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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공직자 이순신을 말하다

1. 프롤로그
1) 충무공 이순신과 명량해전
13척으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명량해전을 비롯해 이순신장군이 남긴 업적은
세계 어느 해전사에서도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승리였다.
*명량해전 : 1597년(선조30년)에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명량에서 왜선을 쳐부순 싸움.
13척의 전선으로 왜적 함대 133척과 맞서 싸워 31척의 적선을 격파하며 크게 이김.

2) 이순신장군이 이룬 주요 전적

옥포해전

왜선 26척 격침, 왜군4080명 전사

합포해전

왜선 5척 격침

적진포해전

왜선 11척 격침,왜군2840명 전사

사천해전

왜선 13척 격침, 왜군 2600명 전사

한산도 대첩

왜선 59척 격침, 왜군 8980명 전사

안골포해전

왜선 42척 격침, 왜군 250명 전사

부산해전

왜선 128척 격침, 왜군3800명 전사

제2차 당항포해전

왜선 31척 격침

명량해전

왜선 31척 격침, 왜군18466명 전사

노량해전

왜선 200척 격침, 왜군 4만 명 전사

사망자 수 비교

왜 수군 사망자 수 합계 총 87700명
VS 조선 수군 사망자 수 합계 총 52명

승률

23전 23승 승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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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의 평가
정확히 검증된 숫자들은 아니지만 이순신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대략 이 정도
로 추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순신장군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미 해군 역사가 ‘조지 해거만’은
[이순신 때문에 일본의 중국 침략이 약 300년 동안 막혔다]라며
‘이순신 이후 동아시아 300년의 역사가 바뀐 것’이라 평가했다.
미국 리더십 전문가 ‘짐 프리드만’도
[1588년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에 승리한 것과 같은 역사적 비중]이라며
‘일본이 영국처럼 해가 지지 않은 제국을 만들 기회를 빼앗은 인물’로
이순신장군을 평가했다.
420여 년 전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위대한 지도자!
제2의 징기스칸을 꿈꾸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일본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대륙침략을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었던 인물!
바로 우리의 충무공 이순신장군이다.

2. 이순신의 좌우명
그렇다면 이순신장군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이렇듯 시대를 뛰어넘어
훌륭한 리더로 찬사를 받고 계신 걸까?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오
쓰이지 못하면
들판에서 농사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 [충민사기]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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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필로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 이순신장군은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겪어야
했다.
흔히들 ‘청렴’하면 ‘승진하지 못한다’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
누구나 인생에 위기와 기회가 오는데, 선배 공무원이었던 이순신장군은 과연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또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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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렴리더십테마1 :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1. 프롤로그
1) 이순신장군의 고민 : 선조의 출전명령 거절
왕명에 따라 출전하자니 패전이 명확함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백성, 군사들의 목숨이 걱정되고...
왕명을 거역하자니 대역 죄인이 되어
죽음에 처할 게 뻔하다.
조선 수군을 살릴 것인가
대역 죄인으로 사형을 당할 것인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면, 내가 죽을 것이요
임금의 명을 받아들인다면, 아끼는 부하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터이니...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장차 이 나라 조선의 미래를 두고 볼 때
더 나을 것이다.

2) 백의종군과 칠천량해전
선조의 출전명령을 거절한 이순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 일로 인해 삼도수군통제사에서 쫓겨나고, 고문당하다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백의종군으로 간신히 사형은 면하지만 이순신장군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시기가 아닌가 싶다.
이순신장군을 대신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받은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
고 수군 전체가 궤멸하는 역사적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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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지 않는다며 이순신을 비난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은 원균도 선조의 출전
명령을 받아들이길 주저했다.
결국 권율장군의 강력한 권고로 아무 전략도 없이 마지못해 출전하게 되고 조선
수군은 물론 그 자신까지도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
원균은 상부의 지시이니 어쩔 수 없다며 부하들을 이끌고 죽음의 전장으로 향했
지만 이순신장군은 합리적이지 않고 원칙에 어긋난다며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까지 왕의 명령도 거절했다.

2.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1) 청렴과 부패의 차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고,
또 빼앗길까봐 두려워한다. 그리고 항상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
문제는 자리를 지키거나 얻는 방식이다.
청렴과 부패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 서익의 인사청탁 거절
타협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중시했던 태도는 이순신장군이 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던 순간부터 보여진다.

1579년 서른다섯 살이 되던 해 봄, 이순신이 말단 공무원인 훈련원봉사로 재직
하던 시절, 병조정랑 ‘서익’은 인사담당 직원인 이순신을 찾아온다. 잘 아는 후배
가 있는데 이번 참군 승진 건에 밀어달라며 거의 명령에 가까운 협박을 한 것.
그러나 서익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훈련원봉사 이순신은 불합리한 인사
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유는 “아래 있는 자를 건너 뛰어 올리면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승진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공평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것을 위
해 법규를 고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병조정랑 서익은 ‘정5품의 병조정
랑이 종8품인 훈련원 일개 봉사에게 굴복했다더라’는 다소 굴욕적인 소문을 남
긴 채 자리를 떠야 했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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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의 유혹
이 사건을 지금 현재,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입을 시킨다면 어떤가?
고위간부가 인사부서 말단 직원인 여러분을 찾아와서 권위를 내세우며 잘 아는
후배인 9급 공무원을 단숨에 8급 공무원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다.
정 5품 병조정랑이면 까마득한 상관인데다 서익은 평소 성격이 고약해서 웬만하
면 사람들이 부딪치길 꺼려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당시 이순신은 함경도 두메산골인 동구비보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후,
권관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한 덕분에 한양에 있는 훈련원의 종8품 봉사직으로
한 단계 승진해서 온 상황이었다.
같은 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윗사람이 와서 청탁을 한다면, 승진 부탁을 한다면?
‘불가합니다!’ 라고 씩씩하게, 단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선배 공직자 이순신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청탁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4) 청탁에 대한 이순신장군의 생각
여러분과 이순신장군이 문자를 나눈다는 상상을 하며 그분의 생각을 읽어보자.

나 – 웬만하면 들어주시지 그랬어요, 그 양반 성질도 고약한데?
이순신 –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무진장 피곤했습니다.
나 – 그런 인간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짓이든 하잖아요?
이순신 - 그래서 서익 청탁 들어줬다 칩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어쩌시려구요?
또 들어주시렵니까?
나 - ......
이순신 –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어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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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위복轉禍爲福
이후 훈련원봉사 이순신은 서익으로 인해 충청병사 군관으로 좌천되지만, 사실
이 일로 인해 말단 공무원인 이순신의 강직함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훗날
파격적인 승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어찌 보면 튀는 행동이지만, 선배 공직자 이순신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원칙을 성실히 지킨 공무원이었다.

5)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실천하라

서익으로 인해 좌천되어 충청병사 군관으로 있던 시절, 이순신 장군이 거처하던
방엔 옷과 이불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고, 잠시 부모님을 뵈러 휴가를 다녀오
면 휴가비로 받았던 양식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납을 하였다고 한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6) 지독한 청렴 의지
이순신장군의 이 같은 지독한 청렴함은 공직자가 아니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이어
진다.
두 번째 백의종군 중일 때의 일이다.
투옥 중에 찾아온 승려 ‘덕수’가 장군을 안타깝게 여긴 마음에 미투리 한 켤레를
선물로 드렸는데, 1597년 5월 7일 난중일기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아침에 정혜사(定惠寺)의 승려 덕수(德修)가 와서
미투리(芒鞋) 한 켤레를 바쳤으나 거절하고 받지 않았다.
두세 번 드나들며 고하기에 그 값을 주어 보내고
미투리는 바로 정원명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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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라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때는 1580년. 종4품 발포만호 시절의 이야기이다. 병조정랑 서익의 인사청탁을
거절한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 말단공무원 이순신은 파격적으로 승진하게 된다.
보통 좌천되었다가 파격승진을 하면 자리보전을 위해 상사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
를 보기 마련인데 우리의 청렴한 공직자 이순신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다.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라는 자가 사람을 보
내 객사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거문고를 만들려고 하자 관청의 것이니
함부로 벨 수 없다며 미련 없이 돌려보냈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오동나무 그게 뭐라고, 그거 좀 베어 가게 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 발포만호 이순신은 어떤 생각으로 직속상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막을 수 있었을까? 이순신장군과의 인터뷰를 한 번 상상해보았다.

Q : 직속상관인 좌수사와의 마찰이 두렵지 않으셨나요?
A : 물론 좌수사영감과의 관계가 악화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Q : 1년 전에 서익 때문에 충청도로 좌천됐다가 파격에 가까운 승진을 하신
때잖아요. 옛날엔 말단공무원이었다 치고, 이젠 종4품으로 승진했는데.
강직함도 좋지만 윗사람 관리도 좀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 저에게 있어 공직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타협을 하다보면 그 논리가 백
가지 만 가지로 늘어나고 이상한 논리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상사를 위하는 것은 조직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든지,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는 오동나무를 베어줄 것이라든지...” 그러다 결국 내가 망가지는 법이지요.
Q : 원칙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 윗사람한테
밉 보이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A :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
다. 관아의 현판이 좋아 보인다 하여 가지고 가게 하면 다른 사람은 관아의
문짝이 좋아 보인다며 가져가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하다못해 관아의 기와
가 좋아 보인다며 가져가면 역시 할 말이 없게 될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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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순신은 이렇듯 윗사람이 넌지시 부탁한 인사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고,
또 관아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겠다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선
그것이 직속상관이라 하더라도 절대 묵인하지 않았다.
윗사람의 잘못된 지시에 아니오,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나?’
혹시 이런 독백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3. 에필로그 :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한 용기
사실 선배 공직자 이순신이 겪은 일화는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주
부딪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옳은 것을 선택하려 하다가도 문득 주저하게 되는 걸까?
‘사회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융통성은 필요해. 나만 혼자 깨끗한 척 하면 뭐해?’
‘독불장군처럼 튀고 싶지 않아.’
‘이러다 상사 눈 밖에 나서 짐 싸야 되는 거 아냐?’
‘청렴이 밥 먹여주나?’...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스스로 용인하고 있진 않은지...
청렴을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건 무엇인가?
실패한 공직자가 될까봐 두려운가?
그렇다면 선배 공직자 이순신을 떠올려보자.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도 그분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했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리더로서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걸
지켜내었다.
그 결과 종9품 말단 공무원에서 정2품 삼도수군통제사까지 승진하셨고,
돌아가셔서도 영의정에 추증되는 등 성공한 최고의 공무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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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리더십테마2 :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다

1. 프롤로그
1) 필사즉생 필생즉사
단 13척의 배를 가지고 더없이 막강해진 일본수군과 전투를 치러야 했던 명량해
전. 죽음이 뻔히 보이는 이 전투에 아무도 나서고 싶어 하지 않았다. 평소 뛰어난
전략과 철저한 준비로 출전하는 부하와 장수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이순신장군이었지만 누가 보아도 명량해전은 이미 끝이 보이는 전투였다.
명량해전이 벌어지기 하루 전, 통제사 이순신은 여러 지휘관과 참모들을 불러 모
아놓고 이렇게 독려한다.
병법에 이르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고 (必死則生 필사즉생)
살려고 꾀를 내고 싸우면 죽는다고 했고 (必生則死 필생즉사)
한 사내가 길목을 지키면 천 사내라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는데
(一夫當逕 足懼千夫 일부당경 족구천부)
모두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2. 용기는 두려움을 이긴다
1)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전
‘필사즉생 필생즉사’.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어록으로 전해져 오는 말씀이지만
전력상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전장으로 당장 부하들을 이끌고 출전해야
하는 이순신장군의 심정은 당시 얼마나 참담하고 또 절실했을까. 이순신장군 스
스로도 아마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 않고선 차마 전장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
을 것 같은데. 우리의 통제사 이순신은 맨 선두에 앞장서 적과 싸우며 오히려
두려움에 정면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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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년 9월 16일의 난중일기를 잠깐 살펴보자.

여러 장수의 배를 돌아보니 먼 바다로 물러가 있고,
배를 돌려 군령을 내리려 하니
적들이 물러간 것을 틈타 더 대들 것 같아서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직접 안위(安衛)를 부르며 말하기를,
“안위(安衛)야, 군법(軍法)에 죽고 싶으냐? 네가 군법에 죽고 싶으냐?
도망간다고 어디 가서 살 것이냐?”고 말하였다.
그러자 안위(安衛)도 황급히 적선 속으로 돌입했다.
또 김응함(金應諴)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중군장이 되어서 멀리 피하고 대장을 구하지 않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할 것이냐? 당장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형세가 또한 급하므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해주마.”
라고 하였다.

당시 이순신장군에겐 멀리 떨어져있는 부하들을 다그쳐 전장으로 나오게 하는 방
법 외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이순신장군은 그날의
일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곧바로 여러 배에 명령하여 닻을 올리고 바다로 나아가니,
적선 1백 30여척이 우리의 배들을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스스로 적은 군사로 많은 적과 싸우는 형세임을 알고
회피할 꾀만 내고 있었다.
우수사 김억추(金億秋)가 탄 배는 이미 2마장(馬場, 약 800미터) 밖에 있었다.
적에게 몇 겹으로 둘러싸여 형세가 장차 어찌 될지 헤아릴 수 없으니,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질려있었다.
나는 부드럽게 타이르기를,
"적선이 비록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침범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심력을 다해서 적을 쏘아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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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떨어진 부하들 덕분에 사실상 판옥선 한 척으로 왜선 133척을 감당해야 하
는 상황이나 다름없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절박함에 바탕한 솔선수범은 두려움을 무너뜨린다.
이순신장군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위와 김응함 모두 적진을 향해 돌격하며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자 멀리 있던 다른 배들도 치열한 전쟁터로 뛰어든다.
그 결과, 명량해전은 단 13척으로 133척을 이겨낸,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된다.

2) 이순신장군의 담력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승리였지만, 죽음의 전장에서 자신 있게 앞장선 리더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담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서애 류성룡은 이순신장군의 이런 면모를 일찍부터 알아보았다.
[서애집]엔 학봉 김성일에게 류성룡이 보낸 편지가 실렸는데,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이 뛰어난 자로 장수중에 최고이니 이순신과 적극 협력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온다. 학봉 김성일은 임진왜란 발발 직후 경상도 초유사로 의병을
일으켰고 행정을 재건시킨 인물이다.
류성룡은 전쟁이 끝난 후 고향에 기거하며 쓴 저서 [징비록]에서 또 한번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담력을 언급한다.
“순신의 사람됨은 말과 웃음이 적고 얼굴은 단아하여 마치 수양하며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엔 담력이 있어 나라가 위급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 [징비록] 중에서

장군의 이런 용기와 담력은 어렵게 공직생활을 하실 때에도 변함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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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여립반란사건
당파로 어지럽던 조정에 피바람이 불던 1589년. 공직자 이순신은 첫 번째 백의
종군 후 낙향했다가 전라순찰사 ‘이광’의 특청으로 어렵게 복직한다.
나이 마흔 다섯에 이광의 군관겸 조방장(助防將)으로 근무하고 있던 그때, ‘정여
립 반란사건’이 발생한다. 살벌한 피바람이 불던 그 무렵,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여립과 연루만 되면 공범으로 몰리는 시절이었다.
전라도도사 ‘조대중’이 부안고을 기생을 데리고 보성에 이르러 서로 울며 작별
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여립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해 울었다고 세간에
잘못 전해지는 바람에, 조정에서 조대중을 잡아 올려 옥에 가둔다.
의금부에서 조대중의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여러 문서들을 뒤지는 와중에, 의금
부 도사 금오랑이 조대중과 이순신이 주고받은 서신을 발견한다.
금오랑은 이순신을 만나 ‘편지를 빼내어드릴까요?’하며 도움을 주려 한다. 반란사
건에 연루될까 걱정했던 것. 그런데 우리의 공직자 이순신은 서로 안부를 묻는
것뿐이었고 이미 수색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사사로이 뽑아버리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며 일언지하에 호의를 거절한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복직의 기회를 어렵게 얻었던 그때. 잘못하면 호된
형벌은 물론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었다.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보자.
만약 그때 편지를 빼달라고 했으면 군관 이순신은 어떻게 됐을까?
본인은 물론 오히려 금오랑도 함께 감옥에 끌려가지 않았을까?

4) 병조판서 김귀영과의 일화

1579년 35세, 서익의 인사청탁을 거절한 이후 그의 청렴함과 강직함에 대한 소
문이 자자했는데, 이순신에게 누군가 찾아온다. 병조판서 ‘김귀영’이 ‘서녀’를 이
순신에게 첩으로 주려고 한다는 전갈을 가지고 왔던 것. 그때야 지금과는 시대가
달라서 양반들에게 첩이 있는 건 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전갈을 가
지고 온 이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한다.
‘벼슬길에 갓 나온 내가 어찌 권세 있는 집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보냐!’
(출처 : <이충무공행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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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승 유전과의 일화

때는 1583년 서른아홉 살 되던 해. 서익 때문에 발포만호에서 파직되었다가 훈
련원봉사로 어렵게 복직된 후의 이야기이다. 이순신에게 좋은 화살통이 있다는
말을 듣자, 정승 ‘유전’은 이순신과 함께 활 쏘는 기회를 만든다. 과연 소문대로
이순신의 화살통은 아주 좋았다. 정승 유전은 화살통이 마음에 든다며 넌지시 화
살통을 달라고 한다. 그러자 우리의 이순신은 이렇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밝힌
다. “이것이 어찌 아깝겠습니까? 다만 직접 가져가시든 제가 바치든 사람들이 이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찮은 물건 하나 때문에 이름을 더럽히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정승 유전도 ‘그 말이 옳다’ 하였다고 한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좋은 빽을 만들 수도 있었다.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서익 같은 상사를 만나면서
서러움도 겪고. 적잖은 나이에 세상 물정 알 만큼 알 때, 나쁜 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눈 질끈 감고 손을 잡아도 되었을 일이다.
이런 이순신을 두고 ‘윗사람 말 안 듣는 외골수에 고지식하고 꽉 막힌 인간’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배 이순신은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가? 상급자의 눈밖에 날까봐 너무 걱정하지는 않는지..
혹여 조직에서 소외될까 지나치게 몸을 사리진 않는지..
웬만한 일엔 눈감고 입 닫고 있진 않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면 무턱대고 덥석 잡지는 않는지...
한번쯤 돌아보고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6) 금토패문에 대한 반박
공직자 이순신의 유명한 용기는 명나라를 향해서도 발휘된다.
1594년 3월 6일 당항포 해전을 마치고 거제도 흉도에 이르러, 눕기조차 불편한
몸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충무공은 남해 현령(기효근)으로부터 명나라 도사부
(都司府) 담종인(譚宗仁)이 보낸 ‘금토패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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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년 3월이면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협상을 하고 있을 때로,
<금토패문>의 핵심은 ‘명나라와 일본이 강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중이니, 속히
본고장으로 돌아가고 행여나 일본 진영에 가까이 가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순신장군은 참을 수 없었다. 명나라 군대의 명령보다 백성들이 전란동안 겪은
고통이 더 중요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연이은 전승으로 탄탄대로에 있었지만
백성과 군졸 같은 아주 낮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피 흘리는 이 조선 땅의
입장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주장한다.

금토패문에 대한 반박글 >

답담도사종인금토패문 答譚都司宗仁禁討牌文
왜적들이 먼저 트집을 잡아 군사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와 죄 없는 우리 백성들
을 죽이고 또 서울로 쳐들어가 흉악한 짓들을 저지른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의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뼛속까지 맺혀있다...
나는 왜적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誓不與此賊, 共戴一天. 서불여차적, 공대일천)
남아 있는 왜적들이 탈 단 한 척의 배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나라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
(使殘兇餘孼, 隻櫓不返, 擬雪國家之讐怨. 사잔흉여얼, 척로불반, 의설국가지수원)

척로불반(隻櫓不返).
단 한 척의 적선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괴롭힌 적을 끝까지 섬멸하겠다는 각오를 표현한 것이다.
이순신장군의 반박은 계속된다.

왜놈들이 거제ㆍ웅천ㆍ김해ㆍ동래 등에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가 모두 다 우리 땅이다.
(皆是我土. 개시아토)

- 16 -

그런데 우리보고 일본 진영에 가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謂我速回本處地方云, 위아속회본처지방운)
또 우리에게 속히 제 고장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本處地方 본처지방)
그 고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亦未知在何所耶. 역미지재하소야)

장군이 쓴 답장의 핵심은 “영남 연해안이 우리 땅 아닌 곳이 없고(嶺南沿海, 莫
非我土 영남연해, 막비아토) 도적들과는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는 없다(吾爲朝
鮮臣子, 義不與此賊共戴一天. 오위조선신자, 의불여차적공대일천)”는 것이었다.
중병에 걸려 20여 일 동안 시름하면서도 병석에서 일어나 스스로 반박문을 직접
써내려간 충무공 이순신.
현장에서 참담한 비극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에 다른 조종대신들이 몸을 사릴 때
이순신장군은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던 것이다.

3. 에필로그 : 성즉명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잘못된 명령일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가?
선배 공직자 이순신은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한없이 좋으면서도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무서운 상사였을 것 같고 윗사람 입장에서는 함께 일하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깐깐한 후배였을 것 같다.
그러나 상사든 부하직원이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혹은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이순신장군만의 중요한 무기가 있다.
바로 모두를 감동시킨 그분의 ‘정성스러움(誠)’이다.
‘성즉명(誠則明)’이라는 말이 있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진다’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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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의 마음이, 행동이, 정성스러웠기에 당파와 전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이
순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조정에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이순신장군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이순신장군이 금토패문에 대한 반박 글을 올리고 얼마 후 결국 명나라와 일본의
평화 협정은 사기극으로 밝혀지고 격노한 히데요시는 조선의 재침략을 명한다.
이어서 정유재란(왜군의 재침)의 시작과 함께 이순신장군의 고된 여정도 함께 시
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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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렴리더십테마3 : 정성은 고난을 이긴다

1. 프롤로그
1) 왜적의 음모
정유재란이 시작되면서 일본이 가장 첫 번째 목표로 삼았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이순신장군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선조와 조정대신들에게 거짓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는 계책을 세운다.
이 일은 ‘가나메’라는 이중첩자에 의해서 시작되는데,
고니시가 강화 공작을 위해 쓴 첩자이다.
가나메는 김경서(김응서)를 이용해 조선 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절충장군’이
라는 정3품의 품계까지 받았던 인물로, 조선의 간첩인 양 행동했지만 실은 왜의
첩자였다.
하루는 가나메가 김경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

강화교섭이 결렬된 것은 가토 때문입니다.
고니시는 가토를 매우 미워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토가 오래잖아 일본에서 다시 바다를 건너올 텐데
조선에서는 통제사를 시켜 수군을 이끌고 넓은 바다로 나가게 하시오.
그러면 쉽게 그를 잡아 목을 벨 수 있을 것이니,
이는 조선의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닙니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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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직과 백의종군
김경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권율을 통해 즉시 조정에 보고한다.
조정 대신들이 호들갑을 떨며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선조는 마침내 이순신에게 출전 명령을 내린다.
그러나 적의 의중을 간파한 이순신장군은 명령에 불복한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1. 적의 첩자가 제공한 정보
2. 수군의 패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피할 길이 없다

첫째, 적의 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
왕명을 따를 경우 수군의 패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전쟁터에 나온 장수는 작전의 시기나 방법 선택과 같은 구체적인 전투
방편에 관해서는 왕명도 따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었는데,
‘삼지(三止)’라는 말이 있다. 순자는 장수가 임금의 명령을 거부해 죽을지라도
명령을 거부해야 할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순자가 말한 삼지(三止) 군주에게 명령받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1. 可殺而不 可使處不完 가살이불 가사처불완
모두 죽여도 된다 하더라도 불안한 곳에 거처하게 하지 않으며
2. 可殺而不 可使擊不勝 가살이불 가사격불승
모두 죽여도 된다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곳은 공격하게 하지 않으며
3. 可殺而不 使欺百姓 가살이불 사기백성
모두 죽여도 된다 하더라도 백성을 속이게 하지 않는다
夫是之謂三止 부시지위삼지
무릇 이것을 일러 ‘세 가지 지극한 것’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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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을 위험에 빠뜨려 죽게 만들 수 있는 명령은 받아서는 안되고
이길 수 없는 적을 공격하라는 명령도 받아서는 안되며,
장졸과 백성을 속이는 명령이라면 그 또한 받아서는 안된다.
무릇 이것을 일러 ‘세 가지 지극한 것’이라고 한다, 는 내용이다.
이순신장군은 결국 왕명을 거역해 본인이 사형을 당할지라도
군사들의 목숨을 지킴으로써
조선수군의 궤멸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러자 선조와 조정대신들은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며 이순신을 파직시킨다.
첫째, 조정을 기망한 것은 임금을 무시한 죄
둘째, 적을 놓아주어 치지 않은 것은 나라를 저버린 죄
셋째, 남의 공을 빼앗아 남을 무함하며 매사 방자함은 기탄함이 없는 죄
마땅히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지만 이순신장군은 파직당하고 압송되어
죽을 뻔한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죽음까지 겪게 된다.
다행히 백의종군으로 사형은 면하지만 이제 조선 수군은 새로운 삼도수군통제사
로 임명받은 원균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적이 너무나 친절히 안내해
준 진로를 따라 죽음의 전장으로 성큼성큼 향해간다.

3) 칠천량해전 패전의 결과
‘정한위략’이라고 일본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책이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본의 입장에서 기록한 역사책으로, 원균이 이끈 조선수군의 대참패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일본장수 시즈마 160여 척 격파
도도 60여 척 격파, 참수 수천
야스하루 16척 격파
나리도미 참수 수백 여
익해자불가지(溺海者不可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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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적혀있다.
한 해군 관련 전문가는 칠천량해전을 두고 ‘우리나라 역사상에 있어선 안됐을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조선수군을 전멸로 몰아넣은 칠천량해전으로
왜군은 이순신장군에 의해 막혀있던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순신장군으로 인해 참패를 거듭하던 일본 수군은 처음으로 육군과 통합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며 싸운 반면, 조선 수군은 임진왜란 발발 이래 처음으로 아무
전략 없이 전장에 나갔고, 결과는 조선 수군의 패망이었다.
이후, 왜군은 그토록 소원이던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다.

2. 정성은 고난을 이긴다
1) 수군재건을 위한 1차 대장정
원균이 패전한 이틀 뒤인 7월18일, 백의종군 중이던 이순신은 권율장군으로부터
칠천량해전의 비보를 듣는다.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6년 여 걸쳐 키워온 무적의
조선 함대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궤멸되고 말았다는 마지막 소식 앞에서 이순신
장군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통분한 마음이 밀려왔을 텐데도 “일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어찌하면 좋겠소?”
라며 도움을 요청해오는 권율장군에게 이순신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직접 해안 지방으로 가서 보고 들은 뒤에 방책을 정하면 어떻겠소?”
권율의 허락을 얻은 이순신은 지체 없이 도원수 권율의 진을 떠나 대장정의 길에
오르기 시작한다. 이순신이 말에 몸을 싣자 송대립, 임영립 등 피 끓는 아홉 명의
구국 동지들이 뒤를 따랐다.
이순신장군은 일부러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내륙지방으로 방향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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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대장정 이동 경로

7.18 초계 -> 7.19 단성 -> 7.20 정개산성 -> 7.21 곤양 -> 7.21 노량
-> 7.22 남해 -> 7.23 곤양 -> 정개산성 -> 7.27~8.3 진주
15일간 280Km(7백여 리)를 하루에 40~50리씩 이동

2)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교지
이렇게 수군을 수습하기 위해 정찰을 돌던 중 진주 운계리 마을 손경례의 집에
잠시 머무는데 8월 3일 이순신은 조정에서 보낸 한 장의 교지를 받는다.

삼도수군통제사 재임명 교지 내용
오호라!
지난 번에 경의 직책을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죄를 짊어지도록 한 것은
역시 과인의 전략이 미덥지 못한 것에서 나온 것이었으니
무슨 말을 하리오.. 무슨 말을 하리오..
이제 그대를 다시 기용하여 예전과 같이 전라좌수사 겸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하노니
그대는 충의로운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나라를 구하길 바라는 소망에 부합하라.
고로 이 교지를 내리니 그대는 헤아려 알라.

칠천량해전의 패전으로 선조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체포될 당시 군량미 9914섬, 화약 4000근, 천자포 지자포 등 대포300문, 그리고
전선 300척 이상을 원균에게 인도했지만 다시 돌아온 이순신장군에겐 전함도
식량도 무기도, 또 함께 싸울 수군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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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칠천량해전에서 대승한 왜적은 남해안을 완전히 장악한 후 승승장구하며
육로를 거쳐 한양으로 진격하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이순신장군은 교서를 받자마자 곧장 ‘두치’로 향한다.
1597년 8월 3일 그날의 난중일기를 한 번 들여다보자.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梁護)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를 주며 당부하는데,
그 내용은 곧 삼도통제사(三道統制使)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숙배를 한 뒤에 삼가받은 서장(書狀)을 써서 봉해 올리고,
이날 바로 길을 떠나 곧장 두치(豆恥) 가는 길에 들어섰다.
저물녘 구례현에 이르니, 온 경내가 쓸쓸했다.
성 북문 밖 전날 묵었던 주인집에서 잤는데,
주인은 이미 산골로 피난 갔다고 했다.

이순신장군이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또 중요하게 생각한 건 민심을
수습하는 일이었다.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은 이틀 뒤인 1597년 8월 5일 일기
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아침식사 뒤에 옥과(玉果) 경계에 이르니,
피난민들이 길에 가득 찼다.
매우 놀라운 일이다.
말에서 내려서 앉아 타일렀다.

전투는 군사가 하지만 전쟁은 백성이 한다. 민심이 흩어지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통제사 이순신은 대장정의 길 위에서 군량미
와 무기, 흩어진 장졸들을 규합하면서 전략을 수립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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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군재건을 위한 2차 대장정
2차 대장정 이동 경로

1차 대장정 : 15일간 280여 KM
+
2차 대장정 : 15일간 330여 KM
적게는 하루 40여 리(약 16km)씩
많게는 60여 리(약 25km)씩 이동
한 달간 무려 천 오백 리(610여km)가 넘는 여정

15일간 330km. 요즘처럼 KTX나 고속버스가 아닌, 말을 달려서 하루 평균 20여
km씩 이동하셨는데, 여기서 잠시 1,2차 대장정을 통해 이순신장군이 이동하신
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

8.4 곡성 -> 8.5 옥과 -> 8.8 순천(장졸 60명 확보) -> 낙안
8.9 보성(장졸 120명으로 늘어남) -> 구례(나루터에 적선이 머물러있는 걸
보고 우회 시작) -> 곡성 -> 순천 -> 보성(8월 17일 서진을 시작하여)
8.18 회령포 도착
15일 간 330 Km(820여 리)를 하루에 50~60 리씩 이동
군량미, 무기, 흩어진 장졸들을 규합하면서 전략을 수립해나감
8.19 배설로부터 전선 열 두 척을 인계받고 본격적으로 수군 재건을 시작

서울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한 달 동안 2번 왕복하신 셈인데, 이 고되고 긴
여정에서 이순신장군은 수군 재건에 필요한 군사와 무기, 말 등을 이삭줍기하듯
하나하나 모아야 했다. 1597년 8월 7일의 난중일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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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에 길에 올라 곧장 순천으로 가는데,
도중에 선전관 원집(元潗)을 만나 임금의 유지(有旨)를 받았다.
병마사가 거느렸던 군사들이 모두 패하여
돌아가는 것이 길에 줄을 이었으므로
말 3필과 활, 화살을 약간 빼앗아 왔다.

대장정이 끝난 후 이순신장군이 얻은 수군의 기반은 불과 열두 척의 전함과 말
4마리 분량의 무기, 백 스무 명의 군사. 그게 전부였다.

4) 고통을 이기는 시작
출발할 때 일행은 9명의 군관에 불과했지만, 순천에 도착했을 때는 60여명, 보성
에 도착했을 때는 120여명으로 늘어난다. 물론 전쟁을 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다.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향을 파악하며 수군을 재건하는, 그야말로 적의
턱밑을 파고드는 대담한 이순신장군이었지만, 1597년 8월 21일, 22일, 23일의
일기를 보면 당시 이순신장군이 겪었을 고통과 심적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1597년 8월 21일
사경에 곽란이 일어났다. 몸을 차게 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여
소주를 마시고 치료하려 했는데 인사불성이 되어 거의 깨어나지 못했다.
구토를 10여 차례 하고 밤새도록 고통스러웠다.

1597년 8월 22일
곽란으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용변도 보지 못했다.

1597년 8월 23일
사경에 병세가 매우 위중해져 배에 머무르기가 불편하였다.
실제로 전쟁터도 아니기에 배에서 내려 포구 밖에서 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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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후유증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다. 6년 동안 백성 및 군사들과 피땀
흘려 준비한 조선수군의 모든 것이 날아가고 다시 아무 것도 없던 처음으로 돌아
가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다.

3. 에필로그 : 두려움을 희망으로
칠천량해전 패전 소식을 들은 게 7월 18일, 본격적으로 수군 재건을 시작한 게
8월 19일이니까 수습하시는 데 딱 한 달이 걸린 셈이다.
사실 이 장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장군이 다닌 지역은 모두 왜적의 소굴
이나 다름없었던 까닭이다.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 채 몰려오는 왜적과 단 하루 차이의 간격을 두고 무려
6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단 한 달 만에 순회하셨다.
이처럼 지극한 정성 덕분에 절망에 빠진 군사들은 목숨을 던질 열정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필 수 있었고, 이순신장군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두려움을 희망으
로, 죽음을 삶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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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리더십테마4 : 헌신은 기적을 이룬다

1. 프롤로그
1) 수군폐지 반대
지난 차시에서 여러분은 백의종군 중에 삼도수군통제사직을 재임명 받고, 조선
수군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순신장군의 이야기를 만났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전쟁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순신장군은 추석날
저녁, 뜻밖의 어명을 받는다.

군사를 합쳐 육전에 참가하라!

회령포에서 받은 배들 중 멀쩡한 건 실상 별로 없었다. 무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조정은 지원해줄 생각은커녕 ‘있는 병력 갖고 권율 앞에
가서 협조해라’ 한다.
충의로운 마음을 다해 나라 구하는 일에 힘써 달라 해놓고 도움은 못 줄망정
사기를 완전 떨어뜨리는 왕과 조정대신들. 이런 몰염치한 처사라면 그야말로
허울뿐인 삼도수군통제사직을 당장 그만둔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언제나 선택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1순위로 놓지 않았다.
이순신장군은 곧바로 수군폐지에 반대하는 장계를 올린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군을 폐지한다면 이는 적이 바라는 바로서
적은 호남을 거쳐 쉽게 한강까지 진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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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신이 아직 살아있으므로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남은 배를 놓고, 열 두 척 밖에가 아니라
배가 열 두 척이나 남았다고...
이순신장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

2. 헌신은 기적을 이룬다
1) 동고동락
이순신장군은 군사는 물론 백성들과도 항상 동고동락하셨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
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항상
고민하셨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부터 농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였다.
1593년 9월 이순신장군은 조나라의 ‘이목’과 한나라의 ‘조충국’이 일찍이 경험한
방책이라면서 군사를 이용해 둔전을 실시하게 해달라고 조정에 요청한다.
*이목(李牧) : 조(趙)나라의 명장 중의 명장. 진나라 군사를 대패시켜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공을 세워 나라를 지켜냄.
*조충국(趙充國) : 한나라 선제(宣帝) 때의 장군으로 강(西羌)이 반란을 일으키자 나이 70세에
정하여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 명장.

둔전은 국경지역에서 군사들이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자급자족하기 위한 토지를
일컫는 말로, 이순신장군은 군사들이 농사를 짓는 둔전을 허락해준 것을 고마워
하면서 피난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1593년 11월, 조정에 또
추가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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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전(屯田) : 농사도 짓고 전쟁도 수행한다는 취지하에 부근의 한광지(閑曠地)를 개간, 경작해
군량을 현지 조달함으로써 군량운반의 수고를 덜고 국방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군
인을 직접 사역시켜 경작하는 경우, 둔전군(屯田軍)이라는 토지를 농민에게 나누어 주어 수확
량의 4분의 1 정도를 수취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593년 윤달 11월 17일에 올린 장계
신의 생각으로는
각 도에 떠도는 피난민이 한 곳에 모여 살 곳도 없고,
또 먹고살 생업도 없습니다. 바라보기 참담하오니
이 섬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면서 힘을 합쳐 농사짓게 하고는
절반씩 나눠가지게 한다면 공사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중략)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병작케 하여
나라에서 절반만 거둬들여도 군량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왜군에게 빼앗긴 땅은 할 수 없지만 호남과 남해안의 섬에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군사와 백성들이 먹고살 수 있고,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사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면, 이순신장군은 농사꾼이 되어도 좋았고
어부가 되어도 좋았다. 필요할 땐 가마솥도 굽고 메주도 만들고, 양반들이 천하다
고 여기는 장사도 하셨다.
난중일기엔 이와 관련된 여러 기록들이 있다.
1594년 3월 23일 : 견내량이 미역 쉰 세 동(同)을 캐어 왔다.
1594년 6월 7일 : 오늘 무우씨 2되 5홉을 심었다.
1595년 5월 17일 : 오늘 쇳물을 부어 소금 굽는 가마솥(鹽釜) 하나를 만들었다.
1596년 1월 20일 : 미시(未時)에 메주 만드는 것을 끝내고 부뚜막에 들여놓았다.

이순신장군을 ‘원칙을 지키는 딱딱한 사람’, ‘신상필벌을 확실히 실천하는 무서운
군인‘ 등 다소 차갑고 강한 모습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신데, 원칙을 지키되 그
밑바탕엔 항상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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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술을 좋아하셨는데, 실제로 난중일기엔 술을 마신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
다. 장수끼리 마실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병졸들에게도 권하셨다 한다.
1594년 1월 21일 : 아침에 본영의 격군 742명에게 술을 먹였다.

또 군사들이 배를 곯지는 않는지 편안하게 누워 잘 곳은 있는지 옷이 없어 추워
하지는 않는지 늘 군사들의 안위와 복지를 걱정하며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노력
하는 모습도 일기에 잘 드러나 있다.
1595년 8월 27일 : 군사 5,480명에게 음식을 먹였다.
1596년 1월 23일 : 아침에 옷 없는 군사 17명에게 옷을 주고는 여벌로 옷 한 벌씩
더 주었다.

1595년 8월 27일이면 이원익 체찰사가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러 내려온 날이다.
이원익 체찰사면 청렴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잘 알려진 분인데, 문관이셔서 현장
을 잘 몰랐던 터라 빈손으로 오신 것이다.
내심 잔칫상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던 군사들을 위해 이순신장군은 아끼고
아껴둔 곡식을 풀어 엄청난 성찬을 준비한다. 본인이 준비를 다 하셨지만 마치
이원익 체찰사가 베푼 것처럼 군사들에게 먹이셨다.

2) 해로통행첩 탄생 배경
명량해전은 승리로 끝났지만 이순신장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군사와 백성들이 먹을 양식도, 옷도 없고,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가옥도
없었다.
조선 수군은 고금도(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 속한 섬)로 진영을 옮겨 안착한다.
명량해전 승전 덕분에 군사는 8천명에 이르렀는데 섬에 진을 친 상태에서 군량미
를 마련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군사들을 굶길 수도 없고 어렵기 마찬가지인 백성들에게 식량을 강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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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적의 비책, 해로통행첩
그런데 이때, 이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중요한 비책이 탄생한다.
해로통행첩( 海路通行帖) > 바닷길을 다니는 배에 발급해주는 통행증

처음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것은, 스무 살 약관의 나이로 이순신의 휘하에
들어온 ‘이의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군량 관리를 하다가 부족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순신장군에게 의견을 냈던 것이다.
아랫사람의 목소리를 귀히 여겨 들을 줄 알았던 이순신장군은 곧장 ‘해로통행첩’
이라는 제도를 만든다. 해로통행첩과 관련된 기록이 징비록에도 나와 있다.

백성들에게 삼도연해를 통행하는 배들은
공,사선을 막론하고
증명서가 없는 배는 간세(간첩)로 인정하고
통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모두 와서 통행첩을 받도록 하라
- [징비록] 중에서 -

통행증을 발급해주는 대신 곡식을 걷는 것인데,

해로통행첩 제도

큰 배는 곡식 3석
중간 배는 곡식 2석

↔

통행 및 어업 보장

작은 배는 곡식 1석

피난선 크기에 따라 큰 배는 곡식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의 곡식을
내며 통행첩을 얻고, 그 대가로 통행과 어업행위를 보장받게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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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자신의 배에 재물과 곡식을 싣고 생명을 지켜줄 이순신장
군과 수군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이 같은 규제를 싫어했을까? 오
히려 반가워했다.

4) 해로통행첩의 성과
해로통행첩의 성과는 놀라웠다.
군사는 물론 백성까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족함 없이 먹여 살리고
많은 수의 전함과 무기를 생산해낼 수 있게 한, 너무나도 획기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이었다.
이순신의 수군은 해로통행첩을 발행한 지 불과 10여 일만에 군량미 1만 여석을
확보하게 된다.
게다가 수군의 입장에선 백성과 일본의 간첩을 구분하는 수단이 되었고 백성의
입장에선 수군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방법이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이순신장군은 이렇게 모인 백성들 가운데 군복무를 할 만한 장정들을 뽑고 군사
로 확보하는 한편 전선을 제조할 인력으로 활용했다. 해로통행첩으로 군사와 군
량 모두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598년 2월, 고금도에 본영을 설치하게 된다.
이순신의 수군은 ‘해로통행첩’을 발행으로 모아진 풍부한 군량미 덕분에 왜적과
잘 싸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명나라 수군이 왔을 때도 풍족하게 잘 대접해
명나라 군사들이 감동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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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필로그 : 고금도의 기적
명량해전이 끝나고 나서도 남해를 장악한 왜군 때문에 조선 수군은 서쪽에 머물
러 있었다. 고금도로 본영을 옮긴 건 보다 적극적으로 남해안 제해권 장악을
시도하겠다는 이순신장군의 의도였다.
그 결과, 이순신장군이 정착한 이래로 고금도는 군대의 위세가 한산진의 10배가
되었다고 이충무공행록은 기록하고 있다.

군대의 위세가 이미 강성해져 남도 백성들이 공을 의지해 사는 자들이
수만호에 이르렀고, 군대의 장엄함이 한산진의 10배에 달했다.
- [이충무공행록] 중에서 -

중용에 이런 말이 있다.

정성스러운 사람은 미리 방향을 예정해놓음으로써 일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고,
미리 계획해둠으로써 곤란을 당하지 않으며,
행동하기 전에 미리 방침을 정해놓음으로써 일을 당하여 낭패를 보지 않는다.
- [중용] 중에서 -

조정에서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이순신장군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다.
“신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바로 이런 자세 덕분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항상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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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렴리더십테마5 : 공감은 열정을 키운다

1. 프롤로그 : 논란의 중심에 선 이순신
1591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지기 1년 전. 종6품의 현감 이순신은 정3품의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자면 9급에서 3급으로 껑충 뛴
파격 승진이었다.
임진왜란 발발을 직감한 류성룡의 특급처방이었는데, 변방의 하급 장교를 전라
좌수사로 임명한다니 대신들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반대했을 이유를 상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신들

윗사람 말 안 듣기로 유명하다든데?
성격이 아주 괴팍하다는 소문이...
예전에 녹둔도에서 패전한 장수가 아닙니까?!
충분히 하극상을 일으킬 만한 꼴통으로 사료되어..
혼자서만 잘난 척하고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디요?
자기가 일 다 한 것처럼 완전 잘 꾸민대요...

선조

그래도 성룡이가 사람 하나는 잘 봐.
걔가 막 이상한 애 추천하고 그러진 않아.

흔히 많은 분들이 임진왜란 1년 전에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사가 된 일이 운명적
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순신장군처럼 전쟁을 직감한 또 한 명의 인물,
서애 ‘류성룡’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기도 하다.
류성룡의 군사적 재능과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은 임진왜란 전에도 크게 발휘되었
는데, 일본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문신 관료였던 정5품 형조정랑 ‘권율’을 정3품
의주목사로 발탁했고, 이순신의 오른팔이었던 ‘정운’도 원칙주의 성격으로 미관말
직을 전전했지만 류성룡이 발탁해 녹도만호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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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순신까지, 조선의 바다를 지켜낼 가장 중요한 장수로 발탁한다. 결과,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순신장군이 무관으로
서만 그 능력을 발휘했다면 7년간의 이 길고 고된 전쟁을 잘 이겨내기가 힘들었
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나라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전함과
무기를 만들어야 했고 군사와 백성들까지 구제하고 먹여 살리면서 전쟁을 치러야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바로 함경도 북방의 조산보 만호 시절 녹둔도 둔전관으로서 쌓았던 경험 덕
분이다. 당시 그곳은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는 여진족과 마주한 곳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최전방 GOP(General Outpost)와 같은 곳이었다.

2. 공감은 열정을 키운다
1) 생애 첫 백의종군 :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일의 모함
1587년(43세), 조산보만호 이순신은 함경도 북방을 지키는 장교이자 군량미확보를
위해 둔전을 경영하는 행정관 역할까지 겸임하게 된다. 농사를 짓다가도 얼마든지
적의 기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즉각 전투할 수 있는 군사들은 채 10여
명도 되지 않았다. 이순신은 직속상관이었던 함경도 병마절도사 ‘이일(李鎰)’에게
여진족의 기습을 대비해 병력증원을 요청하지만 그때마다 거절을 당한다. 그해 가
을 풍년이 들자 여진족이 침입해 녹둔도 전투가 벌어지는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조선 측 수호장과 감독관이 전사하는 등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명의 백성들이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고 만다. 이순신은 적의 화살에 왼편 다리를 맞아 피를 흘리
면서도 부사와 더불어 크게 고함을 지르며 뒤쫓아가서 적에게 잡혀가던 조선 백성
60여 명을 구출해 돌아온다. 그렇게 여진족에게 잡혀가던 백성과 군사들을 되찾아
오기까지 했지만 ‘이일’은 자신의 오판에 대한 책임 대신, 목소리를 높여 패전을
시인하라며 호통을 친다. 그러자 우리의 조산보만호 이순신은 당당히 맞선다.
“내가 힘써 싸워 적도들을 물리치고 우리 백성 60여 명을 구출해 돌아왔는데 어
찌 이를 패전이라 할 것이며, 또한 진작부터 군사들을 더 배치해달라고 몇 번이나
청했으나 이를 불허한 공문서 書目이 내 수중에 있으니 조정에서도 죄가 결코 나
한테 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오.”

- 36 -

이일은 더 대꾸할 말이 없었으나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순신을 하옥시키고 조정엔
자신에게 유리한 말로 이리저리 꾸며 보고를 올린다. 전후 사정을 살펴본 조정은
이순신이 패전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죄인 이순신은 백의종군해 다시
공로를 세우라”는 명을 내린다.
(출처 : <이충무공행록>)

열심히 준비하고 또 잘 싸웠는데도 선배 공직자 이순신은 이렇게 두 번째 파직을
당함은 물론 생애 처음으로 백의종군까지 겪게 된다. 위기에 대비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어리석었던 리더 ‘이일’ 때문이었다.

2) 유비무환의 상징, 거북선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환 정신을 말하자면 당연히 거북선을 빼놓을 수가 없다.
1592년 4월 11일 : 비로소 베돛을 만들었다
1592년 4월 12일 :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의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북선에 베돛을 만들어 단 날은 4월 11일, 거북선 안에서 지자
대포와 현자대포를 시험 발사한 날은 4월 12일로, 전쟁발발 불과 하루 전이었다.
[이충무공전서]에 따르면, 거북선은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 장군이 고안하고 휘하
장수 중 한명이었던 나대용이 건조했다고 전해진다.
이순신장군은 오직 능력과 실력에 따라 인재를 가려 썼는데, 파면당한 사람은 물
론,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포로도 머슴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장수가 부
족하거나 경합할 때는 시험을 보아 가려낸 뒤에 썼고, 재주만 있으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일을 시켰다고 한다.
거북선을 만들 때는 조선造船 능력만 보았고 칼을 만들 땐 대장장이 능력만 있으
면 썼다. 이렇듯 실용주의적인 인재관을 갖고 계셨기에 전라도와 경상도 수군의
차별 또한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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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순신장군이 첫 출전을 연기한 이유
임진왜란 발발 후 이순신장군은 정말 원균의 요청이 싫어서 출전하지 않았을까?

내막을 말하자면, 경상관찰사나 원균의 원군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전라좌수사인
이순신이 독단적으로 관할 밖인 경상도로 나가 싸울 수는 없었다. 반드시 조정의
명령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이순신은 김수의 요청을 받고도 곧바로 출전하지 못했고, 속히 조정에서
명령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며 준비만 하고 있었다.
출전 전까지 이순신장군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1. 왜적 상륙 후 이틀째인 4월 15일. 원균의 공문을 받고 전쟁이 시작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됨.
2. 그날 밤 바로 임금에게 제1차 대변 장계를 올려 출전 명령을 기다리며 사변에 대비
하고 있음을 아뢰고, 경상순찰사 이광, 병사, 전라우수사에게 공문을 보냄.
3. 4월 16일, 경상도로부터 공문을 받는 대로 제2,3차 대변 장계를 올림. 동시에 관하
관·포에 탐망하고 정비할 것을 긴급 시달.
4. 신병 700명에 대해 점검을 마침.
5. 4월 20일, 경상관찰사 김수한테서 구원병을 청하는 장계를 보냈다는 공문을 받자 관
하에 최대한 준비를 명령하고, 동시에 이일, 김수, 원균 등에게 경상도에서 적의 정세가
어떠한가를 급히 회보해달라는 긴급 통문을 보냄.
6. 4월 21일, 순천부사 권준에게 따로 밀명을 내려 준비.
7. 4월 22일, 배응록에게 절갑도(고흥 금산) 주위를, 송일성에게 금오도(여천 남면) 주위
를 탐망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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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월 26일, 선조로부터 ‘물길 따라 나가 적선을 무찌르라’는 첫 번째 유서(임금의 명
령서)를 받음.
9. 4월 27일, 선조로부터 ‘원균과 합세해 적을 무찌르라’는 두 번째 유서를 받음.
10. 그날로 ‘경상도로 구원 나가는 장계’ 제1편을 올리고, 곧 관하 각 포구 장수들에게
급히 여수 본영으로 집결할 것을 명령.
11. 4월 29일, 이튿날 출동하기로 한 계획을 연기.

이순신장군이 첫 출전 날짜를 연기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경상우수영 산하 각 진영이 원균의 행동을 모방해 스스로 수군을 없앤 뒤
모두 숨어버린 까닭에 남해도 1관 4포가 모두 비어 예상하던 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었고,
둘째, 함께 출전하기로 약속한 전라우수영 이억기의 함대가 그때까지 미처 도착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이순신장군은 부득이 출전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4) 민주적 리더십
당시 일본과 조선의 전력을 비교하자면 적의 전함은 무려 500척이나 되는 데
비해 조선 전함은 불과 20척이 조금 넘는 현격한 열세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적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
로서 그 승패에 따라 앞으로 군사들의 사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었다.
이순신장군은 휘하의 모든 장병을 좌수영 앞바다에 집결시킨다.
경상도로 출전하는 문제를 놓고 전 장수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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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수군은 전라도를 지키는 것이 자기 임무요,
나가 싸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 반대론(권준) 이제 적군들의 기세가 커졌으니
앉아서 외로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요,
다행히 싸워 이기면 적의 기세를 꺾을 것이며,
설사 불행히 죽는다 해도 그 또한 신하 된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 찬성론(정운, 어영담) -

이런저런 의견들이 분분할 때 마침내
장병들의 집약된 뜻이 군관 송희립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한다.
적군을 치는데 전라도 경상도가 어디 있소?
영남을 내버려두어 오늘에 다 무너지고 나면,
내일 우리 일은 또 어떻게 할 것이오?
한편으로는 영남을 돕고, 또 한편으로는 호남을 보호해야 하오.
그저 머뭇거리며 목전만 편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적을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 찬성론(송희립) -

첫 출전에 앞서 전개한 이같이 자유로운 출전 논의는 부하 장병과의 소통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이순신장군이 가진, 민주적 리더십의 소산이다.
이런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은 훗날 그가 통제사가 되어 한산도 진중에 있을 때
‘운주당(이순신이 묵는 곳이자 일종의 작전상황실)’을 지어 전쟁 대비를 위한 토론
의 장으로 활용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시 조선의 국방 수준은 방임과 부패로 말미암아 실로 안타까울 만큼 피폐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재난을 예견해온 이순신장군에겐 부임 후 전쟁 발발까지
일 년 남짓한 이 기간이야말로 전쟁 대비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순신장군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좌수영 본영은 물론, 자신의 관할인
5관 5포를 샅샅이 순시하며 장병을 사열하고 전선과 각종 전투장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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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 2월 11일 : 배 위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고(點考.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사람의 수효를 조사함)했다.
1592년 2월 19일 : 저물녘에 이목구미에 가서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영주(瀛州)
현감과 여도 권관이 나와서 맞았다. 방비를 검열하였다.
1592년 2월 26일 :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를 마치고 무기를 점검했다.
장전과 편전은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했으나, 전투선은
그런대로 완전하니 기쁘다.
1592년 3월 6일 : 아침식사를 한 후에 나가 앉아 군기를 점검하니 활, 갑옷, 투구,
화살통, 환도가 대부분 깨지고 훼손되어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색리, 궁장, 감고 등을 논죄하였다.
1592년 3월 27일 : 일찍 아침밥을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沼浦)에 갔다. 쇠사슬을
건너 매는 것을 감독하고 종일 기둥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겸하여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했다.

또 평소 활쏘기에도 힘써서 스스로도 백발백중의 명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
든 군사들의 활 쏘는 연무 능력도 한 단계 높였다. 그때까지 조선군의 주된 무기
는 활이었고, 능숙한 활쏘기는 전투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군사들의 전력을 극대화시키고자 했던 이순신장군은 임진년 1월부터 4월까지 무
려 30여 차례나 활쏘기 대회를 열었고, 개인별 혹은 수군별로 활쏘기 경쟁을 시
켜 스스로 실력을 쌓게 했다.
1596년 4월 11일 : 늦게 장병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활 10순(50발)을 쏘았다.
1596년 4월 12일 : 아침식사 후에 어사가 밥을 지어 군사들에게 먹인 뒤에 활 10순
(50발)을 쏘고 종일 이야기했다.
1596년 6월 7일 : 충청 우후 등과 함께 활 10순(50발)을 쏘았다.
1596년 6월 9일 : 충청 우후, 당진 만호, 여도 만호, 녹도 만호 등과 활을 쏠 때에
경상수사가 와서 같이 활 20순(100발)을 쏘았다.
1596년 6월 15일 : 늦게 나가 공무를 보고 충청 우후와 조방장 김완 등 여러 장수들
을 불러서 활 15순(75발)을 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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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산정 활터
밀물과 썰물의 교차를 이용해
해전에 필요한 실전 거리의 적응 훈련과
바닷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바다의 해풍에 맞서
활쏘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

바다를 사이에 두고 무려 145미터나 떨어진 곳에 과녁이 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곳에서 활쏘기 내기를 하고, 진편에서는 떡과 술을 내어 배불
리 먹었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온다.
1596년 4월 21일 : 종일 활을 쏘고 잔뜩 취해서 돌아왔다.
1596년 6월 4일 : 가리포 첨사, 임치 첨사, 목포 만호, 남도포 만호, 충청 우후 및
홍주 판관 등이 왔다. 활 7순(35발)을 쏘았다. 우수사가 와서 다시
과녁을 그리고 활 12순(60발)을 쏘았다. 취해서 헤어졌다.
1596년 6월 6일 : 사도(四道의 여러 장수들이 모두 모여 활을 쏘았다. 술과 음식을
먹이고 다시 모여 활을 쏘아 승부를 겨루고서 헤어졌다.

떡과 술로 잔치를 벌인 것 또한 활쏘기 훈련의 흥미와 무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
한 충무공의 지혜가 아니었을까.

3. 에필로그 : 목표에 대한 공감과 동반자적 자세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

손자 : 상하가 같은 욕망을 가지면 승리한다며 동욕(同欲)을 강조
VS
이순신 :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만의 훌륭한 본성을 더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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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는 상하가 같은 욕망을 가지면 승리한다며 동욕(同欲)을 강조했는데,
이순신장군은 욕망보다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더 중요시했다.
배가 부르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것처럼 욕망이 채워지면 그 순간,
열정은 바로 식어버리는 까닭이다.
일당백을 넘어 일당만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순신장군과 조선 수군의 힘
은 이렇듯 같은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면서 동반자적 자세로
동고동락하면서 혼신을 다해 싸운 데에 있지 않을까.
명량해전을 치른 다음 해인 1598년. 54세의 나이에 이순신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생을 달리 한다. 그리고 11월 26일 마침내, 장군의 소원대로 왜군이 부산에서
완전 철수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임진왜란 7년 전쟁도 막을 내린다.
비록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지만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이순신
장군이 사람들 가슴 속에 신선처럼 오래 살아계신 비결. 과연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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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렴리더십테마6 : 올바른 신념은 세월을 뛰어 넘는다

1. 프롤로그 : 죽음에서 삶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인 미국의 ‘조지 패튼’ 장군은 ‘군인의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마지막 전투에서 마지막 총알을 맞고 죽는 것’이라고 했다.
*조지 S. 패튼 장군(George Smith Patton Jr.) : 2차세계대전 중 미군장군으로 36년간 복무.
북아프리카, 시실리, 유럽 침공작전 등에 전차전 투입되었으며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 큰
활약을 했다.

이순신장군도 돌아가신 후에 오히려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영예를 받으셨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598년(선조31년) : 노량해전에서 전사.
1604년(선조37년) : 사후 6년 만에 선무공신 1등에 녹훈됨은 물론 덕풍부원군
으로 추봉되고 좌의정에 추증됨.
1643년(인조21년) : '충무'라는 시호를 받음.
1706년(숙종32년) : 돌아가신 지 108년 만에 충청도 아산에 현충사가 건립됨.
1793년(정조17년) : 영의정에 추증됨.
1795년(정조19년) : 살아계셨다면 251세가 되는 나이에 ‘이충무공전서’ 완성됨.

2. 올바른 신념은 세월을 뛰어 넘는다
1) 조선 왕조와 후학들의 평가
이순신은 백 번 싸운 장군으로서
한 손으로 친히 무너지는 하늘을 붙든 사람이었다 (人皆謂死舜臣破生倭).
- 류성룡 *류성룡(柳成龍1542~1607) : 1588년(선조 21년)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에 올랐으며,
1590년(선조23년) 우의정에 올랐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병조판서로서 도체찰사
를 겸하여 군무(軍務)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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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세우는 절개와 국란에 죽는 충성과 또 행군하고 용병하는 묘리며
복잡한 사무 등을 처리하는 지혜는 이미 다 보고 아는 일이라.
비록 옛날의 명장이나, 어진 장수들로서 백년에 한 둘 밖에 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도 이 분을 넘어 설 이는 없을 것이다.
- 대제학 이식 *이식(李植1584~1647) : 이순신과 같은 덕수 이씨이며 인조대왕 때 대제학, 대사헌, 판서를
지내고 이순신 전사 후 그의 공적을 기리는 ‘시장 (諡狀)’을 썼다. 한문4대가의 한사람으로
꼽힌다.

내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분의 힘, 바로 그것에 의함이라.
내 이제 충무공에게 특별한 비명을 짓지 않고 누구의 비명을 쓴다 하랴.
당나라 사직을 안정시킨 ‘이성’과 한나라 왕실을 회복시킨 ‘제갈량’을
합한 분이 충무공이다.
- 제22대왕 정조 *정조(正祖) : 재위기간 1776~1800. 이충무공전서를 완성시키고 이순신장군 묘소에 역사상
유일하게 임금의 신도비를 직접 짓고 세움. 과거제도 개선을 위해 대과(大科)는 규장각을
통해 국왕이 직접 관장해 많은 과폐를 없앰은 물론, 규장각 제도를 일신하여 왕정 수행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전제(田制) 개혁에도 뜻을 두어 조선 초기 ‘직전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은 엄하고 진중하여 위풍이 있는 한편 남을 사랑하고 선비에게 겸손하며
은혜와 신의가 분명하고 식견과 도량이 깊어
기쁨과 노여움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
- 최유해 *최유해(崔有海1588~1641) : 인조대왕 때의 승지로 이순신의 일대기인 <행장>을 썼다. 의약
과 복서(卜筮)·천문에도 밝았으며, 여러 곳의 지방관으로 재직 중 선정을 베풀어서 곳곳에 송
덕비가 세워졌다.

- 45 -

노량해전을 함께 치뤘던 명나라 수군도독 진린의 평가는 어땠을까?
이순신은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위지(經天緯地)의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은 보천욕일(補天浴日)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진린(陳璘1543~1607) : 탄핵으로 물러났다가 정유재란 때 다시 발탁되었다. 총병관으로 수병
대장을 맡았고 수군 5000명을 이끌고 강진군 고금도에 도착하였다. 진린의 계급은 제독보다
한 단계 아래인 도독(都督)이었다. 이순신과 연합함대를 이루어 싸웠으나 전투에 소극적이고
공적에는 욕심이 많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선 수군에 대한 멸시와 행패가 심해 이순신과
마찰을 일으켰으나 이순신이 세운 전공을 자신에게 양보하자 두 사람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전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과 공동작전을 펼쳐 공적을 세웠다.

‘진린’. 서애 류성룡이 이순신장군에게 직접 편지를 전해 극진한 접대를 부탁할
만큼 까다롭기로 소문난 장수였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이순신장군의 훌륭함을
간파한 그는 다섯 달 동안 함께 지내며 크게 감화되어, 명나라 황제 신종에게
이순신을 극찬하여 명나라 수군도독의 벼슬과 함께 도독인, 참도, 곡나팔 등 8
가지 상품(팔사품)을 하사하게까지 한다. 일설에 의하면 명나라 황제에게 이순신
의 목숨을 구명하며 보기 드문 충신이니 당신의 신하로 삼으라는 상소를 올렸다
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2) 해외에서의 평가
이순신은 청렴한 인물로 그 통솔력과 전술 능력으로 보나 충성심과 용기로 보나
이러한 인물이 실재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상적인 군인이었다.
- 시바 료타로 *시바 료타로 : 1960년 《올빼미의 성(城)》으로 나오키상을 수상하고 1966년 장편소설 《료마
[龍馬]는 간다》로 기쿠치칸상을 수상하는 등 일본식 역사소설의 황금기를 열어 국민작가가
됨.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사'라고 불린다.

나를 넬슨에 비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에게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만약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세계 해상을 지배했을 것이다.
- 도고 헤이하치로 *도고헤이하치로 : 일본의 해군제독. 청일전쟁 때 청국군함 고승(高陞)을 격침시켰고 러일전쟁
때는 일본 연합함대사령장관으로 동해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함대를 정자전법으로 격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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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에게 넬슨과 같은 거국적인 지원과 그만큼의 풍부한 무기와 함선을 주었다면
우리 일본은 하루아침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 가와다 고오 著書 [포탄잠재우기] 중에서 *가와다 고오(川田功) : 1920년대 일본의 해군전략 연구가.

우리 영국인들에게 그 공적에 있어 넬슨과 필적할 만한 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항상 힘들다. 하지만 만약 그런 영예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적군 속에서 싸우다 죽은
이 동방의 해군 사령관일 것이다.
이순신은 동양에서 전투용 함선에 대량의 화포를 싣고
근대적인 함대전을 벌인 최초의 장수이다.
이순신은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는 명장이다.
다만 동방의 작은 나라에 있었기에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 (著書 [바다가 일본정치역사에 미친 영향] 중에서)

*조지 알렉산더 발라드(G.A. Ballard) : 영국해군제독이자 군사학자. 거북선과 이순신장군의
가치를 역사적 입장에서 재조명해주었다.

3) 이순신, 세계사를 바꾸다
이순신 때문에 일본의 중국 침략이 약 300년 동안 막혔다.
- 미 해군 역사가 ‘조지 해거만’ 1588년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에 승리한 것과 같은 역사적 비중.
- 미국 리더십 전문가 ‘짐 프리드만’ -

이렇듯 동아시아 역사는 물론, 세계사까지 바꾼 장본인으로 평가받는 이순신장군.
윌리엄 웨어는 ‘세계를 바꾼 50인의 군사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충무공 이순신
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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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꾼 50명의 지도자 - William Weir, The Career Press
1. 아카드 왕국의 사르곤(Sargon of Akkad)
2. 해양족(Sea Peoples)
3. 키루스 대왕(Cyrus the Great)
4. 손자(Sun Tzu)
5. 알렉산드로스 대왕(Alexander the Great)
6. 찬드라굽타 마우랴(Chandragupta Maurya)
7. 한니발(Hannibal)
8. 진시황(Qin Shih Huang)
9.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10. 훈족의 아틸라(Attila the Hun)
11. 무함마드(Muhammad)
12. 샤를마뉴(Charlemagne)
13. 오토 대제(Otto the Great)
14. 토그릴 베그(Toghril Beg)
15. 정복왕 윌리암(William the Conqueror)
16. 살라딘(Saladin)
17. 징기스 칸(Genghis Khan)
18. 엔리코 단돌로(Enrico Dandolo)
19. 잔다르크(Joan of Arc)
20. 메흐메트 2세(Mehmed II)
21. 프란시스쿠 드 알메이다(Francisco de Almeida)
22.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
23.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
24. 이반 4세(Ivan IV)
25. 성웅 이순신(Yi Sun-sin)
26. 도쿠가와 이에야스(Tokugawa Ieyasu)
27. 나사우의 마우리츠(Maurice of Nassau)
28. 장 밥티스트 드 그리보발(Jean Baptiste de Gribreauval)
29.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
30. 로버트 클라이브(Robert Clive)
31.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32. 베네딕트 아놀드(Benedict Arnold)
33. 나폴레옹 (Napoleon I)
34. 허레이쇼 넬슨(Horatio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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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
36.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
37. 호세 데 산 마르틴(José de San Martín)
38. 샘 휴스톤(Sam Houston)
39. 윈필드 스콧(Winfield Scott)
40. 헬무트 폰 몰트케(Helmuth von Moltke)
41. 율리시스 그랜트(Ulysses S. Grant)
42. 앨프리드 세이어 머핸(Alfred Thayer Mahan)
43. 도고 헤이하치로(Togo Heihachiro)
44. 줄리오 두에(Giulio Douhet)
45.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46. 하인츠 구데리안(Heinz Guderian)
47. 야마모토 이소로쿠(Yamamoto Isoroku)
48. 레이몬드 스프루언스(Raymond Spruance)
49. 마오 쩌둥(Mao Zedong)
50. 매튜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3. 에필로그 : 영원히 사는 성웅 이순신
공직자로서 인생을 살다갔지만 영원히 사는 성웅으로 일컬어지는 이순신장군.
오늘날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리더십의 주인공이 되었다.
정치적 배경이나 목적, 이유는 다 다르지만 어느 시대건 항상 이순신장군은 역사
속에서 끄집어내어졌고, 시대와 이데올로기가 달라도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본받
아야 할 성웅으로 그려졌다.
그리고 이젠 호국이나 상무정신의 아이콘을 넘어, 위대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의
주인공으로 또다시 각광받는 21세기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직책을 부여받아서 자기 역량
을 120%, 아니 200% 이상 최대한 발휘하고 돌아가신 행운아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순신장군과 같은, 원리원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떨까? 이순신장군처럼 똑같은 상황에 본인이
처한다면 혹은 그 같은 동료나 선후배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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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리더십테마7 : 진심을 다하면 기회가 온다 – 인생그래프

1. 프롤로그 : 청년 이순신과 가족사
1) ‘순신(舜臣)’ 이름의 뜻
‘순임금舜’ ‘신하臣’ - 중국 전설 속 ‘순임금 시대의 충신’을 뜻하는 말로서 ‘세상
을 널리 평화롭게 지키라’는 집안 어른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다고 한다.

2) 가족사
6대 이공진 – 판사재시사 (고려시대 정3품)
5대 이변

- 영중추부사 (조선시대 정1품)

3대 이거

- 사헌부 높은 관리 (종2품아문)

2대 이백록 – 평시서봉사 (종8품)
1대 이정

- 평민 (무직)

*판사재시사 : 고려시대 사재시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정3품, 장관, 판사와 같은 높은 관직.
*영중추부사 : 조선시대 중추부(中樞府)의 으뜸 벼슬인 영사(領事)로, 품계는 정1품, 대신 외에는
오르지 못했던 관직.
*사헌부 : 관리들의 비행과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감찰기구. 사법권과 검찰권까지 휘두르며
국정 전반을 통솔하던 조선시대 중요한 기구.

6대 ‘이공진’ 어르신은 고려시대에 판사재시사를 지내시고, 5대 현조부 ‘이변’
어르신은 영중추부사를 지내신데다 세종부터 성종까지 여섯 임금을 모신 외교
전문가였다. 3대 조부 ‘이거’ 어르신은 사헌부의 높은 관리셨는데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명 “호랑이 장령”으로 불리셨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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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대로 문관 벼슬을 지내오신, 비교적 순탄하게 성공을 이어온 가문이다
싶었는데. 할아버지 ‘이백록’은 시장에서 물건 값을 관리하는 평시서 봉사로 종8품에
해당하는 관직 생활을 하시게 된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기묘사화에 얽혀 당쟁으로
집안에 우환이 들자 아버님 ‘이정’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평민으로 지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장군은 4대사화의 마지막인 을사사화가 일어난 해(1545년)
에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8살 무렵 어머니의 고향인 충남 아산으로
온 가족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3) 청년 이순신
보통 아들이라면 아버님은 물론이고 할아버지 등 조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청년 이순신은 아버지의 바람대로 문관이 될 것인지 본인이 원하는 무관
이 될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한다. 결국 스물두 살에 무관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무예를 열심히 닦기 시작한다.
스물여덟 살에 처음으로 과거를 보는데, 말에서 떨어진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 위에 올라 끝까지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이순신. 결과는 낙방이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이순신장군의 모습이 이때부터 벌써 드러난 게 아닐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4년 뒤인 1576년, 식년무과에 다시 응시한 서른두 살의 청년 이순신은
드디어 과거시험에 합격한다.
병과에서 4등으로 합격. 전체 29명 중에선 12등으로 급제.
이제 고생 끝 낙이 오려나 했는데. 청년 이순신의 좌충우돌 공직생활이 시작된다.

2. 인생그래프
승진은 파란색으로, 좌천이나 파직 등 고생한 시기는 빨간 색으로, 힘들게 복직된
때는 녹색으로, 돌아가신 후는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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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 43세, 53세 때 겪으신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이 뚜렷하게 잘 보
인다. 들쭉날쭉 정도가 아니라 상승과 하강이 너무 극명하게 두드러지는데, 20년
도 채 안 되는 한 사람의 공직인생이라고 하기엔 우여곡절이 많아도 너무 많다.

1) 인생그래프 1 > 32~38세
공무원이 된 청년 이순신은 첫 직장으로 함경도의 두메산골 ‘동구비보 권관’으로
발령받는다.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진족 침입에 대비한 방비책도 잘
세우고 군사훈련도 잘 시켜서, 3년 후인 1579년 서울 건천동에 있는 ‘훈련원 봉사’
로 발령받는다. 건천동이면 이순신장군이 태어나고 또 군사놀이를 하며 어린 시
절을 보낸, 아주 익숙하고 뜻 깊은 곳이었다.
그런데 운명적인 이곳에서, 그의 강인한 성품을 드러내는 첫 사건이 발생한다.
병조정랑 ‘서익’의 불합리한 인사 청탁에 반대하는 소리를 하다가, 8개월 만에
충청도 절도사의 ‘군관’으로 좌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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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지사 ‘새옹지마’라 했던가?
이순신은 이 불합리한 관행을 거부한 사건으로, 오히려 강직한 인물로 널리 알려
지게 된다. 류성룡도 [징비록]에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순신을 알게 되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좌천되고 몇 개월 뒤인 1580년. 종9품 군관이었던 이순신은 종4품 ‘발포만호’로
발령받는다.
서익과의 악연은 이렇게 파격 승진이라는 전화위복을 경험하게 했지만...
이순신이 발포만호로 있던 무렵, 군기 상태를 점검하는 관리직인 ‘군기경차관’으
로 내려온 서익은, 이순신의 부대가, 병기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다고 악의적인
보고를 올린다. 그 바람에 이순신은 생애 첫 파직을 겪게 된다.

이순신이 파직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조판서였던 율곡 이이가 이순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류성룡을 통해 전한다.
이조판서라면 당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데다 율곡 이이는 같은
문중 사람으로 이순신과 먼 친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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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에 찾아온 류성룡에게 이순신은 만남에 난색을 표하며 단번에 거절한다.
이유인즉, 같은 집안사람이라 만나고는 싶지만 율곡선생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
책에 있는 한 파직된 자신이 그분을 뵙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확실한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조판서의 부름이 있었다.
내일모레면 마흔인데, 다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때가 벌써 막내 면이 다섯 살쯤 됐을 때니까 애 셋 딸린 아버지였다.
당연히 겉으론 “잘하셨습니다~” 하셨겠지만 사모님의 속마음은
새까맣게 타지 않으셨을까...

2) 인생그래프 2 > 38세~42세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이순신 장군은 누구의 힘에도 기대지 않은 채 파직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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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가 1583년. 서른아홉 살 되던 해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한 번 파직되면
복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뇌물 없이 아주 이례적으로, 다시 공직
생활을 시작하시게 된다. 그리고 종8품의 ‘훈련원 봉사’로 복직한 이순신은 그 해
7월 ‘함경도 군관’으로 다시 발령을 받는다.
당시 전라좌수사였던 ‘이용’이 함경도 병마절도사로 가면서 조정에 직접 청을 넣으
면서까지 공을 들여 이순신을 자신의 군관으로 삼은 것인데, 이용으로 말하자면
이순신이 발포만호로 있을 때, ‘성박’을 통해 윗사람을 우습게 본다는 소문을 듣고
이순신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후 올바르고 강직
한 성품에 반해서 이렇게 훗날 자기 수하로 데려가게까지 된 것이다.
그 후 이순신은 경원고을 ‘건원보 권관’으로 또다시 발령을 받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진족 토벌에 큰 공을 세워 같은 해 11월, 정7품 ‘훈련원 참군’으로 승진해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여진족을 물리친 다음 날 아버님 ‘이정’이 세상을 떠나자 이순신은 관직에
서 잠시 물러나 아산으로 낙향해 3년 상을 치른다. 다시 복직이 될 수 있을까 싶
었는데 3년상을 다 치른, 마흔두 살 되던 해인 1586년. ‘사복시 주부(종6품)’라는
직책으로 복직을 하게 되고 복직 16일 만에 종4품 벼슬인 ‘조산보만호’로 임명된
다. 일종의 특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진족의 발호 때문에 이순신이 천거된 것
이었다.

3) 인생그래프 3 > 43세~49세
이제 승진할 일만 남았나 싶은데. 조산포만호 이순신은 직속상관 병마절도사 ‘이일’
에 의해 누명을 쓴 채 두 번째 파직을 겪으며 생애 첫 번째 백의종군에 처해진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이순신은 여진족의 보복전에서 큰 전공을 세우며 이내
백의종군에서 벗어나게 된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이때, 이순신
은 1588년 6월, 돌연 아산으로 낙향한다.
1580년엔 둘째형 ‘요신’이 죽고, 1583년엔 ‘부친’이, 바로 그 전 해인 1587년에는
맏형 ‘희신’마저 죽는다. 죽은 형들의 식솔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아마도
가족 곁에 가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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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직 생활이 끝이 나나 싶었는데.
1589년 45세 되던 해. 이순신장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이순신처럼 쓸 만한 인재가 기용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에 의하여
어렵게 복직에 성공한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었는데, 조정에 특청을 넣어서 이순신을 자신의 군관으로
복직시킨다.
그리고 그해 12월엔 정읍현감(종5품)으로, 2년 후인 1591년엔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정3품)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만약 그때 이광의 요청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후 행보를 보면 엄청난 승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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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적진포해전 승리로 종2품 아래 직책인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6월엔 당포해전
승리로 정2품 ‘자헌대부’로, 7월엔 한산도해전에서의 대승으로 정2품위의 직책인
‘정헌대부’로 승진한다.
그리고 다음해인 1593년 8월, 3도 수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삼남지방 수군 총사령관
인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된다.
정리해보면, 45세부터 이순신장군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가 시작된 것이다.

4) 인생그래프 4 > 49세~현재까지

이후 한산도에서 약 3년이 넘는 시간동안 각종 전함과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키며 조선 수군을 강하게 만드셨는데.
1597년 1월. 53세의 나이에 이순신은 생애 세 번째 파직과 함께 다시 한 번
백의종군의 치욕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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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을 질투하던 원균과 서인의 모함, 또 왜적들의 교묘한 전략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왜적들과 손을 잡은 대역 죄인으로 몰린 것이다.
그러던 중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한 것을 계기로, 별다른 대안이
없던 선조는 그를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시킨다.
한산도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도
이순신은 전멸하다시피 한 수군을 이끌고 명량에서 대승을 거둔다.
그리고 다음해인 1598년, 장군의 나이 54세에 노량해전에서 생을 달리한다.

3. 지족불욕(知足不辱) 지지불태(知止不殆)
세 번의 파직과 두 번의 백의종군을 겪고 조정의 지원 없이 7년간의 전쟁을 홀로
바다 위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 그 와중에 수많은 군졸과 백성들의 삶까지 직접
챙겨야 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순신장군의 청년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자.
이충무공행록에 보면 1576년 서른두 살 이순신의 무과 2차 시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분의 인생관을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시험관이 이순신에게 물었다.
“장량이 신선 적송자를 따라 놀았다고 했으니 장량은 과연 죽지 않았을까?”
이순신이 거침없이 대답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장량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또 <통감강목>에 ‘임자 6년, 유호 장량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선을 따라가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지어낸 말일 뿐입
니다.“
시험관들이 서로 돌아보며 탄복하며 말했다.
”이것은 무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 <이충무공행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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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신하가 공명을 세우고 나면 난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한고조 유방(劉邦)이 부하들 중에서 칭찬한 사람은 삼걸(장량,한신,소하)
뿐인데, 한신은 사형 당했고, 소하는 감옥에 갇혔다. 최고가 되고 나서도 욕심을
멈출 줄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장량은 신선에 의탁하여 인간 세상을 버린다.
또한 자신의 공명을 한낱 물건처럼 여겼고,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버려두고 돌아
보지 않았다고 한다.

지족불욕知足不辱, 지지불태知止不殆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춤을 알면 위태롭지 않아 더 오래 갈 수 있다

라는 뜻이다.
난중일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이다(死生必有命)”가 총탄과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이순신장군의 자세를 대변해주는 것이라면, 서른 두
살 2차 시험에서 답변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有生必有死)”는 장량의
처세술, 즉 ‘성공한 장수는 권력에서 물러나 조용히 은거해야 한다’는, 공직자
이순신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상시 관직 업무에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전쟁터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솔선수범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이 아니었을까.
살아생전 그렇게 여러 번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고 삼도수군통제사까지 지내며 영예로운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공직자로서 오직 한 마음으로,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公心
으로 일한 까닭이 아닐까?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오늘날 이순신과 같은, 원리원칙을 잘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렇게 몇 번의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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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닥칠 때, 리더 마다 대응 방법이 다르다.
어떤 리더는 앞장서서 위기에 맞서지만.
어떤 리더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나 조직은 염두에 두지 않고 먼저 도망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아니, 어느 쪽이 되길 원하는가?
지금 이 순간 선배 공직자 이순신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또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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