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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李舜臣)이 임진왜란 중 조정에 보고한 장계(狀啓)가 그 당시와 후대의 등록(謄錄) 형식에 따라 3자에 의해 등서되어 현재 장초

(狀草), 계초(啓草), 계본(啓本) 등으로 전한다. 특히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재직할 때 작성된 『임진장초(壬辰狀草)』는 대표적인 장계로 
많이 알려졌다. 

최근에 분실되었다가 소재가 확인된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함께 후대의 이순신 장계류에 전범이 될 만큼 사료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국보급 유물이다. 그러나 이 책이 이순신 관련한 새로운 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분실되었던 장계별책인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서지적인 고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증하였다.

“충민(忠愍)”은 이순신이 사후에 사용했던 명칭이었고, 1662년에 장계가 등서되어 『충민공계초』가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있는데, 그간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장계별책에도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 있었다는 점이 서로 일치하는 
점이다. 특히 1928년 일본인들이 촬영한 사진 11장의 형태와 내용이 『충민공계초』에 들어있는 12편과 완전 일치한다. 조선사편수회에서 
이 책을 “별도로 초사(抄寫)한 계초(啓草) 1책”이라고 한 점, 이 책의 12편으로 장계를 보충한 점, 홍기문과 이은상이 장계초본에 기존 
『임진장초』에 없는 12편이 더 들어있다고 한 점, 조성도가 12편을 따로 별책본으로 분류한 점 등은 12편이 들어있는 장계별책을 『충민공

계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충무공계초』는 편수가 총 62편이므로 12편이 더 들어있는 분실된 장계별책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충무공유사』의 「충무공계본」

은 모두 16편이다. 본문에는 이두문이 그대로 실려 있고, 뒤의 3편은 『충민공계초』원문과 동일하다. 지금까지 이두문이 그대로 실린 것은 

1935년에 간행된 조선사편수회의 『임진장초』가 유일했는데, 「충무공계본」의 간행된 시기가 오히려 이를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민공계초』가 장계별책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은 이은상이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라고 한 말에 근거한다. 1953년 설의식이 

『이순신수록 난중일기초』에 『무술일기』초고 사진 1장을 도판으로 처음 소개하였다. 이은상도 『무술일기』에 장계초본 별책 속의 친필 일기

초 2면을 첨가했고, 다시 “장계 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의 일기 한 장”과 “별책부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의견은 설의식이 
정확한 출처를 모르고 소개한 “『무술일기』 초고 사진 1장”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은상은 『충무공유사』를 장계관련 책으로 잘못 파악하고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란 말을 하였다. 이는 실제 원본상황과 다른 
잘못된 견해이므로, 굳이 이를 정정한다면 “충무공유사의 일기 1장”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기 1장이 딸린 장계별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박의 근거가 잘못된 것이다. 

요컨대 『임진장초』 이외의 모든 장계들을 장계별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통상 지칭되었던 장계별책에 유독 12편이 더 실려 
있다고 한다. 이 점이 다른 장계류와 차별화된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장계이본 중에서 유일하게 12편이 더 수록된 『충민공계초』가 기존에 
알려진 장계별책이라는 견해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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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충무공(忠武公) 이순신(李舜臣, 1545~1598)이 임진왜

란 중 조정에 보고한 장계(狀啓)가 그 당시와 후대의 3자

에 의해 등록(謄錄) 형식에 따라 등서되었다. 현재 전하는 

이러한 장계류에는 장초(狀草), 계초(啓草), 계본(啓本)이 

있다.1 특히 그 당시 전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재직할 때 

작성된 『임진장초(壬辰狀草)』는 대표적인 장계로 많이 알려

졌고, 후대에는 이를 ‘진중보고서’ 또는 ‘전황보고서’라고도 

칭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왕에게 올린 장계와 세자에게 올린 

장달(狀達)이 구분된 형식으로 날짜별 작성되어 있다. 일

반적으로 이를 칭할 때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편의상 장계

라는 말로 통칭한다. 내용은 주로 전쟁 중 주요 해전의 출

전 경과 및 전과, 그리고 일본군과 조선군의 진영상황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다. 이것이 비록 이순신의 친필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중요한 사료

가 되어 준다. 현재 『임진장초』는 『난중일기』와 함께 국보 

76호로 지정되어2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다. 

본래 이순신의 종가에는 『임진장초』와 함께 장계별책

(狀啓別冊)3이 있었다고 한다. 1969년 4월 29일자 동아일

보 기사에 나온 현충사 유물전시관의 전시 목록4을 보면, 

17개 유물 중에 장계초본(狀啓草本)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장계별책, 또는 170여년 뒤에 이순신의 후손 이태

상(李泰祥)이 등서한 초본5일 것이다. 장계별책이란 명칭은 

통상 『임진장초』와 병칭되어 이와 다른 계초나 초본을 지

칭하는 말이다. 특히 장계류 명칭에 들어있는 초(草)자에는 

베끼다(등록)의 의미가 있으므로 서로 통용될 수 있다. 홍

기문은 장계초본을 12편이 더 들어 있는 장계초안으로 보

았고,6 이은상은 임진장초 61편과 그 외 장계 12편을 합한 

것을 장계초본 2책이라고 하였다.7 후자는 자세한 설명없이 

편수만을 언급함으로써 그 외 장계가 12편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였다. 

현재 현충사에는 장계 별책이 보관되어 있지 않고, 

2007년 경 이순신의 종가에서 분실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면 장계별책은 과연 어떤 책이며 지금까지 왜 그 존재가 불

1 장초(狀草)(장달 포함)는 국보 76호 ① 임진장초, 계초(啓草)는 ②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 이순신종가 소장했으나 분실)와 ③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해사

박물관 소장) ④ 계본(啓本)은 『충무공유사』의 충무공계본(忠武公啓本, 규장각 소장)이 있다. ②는 충무공전서에 모두 실려 있고(12편 추가), ③과 ④는 문헌상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미공개자료로서 기존 장계보다 분량이 적다. 

2 1959년 1월 23일 『임진장초』가 『난중일기』, 『서간첩』(일괄 9책)과 함께 국보 제76호로 지정되었고, 문화재명칭은 “이충무공난중일기 부서간첩임진장초(李忠

武公亂中日記附書簡帖壬辰狀草)”이다.

3 장계별책이란 명칭은 이은상의 「난중일기 해제」에서 비롯했고 현충사 책자에 인용되었다. 『충무공과 현충사』 50쪽에 보면, “충무공의 장계는 임진장초 61편 

외에 종가댁에 보관되어온 별책에 12편의 장계 초본이 있어 73편의 장계 초본이 전해지고 있는 바 이충무공전서의 71편과 대조하여 보면 전서와 초본에 수

록된 것 중 내용이 같은 것이 66편, 전서에는 있으나 초본에 없는 것이 5편, 초본에는 있으나 전서에는 없는 것이 7편 등 총 78편이 충무공의 장계로 전해진

다.”고 하였다.  

4 동아일보, 1969. 4. 29, 「유물전시관 전시품목」. 

•유물 : 장검 2병, 옥로 1구, 요대 1구, 도배구합 1쌍, 난중일기 7권, 서간첩, 임진장초. 

•팔사품 : 도독인 1개, 호두령패 1개, 참도 1병, 괴도 1병, 남소령기 1폭, 독전기 1폭, 홍소령기 1폭,곡나팔 1개. 

•  교지 : 이충무공무과급제교지, 부인방씨숙인교지, 사부유서, 둔전검절유지, 호상교지, 사부유지, 기복수직교지, 감결, 증직교지, 부인방씨정경부인교지, 증

호직봉교지, 선무공신상훈교지, 상훈추사교지, 증시교지, 정종의증직교지, 치제문, 장계초본.

5 『이충무공전서』부록3에 이순신의 후손 이태상(李泰祥)이 지은 「狀啓草本跋」이 있다. 170여년 만에 오래된 계본(啓本)이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고쳐서 등서한

다고 하였다. 

6 홍기문, 1955, 「장계」 『리순신장군전집』, 국립출판사(평양), p.4. “후손 태상(泰祥)이 수집한 장계 초본이 최근까지 그 후손인 아산 사는 이종옥(李種玉)에 의해

서 보존되어 있다. … 장계초안에는 초간본(전서본)에 비해서 62에서 73까지 12통의 장계가 더 있다”.

7 이은상, 1960b, 「장계」 『이충무공전서』, 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狀啓草本 2책에는 73편(1책은 61편, 또 한 책은 12편)이다”, “현충사의 

초본이 비록 충무공의 친필은 아니고 그것을 등초해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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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상태로 명칭만 남아있는 것인가. 장계별책이란 본래 

책이름이 아닌 또다른 장계에 대한 대칭이므로, 어느 특정

한 책자를 지칭한 말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조선사편수

회의 『조선사료총간』 제6(1935) 해설8과 홍기문과 이은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장계별책에는 기존 임진장초에 없는 12편

이 더 들어있다는 말이 항상 부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점에서 장계별책은 임진장초에 없는 12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최근 충무공 종가에서 분실되었다가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 『충민공계초』라

는 책은 매우 주목할만하다. 바로 이 책에 기존 『임진장초』

에 없는 12편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진장초』와 마찬가지로 이순신의 보고내

용을 등록한 책자이다. 2015년 4월 필자는 이 책이 바로 

지금까지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장계별책이라고 발표하였

다.9 그 근거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에 소장된 1928년 일본인이 촬영한 이순신 계초(啓草) 사

진 11장10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충민공계초』원본과 완전

히 일치했다. 

<사진 1>에 보다시피 두 사진이 서로 일치하는데 그 

당시 일본인이 이순신의 종손 이종옥씨가 소장한 『충민공

계초』 73장 중의 일부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긴 것이다. 

이 책이 이순신종가의 유물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더 중

요한 사실은 이 11장 사진에 실린 내용이 이른바 “『임진장

초』에 없고 『이충무공전서』 「장계」에 있는 12편”의 내용과

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충민공계초』를 장계별책으

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한편 필자의 견해에 대해 반론이 일부 제기되었다.11 

이은상이 말한 장계별책에 일기 1편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민공계초』는 그와 다른 책이라는 것이다. 반론주장의 핵

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같은 주장으로 인해 이 책이 정

작 이순신 관련한 새로운 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분실되었

던 장계별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충민공계초』에 대한 서지적(書誌的) 

고찰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고증하고, 『충민공계초』가 장계 

별책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 반론의 근거가 되는 “장계별책

의 일기 1편”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

까지 알려지지 않은 장계들도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순신의 장계에 대한 연구는 『임진장초』 번역서12와 『충민

8 조선사편수회, 1935, 『조선사료총간』 제6, 범례.

9 연합뉴스, 2015. 4. 6, 노승석은 연합뉴스에 「이순신 장계별책으로 확인된 충민공계초」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그 증거로 충민공계초사진과 1928년 일본

인이 촬영한 사진(일치부분)을 공개했다.

10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에 소장된 사진 복사본을 현충사 송대성 과장님으로부터 받아 『충민공계초』와 비교검토 뒤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필름번호는 사자 0246(서지사항), GF 4610∼GF 4619(사진 10장), GF 4798(사진 1장)이고, 서지사항에는 “제명(題名) 이순신계

초(李舜臣啓草), 1928년 5월 촬영. 소장자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이종옥(李種玉 1887∼1941, 이순신의 13대 종손)”으로 되어있다. 충민공계초가 여기

서는 “이순신계초”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사편수회, 1935, 앞의 책 해설에는, “본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조사결과, 지난 1928년(昭和3) 2월에 李舜臣에 관한 

문서, 기록 및 유물일체의 촬영을 마치고 조선사 편수의 史料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11 부산 연합뉴스, 2015. 8. 17, 「충민공계초 분실, 장계별책 동일여부 논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박물관 측은 “충민공계초는 장계별책과 다른 이순신 관련 완

전히 새로운 자료”라고 하며 분실된 장계별책은 장계 12편과 일기 1편이 수록돼 있고, 이는 이은상과 조성도에 의해 언급되었다고 하였다. 

12 靑柳南冥, 1916, 「狀啓」 『原文和譯對照 李舜臣全集』 일어번역, 조선연구회; 홍기문, 1955, 앞의 책; 이은상, 1960b, 앞의 책; 조성도, 1973, 『임진장초』, 

동원사.

충민공계초 사진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1928년 일본인이 촬영한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사진 1.   『충민공계초』 사진과 일본인이 촬영한 사진이 일치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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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계초』 논문13이 있다.

Ⅱ. 『충민공계초(忠愍公啓草)』의 서지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함께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의 전황을 보고한 내용을 후대의 3자가 등록형식에 따

라 등서한 책자이다. 이 책은 이두부분이 『임진장초』와 글

자상 차이가 있지만, 1795년(정조 19) 윤행임(尹行恁)과 유

득공(柳得恭)이 『이충무공전서』를 간행할 당시 이두본을 

합본하여 전서 권2와 권4 사이에 수록하였다. 이 판본이 후

대의 이순신 장계류에 전범이 되고 있으니, 『충민공계초』의 

가치는 매우 지대한 것이다.

이 책은 현재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에 나온 『충민공계초』 관련 논문을 보면, “이순신이 국왕

과 세자에게 올린 계(啓)·달문(達文)을 등서한 장계 등록

류 편찬물이다. 임진장초와 비교하면 제2차 당항포 전투에 

대한 기록을 포함한 문서 12건이 더 수록되어 있다.”14고 하

였다. 편자 미상, 크기는 23.8×41.2, 종이는 저지(楮紙), 본

문의 글씨는 행서(行書)로 되어있다. 총 1책 73장 68편으로 

되어있고 만력 20년(1592년) 4월 15일 술시부터 만력 22년

(1594년) 4월 20일까지의 전쟁보고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

히 여기에는 기존 『임진장초』에는 없고 『이충무공전서』에 

있는 12편이 더 들어있다.

『충민공계초』 12편 (오른쪽은 전서본의 장계편명) 

1.   만력 22년(1594년) 2월 25일 계본 - 請忠淸水軍節度使催促到陣狀

2. 만력 22년 2월 25일 계본 - 請罪遲留諸將狀

3.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 請賞義兵諸將狀

4.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 請措劃軍粮狀

5.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 陳倭情狀

6.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 唐項浦破倭兵狀

7. 만력 22년 4월 20일 계본 - 陳倭情狀

8. 만력 22년 4월 2일 계본 - 請罪過期諸將狀

9. 만력 22년 4월 19일 계본 - 哨探倭兵狀

10. 만력 22년 4월 11일 계본 - 設武科別試狀

11. 만력 22년 4월 20일 달본 - 舟師所屬諸將休番狀

12. 만력 22년 4월 20일 계본 - 請罪闕防諸將狀

이외에 이항복이 쓴 『이통제비명(李統制碑銘)』, 『고통

제사이공유사(故統制使李公遺事)』와 박승종이 쓴 『충민사

기(忠愍祠記)』가 있다. 표지 왼쪽에는 “충민공계초(忠愍公

啓草)”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은 그 글씨가 희미한 상태로 일부 마모된 데다 충민(忠愍)

이란 명칭15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표

지 명칭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이를 대신하여 장계별책, 

또는 장계초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 중간에는 

“[壬]辰年兵乱事”라고 씌여 있다. 본래 “충민(忠愍)”은 이순

신이 사후에 사용했던 명칭인데, 이는 1600년16 이항복(李

恒福)의 주청으로 건립된 사액사당인 전남 여수 충민사(忠

愍祠)17에서 따온 것이다. 윤휴는 “조정에서 묘액을 충민이

라 내리고 비석을 세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18고 하였다.

13 정주호, 1992, 『임진장초 중심으로 한 전후기 이두어휘 대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이, 2014, 「충민공계초」 『임진왜란 시기 장계에 나타난 조

선식 한문연구』 부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박선이, 2014, 위의 논문, p.14.

15 조선시대 충민(忠愍)이란 칭호를 사용한 인물은 권자신(權自愼), 윤각(尹慤), 이봉상(李鳳祥), 임경업(林慶業) 등 24명이 있는데, 특히 충민이 이순신의 칭호였

다는 사실은 관련문헌이 희박하여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16 사액(賜額)한 연도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다. ①1600년(선조 33년), ②1601년(선조 34년) 

① 『연려실기술별집 제4권』 「祀典典故 書院」, “忠愍祠 : 萬曆庚子建, 賜額. 李舜臣 李億祺 安弘國”. 『大東地志』, “忠愍祠 宣祖庚子建 同年賜額”.  

②   이항복, 「忠愍祠記」, “上之三十四年正月, 命臣恒福, 視師南服, 召至便殿. 敎曰 故統制使臣李舜臣 乃心王室 卒死王事 予惟寵愍之 迄未有廟 是以命汝以

昭厥績”.

17 이항복, 「忠愍祠記」, “廼以是年某月, 工告斷手. 臣恒福遂以訖事, 告成于朝, 仍請廟額, 以榮其事”.

18 윤휴, 『백호전서』 23권, “凡軍民之過其下者 無不醊之然後去 又刻石立碑曰 李將軍墮淚之碑 其後朝廷賜廟額曰忠愍 立石記其事 後諡曰忠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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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633년에 남해현령 이정건(李廷楗)이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충렬사(忠烈祠) 안에 이순신을 추모하기 위

해 충민공비(忠愍公碑)를 세웠다.19 1643년에 충무(忠武)라

는 시호가 내려졌지만,20 그 이전에는 사액명과 비석에 쓰인 

“충민”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1666년 9월 최시옹(崔是翁)이 

『난중잡록(亂中雜錄)』의 서문에 “이충민(李忠愍)이 통제사

로 큰 공을 세우고는 총탄을 맞고 전사하자, 공은 시를 지

어 애도했다.”21고 하였다. 여기서의 이충민(李忠愍)은 통제

사 이순신을 말하는데, 이는 그 당시 충민이 이순신의 칭호

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1658년 6월 대사헌 민응형(閔應亨)이 상소하여 이순

신을 포함한 공신들의 후손을 등용하기를 주청하였고,22 돈

령부 영사 김육(金堉)이 충신으로 가장 표창할만한 이순신

의 묘갈을 세우기를 주청하자,23 효종이 이를 가납하였다. 

1662년에는 예조가 교리 민유중(閔維重)의 계달을 들어 

남해 노량에 묘액을 청하자,24 충렬사(忠烈祠)라는 사액이 

내려졌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1600년 이후에 국

가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현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짐

작할 수 있다. 

이때를 즈음하여 이순신의 장계에 대한 등록작업이 

진행되어 『충민공계초』가 완성되었다. 앞서 충민사의 사액

이름과 충민공비에 사용된 “충민”이 서명에 사용되었다. 본

문의 말미에 “1662년 3월 20일 쓰기를 마치다[康熙元年壬

寅三月念日 書終]”라고 되어있고, 왼쪽에는 지금까지 소개

되지 않은 두 글귀가 초서(草書)로 적혀 있는데, “그대는 각

하(국가 서고)에 들어가 천년의 보물이 되고, 나는 장원급

제자가 되리라.(君爲閣下千年寶 [我作]龍頭第一人)”는 글이

다. 이는 『충민공계초』를 품평한 것으로, 이 책을 옮겨 적은 

이가 추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고려 문종 때 문신 고

효충(高孝沖)이 과거시험에 제출한 시권(詩卷)의 일부 내용

25과도 비슷하다. 그 당시 필사자가  『충민공계초』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한 것이다. 

1795년 『임진장초』와 『충민공계초』를 합본한 전서본

의 「장계」가 활자로 간행되었고, 이것이 전범이 되어 1935

년 조선총독부관할에 있었던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사료

총간』 제6, 『난중일기·임진장초』(활판)라는 이름으로 재간

하였다.26 『조선사료총간제6』 「범례」에 보면, “별도의 장계 

초본(抄本) 1책이 전존(傳存)하는데, 이것을 함께 기록하고 

19 「忠愍公碑」, “將軍國朝忠烈人也 以統制當萬曆丁酉之難 王事未竟 星殞於露梁之上 靑山不改 碧海長流 余不肖辱守是邦 吊於五丈之原 不覺潛然出涕 卽

捐俸鳩工 立祠是原 永屬香火之依歸 良有以也 將軍之軒 天地貫日月 精忠偉績 詳在國史及鰲城李相國撰所行狀 後欲知之者不待余之陋說 略擧其槪 德水

人姓李諱舜臣也 崇禎癸酉七月庚戌 行南海縣令 李廷楗記”.

 1793년(정조 17년) 충무공의 5대손이며 호남절도사였던 이명상(李命祥)이 이를 이충무공비(李忠武公碑)로 고쳐 세우고 충민공비를 매몰했다. 그 후 1973년 

7월 매몰되었던 충민공비를 다시 복원하여 본당 좌우에 충무공비와 나란히 세웠다.(종합영상시스템 한국금석문 인용) http://gsm.nricp.go.kr

20 「忠武公諡號敎旨」, “敎旨 贈効忠仗義廸毅協力宣武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 兼領經筵事德豊府院君李舜臣 贈諡忠武公者, 癸未三月二十八日” 
이순신이 전사한 지 45년 만에 시호가 내려짐.

21 崔是翁, 「亂中雜錄序」, “李忠愍 以統制 立大功而中丸卒 公詩以悼之”. 조경남이 지은 애도시, “六載閑山擁虎態 幾時龜船翦狐叢 偃城金牌招鵬擧 河上單師

返魏公 三捷碧波生盡節 一朝瓦海死輸忠 揮旗鳴鼓盟山說 留與英雄淚不窮”. 

22 『孝宗實錄』, 효종9년(1658) 6월 7일, “大司憲閔應亨上疏, … 至於趙憲·李舜臣·金悌甲·金應河·金浚等子孫, 俱宜見恤, 而未聞有錄用之人, 將何以激

勸後人哉 … 上喜納之”.

23 『孝宗實錄』, 효종9년(1658) 6월 11일, “領敦寧府事金堉曰, ‘朝廷方施崇奬節義之典, 我國忠臣表著可稱者, 無如故統制使李舜臣, 而墓道尙無三尺之碣, 此

蓋子孫微弱之致也. 朝廷若令本道竪之, 則其於樹風聲之道, 大有所補矣.’ 上從之, 仍命錄用其子孫.

24 『顯宗實錄』, 현종3년(1662) 2월 2일, “禮曹啓, ‘以校理閔維重頃於筵中, 啓達南海露梁, 卽故統制使李舜臣殉節之所也. 舊有祠宇, 陿隘頹圯, 鄭榏爲統制使

時, 改以新之. 似當特賜廟額, 以爲褒節義勵後人之地, 自上已令該曹擧行. 額號及敎書, 請令藝文館急速製進.’ 從之”.

25 ① 이인로, 『破閑集』권하. ② 이유원, 「文獻指掌編」 『林下筆記』제12권, 高孝沖 諷刺詩. 시권 중의 시부론에게 말하노니 그대와 내년 봄에 헤어지리. 그대는 비

각에서 천년의 보물이 되고나는 출세한 첫째 사람이 되리(寄語券中詩賦論 與君相別在明春 汝爲秘閣千年寶 我作靑雲第一人).

26 조선사편수회, 1935, 앞의 책 해설에는, “『임진장초』는 이순신이 전황을 기록한 장계와 장달의 등록이다. 이 모두 원본은 이순신의 종손가 충청남도 아산군 염치

면 백암리 이종옥씨의 소장에서 연유한 것이다. 본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조사결과, 지난 1928년(昭和3) 2월에 李舜臣에 관한 문서, 기록 및 유물일체의 촬영을 마

치고 조선사편수의 史料를 만드는데, 이제 이 두 책을 활자본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박혜일 번역·노승석, 2014, 『증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해제,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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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를 근거하여 보유(補遺)했다.”27고 하였고, 「해설」에는 

“이순신 종가에 소장된 별도로 초사(抄寫)한 계초(啓草) 1

책으로 빠진 데를 보충하여 부록을 만들었는데, 본서의 12

통이 바로 그것이다.”28고 했다. 그 당시 『충민공계초』라는 

책이름은 몰랐지만, 이미 그 본문에는 12편이 실렸던 것이

고,29 또한 그 12편이 장계의 판본상 보유(補遺) 문제를 해

결하는데 중요한 몫을 한 것이다. 그 후 1973년 조성도는 

『임진장초』 번역서의 목차 제목에 이 12편을 따로 분류하

고 그 앞에 별책본이란 말을 넣었다.30 이로써 기존 장계 이

외의 별도 책자임을 구분한 것이다.

그동안 『충민공계초』는 세상에 내용 소개는 되었어도 

이순신의 장계를 등록한 책자로서 그 명칭과 함께 그 존재

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400여 년 

동안 이순신의 종가에 보관되어 오다가 결국은 2007년도에 

도난당하여 경매시장에까지 올랐고, 최근에는 다행히 국립

해양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필자는 

1928년 일본인들이 촬영한 『충민공계초』의 사진 11장이 국

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것을 확인했는데, 글씨의 행간과 종

이 얼룩진 형태 등이 원본과 일치했고, 소장자가 이순신의 

후손 이종옥(李種玉)으로 되어 있었다. 

<1928년 일본인이 촬영한 이순신 계초 사진 11장 목록>

1장 :   萬曆 22년(1594년) 정월 10일 

萬曆 22년 정월 15일 

萬曆 22년 2월 25일 

2장 : 萬曆 22년 2월 25일

3장 : 萬曆 22년 3월 10일

4장 : 萬曆 22년 3월 10일 

5장 : 萬曆 22년 3월 10일

6장 : 萬曆 22년 3월 10일 

7장 : 萬曆 22년 3월 10일

8장 : 萬曆 22년 4월 20일

9장 : 萬曆 22년 4월 2일

10장 :   萬曆 22년 4월 19일 

萬曆 22년 4월 11일

11장 :   萬曆 22년 4월 20일 

萬曆 22년 4월 20일 

이 목록내용이 『충민공계초』본의 12편과 일치한다. 일

본인들이 활자본 장계를 만들 때 『충민공계초』에서 『임진장

초』에 없는 12편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마도 사진촬

영해 둔 것으로 여겨진다. 이 12편은 기존 장계에 없는 내용

을 보유(補遺)한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 내용이 수록된 『충

민공계초』의 가치는 『임진장초』와 동일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사편수회에서 이를 “별

도로 초사(抄寫)한 계초(啓草) 1책”이라 하고 12편으로 장

계를 보충하여 부록을 만들었다. 홍기문은 장계초본을 12

편이 더 들어있는 장계초안으로 보았고, 이은상은 임진장초 

61편과 장계별책 12편을 합하여 장계초본 2책으로 보았다. 

조성도는 『임진장초』번역서의 목차 제목에 이 12편을 따로 

분류하여 별책본으로 구분하고, 기존 장계 이외의 별도 책

자임을 명시하였다. 이순신의 종손이 『충민공계초』의 소유

자로 기록되어 있고, 일본인의 사진 11장 내용과 『충민공계

초』의 12편 내용이 서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충

민공계초』를 장계별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이다.

Ⅲ. 그 외 장계(狀啓)의 서지 
 

1. 『임진장초(壬辰狀草)』 

국보 76호 『임진장초』 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전

라좌수영의 수군절도사로 재직할 때 만력(萬曆) 20년(1592

27 조선사편수회, 1935, 앞의 책 범례, p.1. 전서본의 장계에 사용된 『충민공계초』 내용은 이두부분이 모두 빠져있고, 조선사편수회의 『임진장초』에 사용된 『충민

공계초』 내용은 이두부분이 모두 실려 있다. 이것이 두 판본상의 차이점이다.

28 조선사편수회, 1935, 앞의 책 해설, pp.4∼5.

29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임진장초』, 431∼455쪽에 실린 12편(「충민공계초」 62∼73번)의 각 장계 제목마다 보(補)자가 추가 되어있다.

30 조성도, 1973, 『임진장초』, 동원사, 목차,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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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 15일 술시(戌時)부터 만력 22년(1594년) 1월 15일까

지 작성한 보고문을 등서한 책이다. 여기서 장초(狀草)란 말

은 “장계 초안”의 뜻이 아니고, “장계를 옮겨 적은 등본”을 

뜻한다. 문체는 이두문 형태로 되어 있고 문서형식은 장계

와 계본으로 나뉜다.31 장계는 승정원(시강원)을 통해 왕에

게 보고한 것이고, 계본은 직접 왕에게 보고한 것이다.32 왕

세자에게 올린 문서로는 달본(達本)과 장달(狀達)이 있다. 

초고본 『임진장초』는 1책이고, 모두 83장이며 61편이 

수록되어 있다. 즉, 계본 36편, 장계 18편, 장달 3편, 달본 4

편이 있다. 단, 유서(諭書)에 대한 답변 3편은 장계로 편입

되었다.33 만력 22년 1월 15일에 작성된 장달(61번)은 『임진

장초』에 있고 전서본에 없는 내용이다. 내용은 옥포, 당포, 

한산도, 부산포, 웅포해전 등의 주요 해전의 출전경과 및 전

과 그리고 전공자의 수급을 벤 현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

어 있다. 표지 왼쪽에는 “임진장초(壬辰狀草)”라고, 오른쪽 

상단에는 “만력이십년(萬曆二十年)”이라고 적혀있으며, 본

문에는 종종 “전라좌도수군절도사인(全羅左道水軍節度使

印)”이라는 네모난 주인(朱印)이 찍혀 있다.

<임진장초> (오른쪽은 전서본의 장계이름-비교용)

1. 만력 20년 4월 15일 술시 계본 - 因倭警待變狀(1)

2. 만력 20년 4월 16일 진시 계본 - 因倭警待變狀(2)

3. 만력 20년 4월 16일 해시 계본 - 因倭警待變狀(3)

4. 만력 20년 4월 27일 계본 - 赴援慶尙道狀(1)

5. 만력 20년 4월 30일 미시 계본 - 赴援慶尙道狀(2)

6. 만력 20년 5월 4일 계본 - 赴援慶尙道狀(3)

7. 만력 20년 5월 10일 계본 - 玉浦破倭兵狀

8. 만력 20년 6월 14일 계본 - 唐浦破倭兵狀

9. 만력 20년 7월 15일 계본 - 見乃梁破倭兵狀

10. 만력 20년 7월 16일 계본 - 移劃軍糧狀

11. 만력 20년 9월 17일 계본 - 釜山破倭兵狀

12. 만력 20년 9월 10일 계본 - 被圍倭兵逃還狀

13. 만력 20년 9월 11일 장계 - 請鄭運追配李大源祠狀

14. 만력 20년 9월 18일 장계 - 封進紙地狀

15. 만력 20년 12월 25일 장계 - 裝送戰穀及方物狀

16. 만력 20년 9월 25일 장계 - 裝送戰穀狀

17. 만력 21년 1월 26일 계본 - 請賜硫黃狀

18. 만력 21년 1월 26일 계본 - 分送義僧把守要害狀

19. 만력 21년 1월 26일 계본 - 請令流民入接突山島耕種狀

20. 만력 21년 1월 22일 장계(1) -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狀

21. 만력 21년 1월 25일 장계(2) -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狀

22. 만력 21년 2월 17일 장계 - 令水陸諸將直擣熊川狀

23. 만력 20년 12월 10일 계본 - 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24. 만력 21년 4월 10일 계본 - 申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25. 만력 21년 4월 6일 계본 - 討賊狀

26. 만력 21년 4월 6일 장계 - 統船一艘傾覆後待罪狀

27. 만력 21년 4월 6일 계본 - 請舟師屬邑守令專屬水戰狀

28. 만력 21년 4월 8일 계본 - 請光陽縣監魚泳潭仍任狀

29. 만력 21년 5월 2일 장계(3) - 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狀

30. 만력 21년 5월 10일 장계(1) - 請湖西舟師繼援狀(1)

31. 만력 21년 5월 14일 장계 - 命整船勦賊諭書狀

32. 만력 21년 5월 14일 장계 - 請湖西舟師繼援狀(2)

33. 만력 21년 7월 1일 장계 - 逐倭船狀

34. 만력 21년 8월 10일 계본 - 陳倭情狀

35. 만력 21년 8월 일 계본 - 封進火砲狀

36. 만력 21년 9월 일 계본 - 條陳水陸戰事狀

37. 만력 21년 8월 일 계본 - 登聞被擄人所告倭情狀

38. 만력 21년 윤11월 21일 계본 - 請舟師所屬邑勿定陸軍狀

39. 만력 21년 윤11월 17일 계본 - 還營狀

40. 만력 21년 윤11월 17일 계본 - 登聞被倭所告倭情狀

31 이형중, 2012, 『조선시대 등록(謄錄)체계의 기록학적 의미와 현대적 변용』, 서울대학교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논문. pp.41∼42; 박선이의 앞의 책, 석사논문 

재인용.

32 ① 『經國大典』「禮典」·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緊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外皆啓) 其餘衙門並報屬曹”.

33 이 3편에 대한 유서(諭書)가 『이충무공전서』에 있으나 전서본의 「장계」부분에는 이 3편이 없다. 그러나 유서에 대한 답변을 장계에 포함시켰다.(조선편수회와 

조성도의 견해를 따름) 즉, 3편은 만력 21년 1월 22일 장계(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狀, 20번), 만력 21년 1월 25일 장계(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狀, 21번), 만

력 21년 5월 2일 장계(命率舟師截賊歸路諭書狀, 29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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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장계 - 請以魚泳潭爲助防將狀

42. 만력 21년 윤11월 14일 장계 - 封進倭銃狀

43.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장계 - 請下納鐵公文兼賜硫黃狀

44. 만력 21년 윤11월 17일 장계 - 請以文臣差從事官狀

45. 만력 21년 윤11월 17일 계본 - 請沿海軍兵糧器全屬舟師狀

46. 만력 21년 윤11월 17일 계본 - 請設屯田狀

47. 만력 21년 12월 29일 계본 - 請於陣中試才狀

48. 만력 22년 1월 일 계본 - 封進僧將僞帖狀

49. 만력 22년 1월 일 장계 - 請以裵慶男屬舟師狀

50. 만력 22년 1월 일 계본 - 請量處水陸換防事狀 

51. 만력 22년 1월 일 계본 - 闕防守令依軍法决罪狀

52. 만력 22년 1월 17일 계본 - 還陣狀(1)

53. 만력 22년 1월 10일 계본 - 請改差興陽牧官狀

54. 만력 22년 1월 16일 계본 - 請禁沿邑水陸交侵之弊事狀

55. 만력 21년 12월 25일 장달 - 更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56. 만력 21년 12월 29일 장달 - 請於陣中試才狀

57. 만력 21년 12월 29일 달본 - 請沿海軍兵糧器勿令遞移狀

58. 만력 22년 1월 5일 달본 - 陳倭情狀

59. 만력 22년 1월 5일 달본 - 更請反汗一族勿侵之命狀

60. 만력 22년 1월 10일 달본 - 還陳狀(2)

61. 만력 22년 1월 15일 장달 (전서본 없음)

<전서본>

1. 請賞呂島萬戶金仁英狀

2. 封進鳥銃狀

3. 請防踏僉使擇差狀

4. 請忠淸戰船刻期回泊狀

5. 請送醫救癘狀

2. 『충무공계초(忠武公啓草)』

『충무공계초』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미공

개 책자이다. 이순신 사후 『충민공계초』보다 훨씬 뒤에 필사

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필사자는 미상이다. 이 책은 열람이 

안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

러나 필자는 이 책에 대한 개략적인 서지사항을 e-뮤지엄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강 소개하고자 한다. 

책의 크기는 가로 27cm, 세로 35.3cm이고, 소장처는 

해사이다. 표지 좌측 상단에는 “忠武公啓草”라고 적혀있고, 

우측 상단에는 “壬辰, 癸巳, 甲午”가 적혀있다. 『충무공계

초』는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서 임진왜란을 맞이하자, 그 

당시의 정황을 비롯하여 출전경과, 왜군의 정황, 군사상의 

건의, 진중의 경비 및 준비상황을 상세하게 조정에 장계한 

내용을 다른 3자가 등초한 것이다. 1974년 5월 이순신의 후

손 이재훈(李載勳)씨가 해사에 기증하였고, 해서(楷書)로 

등초되었으며, 모두 101장이다. 만력 20년 4월 15일 술시부

터 만력 22년 2월 25일(請忠淸水軍節度使催促到陣狀)까지 

모두 62편이다.34 

3. 『충무공유사(忠武公遺事)』의 「충무공계본(忠武公啓本)」

『충무공유사』의 「충무공계본」은 서울대 규장각에 소

장된 미공개 책자이다. 책의 형태는 1책, 93장으로 되어 있

으며 목판본이다. 크기는 가로 34cm, 세로 23.6cm이다. 편

저 및 간행자는 미상이고 표지에는 “忠武公遺事”라고 적혀

있다. 조선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문은 「충무공

유사」와 「충무공계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충무

공행록(忠武公行錄)』에서 인용된 이순신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후자는 『임진장초』와 『충민공계초』

에서 발췌한 초본(抄本)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16편이다. 

기존 장계류 보다 양이 훨씬 적지만, 본문에는 이두문이 그

대로 실려있다. 『이충무공전서』의 「장계」에는 『충민공계초』 

12편이 이두문이 생략된 형태로 실려있다. 하지만 여기에 

실린 뒤의 3편은 『충민공계초』의 3편과 내용이 일치한다. 

지금까지 이두문이 원문대로 실린 것은 1935년 조선사편수

회가 간행한 『임진장초』가 유일했는데, 이 「충무공계본」의 

필사된 시기가 오히려 이를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장초본> 

1. 만력(萬曆) 20년 4월 15일 술시(戌時) 계본(啓本) 

34 http://www.emuseum.go.kr 『충무공계초』 해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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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력 20년 4월 16일 진시(辰時) 계본 

3. 만력 20년 4월 16일 해시(亥時) 계본 

4. 만력 20년 4월 27일 계본 

5. 만력 20년 5월 15(10)일 계본 

6. 만력 20년 6월 14일 계본 

7. 만력 20년 7월 10(15)일 계본 

8. 만력 20년 9월 17일 계본 

9. 만력 20년 12월 10일 계본 

10. 만력 21년 4월 6일 계본 

11. 만력 21년 8월 10일 계본 

12. 만력 21년 9(8)월 일 계본

13. 만력 21년 윤11월 17일 계본 

<충민공계초본>

14.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15. 만력 22년 3월 10일 계본 

16. 만력 22년 3월 10일(4월 20일) 계본 

Ⅳ. 장계별책의 유래와 일기 1편

앞서 『충민공계초』에 대한 서지적 검토와 함께 『충민

공계초』가 기존 장계에 없는 12편이 실린 장계별책이라고 

서술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반론으로 장계별책은 원래 일

기 1편이 수록된 책으로서 『충민공계초』와 전혀 다른 책이

라는 이견이 있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장계별책의 유래와 반론내용의 오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에 관련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 반론의 근거는 바로 이은상

의 『난중일기』해제의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35이란 말

에서 비롯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살피고

자 먼저 장계별책에 일기 1편이 왜 딸리게 되었는지부터 그 

연유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1953년 설의식(薛義植)이 전서본 『난중일기』 내용을 

초역(抄譯)하여 『이순신수록(李舜臣手錄) 난중일기초(亂中

日記抄)』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국내 최초의 난중일기 한

글 번역서인데, 기존 『난중일기』에 없는 『무술일기』초고 사

진 1장을 도판(圖版)으로 처음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주

(註)를 보면, “일제시대의 조선사편수회 간행본에는 무술

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초고는 없다고 단언했으나 편

자가 본 바에는 확실히 있다. 권두에 게재한 도판이 그것이

다.”36라고 하였다. 원래 무술년 11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일

기는 『이충무공전서』의 활자본에만 있었다. 그러나 설의식

이 소개한 초고사진은 필자가 2007년에 해독한 『충무공유

사(忠武公遺事)』37의 「일기초」에 있는 『무술일기』 3면 중

의 1면 사진과 동일했다. 아래의 두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李舜臣手錄 亂中日記抄』 도판
『충무공유사』의 「일기초」내 『무술일기』

(현충사 소장)

사진 2. 설의식이 소개한 사진과 충무공유사의 사진이 일치한 예.

한편 1960년 4월 이은상이 초고본 『난중일기』에 대

한 원문교열을 마치고 문교부에서 『이충무공난중일기』(문

화재연구자료 제1집)를 간행하였다. 이 책의 서문에, “『무술

일기』 초고본은 10월 7일까지만 있지만, 실상은 공의 장계 

35 이은상, 1960a, 「난중일기」 『이충무공전서』 상권, 충무공기념사업회, p.249. 여기에 나오는 장계별책은 장계등본(초본) 별책을 줄인 말이다.

36 설의식, 1953, 『이순신수록 난중일기초』  해제, 수도문화사, p.4.

37 이 책은 표지에 알아보기 어려운 초서글씨로 “忠武公遺事”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2007년 필자가 판독하기 전에는 정확한 서명을 알 수 없었다. 1967년 3

월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책을 영인하여 간행했는데, 그 당시 서명은 “재조번방지초(再造藩邦志抄)”였다. 표지 이름을 알 수 없어 서지학의 제명방법에 따라 

첫 번째 목차이름을 따른 것이다. 여기에 들어 있는 「일기초」는 325일분의 『난중일기』를 초록한 것이다. 노승석, 2014, 『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 해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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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草本) 별책 속에 10월 7일 이후 11월 17일까지의 친필 

일기초 2면이 부철(附綴)되어 있는 것을 첨가하였다.”38고 

하였다. 여기서 이은상이 말한 일기초 2면이라는 것도 역시 

『충무공유사』의 일기초에 있는 『무술일기』 3면 중의 2면과 

동일했다. 그 후 이은상은 『난중일기』 번역본에 『무술일기』

와 관련한 말을 이어 “장계 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안

의 일기 한 장이 붙어있다.”39고 하고, 그것은 “별책부록 무

술 11월 8일~17일,”40이라고 말하였다. 바로 장계별책에 수

록된 일기 1편이 여기서 비롯한 것이다. 따라서 장계별책이

란 말은 그가 말한 “장계 등본 별책”과 “별책부록”이란 명

칭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 내용들을 미루어보면, 이은상이 말한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도 결국은 설의식이 정확한 출처설명 없

이 소개한 “『무술일기』 초고사진 1장”에서 비롯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인용한 책자는 실제 장계등본 별책이 아

닌 『충무공유사』의 「일기초」이다. 이 『충무공유사』는 필자

가 해독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목이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

로 초서로 써져 있어서 정확한 책이름을 알 수 없었고, 또

한 현충사에 『난중일기』, 『임진장초』와 함께 소장되었기에 

장계와 관련된 책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앞서 설의식과 이은상이 말한 『무술일기』 10일치란, 

『충무공유사』본의 『무술일기』 일부 내용인 것이다. 결국은 

이은상이 말한 장계등본 별책도 『충무공유사』를 잘못 파

악한 데서 나온 말이므로,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란 

말은 실제 원본상황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견해임

을 알 수 있었다. 

『충무공유사』의 「일기초」, 무술일기 11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원문

(이은상 번역) 

✽밑줄부분이 전서본에 없고 일기초에만 있는 내용임.

十一月初八日干支缺. 詣都督府, 設慰宴 終日盃酌, 乘昏乃還. 俄頃, 

都督請見, 卽爲趨進則, 都督曰 “順天倭橋之賊, 初十日間撤遁之奇, 

自陸地馳通, 急急進師, 遮截歸路”云.  

初九日干支缺. 與都督一時行師, 到白嶼梁結陣.  

初十日干支缺. 到左水營前洋結陣.  

十一日干支缺. 到猫島結陣.  

十三日干支缺. 倭船十餘隻, 見形于獐島, 卽與都督約束, 領舟師追

逐. 倭船退縮, 終日不出, 與都督還陣于獐島.  

十四日干支缺. 倭船二隻, 講和次, 出來中流, 都督使倭通事, 迎倭

船. 從容而受一紅旗環刀等物 戌時, 倭將乘小船, 入來督府, 猪二

口·酒二器, 獻于都督而去.  

十五日干支缺. 早朝, 往見都督, 俄頃暫話乃還. 倭船二隻, 講和次, 

再三出入都督陣中.  

十六日干支缺. 都督使陳文同入送倭營, 俄而倭船三隻, 持馬一匹槍

劍等物, 進獻都督.  

十七日干支缺. 昨日伏兵將鉢浦萬戶蘇季男，唐津浦萬戶趙孝悅等, 

倭中船一隻, 滿載軍粮, 自南海渡海之際, 追逐於閑山前洋, 則倭賊

依岸登陸而走, 所捕倭船及軍粮, 被奪於唐人, 空手來告矣.

Ⅴ. 맺음말

이순신의 『충민공계초』는 『임진장초』와 마찬가지로 후

대의 이순신 장계류에 전범이 될 만큼 사료적인 가치가 매

우 높은 국보급 유물이다. 이 책의 내용은 이미 널리 알려

졌지만, 이 책이 정작 이순신 관련한 새로운 책인지 아니면 

기존에 분실되었던 장계별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

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

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서지적인 고찰을 통해 관련 내

용을 고증하였다.

“충민(忠愍)”은 이순신의 사액사당인 충민사에서 따

온 명칭이고, 최시옹은 이순신을 “이충민(李忠愍)”이라고 하

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충민은 이순신이 사후에 사용했던 

명칭임을 알 수 있었다. 1600년대 국가로부터 이순신에 대

한 현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1662년에 『충민공계초』가 

등서되었다. 여기에 임진장초에 없고 전서본에 있는 12편이 

38 이은상, 1960, 「이충무공난중일기」 『문화재연구자료』 제1집 서문, 문교부, p.2.  

39 이은상, 1960a, 앞의 책, p.249.

40 이은상, 1968, 『난중일기』 해설, 현암사,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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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있는 점과 그간 분실된 것으로 알려진 장계별책에도 

그러한 12편이 들어있다는 점은 서지상 일치하는 부분이다.

요컨대 1928년 일본인들이 『충민공계초』의 일부를 촬

영한 사진(11장) 형태와 내용이 원본과 완전 일치하고 이 

책이 이순신의 종손 이종옥씨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

선사편수회에서 이 책을 “별도로 초사(抄寫)한 계초(啓草) 

1책”이라 하고 그 책의 12편으로 장계를 보충한 점, 홍기문

이 장계초본을 12편이 더 들어있는 장계초안으로 본 점, 이

은상이 임진장초 61편과 그 외 장계 12편을 합하여 장계

초본 2책으로 본 점, 조성도가 12편을 따로 별책본으로 분

류한 점 등은 12편이 추록된 장계별책을 『충민공계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줄 것이다.

『충무공계초』는 편수가 총 62편이므로 12편이 더 들

어있는 분실된 장계별책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다. 『충무공

유사』의 「충무공계본」은 모두 16편이다. 본문에는 이두문

이 그대로 실려 있고, 뒤의 3편은 『충무공계초』원문과 동일

하다. 지금까지 이두문이 그대로 실린 것은 조선사편수회의 

『임진장초』가 유일했는데, 「충무공계본」의 필사된 시기가 

오히려 이를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민공계초』가 장계별책이라는 것에 대한 반론은 이

은상이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라고 한 말에 근거한

다. 1953년 설의식이 『이순신수록 난중일기초』에 『무술일

기』초고 사진 1장을 도판으로 처음 소개하였다. 이은상도 

『무술일기』에 “장계초본 별책 속의 친필 일기초 2면을 첨가

했다.”고 하였고, 다시 “장계 등본 별책 끝에 최후 10일 동

안의 일기 한 장”과 “별책부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의견은 설의식이 정확한 출처를 모르고 소개한 “『무술일

기』초고 사진 1장”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은상은 『충무공유사』를 장계 관련 책으로 잘못 파

악하여 “장계등본 별책의 일기 1장”이란 말을 하였다. 이는 

실제 원본상황과 다른 잘못된 견해이므로, 굳이 이를 정정

한다면 “충무공유사의 일기 1장”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일기 1장이 딸린 장계별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반박

의 근거 역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임진장초』 이외의 모

든 장계들을 장계별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통상 

지칭되어 왔던 장계별책에 12편이 더 실린 점이 다른 장계

류와 차별화된 점이다. 그러므로 여러 장계이본 중에서 유

일하게 12편이 더 수록된 『충민공계초』가 기존에 알려진 

장계별책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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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kei(狀啓) made to the Royal Court by Yi Sun-sin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of Korea is handed down 

under the names of Jangcho(狀草), Keicho(啓草), Keibon(啓本) and others depending on copying patterns of 

those times and later times as it was copied out by a third person. In particular, 『YimjinJangcho(壬辰狀草)』 

which Yi drew up during his service as the director of the naval forces in Jeolla Jwasooyeong is known as the 

most popular Jangkei. 

『ChungMinKongKeicho』 which has been re-located recently after loss is a national treasure level cultural 

property as valuable as 『YimjinJangcho』 and should be treated as a model of Yi Sun-sin’s other Jangkeis by 

next generations. As of now, however it is not confirmed if it is a totally new book related to Yi Sun-sin or is 

supplementary to the lost Jangkei, this study decided to ascertain relevant information through a bibliographic 

discussion on the question. 

“Chungmin(忠愍)” was the title that was used after the death of Yi Sun-sin, and 『ChungMinKongKeicho』 

was completed when Jangkei was copied in 1662. 12 books that would not be found in YimjinJangcho are 

included in the book and such books are also present in the Jangkei supplement which has been known lost 

so far. What should be especially focused on here is that the forms and contents of these (11) photographs 

that Japanese shot from 『ChungMinKongKeicho』 in 1928 turned out to be completely identical to those of 

the original copy. The point that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added the 12 books to Jangkei 

as referring to the book as “One Keicho(啓草) partially copied(抄寫) in separation” and that Cho Sung-do 

categorized the 12 books into a supplement and others can be solid proofs to make the Jangkei supplement 

called 『ChungMinKongKeicho』. 

In terms of 『ChungMooKongKeicho』, since it consists of 62 books in total, it is not reasonable to see 

the book as Jangkei supplement which has the extra 12 more books for itself. 「ChungMooKongKeibon」 in 

『ChungMooKongYusa』 was written with a total of 16 books. In the body, Yidumun is only clearly present, and 

the three books in the later part are same with the original copy of 『ChungMooKongKeicho』. 『YimjinJangcho』 

by Korean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has been the only book in which Yidumun was observed so far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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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t is assumed that the publication date of 「ChungMooKongKeibon」 goes before that of the former. 

The counterargument to the opinion that 『ChungMinKongKeicho』 is the supplement to Jangkei is based on 

Lee Eun-sang’s comment “One page of a log in the Jangkei copy supplement.” At first Seol Ui-sik introduced 

a piece photo of the rough draft of 『MoosulIlki』 in a drawing form through 『Nanjung Ilkicho by Yi Sun-sin』 

in 1953. Lee Eun-sang also added two pages of the handwritten Yilkicho in the Jangkeichobon supplement to 

『MoosulIlki』 and for the second time, the phrase “One page of a log written during the last 10 days after the 

Jangkei copy supplement” and “Supplement” were used. Those views are originated from the comment “One 

photograph of the rough draft of 『MoosulIlki』” which Seol Ui-sik introduced without knowledge of the exact 

source. 

Lee Eun-sang sa id , “One page of a log in the Jangkei copy supplement” because Lee mistook 

『ChungMooKongYusa』 for a book related to Jangkei. Since it is the wrong argument different from the 

actual situation of the original copy, if it has to be corrected, it should be rephrased “One page of a log in 

ChungMooKongYusa.” After all, the source of the counterargument is the mistake because there has never 

been the Jangkei supplement with one page of a log included. All the Jangkeis other than 『YimjinJangcho』 can 

be said as the Jangkei supplements but still, they are separated from the other Jangkeis for the extra 12 more 

books are present in the commonly-called Jangkei supplement. Due to that reason, the argument on how 

『ChungMinKongKeicho』 with the 12 books added is the popular Jangkei supplement should be considered 

more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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