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 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응모작품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응모 번호 

(이 난은 기입하지 마세요) 

 

학생 성명 한글 이재은 영어 Jayeun Lee 

그룹 (O 표) 옥포상 O 한산상  명량상  

소속 학교       앤아버   한국학교 미시간 한국학교 협의회 

한국에서의       

학교 경험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음: 

예 (   O  ) 아니오 (     ) 다녔을 경우:  ( 3 )학년 여름 한달 

학년/생년월일   4 학년    2008 년   5 월 23 일 

제목 우리 나라를 구하신 영웅, 이순신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나라를 지켜 

주셨어요. 항상 조선은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었어요. 

 

1545 년에 태어나신 이순신 장군님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있었어요. 똑똑해서 전쟁놀이할 

때도 항상 대장이었대요. 

 

무관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시험에도 떨어졌어요. 나 같으면 많이 속상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다시 봐서 무관이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 올 걸 미리 알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거북선을 만드셨어요. 거북선은 철판으로 

덮여 있는데도 물에 뜰 수 있었어요. 왜군들은 거북선의 용머리만 

봐도 무서워서 도망갔대요. 철판에는 뾰족한 못이 박혀 있어서 

왜군이 우리 배 위에 뛰어 들려고 하면 다치거나 죽었을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모함해서 감옥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벌을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겨우 12 척의 배를 가지고 용감하게 왜군과 싸워서 또 이겨요. 

이순신 장군은 62 번을 싸워서 62 번을 다 이겼어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용감하고 대단하신 분이예요. 

 

이순신 장군님은 한참 전쟁 중이라 힘들 때에도 항상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난중일기를 썼는데 100 번도 

넘게 어머니에 대해 글을 썼대요. 이순신이 백의종군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전쟁 중이라 

장례식에도 못 갔어요. 그래도 슬픔을 참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우셨어요.  

 

나는 이순신 장군처럼 다리가 부러지면, 다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전쟁터에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편지는 쓸 수 있어요. 오늘은 한글학교에서 

동지팥죽도 먹고, 성탄절 카드도 만들었어요. 어쩌면 한글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일인 것 

같아요. 성탄절 카드에 ‘엄마 사랑해요’라고 쓸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 우리 나라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