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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기획전시내용을 소개하는 도록이다.

•도록의 체제는 1부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역사와 2부 현충사에 대한 역사로 구성하였다.

•유물설명에서 크기는 세로×가로 cm이다.

•소장처를 밝히지 않은 유물은 모두 현충사관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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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7주갑(420년)이 되는 올해, 어느덧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 467주년과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개

관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임진

년이 7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현대적인 전문 

교육·전시시설인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7주갑이라는 긴 시간을 면면히 이어오면서 이순신 장군

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기억되어 왔습

니다. 이러한 와중에 드디어 이순신 장군의 유물을 전문적으

로 교육·연구·전시하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이 문을 열었

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어

져온 이순신 장군 숭모의 장구한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점에 

이른 만큼,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그저 기억과 숭모만 할 것

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알아왔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숭모해 왔는지를 한번쯤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역사 속의 이순신-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기획전시도록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유교적 사회질서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왕조시대 그리고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주

적 근대국민국가의 건설을 꿈꾸었던 시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뒤이

은 전쟁,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대는 당대의 사회적 요

청과 희망에 따라 이순신 장군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억, 숭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

순신 장군에 대한 인식과 기억, 숭모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는 것은 각각의 시대가 

낳은 이순신 장군 숭모 양상의 공과를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숭모하는 것

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에 발간되는 『역사

속의 이순신-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 기획전시도록이 이러한 회고와 성찰의 길라잡

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근현대 문헌을 기증해 주셔서 본 기획전시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전 독도박물관장 고이종학 선생님과 그 유족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2년 4월 28일  현충사관리소장  김 갑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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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의 기억은 그의 장렬한 죽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1598

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벌어진 임진왜란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 이순신으로서는 피할 수도 있었던 싸움이었지만 그

는 죽음 앞으로 결연히 나아갔고 결국 그 바다에서 숨을 거두

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 

이순신은 사후 전쟁 중의 무공을 기려 내리는 선무일등공신에 

올랐다. 그가 싸운 바다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또 나라의 명으

로 사당이 세워졌다. 다시 겪은 외적의 침략 그것도 오랑캐라 

불렀던 나라에 무릎을 꿇은 조정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이

순신을 꾸준히 기억할 수 밖에 없었다. “충무忠武” 시호가 내려

지고, 역대 임금은 친히 제문祭文과 사당의 편액 그리고 신도비

명神道碑銘을 지어 보냈다. 벼슬은 정조때에 이르러 영의정에까

지 이르고 그의 모든 기록이 모여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기억의 시작ㅣ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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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박태원이 『이충무공전서』 중에서 행록만을 뽑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1948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되었다. 비록 초역抄

譯이지만 이순신의 출신과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간명하게 보여주

고 있는 행록을 휴대하기 편한 포켓북 판형으로 간행하여 간편하

게 볼 수 있었다.

003

이충무공행록
李忠武公行錄

1948년

박태원 번역

을유문화사

14.6×10.2

애국계몽기 『유년필독幼年必讀』 등 역사교과서를 저술한 현채玄采의 

아들 현공렴玄公廉이 『이충무공전서』 중 세보世譜와 행록行錄 등을 

발췌하여 1908년 일한인쇄주식회사에서 간행한 것이다. 비록 한

문본이지만 『이충무공전서』 중에서도 이순신의 출신과 행적을 가

장 잘 보여주는 부분만을 뽑아 간편하게 1책으로 편집·제책되었

으므로 애국계몽기 이순신에 대한 일반의 인식 폭을 확대시켜 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002

이충무공실기
李忠武公實記

1908년

현공렴 편집 

일한인쇄주식회사

21.7×15.5

정조의 명으로 이순신에 관한 각종 기록들을 1795년 규장각에서 모아 엮어 14권 8책으로 간행하였다. 

정조의 윤음綸音과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시작으로 권수卷首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받은 교서와 유서, 

역대 임금이 내린 제문祭文, 통제영과 전라좌수영의 거북선 그림과 해설, 그리고 세보와 연표 등이 실

려 있다. 이어 권1에서 권14까지에 이순신이 직접 쓴 시와 여러 편지글, 장계, 「난중일기」와 함께 그

의 일생을 기록한 「행록」과 「행장」, 비문·기문記文·제문, 국내외 전적에서 뽑은 각종 관련 기록들이 

담겨 있다. 

이순신 사후 쓰여진 전기와 평전·소설·영화·희곡 등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 책의 「난중일기」와 「행

록」·「행장」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순신 관련 연구의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문학작품의 원텍스

트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말로 옮겨지기는 1948년 소설가 박태원이 행록만을 뽑아 간행한 『이충무공행록』이 처음이며, 

1960년 이은상李殷相에 의해 『국역주해 이충무공전서』가 간행되면서 비로소 완역되었다. 이에 반해 일

본어 번역본은 1916년 아오야기 쓰나타로靑柳綱太郞에 의해 『이순신전집 상·하』로 먼저 간행되었다.

001

이충무공전서
李忠武公全書

1795년

35.1×22.5

소설가. 일제 강점기 때 이태준·이효석 등과 함께 구인회 멤버로 활약하였고, 

6. 25전쟁 중 월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천변풍경」, 

「갑오농민전쟁」 등이 있다.

박태원朴泰遠 : 1910년~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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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문신 홍양호가 1794년에 완성한 『해동명장전海東名將傳』을 1907년 탑인사에서 『동국명장전』이

라는 제명으로 간행한 것이다. 지금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816년 간본이며 1911년 조선광문

회에서도 간행한 바 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인조 때까지 무공을 세운 인물 55명을 뽑아 왕조별로 정사正史의 열전 형식으로 서

술하였다. 수록된 각 개인에 대해 각자의 자·호·조상 등의 인적 사항으로부터 경력, 평소 행실 등을 

소개하고 전쟁에서의 공로를 정리하고 저자의 평가를 덧붙였다. 특히 국난에 공을 세운 인물이면 의병

장이나 승병장까지도 모두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에 이름난 선비나 문신들의 전기는 많이 

간행되었으나 무장들만을 따로 모아 엮은 것은 이 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의 전기는 본조本朝에 수록되어 있는데, 당시 논자의 평을 빌려 “입신의 절개와 난리에 죽은 충

성, 용병전략의 미묘함은 고대 어떤 명장들보다도 뛰어나다立身之節 死亂之忠 行師用兵之妙 雖古之名將無以過也”고 

평하며, 정묘호란 당시 의주부윤으로 전사한 조카 이완李莞에 대해서도 “숙부의 유풍이 남았다有乃叔之風”

고 말미에서 서술하고 있다.

004

동국명장전
東國名將傳

1907년

홍양호 

탑인사

22.4×15.6

조선 후기 문신으로 정조 때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연경을 다녀오면서 중국

의 석학들과 교유하고, 고증학을 수용·보급하는 데 기여하였다. 정통 유학자이면서도 문신 거유巨儒가 아닌 무장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엮어내 18세기 사상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홍양호洪良浩 : 1724년~1802년

지은이와 연대를 알 수 없는 조선 후기 군담소설로 한글본, 한문본 등 여러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역

사적 사실과 허구, 구전설화와 삼국지 등의 중국고사가 서로 어우러져 판본마다 다양한 이야기 전개를 

보이고 있다. 임진왜란을 겪은 후 전승된 배왜적排倭的인 전쟁설화가 오랜 구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자

로 정착되고 다시 그것이 옮겨지는 과정을 거듭하면서 여러 이본들을 낳은 것을 보인다. 

임진록은 우리 문학사에서 이순신을 처음으로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그러나 모든 판본이 이순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으며, 있더라도 그 비중이 큰 것은 아니다. 또 그 수록내용도 「행록」이나 「행장」

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에서부터 전혀 사실과 다른 설화적 내용까지 천차만별이다. 

방각본으로 민간에 유통되어 널리 읽혔으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금서로 대부분 소실되어 지금은 희

귀본이 되었다. 해방 후 여러 판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한글번역본이 여러 종 나왔다.

005

임진록
壬辰錄

1948년

이명선 주해 

국제문화관

18.2×12.6

국문학자로 광복 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로 근무하면서 유물사관에 입각한 『조선문학사』를 펴냈다. 정치적인 문

제로 학교를 떠났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군 점령 하의 서울대학교에 관리책임자로 복귀하였으나 9.28 서울 수복 후 행

방불명되었다.

이명선李明善 : 1914년~?

1964년 향민사에서 간행한 임진록(해전편)으로 표제는 ‘임진록’

이나 조선시대 이래의 임진록 판본은 아니고 기존의 이순신 전

기를 참고하여 이순신의 전기로 간행한 것이다. 저자는 알 수 없

으며 B6판형의 납활자 딱지본이다.

006

임진록ㅣ해전편
壬辰錄ㅣ海戰編

1964년

편집부 

향민사

19.0×12.7

이명선이 한글본 『흑룡일기』와 한문본 『임진록』을 교정·주해한 『임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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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년 개항이후 외세와 마주치게 된 조선은 근대화를 통해 

강력해진 일본과 서구열강의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

하였다. 동시에 민주주의, 공화주의, 민족주의같은 근대적인 

사조도 함께 수용되어짐에 따라 왕조시대 유교적인 충군의 사

표였던 이순신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게 된다. 이순신이 지

켜낸 것은 그저 하나의 왕조가 아닌 바로 ‘국가와 민족’이었다

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가장 강렬하게 드러

낸 것이 바로 신채호申采浩와 박은식朴殷植이었다. 이들은 직접적

으로 항일운동과 근대국민국가 건설의 정신적 지주로 이순신

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권피탈이후 국내에서도 이순신에 대한 저술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장도빈張道斌, 최찬식崔瓚植, 이윤재李允宰, 이광수李光洙, 

최남선崔南善 등은 꾸준히 이순신에 대한 전기나 평론을 내놓고 

있었으나 시대적인 제약으로 인해 항일의 메시지보다는 이순

신 개인의 능력과 인격을 숭모하고 개인 차원의 모범으로 삼으

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다. 동시에 근대적인 인쇄기술의 도

입으로 등장한 납활자문고본(딱지본) 중에서도 이순신의 전기가 

나타나고 있었고, 저렴한 가격과 평이한 내용구성으로 이순신

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장시킨다.

기억의 확대ㅣ개화기~일제강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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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채호가 1908년 금협산인錦頰山人이라는 필명으로 『대한매일신보』에 연재 발표한 이

순신 전기-역사소설이다. 국한문판에는 「偉人遺蹟」코너에 ‘水軍 第一偉人 李舜臣’이

라는 제목으로 5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글판에는 「쇼셜」코너에 ‘슈군의 뎨일 

거룩  인물 리순신젼’으로 6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연재되었다. 

모두 1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장 서론과 제19장 결론에서 저술 의도와 작자

의 논평을 담고 있으며 본론에서 이순신의 일대기를 재현하고 있다. 일대기는 『이

충무공전서』의 「행록」의 기록 가운데 주요한 행적을 중심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흥미 

있는 에피소드와 대화 장면을 삽입해 이야기를 구성했다.

신채호는 여기에서 영국 해군제독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면서 훨씬 열악한 상황에

서 싸움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순신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거북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세계 철갑선의 원조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의 침략에 직면하여 주권 수호를 위한 민족영웅의 출현을 열망하는 

기대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전기가 저술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순신이었으며, 이 작품은 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007

슈군의 뎨일 거룩  인물 리순신젼
水軍第一偉人 李舜臣

1908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36.4×25.7

『대한매일신보』 

국한문본 

1908년 8월 11일

『대한매일신보』 한글본 1908년 10월 24일

러일전쟁 취재차 방한했던 영국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한국명 배설 裵說을 사장으로 내세우고 궁정의 영어·일어 

번역관인 양기탁梁起鐸이 총무를 맡아 일본의 탄압에 반대하는 왕실과 민간 유지들의 비밀투자로 1904년 7월 18일

에 창간되었다. 창간 초기에는 타블로이드판版 6면으로서 그 중 2면이 한글전용이었고, 4면은 영문판이었다. 1907년 

5월 23일부터는 따로 한글판을 창간하여 국한문·한글·영문판 3종의 신문을 발행하였으며, 발행부수도 세 신문을 

합쳐 1만 부를 넘어 당시로서는 최대발행부수 신문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발행인이 영국인이었으므로 검열을 받

지 않고 신문을 발행할 수 있어 일본의 한반도 침략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을 수 있었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신채호는 우리 역사상의 인물 가운데 외세를 물리친 활약을 펼친 인물을 불러내 그 활약상을 보임으로써 일제의 침

략에 항거하고자 했다. 1907년 중국 양계초의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을 번역한 후 곧이어 을지문덕, 최

영, 이순신을 뽑아 그들의 전기를 저술하여 학생과 민중에게 국민적 영웅이 되어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신채호申采浩 : 1880년~19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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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가 중등 교과서로 펴낸 한국사 개설서이다. 1906년 『동국사략』으로 초판본이 나온 이래 1907년 

재판을 찍으면서 『중등교과 동국사략』으로 개명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만선사관을 주창한 일본인 사

학자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가 저술한 『조선사1892년 간행』를 편역·보충한 책이다. 그러나 표지에서부

터 단군신화를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상 위인·명장과 외적과의 전쟁 등을 크게 취급해 자주 독립

심을 고취하고 있다. 임진왜란 부분에서는 이순신의 활약과 더불어 거북선의 발명, 또 그것이 최초

의 철갑선이었다는 설명을 영국해군의 언급을 근거로 서술하고 있다.

008

동국사략
東國史略

1908년

현채 

일한인쇄주식회사

22.2×15.2

현채가 1907년에 편찬한 초급용 교과서로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와 세계 사정을 소개한 글로 엮어져 

있다. 애국계몽기 사립학교에서 많이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애독한 국민적 교

과서였다. 그러나 자주·독립·애국사상의 고취를 목적으로 간행된 반일적·민족주의적 교과서라는 

이유로 1909년 일제로부터 발매금지를 당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활약상과 더불어 거북선에 

대해서도 『이충무공전서』의 「귀선도설龜船圖說」의 그림을 인용하며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고 기술하

고 있다.

009

유년필독 권3
幼年必讀

1907년

현채 

휘문관

22.3×15.2

개화기 교육자로 학부에서 교과서 편찬과 외국 서적 번역에 종사하였다. 그가 저술했던 『월남망국사』, 『유년필독석의』 등은 

1909년 통감부에 의해 압수, 판매 금지되었는데 단일 저자로는 가장 많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현채玄采 : 1856년~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을 지낸 박은식이 지은 한문본 이순신 전기이다. 1915

년 겨울 상해에서 집필되었으나 바로 간행되지 못하고 상해 「사민보四民報」에 1921년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연재되었다. 이후 1923년 1월 28일 상해 삼일인서관三一印

書館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1941년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에서 간행한 정

기간행물 「광복」에 다시 전재되었다. 현전하는 단행본은 중국 절강성도서관浙江省圖書館

에 소장되어 있다.

서문에서 박은식은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이유는 이순신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

이라며 오히려 영국과 일본에서 이순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며 연구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특히 일본이 일찍이 『이순신전』을 군사교범으로 삼아 강대해졌다

며 우리민족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오직 이순신을 추념하고 모범으로 삼아 배워야 한

다고 역설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 민족뿐 아니라 현재 중국 역시 위기상황을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순신을 모범으로 하는 군사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본

서를 저술했다고 쓰고 있다.

이순신전ㅣ고금 수군의 제일위인 

세계철함 발명 시조

1882년 일본의 현역육군대위인 시바야마 나오노리紫山尙則가 필명 석향생惜香生(본

명:불명)의 원고를 바탕으로 가이코샤偕行社에 투고하여 간행한 책이다. 저자는 서

문에서 임진왜란이 일본역사이래 가장 대규모의 대외전쟁이었으나 결국 실패한 

이유가 해군의 패배에 있다고 보았으며 그 패배는 전적으로 이순신의 활약 때문

이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치욕이지만 

당시의 패전 경위를 이순신을 중심으로 기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물에 대한 비교인데, 저자는 임진왜란을 19세기 초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시기와 견주어 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를 프랑스의 나폴

레옹에, 이순신을 영국의 넬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이순신에 

대한 당시 일본의 평가가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전개했던 나폴레옹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견주는 과정의 부산물로 넬슨을 이순신에 비교한 것이었다는 사실

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일본에 의한 이순신과 넬슨에 대한 비교는 전후맥락이 

무시된 채 이후 신채호, 박은식은 물론 이광수, 최남선 등 당시 조선지식인에게 

강한 인상과 영향을 미치게 된다.

010

문록정한수사시말조선이순신전
文祿征韓水師始末朝鮮李舜臣傳

1882년

시바야마 나오노리(紫山尙則) 

가이코사(偕行社)

18.9×12.5

이순신을 넬슨에 비교한 최초의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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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식이 1925년 박문서관에서 간행한 구활자본 전기물이다. 1951년 표제를 ‘고대소설 이순신전’으로 

바꾸어 영화출판사에서 다시 간행하였다.

1920년대 구활자본 고소설의 출현과 더불어 상업적 출판의 유행에 따라 이와 같은 일명 딱지본 이순신 

관련 전기물이 나왔다. 이 작품 외에 『李舜臣傳 리순신젼지은이 모름, 고려관, 1925』, 『忠武公李舜臣實記 충

무공리순신실긔지은이 모름, 영창서관, 1925』, 『李舜臣傳 리 신젼지은이 모름, 회동서관, 1927』등이 있다. 이 작품들

은 대부분 『이충무공전서』의 「행록」이나 「행장」의 주요 일화를 재구성하여 작품화하였는데, 순한글본에 

전형적인 딱지본으로 가격도 저렴하여 이순신이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

011

리순신실긔
李舜臣實記

1925년

최찬식 

박문서관

20.0×13.7

20세기 초에 도입된 신식 활판活版 인쇄기로 발간한 책자들을 말한다. 대개 책 표지

가 울긋불긋하게 딱지처럼 인쇄되어 있는 데에서 그 별명이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판형은 주로 B6판의 소형으로 휴대하기가 좋고 값이 싸 널리 보급되었다.

딱지본

012

재간본 『고대소설이순신전』 

영화출판사 

1951년

언론인, 역사학자. 1908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들어가 신채호, 양기탁과 함께 필진으로 일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한

성도서주식회사와 고려관高麗館을 설립하여 출판을 통한 민족문화수호에 헌신하였다. 1927년부터 고적답사를 통한 역사연구

에 전념하였으며, 일제 말에는 총독부의 끈질긴 중추원참의 제의를 거부하고 깊은 산에 은둔하였다.

장도빈張道斌 : 1888년~1963년

역사학자 장도빈이 1925년 고려관에서 간행한 우리나라 역사 위인전이다. 목차에서 58인의 인물들을 

크게 조선 12대 위인, 조선 8대 식산가, 조선 15대 예술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이순신은 단군,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건국시조, 세종대왕 등과 함께 12대 위인에 포함되어 있다. 장도빈은 이순

신을 ‘비상한 애국자’이자 ‘정의인도가正義人道家’라며 어느 특정 방면에만 능했던 인물이 아니라 정치·

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 완벽했던 인물로 보았고 개인적으로도 전인적인 위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013

조선위인전
朝鮮偉人傳

1925년

장도빈 

고려관

22.0×15.2

구한말·일제강점기 소설가로 1907년 중국의 소설집 『설부총서說部叢書』 번역을 계기

로 신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하였고 1912년에 발표한 『추월색』은 봉건인습 타파와 근대

적 애정윤리를 제시한 작품으로 당시에 널리 읽힌 대표작이다. 이밖에 『금강문』

(1914), 『능라도』(1919) 등의 작품이 있다.

최찬식崔瓚植 : 1881년~19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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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자인 이윤재가 쓴 이순신 전기물이다. 1930년 

10월 3일부터 같은 해 12월 13일까지 동아일보에 연

재한 것을 1931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이충무공유

적보존회를 설립한 정인보의 서문과 함께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광복 이후인 1946년에 아들인 이원갑이 

통문관에서 재간하였다. 

특히 저자가 “문일평, 이은상, 백낙준, 유각경 제씨諸

氏의 노勞를 심사深謝함”이라고 한 대목을 볼 때 당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순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014

성웅 이순신
聖雄 李舜臣

1931년

이윤재 

한성도서주식회사

18.7×12.4

일제 강점기 한글학자로 조선어연구회·조선어사전편찬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한글맞

춤법통일안 제정에 참가하였다. 1937년 수양동우회사건으로 약 1년 반 수감되었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복역 중 옥사하였다. 1947년 

유고 『표준한글사전』이 간행되었다.

이윤재李允宰 : 1888년~1943년

이광수李光洙가 쓴 이순신 역사소설. 1931년 6월 6월 26일부터 1932년 4월 3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것

을 엮어 1932년 9월 대성서림에서 신문연재 때 삽화를 그렸던 이상범李象範의 삽화와 함께 단행본으로 간

행하였다. 1953년 재간된 영창서관본에는 이상범의 삽화가 없다. 

이광수는 개화기 당시 지식인들이 항일구국의 표상으로 삼았던 이순신이 아닌 “군소배들이 자기를 모함하

거나 말거나, 군주가 자기를 총애하거나 말거나 (중략) 자기의 의무라고 믿는 바를 위하여 국궁진췌鞠躬盡悴

하여 마침내는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한” “충의로운 인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순신의 고매한 인격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 원균을 극단적인 악행을 일삼는 인물로 대비시키며 더 나

아가 조선의 왕과 모든 신하들을 당파싸움만 일삼는 부패한 무리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이순신과 그 시

대에 대한 인식은 일찍이 민족개조론을 주창한 이광수의 자학적 민족관이 투영된 것이다. 신문연재와 단

행본을 통해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나간 이광수의 이순신상像은 왜곡된 식민사학 교육과 더불어 광복 이후

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016

이순신
李舜臣

1932년

이광수 

대성서림

19.3×13.6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에 삽화를 그렸고, 1932년 현

충사 중건 당시 이순신의 영정을 그렸다. 전통적 수묵 기법의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우리 자연의 독특한 분위기를 독자적인 화법으로 구현시킨 대표적인 

근대 산수화가였다.

이상범李象範 : 1897년~1972년

 『이순신』속의 이상범 삽화ㅣ1932년ㅣ이광수

017  재간본 『이순신』ㅣ1953년ㅣ영창서관

015

재간된 『성웅 이순신』

1946년

통문관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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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 1931년 10월호에 수록된 희곡 

「장군이순신」 중의 한 부분. ‘왜~’로 

추정되는 부분들이 ‘××’로 되어 있다.

통영 충렬사忠烈祠의 이사장을 역임했던 김기환金淇驩이 1940년 저술한 이순신의 전기로 6책의 선장 필

사본이며 정식 출간되지는 않았던 책이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순신은 문무를 겸하고 충의와 용략을 모

두 갖추어 사직을 지켜내었으므로 무성인武聖人의 으뜸이며 해군의 스승이자 발명가의 선배라고 평가하

고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순신의 일대기를 알아 심신수양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

다. 또 이순신의 전사당시 나이인 54에 맞추어 전체 목차를 54회로 구성하였고,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에 있어 ‘세가’는 원래 제왕의 기록이나 이순신은 세계적인 발명가이자 조선중흥의 원훈이므로 제

목을 ‘이순신세가’로 함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이순신 전기가 주로 참고로 했던 기본사료인 『이충무공전서』, 『징비록懲毖錄』 등의 문헌 외에도 

저자가 문헌조사와 실지답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이순신 전기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정보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출신과 전국통일과정에 대해서도 4회

에 걸쳐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소개된 정보나 일화가 모두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전체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현전하는 판본은 현재 현충사관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종국소장본을 비롯, 김혁주소장본과 정인섭

소장복사본이 있으며 이종국본은 2011년 4월 현충사관리소에서 국문정서본으로 출간하였으며, 김혁주

본도 (주)교육지대에서 영인본으로 출간하였다.

019

이순신세가
李舜臣世家

1940년

김기환 필사본

16.8×24.4

경남 통영 출생. 1899년 일본에 유학하여 니혼대학 법과와 주오대학 경제과에서 수학하였으며 1903년 귀국하여 농업과 어장

일에 종사하였다. 이후 통영 충렬사보존회와 제승당중건기성회에서 활동하였고 충렬사 이사장,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통영의 

이순신관련 유적 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김기환金淇驩 : 1876년~1968년

최윤수가 잡지 『신생』에 희곡 「장군 이순신」. 전체 5막 중 1막이 수록되

어 있다. 이순신이 이끈 연합함대가 부산포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개

선하는 부분으로 거북선의 위력에 대한 병사들의 대화 등이 주로 나타

나고 있다.  

작품 안에서 ‘××’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왜적’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

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나 비하를 드러낼 수 없었

던 출판검열의 한 사례이다.

018

장군 이순신
將軍 李舜臣

1931년

최윤수

신생사

22.2×14.8

1928년 10월부터 1934년 1월까지 발행되었던 월간종합교양잡지. 유형기柳瀅基, 이윤재

李允宰, 이은상李殷相, 이태준李泰俊 등이 편집을 담당하였으며 문학·역사·철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한 잡지였다.

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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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 36년만에 되찾은 나라였지만, 심각했던 좌

우 대립은 결국 분단과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은 새롭게 되찾은 나라의 단결을 위한 

정체성 구현체로 요청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은상李殷相은 이순

신을 바로 해방된 대한민국의 ‘민족정신’ 그 자체로 인식, 국가

의 지도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즉 해방이후 국가운영

에 있어 이순신이 생전에 보여준 국가(군주)에 대한 충성과 희생

정신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과 일치단결을 중시했던 역대 정치권력의 관심

과도 맞닿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이순신의 숭

모·현창에 주력하게 된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물론, 더 

나아가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이순신에게 구하여 전방위적인 

정책적 선양사업과 더불어 이른바 ‘충무공 정신’에 대한 교육을 

학교와 군대는 물론, 국민적인 사회교육으로까지 확대시켰고 

이순신을 소재로 한 연극이나 영화제작을 적극적으로 장려, 지

원하기도 하였다. 이순신은 이제 정치권력의 치밀한 프로그램

에 의해 대중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본받아야 할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당시 이순신은 더 이상 자연인으로써 그저 평

범한 역사적인 위인수준이 아니었다. ‘성웅’이라는 칭호는 사실 

일제강점기에도 이윤재 등이 이순신을 수식하는데 썼던 말이

었지만, 민족정신과 국가지도이념 바로 그 자체가 되어버린 

60~70년대의 이순신에게 가장 적합했던 말이었다.

기억의 절정ㅣ해방이후~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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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이 1946년 저술한 이순신전기. 이후 7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은상의 이순신 관련 저술 중 최초의 저술이다. 1946년 이은상 

본인이 사장으로 있던 『호남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같은 해 광주 

국학도서출판관國學圖書出版館에서 단행본으로 엮어 간행하였다. 전체 

18장이며 권말에 부록으로 이순신의 연보年譜와 세계世系가 첨부되

었다. 서문에 따르면 이은상은 역사 이래 계속된 외세의 침략 속에

서 약소민족의 비애만을 느껴왔지만 오직 이순신의 기록에서만큼

은 민족적 긍지와 신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역설하고 이제 해방된 

우리민족의 과제는 조선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이 조선정신

의 진수는 바로 이순신을 민족정신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데에 있

다고 보고 있다. 한편 18장에서는 전기를 마무리하며 임진왜란이

후 붕당의 분화와 당쟁으로 말미암아 끝내 국권피탈에 이르게 되

었음을 지적하며 광복 직후의 좌우분열과 대립상황을 개탄하면서 

다시 이순신을 희구希求하고 있어 주목된다.

020

이충무공일대기
李忠武公一代記

1946년

이은상 

국학도서출판관

21.0×14.8

일제강점기 시인·수필가·역사학자로 1931년~1932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동아일보 기자, 『신가정新家庭』편집인, 

조선일보 출판국 주간 등을 역임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과 관련, 체포되었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광복 후

에는 호남신문사 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중근의사숭모회장, 민족문화협회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세종

대왕기념사업회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문학활동보다 세종대왕·이순신·안중근 등 선현의 숭모·선양사업에 더 많이 

진력하였으며 특히 이순신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가 ‘충무공 정신의 신도’라고 자처할 만큼 숭모사업과 관련 저술에 몰

두하였다. 저서로는 시문집으로 『노산문선鷺山文選』 등과 수필집으로 『무상無常』, 역사서로 『조선사화집朝鮮史話集』 등이 

있고, 이순신 전기로는 『이충무공일대기』, 『성웅 이순신』 등이 있으며 『이충무공전서』, 『난중일기』 역시 다수 번역하였다.

이은상李殷相 : 1903년~1982년

021

호남신문에 연재된 

이충무공일대기의 

스크랩본 

36.0×12.6

역사속에서 이순신을 기리다                                     l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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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임진왜란 6주갑(360년)을 맞이하여 임진6주갑충무공기념사업통영군준비위원회에

서 간행한 사진첩이다. 1952년 통영에 세워진 이순신의 동상건립을 계기로 발간되었다. 충

렬사忠烈祠·제승당制勝堂·세병관洗兵館·착량묘鑿梁廟의 사진과 아울러 통영의 고찰, 명승지, 

관공서, 산업 등에 대한 사진과 설명을 수록하고 있어 당시 통영의 사회상이나 생활모습 

등은 물론 이순신 관련 유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022

이순신장군사적중심 
통영군향토사진첩

李舜臣將軍史蹟中心
統營郡鄕土寫眞帖

1952년

임진6주갑기념

충무공기념사업통영군준비위원회

15.5×21.7

1958년 김용모金容模·김낙원金洛原이 대한학생타임스사에서 펴낸 이순신 관련 유적지의 사진첩

이다. 아산 현충사와 고택, 묘소를 비롯, 여수·통영 등 전국 일대의 이순신 관련 유적과 유물

은 물론 동상과 영정, 우표 및 훈장 등의 관련 상징 기념물도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순신 관

련 유적 및 각종 기념물의 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023

충무공유적사진첩

1958년

김용모·김낙원 편집 

대한학생타임스사

1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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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이순신의 350주기週忌를 맞이하여 진단학회震檀學會 회원들이 이순신과 임진왜

란 관련 논문·논설 등을 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신천지新天地』에 특집으로 투고하였

는데, 1950년 4월에 이들 원고들을 다시 정리하여 동연사同硏社에서 단행본으로 엮어 

간행한 것이다. 필진의 면모를 살펴보면 진단학회 위원장이었던 이병도李丙燾를 비롯, 

김두헌金斗憲, 김성칠金聖七, 류홍렬柳洪烈, 이홍직李弘稙, 이상백李相伯, 김상기金庠基, 홍이섭

洪以燮, 이인영李仁榮, 이병기李秉岐, 이숭녕李崇寧, 이명선李明善 까지 총 12인으로 사학·국

문학·미술사학을 망라하는 당대 최고의 필진들이었다.

024

이충무공삼백오십주기기념논총
李忠武公三百五十週忌紀念論叢

1950년

진단학회 

동연사

18.1×12.7

1934년 5월 7일 결성된 한국학 연구단체로 한국 및 주변지역의 역사·언어·문학의 연구를 표방하였지

만, 한국사의 비중이 매우 커서 한국사 연구학회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연간 4회 『진단학보』를 발간하

고 강연회·간담회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다. 관여한 인사로는 이병도李丙燾·고유섭高裕燮·김두헌金斗

憲·김상기金庠基·이병기李秉岐·이상백李相佰·이선근李瑄根·이윤재李允宰·이은상李殷相·이희승李熙

昇·문일평文一平·백낙준白樂濬·손진태孫晋泰·송석하宋錫夏·신석호申奭鎬·조윤제趙潤濟·최현배崔鉉培 

등이며 그 중에서도 이병도·이윤재·이희승·손진태·조윤제 등이 학회 실무를 맡아 사업을 추진하였

다. 그러나 회원이 다소 중복되는 조선어학회의 인사들이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다수 피검되면서 

사상탄압이 심해지자 진단학회의 활동까지 위축되어 연구활동이 잠정 중단되기에 이른다. 광복 후 1945

년 8월 31일 사단법인으로 재창설하여 한국사 교과서 간행, 이순신 350주기특별논총 등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회이다.

진단학회震檀學會

1946년 5월 진단학회가 저술하고 군정청 문교부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이다. 중고급 수준으로 

서술되었으며 상고·중세는 김상기가, 근세이후는 이병도가 담당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第二章 

倭亂과 李舜臣’ ‘二 第一次 倭亂과 李舜臣의 活躍’ ‘三 第二次 倭亂丁酉과 李舜臣의 最後活躍’에서처럼 

임진왜란 부분의 서술이 아예 이순신의 활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025

국사교본
國史敎本

1946년

진단학회 

문교부

20.7×14.5

1956년 문교부에서 간행한 국어교과서로 28장에 김상기가 쓴 ‘인간 이순신’이 수록되어있다. 김상기

는 이 글에서 이순신을 전쟁에만 능했던 뛰어난 장군이나 영웅으로만 보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성정과 가족애를 갖춘 인간 이순신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00년대 이후 나타

나는 ‘인간 이순신’론의 선구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026

고등국어Ⅰ

1956년

문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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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의 생애에 나타나는 군인으로서 혁혁한 전공과 멸사봉공의 정신, 그리고 자기회생은 

이제 막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고 동시에 국가발전을 이룩해야할 ‘대한민국’의 국민들

에게 반공과 국가권력에 대한 충성, 그리고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자기회생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에 역대 정부에서는 이순신과 관련된 다양한 국민교육독본을 간행해 왔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에는 학교, 군대, 사회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충무공 정신’ 교육을 전개하

였다. 이러한 광범위하고도 세밀한 ‘충무공 정신’의 교육은 대중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을 

일정부분 더욱 심화시킨 측면도 있었으나, 동시에 이순신에 대한 인식을 획일화시키고 지

나치게 신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아울러 1972년 10월 유신이후에는 유신체

제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합동통신 기자 등을 역임한 박연희가 1978년 영문으로 펴낸 임진왜란 

및 이순신 관련 저술이다. 전반부는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황 등을 기

술하고 후반부부터 이순신의 전기와 활약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027

ADMIRAL YI SUN–SHIN and his TURTLEBOAT ARMADA

1978년

박연희 

Hanjin Publishing Company

23.9×16.7

해군사관학교 교수를 역임한 조성도趙成都가 1970년 충무공기념사업회

에서 영문으로 펴낸 이순신의 전기이다. 

028

YI SUN SHIN–A National Hero of Korea

1970년

조성도 

Choongmoo-kong Society

19.2×13.8

충무공 정신을 전국민에게ㅣ국민교육과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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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  진단학회, 『충무공독본』�  1955년ㅣ박문서관ㅣ20.9×14.9 

       진단학회에서 간행한 이순신의 전기로 정규교과서는 아니고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독본이다.

030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충무정신교육』�  1971년ㅣ대한출판사ㅣ20.6×14.8 

        충청남도교육청이 1968년부터 실시한 충무정신교육에 대한 결과 자료집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윤리와 충무정신의 관

계, 구체적 실현방법, 충무소년대의 조직과 운영, 각급학교의 활동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031/032  충무수련원, 『충무교실』 (초등학생용, 중등학생용)�  1974년ㅣ회상사ㅣ20.7×14.8 

        충무수련원(현 충무교육원)의 교재로 초등학생용과 중등학생용으로 각각 발행되었다. 충무공의 생애와 활동, 우리 민

족문화의 우수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개인과 사회생활에서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033  해군충무공연구위원회, 『민족의 등불 충무공이순신』�  1968년ㅣ해군교육단교재창ㅣ18.2×12.3 

       해군충무공연구위원회에서 간행한 정훈교재이다. 조성도의 저술로 이순신의 전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034  육군본부, 『충무공정신』�  1975년ㅣ육군인쇄공창ㅣ21.1×15.1  

        육군본부에서 간행한 장교용 정훈교재이다. 이순신의 전기 이외에 논평이나 ‘충무공 정신’에 대한 해설과 그 필요성 

등을 수록하고 있다. 10월 유신 이후에 간행된 교재인 만큼 장병들은 병영에서 충무공 정신을 생활화하여 민족 주체

성을 확립하고 10월 유신의 선봉에 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035  『충무공정신의 생활화』�  1972년ㅣ문화공보부ㅣ20.6×16.2 

036  『충무공정신을 오늘에 되살리자』�  1974년ㅣ문화공보부ㅣ20.8×14.7

        문화공보부에서 4월 이순신의 탄신기념일을 맞이하여 1972년과 1974년 각각 간행한 ‘충무공정신’의 국민홍보·교육

자료이다. ‘멸사봉공의 호국·구국정신’, ‘조국애’, ‘민족애’, ‘자주·자조·자립·자위의 정신’, ‘창의와 개척정신’, ‘유

비무환의 정신’, ‘정의에 사는 정신’을 ‘충무공정신’으로 제시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의 분열양상을 

지적하며 전국민이 충무공의 정신을 생활화하여 10월유신 아래 총화단결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충무공 정신의 생활화

029 030 034 033

035 036 031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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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도 충무공처럼ㅣ위인전기들

037  『그림 이순신 장군 한산섬의 달』�  1956년ㅣ이선구, 이승만 지음ㅣ학급문고간행회ㅣ21.2×16.0

038  『이순신』�  1969년ㅣ김용제ㅣ정문사ㅣ19.0×13.5

039  『충무공이순신』�  1973년ㅣ조성도 지음ㅣ한국자유교육협회ㅣ18.6×12.7

040  『민족의 별 - 이순신장군의 일화』�  1973년ㅣ오문섭ㅣ교학사ㅣ21.6×16.0

041  『이순신장군』�  1974년ㅣ이원수 엮음, 이억영 그림ㅣ한국자유교육협회ㅣ20.7×14.8

042  『이순신』�  1975년ㅣ김동리, 김영일, 백철 편집위원ㅣ교육과학사ㅣ18.6×12.7

043  『성웅 이순신』�  1976년ㅣ허민ㅣ동서문화사ㅣ18.5×12.8

044  『이순신장군』�  1977년ㅣ송명호 글, 김석원 그림ㅣ대광출판사ㅣ21.1×18.3

045  『이순신』�  1977년ㅣ장수철ㅣ소년생활사ㅣ18.6×12.6

046  『이순신』�  1981년ㅣ김순봉 글, 최일호 그림ㅣ대일출판사ㅣ22.7×15.2

047  『이순신』�  1981년ㅣ이관우 엮음, 황상조 그림ㅣ보성문화사ㅣ18.8×12.8

048  『이순신』�  1982년ㅣ이영호 엮음ㅣ예림당ㅣ22.6×15.6

041 038 048 037

043 045 047 042 039

040 046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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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  『난중일기초』�  1955년ㅣ설의식 초역ㅣ수도문화사ㅣ20.5×14.9

050  『난중일기』�  1970년ㅣ이찬도 역ㅣ金字閣ㅣ18.4×13.1

051  『난중일기』�  1973년ㅣ이석호 역ㅣ집문당ㅣ19.1×13.5

052  『난중일기』�  1973년ㅣ한상수 역ㅣ한국자유교육협회ㅣ18.6×12.8

053  『난중일기』�  1974년ㅣ조성도 편ㅣ해군본부ㅣ18.7×12.7

054  『난중일기』�  1976년ㅣ이은상 역주ㅣ삼중당ㅣ14.8×10.4

055  『난중일기』�  1977년ㅣ이은상ㅣ대학서림ㅣ25.9×19.1

056  『난중일기』�  1979년ㅣ이민수 역ㅣ범우사ㅣ18.1×11.2

057  『충무공 이순신과 난중일기』�  1980년ㅣ한국고전연구회ㅣ지하철문고사ㅣ18.4×10.6

058  『어린이들을 위해 이야기로 엮은 난중일기』�  1981년ㅣ이은상 감수, 박경용 엮음ㅣ예림당ㅣ22.8×15.8

059  『난중일기』�  1993년ㅣ이은상 역ㅣ현암사ㅣ22.3×15.3

060  『NanjungIlgi-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1977년ㅣHA Tae-hungㅣYONSEI UNIVERSITY PRESSㅣ23.0×16.5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된 난중일기ㅣ번역본들

056 058 060 054

052 057 050 053

055 051 049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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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성웅 이순신 시나리오

1962년

25.0×17.5

1962년에 개봉된 최초의 이순신 실사 극영화로 총제작비는 4억환이었고 한국영화로는 최초로 3,000만환의 

영화진흥기금이 지원되었다. 그밖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해군함정과 해병대 병력까지 보조출연

자로 제공받아 촬영하였으며 해전씬 등에는 최초로 미니어처 촬영기법 등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이

순신역의 주연배우를 기성 영화배우가 아닌 일반 공모로 선발, 당시 44세로 토건회사 사장이었던 김승길을 

이순신역의 주연배우로 캐스팅하여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윤봉춘尹逢春·유현목兪賢穆 감독, 이은상 시나리오

1962년 개봉 ‘성웅 이순신’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1962년 개봉 ‘성웅 이순신’ 포스터

한국영상자료원 제공

영화·연극·만화속의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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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

성웅 이순신 대본

1973년

26.0×18.9

1973년 남산 국립극장이 신축되었을 때, 10월 17일 오후 7시 개관기념으로 초연

되었다. 당시로서는 한국 무대공연 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작품으로 총출연

자 204명, 공연시간 2시간 30분, 제작비 1,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국립극장의 

이동·회전무대가 처음 사용된 작품이기도 하다. 초연당시 박정희 대통령, 정일

권 국회의장, 김종필 국무총리가 관람하였다. 

허규許圭 연출, 이재현李載賢 극본

1973년 초연에 이어 1974년 다시 공연된

‘성웅 이순신’의 공연 포스터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제공

1974년 화문각畵文閣에서 간행한 이순신의 전기만화이다. 당시 만화로서는 드물게 하드커버 양장에 

권수와 중간에 컬러 화보도 삽입되어 있는 등, 상당히 고급스러운 호화장정을 하고 있다. 작화는 박

기당 특유의 선굵은 사실적 극화체이며 만화임에도 희화戱化적인 요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을 정도

로 진지하다. 1978년에는 판형을 B6판으로 축소, 컬러화보를 제거하고 상·하로 분책하여 블루북스

에서 간행한 바 있으며, 표지 일부가 바뀌고 호화장정은 그대로 1980년 예림당에서 재간하였다. 

이은상 감수, 박기당 작화

본명은 박성근이며 일본 후쿠오카 출생으로 오사카상공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광복이후 귀국하여 

부산에서 극장간판이나 광고전단지 작화에 종사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상경, 역시 극장간판 작화에 

종사하다가 만화잡지 『만화소년소녀』로 데뷔하였다. 한국만화에 있어 사실적 극화체 만화의 선구자

로 대표작은 『만리종』, 『눈물의 절벽』 등이 있다.  

박기당1922년~1979년

064

1978년 블루북스에서 재간된

『성웅 이순신』 2권

063

민족의 태양 성웅 이순신

1974년

박기당 

화문각

2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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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된 이순신에 대한 선양과 

성화聖化, 정책적인 정신교육사업은 대중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

을 지나치게 이상화·신격화시킨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정서적 

반발까지도 야기하였다. 국가권력이 정권유지를 위해 이순신

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물론, 80년대 들

어서는 원균元均에 대한 옹호, 이와 연계하여 상대적으로 이순

신을 격하하려는 움직임까지 일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움직

임이 이순신에 대한 대중의 기본적인 인식을 급변시킬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은 물론 아니었으나 이전의 감히 이론異

論제기조차 금기시되었던 ‘완벽한 성웅’ 이순신의 숭모 분위기

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신격화된 이상적 영웅이 아닌, 보통사람과 똑

같은 고통과 고독을 느끼는 보편적 성정을 지니고서 전란과 갈

등 속에 내던져진 ‘인간 이순신’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이순신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민족’이나 ‘국가발전’이라는 거대

한 담론차원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이순신의 인간론이나 리

더십 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기억의 재구성ㅣ1980년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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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하가 1970년에 발표한 마당극으로 1971년 월간 『다리』 11월호에 게재되었다. 어느 술취한 엿

장수가 청와대 수문장같이 권위적이고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순신동상 앞에서 조국근대화의 

미명 아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하소연하고 원망하자 이념화된 ‘구리이순

신’이 아닌 진정한 이순신이 엿장수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소통·공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진정한 이순신은 정권에 의해 씌워진 구리껍데기를 벗겨줄 것을 엿장수에게 부탁하고 이를 받아

들여 동상에 다가가려던 엿장수가 경찰에 잡히는 것으로 것으로 마당극은 끝난다.

065

구리이순신

1971년

김지하

월간다리사

20.7×15.0

1960~70년대 현실 정치권력에 의해 지나치게 신격화·이상화된 이순신에 대한 정서적 

반발은 그동안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오던 원균에 대한 재평가나 옹호로도 이어졌다. 

1981년 이정일은 『역사학보』에 「원균론」을 기고하여 임진왜란 당시 원균의 전략전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1985년 어태우魚台愚와 1992년 이재범李在範은 각각 『임진해전의 

원균과 이순신』과 『원균정론』에서 임진왜란 당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이순신에 비해 원균이 더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했는데도, 그 역할이나 전공이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근거없는 음해로 그동안 부당하게 평가되어 왔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1960년대 이후 국가차원에서 추진된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이상

화와 성웅화가 필연적으로 이순신을 더욱 돋보이게 할 악역을 필요로 했고 그 악역이 원

균에게 맡겨지면서 객관적인 사료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원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선조수정실록宣祖修整實錄』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들에 의해 개

찬된 사료이고 「이순신시장李舜臣諡狀」 역시 찬자撰者 이식李植이 이순신의 후손이므로 객관

적인 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객관적 사료비판의 문제는 역시 반대의 논리를 원균옹호론

에서 주로 참고하고 있는 「원균행장」이나 『선조실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그다지 

큰 반향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나온 배경과 논거가 결국 상당부분 

1960년 ~1970년대 이루어진 정권차원의 이순신 성웅화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점, 또 

역사적 정당성은 차치하고 이렇게 도발적인 이론異論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

히 주목할 만했다.  

066

임진해전의 원균과 이순신

1985년

어태우 

금룡문화인쇄사

22.5×15.4

067

원균정론

1992년

이재범 

계명사

22.5×15.9

『다리』 

1971년 11월호에 게재된 

김지하의 「구리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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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거의 혼자 힘으로 멸망 직전의 나라를 구해낸 초인적 영웅’의 서사에 함몰되어 보통사람들

은 범접조차 할 수 없을 것 같던 이순신에 대한 인식은 80년대 이후 일종의 조정국면을 거치게 되

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이순신은 보통사람들과 똑같은 불안과 고통, 고독을 가진 자연인의 

위치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는 2001년 출간된 김훈의 『칼의 노래』에서 두드러지는데, 여기에서 이

순신은 철두철미한 강인한 전쟁영웅의 모습이 아닌 강포한 적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내비치고 아

들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김훈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내던져진 보통

의 남성들이 가질 수 있는 정서와 고뇌를 이순신에게도 그대로 부여한 것이고 이러한 시도는 독자

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 속에 나타나는 이순신은 뛰어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지닌 영웅의 모습

을 보이고는 있지만, 적어도 70년대에 볼 수 있었던 인간을 초월한 신격화된 ‘성웅’수준까지 나아가

진 않고 있다. 김탁환도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인간의 범주에 있는 영웅’으로 이순신을 묘사하고 있

는 것이다.

과거 ‘국가와 민족’과 ‘근대화’라는 거대하고 고상한 담론 안에서 기억되고 숭모되었던 이순신은 

2000년대 이후로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대중들에게 기억되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WTO 체제로 개편되었고 우리사회는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 도래한 무한경쟁사회의 현실 속에서 대중들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극복한 

이순신의 인간론이나 리더십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임진왜란 당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이 보여준 인간성과 리더십, 수군의 운영 및 전투에서의 

전략 전술은 물론 거북선을 만든 창의성 등은 현대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도 유효하며 기업을 비롯

한 다양한 조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순신은 역사학자나 소설가 뿐 만 아니라 

경영학자들에게도 주목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제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2003년ㅣ지용희ㅣ디자인하우스

『이순신의 리더십』

2001년ㅣ이선호ㅣ팔복원

『이순신 파워인맥』

2008년ㅣ제장명ㅣ행복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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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  현충사 중건기념도안 우표�  1969년ㅣ2.7×3.7

075  현충사 도안 우표�  1979년ㅣ3.6×2.6

076  충렬사 도안 우표�  1953년ㅣ2.0×2.4

077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6년ㅣ3.1×2.7

078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7년ㅣ2.7×2.3

079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9년ㅣ2.8×3.5

080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75년ㅣ2.5×2.2

081  거북선 도안 우표�  1948년ㅣ3.0×4.2

082  한산대첩 370주년 기념도안 우표 1�  1962년ㅣ2.5×3.7
 

083  한산대첩 370주년 기념도안 우표 2�  1962년ㅣ2.5×3.7

084  해군창설 10주년 기념도안 우표�  1955년ㅣ3.0×2.5

085  한산대첩 민족기록화도안 우표�  1982년ㅣ3.3×4.9

083 076 084 075

074 078 080 079 077

082 085 081

068  거북선 도안 10환  

069  거북선 도안 100환  

070  거북선 도안 1000환 
1953년/15.6×6.6

072   거북선 도안 50환ㅣ1959년ㅣ2.2

073   거북선 도안 5원ㅣ1966년ㅣ2.0

071   
이순신·거북선·

현충사 도안 

500원 

1973년

6.6×13.1

상징으로 기억된 이름, 충무공 그리고 이순신

087   현충사 도안 주택복권ㅣ1978년ㅣ6.7×13.1 086   난중일기 도안 주택복권ㅣ1974년ㅣ6.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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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는 일제강점기 본정本町 1정목丁目부터 5정목으로 불리었다. 광복이후 서울시가 왜색을 일

소한다며 1946년 10월 1일부터 통通은 가街로, 정町은 동洞으로 구역 체계를 개편하고 아울러 역대 위인의 

이름을 가로명으로 변경하면서 본정을 이순신의 시호인 ‘충무’로 변경, 충무로로 명명하였다. 

충무로

국가기록원 사진 제공

경상남도 고성반도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1931년부터 통영읍으로 불리다가 1954년 국회에서 최천崔天을 비

롯한 145명의 국회의원들이 시승격을 제안하였고, 기존 통영군과의 혼동을 피하고 이순신을 숭모하는 지

방민들의 청원에 따라 충무시로 승격·개편되었다. 1995년 1월 통영군과 통합하여 통영시로 개편되었다. 

충무시

1950년대 충무·통영일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Ⅱ(Korea Destroyer Experiment-Ⅱ) 사업으로 건조된 초도함(네임쉽)으로, 한

국 최초의 4,000t급 구축함이다. 함명은 임진왜란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에서 따왔다. 참고로 장

보고급 잠수함에도 이순신함(함번 SS-068)이 있는데, 이는 역시 임진왜란 당시 전라우수사를 역임하

고 한산대첩에서 이순신과 같이 싸운 바 있는 이순신李純信의 이름을 딴 것이다.

DDH-975 
충무공이순신함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공을 세운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태극무공훈장, 을지

무공훈장에 이어 3등급의 무공훈장이다.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사진제공

충무무공훈장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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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을 
기리는 공간, 

역사속의 현충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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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현충사는 이순신이 노량에서 전사한 지 100여년이 지난 

1706년에 건립되었다. 1704년에 충청도 유생들이 아산 본향

에 정작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조정

에 사당 세우기를 상소하여 윤허를 받았고 다시 1707년 사액

을 청하는 상소를 하여 숙종으로부터 ‘현충사’라는 편액을 하

사받았다. 이때 숙종이 편액과 함께 내린 제문에서 이르기를 

“제몸을 죽여 절개를 지켰다는 말 예부터 있었으나 제몸을 죽

여 나라를 살렸다는 것은 이분에게서 처음 본다.殺身殉節 古有此言 

身亡國活 始見斯人”고 하였다. 그 후 1727년에는 이순신의 조카로 

정묘호란 당시 의주에서 전사한 강민공剛愍公 이완李莞을, 1732

년에는 이순신의 5대손으로 이인좌李麟佐의 난 당시 반란군에

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을 추가로 배

향하였다. 그러나 동일인을 배향하는 다수의 서원은 하나만 

남기고 모두 철폐한다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통

영의 충렬사가 남게 되면서 현충사는 철폐되기에 이른다.

기억의 시작ㅣ현충사의 건립과 철폐(1706년~)

년에는 이순신의 5대손으로 이인좌

게 붙잡혀 죽임을 당한 충민공

향하였다. 그러나 동일인을 배향하는 다수의 서원은 하나만 

남기고 모두 철폐한다는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하여 통

영의 충렬사가 남게 되면서 현충사는 철폐되기에 이른다.

1906년 2월에 세워진 현충사 유허비 

현재 충무교육원 뒷산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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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 건립 및 이완李莞, 이봉상李鳳祥 배향의 경위, 시말을 기록해놓은 『원지院志』로 上下 2책

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권은 현충사 건립의 경위가 하권에는 이완과 이봉상의 배향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사당 건립과 배향을 위한 아산 유생들의 유회儒會 의결사항과 참석자 명단 및 

통문, 사당 건립을 청하기 위해 조정에 올린 소초疏草와 예조의 회답, 홀기, 부조자扶助者 명단 

등이 시간 순으로 전사되어 있다.

088

원지
院志

18세기이후

上 33.6×29.5, 下 34.8×28.4

현충사를 방문했던 인사에 대한 기록은 『심원록尋院錄』에 나타나고 있

다. 기재사항은 참배를 행한 총 585인의 본관과 성명, 방문날짜이며 

방문목적은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원록』에 전하는 참배 인사

들은 아산현감 윤이일尹彛逸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중출신의 인사들과 

더불어 과거급제 등을 알리기 위해 외손을 포함한 덕수이씨 후손들이 

주로 많이 보인다. 한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의 막하로 중위장中衛將

이자 순천부사였던 권준權俊의 6대손 권발權襏의 이름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089

심원록
尋院錄

18세기이후

33.3×28.7, 40.5×29.3, 

40.9×27.5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휘하장수였던 

권준의 6대손인 권발의 현충사 참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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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확대ㅣ현충사 중건(1932년~)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자 아산의 이순신 종가는 가세가 기울어 

이순신의 묘소임야와 위토마저 은행에 저당잡히고 경매에 넘

어가게 될 처지가 되었다. 이 소식이 1931년 5월 14일 신문보

도와 사설을 통해 알려지면서 당시 우리 민족은 엄청난 충격

에 휩싸인다. 결국 5월 23일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 조직되어 

묘소위토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순신의 

유물과 유적 기타 기념물을 완전히 보존하자고 결의하였다. 

동시에 유적보존회는 동아일보사와 공동으로 모금운동을 전개

하였는데, 남녀노소, 각계계층을 망라한 2만여명의 인원이 호

응하여 불과 한 달만에 모든 채무를 변재한다. 그리고 남은 돈

으로는 현충사를 다시 중건, 1932년 6월 현충사는 철폐된지 

60여년만에 다시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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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이후 1919년부터 가세가 퇴락하기 시작한 이순신 종가는 동일은행東一銀行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1,300원의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채무를 변재할 방법이 없어 전체 채무규모는 결국 이자까지 2,400원으로 

불어났고 결국 1931년 5월 말까지 이를 변재하지 못하면 음봉의 이순신 묘소에 위치한 위토 60두락이 경매로 넘

어가게 될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에 처음 보도되었고 다음날 1면 톱으로 ‘민족적 

수치’라는 제목의 사설이 발표된다. 다음은 사설의 일부이다.

…조선인이 조선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의 비각도 있고 그의 동상, 기념관, 도서실, 박물원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없을망정 위토와 묘소가 채귀債鬼의 손으로 전전한다니 수치를 넘어 민족적 범죄라고 할 것이 아

니냐…

바로 아랫단에는 정인보의 ‘이충무공 묘산경매문제’라는 논설이 게재되었다. 정인보는 이 논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충무공같으신 어른은 일가일족의 숭봉만에 한할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이씨 일문의 대변大變만이 아니라 조선의 

변고이며 수치라 통한이 사무친다. 이충무공의 묘산을 보존하는 책임은 조선인의 공동으로 부하할 것이다. 보존

하여 늦은 뒤에라도 구사舊事를 징하고 후래를 도하여 자손은 물론이어니와 이씨 문중에도 맡길수 없는 것이니 마

땅히 전조선적으로 공수하여야 할 것이다.…

즉 이 채무 문제는 단순히 덕수이씨 문중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조선’이 함께 거국적으로 나서야 함

을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경매위기 보도와 이러한 상황을 ‘민족적 수치’ 정도가 아닌 ‘민족적 범죄’라고까지 개탄

한 사설이 발표된 이후 곧바로 전국적인 반향이 일기 시작하였다.

5월 23일에 바로 ‘이충무공유적보존회’가 조직되어 묘소 위토의 보전과 더불어 이순신의 유물과 유적 기

타 기념물을 완전히 보존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기금은 유적보존회와 동아일보사가 주축이 되어 성금을 

모금하기로 한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이 총 16,021원 30전으로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은 현충사를 중

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1931년 9월 18일 상량식이 거행되었고 마침내 1932년 6월 5일 성대한 낙성

식과 함께 청전 이상범 화백의 영정을 봉안하면서 현충사는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

었다.

090

신동아

1932년

동아일보

26.2×19.1

『신동아』  1932년 7월호 현충사 낙성식 사진

이순신 묘소 위토 경매에 넘겨지다

『동아일보』

1931년 5월 13일 이순신 위토경매기사의 일부

『동아일보』

1931년 5월 14일 ‘민족적 수치’ 사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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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범作 영정

“또 한가지 어렵든 일은 ‘이순신’을 그리든 때이다. 이순신의 얼골을 엇더한 어룬으로 꾸밀고 하고 나는 한참 생각하엿다. 

그 어룬은 서양에 넬손에 비길만치 천고의 명장인 줄은 알지만은 다만 용맹하고 싸홈 잘 하는 무장으로 그리면 족할가, 

아니 아니 춘원의 말슴을 드르면 그 어룬은 덕행도 놉하서 일세의 사표될 인물이라 한즉, 지智, 덕德, 용勇, 삼자가 구유具

有한 어룬의 얼골로 그리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용긔잇는 무장의 얼골에 덕행잇는 도덕군자의 얼골에 임군에 충성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지사의 얼골을 混合하여 그린 것이다. 그 뒤 그 선영의 지地인 아산 ‘배아미골’에 이르러 수백년

래 전하여 오는 붓으로 된 초상화를 보고 기분幾分참고는 하엿지만, 요컨대 이순신은 순전히 내 머리 숙에서 비저낸 얼골

이엇다. 후세 사가들은 내 붓을 엇더케 비평할는지 나로도 모르겟다.” 

이상범, ‘신문소설과 삽화가’, 삼천리 1934년 8월호, 163쪽

이상범의 이순신 그리기

1932년 현충사 중건 당시 처음 봉안되었던 영정으로 이상범의 작품이다. 구군복을 입은 모습에 매

섭게 치켜올라간 눈썹과 눈 등 무인으로서 강인함이 느껴지는 영정으로 기본적으로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의 삽화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장우성作 영정 1953년 조병옥이 월전月田 장우성張遇聖에게 의뢰하여 현충사에 교체 봉안된 영정이다. 『징비록』 등의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과 이순신의 후손 용모 등을 참고하여 조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무인이라기 보다는 고결한 선비와 같은 기품과 진중함이 느껴진다. 

영정 정본正本은 원래 통영 제승당과 해남 우수영에 있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鎬의 영정을 1950년과 

1963년 문교부에서 승인한 적은 있었으나, 법적인 공인은 아니었다. 이후 1973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의 영정과 동상을 통일할 것을 지시하자, 표준영정으로 거론된 것이 월전본과 이당

본이었다. 법적인 공인은 아니어도 문교부의 승인을 얻었던 데다, 이당이 월전의 스승이라는 점을 

들어 이당본이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여론이었으나 1973년 5월 17

일 간담회에서 손원일, 조성도, 이선근의 주도로 동년 10월 월전본을 표준영정으로 지정하게 된다. 

당시 지배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충사의 월전본이 대중적으로 가장 친숙하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현충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다. 

이순신 영정ㅣ1932년ㅣ이상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ㅣ143×90

이순신 영정ㅣ1953년ㅣ장우성ㅣ2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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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절정ㅣ현충사 성역화(1963년~)

1962년 3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현충사 경내 면

적을 4,446㎡(1,345평)에서 17,716㎡(5,359평)으로 대폭 확장하고 

내삼문 안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이순신 관련 유물을 일반

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해 4월 28일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충무공탄신기념제전에 참석하여 이후 충무공 기념사

업과 현충사 정비사업을 직접 주도하여 나갔다. 이때부터 과

거 이순신 종가에서 관리하고 아산교육청, 아산군, 충청남도 

등이 관리·주관하던 현충사 및 충무공탄신기념제전을 국가차

원에서 관리·주관하게 되었다.

현충사 성역화사업은 1966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충사 경내를 

330,578㎡(100,000평) 이상으로 확장·성역화하면서 사당을 웅

장하게 신축하고 경내에는 도로를 개설하고 조림을 실시하도

록 하였다. 기존 경내에 있던 마을의 민가는 모두 철거하여 인

근의 국민주택으로 이주시켰다. 이렇게 1969년까지 이어진 현

충사 성역화사업의 결과 경내는 3,774,658㎡(141,834평)로 확장

되고 본전과 유물전시관이 신축되었으며 이 일대가 ‘사적-155

호 아산이충무공유허’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탄신기념행사를 국가제전으로 법제화하고 충무공의 위

업과 현충사 행사를 교과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1972년부

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성역화사업이 추진되어 경내 조경사

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현충사경역은 714,502㎡(216,137평)로 

다시 확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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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은 현충사 성역화와 관련하여 “충무공기념일의 거국적 행사화”를 지시하게 된

다. 이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동년 5월 20일 문교부에 기념일의 법제화를 요청하게 되고 이에 문교부는 부령으

로 기념일을 정하기로 하였으나 날짜는 이순신의 탄신일(양력 4월 28일)과 한산대첩일(양력 7월 6일)을 두고 결정을 내

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문화재관리국과 문교부, 법제처가 다시 협의하여 문화재관리국은 4월 28일 탄신일은 기념일(무휴)로, 7월 6

일 대첩절은 국경일(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내놓았고, 자문을 받았던 이병도, 박종화는 탄신일과 대첩절을 모두 

기념일(무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는 1967년 1월 16일 문교부 부령 179호 ‘충무공탄신기념일에관한건’이 공포되면서 ‘충무공탄신기념

일’은 4월 28일로 결정되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간행한 충무공탄신기념행사의 의의, 성격, 날짜별 준비 사항, 행

사 당일 진행 절차와 진설 및 참석 인사 배치 등에 관한 지침서이다. 제례는 문묘제

례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전에 이순신의 탄신기념행사는 충남도청, 아산군청 또는 교육구청에서 주관하였으

나 수많은 위인들 중에서 오직 이순신만이 자연인이 아닌 국가 지도이념의 상징체이

기 때문에 탄신기념행사를 국가적 차원의 제례로 실시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아산현충사성역화」

1966년ㅣ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사진제공

091

이충무공탄신기념행사에대한절차

문화재관리국 1967년 이후

25.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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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사는 아산군교육청과 충청남도를 거쳐 1968년 문화공보부로 소속기관이 변동되면서 ‘현충사관리소’가 발족

하게 되었다. 이에 소장도 2급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임명되도록 하였고 6관구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최영성崔英

聲이 예편하여 1969년 1월 6일 초대소장으로 부임하였다. 1972년에는 소장의 직급이 다시 1급으로 상향되었고 

허련許鍊이 3대 소장으로 부임하였다. 후에 전라남도 지사로 영전하였다.

법제처, 「현충사관리소직제중개정령(안)」

1972년ㅣ국가기록원 사진제공

문화공보부, 『현충사연혁지』  1975년ㅣ37.0×26.5문화공보부, 『아산현충사연혁지』  

1969년ㅣ37.8×27.7

092

아산현충사연혁지

1969년

문화공보부

37.8×27.7

093

현충사연혁지

1975년

문화공보부

37.0×26.5

1966년부터 시작된 현충사 성역화의 의의와 전개과정과 사진, 도면을 총망라하고 있는 책이다. 

성역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구체적 지시를 그대로 전재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며 그밖

에 성역화 공사과정의 예산내역과 현충사내 모든 시설물의 도면 등이 수록되어 매우 중요한 자료

이다. 1차 성역화 이후 1969년에 『아산현충사연혁지』가 간행되었고 2차 성역화 이후 1975년에 

다시 『현충사연혁지』가 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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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전 이전직후ㅣ국가기록원 사진 제공 

1969년 새로 중건된 본전ㅣ국가기록원 사진 제공 

사진으로 보는 현충사성역화

1968년 성역화 공사 당시 충무문, 유물전시관, 내삼문, 본전 등의 모습 

국가기록원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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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재구성ㅣ충무공이순신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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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순신에 대한 인식과 기억, 숭모의 방법이 변화해 감에 이제 현충사는 새로운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할 

과제와 고민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2005년 8월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의 형태로 구체화되었다.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에서는 현충사가 이제는 더 이상 국가주도로 이순신에 대한 정책적 선양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

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이순신에 대한 참배기능은 물론, 흥미있는 교육과 전시를 통해 일반국민들

이 ‘참된 이순신’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충무공이

순신기념관의 건립을 아울러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기본설계, 2007년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에 착공하여 2011년 4월 28일 마침내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은 

준공·개관되었다. 기념관은 이순신 관련 유물과 임진왜란 당시 해전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전시·교육하기 위한 역사 테

마관이며 크게 전시관, 교육관, 사무동으로 구성되었다. 연면적 3,104㎡(939평)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다.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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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색인



082 l                                      역사 속의 이순신 – 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

유물색인

유물색인                                     l  083  

역사 속에서 
이순신을 기리다

기억의 시작ㅣ조선후기

001
이충무공전서
李忠武公全書

1795년

35.1×22.5

002
이충무공실기
李忠武公實記

1908년

21.7×15.5

003
이충무공행록
李忠武公行錄

1948년

14.6×10.2

004
동국명장전
東國名將傳

1907년

22.4×15.6

005
임진록
壬辰錄

1948년

18.2×12.6

006
임진록ㅣ해전편
壬辰錄ㅣ海戰編

1964년

19.0×12.7

기억의 확대ㅣ구한말~일제강점기

007
슈군의 뎨일 거룩  인물 리순신젼
水軍第一偉人 李舜臣

1908년

36.4×25.7

008
동국사략
東國史略

1908년

22.2×15.2

009
유년필독
幼年必讀

1907년

22.3×15.2

010
문록정한수사시말조선이순신전
文祿征韓水師始末朝鮮李舜臣傳

1882년

18.9×12.5

011
리순신실긔
李舜臣實記

1925년

20.0×13.7

012
고대소설이순신전
古代小說李舜臣傳

1951년

18.9×12.7

013
조선위인전
朝鮮偉人傳

1925년

22.0×15.2

014
성웅 이순신
聖雄 李舜臣

1931년

18.7×12.4

015
성웅 이순신
聖雄 李舜臣

1946년

17.5×11,8

016
이순신
李舜臣

1932년

19.3×13.6

017
이순신
李舜臣

1953년

18.0×12.9

018
장군 이순신
將軍 李舜臣

1931년

22.2×14.8 

019
이순신세가
李舜臣世家

1940년

16.8×24.4

기억의 절정ㅣ해방이후~1970년대

020
이충무공일대기
李忠武公一代記

1946년

21.0×14.8

021
이충무공일대기(스크랩)

1946년

36.0×12.6

022
이순신장군사적중심통영군향토사진첩
李舜臣將軍史蹟中心統營郡鄕土寫眞帖

1952년

15.5×21.7

023
충무공유적사진첩

1958년

19.0×27.1

024
이충무공350주기기념논총
李忠武公三百五十週忌紀念論叢

1950년

18.1×12.7

025
국사교본
國史敎本

1946년

20.7×14.5

026
고등국어Ⅰ

1956년

20.9×14.9

027
ADMIRAL YI SUN–SHIN and his
TURTLEBOAT ARMADA
1973년

23.9×16.7

028
YI SUN SHIN–A National Hero of 
Korea
1970년

19.2×13.8

029
충무공독본

1955년

20.9×14.9

030
충무정신교육

1971년

20.6×14.8

031
충무교육(초등)

1974년

20.7×14.8

032
충무교육(중등)

1974년

20.7×14.8

033
민족의 등불 충무공이순신

1968년

18.2×12.3

034
충무공정신

1975년

21.1×15.1

035
충무공정신의 생활화

1972년

20.6×16.2

036
충무공정신을 오늘에 되살리자

1974년

20.8×14.7

037
그림 이순신장군 한산섬의 달

1956년

21.2×16.0

038
이순신

1969년

19.0×13.5

039
충무공이순신

1973년

18.6×12.7

040
민족의 별–이순신장군의 일화

1973년

21.6×16.0

041
이순신장군

1974년

20.7×14.8

042
이순신

1975년

18.6×12.7

043
성웅 이순신

1976년

18.5×12.8

044
이순신장군

1977년

21.1×18.3

045
이순신

1977년

18.6×12.6

046
이순신

1981년

22.7×15.2

047
이순신

1981년

18.8×12.8

048
이순신

1982년

22,6×15.6

049
난중일기초

1955년

20.5×14.9

050
난중일기

1970년

18.4×13.1

051
난중일기

1973년

19.1×13.5

052
난중일기

1973년

18.6×12.8



084 l                                      역사 속의 이순신 – 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

유물색인

유물색인                                     l  085  

082
한산대첩 370주년기념 우표1

1962년

2.5×3.7

083
한산대첩 370주년기념 우표2

1962년

2.5×3.7

084
해군창설 10주년 우표

1955년

3.0×2.5

085
한산대첩 민족기록화 우표

1982년

3.3×4.9

086
난중일기 도안 주택복권

1974년

6.7×13.1

087
현충사 도안 주택복권

1978년

6.7×13.1

이순신을 기리는 공간, 
역사속의 현충사

기억의 시작ㅣ현충사의 건립과 철폐

                         (1706년~)

088
원지
院志

18세기이후

33.6×29.5ㅣ34.8×28.4

089
심원록
尋院錄

18세기이후

33.6×28.7ㅣ40.5×29.3ㅣ40.9×27.5

기억의 확대ㅣ현충사 중건(1932년~)

090
신동아

1932년

26.2×19.1 

기억의 절정ㅣ현충사 성역화(1963년~)

091
이충무공탄신기념행사에대한절차

1967년 이후

25.4×15.1

092
아산현충사연혁지

1969년

37.8×27.7

093
현충사연혁지

1975년

37.0×26.5

053
난중일기

1974년

18.7×12.7

054
난중일기

1976년

14.8×10.4

055
난중일기

1977년

25.9×19.1

056
난중일기

1979년

18.1×11.2

057
충무공이순신과 난중일기

1980년

18.4×10.6

058
어린이들을 위해 이야기로 엮은 

난중일기

1981년

22.8×15.8

059
난중일기

1993년

22.3×15.3

060
NanjungIlgi –War Diary of Admiral 
Yi Sun-sin
1977년

23.0×16.5

061
성웅 이순신 시나리오

1962년
25.0×17.5

062
성웅 이순신 대본

1973년
26.0×18.9

063
민족의 태양 성웅 이순신

1974년

21.7×15.6

064
성웅 이순신

1978년

18.4×12.6

기억의 재구성ㅣ1980년대 이후

065
월간 『다리』 1971년 11월호 

1971년

20.7×15.0

066
임진해전의 원균과 이순신

1985년

22.5×15.4 

067
원균정론

1992년

22.5×15.9 

068
10환

1953년

6.6×15.6 

069
100환

1953년

6.6×15.6 

070
1000환

1953년

6.6×15.6 

071
500원

1973년

8.9×15.9 

072
50환

1959년

2.2 

073
5원 

1966년

2.0

074
현충사 중건기념도안 우표

1969년

2.7×3.7

075
현충사 도안 우표

1979년

3.6×2.6

076
충렬사 우표

1953년

2.0×2.4

077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6년

3.1×2.7

078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7년

2.7×2.3

079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49년

2.8×3.5

080
이순신 영정도안 우표

1975년

2.5×2.2  

081
거북선 도안 우표

1948년

3.0×4.2 



발행인

발행일 

편  저

주  소

전  화

팩  스

홈페이지 

제  작

전  화

ISBN

발간등록번호 

역사 속의 이순신–그 기억의 어제와 오늘

김갑륭

2012년 4월 28일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041-539-4600

041-539-4650

www.hcs.go.kr

현대씨앤피(주)

02-2278-1617

978-89-6325-874-4

11-1550029-000007-14

Copyrightⓒ2012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이 책의 저작권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에 있습니다.

총  괄 

기  획 

진  행 

시  공 

전시

김갑륭

이옥봉 윤상구

윤상구 윤인수 이혜정

(주)玄인테리어

총  괄 

기획편집

글

교  열

디자인

사  진 

도록

김갑륭

이옥봉 김대현

윤인수

윤인수 이혜정

정유나

서헌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