. 임진왜란은 명목상으로는 승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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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일반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세병관(洗兵館)에 앉았다. 2020년 5월 나는 통영을 열한 번째

전쟁이지만 6년간의 전란으로 인해 국토가 초토화되고 백성의 삶은 말이 아니었다. 세
병관은 종전 7년 뒤인 1605년 제6대 통제사인 이경중이 통제영을 옮겨온 이듬해 만든
건물이다. 세병관의 용도는 객사(客舍)로 알려져 있다. 객사는 고려·조선 시대부터 각

고을에 설치했으며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했던 숙소
이다. 행사 때는 한양을 향하여 예를 올리기도 한 장소이다. 세병관을 오르는 계단이 24

개로 24절기를 상징한다. 이는 태양의 황경(黃經)에 맞추어 1년을 15일 간격으로 24등
분 해서 계절을 구분한 것인데 절기마다 국가와 백성을 생각하라는 뜻이기도 하다.

고개를 들면 망일루(望日樓)다. 해는 만백성을 비추는 지존인 임금이다. 자나 깨나

임금을 생각하라는 일종의 충성 맹세인 셈이다. 지금은 지과문(止戈門)을 통과할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설화가 있다.

대목장이 지과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가보니 문이 넘어져 있었다. 이상히 여겼지만

다시 문을 세우고 난 뒤 밤에 잠복을 하여 동정을 살폈다. 소복한 여인이 지과문 앞에서
서성거리기에 “요망한 년이 무슨 까닭으로 문을 넘어뜨리려 하느냐”하니 여인이 말하
기를 “이 문이 넘어지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긴다.” 말하기에 “무슨 연유로 그런

말을 하느냐.”하며 단칼에 목을 쳤다. 그러나 시신은 보이 않고 주춧돌에 피만 흥건히
묻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지과문 주춧돌에 핏자국이 보인다는 설
화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세병관에 사찰을 건립하고자 몰래 지과문을 무너트리기

로 계책을 꾸몄다. 천재지변으로 넘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비바람이 치는 날에 무너
뜨렸다. 그런데 지과문이 넘어지는 날 통영 경찰서장이 피를 토하고 급사하였다고 전해
진다. 그 해(1945년) 일본은 항복을 하였다. 지과문이 넘어져 나라가 해방이 된 것이 어
쩌면 여인의 예언이 아니었을까?

재미있고도 슬픈 망국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건축물에 혼이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

었다. 지과문 앞에 표범가죽 깃발이 있다면 이는 통제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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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문 왼쪽에는 400년 된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내가 대학 시절 손을 대고 찍은 세병관 기둥에는 못 자국이 여럿 있었다. 지금도 선명

리지 않았지만 민족정기 말살정책에 의해 나머지 건물은 철거되거나 파손되었다. 그 위

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통영세무서, 통영초등학교 등의
관청을 세워 충무공의 얼을 억누르고자 한 것들이다. 다행히 2013년 충무공의 정기를
회복하였다.

다. 건물의 크기에 맞추어 당연히 커야 하겠지만 137대 서유대 통제사의 평화에 대한

염원이 느껴졌다. 세병이란 만하세병(挽河洗兵)에서 따온 말로 은하수를 끌어와 병기
를 씻는다는 뜻이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단층 팔작집으로 경복궁 경회루, 여수 진남
관과 더불어 현존하는 조선시대 건축물 가운데 바닥 면적이 가장 넓은 건물이다. 50개
나 되는 민흘림기둥은 보는 이를 압도한다. 전체가 벽체나 창호 없이 트여 있으며 별다

답사기 중고등부

세병관이라는 건물의 이름표는 거의 2미터나 된다. 글자 크기가 보는 이를 압도한

답사기 초등부

한데 일제강점기 때 기둥을 막고 학교 건물로 사용한 흔적들이다. 다행히 세병관은 헐

른 멋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웅장한 모습이 통제영의 기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천정은
였다.

2010년 쯤 세 번째 갔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었다. 모두 천장을 보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이었다. 연등천장은 누워서 봐야 세병관의 본 모습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나는 3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민흘림기둥에 손을 얹고 통영 시내를 바라보

았다. 담장 뜰에는 숙종 27년 1701년 제77대 류성추 통제사 때 세병관 뜰에 액막이로 만
든 석인들이 깃대를 안고 있다. 당시 충청, 전라, 경상의 3만 수군을 관장하던 관아의 뜰

에 펄럭이던 깃발을 떠올렸다. 다시는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수군
을 점검하고 병장기를 손보던 곳이다. 남해와 서해바다를 지키며 209대까지의 통제사
를 배출한 이곳에서 당시의 웅장한 기상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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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기 일반부

우물마루에 연등 형식이고 안쪽의 중앙 3칸은 한 단 올려 옆문을 만들어 위계를 달리하

충무공이 아니었으면 임진왜란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무도 모른다. 23전 23

승의 신화를 만든 충무공의 숨결이 민흘림기둥 곳곳에 스며있는 것 같다. 별다른 멋을

부리지 않았지만 멋이 있는 곳이다. 못을 박은 흔적이 역력하지만 웅장한 기개를 막을
수는 없다. 나는 기둥에 손을 대고 귀를 갖다 댔다. 뒤틀린 기둥 사이 갈라진 틈에서 세

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은하수의 물로 병장기를 씻던 조선 수군의 염원이 고스란히 박
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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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충무공유허 사적 | 충남 아산시
현충사 顯忠祠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국 각지에서 이를 지키기 위한 성금이 모금되었고, 그 성

정에 청하여 허락을 받아 세운 사당이며, 1707년 숙종임

우게 되었다. 또한 고 박정희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위

위한 곳이다. 1706년(숙종 32)에 아산지역의 선비들이 조
금이 현충사(顯忠祠)라는 현판을 내렸다. 그러나 현충사
는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헐리

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 충무공 종가의 집안
이 어려워져 충무공의 묘소와 위토가 은행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소식이 동아일보에 보도되면서 전

고택 古宅

충무공이 21세 때 혼인하면서부터 32세 때 무과에 급제
하기까지 구국의 역량을 키우며 살았던 옛집이다.

금으로 묘소와 위토를 되찾고 1932년 다시 현충사를 세
업과 정신을 국가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널리 선양하고자
1966년부터 1974년까지 현충사 성역화사업을 시행하였

으며, 충무공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하여 해마다 다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활터

고택 옆에 위치하며 수령 500년이 넘은 은행나무 두 그
루가 서있는 곳으로 충무공이 활을 쏘며 무예 수련을 하

던 자리라고 전해지고 있다. 활터를 둘러싼 방화산의 능

선은 충무공이 말을 타시던 곳으로 치마장(馳馬場)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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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이충무공묘 사적 | 충남 아산시
이충무공묘

1598년 11월 19일(양력 12월 16일) 노량해전에서 전사

산에 장사되었다. 이후 16년 뒤인 1614년 현재의 어라산

이듬해인 1599년 운구되어 2월 11일 아산시 음봉면 금성

시대 고관묘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한 공의 유해는 최후의 진지였던 고금도에 잠시 모셨다가

어제신도비 御製神道碑

어제신도비는 충무공의 공로를 치하하여 정조대왕이 친

히 비명을 지어 정조 18년(1794년) 10월 4일에 세워진 비

에 이장되었다. 묘는 부인 상주방씨와의 합장묘로서 조선

여수 충민사

麗水 忠愍祠 | 사적 | 전남 여수시

로서 이충무공 묘 아래에 위치한다.

충민사는 선조 33년(1600) 나라를 위한 세 장군(이순신,

이억기, 안홍국)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영의정 이항복이

임금께 청하여 통제사 이시언이 세웠다. 고종 5년(1868)

서원철폐령에 따라 폐지되었다가, 고종 10년(1873)에 다

시 세운 뜻 깊은 곳이다. 일제강점기인 1919년 철거되었
다가 해방이후인 1947년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재건하였
고 1975년 충민사 정화사업에 의하여 다시 재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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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선소유적

여수 진남관

고려시대부터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있던 자리이다. 특히

여수 진남관은 1599년(선조 32)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

북선을 만들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물이다. 건물이 있는 자리는 본래 진해루(鎭海樓)라는 전

船所遺蹟 | 사적 | 전남 여수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 거

이곳에는 거북선을 만들고 수리했던 굴강, 일반인들의 통

행을 금지했던 벅수(석인), 거북선을 매어 두었던 계선주
등 다양한 관련 유물이 남아 있다.

麗水 鎭南館 | 국보 | 전남 여수시

통제사 이시언(李時言)이 건립한 전라좌수영의 객사 건

라좌수영의 본영이 있던 곳인데, 정유재란 때 불타 새로
지으면서 남쪽을 진압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였다. 1716

년(숙종 42)에 불에 타버린 것을 1718년(숙종 44) 전라좌

수사 이제면(李濟冕)이 재건하였고, 건물 규모가 현존하
는 지방관아 건물로서는 최대 규모이다.

여수 통제이공수군대첩비

여수 타루비

이충무공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높이 3m의

이충무공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인 선조 36년(1603)

統制李公水軍大捷碑 | 보물 | 전남 여수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대첩비로서 광해군 7년(1615)에
세워진 비(사진의 중앙 비)

麗水 墮淚碑 | 보물 | 전남 여수시

에 이순신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전라좌수영의 수군병
사들이 세운 비(사진의 오른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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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왜성

順天倭城 | 전남 기념물 | 전남 순천시

해남 명량대첩비

鳴梁大捷碑 | 보물 | 전남 해남군

정유재란 때 왜장 소서행장이 일본군의 호남 공격을 위한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하여 쌓은 왜성이

다. 1598년 조 · 명 연합군과 소서행장이 이끄는 왜군 사

이의 결전인 순천왜교성 전투가 벌어진 곳이며, 이순신
장군이 진린과 함께 소서행장을 생포하기 위해 노량에 이
어지는 수로의 허리를 차단한 곳이기도 하다.

순천 충무사

忠武祠 | 전남 문화재자료 | 전남 순천시

임진왜란(1592~1598) 당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

순신의 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일제시대에

경복궁에 옮겨졌던 것을 옛 조선시대의 우수영(右水營)
이며, 강 건너 바로 앞이 진도를 바라보는 해남의 남쪽 끝

해안지역으로 1947년에 옮겨 세웠고, 2011년 3월 원 설
립지인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비문에는 선조 30년
(1597) 이순신 장군이 진도 벽파정에 진을 설치하고 우수

영과 진도 사이 바다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10여척의
배로 왜적함대 500척을 격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도 이충무공 벽파진전첩비
碧波津戰捷碑 | 전남 문화재자료 | 전남 진도군

이순신의 명량대첩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수군 및 지역민의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 승첩을 기념하고 진도 출신 참

전 순절자들을 기록하기 위해 군민의 성금으로 1956년
11월 29일 건립되었다.
임진왜란 때 전공이 컸던 충무공 이순신과 정운, 송희립
을 제향하는 사당이다. 1690년(숙종 16)에 지역 주민들이
사당을 짓고 충무공의 위패를 봉안하여 제사를 지내왔으
나, 1944년 일본인들에 의해 불타버렸던 것을 순천향교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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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정유재란 순절묘역

丁酉再亂 殉節墓域 | 해남군 향토문화유산 | 전남 진도군

고흥 발포만호성
전남 기념물 | 전남 고흥군

정유재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진도군내 사족인

조응량(曺應亮:선무원종공신)을 비롯한 순절자들의 무덤
들로 모두 200여기가 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580년(선조 13) 6월, 36세 때 종4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던 곳으로 이때부터 전라좌수영 관

사적 | 전남 완도군

품의 발포만호에 임명되어 이듬해 1월까지 8개월간 이곳
내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고하도 이충무공기념비
전남 유형문화재 | 전남 목포시

정유재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장수 진린의

군사들이 힘을 합해 왜군을 물리쳤던 전승 유적지로서 묘

당도는 고금도에 딸린 섬이다. 정유재란 마지막 해인

1598년(선조 31) 2월부터 8월까지 진을 치고 머무른 후

정유재란 당시에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보관하
기 위해 당시 고하도에 시설을 갖추고 별장(別將)을 두어

관리하게 했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722년(경종 2)에
건립되었다.

왜군이 철수하자 전라좌수영 방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
한 충무공이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시자 유해를 이곳으로

옮겨 왔다가(1598. 11) 다음해 2월에 고향인 충남 아산으
로 운구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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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충렬사

統營 忠烈祠 | 사적 | 경남 통영시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유적
사적 | 경남 통영시

1593년 7월 여수 본영에서 한산도(한산면 두억리)로 진
영을 옮기고, 8월 이순신 장군은 전라 · 경상 · 충청의 수군
을 관장하는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한산도

에 통제영을 설치하여 1597년 2월 파직될 때까지 3년 7

개월 간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으로 삼아 전란을 진두지
휘하며 국난을 극복했던 유서 깊은 곳이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三道水軍統制營 | 사적 | 경남 통영시

1606년(선조 39) 임진왜란 당시 옥포만호 등으로 이순신
장군을 도와 해전에서 싸웠던 이운룡이 제7대 통제사로

부임하여 이충무공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왕명을 받아 세

운 사당이다. 역대 통제사들이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모셔왔으며,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8가지 선물(명조팔

사품)과 이충무공전서를 발간하면서 그 1질을 내리면서
함께 보낸 글과 제문 등이 전해오고 있다. 1895년 통제영

삼도수군통제영은 1604년에 설치되어 1895년 폐영될 때

충렬사보존회를 결성하여 꾸준히 향사를 모시며 관리해

본영(현재의 해군본부)을 말한다.

이 철폐되어 제사가 끊기자 1919년 이 고장의 유지들이
오고 있다.

까지 292년간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임진왜란 당시 초대통제사로 임명되었던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진영이 최초의 통제영이었으며, 현 통영에 위치한
삼도수군통제영은 6대 이경준 통제사 때 설영되었다. 통
제영의 중심건물로는 조선시대 가장 큰 목조건축물 중 하

나인 세병관이 있으며, 지방 공방중에서 최대 규모를 자
랑하는 통영 12공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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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이순신 유적탐험 이야기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유적
사적 | 경남 남해군

남해 충렬사

南海忠烈祠 | 사적 | 경남 남해군

임진왜란의 격전지로 이순신이 순국한 곳이다. 1598년

(선조31) 음력 11월 19일 아침에 이순신은 이 관음포 앞
바다에서 적의 탄환에 최후를 마쳤다. 이때부터 이곳 관

1632년(인조 10)에 이곳 선비들이 조그마한 초가 사당

落波)로 불리고 그 뒷산도 이락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을 헐고 새로 지었다. 그 후 1663년(현종 4)에 통영 충렬

음포 앞 바다는 이순신이 떨어진 바다라 하여 이락파(李
순신의 유해는 싸움이 끝난 뒤 이곳 관음포에 임시 빈소
가 마련되었고 그 자리에 230년쯤이 지난 1832년(순조

32)에 이순신의 8세손인 이항권이 통제사가 되어 임금의
명으로 제단을 설치하고 유허비와 비각을 세웠다. 1950

년 남해군민들이 성금으로 참배길을 조성하였고, 1965년

을 지은 것을 순국 60년이 되는 1658년(효종 9)에 옛집
사와 함께 임금으로부터 충렬사라는 현판을 받게 되었

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한 충무이공묘비가 사당 옆에

있으며, 사당 뒤편에 충무공이 전사한 후 임시 안치한 가
묘가 남아 있다.

에 이락사라는 현판을 달았다. 1973년에 관음포 이충무
공 전몰 유허라고 이름을 지어 사적으로 지정하였다.

세병관 洗兵館 | 국보 | 경남 통영시

1605년(선조 38) 제6대 통제사인 이경준이 이순신의 위업을 기리고 통제영의 본영 건물로 삼으려고 건립하였다. 오늘날 전
하는 건물은 1646년(인조 24)에 제35대 통제사인 김응해가 그 규모를 좀 더 키워 지은 것이다. 경복궁의 경회루, 여수의 진남
관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평면 면적이 가장 넓은 전통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조선 수군의 본영다운 당당함을 풍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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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이순신 인물탐험 이야기
류성룡 柳成龍 | 1542~1607

류성룡은 임진왜란 7년 동안 영의정이자 군무를 총괄하

는 도체찰사로서 임금을 도와 국정을 총괄하며 전쟁을 지

게 되었다. 〈본관은 청주, 자는 자정(子精), 호는 약포(藥
圃), 시호는 정간(貞簡)〉

權 俊 | 1541~1607, 순천부사

도하고 명군 지휘부와 협력하여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군수

권 준

상이다. 류성룡은 전란에 대비하여 정읍현감으로 있던 이

같이 죽기를 서약하고 모든 일을 같이 의논하는 부하 중

지원 문제를 해결하여 일찍이 없었던 국난을 극복한 명재

전라좌수사의 중위장으로 큰 공을 세웠다. 이순신이 믿고

순신을 전라좌수사로 발탁하도록 하고 이후 물심양면으

의 한 명이다. 첫 출전 때는 육군의 중위장으로 차출되어

로 이순신을 도왔다. 이순신은 일기에 류성룡으로부터 전
술 관련 책자를 받아본 일을 비롯하여 수시로 편지를 주

고받은 일들을 적고 있다. 또 그의 징비록에서 이순신의
전공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본관은 풍산(豐山),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시호는 문충(文忠)〉

이원익

李元翼 | 1547~1634

이원익은 임진왜란 중에 군무를 총괄하는 하사도(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도체찰사로영호남을 돌면서 적의 동
태를 살피고 군사훈련, 병기확충, 군량확보, 산성수축 등
일본의 재침에 대비하는 한편 백성을 안심시켜 나갔다.

이원익이 도체찰사로 있을 때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

로 함께 군사작전을 짜기도 하였다. 이순신은 일기에서
체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다 보니 그는
백성을 위해서 고통을 덜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다

[을미년(1595년) 8월]고 적고 있어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유년 일본의 재침략을 앞두고 선조 임금이 이순신에 대

한불신을 드러내고 많은 신하들이 모함할 때 이순신을 힘
써변호하였다.〈본관 전주, 자는 공려(公厲), 호는 오리
(梧里), 시호는 문충(文忠)〉

정 탁

鄭 琢 | 1526~1605

선조가 임금을 무시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로 마땅히 사형
에 처해야 한다며 이순신을 잡아들이고 심문할 때에 누구

도 이순신을 적극 변호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때 홀로
우의정 정탁이 나서 이순신을 위해 구명 상소를 올려 임

금의 마음을 움직여 이순신은 감옥에서 나와 백의종군하

참가하지 못했으나 그 후에는 참가하는 전투마다 큰 공을

세워 이순신이 장계를 올릴 때 항상 1등으로 추천하였다.
선무공신 3등에 올랐다.

김 완

金 浣 | 1546~1607, 사도첨사

전라좌수군의 척후장으로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후일 수군 조방장으로 이순신을 보좌햇다. 칠천량해전에
참전해 싸우다가 바다에 빠져 포로가 되어 일본에 끌려갔

다가 이듬해인 1598년 4월 조선으로 탈출해왔다. 선무원
종공신에 녹훈되었다.

배흥립 裵興立 | 1546~1608, 흥양현감

전라좌수군의 후부장으로 여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고,
둔전에서 농사짓는 일에도 역량을 발휘하여 이순신의 두
터운 신임을 얻었다. 1596년 장흥부사에 올랐고 정유재

란 때는 이순신의 조방장이 되어 싸웠다. 전라좌수사를
거쳐 공조참판에 올랐으며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어영담

魚泳潭 | 1532~1594, 광양현감

전라좌수군의 중부장으로 특히 경상도 바닷길에 익숙하

여 전투마다 앞장 서 큰 공을 세웠다. 1593년 조정에서 파

직시키려할 때 고을 백성들이 연명으로 이순신에게 구명

을 요구할 만큼 백성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이순신도 유
임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고 광양현감에서 파직된 후에는
수군 조방장으로 기용할 만큼 신뢰했던 인물이다. 1594

년 4월 전염병으로 병사하였을 때 이순신은 안타까운 심
정을 일기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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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李純信 | 1554~1611, 방답첨사

정 운

鄭 運 | 1543~1592, 녹도만호

전라좌수군의 전부장으로 전투마다 큰 활약을 하였다. 양

전라좌수군의 첫 출전회의 때 신하로서 평소에 국은을 입고

한 명이다. 노량해전 때 경상우도수군절도사로 참전하여

만 있을 것이오 하며 출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후 옥포,

녕대군의 후손으로 이순신이 가장 믿고 아끼던 부하 중의
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총환에 맞아 전사하자 조선수군을
지휘하여 승전하고 개선하였다. 선무공신 3등에 올랐다.

이영남

李英男 | 1563~1698, 소비포 권관

소비포 권관으로 경상우수사 원균의 휘하였는데 전란 초
기부터 앞장서 싸우면서 이순신의 신임을 얻고 함께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사이가 되었다. 전공으로 율포만호를 거
쳐 가리포첨사가 되었으며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함께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이운룡

李雲龍 | 1562~1610, 옥포만호

국록을 먹다가 이런 때에 죽지 않고 어떻게 감히 앉아서 보고
당포, 한산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으나 부산포해전에서 적탄

을 맞고 전사하였다. 이순신이 평소 믿는 사람은 오직 정운
등 2, 3명이라고 할 정도로 무척 아껴 그를 위해 제문을 직접
짓고 이대원의 사당에 배향하도록 조정에 청하기도 하였다.

신 호

申 浩 | 1539~1597, 낙안군수

첫 출전에 전라좌수군의 좌부장으로 나서 승리를 알리는 장계
에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릴 정도로 공을 세우고 이후 계속 이순
신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 후에 수군의 조방장이 되어 계속

이순신을 도왔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의 포위를 풀기 위해 지원
군으로 출전하였다가 전사 했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임진왜란 때 옥포만호로서 원균의 휘하에 있었는데 원균이 전선

나대용 羅大用 | 1556~1612, 거북선 건조책임관

구원을 청하자고 주장했다. 옥포해전 이래로 큰 공을 세워 이순

데 특히 거북선을 건조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1592년 옥

을 버리고 도망가려 하자 이영남과 함께 항의하며 이순신에게
신이 자기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큰 신임을 얻었다. 선
무공신 3등에 녹훈되었고, 제7대 삼도수군통제사를 역임했다.

정 걸

丁 傑 | 1514~1597, 수군 조방장

이순신이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544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전라수군절도사와 전라도병마사까지 역임했던 역전

의 노장이다. 임진왜란 때는 여든에 가까운 나이에 전라좌
수영의 조방장으로 이순신과 함께 전란 대비책을 세우고
부산포 해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 1593년 2월에는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있으면서 행주대첩에 참가해 크게 기여했다.

정경달

丁景達 | 1542~1602, 종사관

임진왜란 때 선산부사로 공을 세웠다. 삼도 수군통제사가
된 이순신이 늘어난 군무처리를 위해 조정에 청하여 문관

종사관이 되어 도원수와의 연락, 군량 조달, 둔전 감독 등
의 업무를 잘 처리하였다.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1591년 전라좌수사 이순신 휘하에 들어가 병선 연구에 힘썼는
포해전에서 유군장을 맡아 적의 대선 두 척을 격파하고, 사천
해전과 한산대첩에서 각각 분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다. 1597년

명량해전과 1598년 노량해전에도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 안 위 安 衛 1563~?, 거제현령
• 송희립 宋希立 막료군관

• 김억추 金億秋 전라우수사

• 정사준 鄭思竣 1553~?, 화포개량군관
• 안홍국 安弘國 ?~1597, 보성군수

• 이응표 李應彪 1555~1611, 가리포첨사
• 최희량 崔希亮 1560~1651, 막료군관
• 송여종 宋汝悰 1553~1609, 녹도만호
• 황세득 黃世得 1537~1598, 장흥부사
• 이언량 李彦良 거북선 돌격장

• 진무성 陳武晟 1566~?, 중군장
•류 형 柳

珩 1566~1615, 막료군관

• 최대성 崔大晟 1553~1597, 한후장
• 김인영 金仁英 여도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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