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성룡은 약 7년간의 임진왜란 중에 영의정領議政과 

도체찰사都體察使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그는 전쟁 이전에 

왜적의 침략에 대비하여 이순신李舜臣 등을 등용하고 전국의 

성곽을 수축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선조宣祖를 모시면서 민심을 수습하였고, 명나라와 연합하여 

평양성을 수복하였다. 또한, 북방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대 양성 및 각종 무기 제조 등에도 힘썼다. 

장기간의 전쟁과 피로로 인해 병이 심하였지만, 그는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영의정으로서 극난을 극복하는 데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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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룡의 영의정 교지  

領議政 敎旨, Document appointing Ryu Seongryong to 

the seat of Prime Minister, 1592년, 보물 제460-3호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류성룡에게 보낸 부채, 당장시화첩  

唐將詩畵帖, Poem that Ming dynasty general Li Rusong wrote to Ryu Seongryong , 1592년, 보물 제160-8호

류성룡의 유서통  

諭書筒, Case containing and carrying the Document from the King, 16세기, 보물 제460호

류성룡의 투구  

套具, Helmet used by Ryu Seongryong during the war, 

16세기, 보물 제460-1호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다

Overcoming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as Yeongeuijeong

1. 



국립민속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은 국립민속박물관 

상설3전시관의 풍산류씨 집안의 가족이야기 “충효 이외 

힘쓸 일은 없다”전시와 연계하여 광복70주년 기념

『징비록懲毖錄』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징비록』은 서애 류성룡 柳成龍, 1542~1607 이 임진왜란의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면서 뒷날의 경계를 위해 삼가 쓴 글로서, 

평생 ‘충효’를 강조하며 실천하고자 했던 그의 진실한 마음, 

‘충 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진정 나라를 위하는‘충’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present the special 
exhibition entitled Jingbirok, the Book of 
Corrections.

This special exhibition is coordinated with the exhibit 
“There is nothing worth living for except for fullling 
loyalty and lial piety”, which is being held at  
Exhibition Hall 3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featuring the story of the Pungsan Ryu Family.

Jingbirok, the Book of Corrections was written by 
Ryu Seongryong 1542~1607 to arouse the next generations’ 
attention, looking back on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In the book, he emphasizes loyalty and filial piety, 
values that he lived up to throughout his life. 

This exhibition rearms the meaning of “loyalty” love 
of one’s country.

전시기간

2015년 8월 5일 수 ~ 

9월 30일 수 

화요일 휴관

전시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I

주최

국립민속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Exhibition 
Period
August 5 wed, ~ 
September 30 wed, 
2015
Closed on 
Tuesdays

Exhibition Venue
Special Exhibition 
Hall II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Organizer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징비록  

懲毖錄, Jingbirok — the Book of Corrections, 1604년, 국보 제132호 

한글본 징비록  

懲毖錄, Jingbirok (Korean edition), 19세기,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34호

경상  

經床, Sutra Table used by Ryu Seongryong, 16세기 

류성룡은 이순신李舜臣이 전사하고 왜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일본과의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죄목으로

모든 관직을 삭탈 당한 채 고향 안동 하회河回로 돌아왔다. 

그는 옥연정사玉淵精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조선의

뒷날을 위해 그가 온몸으로 겪었던 임진왜란의 경험과

역사적 사실 등을 정리하고, 그의 ‘충忠’을 보여주기 위해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징비록懲毖錄』을 썼다.

징비록 책판  

懲毖錄 冊板, Wooden Plate created for the publication of Jingbirok

뒷날의 경계를 위해 『징비록』을 쓰다

Writing Jingbirok — the Book of Corrections to arouse the 
next generations’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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