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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이순신에 대한 관심과 주목은 선조 이후 조선시대부터 나라가 어
려울 때마다 증가해왔다. 최근에는 2005년에 방송 드라마가 방영된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1) 2010년대에 이르러 약화되는 것처럼 보
이다가 2014년 이순신 관련 영화의 상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
1)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평가와 현창(顯彰),” 해양전략(해군대학), 2011년 12월, pp.
29-59 ; 김주식, “이순신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해양평론(한국항해항만학회, 해양
문화정책연구센터), 2012. 10, pp. 87-1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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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증가 현상은 한편으로 이순신에 대한 재조명과 평가라는 긍정
적인 영향을 주어 이순신과 관련된 많은 글들이 여러 분야에서 발표
되고 서적도 많이 발간되는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다
른 한편으로 대중의 흥미 유발을 위한 극단적인 평가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남
용하게 하고 허구가 사실인양 위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
보 교환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그 속도도 빨라진 현대 사회에
서 부정적인 영향은 대중들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일반화되고 사회
의 도덕과 윤리 혹은 정신적 질서를 빠르게 와해시키는 결과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이순신과 관련
된 여성 문제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오늘날 이순신을 재조명하
고 평가한다는 명분하에 유독 여성 관계만을 위주로 이순신의 인간
적인 면모를 보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이순신
의 여성들에 대한 고찰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글이나 에
세이 등으로 반박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술적인 고찰을 통해 바로잡
으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이 시도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순신의 여인들과 관련하여 먼저 의문을 갖게 하는 주요 문제는
이순신의 부인과 측실은 누구인가, 이순신이 여진과 잤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인가, 난중일기에서 볼 수 있는 여성 관련 기록들은 이순
신의 여성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인가 등이다. 이 의문들
을 해소하려면, 그 주장들이 나오게 된 연유와 주장의 근거가 과연
맞는 것인지를 고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러한 고찰을 위해 이
순신의 여성들이라는 주제의 등장에 대한 배경과 전개 양상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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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것도 고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II. 문제 제기의 배경과 과정
이순신의 여인들을 본격적으로 거론한 것은 김탁환의 소설 불멸
(1998)2)과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2001)이다. 이전에는 기껏해야 본
부인인 상주 방씨만 거론되었지만, 이 두 소설에서는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은 전자의 소설에 대한 문학평
론 중 일부와 후자의 소설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따
라서 이순신의 여성들에 대한 화두를 처음 제시한 것은 문학계라고
할 수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김탁환이 전혀 허구로 꾸며 넣은 이순신과 원균
의 여인 관계 구도이다. 원균의 여자인 무옥은 아름답고 신원이 확실한
처녀로서, 여자 쪽에서 원균에게 반해서 접근하여 원균의 여인이 되었
다. 반면에 이순신의 여자인 박초희는 여러 남자를 거친 여자이고 정신
착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낳은 매국노의 아이를 죽인 살인자인데, 이순
신 쪽에서 그 여자에게 반하여 접근하여 자신의 여자로 만든 것으로
되어있는 데다가, 심지어 그 여자 때문에 적장인 일본의 소서행장과 은
밀한 거래까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3)
나는 병신년 가을에 처음으로 여진을 품었다. … 밤늦게, 함평 현감이
내 방으로 술상을 들여보냈다. 여진은 그 술상을 들고 들어온 관기였
2) 총 4권으로 발간된 불멸은 2004년에 8권으로 증보되었으며, 제목도 불멸의 이순신
으로 개명되어 발간되었다.
3) 송우혜, “문학작품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이순신 폄훼 현상과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원작소설이 지닌 심각한 역사왜곡의 문제,” 이순신연구논총, 2004년 봄여
름, 통권 제2호, p.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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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때 서른 살이라고 했다. 기생이라기보다는 관노에 가까웠다. …
그날 밤, 나는 두 번째로 여진을 품었다. … (명량해전 이후) 구례 관아
의 창기였는데, 함평에서 순천으로 가는 산속에서 잡혔다 하더이다. 죽
은 여자는 여진이었다. … 여진의 고향은 밀양이라고 했다. … 여진이
밀양에서 전라도 구례까지 흘러들어온 경위는 알 수 없었다. 적장의 씨
가 몸에 붙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 여진은 적장 몰래 울었다고 했다.4)

문학계와는 달리, 역사학계는 이순신의 여자들에 대해 거의 침묵하
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이
2005년에 출판되었다.5) 이 역서는 난중일기 초고본, 이충무공전서
에 수록되어 있는 난중일기,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료총간으로
발간된 ｢난중일기초·임진장초｣, 이은상의 난중일기 번역본 등을
철저하게 비교하여 바로 잡은 놀라운 역작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순신의 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번역본에는 없는 새로운 사실이 번
역되어 있었다. 1596년 9월 12일, 14일, 15일의 일기에 “저물 무렵 무
장에 이르러 여진과 잤다”와 “여진과 함께 잤다”는 사실이 새롭게 번
역하여 추가되어 있었고, 여진이 계집종이라는 주까지 달려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출판은 이순신의 여인들에 대한 문학계의 언급이 허구가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책을 근거로 많은 글이 인터넷 카페에 게재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
선시대 풍속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순신은 얼마
나 정직한가! 그게 성웅 이순신의 이미지와 아울리지 않는다고 이은
상은 한글로 번역하면서 삭제한 걸까?”라는 구절도 있다.6) 2009년에
4) 김훈, 칼의 노래(서울 ; 생각의 나무, 3판 2007), pp. 45, 47, 121-3.
5)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서울 : 동아일보사, 2005. 11).
6) 아리수. “난중일기 속에서의 이순신장군 재발견,” 2006년 3월 7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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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진과 잤다”(1596. 9. 12), “여진과 두 번 관계했다”(1596. 9. 14),
“여진과 세 번 관계했다”(1596. 9. 15)는 번역문을 인용한 서적이 발
간되었다. 이 책에는 “이것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난중일기 중에
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가운데에 하나다. 이순신이 다른 여자와 잠자
리를 함께 했다는 것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도 그렇지만 성관계 횟
수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으로 보아 이순신
은 여진이라는 여인이 매우 맘에 들었던 모양이다”는 설명이 이어져
있다.7) 2010년에는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을 근거로 ‘이순신의
여인들’이라는 글이 블로그에 실렸는데, 이 글에는 “천하의 장군님이
라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두고두고 까이는 부분이죠. 대략 부정
을 저지른 관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와
“난중일기 길고긴 기록 중에 그가 혼외정사를 가진 기록은 총 4회 있
습니다” 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8)
2014년에는 <명량>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후 다시 이순신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8월 20일자 보도 중 하나의 제목
은 “‘여진과 잤다’ … 이순신, 그도 인간이었다”이었으며, “인간 이순
신 궁금하다면 <명량> 대신 <난중일기>를 … 희로애락 가감 없이 기
록”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는 다음의 문장이
들어있었다. “현실의 불안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순신 또한 사
랑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질투심에 몸을 떠는 사내였다. ‘나라가 위
급함에 처해 있는데 남해 부사 기효근이 어린 색시를 싣고 다니며
http://cafe.naver.com/edutour/880
7) 김헌식, 이순신의 일상에서 리더십을 읽다(서울 : 평민사, 2009), p. 217. 이 책은 “이
순신에게 여진이라는 애첩(?)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된 사실이
다” 라는 서평이 나올 정도로 여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엉겅퀴, “[서평] 이순신의 일
상에서 리더십을 읽다, 김헌식, 평민사, 2009, 312p.,” 2009년 11월 3일 게재,
http://cafe.daum.net/liveinbook
8) 다른시대 게시판, “[가십] 이순신의 여인들,” 2010년 3월 12일 게재,
http://blog.naver.com/vacation＿map/1008249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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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다’고 분노하던 이순신 또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술을 마시고 시
를 읊고 수시로 여인들을 품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순신을 영웅
화하는 데 혈안이 됐던 군사정권은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의 인간적
인 대목을 지워 버렸다.”9) 또한 10월 29일에는 “색다른 시각에서 본
‘난중일기’”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TV에
서 11월 1일 ‘난중일기’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의 이순신
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며, 최근 논란이 됐던 난중일기 속 ‘여진과 잤
다’는 부분에 대한 논쟁 등 흥미진진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었다.10)
이순신의 여인들이라는 문제는 문학계가 소설을 통해 먼저 제기
했으며, 언론보도와 드라마가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침묵해왔다. 학계는 이 문제가 비학술적인 주
제이거나 점잖지 못한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일수록 엄격한 고증이나 고
찰을 통해 허구나 조작된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밝혀 구분해주어야
하고, 그리하여 대중과 역사 이외의 다른 분야에 올바른 역사적 근거
를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믿는다. 유언비어나 잘못된 인식을 막는 것
은 진실뿐이며,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학계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이다.

III. 이순신의 부인과 측실
이순신의 부인은 상주 방씨인데, 상주 방씨는 오늘날 온양 방씨로
불린다. 그녀의 부친은 온양 방씨 22세손으로서 현감공파(縣監公派)
9) 강제윤 기자, “‘여진과 잤다’ … 이순신, 그도 인간이었다,” 2014년 8월 20일 게재,
http://www.ohmynews.com
10) 정윤희 기자, “색다른 시각에서 본 ‘난중일기’,” 2014년 10월 29일 게재,
http://ww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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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형파(國亨派)에 속하고 제주 현감(1535)과 보성 군수(1537)를 지
낸 방진(方震, 1514-?)이다. <그림 1>11)에서 보는 것처럼, 온양방씨
대동보에는 방진이 홍윤필(洪胤弼)의 딸인 남양 홍씨와 결혼하여 1
남 1녀를 두었으며,12) 그 딸은 이순신과 결혼하여 세 아들(李薈, 李
䓲, 李葂)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딸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림 1> 온양방씨대동보의 이순신 부인에 대한 기록

덕수이씨세보(<그림 2>)13)에는 상주 방씨가 3남 1녀를 두었는데,
딸은 남양인 홍비(洪棐)와 결혼하였다. 그런데 이 세보에는 2남 2녀
가 더 기록되어 있다. 이 세보에 의하면, 아들은 훈(薰)과 신(藎)이었
으며, 두 딸은 현령 임진(任振)과 문참판 윤효전(尹孝全)의 부실(副

11) 溫陽方氏大同譜, 卷之甲上, p. 2.
12) 위의 대동보는 方震에게 아들 方淑周, 손자 方學能, 증손자 方承靜 등으로 이어지는
후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순신의 부인 상주 방씨는 그의 무남독녀
외동딸이었기에, 방진의 재산은 모두 이순신의 부인 몫이었다”(이민웅, 이순신 평전,
파주 : 성안당, 2012, p. 29)와 “1565년 명종 20년 21살 8월 보성군수 방진의 무남동녀
인 상주 방씨(尙州方氏)와 혼인함”(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문화재청‧현충사관리
소, 2011, p. 240) 등의 주장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德水李氏世譜, 十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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室) 즉 첩으로 출가했다. 그러나 이 세보에는 그들이 누구의 자식인
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림 2> 덕수이씨세보의 이순신 부인에 대한 기록

측실에 대한 기록은 2001년에 출판된 구간증보 덕수이씨세보14)
에서 찾을 수 있다(<그림 3>). 이순신의 기사 말미에 “배우자 해주
오씨 부친 병마우후 수억. 주 오씨의 옛 세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
고, 순천 김씨가 와병 중에 남긴 유언장에 의거 수록했다(配海州吳氏
父兵馬虞候壽億 註吳氏舊譜未記 順天金氏 臥病中 遺言書에 依據 收
錄辛酉譜)”라는 문구가 있다.

<그림 3> 구간증보 덕수이씨세보의 이순신 부인에 대한 기록

14) 九刊增補 德水李氏世譜, 信編上(德水李氏世譜刊行委員會, 2001), pp.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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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주오씨세보(<그림 4>)15)에 따르면, 군기소윤공파(軍器
少尹公派) 12세손 오경운(吳慶雲)의 차남이 오수억(吳壽億, 15191594)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경상좌도 수군만호를 지낸 그에게는 아
들이 없어 맏형 오수천(吳水千)의 삼남 오정방(吳定邦)을 양자로 입
양하였다. 그러나 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그림 4> 해주오씨세보의 오수억 관련 기사

<그림 5> 구간증보 덕수이씨세보(2001)의 이훈에 대한 기록

2001년도판 구간증보 덕수이씨세보에 해주 오씨를 기록하게 만
든 순천 김씨가 누구인지는 같은 책의 이훈과 관련된 기사에서 실마
리를 찾을 수 있다(<그림 5>). 이순신의 4남이자 서자 중 장남이었던
이훈(1574-1624)의 부인이 김춘여(金春汝)의 딸인 순천 김씨였다. 그
15) 海州吳氏世譜, 丙編下, 卷之㊀(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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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기 때문에 이순신의 서자인 훈의 부인으로서 숙부인으로 봉해진
순천 김씨가 자기 남편의 생모에 대한 유언장을 남겼거나 그녀의 친
정 쪽 인물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난중일기에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고 있다. 1594년(甲午)
8월 2일 일기에 다음의 문구가 있다. “한밤중에 꿈을 꾸니, 부안사람
이 아들을 낳았다. 달수로 따져보니 낳을 달이 아니었으므로 꿈이지
만 내쫒아 버렸다(子中 夢扶安人生男 以月計之則生月非月 故夢亦黜
送之).” 이 문장으로만 보아서는 ‘부안사람’이 부안 출신 여성을 뜻하
는지 ‘부안에 살고 있었던 여성인지 불분명하다. 이은상이 번역한 
이충무공전서와 난중일기16)에는 “부안사람 - 공의 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부안 출신이므로 그렇게 부른 것이다”라는 각주가 달려있
다. 그런데 이순신의 측실인 해주 오씨의 인물들 즉 오경운, 오수억,
오정방의 묘는 모두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고성산에 있으며, 부안지
역에는 해주 오씨의 집성촌이 없다. 가승에 의하면, 이훈이 “임란
때에는 전라도 보성 땅에서 자랐다”17)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5>에
서 “이훈의 부인 즉 순천 김씨의 부친 김춘여의 묘가 보성(寶城) 미
력면(彌力面) 내죽방(內竹方)에 있음을 순천 김씨의 유언서에 의거
추록했다”는 기록과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에 이훈의 나이가 19세
였음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은 임란 발발 당시 이훈이 처가인 보성에
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안은 이훈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해주 오씨’와 ‘부안사람’을
별개의 여성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
이다.

16) 李殷相 譯, 完譯 李忠武公全書, 上(서울 : 成文閣, 1989), p. 333. ; 노산 이은상 역
주해, 난중일기(서울 : 현암사, 1968), p. 82.
17) 李殷相 譯, 完譯 李忠武公全書, 下,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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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안사람’이 이순신의 두 번째 소실이며, 윤연(尹連)의 누
이를 지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18) 1594년 11월 13일 일기에
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저녁 때 윤연이 자기 누이 편지를 가져왔는
데, 망언이 많았다. 우스웠다. 버리고자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에
까닭이 있다. 세 아이가 마침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까닭이다(夕
尹連來 持其妹簡 則多有妄言 可笑 慾棄未能者有之 乃遺兒三息 終無
依歸故也).” 또한 1597년 10월 25일자 일기에는 “윤연이 부안에서 왔
다(尹連自扶安來))”는 기록이 있다. 이 주장자는 이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만일 “해주 오씨 외 다른 첩-즉 부안댁-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안댁이란 이 윤연의 누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언하
고 있다. 그러나 1596년 6월 1일자 일기에는 “윤연이 자기 포구로 간
다고 하기에 도양장의 종자 콩이 부족하거든 김덕록에게서 가져가도
록 하라고 체지를 써주어 보냈다(尹連往其浦云 故道陽場太種不足 則
金德祿處太種取去事帖送)”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윤연
이 당시 도양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게 한
다. 도양장은 오늘날 고흥군 도덕면 도덕리를 지칭한다. 따라서 윤연
이 부안 출신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그가 “부안에서 왔다”는 기록은
자기 고향이나 거주지인 부안에서 왔다는 것인지 부안에서 일을 보
고 왔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또한 윤연의 누이에게
‘남은 세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었을까? 이순신의 서자가 기록되어 있
는 2001년판 구간증보 덕수이씨세보에는 해주 오씨 외에 다른 측
실과 측실이 낳은 ‘남은 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주 오씨가 낳은 자식이 2남 2녀이기 때문에 ‘부안사람’의 ‘세 아이’
와 차이가 있다.
18) 다른시대 게시판, “[가십] 이순신의 여인들”, 2010. 03. 12일 게재,
http://blog.naver.com/vacation＿map/100824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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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볼 때, 이순신의 부인으로 본부인 상주 방씨와 측실 해
주 오씨 두 명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외에 ‘부안사람’이
누구였으며 또한 그 여성을 이순신의 또 다른 측실로 간주해야 하는
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확언하기 어렵다. 단지 1594년 8월 2일 일
기에 비록 꿈이지만 아들을 낳고 달수를 계산해보아 맞지 않으므로
내쫒았다는 사실만 알 뿐이다. 그러나 꿈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그가 이순신과 같이 잔 사실이 있는 여성이었음을 뜻하며, “내쫒아
버렸다”는 같이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음을 뜻한다. ‘부안사람’은 제3
의 측실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IV. 이순신 주변의 여인들19)

1. 여진(女眞)
이것은 오늘날 소설과 드라마 덕분에 세인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
리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이다. 이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1596년(丙申)
9월 12일, 14일 그리고 15일의 일기이다. <그림 6>은 이 3일간의 초
고본 일기이며, 여진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이충무공전서의 원문(<그림 7>)과 이에 대한 이은상의 번역문에
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20) 그런데 이은상이 역주해를 담당한 다
른 번역서(<그림 8>)의 원문에는 ‘女眞,’ ‘女眞二十,’ ‘女眞三十’으로 표
기되어 있지만, 번역문에는 이 문구들이 생략되어 있다.21) 다른 한
19) 이순신 주변의 여인들은 본부인과 측실을 제외하고 이순신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여성들을 뜻한다.
20) 影印 李忠武公全書(서울 : 成文閣, 1989. 2), p. 231-232.
21) 노산 이은상 역주해, 난중일기(서울 : 현암사, 1968. 5), pp. 151-152와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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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그림 10> 우)에는 이은상이 역주해한 번역서의 해당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며, 단지 원문에 ‘(女眞)’, ‘(女眞二十),’ ‘(女眞三
十)’처럼 여진과 관련된 문구를 ( ) 안에 표시한 점만 다르다.22) 1935
년에 편찬된 조선사료총간에는 ‘女眞’. ‘女眞卄’, ‘女眞卅’으로 표기
되어 있다(<그림 9>).23)

<그림 6> 초고본 난중일기의 1596년 9월 12일, 14일, 15일 기록

22) 李舜臣 著, 李瑢浩 譯, 李忠武公陣中日記 : 亂中日記(서울 : 東光文化社, 2005. 4),
pp. 300과 542.
23) 朝鮮史編修會 編, 朝鮮史料叢刊, 第六 : 亂中日記草․壬辰狀草(京城 : 朝鮮總督府,
1935), pp. 216-217. 1922-5년에는 조선사편수회의 구성원이 33명(한국인 16, 일본인 17)
이었으며, 1925-45년에는 41명(한국인 12, 일본인 29)이었다. 그들 중에는 한학과 한문
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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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충무공전서의 1596년 9월 12일, 14일, 15일 기록

<그림 8> 이은상 역주해, 난중일기의 1596년 9월 12일, 14일, 15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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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조선사편수회, 조선사료총간의 1596년 9월 12일, 14일, 15일 기록

최근의 초고본 번역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각주까지 달아 새롭게 해
석하고 있다(<그림 10> 좌). 이 번역자는 ‘二十’과 ‘三十’ 그리고 ‘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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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좌 :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
우 : 이용호 옮김, 이충무공진중기록 난중일기

‘卅’으로 판독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오독으로 간주하고 그 대신 그
두 문자를 모두 ‘共’으로 판독했다. 나아가 이 번역자는 “저물 무렵
무장에 이르러 여진과 잤다,” “여진과 함께 잤다,” “여진과 함께 잤다”
고 번역하였다. 또한 이 번역자는 여진이 계집종의 이름이었다고 각
주를 달고서 그 근거로 조선시대의 노비와 관계된 자료 중 신최흥(辛
最興)이 관에 올린 소지(所志)에 여진이라는 노비의 이름이 적혀 있
는 사실을 들었다.24)
‘여진’에 대한 판독과 번역은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때문
에 ‘여진’과 관련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24)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서울 : 동아일보사, 2005. 11), pp. 375와
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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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원자료인 초고본 난중일기의 해당 부분
(<그림 6>)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초고본 난중일기에서 집자한 글씨

논란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여진’ 이후의 글자를 ‘二十’과 ‘三十’,
‘卄’과 ‘卅’, ‘共’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가이다. <그림 11>은 초
고본 난중일기에서 관련된 글씨들을 집자한 것이다. 앞 두 글씨는
‘여진’ 바로 뒤에 이어져 있는 글씨이며, 중앙의 두 글씨는 ‘二十’이
고25), 뒤의 두 글씨는 ‘共’이다. ‘二十’과 ‘共’을 집자한 글씨들이 비슷
해 보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리그은 오른쪽 선에서 확연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꺾어지는 형태와 꺾어진 후 이어지는 선의 길이 면
에서 ‘共’이 ‘二十’보다 더 완만하고 길다. 한편 ‘여진’ 다음의 글씨들
은 ‘二十’ 그리고 ‘共’과 확연히 달라 보인다. 또한 이 문구의 앞 두
글자 즉 ‘여진’ 이후의 글자들도 서로 달라 보인다. 두 글자는 오른쪽
수직선이 꺾임이 없이 거의 수직으로 쭉 뻗어 있으며, 수직선의 수는
14일자 글씨에서 2개이고 15일자 글씨에서는 3개이다. 따라서 <그림
11>에서 ‘二十’과 ‘共’의 집자한 글씨들은 ‘여진’ 다음에서 집자한 글씨
들과 완연히 다르며, ‘여진’ 다음에서 집자한 두 글씨도 서로 다른 것
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두 글자의
25) <그림 12>의 좌측 그림에는 20이 왼쪽에서 보듯이 보통 ‘二十’으로 쓰여 있지만, 오른
쪽 그림에는 초서체로 쓴 부분들도 보인다. <그림 11>에서 집자한 글자들은 <그림
12>의 우측 그림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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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초고본 난중일기

글꼴은 ‘卄’ 그리고 ‘卅’과 훨씬 더 비슷해 보이기까지 한다.
다음으로 문장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에서 유의
해볼 점이 또 있다. 9월 12일자 일기에는 ‘여진’과 그 앞 구절이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간격이 띄어쓰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
처럼 보인다. 9월 15일의 일기에서도 간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데, 앞 구절과 지면 하단 끝부분과의 간격이 차이를 고려하면 12일의
일기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간격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
나는 14일 일기도 본문을 쓰고 난 후 그 줄의 남은 여백이 좁아 간
격이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날 뿐 12일과 15일의 형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장 형태는 난중일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오로지 이 3일간의 일기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그림
12>와 비교해보라). 따라서 앞 구절과 ‘여진’을 이어지는 한 문장으로
붙여 해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번
26) 1596년 6월 4일 일기의 원문에 若扼此險 則萬夫難過也 毛汝谷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서울 : 동아일보사, 2005. 11), p. 407에는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의 군사라도 지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곳
이 모여곡이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노산 이은상 역주해, 난중일기(서울 :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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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서에는 9월 12일 일기의 해당 부분이 “저물 무렵 무장에 이르러 여
진과 잤다”라고 번역되어 있다.27) 이렇게 번역하려면 원문이 ‘暮到茂
長宿 女眞共’이 아닌 ‘暮到茂長宿女眞共’의 형태로 쓰여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제사 이순신은
1595년 가을에 삼남지역 도체찰사가 된 이원익의 각 지역 시찰을 수
행하기 위해 1596년 8월 11일 한산도 진영을 선편으로 떠났으며, 12
일에는 모친이 기거하는 여수 고음천에서 1박하였고, 순찰사 일행을
쫒아 바삐 행군하여 15일 순찰사를 만났다. 이어 순찰사 일행과 함께
낙안, 고흥 대곡리 산성, 흥양, 도양, 녹도, 장흥, 병영, 가리포, 우수
영, 해남, 영암, 나주, 고막원, 다경포, 임치진, 함평, 영광을 거쳐 9월
1968. 5), p. 165에는 “만일 이 험한 곳을 눌러 지킨다면, 만 명이라도 지나가기 어렵겠
다. 여기가 모여곡(毛汝谷)이다”라고 번역되어 있다. 초고본에서 ‘毛汝谷’이 앞 글자들
과 이어져 있지만, 별개의 문장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7)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서울 : 동아일보사, 2005. 11), pp. 375와
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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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무장에 도착하였다. 무장에서 4일간 머문 후 16일 다시 출발하
여 장성의 진원면, 광주, 화순, 능성, 보성군, 낙안, 순천, 여수 고음
천 등을 거쳐 28일 좌수영으로 돌아왔다. 이순신은 체찰사를 모시고
자신의 전라도 관할 구역을 48일간(8. 11-9. 28)에 걸쳐 순시하였다.
여진이 등장하는 9월 12일, 14일, 15일은 바로 이 순시의 중간 기간
에 해당된다. 또한 3개월 전인 6월에 이미 선조가 이순신에 대한 적
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으며, 두 달 전인 7월에는 전라도
의병장 김덕령이 억울하게 옥사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옥사사건으
로 인해 흉흉해진 전라도 지방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원균을 통제
사와 동급인 전라병사로 임명했다. 자신에 대한 조정의 시선이 매우
나빠지고 있고, 죄는 없고 공만 있는 김덕령이 옥사했으며, 자신을
적대시하는 원균이 전라병사로 부임해 있는 상황에서 이순신이 도체
찰사를 수행하는 도중 3일간 거의 계속해서 여성을 품을 수 있었을
까?
그렇다면 ‘여진’, ‘여진□’, ‘여진□’, 이 세 가지 문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교수가 강의
안을 직접 써서 작성하는 경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기호, 축약어,
상징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위관리나 군 지휘관이 군
사기밀이든28) 사적인 사항이든 간에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런 사항을
일기나 비망록 혹은 개인수첩에 간단하게 기록해두는 것도 흔히 있
는 일이다. 심지어 어떤 사실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여백에 문자로
표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할 때, ‘여

28) 군사기밀로 보는 사례도 있다. “丙申年 9月 12, 13, 14日字의 文章 끝에 女眞20, 女眞
30은 忠武公만의 암호로 적은 것을 어느 소설가는 애인 여진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1977년 연세대출판부 하태웅 교수도 ｢진｣을 연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도 오역이
다. 이두를 잘 쓰던 이순신은 암호로 군사기밀 때문에 수군 모병의 뜻으로 余鎭을 기
록한 것이 아닌가 싶다”(李舜臣 著, 李瑢浩 譯, 같은 책, p. 17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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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과 관련된 문구들은 앞 문구들과는 별개의 것들이며 또한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이순신만 아는 비밀스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
은 것처럼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일기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2. 그밖의 여인들
<표 1> 이순신과 관련된 여성들이 등장하는 난중일기의 기록
번호

연도

월일

①

1592

순시를 떠나 백야곶 감독관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부사가 그 아
2. 19
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妓生亦來).

②

1594

어떤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
2. 5 하지 않았으니 우스운 꿈이었다(有㊀美人 獨坐指示 余拂袖不應
可笑).

③

저녁 때 윤연이 자기 누이 편지를 가져왔는데, 망언이 많았다.
우스웠다. 버리고자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에 까닭이 있다. 세
1594 11. 13 아이가 마침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까닭이다(夕尹連來 持其
妹簡 則多有妄言 可笑 慾棄未能者有之 乃遺兒三息 終無依歸故
也).

④

내

용

11. 23 저녁 때 이경복이 소실을 데리고 들어왔다(夕李景福與其房入來).

⑤

1596

2. 8 늦게 손인갑과 좋아지내던 여인이 들어왔다(晩孫仁甲所眄入來).

⑥

1596

날이 어두워질 무렵 영등포 만호가 자기 소실을 데리고 술병을
2. 11 들고 와서 마시기를 권했다. 어린아이도 놓아두고 갔다(初昏永登
率其房人佩酒來勸 小者亦來 落歸).

⑦

1596

3. 9 개가 같이 잤다(介與之共).

⑧

1596

밤 9시 영등포만호가 자기의 어린 딸을 데리고 술병을 들고 왔
3. 23 다하나 나는 보지 않았다. 11시가 지나 돌아갔다(初更後永登率其
小女 佩酒來云 吾則不見 二更後還歸).

⑨

1596

9. 11

⑩

1596

9. 19 최씨의 딸 귀지가 와서 잤다(崔女貴之來宿).

⑪

1596 10. 4

⑫

1597

세산월도 와서 만나고 술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밤이 깊어서 헤
어졌다(歲山月亦來見 酒談向夜而罷 臥無可).
저녁나절 남해가 자기 소실을 데리고 도착했다(夕南海率其房人
來到).

곤양 십오리원에 이르니 배백기의 부인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7. 23 말에서 내려 잠깐 쉬었다(隨發到昆陽十五里院 則裵伯起夫人行先
到 下馬暫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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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일기에서 부인, 측실, ‘여진’을 제외하고 이순신과 관련이 있
어 보이는 여성들에 대한 기록을 모아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6개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1) 기생(①, ⑨).
①은 이순신이 전란 전 관할 부대들에 대해 종합순시를 할 때 한
지방관리가 기생을 데리고 영접하러 나왔다는 내용이다. ⑨는 역시
도체찰사를 수행하는 도중 영광에서 세산월29)이라는 기생과 술을 마
셨다는 내용이다.
2) 타인의 부인과 소실(④, ⑥, ⑪, ⑫).
④는 이경복이 자기 소실을 데리고 한산도 진영에 왔다는 내용인
데, 이경복은 목재 수송, 장계 송달, 탈영선 나포 등의 활동을 한 군
관으로서 1592년 전란 초기부터 일기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순신
의 충복 중 한 명이다. ⑥은 한산도 진영에 있을 때 영등포만호 조
계종이 자기의 소실과 딸을 데리고 와 이순신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
이다. ⑪은 삼남지역 도체찰사 이원익의 시찰을 수행한 후 좌수영에
잠간 머물렀을 때, 남해현감 박대남이 자기 소실을 데리고 왔다는 내
용이다. ⑫는 칠천량 해전의 대패 소식을 듣고 패전의 현장을 조사하
러 노량으로 갔다가 곤양으로 가던 이순신을 만나기 위해 배백기 즉
배흥립의 처가 기다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날 일기의 말미에는
“백기도 와서 잤다”는 문구가 있다.
3) 타인의 딸(⑧, ⑩).
⑧은 영등포만호 조계종이 자기 소실과 어린 딸(小女)을 데리고 와
서 술을 마시자고 했으나 이순신이 조계종을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
29) 노승석 옮김, 이순신의 난중일기 완역본(서울 : 동아일보사, 2005. 11), pp. 375에서
역자는 歲山月이 아니라 萊山月로 판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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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⑩은 이원익 도체찰사의 시찰을 수행하던 중 체찰사가 파직시
킨 광주목사 최철견의 딸이 와서 잤다는 내용이다. 이날 이순신은 최
철견과 아침부터 술을 마셔 많이 취해 있었다.
4) 타인의 여인(⑤).
⑤는 전 장령이었던 정인홍에 의해 합천의 가장(假長)으로 추대되
었으며 또한 마진(馬津) 전투와 낙동강에서의 왜선단 급습에 성공한
후 잔적을 추격하던 중 전사한 손인갑이 사랑하던 여인이 이순신의
진영에 왔다는 내용이다. 이 여인은 손인갑이 전사한 후 그의 미망인
으로 대우받고 있었다.
5) 윤연의 누이(③).
③은 앞서 이순신의 측실을 고찰할 때 언급한 내용이다.
6) 미지의 여성(⑦).
⑦은 한산도 진영에 머물던 때 쓴 일기의 한 구절로서 ‘개(介)’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와서 잤다는 내용이다. 이은상은 자신이 역주해
한 난중일기에 ‘개’가 “어떤 사람의 이름인 듯”이라는 주를 ( ) 안
에 달아놓았다.30) 노승석의 번역본에는 ‘개’가 여자종이었다는 역자주
가 달려 있다. 이순신의 형제들이 물려받은 재산목록31)에는 전주 계
집종 석을개(石乙介), 나주 종 말석(末石)의 여섯째 여종 온개(溫介),
여종 춘금(春今)의 첫째 여종 춘개(春介) 3명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여종들은 재산을 별급한 시기가 1564년, 1575년, 1576년이었기 때문에
최소 20년에서 최대 33년 전의 일이다. 순신의 장형 희신(羲臣)에게
별급될 당시 석을개의 넷째 여종 은춘(銀春)의 나이가 26세였으니,
1596년에는 석을개의 나이가 60세가 지났을 것이다. 1564년 동생 우

30) 노산 이은상 역주해, 난중일기(서울 : 현암사, 1968. 5), p. 132.
31) 현충사관리소 편저,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2001), p. 229에 있는 ｢초계변씨별급
문기｣의 원문과 번역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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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禹臣)에게 별급될 당시 춘개의 나이가 30세였으니, 1596년에는 50
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온개의 나이는 알 수 없으며, 단지 그
녀가 둘째형 요신(堯臣)에게 별급된 해가 1573년이니 1596년에는 최
소한 23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한편 난중일기에는
이름에 ‘개(介)’ 자가 들어있는 계집종(婢)이 나타나지 않으며, ‘개’자
가 들어가는 남자종(奴)으로는 ‘개남(介南)’만 나타난다(1594년 9월 6
일). 따라서 ⑦의 ‘개’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신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난중일기의 기록
번호

연도

월일

Ⓐ

1594

원 수사가 공연수와 이극함이 좋아하는 여자들과 모두 다 관계
1. 19
했다고 한다(元水孔連水李克諴所眄 幷皆私之云).

ⓑ

1594

7. 3 음란한 계집을 처벌하였다(淫女決罪).

©

새벽꿈에 이일과 만나 내가 많은 말을 하여, “이같이 국가가 위
태롭게 된 날을 당하여 몸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서도 나라의 은
혜를 갚겠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배짱 좋게 음란한 계집을 끼고
서 관사에는 오지 않고 성 바깥 여염집에 있으면서 남의 비웃음
을 받으니 그래 어떠하며, 또 각 고을과 포구에 배정된 수군의
1594 11. 25 병기를 육군에서 독촉하기에 바쁘니 이것은 또한 무슨 까닭이
냐?” 하니 순변사가 말이 막혀 대답을 하지 못했다(曉夢與李鎰相
會 余多費辭而言之曰 當國家危亂之日 身受重寄 不留心於報效
强畜淫女不入官舍 私處城外之家 取人譏笑 於意如何 又以舟師各
官浦分定陸戰軍器 督促無定暇 是亦何理耶 巡邊言塞不答 缺身而
覺 乃㊀夢也).

ⓓ

1597

서산군수 안괄이 구례에 갔을 때 조사겸의 수절녀와 사통하려
5. 7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适到求禮 欲私
趙士謙守節而未能 可愕 可愕).

ⓔ

1597

원가가 데리고 온 서리를 곡식을 사는 구실로 육지로 보내놓고,
그 처를 사통하려고 하니 그 계집이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나
5. 8
와서 악을 쓴 일이 있었다고 한다(多言元兇之事 又言其率來書吏
以貿穀爲名 送于陸地欲私其妻 而其者揚惡不從 出外高聲云).

ⓕ

1597 10. 30

늦게 적에게 붙었던 해남의 정은부와 김신웅의 계집 등 왜놈을
지시하여 우리 사람을 죽인 2명과 선비의 집 처녀를 강간한 김
애남을 모두 목 베어 효시하였다(晩海南附賊鄭銀夫及金信雄妻
倭奴指示殺戮我人者二名 士族處女奪奸金愛南幷斬梟).

ⓖ

1597 12. 5

해남의 강간하고 약탈한 죄인들을 함평이 자세히 심문했다(海南
辱掠人 詳覈咸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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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한편 난중일기에는 불륜과 성폭행 같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이순신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문구들이 있으며, <표 2>는
이 문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는 원균 수사가 자기 부하들인 공연수와 이극함이 좋아하는 여
자들을 데리고 잤다는 내용이다. ⓑ는 이순신이 음란한 여성을 처벌
했다는 내용이다. ©는 삼도순변사 이일이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을
때 관사가 아닌 성 밖에 있는 행위를 꾸짖었다는 꿈 이야기이다. ⓓ
는 구례현감 조사겸이 사망한 후 수절하고 있던 미망인을 서산군수
안괄이 사통하려 한 사실을 알고 놀랐다는 내용이다. ⓔ는 원균이 자
신이 데리고 온 서리를 육지로 출장 보내고서 그 틈에 서리의 부인
을 사통하려하자 그 부인이 거부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와 악을 써 만
인에게 알렸다는 내용이다. ⓕ와 ⓖ는 강간범을 효시하고 심문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표 1>의 6가지 부류의 여성 중에서 이순신이
관계를 맺거나 정을 나눈 여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여성이 진영에 “와서 잤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
로 진영의 어딘가에서 잤다는 것인지 누구와 함께 정을 나누거나 관
계를 맺으면서 잤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잤다”라고 일기에 기록했다고 해서 일기를 쓴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잤다는 것으로 그 기록을 해석하는 것은 지나
친 비약일 뿐이다. 더구나 이순신은 수하들이 여자와 관계를 맺고 강
제로 사통하는 행동은 물론 고위 장수의 문란한 음란행위도 한탄하
고 엄히 꾸짖었으며, 또한 강간범에 대해서는 효시와 같은 중벌을 가
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남녀 간의 도덕과 윤리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유교시대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해양사론｜ 이순신의 여인들과 관련된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47

V. 맺는 말
이순신의 여인들은 공식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부인과 측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로 나눈 후 후자를 소설과 방송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
는 ‘여진’과 그 밖의 여인들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인의 경우
에는 덕수 이씨, 상주 방씨, 해주 오씨의 족보를 주요 근거로 추적했
다. ‘여진’의 경우에는 ‘여진’의 출전인 난중일기의 해당 부분을 재
고찰하였다. 그 밖의 여인들은 그 여성들의 신분, 타인들의 불륜에
대한 이순신의 생각, 그 여성이 일기에 등장하는 시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이순신의 본부인이 상주 방씨이며, 측실이 해주 오씨임은 분명한 것
으로 보인다. ‘부안사람’은 근거가 없어 측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어려
운 인물로 보인다. 그러나 비록 꿈속이지만 그녀가 ‘득남’을 했으며, 산
달을 계산하니 틀려 그녀를 내쫒았다는 일기의 내용으로 볼 때, 이순
신과 관계를 맺은 적이 있고 같이 살았던 여성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부안사람’은 그녀와 관련된
기록을 난중일기 외의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여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진’과 관련된 문구가 난중일기 초고본에 기록되어 있는 형태
와 ‘여진’ 이후의 글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여진’이 사
람을 지칭하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사람을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계집
종이나 관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여진’ 다음의
글자가 ‘共’이 아닌 ‘卄’과 ‘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석에도 재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이 문구는 비밀스런 사항이나 중
요한 특이사항을 자신만 알 수 있도록 기록해놓은 문구인 것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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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다.
그 밖의 여인들의 경우에는 기생, 타인의 부인과 소실, 타인의 딸,
타인의 여인, 윤연의 누이, 미지의 여성으로 총 6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기생이 술좌석에 합석한 경우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휘하 장수들이 자기 부인, 소실, 딸을 군영에 데리고 온 후 이순신과
술을 마신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술좌석에 그 여성들이
참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리고 이순신이 그 여성들과 같이 잠을
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휘하 장수의 미망인의 경우도 같은 상황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연의 누이는 그녀에게 세 아이가 있다는 것
으로 보아 유부녀이거나 과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의 여성을 지
칭하는 ‘개’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종인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인물이었다. 더구나 장졸들의 불륜이나 사통, 고위관리의 비도덕적인
여성편력, 강간 등에 대해 엄히 꾸짖고, 조소하며, 처벌했다는 기록이
난중일기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순신이 이 6가지 부
류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이순신의 여성들은 본부인 1명(자식 3남 1녀), 측
실 1명(자식 2남 2녀), 측실로 추정되는 여성 1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사론｜ 이순신의 여인들과 관련된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49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는 보통사람들이 여성에 대해 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에만 보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난중일기에서 수없
이 볼 수 있는 국왕과 사직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모친과
자식의 죽음에 대한 통곡, 피난민에 대한 염려, 부하 장졸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걱정, 지인들에 대한 의리, 아파서 잠을 못자거나 아픔
을 잊기 위해 술을 너무 마셔 인사불성이 된 사실, 고관이나 동료 장
수들의 언행에 대한 비분강개, 적에 대한 분노 등이야말로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아닐까? 이제 이순신
에 대해서만큼은 문학계에서 허구를 사실로 왜곡하는 사람, 현대사에
대한 선입견으로 위인과 영웅에 대한 호칭을 거부하는 사람,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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