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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를 빛내는 이순신 장군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이순신은 조선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일본과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일본이 이겨서, 아마 

한국은 지금 없을 거에요. 

 

이순신 장군은 1545 년 3 월 8 일 한성, 지금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똑똑하고, 책을 읽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과 전쟁놀이할 때도 항상 대장을 했어요. 

 

무관이 되기 위한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도 벌떡 

일어나서 다리를 버드나무 가지로 다시 묶고 시험을 봤어요. 나라면 

너무 아파서 그냥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정말 

마음이 강한 분이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무관이라서 항상 전쟁터에 가야 했어요. 이런 

시도 썼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 어디서 한가락 피리소리는 / 그 시름을 



더하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그 때는 많은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전쟁이 오래가서, 먹을 

것이 아주 귀했대요. 병사들도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은 훈련이 끝나면 병사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셨대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장군님이예요. 

 

또, 이순신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렇게 난중일기에 썼어요.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흐른다.’.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할 수 있을 텐데. 

 

세계 제일 처음으로 거북선을 만드신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에 승리했어요. 이순신은 한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은 조선의 백성을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도 12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순신 장군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라를 지킬 각오를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질 거라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억울하게 벌을 받아도 오직 나라를 위해 끝까지 몸과 마음을 

다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싸웠고,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를 더 사랑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지금도 우리 

나라를 지키는 영혼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