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참  고  문  헌 
*저 자 추 천 도 서 

1. 고전류 
* 난중일기       이순신 저/ 이석호 역  집문당   1996 
* 이순신의 일기      박혜일· 최희동 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난중일기       이순신 저/ 박광순 역  하서    1998 
    평역 난중일기      이순신 저/ 김경수 편  행복한 책 읽기  2004 
    난중일기       이순신 저/ 구인환 역  신원문화사   2004 
    난중일기       이순신 저/ 송찬섭 역  서해문집   2004 
    중학생이 보는 난중일기     이순신 저/ 신원영 편  신원문화사   2004 
    충무공 이순신의 새 난중일기    이재은 지음     명지사   1998 
    영인본 이충무공 전서          성문각   1988         
* 완   역 이충무공 전서(상·하)    이은상 역    성문각   1988 
    임진장초       이순신 저/ 조성도 역  연경문화사   1997 
    징비록       유성룡 저/ 김흥식 역  서해문집   2003 
    이순신과 왕조실록     이조영 편    대성문화사   1998 
    난중잡록(전 3 권)      조경남 저    한양조씨파종회  2002 
* 이충무공 행록      이분 저/ 박태원 역   을유문화사   1948 
 
2. 고본류 
    임진왜란       권태익    조선문화 연구사  4281 
    민족의 태양      조병옥(대표이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4284 
    호남절의사(임진편)     이병기 감수/ 김정상 편저  임진 6 주갑 기념 출판회 4286  
    이충무공 전서(상·하)     이은상 역주    충무공 기념사업회  4293 
    이순신과 그 들      최석남    명지사   4294 
 
3. 연구 총서 
* 충무공 이순신      조성도    연경문화사   2001 
    충무공의 생애와 사상     조성도    명문당   1982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     조중화    학민사   1996 
* 이순신 평전      김종대    지평    2002 
   짧은생애 빛나는 삶     장학근    한국해양전략 연구소 2002 



* 7 년 전쟁과 이순신     이충호/ 도천    세손    2004 

   난중일기로 이순신 생각읽기    도천     세손    2004 

   임진왜란 해전사      이민웅    청어람 미디어  2004 

* 충무공 이순신      해군충무공 수련원   해군 교육 사령부  2004 

   이순신 연구(1·2·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순천향 대학교  2004 

   충무공 이순신 – 삶에서 신화까지   국립 진주 박물관   예맥    2003 

* 다시쓰는 임진 대전쟁(1·2)    양재숙    고려원   1994 

   이순신을 만든 사람들     고진숙    한겨레 신문사  2004 

   의인 혈전       성   명    삶과 꿈   2000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    김태준    한국연구소   1997 

   임란공신 유사지      안병훈    임란공신숭모회  1992 

* 거북선       김재근    정우사   1992 

   거북선 신화에서 역사로     김정진/ 남경완   랜덤하우스 중앙㈜  2005 

   조선의 무기와 갑옷     민승기    가람기획   2004 

 

4. 전집류 

   충무공 이순신 전서(전 6 권)    최두환    우석    1999 

   태양이 비치는 길로(상·하)    이은상    삼중당   1973 

   임진 전란사(상·하)     이경석    임진전란사 간행 위원회 1967 

   임진왜란자료총서(영인원본전 10 권)   국립 진주 박물관   아세아 문화사  2002 

한국 민족 대백과 사전(6CD+DVD)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동방 미디어    2002 
 
5. 응용서 
    이 충무공의 리더십과 사상연구    해군사관학교       1994 
* 경제 전쟁시대 이순신을 만나다    지용희    디자인 하우스  2003 

이순신의 리더십      이선호    팔복원   2001 
CEO 이순신 불멸의 리더십    김명교    은금나라   2004 
맨주먹 CEO 이순신에게 배워라    김덕수    밀리언 하우스  2005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     김주영    백만 문화사   2004 
이순신의 선물 옵션-실천매매 기법   김제창    매일 경제 신문사  2002  
이순신이 갈릴레이를-만났다면(중·고생용)  현공숙    청아 출판사   2000 

 



6. 소설류 
    임진왜란(전 7 권)      김성한    행림출판   1990 
    임진왜란(전 10 권)     박종화    달구    2004 
    이순신       이광수    다나기획   2004 
* 소설 이순신(상·하)     박성부    행림출판   1994 
   칼의 노래(1·2)      김   훈     생각의 나무   2001 
   격 류(전 3 권)      김경진/ 안병도   중앙 M&B   2001 

이순신 최후의 결전(전 3 권)    배상열    눈과 마음    2005 
불멸의 이순신(전 8 권)     김탁환    황금가지   2004  

    
7. 도록·도감·안내서·기타 자료 

충무공 이순신 유적 도감    해군사관 학교 박물관  새한 문화사   1992 
* 충무공 이순신과 현충사     현충사 관리소   두루콤   1999 

이순신 장군의 참 모습     현충사 관리소   일진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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