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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보물 326호 충무공 장검이 만들어진지 어느덧 7주갑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현충사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 충무공 장검’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시도록을 발간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1592년 4월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이 소강상태에 이른 1594년 4월 충무공께서는 

이토록 장엄한 두 자루의 칼을, 게다가 간결하면서도 비장한 검명까지 새겨 넣으면서 제작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장검의 제작 7주갑을 맞이하여 이처럼 특별전을 

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물음의 해답을 찾고자 함입니다. 

최근 들어 동북아시아는 과거사를 둘러싼 유례없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죄없이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모습을 

두고 볼 때, 충무공께서 바라보시면서 의기(義氣)를 가다듬었을 이 장검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현재적 메시지는 매우 무겁고도 뜻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장검은 이와 같은 역사적 의의나 교훈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기술적·심미적 

가치까지 두루 지니고 있습니다. 장중하면서도 매끈하게 뻗은 칼날의 형태는 조선 중기 금속 

가공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칼집과 손잡이에 나타나고 있는 정교한 은입사 

기법은 쪼음 입사기법이 적용된 가장 이른 형태의 금속공예유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충무공 

장검은 그야말로 조선중기 공예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물인 것입니다.

과연 충무공께서 이 석자의 칼에 맹세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울러 그 맹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고자 한 것일까요? 부디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여러분은 그 

메시지와 의미를 한번 스스로 곱씹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유물을 대여 협조해 주시고 전시자문과 원고의뢰에도 흔쾌히 응해주신 

육군박물관 신내호 관장님, 김성혜 부관장님, 경인미술관 이석재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4월 28일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장  최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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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 톺아보기 

장검 1 / 장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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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 톺아보기 

장검 1 / 장검 2

有明水軍都督朝鮮國贈效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領議政兼領經筵弘文

館藝文館春秋館觀象事德豐府院君行正憲大夫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統制使諡忠武公李舜臣

유 명 수 군 도 독 조 선 국 증 효 충 장 의 적 의 협 력 선 무 공 신 대 광 보 국 숭 록 대 부 의 정 부 영 의 정 겸 영 경 연 홍 문

관 예 문 관 춘 추 관 관 상 사 덕 풍 부 원 군 행 정 헌 대 부 전 라 좌 도 수 군 절 도 사 겸 삼 도 통 제 사 시 충 무 공 이 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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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 보물326호

1594년 4월 제작된 이후 이순신 종가에서 전해내려 온 한 쌍의 칼이다. 날에 타격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2m에 가까운 길이나 5kg에 달하는 무게를 두고 볼 때, 이순신이 실제 사용한 

칼로 보기는 어렵다. 또 두 자루에 장중한 대구를 이루는 명문(銘文)이 새겨진 것으로 보아 

통제사의 권위와 엄정함을 드러내기 위한, 또는 서원(誓願)을 위한 의장용으로 사용되었던 

칼로 보인다.

칼자루 속 슴베에 “갑오년 4월 태귀련과 이무생이 만들다.(甲午四月日造太貴連李茂生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제작년도와 만든 이를 알 수 있다. 태귀련은 전서본 을미일기(1595) 7월 

14일과 21일 각각 태구련(太九連)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어 갑오년이 1594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검 분류에 따른다면 날이 한쪽에 있을 경우 도(刀), 양쪽에 다 있을 

경우 검(劒)으로 통칭되는데, 충무공 장검은 외날이지만 위와 같이 『이충무공전서』 

잡저(雜著) 검명세주(劒銘細註)에서 ‘장검(長劒)’으로 명기되어 있어 1959년 보물 지정 

당시의 명칭도 ‘장검’으로 붙여졌다. 이는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대체로 도와 검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한편 장검 칼자루 윗마개나 칼집 끝 아랫마개 등에 나타나고 있는 은입사 기법은 현존하는 

쪼음 입사기법 유물 중 가장 이른 것으로 공예사적 의의를 갖는다.

장검 2

장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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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무공전서(李忠武公全書)에 나타나는 

태귀련·장검 관련 기록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14일

 “…이상록, 태구련, 공태원 등이 

  들어왔다.…”

이충무공전서 을미일기 7월 21일

“…식후에 태구련과 언복이 만든

 환도를 충청수사와 두 조방장에게 

 각각 한자루씩 나누어 보냈다.…”

이충무공전서 잡저 검명 세주

“장검 한쌍에 나누어 새긴즉 

 공의 친필이다. 

 지금 공의 후손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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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

칼몸 / 196.8     칼날 / 137.3     칼자루 / 59.5

칼날 / 0.19     칼등 / 1.18

4.32kg

144.5

87.0

1.4kg

길 이   

두 께

무 게 

칼 집 길 이

가죽끈길이 

칼 집 무 게 

장검 2

칼몸 : 197.2     칼날 : 137.8     칼자루 : 59.4

칼날 : 0.16     칼등 : 1.14

4.2kg

144.5

92.0

1.24kg

길 이   

두 께

무 게 

칼 집 길 이

가죽끈길이 

칼 집 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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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 각부 명칭

칼집패용고리

칼집입 및 윗마개

칼집패용장식
칼집 칼집 끝 아랫마개

끈목(녹대)

칼자루 길이 칼날 길이
칼몸 길이

칼자루 윗마개
칼자루

칼자루 아랫마개

코등이 칼날 칼배

칼끝
칼등

환도막이(호인)

덧쇠(절우)

칼자루 이격방지용 동판

장검1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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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검명 

三尺誓天山河動色

장검 1의 칼날 물결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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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날 장검 1의 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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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코등이, 

덧쇠(절우), 환도막이(호인)

장검 1의 칼집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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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자루 장검 1의 칼자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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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자루 이격방지용 동판 장검 1의 칼자루 목정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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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자루 윗마개, 끈매기 마감 장검 1의 칼자루 윗마개(반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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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자루 윗마개 바닥면 장검 1의 칼집입 및 윗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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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집 끝 아랫마개 장검 1의 칼집 끝 아랫마개 (반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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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집패용 장식 전체 장검 1의 칼집패용 장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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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1의 칼집패용고리 앞부분 장검 1의 칼집패용고리 뒷부분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4948

장검 1의 칼집패용고리 세부

장검2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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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검명 

一揮掃蕩血染山河

장검 2의 칼날 물결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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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날 장검 2의 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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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코등이, 

덧쇠(절우), 환도막이(호인)

장검 2의 칼집 결합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_충무공 장검     5756

장검 2의 칼자루 장검 2의 칼자루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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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자루 이격방지용 동판 장검 2의 칼자루 목정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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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자루 윗마개, 끈매기 마감 장검 2의 칼자루 윗마개(반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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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자루 윗마개 바닥면 장검 2의 칼집입 및 윗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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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집 끝 아랫마개 장검 2의 칼집 끝 아랫마개(반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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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집 패용 장식 전체 장검 2의 칼집 패용 장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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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집패용고리 앞부분 장검 2의 칼집패용고리 뒷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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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2의 칼집패용 고리 및 녹대

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촬영한 충무공 장검

참
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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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촬영한 
충무공 장검

1928년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는 아산의 충무공 종가를 방문하여 종가 

소장의 난중일기를 비롯한 전적, 고문서 등 다양한 유물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때에 충무공 장검도 해체까지 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 현재 

이 유리원판 사진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소장하고 있다.

장검 전체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장검 슴베 명문 '甲午四月日造太貴連李茂生作'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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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검 전체(칼집 결합)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장검 해체 모습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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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_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칼

   2014년 올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장검長劍이 제작된 지 7주갑週甲, 즉, 420주년이 되는 해다. 조선시대 

도검유물이 드물게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작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소유자가 명확하게 밝혀져 전해오는 

거의 유일무이한 이 칼은 조선시대 도검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인들 대다수가 우리 칼에 대해 

잘 모르는 현실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국민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드문 칼이기 때문이다. 사진을 통해서든, 

현충사顯忠祠를 직접 방문해서든, 광화문 동상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건 자신이 접했던 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래도 “알고 있다”고 답하는 칼. 그것이 바로 충무공 장검이니 현대의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알기에 “알고 있다” 답하는 것일까? 사인검四寅劍처럼 대중에게 

제법 알려진 칼도 있으나, 실제 전투에 사용된 조선의 군제환도軍製環刀나, 다른 칼에 대해서는 자료조차 못 

접해본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설사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다 해도 명확한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으며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관점에서 충무공의 칼을 논한다면 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본도日本刀” 또는 

“일본도의 형태(외형)를 지닌 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인식에서 파생된 부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의 칼이다. 언제부턴가 충무공 동상과 연계된 고증미비의 이슈가 세간에 오르내릴 때, 칼을 좀 

안다는 사람들의 확언과 그를 막연히 믿고 동조하는 다수국민들, 그리고 뉴스거리로 취급하는 언론들이 

합세하여 동상의 칼을 “일본도”라 단정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다. 부분적인 요소를 들어 전체를 규정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강변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단정적으로 

일본도의 형식이라 주장하는 논리는, 지엽적 근거를 들어 우리 조선고유의 형식 전체에 까지 확장하여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조선시대 도검 전체에 관한 오류로 확장될 수 있고, 그러한 오류는 한국도검에 

관한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칼의 정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식되고 

있는 충무공 장검의 문제는 바로 우리문화의 정체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바른 인식은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정체성을 가늠하는 요소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이나, 우리 것에 

대한 구분요소의 이해 없이 제한된 지식과 일방적으로 편향된 정보의 굴레에서 충무공의 칼을 보려한다면 

일본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많은 경우 옳게 적용될 수 있는 

경구겠지만, 충무공 장검의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나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고 바르게 이해한 후 

다시 전체 숲을 보라”. 실체를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객관적 사고로서 전체를 봐주길 당부 드린다. 

Essay
이충무공 장검 분석 -
성웅의 칼, 그 속설과 실체

이 석 재(경인미술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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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현재까지 충무공 장검에 관한 여러 차례의 실측조사가 있었고 이에 관련된 본격적인 보수와 

수리는 1955년도에 시행되었던 녹슨 칼날의 연마작업(김진수金鎭洙, 정은조鄭殷朝, 이호석李虎石 세 사람이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후반기에는 장검1(칼날에 “三尺誓天 山河動色”이 입사되어 있는 칼)의 부러진 

칼자루를 수리했고, 1969년~1970년 사이에는 벗겨지고 흐려진 칼날 혈조血槽안의 붉은 칠을 다시 했다. 그 

후 유물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방청처리를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관련연구는 유물의 전승, 규격, 제원, 

재질에 관해 이루어졌고 21세기에 들어 개인연구자들이 공개된 기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자신들의 의견과 

분석을 추가하여 추론적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서 현재 인터넷에서 충무공 장검을 검색하는 관심있는 

이들이 분석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한 오류가 많다는데 있다. 민간연구자들은 실물을 직접 대하기 어려우므로 

실물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실물을 접한 소수의 연구자라 해도 조선시대의 도검은 물론, 

비교에 필수적인 동시대의 일본, 중국 도검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 하에 무리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고자 했던 것도 문제였다. 즉, 충무공 장검의 어떤 부분이 조선적이고, 어떤 부분이 외래적인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와 비교정보의 불충분 조건이 칼의 실체 접근을 어렵게 하는 여건이었던 것이다. 

   충무공 장검에 대한 대중들의 도검논쟁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인식이 일치한다. 그것은 ①한국 도검유물 

중 가장 큰 칼, ②일본도(일본도 형태라는 의미) 라는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또한 요즘은 별말이 없으나 

과거에는 대단한 논쟁거리였던 ③충무공께서 직접 차고 사용하셨던 칼이라는 의견까지 더 한다면 세 

가지 통일된 인식이 나온다. 여기에 2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와 ③번 논쟁으로 유추·파생된 ④충무공 

거인설과 아울러 구국의 영웅에 대한 열망과 미화에서 비롯된 ⑤충무공께서 이 칼을 뽑아들고 전장을 

누비셨다는 무협지 수준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의견들은 구국의 성웅 충무공을 존경하는 

국민들의 감성적 욕구는 충족시키겠지만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과연 어떠했는가를 알고자 하는 

객관적 접근이야말로 충무공을 추앙하는 첩경이다. 그 기준 하에 접근할 때 비로소 본질을 알고 실체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과 실체는 무엇인가? 프롤로그의 반복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 번째 인식이다. 충무공의 칼은 

일본도인가? 본 에세이의 주제는 바로 유물분석을 통한 그 사실여부의 확인이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유지만, 원하는 것만 보려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어지는 글을 모두 읽게 된다면 기물로서의 

충무공 장검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얻게 될 것이고 앞글에 제시된 충무공 장검에 관한 다섯 가지 인식의 허와 

실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충무공 도검을 제대로 알려면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임란 당시 

조선군이 사용하던 도검에 관한 지식이다. 그 때 조선군은 어떤 칼을 사용했고 무기관련 기술력은 어땠을까?

1)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가 목격한 조선의 칼

   임진란 초기에 조선군이 사용하던 칼에 관한 기록은 의외로 스페인 사람이 남겼다. 스페인 예수회의 

신부로서 일본 포교를 위해 파견되었던 세스페데스(Gregorio de C  spedes 1551~1611)는 임진왜란의 1차 

침략군 사령관인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와 함께 개전초기 조선에 들어왔다. 그가 조선에서 

목격했던 내용을 작성한 보고서에는 그가 실제 전장에서 봤던 조선군의 칼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의 1592년 「예수회 연례보고서」에 기록된 일단의 조선칼

“보통 조선인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우 빈약했으며 특히  칼의 경우는 길이도 매우 짧고 가늘었다.” 

   즉, 임란초기 조선도검의 보편적 전형은 일본도에 비해 짧고 가는 칼이라는 것이었다. 도검 뿐만이 

아니었다. 창 역시 마찬가지였다. 임란 전 조선군의 개인병장기 중 칼과 창은 지난 백년간의 전국시대를 통해 

도창의 발전과 개량을 끊임없이 해온 일본의 실전적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성룡柳成龍의 기록도 증언하고 있다.  

2) 「징비록懲毖錄」에 기록된 임란직전 조선군영의 도검과 병장기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지킨 핵심인물 중 한사람이었던 유성룡은 임진란 후 전쟁의 기록인 「징비록」을 

남겼다. 여기에 임란 전 조선각지의 병기고에 보관된 조선군 병장기의 보관 실태에 관한 내용과 전쟁 전 

조선에 왔던 일본사신의 증언을 통해 조선군의 무기규격과 실전가용 수준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온다. 

■ 일본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橘康廣가 조선군의 창槍을 보고 평한 내용

...(상략)... 우리 조선에서는 왜의 사신이 지날 때 지방 백성들이 창을 들고 길 양옆에서 위엄을 보이는 것이 관례였다. 

야스히로  일행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인동仁同지방을 지나던 야스히로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투로 말했다. “당신들의 창은 자루가 

참으로 짧구려.”...(하략)...

■ 전쟁직전인 임진년 봄, 선조宣祖임금의 명으로 신립申砬과 이일李鎰의 변방순시 내용

...(상략)... 이일은 충청, 전라도로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를 순시하였다. 한 달 후에 그들은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조사해 온 내용이란 것은 고작 궁시, 창과 칼 같은 것뿐이었는데, 군, 읍에는 문서상으로만 갖추어져 있을 뿐 실제로

필요한 무기는 없는 상태였다...(하략)...

   조선의 창은 일본 창에 비해 짧고 약했으며 조선 각지 군영에 비치되어 있던 병장기는 전쟁에 대비가 

거의 없었던 열악한 상태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원래 여말선초麗末鮮初의 시기에 왜구와 접전을 벌이는데 

2. 충무공 장검에 관한 한국인의 인식 3. 임진왜란 초기의 조선도검과 무기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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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람이 없었던 우리의 도검과 병장기였다. 그러나 전투는 있을 망정 국가차원의 전쟁이 전무한 상태로 

무려 200년이라는 평화 시기를 지내는 동안 조선은 안타깝게도 전쟁을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그 결과로서 

조선의 도검은 임진왜란 개전시 일본도와 백병전을 벌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전락했던 것이다. 

   물론 조선에서 칼은 전형적인 보조병기였고 주력은 궁시와 화포였다. 이는 일본과 달리 중앙집권체제의 

발달, 화포 등 선진병기의 발달, 문무양반의 전통적인 궁술선호, 조선초기 사병제도가 혁파됨에 따라 

환경적으로 도태된 개인무예자의 공백에 따른 시대 환경적 요인의 결과였다. 역사의 모순이겠지만, 

국가시스템의 차원으로 본다면 오히려 문명적 우월에 의해 조선도검의 쇠퇴현상이 생겼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황변화에 따른 조선군의 무기변화는 매우 짧은 기간에 기민하게 이루어진다. 포획한 왜군의 칼을 

사용하거나 대등한 규격의 칼을 만들어 적을 상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3) 당시 의병장들은 어떤 칼을 사용했나? 

   많은 수의 의병장들과 휘하의 의병들은 포획한 왜군의 무기를 재활용했다. 이는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자급자족해야했던 의병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고 특히 칼에 대해서 그러했다. 또 다른 경우는 조선의 전통적 

도검외장 속에 일본도의 칼날형태나 규격을 수용하여 만든 칼날을 장착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곽재우 장도

일본도의 칼날과 외장을 거의 그대로 활용했다.  칼자루와 머리장식만 조선식으로 바꾸었고, 칼집은 일본칼집 특유의 코즈카(小柄)를 꽂는 

부분에 나무만 덧대어 막은 후 조선식 패용장식과 칼집끝 장식만 달아 사용했다. 

■ 권응수 장검

포획한 일본도의 날과 날에 부착된 호인을 그대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조선 칼의 법식대로 칼자루와 칼집, 그리고 그에 관련된 모든 

부속을  바꾸었다.

■ 정기룡 장검

일본식의 칼날에 호인, 코등이를 그대로 사용했고, 나머지 칼집, 칼자루와 그에 딸린 부속은 조선 칼의 외장으로 만들었다.

■ 최진립 장검

조선식 직도(일본칼도 직도가 있다)의 칼날에 일본식 호인이 남아있다. 외장은 모두 유실되어 전해지지 않는다.

■ 최경회 장검

일본도 장병長兵의 한 종류인 나가마키(長卷)의 칼날을 사용했다. 칼집과 자루는 없어졌고 장식만 일부 남아있다.

■ 이광악 보검

전형적인 조선식 외장이나 일본식 칼날에 호인과 코등이 역시 일본식이다. 칼날은 일본도의 규격차용이다.

   조선양반의 자존심은 현대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다. 그럼에도 일본식 칼을 사용한 

이유는 명료하다. 왜군의 칼과 성능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왜군과 같은 성능과 사양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①노획한 일본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②여유가 될 경우 일본도의 

칼날만 빼내어 사용하기 편하도록 조선 도검의 외장과 결합하여 "커스터마이즈customize"하거나, ③일본도 

칼날의 규격을 차용하여 만든 조선 칼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기간 중 정착되었던 것이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타이밍”이다. 개전 초, 일본도는 조선이 사용하고 

있던 칼에 비해 우수했고 조선군은 즉시 전장에서 일본도와 대등한 전투를 하기 위한 칼이 필요했다. 그 

결과로서 선조들은 일본도의 형식과 규격을 신속하게 차용하여 칼날을 만들고, 우리식 칼자루와 칼집, 그리고 

조선특유의 패용장식 등의 부속으로 새롭게 칼을 탄생시켜 전쟁에 사용한 것이다. 

4) 조선의 무기제조 기술수준

   세스페데스의 보고서에 기록된 조선 칼의 모습은 얼핏 조선의 도검제조기술과 제철기술을 낙후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주지만 「예수회 연례보고서」에는 도검을 제외한 화포 등 선진무기의 제작수준과 기타 조선의 

금속공예 등의 전반적수준이 오히려 일본보다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이 

조총의 위력에 호되게 당한 임진란 다음 해에 이미 일본조총과 동일한 조총을 생산하는 것에서도 조선의 

기술력을 알 수 있다. 항왜降倭들이 조총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던 것도 일조했겠지만 애초 정밀한 기술력이 

없었다면 결코 단기간에 조총을 원품과 동일하게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은 「난중일기亂中日記」에도 기록되어 있다. 군영에서 군선제조와 화포, 도검 등 병장기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선내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시설까지 있었음이 기록에 

보인다. 전통방식이 실전되었다지만, 우리가 현대에 만든 거북선의 재현품이 과거 기록된 수준에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서도 당시 조선의 기술력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갑옷, 투구 등을 보면, 임진란 당시 철물을 주조하는 조선의 기술력이 현대와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거나, 현대의 주물 장인들도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장식과 부속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란 전에 대마도주 소오 요시토시宗義智가 바친 조총의 효용성을 얕보고 제작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에 생산하지 않았을 뿐,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동일한 물건을 우수하게 제작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조선의 제철기술력이 일본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한다면, 당시 조선의 칼은 일본도처럼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환경적 

요인으로 일본도와 같은 도검을 만들 필요성도 사용할 곳도 없기에 만들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란 전후의 조선의 상황과 무기제조 여건에 대해 기본사항을 설명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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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의 칼을 알아보자.

   충무공 장검을 태귀련太貴連, 이무생李茂生 두 사람이 제작했다는 것과 제작한 시기, 그리고 충무공에게 

바쳐진 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칼 제작과 관련된 전후사정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다. 

충무공 장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답을 실측조사와 자료를 

통해 도출해보았다.

1) 태귀련, 이무생은 왜 충무공 장검을 제작했을까?

   두 사람이 1594년 4월에 어떤 이유로 이 칼을 제작하여 충무공께 바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확인되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단, 과거 1955년 시점에 충무공 장검 칼날의 마광磨光작업시 채록된 

태씨문중 후손들의 증언을 참조할 만하다. 단, 이 기록은 후손들에게 전해져온 구전이므로 정확한 사실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 후손들이 구술한 태귀련, 이무생의 충무공 장검 제작관련 내용 

...(상략)... 두 사람이 충무공의 칼을 만들기까지의 슬픈 사연이 지금도 후손들에게 전해내려 오고 있다. 태귀운(태귀련의 오기)과 이무생은 

원래 조선사람, 임진왜란에 왜구들의 연안 노략질 때 포로로 붙들려 일본에 끌려갔다. 그 당시 일본검으로 유명한 비젠(備前, 지금의 

강산)에서 풀무질과 매질을 하면서 10년 동안 도검술을 배웠다. 임진란이 터지자 왜병은 이들 조선 사람을 안내인 겸 통역으로 데리고 

조선정벌의 길에 올랐다. 슬픈 귀국이었다. 싸움터에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왜병들과 함께 충무공의 군사에게 포로가 되었다. 왜병 속에 

조선인이 있음을 알게 된 충무공은 격분하여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를 당장 참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은 충무공 앞에 엎드려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고 조사결과 그들은 10년 전 왜구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충무공은 두 사람에게 벌을 주는 대신 

진중에서 칼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지금껏 배운 모든 기량을 다해 장검 두 자루를 만들어 바쳤는데 그 칼이 바로 

보검이라는 얘기. ...(하략)...

   구전대로라면 두 사람은 충무공으로부터 구명의 은혜를 입었다. 전쟁 시 부역附逆은 용서받기 어려운 

죄에 속한다. 더구나 왜군의 향도嚮導라는 것은 그 속사정이전에 일단 반역에 준하는 대죄라 할 수 있다. 

충무공이 원리원칙만 따지고 융통성이 결여된 인물이었다면 무조건 목을 베었을 것이다. 그러나 충무공은 

그들의 사연을 듣고는 흔쾌히 용서했으며 조선군으로 제 3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이 

충무공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서 두 사람은 

10여년의 세월동안 체득했던 자신들의 모든 기량과 정성을 다하여 충심으로 경외하는 은공恩公 충무공을 

위해 칼을 제작했던 것이다.

2) 충무공 장검 제작에 소요된 기간은?

   칼의 제작기간에 대한 단서는 앞에 소개된 후손들의 구전이 유일하다. 그러나 제작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시간적 모순이 있다. 임진왜란의 개전開戰인 부산성 전투가 발발한 것은 4월 13일이었으니 충무공 장검을 

완성한 1594년 4월은 전쟁이 발발한지 2년 전후가 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충무공께서 임란시 처음으로 

참전한 전투는 전쟁발발 1개월 후인 1592년 5월초의 옥포, 합포, 적진포의 해전이었다. 이 시점에 태씨 문중의 

구전을 적용하면 왜군의 향도가 되어 조선에 돌아온 태귀련, 이무생이 충무공의 군사들에게 포로가 된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1594년 5월초가 된다. 그러므로 구전내용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동년 5월부터 충무공 

휘하에서 군인이자 도공으로 환도와 병장기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때부터 충무공 도검을 틈틈이 

만들었다면 1594년 4월까지 칼의 제작에 소요된 총 기간은 대략 1년11개월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이 된다. 

따라서 대략 2년 가까운 세월 또는 그 이하의 기간이 소요되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충무공 장검은 어떤 수준의 칼인가?

   흔히 칼을 떠올리면 칼날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의외로 복합적 공예와 기술의 산물이다. 칼날은 제철기술의 

영역이고 칼자루와 칼집은 목공예, 표면에 사용하는 마감재는 어피, 대모, 옻칠, 나전 등과 함께 한지, 삼베, 

비단과 같은 섬유재를 활용한 공예가 포함된다. 장식은 금, 은, 적동, 황동, 백동 등의 비철과 우각, 상아, 

동물의 뼈와 같은 영역에 까지 다채로운 소재를 사용하여 조각하기도 하고 비철의 경우 조각은 물론 정교한 

주물공예가 사용된다. 여기에 금은입사와 전통적 도금·야금공예의 기법도 쓰이고, 다회나 수술과 같은 

직조와 매듭공예가 추가된다. 즉, 칼이란 기물은 당대의 기술과 공예가 집약된 종합예술의 결과물인 것이다. 

충무공 장검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물력物力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평화시기가 아닌 전쟁의 와중에 일단 

양질의 쇠를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충무공 장검의 칼날은 근본적으로 쇠 자체가 우수하다. 

하질의 쇠는 쇠에 섞인 잡 성분으로 인해 칼날의 표면이 아닌 내부에서 부식을 일으키고 균열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특히 충무공 칼의 보존 상태를 보면 특별한 방습, 항온, 방충장치가 없는 과거의 상태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게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칼에 사용된 목재 역시 우수했음을 

그 위를 감싼 어피와 제대로 올려 마감한 칠의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칼집의 목재가 뒤틀림 등의 

변형없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아 있고, 지금까지도 칼과 칼집의 결합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은 당시 

목공예의 정수가 집약되어 있다는 증거다. 칼에 사용된 철제의 장식의 현저히 낮은 부식정도와 은입사의 

기법과 보존상태 역시 최초에 칼이 제작되었던 시점에서 오랜 세월에 견딜 수 있도록 숙련된 기법이 

정성껏 구사된 결과임을 증명한다. 현대 경복궁과 남대문 복원에 사용된 목재들의 갈라짐과 뒤틀림 현상을 

비교해보면 충무공 장검에 사용된 칼집 목재의 질, 가공의 우수함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4. 충무공 장검을 알기 위해 먼저 알아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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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들을 미루어 판단할 때 당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고 모든 기량을 동원하여 최고의 칼을 

탄생시킨 것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4) 칼자루의 끈매기 - 선입견과 오해에서 벗어나기

   사람들이 충무공 장검을 볼 때 일본도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칼자루의 X자 교차매기식 줄감는 

방식이다. 물론 일본도의 끈매기 방식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줄 감는 방식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 무기였던 일본도의 일부 요소(칼자루의 파지를 견고히 

해주는 효율적 기능)를 조선의 도검에 받아들인 결과다. 이 끈매기가 조선환도의 보편적인 방식 중 하나로서 

수용된 사실은 조선에서 1813년 발간된 “「융원필비戎垣必備」”에 수록된 관제 군용환도의 도해에서도 

확인된다. 

   이 도해와 실물은 당시 조선 군사들이 사용하던 환도 제도制度에 칼자루를 교차매기(일본식 끈매기인 

히네리마키捻卷=꼬아서 말았다는 의미)로 끈을 감는 방식이 정착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끈 매는 방식은 

수용했으나 끈매기의 마감방식은 조선식으로 바뀐다. 칼자루의 머리장식인 카시라(頭)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 

장식을 함께 묶어 결합하여 끈매기를 마감하는 일본식과는 달리 칼자루 머리장식과 연결없이 자루끝장식 

직전에서 매듭지어 마감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이는 충무공 장검의 끈매기도 마찬가지로서 

히네리마키의 마감방식과는 다르다. 교차매기가 보조하는 파지의 기능성만 수용했고, 장식과 연결지어 

일체형으로 매듭짓고 마감하는 방식은 수용 초기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충무공의 용검用劍인 쌍룡검雙龍劍 

역시 교차매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얼핏 보이는 끈매기 형태를 이유로 일본도라고 

단순 간주한다면 임진란 이후 조선 중후기까지 군영의 장졸들은 환도 아닌 일본도를 사용했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쌍룡검마저도 일본도의 아류로 격하시키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충무공 장검의 구성물에 관한 세부적 이해는 우리 칼은 물론 중국, 일본의 도검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과 

형식을 이해하는 데 용이하다. 이를 통해 우리 고유의 요소, 외래적 요소, 수용 정착되고 우리 식으로 

변화되어 재탄생된 요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은 크게 도신, 외장, 부속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구분마다 세부적 설명과 함께 자생, 외래, 공통 또는 토착화로 분류 규정하여 이해할 수 있다.

1) 도신刀身 1 - 칼날과 슴베

■ 형태 : 외래(일본식)

이 부분은 분명히 일본도의 형태를 적용했다.

■ 규격 : 공통(한중일)

일본도의 오-타치 또는 노타치와 규격을 비교할 경우 실전용이 아닌 봉납용도로 특별히 길고 크게 만든 

규격에 속한다. 단, 단순히 크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일본식이 될 수는 없다.

■ 혈조 : 외래(일본식)

일본식 혈조의 형식을 적용했다.

■ 입사 명문 : 공통 - 자생(조선식)

칼날에 입사로 명문을 새긴 방식과 글자의 형태는 조선식에 속한다. 중국도 칼날에 입사를 하지만 형식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칼에 입사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으며 입사할 경우라도 칼날이 아닌 슴베에 입사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 문양 : 공통 - 자생(조선식)

물결 문양은 조선식에 속한다. 일본의 경우도 “토신호리(刀身彫)”라 하여 칼날에 범자梵字나 그림 등을 

조각한다. 칼날에 새기는 조각은 조선, 일본, 중국의 공통적 요소로 볼 수도 있으나 서로간의 명확한 

사진2    장검 칼날부위 사진                                                                               장검 슴베 사진(흑백) 

  사진1   환도실물 자루부분사진          융원필비 환도도해 자루부분사진                장검 자루 끝부분 사진 

5. 충무공 장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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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모양으로 만든 이 코등이는 일본의 전형에 속하며 특히 코즈가(小柄)와 코가이(笄)를 위한 구멍(櫃비쯔) 

이 있다는 것에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 절우 : 공통(한일)

단, 이 경우는 코등이에 맞춘 양식이므로 형태의 디테일은 일본식에 속한다.

3) 외장1 - 칼자루柄

■ 칼자루의 구멍 : 외래 - 토착화(조선식)

슴베의 목정혈은 하나인데 반해, 그와 결합하는 칼자루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다. 코등이에 가까운 쪽의 

구멍은 일본식 목정혈이며, 칼자루 상부 쪽 구멍은 유소장식을 할 수 있는 조선식의 유소혈이다. 즉, 

칼자루는 조선식으로 제작된 것이다.

■ 칼자루의 어피 : 공통 - 토착화(조선식)

일본도 역시 어피를 사용하긴 하나 통으로 자루 전체를 감는 방식은 타치와 같은 경우이며, 카타나의 

경우엔 길게 편으로 자른 어피를 양옆에 덧대어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칼자루의 가죽끈 : 공통 - 토착화(조선식)

가죽이란 소재를 사용하여 자루에 매는 끈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감는 방식과 유형은 서로 다르며 

충무공 장검에 사용된 끈의 제법은 조선식이다.

■ 칼자루 끈매기 방식 : 외래 - 토착화(조선식)

앞에 설명했듯이 교차매기는 외래적 수용요소이나 마감처리 방식은 조선식으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조선의 군용 환도에 정식으로 정착되어 조선시대 후기까지 사용된다.

■ 칼자루 아랫마개 : 공통 - 토착화(조선식)

이는 한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도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장식이다. 중요한 것은 장식에 시문된 

선호주제와 문양이 있고 기법차이가 있다.

■ 슴베 : 외래(일본식)

슴베의 형식과 슴베에 도공이나 제작자의 명과 제작시기 등을 새겨 넣는 방식은 일본의 전형에 속한다. 

조선식의 경우는 민제도검의 슴베에 표시가 없으나, 관제의 경우 군용환도의 슴베에 숫자나 제작과 관련된 

기호적 한자 등으로 간략하게 표시하며 이마저도 드물게 남아있으므로 충무공 칼의 슴베에 새긴 명의 

방식은 분명한 일본식이다. 단, 일본식 슴베의 마무리에 보이는 야스리메(鑢目-쇠 줄질 자국)는 없으므로 

형태적으로는 일본식을 적용했으나 세부적으로는 조선적인 마무리방식에 준했다.

■ 목정혈 : 외래(일본식) 

칼자루와 슴베의 결합을 위한 이 구멍은 일본도의 형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일본식 목정혈의 

형식은 후기 조선도검에 단일형으로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확인되나 일부이며 보편적인 경우는 아니다. 

유소혈流蘇穴을 차용한 조선검의 경우 고정을 위한 목정혈과 더불어 유소장식을 위한 유소혈이 함께 

존재한다는 형식은 일본도에서 받아들인 요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수용된 외부요소가 

조선특유의 방식과 결합하고 다시 조선식으로 변형된 것이다. 

■ 칼날의 휨 : 공통(한일)

일본도의 일반적인 두 가지 휨(쮸소리中反り와 사키소리先反り)중 곡율이 약간 더 있는 쮸소리에 속한다. 

일본도에 비해 조선환도의 일반적 휨은 사키소리가 많으나 충무공 장검의 곡율 정도인 쮸소리의 휨을 가진 

칼들 또한 드물지 않게 남아 있다. 

2) 도신 2 - 칼날에 직접 장착되는 부속

■ 호인 : 공통(한일)

일본도와 조선의 환도에서 동일하게 사용된 부속이다.

■ 코등이 : 외래(일본식)

사진4    장검2의 칼자루 전체 사진

사진3   장검 호인 사진                   코등이와 절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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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집 윗마개장식 : 공통 - 토착화(조선식)

패용장식의 설명과 동일하게 조선특유의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 칼집 끝 아랫마개장식 : 공통 - 토착화(조선식)

패용장식, 칼집 윗마개 장식과 동일하게 조선특유의 문양이 은입사되어 있다.

   이렇듯 충무공 장검의 구성요소와 부속을 세부적으로 이해하면 칼날의 형태와 칼날의 디테일과 관련된 

일부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특히 칼과 칼집을 결합하여 본 외장의 형태는 전형적인 조선의 

환도에 준하는 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무공 장검의 기물적인 실체는 앞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이해했겠지만 정밀한 분석과 이해를 요하는 

사항들은 더 남아있다. 충무공 장검에 관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존내용들 중에는 단순히 기물의 이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오류와 추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가장 

빈번하게 오용되는 대표적 항목들은 무엇일까?  오류의 정정과 추정의 사실 확인을 통해 실체에 접근해 보자.

1) 도공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나?

■ 슴베에 새겨져 있다. 

기존 정보에는 “검신”에 “갑오사월일조태귀련이무생작甲午四月日造太貴連李茂生作” 이라 명名이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상의 오기인지, 직접 칼을 보고 확인하지 않은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 두 

자루 장검의 슴베 모두에 각각 동일한 명이 새겨져 있으며 검신이 아닌 슴베에 도공이나 제작자의 명을 

새기는 것은 일본식의 전형이다. 

2) 칼자루 머리장식에는 끈을 묶을 구멍이 없었나?

■ 칼머리 장식에는 구멍이 있다. 

기존 정보에는 “칼머리에 끈을 묶을 구멍이 없으므로 감개의 끝부분은 칼머리 아래에 그냥 매듭을 지어 

묶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멍이 있으며 일본식 끈매기방식으로 마감하자면, 구멍이 작긴 

하지만 할 수는 있다. 단, 이 구멍은 장식을 자루에 고정하기 위해 목재의 핀을 끼워 마감했고, 일본의 

방식을 수용한 끈매기는 조선식으로 매듭을 지어 묶었다.

은입사의 기법과 문양이 전형적인 조선의 것이라는 점이다. 

■ 칼자루 윗마개 : 외래 - 토착화(조선식)

끝부분의 폭이 넓어지는 깔대기형 장식은 중국적 요소가 적용된 것이나, 일찍이 조선에 수용되어 조선시대 

내내 흔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실전용의 군용환도 중 이런 형태의 장식을 사용한 유물이 많다.

■ 목정핀의 이격방지용 돋을새김 동판 : 자생(조선식)

슴베와 칼자루를 결합한 목재의 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칼자루의 양옆에 덧댄 돋을새김 한 동편은 

조선중전기 환도에서도 확인되는 우리 식의 독특한 기능성 부속이다. 즉, 칼자루는 얼핏 교차매기된 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본도처럼 오인되고 있을 뿐 전체가 조선칼자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4) 외장2 - 칼집鞘

■ 칼집의 어피 : 공통 - 토착화(조선식)

어피의 마감방식과 진주합칠(암주합칠)의 방식까지 전형적인 조선방식에 속한다.

■ 패용장식 : 외래 - 토착화(조선식)

2환 연결 일체형은 일본도에는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며 중국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있으나 상부에서 두 

개의 환을 잡아주는 심장식이 형식, 형태, 두께의 모든 면에서 중국의 장식과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패용장식은 조선환도의 전형으로 정착된 형태이며 특히 패용장식에 무늬를 넣은 은입사의 연화당초 

문양과 모란 문양은 조선 칼과 투구 등의 무구유물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양식이다.

■ 패용장식에 달린 가죽 끈 : 자생(조선식)

중국, 일본의 도검에는 적용되지 않는 조선특유의 방식이다.

사진5    장검1의 칼집 전체 사진

6. 충무공 장검의 실체 - 오류의 정정과 추정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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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검의 칼날은 조선 칼에 비해 큰 폭으로 휘어있나?

■  칼날자체의 휨 정도는 보통의 일본도 수준이며 조선 환도에서도 드물지 않은 정도이다. 

기존 정보에는 “칼날 전체적으로 큰 폭의 휘임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큰 폭의 휘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나마 두 자루 중 하나(장검1)만, 그것도 칼날이 아닌 슴베 쪽에 약간 더 휨이 있다. 이는 칼날 

자체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호인을 포함한 칼날 자체만을 놓고 휨을 보면 결코 

큰 폭의 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칼집의 곡율까지 보면 큰 휨이 아닌 완만한 휨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이 정도의 휨은 조선의 환도에서도 드물지 않은 수준이다. “휜 칼날은 일본도, 

직선칼날은 조선환도”라는 도식은 잘못된 편견에서 비롯된 오류의 전형이다. 

4) 칼날의 단면은 몇 각인가?

■ 칼날의 단면은 육각형이고 칼등은 각 잡힌 중앙부가 얕게 솟아있다.

기존 정보에는 칼날의 단면은 오각형이고 칼등은 평평하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현충사의 전시실에 

평면적으로 거치되어 있는 관계로 얕게 솟아있는 각 잡힌 칼등의 중앙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실물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관계로 잘못 알려진 것이다. 충무공 장검 칼날의 단면은 분명한 육각형 구조이다.

5) 혈조의 붉은 칠은 원래부터 있었나?

■ 원래 충무공 장검의 혈조에 붉은 칠이 있었기에 다시 도색한 것이다.

기존 정보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도검 중에 골 안쪽으로 붉은 칠을 한 도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래의 

장검 골에도 붉은 칠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 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옳은 추측이다. 현재의 

붉은 칠은 1969~1970년 사이에 칠한 것이며, 이는 원래 장검의 도신 혈조에 남아있던 붉은 칠의 흔적을 

확인하고 보강을 위해 다시 칠한 것이다. 

이 사실은 장검의 수리 전 1969년에 발간된 현충사관련 도록에 기재된 장검 사진에도 희미하게 확인되며, 

1928년에 촬영된 흑백사진에서 녹슨 칼날의 색상과 혈조내의 균일하게 나타나는 진한 색상의 대비에서도 

혈조 내에 칼날과 다른 색으로 칠해진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6) 접쇠인가? 단조인가?

■ 칼날 표면만을 보고 접쇠 여부를 단정 지을 수 없다. 

기존 정보에는 “칼날을 세심히 관찰한 결과 접쇠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규칙적인 나이테 무늬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만 칼날의 여러 부분에 가는 균열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접쇠의 

흔적이 아니라 철의 열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균열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추론했다. 이에 대해서는 

1955년에 충무공 장검의 마광작업에 참여했던 도검사 정은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 1955년 정은조씨 인터뷰 내용 중 

...(상략)... “이 칼을 만들 때 무쇠를 때려 눌러 한번 접고 이렇게 모두 15번을 접어 모두 3만겹이 넘게 했다. 그래서 칼의 단면을 보면 마치 

운모를 보듯이 3만 2천 겹의 층이 보인다고 도검사 정은조씨는 말한다.”...(하략)... 

   칼의 단면(슴베의 끝부분으로 추정)에서 접쇠문양을 보았다는 것이 추가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충무공의 칼은 표면의 나이테 무늬 유무와 관계없이 접쇠임이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조선의 칼은 보통 

단조방식으로 제작했다. 일본도역시 접쇠방식은 물론 단조방식으로 제작된 칼날이 공존한다. 흔히 칼날 

사진7    장검1의 칼등 사진

사진8    1928년 장검 칼날 혈조부분 사진

사진6    장검1(위), 2(아래)의 칼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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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나타나는 쇠의 무늬를 보고 무조건 접쇠라 단정 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단견이다. 또한 접쇠한 

칼이라 해도 칼날표면의 연마기법에 따라 문양이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단조에서도 

흔히들 접쇠로 오인되는 무늬가 나타나기도 하며, 이는 중국 칼과 조선의 도검에서도 확인된다. 

7) 칼날 끝에는 일본도와 같은 요코테(橫)가 있었나?

■ 둔각으로 흐려져 있기는 하지만, 요코테의 분명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기존 정보에는 “칼코에는 요코테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칼코와 칼날이 만나는 지점에 급격한 

두께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수를 하기 전의 칼날에는 요코테가 명확히 새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측면으로 전시되고 있는 평면적 도신에서 거의 확인하기 어려운 흔적임에도 사실에 

가까운 바른 추론을 했다. 실사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것은 원래 충무공 장검의 칼날 끝에는 일본도 

칼날의 전형적 특징에 속하는 요코테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8) 칼날에 담금질을 했을까?

■ 열처리 흔적이 도신에서 확인되었다. 즉, 담금질이 이루어졌었다. 

기존 정보에는 “이순신 장군의 칼은 담금질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충분한 담금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으나 열처리 흔적이 확인되었다. 칼의 날이 서있는 쪽 녹소의 흔적을 따라 

열처리에 의한 미세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칼이 실전용이 아닌 의장용으로 제작되었다 해도 

무기로서 칼의 본질인 담금질이 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모양만을 위한 칼날이 아니라 

도검제작의 모든 정식 과정을 거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무공 장검 두 자루의 휨이 다르다는 것도 담금질의 증거가 된다. 열처리 없이 형태만을 만든 칼이라면, 

숙련된 도공은 물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야장冶匠정도만 되어도 동일한 형태와 휨을 가진 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실력 있는 도공이 한 치의 오차 없이 동일하게 준비한 칼날이라 할지라도 담금질을 하면 

크든 작든 휨의 차이가 생긴다. 즉, 충무공 장검 두 자루의 휨이 각기 다른 것은 담금질의 결과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9) 칼집을 감싼 어피와 칼집은 어떤 색으로 칠했을까?

■ 칼집위에 씌운 어피는 원색의 흰 어피에 암주합칠暗朱合漆을 한 것이다.

기존 정보에는 “칼집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어피를 씌운 다음 다시 그 위에 검은 

옻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한 칠은 흑칠이 아닌 암주합칠이다. 

  진한 주합 옻칠은 초벌 할 경우 반투명하고 붉은 빛 도는 은은한 밤색이 나온다. 초벌칠이 경화되면 다시 

2차, 3차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이상의 칠을 올려 도색을 마감한다. 진하게 다중으로 덧칠된 암주합칠이 

완전히 경화되면 붉은 빛이 진해져 검은 빛에 가까운 짙은 밤색이 되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때나 

오염물에 의해서 더욱 검은 색처럼 보이게 된다. 세월이 지나 옻칠이 마모되어 옅어진 부분은 초벌한 

진주합의 색상이 드러나면서 다시 붉은 빛이 감돈다. 기존에 붉은 기운이 감도는 어피에 흑칠한 것으로 

착각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10) 칼집의 두께는 얼마나 얇았을까?

■ 칼집 ‘입구’ 쪽의 위아래 두께만 2mm 정도로 얇고 입구좌우는 4mm 내외의 두께이다. 

기존 정보에는 “칼집의 두께는 겨우 2mm 정도로 매우 얇다. 어피가 칼집을 단단히 감싸서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이처럼 칼집이 얇아도 칼집이 쪼개지지는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얇게 보이는 칼집의 두께는 입구 

쪽, 즉, 칼날의 호인에 결합되는 칼집입구의 두께만 해당된다. 칼집에서 호인부분을 감싸는 6cm 전후를 

지나게 되면 칼집 끝까지의 나머지 모든 칼집은 상하좌우 모두 칼날을 견고하게 감싸기에 충분한 두께를 

가졌다. 물론 어피를 단단히 감싸 고정시킨 것은 당연히 칼집의 인장력과 내구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 

11) 칼집과 칼자루의 결합은 지금도 견고하게 고정되고 있나?

■ 견고하게 고정된다.

기존 정보에는 “칼을 칼집에 넣었을 때 환도막이와 칼집입 사이가 떠서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다. 그렇게 추정한 이유는 칼집입구와 장식 사이가 세월의 흐름에 의한 목재와 어피의 

수축으로 인해 외견상으로 변형된 때문이다. 그럼에도 칼과 칼집의 결합시 칼집입구와 호인은 견고하게 

맞물리며 결합된다. 수차례 수리, 보수가 있었지만 420년 전에 제작된 기물임에도 충무공 장검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최초 제작 시점부터 견고하기 이를 데 없이 제작된 결과이다. 

다른 도검유물의 경우 애초에 허술하게 만든 칼은 지금도 허술한 상태를 보여준다.

사진9    장검 칼집 부분 확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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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무공 장검에서 확인되는 문화의 수용과 조화

   우리 도검의 표준이나 정형이라 할 형태적 기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은 우리 칼을 인식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선의 도검은 우리 고유의 특성을 담고 있고 중국, 일본 

등과 구분되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 준다. 그러한 우리 칼의 특성은 ①주변국의 칼과 완연히 다른 

모습을 가진 것도 있고 ②비슷한 것도 있으며 ③얼핏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의 실체와 용도는 전혀 상이한 

것 등이 조화를 이루어 구성된다. 우리가 고유한 특성이라 믿고 있는 문화의 많은 부분이 실상은 주변국의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재탄생한 융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⑴명확하게 차이가 보이는 요소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에서 파생된 것이 이유이고 ⑵비슷한 것은 주변국과의 문화적 교류나 전쟁 등을 통한 수용의 

결과이며 ⑶얼핏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의 실체와 용도가 상이한 것은 일단 수용된 방식이 세월을 거치면서 

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칼은 주변국과 상이한 요소와 아울러 공통분모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양의 고도孤島에서 외부 문명과 단절된 종족이 아닌 이상 주변국과 문화를 주고받으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어떤 면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문화는 물처럼 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파되지만, 

동시에 낮은 곳의 요소도 실용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높은 곳으로 전이되어 수용된다. 그 결과로서 우리 칼은 

우리의 고유요소와 더불어 주변국들의 도검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수용된 요소들은 

다시 환경과 용도에 맞게 토착화되면서 형태와 규격, 그리고 기능적인 요소들이 완성되어 우리 고유의 

도검으로서 재탄생되었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중국, 일본의 

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용-개량-변이-토착화의 문화전이 단계를 적용하면 ①장식·부속의 유무로 인한 차이는 

당연히 해당국가의 고유양식임을 알 수 있고, ②용도가 같아도 형태가 명확히 구분되는 차이가 있으면 이 

역시 해당국가의 고유양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③형태나 형식적 개념이 유사할 경우라도 세부가 

다르거나 토착화되어 정형적으로 변형된 부분도 해당국가의 고유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원칙을 한중일 

삼국 또는 한중, 한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식, 장식, 부속에 적용하면, 문화적 요인들이 삼국 또는 양국 

간 혼용되거나 모호하게 혼재되어 있더라도 우리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충무공 장검은 조선환도의 외장과 일본식 칼날의 결합이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통해 충무공 장검의 어떤 점이 조선 칼의 전형인지 수용인지, 어떤 점이 변형되어 우리 

것으로 토착화된 것인지를 인식했을 것이다. 충무공 장검은 일본도적 요소인 칼날의 형태와 코등이 장식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조선시대 도검의 전형에 속한다. 칼과 칼집을 결합한 상태의 외장을 보면, 결국 

코등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소는 조선도검의 전형이며 크기는 거환도巨還刀에 속한다. 일본식 코등이는 

측면에서 칼의 전체를 볼 때 세부적인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 결합상태의 충무공 장검은 조선도검 그 자체인 

것이다. 칼자루의 어피사용방식, 주칠, 사용된 장식의 소재, 장식의 입사방식, 입사문양, 수용되었지만 변형이 

이루어지고 조선화된 끈매기방식, 목정의 망실을 방지하기 위한 돋을새김한 동편대기방식 등, 대부분은 

조선도검 칼자루 외장의 전형이다. 칼집 역시 어피사용방식, 옻칠한 방식, 사용된 장식의 소재, 입사방식, 

입사문양, 패용장식, 패용장식에 달린 가죽끈의 형식 등 이 모든 것 역시 조선식 칼집외장의 전형인 것이다. 

충무공 장검의 칼날규격을 일본도의 오타치와 비교하자면 실전용이 아닌 봉납용 규격의 수용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단, 중요한 것은 보편성의 관점이다. 조선과 중국역시 고대로부터 장수의 무력과 용력을 과시하기 

위한 크고, 길고, 무거운 칼을 제작했던 기록들을 볼 때 단순히 크고 긴 칼을 제작했다 해서 무조건 일본도의 

규격을 차용했다고 할 수는 없다. 

  확실한 일본도적 요소는 칼날의 형태이며 일본도의 전형에 속한다. 특히 평면구도의 사진 상으로는 

희미해서 그 윤곽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특정각도에서 살펴보면 칼날 끝부분에 희미하나마 “요코테(橫手)”의 

흔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 요코테의 흔적은 비록 세월에 의해 부식된 녹 제거 때문에 무뎌지긴 했지만, 

일본도 칼날의 일형식一形式이 부분적으로 충실하게 구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혈조의 형태 역시 

일본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중 하나이다. 이는 충무공 장검을 이해함에 있어 분명히 인정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칼집에서 뽑아 칼날이 드러난 상태라면 칼자루는 조선환도의 형식, 칼날은 일본도 양식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단, 칼날에 입사된 명문의 형식, 문양은 조선특유의 보편적 입사양식에 준하므로 일본식이라는 

칼날 속에도 조선전형의 공예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충무공 장검의 결론은 “조선환도의 주된 

요소와 외래적인 부분요소가 시대상황의 필요에 의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칼”이라는 것이다. 조선도검의 

전형에는 자생적 요소와 공통적 요소에 일부 외래적 요소가 수용되고 토착화되어 이미 조선식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칼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기준이 된다. 이를 알 때 비로소 

우리 칼의 본 모습은 물론, 중국과 일본 칼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충무공 장검의 

기물적인 부분을 이해했다면 이제 기물의 활용에 대한 의문을 풀어볼 차례다. 충무공 장검은 정말 사용했던 

칼인가?

7. 충무공 장검의 정체성正體性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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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옛날 사람들은 힘이 셌나?

   호주의 고고학자인 피터 맥캘리스터Peter Mcal l i s ter의 저서 「Manthropology(국내에서는 

[남성퇴화보고서]로 출간)」에는 그런 가능성을 실증하는 내용이 나온다. 고대나 중세의 사람들은 

당시의 환경과 생활여건 탓에 지금의 인류와 달리 근력이 조밀하여 같은 질량의 근육에서 현대인보다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고, 지구력도 현대인에 비해 월등했다는 연구보고가 그것이다. 예를 들자면, 고대 

그리스 일반병사들의 노 젓는 근력은 현대의 세계정상급 조정선수와 같은 수준이었고 지구력은 현대 

조정경기에서 순간적으로만 발휘할 수 있는 최고정점의 수준을 몇 시간이고 지속할 수 있었다는 논리다. 

조선 전래의 장사설화를 보면 황소를 들어 등에 지기도 하고, 집채만 한 바위를 옮기기도 했다는 식이니 

만약 충무공께서도 장사로 태어나셨다면 그럴 수 있을 듯도 하다. 당연히 어떤 이들은 장수라 할 수 있는 

충무공이라면 지금 관점에서는 거인이 아니더라도 무예를 수련했을 것이니 남다른 힘을 가졌을 거라는 

추론까지 더하여 당연히 장검을 사용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또 어떤 이는 삼국지의 관우關羽가 사용했던 청룡언월도의 82근 무게를 예로 들면서 옛날 장수들은 특별한 

힘과 기량을 가진 초인적 존재들이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82근을 현대식으로 한 근 600그램을 적용하여 

49.2kg라는 이도 있고, 삼국지 시대의 척관법은 달랐다 하며 18kg정도를 말하는 이도 있다. 18kg~49.2kg라 

해도 어쨌든 관우는 휘둘렀다는데, 하물며 5kg도 안 넘는 충무공의 장검정도라면 사용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허무한 결론은 삼국지 시대에는 언월도라는 무기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언월도의 

무게 82근도 후대의 창작이다. 그래도 아쉽다. 82근은 아니더라도 5kg정도라면 성인남성에겐 가벼운 

아령(dumbbell)정도 무게에 불과한데, 그 정도라면 힘 좀 있는 이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은 과연 그럴까? 일단 서양과 일본의 큰 칼 쓰기에 역사에 관해 먼저 알아보자.

2) 실전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1

   일본의 오타치, 명대의 장도나 참마도가 전장에서 사용되었듯, 서양 역시 긴 칼을 전장에서 사용했었다. 

유럽의 도검인 바스타드 소드bastard sword나 클레이모어 소드claymore sword의 경우 길이는 대략 

120~140cm, 무게는 2.5~3킬로그램 내외가 된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었던 이 칼들은 과거보다 신장과 

몸무게가 커진 현대인들이 사용하기에도 결코 용이한 무게가 아니다. 어찌 보면 비효율적으로 생각되는 이 

무겁고 긴 칼들을 유럽인들은 왜 전장에서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적이 길고 무거운 칼을 들고 

싸우니 우리 또한 길고 무거운 칼을 들고 그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무기의 주력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로서 유럽의 특정시기 전장에서는 서로 간에 길고 무거운 칼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교전의 룰rule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단, 새로운 전법, 방어구,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살상무기가 어떤 계기로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동일한 무기를 사용할 경우엔 피아彼我간 유사한 용법에 준한다. 모두 또는 대부분이 클레이모어 소드를 

사용할 경우 기법은 유사하고 무기의 효용성도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바이킹이나 북구유럽의 거한들이 

사용할 경우 칼날이 서로 부딪히는 충격, 서로의 칼을 연속해서 휘두르는데 소용되는 속도와 힘은 거의 

동일하다. 즉, 유사한 조건과 규칙 하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기량차이에 의해서 생사가 결정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한 무기를 사용하는 전투문화가 통용된 이면에는 어느 한쪽이 그러한 칼싸움으로 

승리를 얻었기에 시작된 것이다. 한때 열세에 처했던 집단이 적에 맞서기 위해 동일한 방식의 무기와 용법을 

준비하여 그들과 대등한 조건하에 싸움에 임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영원한 것이 아니듯 효율적인 무기가 탄생하면 다시 “개량-발전-변화”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들 역시 

더욱 효과적인 방어구의 출현과 함께 칼을 사용하는 무예의 용법이 발달하면서, 중량의 도검은 결국 도태해 

버렸다. 기존의 것을 능가하는 효율적인 무기가 출현하면 개인의 기량과 무예의 표출에 용이한 경량의 검으로 

실용적인 변화가 이어지는 것을 서양도검의 역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3) 실전사용을 주장하는 의견의 근거2

   임진란 당시 평균신장이 150~155cm정도인 왜인들도 오타치(大太刀)나 노타치(野太刀)같은 길고 무거운 

칼을 사용했으니 그보다 키가 큰 평균신장 160cm 전후의 조선인들은 더욱 큰 칼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오타치는 왜인들 중에서도 신장이 크고 근력이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사용하게 했던 무기다. 백병전에 사용하기도 했고, 기마의 다리를 자르는 “참마도斬馬刀”로 쓰기도 했다. 

또한 왜장들 중에서도 자신의 무력을 나타내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 즉, 일반 병사들이 사용했던 

칼이 아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해 에도막부(江戶幕府)가 들어선 후 일본에 전쟁이 

없어지게 됨으로서 오타치 계열의 칼은 실전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가 에도시대 말기에 다시 출현했다. 

지겐류(示現流)를 사용했던 사쓰마(薩摩)무사들이 1868년 막부군과 일전을 벌였던 보신전쟁(戊辰戰爭)과 

1877년의 세이난전쟁(西南戰爭) 당시 중세의 오타치에 준하는 규격의 칼로 실전에서 무용武勇을 떨쳤다. 

당시 그 칼의 실전용법은 중세와는 차이가 있는 거의 단판승부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무겁고 긴 칼을 치켜든 

사쓰마 무사가 특유의 기합인 “체스토(ちぇえすと)”를 외치며 긴 거리를 전력으로 달려 좁혀가고는 온힘과 

체중을 칼에 집중하여 강맹하게 적을 내리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며 일격필살로 적을 베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문제는 상대가 

요행히 피하거나 공격자가 칼을 잘못 내리쳐 허공을 가를 경우였다.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한 사쓰마 무사는 

8. 충무공 장검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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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었다. 즉, 워낙 강하게 휘두르고 있는 힘을 다해 내리친 터라 다시 칼을 회수  운용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규격의 일본도를 사용하는 적에 비해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던 때문이다. 

사쓰마식 큰 칼 쓰기의 경우는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신체조건의 사람들이 위력적인 길고 

무거운 칼을 사용할 경우에 감당해야 했던 당연한 위험요소였고 생사를 가늠하는 조건이었다. 이런 실체를 

이해하면 충무공 장검의 실전성 여부에 관한 허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번 공격이 실패할 경우 죽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다지만 어쨌든 일본인들도 최대길이 140cm, 무게 3kg 정도의 칼을 실전에 사용했는데 

정말 특별한 거인에 타고난 장사라면 충무공 장검은 사용가능한 칼이 아니었을까? 

4)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칼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았다.

   칼이란 기물을 알고 제대로 용법을 배워 수련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길이 2m에 무게 5kg에 

육박하는 칼을 길이1m, 무게1kg 정도인 표준규격의 칼처럼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억지로야 휘두를 수 있겠지만 단순히 “든다”, “휘두른다”와 “원하는 속도로 자유자재로 휘두른다”, “백병전이 

지속되는 동안 적을 베고 무기로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 한다”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겨우 5kg 

정도라 생각하겠지만, 2m가까이 늘인 5Kg 무게의 칼 한쪽부분을 잡을 때는 잡는 점에 따라 실질체감 무게가 

두 세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더구나 힘을 실어 휘두를 경우엔 순간적으로 칼끝에 실린 무게가 수십kg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실전에서 공방에 가용한 빠르기로 충무공 장검을 휘두르면 칼을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칼날 끝에 가해지는 무게에 몸이 끌려 다니게 된다. 적어도 사쓰마의 무사들은 자신들의 긴 칼을 

한번은 전력을 실어 휘두를 수 있었지만 충무공 장검의 길이와 중량을 가진 칼은 순간적으로 가중되는 무게로 

인해 제대로 된 한 번의 휘두름조차 어렵다. 심지어는 어설픈 한 번의 휘두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빈틈을 

노린 상대의 빠른 창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최홍만崔洪萬과 같은 거한에 장사라 할지라도 서너 번 정도 

휘두르게 되면, 중심이 흩어지고 틈이 보이면서 재빨리 파고드는 창이나 칼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충무공 칼을 사용할 때의 실제 상황인 것이다.

   하물며 육전도 아닌 해전에서 충무공이 장검을 들고 왜군을 베어나간다는 발상은 당파전술이나 화포 등의 

무기로 싸웠던 당시 해전의 실상에 전혀 무지한 발상에서 나온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실체를 알아야 

진실이 보이는 것이다. 즉, 충무공 장검은 무기로서 모든 과정을 충실히 거쳐 만들어지긴 했으나 실제로 

본때 있게 사용할 사람이 없는 칼인 것이다. 아울러 충무공의 키가 특별히 크셨다는 기록이나 남다른 

힘을 가진 장사였다는 기록도 없고 <한산도가閑山島歌>의 칼을 차고 있었다는 기록과 실제로 사용하셨던 

칼은 쌍룡검(길이90cm~1m로 추정)”이었다는 <원융검기元隆劍記>의 기록, 또한 무엇보다도, 칼날에 

격검흔擊劍痕이 없음을 볼 때 전투에 사용하지 않았던 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5) 그렇다면 충무공 장검의 용도는 무엇인가?

   장수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고 소유자인 충무공의 서원을 담은 의장의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의장, 

의례용 칼이라 해서 실전에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의장, 의례용도의 무기라 할지라도 

유사시에는 호신이나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초에 어떤 용도에 중점을 

두어 제작되었는가에 관한 본말本末의 문제다. 고대의 관점은 물론 현대의 시각으로도 충무공 장검이 

실전용으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쯤 이해가 갔을 것이다. 아울러 충무공 장검이 한 자루가 아닌 두 

자루라는 사실도 이 칼이 실전이 아닌 의장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명검인 용천龍泉과 

태아太阿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자루의 칼은 기본적으로 건곤, 음양, 태극, 자웅을 의미하며 칼이라는 

기물에서도 음양을 통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전형적인 길상吉祥의 표상이 된다. 충무공 장검이 두 

자루이듯,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시대 궁중유물로 보관되어 있는 태조太祖 임금의 전어도傳御刀(조선중기 

궁중의 의장용 보검으로 재판명)가 동일한 모양과 규격으로 두 자루 한 쌍이고, 패월도佩月刀 역시 두 자루 

한 쌍, 주칠환도朱漆還刀 역시 두 자루 한 쌍인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중국의 

고사古事에서 유입된 것이나 오히려 조선에서 더욱 견고하게 수용하여 의례와 의장용 도검이나 무기는 

동일한 한 쌍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즉, 충무공 장검 두 자루가 동일한 규격과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례와 의장용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 충무공 장검을 바로 알면 광화문 충무공 동상 칼의 실체가 보인다.

   여기까지 내용을 읽었다면, 충무공 장검의 외장이 조선환도의 전형에 속한다는 것과 실전용 군제환도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 이해를 활용하면, 어떤 칼이 우리 칼인지에 대해 형태적인 

응용비교가 가능하다. 충무공 장검을 기본으로 이해했으니, 그와 가장 연관된 대표적 응용물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충무공 동상의 칼에 대해 알아보자. 동상이 오른 손에 잡고 있는 칼은 과연 일본도인가? 통상 우리는 

일본도라고 알고 있는 동상의 칼이 실제로는 언론에서 본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드물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의 국민들은 충무공 동상의 정면을 기억할 뿐, 칼의 형태를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동상의 측면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언론에서 일본도라고 하니 일본도라고 알고 있는 것이다. 

충무공 장검과 동상이 들고 있는 장검의 비교사진을 보자.

9. 충무공 장검 이해의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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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의 칼은 칼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외장의 구현이니 칼집과 칼자루의 형태와 장식의 모습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광화문 충무공 동상의 칼이 조선환도의 전형에 속한 모습이며 이런 

식의 외장을 지닌 일본도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일본도에 지식이 있는 일본인에게 동상의 칼의 국적을 

물었을 때 일본도라고 대답하는 일본인이 있다면 그는 자국의 칼을 모르는 문외한이 분명하다. 동상의 칼은 

일본도의 전형인 카타나(刀)는 물론 우치카타나(打刀)나 타치(太刀)와도 확연히 다르다. 대신 광화문 동상의 

칼은 조형된 모습이 투박하고 충무공 장검과 구조적 비례가 맞지 않아 얼핏 원본과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형에서 조선 환도의 형태적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68년에 광화문 충무공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세중金世中이 비례적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장식의 크기와 간격을 임의로 왜곡시켰긴 

했지만, 동상의 칼은 충무공 장검에 보이는 외장의 구성요소들이 거의 적용되었다. 동상이 쥔 칼자루의 

머리장식은 충무공 장검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칼자루와 칼집 사이 장식인 코등이 또한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테두리 부분은 흉내를 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충무공 장검의 코등이와 

세부적 차이가 있기에 일본식 코등이로 보기 어려운 결과를 얻었다. 칼집에는 원본 패용장식의 두 개의 환 

사이 간격보다 좁아지긴 했지만 분명히 동형의 패용장식이 보인다. 또한 칼집 끝 장식은 원본의 크기보다 

필요 이상으로 커져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조선식이다. 애초 비례적 축소만 정확히 했다면 구태여 동상의 

칼이 일본도라는 세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었을 것을 재현이 미비하여 동상의 칼을 원본인 충무공 

장검과 달라 보이게 하는 문제를 만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작가의 생전 주장대로 동상의 칼이 충무공 장검을 

본으로 하여 임의 축소되어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광화문 충무공 동상이 오른 손에 잡고 

있는 칼은 조선의 환도인 것이다.

■ 충무공 장검의 본 모습을 이해하신 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

   모든 설명을 차치하고 칼 자체로 평가한다면 충무공 장검은 정말로 잘 만든 칼이다. 무슨 이유로 만들었든 

걸작이라 부를만한 이 칼은 임진왜란이라는 시대가 만든 결과물이며 국난극복을 위한 선조들의 피와 땀에 

기인한 것이다. 임란당시 삼국의 정예를 논하는 무기는 조선의 궁술, 일본의 조총, 중국의 장창이었다. 

조총을 일본군의 주력무기로 인식했다는 것은 일본도가 전장에서 무기로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아시아의 전투양상에서 칼은, 궁시가 다하고, 모극이 부러지면 사용했던 

최종병기였다. 백병지왕白兵之王이라는 미칭美稱으로 그 감성적 상징성을 남겨두긴 했지만, 실제 임란의 

전장에서 칼의 중요성은 다른 병장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칼을 무사의 혼이라 

미화했던 일본역시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문헌이나, 기록화에 보면 접전시 아시가루(足輕-일본병졸)의 

주요병기는 일단 장창이다. 그들에게도 칼은 창이 부러지면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였고 어떤 병사들은 칼을 

뽑지 않고 전투가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시 접전의 끝에서야 사용하게 되는 칼은 적의 것이든, 우리 고유의 것이든 사용에 

용이하고 적의 무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니 당시 일본도와 상대하기 위해 전장의 

활용도가 낮은 우리 칼을 개량하는 가장 빠른 첩경은 일본도 칼날의 형식을 수용하는 것이었다. 이를 충무공 

장검의 칼날에 적용하면 “왜 칼날을 일본식으로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해는 너무도 쉽다. 그런 식의 칼날을 

만들고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조선에서 그 필요성을 느낀 순간, 당장 사용하기 위해 그 장점을 차용한 

것뿐이다. 왜인들의 화포제작기술과 성능은 전쟁기간 내내 조선의 그것에 미치지 못했고 조선은 일본보다 

우수한 고성능의 군선을 전란의 와중에서도 계속 만들었다. 도자기뿐만 아니라 인쇄, 제지, 각종 공예, 

의복 등 문화전반의 기술도 일본이 열망하던 선진수준이었다. 기억할 것은, 당시 일본이 조선전국의 모든 

문물을 노략질하여 그들의 나라로 보냈고 그 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활용하여 자신들의 에도시대를 찬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와 비한다면 우리가 수용한 것은 칼날의 규격·형태정도와 손잡이에 끈 감는 방식, 그리고 조총정도다. 

그것도 다시 개량하고 변형시켜 우리 식으로 바꿔 사용했다. 정작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위해 적의 

장점을 수용하여 국난을 극복한 당시의 선조님들과 후대의 조선사람 모두는 그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런데 정작 현대의 우리들은 과거 역사 속 편린의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의 자존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옳고 그름을 논한다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는 일인가를 말이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 그 동안 충무공 장검에 대해 잘못알고 있었던 것은 환경에 기인한 탓이 크다. 

10. 에필로그 

사진10    장검 원본사진(칼집과 결합된 모습)<위>, 장검 비례축소 사진<가운데>, 광화문 동상 칼 측면사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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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전통무기와 무구유물이 매우 드물게 남아있다. 그중에서도 도검유물, 

특히 조선시대의 도검유물은 정말 흔치 않다. 2014년 현재 국내 기관들은 약 350여점을 상회하는 조선시대 

도검을 소장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넘쳐나도록 전시되고 있는 동시대 일본(무로마치~에도후기)의 도검유물 

수십만 자루에 비한다면 애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듯 유물이 적다보니 박물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상대적으로 도검을 풍부하게 소장한 박물관들도 어떤 곳은 접근성 때문에, 어떤 곳은 상설전시를 

하지 않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물을 보고자 해도 용이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우리 칼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어렵게 하는 이러한 환경은 도검의 실체에 관해 모를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인 것을 

의미하니 우리들이 우리 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충무공 장검의 7주갑을 맞이하여 2014년 3월 4일에 실시된 금번 조사는 본 에세이작성을 위한 

기물분석위주로 진행되었다. 유물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의 각 항목들을 총체적으로 재확인했고, 그 

결과로서 얻어진 내용을 토대로 충무공 장검의 실체를 바르게 알리고자 하였다. 실제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이 다수 있으며 기존의 설명들 중 오류였음을 확인한 부분도 적지 않다. 아쉬운 점은, 

금번 조사  분석은 기물적인 부분에 한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충무공께서 왜 이 장검의 제작을 명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충무공 장검을 만든 도공인 태귀련, 이무생의 개인역사와 정확한 제작 동기에 대해서는 

구전에 의한 증언만 있을 뿐 사료로서 밝히지 못하는 미비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완성될 

때 충무공 장검연구는 비로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게 될 것이다. 후일,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 중 

충무공 장검과 관련된 숨은 사연과 역사의 실체를 밝혀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마친다.

한·중·일 도검의 비교

참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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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검
도와 검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고 혼용되었다. 시기마다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칼의 길이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짧고 한손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양손 사용도 겸할 수 있는 형태도 많았다. 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 

패용 방식인 띠돈으로 다른 무기와 겸하여 휴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도검
우리나라와 같이 도와 검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지 않고 혼용되었다. 중세 이래 계속된 내전으로 인해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 실전무기로서의 기능적 요소가 가장 발달한 편이다. 양손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칼집에 장착된 두 곳의 고리에 직접 줄을 걸어 패용하므로 칼의 방향을 아예 바꾸지 못한다.

일본 에도시대 타치조선 중기 환도

중국도검
날의 형태에 따른 도와 검의 구분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엄격했다. 도와 검 모두 한 손 사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선 형태이나 끝부분이 살짝 휜 형태가 많았다. 허리띠에 거는 고리형식으로 

패용하므로 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소 불편했다.

중국 명대 관제도

이억기 하사보검, 칠성검
(李億祺下賜寶劍, 七星劒)

전라우도수군절도사를 지내고, 충무공과 함께 한산대첩에 참전했던 이억기 장군

(1561~1597)이 선조에게 하사받은 것으로 전해지는 칼이다. 양날의 검(劒) 형태이며 칼

날의 한면에는 북두칠성과 ‘下賜寶劍’이 전서(篆書)로 입사되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용

이 입사되어 있다. 칼집과 칼자루는 목제이며 흑칠로 마무리되었다.

육군박물관 소장

조선 중기

칼집결합  길이 93.5  칼자루  22.3  칼날 69.0

우리나라 도검은 곧기만 했을까?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 직선의 대도류(大刀類)나 「문

종실록(文宗實錄)」에 나타나는 조선환도를 묘사한 직단(直短)이

라는 표현 때문에 휨은 일본도에만 나타나고 조선시대를 비롯한 

우리의 전통 도검에는 휨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부터 휘임이 있는 곡도(曲刀)가 기록화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

며 그 휨 형태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조선시대의 도검은 곡도와 직도/검(直刀/劒)이 혼재되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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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흑칠 환도(黑漆環刀)

조선 중기의 실전 환도(還刀)로 칼날의 곡률이 상당하다. 칼자루와 칼집은 목제로 갈

대를 촘촘히 감고 어피를 덧씌운 다음 흑칠을 덧칠하여 마무리하였다. 코등이는 황

동제로 두루미가 투각되어 있다.

경인미술관 소장

조선 중기

칼집결합  길이 86.1  칼자루  20.1  칼날 63.1

조선 흑칠 환도 코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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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후기 군용 환도 칼자루 끈매기

조선 군용 환도(軍用環刀)

조선 중후기 각 군영 등에서 사용한 실전 환도이다. 칼집은 목제에 돼지가죽으로 감

싸고 흑칠로 마무리하였다. 칼자루는 가죽끈으로 칼자루 끝에서 매듭지어 마무리하

는 조선식 끈매기를 보여주고 있다. 『융원필비』의 도해 등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확인되는 칼로 정규군용으로 다수 제작·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육군박

물관에도 유사한 형태의 칼이 소장되어 있다.

경인미술관 소장

조선 중후기

칼집결합  길이 88.0  칼자루  19.0  칼날 64.5

우리나라 도검은 왜 적게 남아있을까?

조선시대의 실전 도검은 대체로 개인이 소장·관리하기 보다는 

군영 등에서 관제 비품으로 제작·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19세기말 이후 일본에 의한 국권침탈이 진행되는 가운데, 

개별 군영 등에 비치되어 있던 도검들 대부분이 관리 부실과 방치 

등으로 인하여 유실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도검의 속성상, 일반적인 고미술품처럼 심미적 감상의 대

상이 되기 어려웠던 점도 현재까지 도검유물이 적게 남아 있는 까

닭으로 보인다.

조선 중후기 군용 환도 코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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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관제 환도(官製環刀)

조선 전중기 관에서 제작한 실전 환도이다. 칼집은 목제로 어피로 감싸고 칼자루는 이격

방지용 돋을새김 동판이 부착되었고 그 위로 조선식 끈매기가 되어 있다. 조선 전중기 환

도 중에서 패용장식인 띠돈과 끈까지 거의 완벽하게 남아있어 우리나라 전통 도검의 패

용 방식이나, 회전 가능한 띠돈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좋은 칼이다.

경인미술관 소장

조선 전중기

칼집결합  길이 78.4  칼자루 18.7  칼날 54.0

우리나라 도검은 들고 다녔을까?
차고 다녔을까?’

조선시대 도검의 가장 보편적인 휴대 방법은 ‘띠돈 매기’였다. 

이는 칼자루를 뒤로 하고 칼끝이 앞으로 오도록 매는 것으로, 활

을 쏠 때나 상체를 움직일 때 아주 편리했다. 그러나 칼을 뽑을 때

는 다소 불편한데, 이때 ‘띠돈’이 칼자루를 앞뒤로 쉽게 돌릴 

수 있게 해준다. 이외에도 칼집을 등쪽 허리춤에 꽂는 ‘뒤꽂이’ 

방식 또한 포수(砲手)나 창수(槍手)들이 애용했던 방식이다. 이러

한 휴대방식 역시 조선시대 병사들이 도검을 주무장이 아닌 보조, 

결전 병기로 사용했던 영향으로 보인다.

조선 전중기 관제 환도 띠돈, 

칼자루 끈매기, 이격방지용 동판 조선 전중기 관제 환도 코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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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관제도 칼자루

중국 명대 관제도(明代官製刀)

명대 고위무관용으로 제작된 관제도(官製刀)이다. 칼자루와 칼집은 모두 

목제로 상어피를 감싸고 청록색 옻칠로 마감하였다. 코등이와 칼자루 뒷마

개 등은 금동 투각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칼날 끝에는 칼등에도 날을 세워 검

처럼 찌르기에도 용이하게 만들었다. 명대 이후 청대까지 지속된 중국 관제 

도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경인미술관 소장

칼집결합  길이 90.3  칼자루 14.6  칼날 71.9

명대 관제도 코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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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타치 코등이

일본 에도시대 타치(太刀)

타치(太刀)는 일본 전국시대까지는 기마 무사들이 사용하던 실전 도검이었으나 휴대

하기에는 다소 큰 크기로 인해 에도시대에는 주로 의전용으로 사용되었다. 칼자루는 

목제에 가죽을 감싸 주칠을 한 다음 금분으로 장식하였고, 칼자루는 비단으로 감싸

고 칼자루 뒷마개와 결합하여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끈매기를 하고 있다.

경인미술관 소장

칼집결합  길이 106.0  칼자루 27.0  칼날 67.0

일본 타치(太刀) 칼자루 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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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의 인상, 
문학 속 형상화

충무공 장검 제작 7주갑 기념 특별전

겨레를 살린 두 자루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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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장검의 인상, 문학 속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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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

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에서 칼의 노래까지

한산도가(閑山島歌)

水國秋光暮  넓은 바다에 가을 햇빛 저무는데

驚寒雁陣高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나는 구나

憂心輾轉夜  근심스런 마음에 잠 못 이루는 밤

殘月照弓刀 새벽달은 활과 칼을 비추도다

수 국 추 광 모

경 한 안 진 고

우 심 전 전 야

잔 월 조 궁 도

閑山島月明夜上戍樓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撫大刀深愁時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何處一聲羌笛更添愁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한 산 도 월 명 야 상 수 루

무 대 도 심 수 시

하 처 일 성 강 적 갱 첨 수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충무공이 지은 5언 절구의 한시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나는 

칼(刀)과 활(弓)에 대한 의상(意想)이 간결하면서도 인상적이다. 이 한산도야음에 이어서 

‘高’와 ‘刀’에 대한 차운시 3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충무공의 4대손인 이홍의(李弘毅)가 직접 

충무공의 유필을 지니고 홍처량(洪處亮)·남용익(南龍翼) 등 조정의 신료와 명사들에게 받은 

것이다. 17~18세기경 충무공의 도검과 호국의식에 대한 당대 인들의 인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충무공이 지은 한글시조를 한역(漢譯)한 것이다. 1728년 

「청구영언(靑丘永言)」을 비롯한 여러 가집에 한글로 수록되어 전하던 것을 1795년 

「이충무공전서」가 편찬될 때, 한문으로 번역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충무공전서 한산도야음, 차운시 부분 35.6×22.5 이충무공전서 한산도가 한역(漢譯) 부분 35.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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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와유고(損窩遺稿) 충무공검명발(忠武公劒銘跋)

충무공(忠武公)의 유물(遺物)을 배관(拜觀)하고

…… 공이 일찍이 한 자루 긴 장검이 있었는데, ‘三尺誓天山河動色’·‘一揮掃蕩血染山河’ 두 구로 명을 지어서 

나누어 그것을 새겨서 분개한 감회를 붙였으니, 아아! 훌륭하도다. 공의 현손 홍의가 와서 발문을 청하여, 그 

시말을 기록하고 아울러 공이 지은 검명 1절을 가지고 나에게 주면서 화답할 것을 부탁하였다. 누차 말하여 

그치지 않으니, 그 뜻이 애틋하였다. …… 게다가 나도 깊은 감회가 있다. 임진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꼭 

재차 2갑자가 되었다. 인심은 해이해지고 선비의 기풍은 점차 쇠미해졌으니, 춘추대의가 거의 없어져버렸다. 

지사의 통한이 마땅히 다시금 어떠하겠는가? 무릇 공의 자손된 자는 만약 능히 우리 공이 반드시 복수하려던 

의기를 체득하고, 우리 공의 눈감지 못하는 뜻을 계승하여, 이 검으로 하여금 먼지 쌓인 갑에 던져서 매몰되게 

하지 않는다면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이것을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애오라지 이것을 가지고 이군에게 말해주고, 이어서 전운에 차운하여 대략 평소에 흠모하던 회포를 요약하여 

폈다. …그런데 그 장검은 필자의 키보다도 꼭 1척이 더 긴 6척 5촌이나 되는 터인 즉 사실상 충무공과 같은 9척 

장신의 장군이 아니고는 감히 그것을 사용해 볼 몽상도 못할 것 같으며 또 그 무게가 장정으로도 한손으로 

들기는 좀 거북할 정도였으니 그 칼날에 “一揮掃蕩 血染山河” 라고 새긴 것을 너무 과장하는 문구라고만 

간과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장검은 제작의 정교함과 및 그 모양이 현대 일본도에 비하여 하등의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므로 연전에 어떤 일본인이 이것은 확실히 일본인의 소작이요, 결코 조선인의 

제조가 아니라는 이유 하에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최후의 일수단으로 그 칼자루를 빼여 본 결과, 

확호불발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어 천만다행으로 그대로 보전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까닭에 필자도 그 

칼자루를 빼어본 즉 과연 “甲午年四月日造太貴連李茂生作”이라는 13자가 뚜렷이 새겨 있었다. 그리고 또 

연전 박람회 때에도 출품하라는 권유가 누차 있었으나 일절거절하였다는 말까지도 이종옥씨는 친절히 

설명하여 주셨다.…

勳業擎天重     공훈과 업적은 하늘에 닿았고            

精忠貫日高     충정은 높은 해를 궤뚫었네   

生平景慕意     평생 경모하는 뜻으로          

流涕撫雙刀     눈물 흘리며 쌍검을 어루만지네

훈 업 경 천 중

정 충 관 일 고

생 평 경 모 의

류 체 무 쌍 도
(번역 : 조혁상)

동아일보 1931년 5월 13일 ‘충무공의 유물을 배관하고’의 장검부분(동아일보사 기사제공)

최석항(崔錫恒), 「충무공검명발」, 한국문집총간 중 손와유고

최석항(1654~172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구(汝久). 호는 손와(損窩).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동생이다. 당시 유봉휘(柳鳳輝)·이광좌(李
光佐)·조태구(趙泰耉)와 함께 소론 4대신 중 한명이었다.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역임하였고, 영조 즉위 후에는 관작이 추
탈되었다가 복관되었다. 저서로는 『손와유고』 13권이 있다.

1931년 5월 충무공 묘소 위토경매 파문 당시 동아일보 고영환(高永煥) 기자가 아산의 충무공 종가를 방문하여 

취재한 기사이다. 당시 종가 소장 유물의 대체적인 현황과 소장 내력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장검의 경우, 

외형이 일본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반출될 뻔했던 사정을 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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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순신은 다시 대장의 자리에 좌정하고 허리에 찻던 큰칼을 빼어들었다. 그 칼이 집에서 나와서 공중에 

들릴 때에 긴 무지개 한 줄기가 일어났다.

삼척서천 산하동색(칼을들어 하늘에 맹세하니 메와 물이 두려움을 보이도다) 하는 명을 가진 칼이다.

손에 긴 칼이 들릴 때에 순신의 두눈에서도 불길을 뿜었다. 순신은 한번 칼을 두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싸우자. 제장은 각각 나아갈 차비를 하라! 령을 어기는 자는 이 칼로 버이리라. 오월 초사흔날 밤물이 

들기까지 소속병선과 군사와 병긔를 정리하여 가지고 본영 앞 바다에 모여서 청령하라! 시긔를 어기면 군법 

시행하리라”

하고 명령을 나리엇다. 순신의 낯빛과 목소리는 엄속과 힘 그것이엇다.…

                                                    

       이광수, 「이순신」,「29일 회의」에서 

…일을 끝낸 대장장이 몇 명이 고향으로 가지 않고 수영에 남아 있었다. 나에게 선물로 

줄 환도 한 자루를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어깨에 힘이 빠져 칼이 무거웠으므로 

나는 말리지 않았다. 쇠의 두께를 빼서 무게를 줄이라고 일렀다.

 - 나으리, 대장장이들이 칼에 검명을 새기겠다 하옵니다. 글을 내려주십시오.

   내 숙사로 찾아온 종사관 김수철이 말했다.

 - 칼에 문자 장식이란 필요 없다.

 - 하오나, 백성들의 정성이오니, 검명을 새겨서 간직하심이 아름다울 듯합니다. 

   몇 글자   내려주십시오.

나는 벼루를 당겨 먹을 갈았다. 칼에 문자를 새긴다는 장난이 쑥스럽고 수다스럽게 

느껴졌다. 먹을 천천히 갈면서, 그 쑥스러움을 밀쳐낼 만한 문구를 생각했다. 문구는 

냉큼 떠오르지 않았다. 베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세를 바꾸는 순간의 칼을 나는 

생각했다. 나는 칼의 휘두름과 땅 위로 쓰러지는 쓰레기를 떠올렸다.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라고 나는 쓰기로 했다. 김수철이 종이를 펼쳤다. 나는 붓을 들어서 썼다.

 一揮掃蕩 血染山河 일휘소탕 혈염산하

‘강산을 물들이도다’에서 나는 색칠할 도塗를 버리고 물들일 염染자를 골랐다. 김수철이 

한동안 글자를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 물들일 염자가 깊사옵니다.

 - 그러하냐? 염은 공工이다. 옷감에 물을 들이듯이, 바다의 색을 바꾸는 것이다. 

 - 바다는 너무 넓습니다.

 - 적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때, 나는 진실로 이 남쪽 바다를 적의 피로 염染하고 싶었다. 김수철은 글씨를 

말아들고 물러갔다. 새 칼은 나흘 뒤에 왔다.…

                                                   

김훈, 「칼의 노래」,「물들이기」에서

김훈, 칼의 노래, 2001, 22.3×15.2

김훈 칼의 노래

이광수, 이순신, 1932, 19.3×13.6

이광수 이순신

이광수 이순신 삽화 속 장검, 청전(靑田) 이상범(李象範)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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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을 지은 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30인의 명사(名士)들이 총 33수의 차운시(次韻詩)를 지었다. 이 중 대부분의 작품은 충무공의 4대손인 

이홍의(李弘毅)가 직접 충무공의 유필(遺筆)을 지니고 당대의 권신과 명사들을 찾아다니며 받은 것으로,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의 《추화제작(追和諸作)》에 모두 31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추가로 최석항(崔錫恒)의 「손와유고(損窩遺稿)」에 실린 1수와 김간(金榦)의 「후재집(厚齋集)」에 

실린 1수를 합하면 전부 33수가 된다. 17~18세기 당대의 권신과 명사들이 지위고하와 당파를 막론하고, 

이충무공과 그의 검을 기리기 위해서 시를 지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이 같은 차운시는 

이충무공의 검이 상징하는 호국의 의상을 조선후기의 사대부들이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충무공의 공업(功業)과 충의를 칭송한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는 무검(撫劒)과 갑중도(匣中刀), 

그리고 용음(龍吟)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검을 어루만지는 행위인 무검을 통해 이충무공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뿌리고, 동시에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시 속의 정서는, 호국검의 

전투적인 속성을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검갑 속에 보관되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검인 

갑중도에는 충무공의 웅심(雄心)과 유한(遺恨)이 응축되어 있다. 웅심은 주로 갑중도가 토해내는 

검광으로, 유한은 울음소리로 대변된다. 검의 울부짖음인 용음은, ‘대체로 사물은 평정함을 얻지 

못하면 운다[大凡物不得其平則鳴]’라는 한유(韓愈)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의 구절처럼 검 스스로 

자신에게 걸맞는 주인을 다시 만나지 못하여 현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한탄하는 한숨인 동시에, 

용의 자식인 애자(睚眦)로서 지니고 있는 검 자체의 괴수적 속성을 드러내는 포효이며, 또한 유한의 

발로이기도 하다.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 보이는 무검과 갑중도와 용음은, 비단 차운시뿐만 아니라 장수의 전투용 

도검인 호국검에 대한 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는 바로 도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전형적인 양태이다. 이러한 특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한산도야음> 차운시들은 

조선후기 호국검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가 된다.  

* 본 연구는 학술연구재단의 2011년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대상 논문을 축약했음.   
   NRF-2011-35C-A00552

논고
<한산도야음(閑山島夜吟)> 
차운시(次韻詩)의 도검의상(刀劒意象)에 
관한 고찰* 

조 혁 상(홍익대학교 교양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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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李忠武公全書』卷1. 

3  『이충무공전서』에 함께  
실려 있는 판부사(判府事) 
조 상 우 ( 趙 相 愚 ) 의 
< 차 검 명 ( 次 劒 銘 ) > 은 
‘ 一 鑄 雙 龍  鬼 神 動 色 , 
手剸鯨鯢 氣帶山河’라 되어 
있다. 

2. <한산도야음>의 경개(梗槪)와 이충무공의 검

조선시대의 도검을 소재로 한 조선 도검문학의 특징은, 이순신 장군의 검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 조선의 대표적인 무장이자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검은, 그 위상 때문에 수많은 

후인에게 있어서 심중의 경모(敬慕)를 일으키는 단초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순신 장군 자신이 검을 

소재로 하여 쓴 시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를 두고 후인들이 언급한 시문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우선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검을 묘사해놓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먼저 그의 

한시에서 국방의 기물로서 모습을 드러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저 유명한 <한산도야음>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시는 1595년 10월 20일 밤에 지어졌으며, 충무공이 적과의 결전을 앞둔 심경을 드러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시는 전경후정(前景後情)의 기법으로 쓰였는데, 여기에서 활과 칼은 전투를 기다리는 장군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한다. 

이 시에서 활과 칼은 단순한 개인병기가 아닌, 장군의 강인한 애국충정을 투영하는 기물이다. 그 중 

칼은 특히 장군의 권위와 무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이다. 이런 칼의 이미지는 그의 시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충무공전서」권9 부록1의 <행록 [종자정랑분]>에서 이 시조에 대해 ‘가사가 매우 격렬하다(詞甚激烈)’ 

라고 평했듯이, 이는 대단히 격정적인 심경을 담아낸 작품이다. 이순신 장군은 직접 검을 노래하지 않고 

水國秋光暮     물의 나라에도 가을이 저물어

驚寒雁陣高     추위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나네 

憂心輾轉夜    시름에 겨워 밤새 뒤척이다 

殘月照弓刀    새벽달은 활과 칼을 비추네 

수 국 추 광 모

경 한 안 진 고

우 심 전 전 야

잔 월 조 궁 도

2

감흥을 노래하는 중의 한 소재로 검을 표현하였으나, 두 편의 작품에서 드러나듯이 검은 그의 노래의 

중심 소재였다. 그리고 검은 그의 우국충정을 강렬하게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검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실제로 검신(劒身)에 자신의 웅대한 포부를 밝힌 

검명(劒銘)을 새기기도 하였다. 검에 관한 이순신의 사유는 이 검명에서 가장 강렬하게 나타난다. 

이순신의 장검 두 자루에 새겨진 검명인 ‘三尺誓天山河動色, 一揮掃蕩血染山河’는 무인으로서 

적을 섬멸하려는 강한 의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594년에 진중에서 이 두 자루의 검을 제작한 

이순신은, 당시 가는 곳마다 시산혈해(尸山血海)를 만들어가며 조선 백성들을 도륙하던 왜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검명에 담았다. 그의 검명은 무인으로서의 유교적 충(忠) 의식과 적에 대한 섬멸의지가 

어우러져 표출되어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다.  

다음으로 이 검과 검명을 주제로 후대인들이 사유와 감흥을 전개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최석항(1654~1724)은 <충무공검명발(忠武公釰銘跋)>에서 충무공의 검명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는 1712년(숙종 38)에 충무공의 현손인 이홍의(1648~1735)의 부탁을 받고 이 발문과 차운시를 

지었다. 

 

…… 공이 일찍이 한 자루 긴 장검이 있었는데, ‘三尺誓天山河動色’·‘一揮掃蕩血染山河’ 두 구로 명을 

지어서 나누어 그것을 새겨서 분개한 감회를 붙였으니, 아아! 훌륭하도다. 공의 현손 홍의가 와서 발문을 청하여, 그 

시말을 기록하고 아울러 공이 지은 검명 1절을 가지고 나에게 주면서 화답할 것을 부탁하였다. 누차 말하여 그치지 

않으니, 그 뜻이 애틋하였다. …… 게다가 나도 깊은 감회가 있다. 임진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꼭 재차 2갑자가 

되었다. 인심은 해이해지고 선비의 기풍은 점차 쇠미해졌으니, 춘추대의가 거의 없어져버렸다. 지사의 통한이 

마땅히 다시금 어떠하겠는가? 무릇 공의 자손된 자는 만약 능히 우리 공이 반드시 복수하려던 의기를 체득하고, 

우리 공의 눈감지 못하는 뜻을 계승하여, 이 검으로 하여금 먼지 쌓인 갑에 던져서 매몰되게 하지 않는다면 

조상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 이것을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애오라지 이것을 가지고 

이군에게 말해주고, 이어서 전운에 차운하여 대략 평소에 흠모하던 회포를 요약하여 폈다.

3

閑山島月明夜上戍樓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撫大刀深愁時             큰 칼 어루만지며 깊은 시름 하던 차에

何處一聲羌笛更添愁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끊나니

한 산 도 월 명 야 상 수 루

무 대 도 심 수 시

하 처 일 성 강 적 갱 첨 수

<행록(行錄)[종자정랑분(從子正郞芬)]> 「이충무공전서」 권9 부록1

三尺誓天山河動色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물이 떨고

一揮掃蕩血染山河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삼 척 서 천 산 하 동 색

일 휘 소 탕 혈 염 산 하

<검명(劒銘)>, 「이충무공전서」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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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신환(兪莘煥 : 1801~1859)도 <이충무공쌍검명(李忠武公雙劒銘)>을 짓고 그 소서(小序)에서 

자세한 경위를 서술하였다. 그는 충무공의 9세손 이완희(李完熙 : 1813~1860)와 함께 충무공의 사당을 

방문하여 쌍검을 직접 배관(拜觀)하고서 명을 지었는데, 그 명에는 충무공의 검이 내뿜는 위용과 함께 

이에 격동된 유신환 자신의 감흥이 잘 드러나 있다. 

간장과 막야, 용천과 태아로다. 앞에든 아래로든 상관없이 휘두르면 소나 말마저 자른다. 아아! 사물과 사람이 

종류대로 따르는구나. 내가 이 검이 화로에서 뛰지 않는다면, 또 장차 물 속에 빠져서 변화하여 용이 될 것을 

알겠노라.       

위에서 소개한 이충무공 장검 2자루 외에, 이순신 장군이 자주 패용했던 실전용 환도인 

쌍룡검(雙龍劒) 두 자루는 1910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이 검 역시 귀중한 유물로서 역대로 숭앙의 

대상이 되었다. 순조대 반남 박씨의 대표적인 권세가였던 박종경(朴宗慶)의 「돈암집(敦巖集)」6권의 

<원융검기(元戎劒記)>에는 충무공이 사용한 쌍룡검을 병조판서 심상규로부터 전해 받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이 쌍룡검에 새겨진 검명도, 이충무공장검에 새겨진 검명과 마찬가지로 충무공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병부상서 심두실 공이 내게 검 한 자루를 주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 이충무공이 패용하던 것이오. 내가 간직한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서생이라 쓸 데가 없으니, 상장군이 된 자에게나 어울리겠소.”라고 하였다. 나는 그 검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절하고, 그것을 뽑아보니 길이가 1장 남짓이었고, 아득하기가 끝이 없었다. 참으로 좋은 검이었다. 

칼등에는 다음 시가 새겨져 있었다.  

   

…… 

신미년(1811, 순조 11) 10월 하순에 쓰인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충무공의 쌍룡검이 현충사에 

보존되지 못한 채 유전되다가 당시대 권세가들에게 입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1910년 궁내부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던 조선유물에 대해 일제가 조사 편찬한 서적인 「조선미술대관」에도 쌍룡검의 

사진이 실려 있어서 이 무렵까지 이 두 자루 검이 전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박물관에는 

이 유물이 소장되어있지 않고, 행방도 묘연한 상태이다.

 

3. <한산도야음> 차운시의 도검형상화 양상

앞서 소개한 이충무공의 도검 유물은, 충무공의 시와 그 차운시 속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계속 

등장하였다. <한산도야음>이 지어진 후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30인의 명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총 

33수의 차운시를 지었다. 이러한 차운시는 이충무공의 검이 상징하는 호국의 이미지를 17세기 조선의 

사대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학적으로 형상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이 중 대부분의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는 무검, 갑중도와 용음이 특징적으로 보인다. 본장에서는 

무검, 갑중도와 용음, 그리고 기타 의상이 드러난 차운시 33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1) 무검(撫劒)

앞서 소개한대로, 이충무공의 쌍검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는 조선 사대부의 모습을 묘사한 

최석항의 차운시에서는, 지금은 가고 없는 검의 소유자에 대한 경모로 대표되는 무검의 심사가 잘 

드러나고 있다. 검을 어루만지는 행위인 무검을 통해 이충무공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뿌리고, 동시에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시 속의 정서는, 외적을 격멸하는 무기인 호국검의 전투적인 속성을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무검 속에는, 위태로운 현 세태에 대한 비분강개의 심사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

33수의 <한산도야음> 차운시 중에서, 최석항의 시를 포함한 총 7수에서 무검의 실상이 계속적으로 

勳業擎天重     공훈과 업적은 하늘에 닿았고            

精忠貫日高     충정은 높은 해를 궤뚫었네   

生平景慕意     평생 경모하는 뜻으로          

流涕撫雙刀     눈물 흘리며 쌍검을 어루만지네 

훈 업 경 천 중

정 충 관 일 고

생 평 경 모 의

류 체 무 쌍 도

盟山誓海意     산과 바다에 맹세한 뜻이 있으니    

忠憤古今同     충성스런 의분은 고금에 같도다    

맹 산 서 해 의

충 분 고 금 동

鑄得雙龍劒     쌍룡검을 도야해 얻으니                  

千秋氣尙雄     천추에 기상이 웅장하도다         

  

주 득 쌍 용 검

천 추 기 상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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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다. 이 중에서 먼저 홍처량(洪處亮 : 1607~1683)의 차운시를 보도록 하자.

영(郢)땅은 중국 초나라의 수도를 지칭하는데, 여기에서는 부친과 형제의 복수를 위해 오나라 군대를 

지휘하여 영땅을 점령했던 오자서(伍子胥)의 일화를 내포하고 있다. 후손들이 영땅을 잊지 않아서 

밤마다 긴 칼을 어루만진다는 싯구는, 이순신 장군을 전사하게 만든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잊지 않은 

후손들이 밤마다 긴 칼을 어루만지며 복수심을 다잡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 

김간(1646∼1732)의 「후재집」에 실린 <차이충무공한산도야음운(次李忠武公閑山島夜吟韻)> 

에서는, 경모의 마음과 무검의 상관관계가 바로 드러나 있다. 이 시에서는 이충무공의 명성을 

태대각간(太大角干)이었던 신라의 김유신과 비교하고, 공적을 살수대첩의 승장인 고구려의 을지문덕과 

견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명성과 공적을 지닌 이충무공에 대한 경모의 뜻은, 용도를 어루만지는 

행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남용익(南龍翼 : 1628~1692)의 시에서도 검을 어루만지는 무검의 의상이 보인다.   

수양성의 노래는 당나라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 수양성(睢陽城)을 사수(死守)한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의 절개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충무공의 절개도 이들의 절개와 마찬가지로 쌍벽을 이룬다. 

두 차례의 호란을 겪은 후, 사대부들 사이에서 복수를 위한 북벌론이 고조되어가던 당시대에 있어서는,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이충무공과 같은 훌륭한 장수가 절실히 필요했었다. 뛰어난 장수를 

그리워하고 원하는 사대부의 마음은 바로 한 밤중의 무검이라는 행동을 통해 반영된다.    

임규(任奎 : 1620~1687)의 차운시에서 보이는 무검은, 남용익의 시보다도 비분이라는 무검의 심사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임규의 시 속에서 비분의 정서가 무검에 담겨 있다면, 민진원(閔鎭遠 : 1664~1736)의 시에서는 마음이 

복받치어 슬퍼하고 한탄하는 강개의 심사가 무검에 투영된다. 

이러한 비분강개의 심사는, 이충무공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더하게 하여 시인에게 충무공 자신이 

검을 어루만지는 정경마저 떠올리게끔 하기도 한다. 조지겸(趙持謙 : 1639~1685)의 차운시에서는,  

 4「厚齋集」卷1 詩   
   <次李忠武公閑山島夜吟韻>.

忠烈華夷伏   충렬은 천하를 덮고

聲名日月高   명성은 일월처럼 높네

遺孫不忘郢   후손들은 영땅을 잊지 않아서

夜夜撫長刀   밤마다 긴 칼을 어루만지네

충 렬 화 이 복

성 명 일 월 고

유 손 불 망 영

야 야 무 장 도

聞笛睢陽詠  들리는 피리소리 수양성 노래 

千秋節並高  천추에 절개가 나란히 높구나

時危憶良將  시절이 위태로워 훌륭한 장수 생각나

中夜撫龍刀  한 밤중에 용도를 어루만지네

문 적 수 양 영

천 추 절 병 고

시 위 억 량 장

중 야 무 룡 도

名與角干埒  명성은 각간과 더불어 나란하고  

功將滻水高  공적은 살수처럼 높았네   

平生景仰志  평생 경모하던 뜻에

揮淚撫龍刀  눈물 뿌리며 용도를 어루만지네

명 여 각 간 랄

공 장 살 수 고

평 생 경 앙 지

휘 루 무 용 도

4

日月精忠貫  일월은 정예한 충심이 꿰뚫고

山河壯氣高  산하는 장렬한 기운이 높아라

鯨鯢猶跋浪  괴물고래 아직도 파도를 치니

怊悵撫龍刀  서글프게 용도만 어루만지네

일 월 정 충 관

산 하 장 기 고

경 예 유 발 랑

초 창 무 룡 도

功盖三韓大  공적은 삼한을 크게 덮고

名垂萬代高  명성은 만대에 높이 드리웠네 

人亡憂轉劇  인걸은 죽고 근심은 더해가니  

慷慨撫腰刀  강개하여 요도를 어루만지네

공 개 삼 한 대

명 수 만 대 고

인 망 우 전 극

강 개 무 요 도

大海旌旗耀  큰 바다에 깃발이 찬란하고

將軍意氣高  장군은 의기가 높았네

千秋留一絶  천추에 시 한 구절 남기니

詠罷撫長刀  읊고나서 긴 칼을 어루만지네

대 해 정 기 요

장 군 의 기 고

천 추 류 일 절

영 파 무 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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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바다에 도열한 수군의 깃발과 장군의 의기를 칭송한 다음, <한산도야음>시를 천추에 남긴 

이충무공 스스로가 이 시를 읊고 나서 긴 칼을 어루만지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다. 

유집일(兪集一 :1653~1724)의 차운시에서도, 용도(龍刀)를 어루만지는 인물은 역시 이충무공 자신이다.

이상으로 <한산도야음> 차운시에 나타난 무검의 문학적 형상화를 일람해보면서, 시 속에서 

이충무공에 대한 경모의 심상이 무검이라는 행위를 통해 투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무검의 

의미는 단순한 경모 그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호국에 대한 일념을 마음 속으로 다잡게끔 하는 단초가 된다.   

(2) 갑중도(匣中刀)와 용음(龍吟)

조식(趙湜 : 1648~1714)은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 이충무공의 기운과 명성을 칭송하면서 노량의 

천년 달빛이 일찍이 이충무공의 갑중도를 비추었으리라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인환(李寅煥 : 1633~1699)의 차운시 속에서 검갑 속의 칼은 이충무공의 정령이 깃든 충의의 

상징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또, 이유(李濡 : 1645~1721)의 차운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갑중도가 이충무공의 평생 보국하던 뜻을 

담고 있음을 읊고 있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검인 갑중도에는 이충무공의 웅심과 유한(遺恨)이 응축되어 있으며, 주로 웅심은 

갑중도가 토해내는 검광(劒光)으로, 유한은 울음소리로 대변된다. 갑중도는 총 6수, 용음은 총 4수에서 

나타나며, 그 외 강양감사(江襄監司)를 지낸 이희룡(李喜龍 : 1639~1697)의 시 1수에서는 갑중도와 

용음의 의상이 혼재되어있다.

아래 작품은 삼도수군통제사와 공조판서를 지낸 유혁연(柳赫然 : 1616~1680)의 시이다.

賊勢風雷疾  적의 형세 바람과 우레처럼 빠른데

將軍氣槩高  장군은 기개가 드높아라

營門秋月夜  영문에 가을달 비추는 밤 

閑坐撫龍刀  한가로이 앉아 용도를 어루만지네 

적 세 풍 뢰 질

장 군 기 개 고

영 문 추 월 야

한 좌 무 룡 도

氣作山河壯  기운은 산하처럼 장대하고  

名將星斗高  명성은 북두성처럼 높네

露粱千載月  노량의 천년 달빛

曾照匣中刀  일찍이 갑 속의 칼 비추었으리

기 작 산 하 장

명 장 성 두 고

노 량 천 재 월

증 조 갑 중 도

千秋精爽在  천추에 정령(精靈)이 남았으니

萬里海雲高  만리에 바다구름은 높아라

一絶看忠義  시(詩) 일절(一絶)에서 충의를 보나니 

猶存匣裏刀  아직도 갑 속에 칼이 있구나 

천 추 정 상 재

만 리 해 운 고

일 절 간 충 의

유 존 갑 리 도

義與秋爭烈  의기는 가을빛과 매서움을 다투고

名將日並高  명성은 해와 함께 높아라

平生報國意  평생토록 보국하던 뜻을

看取匣中刀  갑 속의 칼에서 본다네

의 여 추 쟁 렬

명 장 일 병 고

평 생 보 국 의

간 취 갑 중 도

閱盡南征錄  「남정록(南征錄)」을 모두 읽어보니

公勳第一高  공의 훈업이 제일 높도다

英靈猶未泯  영령(英靈)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匣裏吼龍刀  갑 속의 용도(龍刀)가 울부짖네 

열 진 남 정 록

공 훈 제 일 고

영 령 유 미 민

갑 리 후 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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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을 병기한 작품으로, 이 시에서도 역시 용음의 의상이 보인다.

충무공의 ‘물의 고장에 가을 풍광 저무는데(水國秋光暮)’ 한 절구는, 내가 젊었을 때 요행히 세상 사람들이 

전송하던 끝에 얻어듣고, 평소에 늘 읊조리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오래되었다. 지금 그 현손인 

도사 이치원은 내 친구인데, 대학사 덕수 이공에게 그 시의 뜻을 미루어 그 사실을 대략 서술하기를 청하였고, 또 

여러 명사들에게 그 운자에 화답해주기를 두루 청하였으니, 그의 뜻은 이것으로 인하여 불후의 명성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전해주어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에게 화답을 부탁한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본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서 번번이 사양하였다. 이제 벼슬이 체직되어 돌아가게 됨에 그 청이 더욱 간절하므로, 

의리상 끝까지 거절해서는 안될 듯 하여, 거칠고 졸렬함을 헤아리지 않고 적어서 전별하노니, 치원은 용서할진저.

이돈은 차운시에서 반란군으로부터 당나라의 강회지역을 방어했던 장순·허원과 이충무공의 공렬을 

견주는 동시에, 한이 남겨진 오래된 물건, 즉 충무공의 대소도가 용울음소리를 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충무공 장검은 두 자루가 제원이 같으므로, 이 시에서의 대소도는 이충무공의 실전용 도검이었던 

쌍룡검으로 간주함이 옳다. 

용음과는 별개로, 이성조(李聖肇 : 1663~1740)와, 이충무공의 종손 이지강(李之綱 : 1601~1687)의 

차운시에서는 갑중도에서 신이(神異)한 검광이 뿜어져 나오는 광경을 묘사한다. 먼저 이성조의 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검의 울부짖음인 용음은, ‘무릇 세상 만물은 무엇인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면 소리내어 우는 

법이다(大凡物不得其平則鳴)’라는 한유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의 구절처럼, 검 스스로 자신에게 

걸맞는 주인을 다시 만나지 못하여 현 세상에 쓰이지 못함을 한탄하는 한숨인 동시에, 용의 자식인 

애자(睚眥)로서 지니고 있는 검 자체의 괴수적 속성을 드러내는 포효이기도 하다. 허물어진 벽에 걸린 

채로 울부짖는 용도(龍刀)의 비통한 울음소리는, 여타 차운시에서도 다양한 양태로 표현된다. 

그 중 신익상(申翼相 : 1634~1697)의 차운시는 용도와 유한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명준(吳命峻 : 1662~1727)의 차운시는 유혁연의 차운시에서와 동일하게 밤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용음이 지니는 처연함이 더욱 배가된다.   

이돈(李墪 : 1642~1713)의 차운시는 그가 이충무공의 현손 이홍의의 부탁을 받고 차운시를 지은 

號令山河動  호령에 산하가 떨었고

功名日月高  공명은 일월처럼 높도다 

如今破壁上  지금은 허물어진 벽 위에

夜吼舊龍刀  밤마다 오래된 용도(龍刀)가 울부짖네

호 령 산 하 동

공 명 일 월 고

여 금 파 벽 상

야 후 구 룡 도

雲海將星落  구름바다에 장수의 별이 지니

麟臺勳業高  기린각에 훈업이 높아라

英雄滿襟淚  영웅의 옷깃은 눈물이 가득하고

遺恨泣龍刀  남은 한에 용도가 우네

운 해 장 성 락

인 대 훈 업 고

영 웅 만 금 루

유 한 읍 룡 도

諸葛祁山烈  제갈량이 기산에서 세운 공렬과

千秋較孰高  천추에 누가 더 높은가

閑山殘月恨  한산섬 새벽달에 한이 남아

夜夜吼龍刀  밤마다 용도가 울부짖네

제 갈 기 산 렬

천 추 교 숙 고

한 산 잔 월 한

야 야 후 룡 도

江淮唐保障  강회 지역은 당나라의 보루인데   

功烈較誰高  공렬을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은가

舊物猶遺恨  오랜 물건에는 아직 한이 남아서

龍吟大小刀  큰칼 작은칼은 용울음을 우네 

강 회 당 보 장

공 렬 교 수 고

구 물 유 유 한

용 음 대 소 도

忠烈爭秋凜  충렬은 가을빛과 늠름함을 다투고 

威名盖世高  위명은 세상을 높이 뒤덮네 

誅鯨餘舊物  괴물고래를 베던 옛 물건이라

光出匣中刀  빛이 갑 속의 칼에서 나오네

충 렬 쟁 추 름

위 명 개 세 고

주 경 여 구 물

광 출 갑 중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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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살(秋殺)의 계절인 가을의 단풍잎처럼 붉은 의상인 충렬은 그 늠름함을 다투고, 이충무공의 위명은 

세상을 높이 뒤덮는다. 왜적인 괴물고래를 베던 옛 물건인 이충무공의 칼은, 아직도 위력을 지니고 있어 

그 검광이 풍성의 보검처럼 갑 속에서 뿜어져 나온다. 

이지강의 차운시에서는 이충무공의 공적과 명성을 칭송하고, 지금까지 이 충무공의 검 속에 장대한 

기운이 남아있기에 갑중도에서 빛을 토한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한산도야음> 차운시 속의 용음과 갑중도의 의상은, 조선후기 도검문학 속에서 용음과 

갑중도가 지니는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웅심과 유한이 깃든 용음. 그러한 용음을 토하는 보검인 

용도를 오래도록 품고 있어야만 하기에 검의 억울함과 답답함과 비통함이 응어리져있는 검갑의 의상은 

<한산도야음> 차운시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그러하기에 <한산도야음> 차운시는 조선후기 

도검문학의 대표적인 전범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         

(3) 기타 도검의상

이순신의 검은,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냉병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 자체를 

상징하는 보검이었다. 충렬과 의기로 대표되는 장군의 웅심과 그 위세, 그리고 못다 이룬 복수의 유한이 

갑중의 용도(龍刀)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예전에 왜적의 검푸른 피에 젖었던 무시무시한 상도(霜刀)의 

위용을 잃지 않고서 때로는 검광으로, 때로는 용음으로 그 장렬한 기운을 표출한다. 이 검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대부들이 문약에 빠져 국가의 위기상황에 무딘 칼인 연도(鉛刀)나 다름없는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시키고, 호란으로 인해 인심과 사기가 몰락하고 춘추대의가 없어진 세태에 대한 

지사의 통한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이러한 충무공의 검에 담긴 충의는, 후일 공의 5세손이자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 : 1676~1728)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다. 임홍량(任弘亮 : 1634~1707)은 그의 <한산도야음> 

차운시 4수 중 제2수에서, 

功盖靑丘域  공적은 청구의 땅을 뒤덮고

名懸白日高  명성은 밝은 해처럼 높이 걸렸네

至今餘壯氣  지금까지 장대한 기운이 남아서

光吐匣中刀  갑 속의 칼에서 빛을 토하네

공 개 청 구 역

명 현 백 일 고

지 금 여 장 기

광 토 갑 중 도

秋光入咳唾  가을빛은 시 속에 들어가니

忠義可爭高  충의는 높음을 다툴만하네

先烈知無忝  선열께 부끄러움을 끼치지 않았으니  

晟刀卽愬刀  이성(李晟)의 칼이 곧 이소(李愬)의 칼이로다  

추 광 입 해 타

충 의 가 쟁 고

선 열 지 무 첨

성 도 즉 소 도

大樹飄零後  큰 나무 흔들려 쓰러진 후

芳名百歲高  꽃다운 이름 백세토록 높아라

何人傳寶唾  뉘라서 보배로운 싯구를 전하리

忠赤凜霜刀  충정의 붉은 마음 서슬퍼런 칼날에 서리었네

대 수 표 영 후

방 명 백 세 고

하 인 전 보 타

충 적 름 상 도

 

앞의 ‘가을빛(秋光)’ 구절은 충무공의 원운(原韻)의 뜻을 써서 선전관 이봉상에게 주어, 기대하고 권면하는 뜻을 

부친다. 옛 말에 ‘충성과 의리의 기상은 가을빛과 높기를 다툰다’라 하였다. 옛날 당나라 이성은 바로 중흥의 

명신으로서 보검을 가지고 나라를 중흥시킨 공이 있었다. 그 검을 자손에게 전하니, 그 후손 이소가 또 선대의 검을 

가지고 회채(淮蔡: 蔡州의 淮西鎭)의 난리를 평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고사를 인용하여 나의 간절한 희망을 보인다.   

라 읊으며 충무공의 검을 당나라의 명신인 이성(李晟)과 그 후손인 이소(李愬)가 검으로 공을 세운 

사적에 빗대어, 이 시를 당시 선전관이었던 이봉상  에게 주어 충무공 검의 정신을 이어받도록 

권면하였다. 이봉상은 추후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부임했다가 이인좌(李麟佐)의 난(1728) 때 청주성에서 

적의 기습을 받아 항복을 권유받았을 때,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충의가 있는데, 어찌 너희 역적놈들을 

따르겠느냐! 역적들아 빨리 나를 죽여라!(我家世忠義, 豈從汝逆竪叛耶! 逆賊逆賊速殺我!)  ”라 외치며 

장렬하게 순절한다. 

이충무공의 충정을 서릿발같은 칼날과 동일시시키는 의상도 차운시 속에서 등장한다. 이인빈(李寅賓 

: 1625~1695)의 차운시에서는,  

라 하여 이충무공의 일편단심 충정을 상도(霜刀)로 이미지화시키고 있으며, 조상우(1640~1718)의 

시에서는 살인무기로서의 근원적 성격을 지닌 호국검의 이미지가 푸른 피로 물든 상도로 그려진다.

5

6

6 「渼湖集」卷20 <三忠傳>. 

5  이봉상은 1722년(경종 2) 목포 
고 하 도 에  이 충 무 공 기 념 비 를 
세웠다.  비명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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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데 , 
南九萬이 비문을 짓고 趙泰耉가 
글을 썼으며 ,  아직도 비석이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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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는 보검의 의상이 두 수 등장하는데, 먼저 이유(李秞 : 

1618~1687)의 차운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태묘랑 이홍의씨가 소매 속에 충무공이 남긴 싯구 2폭을 지니고 와서 나에게 보이며, 한 마디 말을 받아 거기에 

붙이려 하였다. 대개 추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성대한 뜻인데, 충무공은 나에게 있어서 종성의 선배로, 평생의 

충절은 후세에서 우러러보는 바이니, 지자운(知字韻) 1연에 이르러서 대개 그것을 볼 수 있다. 다행히 이 한 

편은 세간에 유전되었는데, 유독 그 전편을 보지 못함이 한스러웠다. 또 한산도절구는, 변방에서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을 상상해보게 한다. 아! 세대가 서로 떨어진 것이 80여년인데, 무슨 행운으로 두 편의 시가 멀리 변방에까지 

부쳐졌는지,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지금 나는 북쪽 변방에 와서 지키는데, 수루에서 고생하는 여가에 충무공께서 

나라를 위했던 일편단심이 더욱 생각난다. 드디어 느낌이 있어 무릎을 치며 나의 고루한 솜씨를 잊고 말미에 

화답하여, 때때로 스스로 보노라.  

  

이 시에서 보도, 즉 보검은 비록 나이는 늙어가지만 결코 스러지지 않은 웅대한 마음을 의탁하는 

상징적 기물이다. 군자의 수신기물로서의 도검인 수양검과 사대부의 의기를 응축하고 있는 

의검(義劒)적인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보검의 의상은, 사대부들의 서화고동 수집 취향과도 맞물려 

조선후기 도검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다음은 임홍량의 차운시 4수 중 제3수이다.

 

이 시에서 이충무공의 도검은, 장군의 손에 쓰이자 천추에 길이 남는 보검으로 인식이 되게 된다. 이 

부분은 바로 도검의 성능 그 자체보다도 도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보검을 평가했던 

조선후기 사대부의 보검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용도(龍刀)의 의상도 일람해보도록 하자. 임홍망(任弘望 : 1635~1715)의 시에서 용도는 

용천·태아검 고사와 맞물려 보검으로서의 의상을 보여준다.

 

송징은(宋徵殷 : 1652~1720)의 차운시는 1697년에 지어진 작품인데, 이 시에서는 두 자루의 용도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정축년(1697) 봄에 나는 아산의 수령으로 나가, 고을에 이르자마자 옛 유적을 순방하였는데, 부로(父老)들이 

충무공의 묘가 아무 마을에 있다고 말하였다. 아! 공은 임진년에 뱀과 돼지같은 왜적들이 거듭 노략질하자 

말장(末將)의 신분으로 일어나 국방의 수비를 명받아 호해(湖海)의 사이에서 가로막아 끝내 흉적을 몰아내고 

난리를 안정시켜 다시 나라의 운명을 보전하였으니, 그 정예로운 충정과 위대한 공적은 사람들의 이목에 환히 

빛난다. 평소 거처할 때에 언제나 우러러 흠모하지 않음이 없었거늘, 하물며 공의 의관이 보관된 곳이 내가 

다스리는 고장에 있으니, 그 감개와 경모의 심정이 더욱 어떠하였겠는가?  

어느 날 그 후손 신녕공이 충무공께서 한산도에서 읊은 절구 한 수를 소매 속에 넣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곧 

손을 씻고 종이를 펼쳐 한 번 읊어보니, 그 기운은 호방하고 웅지가 매서우며, 말은 고상하고 격조가 맑아, 비록 

자투리만 남은 싯구일지라도 공의 충의가 글자 밖으로 넘쳐나 가리울 수 없음을 족히 볼 수 있었다. 대저 옛날 

萬斛龍驤駛  만곡을 실을 수 있는 큰 전함은 날래고

千層虎帳高  천 층이나 되는 호장(虎帳)은 높아라

雄心猶不死  웅대한 마음 아직 죽지 않아서

碧血染霜刀  푸른 피가 서릿발 칼날에 물드네

만 곡 용 양 사

천 층 호 장 고

웅 심 유 불 사

벽 혈 염 상 도

酆城菀狴氣  풍성에 그득 서린 기운이            

光射斗牛高  높이 두성과 우성에 빛을 쏘네

一試將軍手  한 번 장군의 손에 쓰이자

千秋作寶刀  천추에 보검이 되었네

풍 성 울 폐 기

광 사 두 우 고

일 시 장 군 수

천 추 작 보 도

北來星斗近  북쪽으로 오니 북두성이 가깝고

南望嶺天高  남쪽을 바라보니 고개넘어 하늘이 높네

自笑書生老  서생으로 늙어감이 스스로 우습지만

雄心倚寶刀  웅대한 마음을 보검에 의지하네

북 래 성 두 근

남 망 령 천 고

자 소 서 생 노

웅 심 의 보 도

欲識吾鄕事  우리 고장의 일을 알려거든

唯當着眼高  눈을 들어 높이 바라보라

至今牛斗上  지금껏 우성과 두성 가에는

餘氣射龍刀  용도가 남은 기를 쏘나니

욕 식 오 향 사

유 당 착 안 고

지 금 우 두 상

여 기 사 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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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집을 잡고 육도삼략을 닦던 자들은, 으레 문필이나 글씨가 서툴 것 같으나, 여사로 닦은 문장이 간혹 문원에서 

드날려 글의 문장이 찬란히 드러나 후세에 전할 만 하였으니, 아마도 하늘이 부여한 통재(通才)라서 익히지 않고도 

능했던 것인가. 옛날 한문공은 장순을 칭하여, ‘학문을 좋아하여 읽지 않은 글이 없고, 한서를 외우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충무공 또한 활쏘고 말달리던 여가에 글씨와 역사에 노력을 기울여, 가슴에 온축되어 

말로 드러난 것이 이와 같았다. 대저 충무공이 세상에서 불후한 것은, 다만 이것에 바탕한 것이 아니지만, 오직 그 

해타(咳唾)의 나머지일지라도 사라지게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근세의 여러 명사들이 공의 시에 많이 차운하여 거의 

십수 편이 되었다. 신녕공이 나에게 화답시를 부탁하니, 문식이 졸렬하다고 사양할 수 없어서 삼가 운자를 따라서 

대략 서술하여, 시경의 ‘누구나 우러러보는 높은 산 같은 덕과 또 그 뒤를 따르는 밝은 길(高山景行)’의 뜻을 

부치는 바이다.  

평생 손에 잡던 물건인 두 자루 용도는 바로 이충무공의 실전용 도검인 쌍룡검 한 쌍이다. 현재 

현충사에 남아있는 이충무공장검 한 쌍의 경우는 평소 패용과 실전 사용이 불가능한 검이기에, 실제로 

사용하던 두 자루 용도는 당연히 쌍룡검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홍량의 차운시 4수 중 제1수에서도 역시 용도의 의상이 목격된다. 이충무공과 <한산도야음>을 

칭송한 다음, 나라를 다시 세운 공렬이 오래된 용도에 남아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삼석(李三碩 : 1656~1710)은 충무공의 공훈과 절의를 칭송함과 동시에, 옷깃 가득한 눈물을 

용도에 뿌리는 행위를 통해 이충무공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시들을 제외한 여타 차운시 속에서는 상도(霜刀)와 보도(寶刀), 용도(龍刀) 이외에도 

다양한 도검의상들이 보인다. 윤증(尹拯 :1629~1714)의 차운시를 보도록 하자.

장중승의 <수양성중>이라는 시에, ‘문을 여니 변방의 달 가깝고, 전쟁이 치열하여 진영의 구름은 깊구나’라는 

구절이 있는데, 장군의 이 작품과 그 뜻이 한 가지이다. 제갈승상의 시호는 충무인데, 장군의 공훈과 업적이 마땅히 

위대한 이름을 같이 받을 만하다. 국가가 남북에서 적의 침노를 받고도 치욕을 아직 씻어내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장군을 생각함이 오래되어도 그치지 않으리라. 우리들과 같은 썩은 선비는 다만 연도(鉛刀)일 뿐이니, 설령 급박한 

일이 생겨도 어찌 한 번이나마 벨 수 있겠는가? 감개한 나머지 심정을 시에 드러내노라.

또 이여(李畬 : 1645~1718)는 그의 시에서 이충무공의 공훈을 칭송하면서, 한산섬 가을밤을 시로 

읊었던 이충무공의 뜻이, 곧 갑 속의 두 자루 칼에 투영됨을 말하고 있다.

赫赫勳名壯  빛나는 공훈과 명성은 장대하여 

三韓義節高  삼한에 절의가 드높아라

平生手裏物  평생 손에 잡던 물건으로

惟有兩龍刀  오직 두 자루 용도가 있네

혁 혁 훈 명 장

삼 한 의 절 고

평 생 수 리 물

유 유 양 용 도

德水人豪挺  덕수 이씨 중 빼어난 호걸로   

閑山韻更高  한산섬 시는 더욱 높아라

三韓再造烈  삼한을 다시 세운 공렬을 

看取舊龍刀  오래된 용도(龍刀)에서 보노라

덕 수 인 호 정

한 산 운 갱 고

삼 한 재 조 열

간 취 구 용 도

師出身先死  군대가 출정하매 몸이 먼저 죽으니

功尊節益高  공훈은 우뚝한데 절의는 더욱 높네

平生滿襟淚  평소의 옷깃 가득한 눈물을

霑灑舊龍刀  오래된 용도에 뿌리네 

사 출 신 선 사

공 존 절 익 고

평 생 만 금 루

점 쇄 구 용 도

睢陽遺響遠  수양성 노래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諸葛大名高  제갈승상처럼 큰 명성은 높아라

八袞思勁翮  팔곤에서 굳셈을 생각하고

一割愧鉛刀  한 번 베려 해도 연도가 부끄럽네

수 양 유 향 원

제 갈 대 명 고

팔 곤 사 경 핵

일 할 괴 연 도

第一中興將  제일가는 중흥의 장수

身殲勳更高  몸은 죽어도 공훈은 더욱 높다네

閑山秋夜意  한산섬 가을밤의 뜻

舊匣尙雙刀  오래된 갑 속에 아직도 쌍도가 있네

제 일 중 흥 장

신 섬 훈 경 고

한 산 추 야 의

구 갑 상 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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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필용(呂必容 : 1655~1729)은 이충무공의 훈명과 절의를 칭송한 다음, 지난날 이충무공이 사용했던 

검에 성스러운 광택이 감돌아있기에 그 검을 팔 수 없다고 노래한다. 

임홍량의 차운시 중 제4수는 1·2구에서 누선 위의 이충무공이 드높은 가을하늘 아래에서 검을 뽑는 

정경을 보여주면서,  3·4구에서 장군의 검을 대식국, 즉 사라센제국의 명검인 샴쉬르와 비교하고 있다. 

이준(李畯 : 1637~1701)의 차운시에서는 이충무공의 명성과 충의를 칭송함과 동시에, 3구에서는 

사대부가 중시하는 문묵을 나머지 일로 치부하고, 4구에서는 이에 반해 대도에 빼어난 공훈이 있다는 

표현을 통해 숭무적인 시상을 드러내고 있다.

김유(金楺 : 1653~1719)는 구름 덮인 하늘아래 파도치는 한산도의 정경을 보여준 다음, 만고의 

영령이 된 이충무공의 영혼이 밤마다 칼을 두드린다고 하여, 칼이라는 기물을 통해 이충무공을 추념하고 

있다.      

이상으로 <한산도야음> 차운시에 드러난 기타 도검의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차운시 속의 검은 

이충무공과 공의 5대손 이봉상의 관계에 대응하는 당나라의 명장 이성과 그 후손인 이소의 검으로 

표현되기도 했었고, 상도(霜刀)와 보도(寶刀), 용도(龍刀)의 의상으로서 시 속에 드러나기도 했으며, 

여타 다양한 양태의 도검의상으로 시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검의상의 문학적 형상화는, 

조선후기의 도검문학 속에서 도검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닌 기물이었나 하는 점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海嶽勳名重  바다와 산악처럼 훈명은 무겁고 

秋天節義高  가을 하늘처럼 절의는 높아라

哀榮紆聖渥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스러운 광택 감돌아   

不賣舊時刀  지난날의 칼을 팔지 않았네

해 악 훈 명 중

추 천 절 의 고

애 영 우 성 악

불 매 구 시 도

仙李樓船將  훌륭한 이씨 가문 누선의 장수가 

拔鞘天爲高  칼을 뽑으니 하늘이 드높아라

試問將軍劒  묻노니 장군의 검은

何如大食刀  대식국의 칼과 어떠한가?

선 이 루 선 장

발 초 천 위 고

시 문 장 군 검

하 여 대 식 도

聲名雲水白  명성은 구름과 물처럼 희고

忠義秋天高  충의는 가을 하늘처럼 높아라 

餘事乃文墨  문묵은 바로 나머지 일이니

奇勳在大刀  큰 칼에 빼어난 공훈이 있다네

성 명 우 수 백

충 의 추 천 고

여 사 내 문 묵

기 훈 재 대 도

雲愁孤島立  드리운 구름 아래 외로운 섬이 우뚝하고      

水咽海天高  철썩이는 파도에 바닷가 하늘은 높아라

萬古英靈在  만고의 영령이 계시어  

時時夜擊刀  밤마다 칼을 두드리네 

운 수 고 도 립

수 인 해 천 고

만 고 영 령 재

시 시 야 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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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대부의 여진족에 대한 분노는 조선후기 도검문학 속의 도검에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었다. 여진족의 침입으로 인하여 겪은 전란의 치욕을 북벌의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었던 17세기 조선 사대부의 자존심은, 도검문학 속에서 문학적으로 발현되어 도검의 의상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었다.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서화골동 수집의 유행에 맞물려 경화세족의 도검애호경향이 

심화되면서,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된 도검문학의 지평도 아울러 확대된다. <한산도야음> 차운시는 

이러한 조선후기 도검문학의 발전과정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로서, 임진왜란 당시 호국의 영웅인 

이순신의 <한산도야음>시를 각계의 고관대작과 명사들이 차운하여 33수나 지었고, 이충무공에 대한 

경모의 마음이 담긴 차운시의 중심적인 소재로서 도검의 의상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호국적인 

성격이 강한 <한산도야음>차운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한산도야음> 차운시에서 보이는 무검과 갑중도·용음은, 비단 차운시 뿐만 아니라 장수의 전투용 

도검인 호국검에 대한 여러 한문학 작품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이는 바로 도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의 

전형적인 양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질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볼 때, <한산도야음> 

차운시들은 조선 후기의 도검문학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호국검의 특징을 규정지을 수 있는 전범이 된다. 

조선후기 도검문학 속의 도검 의상 중 호국검(護國劒)의 의상은, 근본적으로 호란(胡亂)의 치욕을 

씻고자한 조선의 사대부들이 갈망했던 강력한 무력(武力)을 의미한다. 왜적의 침입을 훌륭하게 격퇴한 

이충무공의 도검을 시 속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던 차운시 작가들은, 직접적으로 여진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지는 않았지만 이충무공에 대한 경모의 심정을 시를 통해 형상화하고 장군의 무력을 

상징하는 도검을 계속적으로 노래하는 과정을 통해, 이충무공을 추모함과 동시에 국가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스스로 다잡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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