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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명하고 용감한 이순신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이순신 장군은 용감한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구했다.  

이순신 장군은 1545 년 4 월 28 일, 조선의 한양에서 태어났다. 

그 때 조선은 일본의 해적들이 자주 쳐들어 오고, 나쁜 관리들이 

많아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다. 결국 1592 년 일본은 조선에 

쳐들어왔다. 7 년이나 계속되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거북선을 

만들었다. 거북선은 일본군이 배 위로 뛰어들지 못하게 철판과 

뾰족한 못으로 덮은 배이다. 세계에서 제일 처음 만든 철갑선이라고 

한다. 거북이 머리에 있는 대포로 일본배에 대포알을 펑펑 쏠 수 

있었다. 배 바닥은 넓고 평평해서 빨리 돌 수 있었다.  섬이 많고 

바닷물이 빨리 흐르는 우리 나라 바다에 아주 딱 맞는 배였다. 

일주일이나 계속된 한산도 대첩에서는 우리 수군이 학 날개를 

펴듯 적을 둘러싸서 왜선 73 척을 해치웠다. 500 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전술을 전세계 해군에서 공부한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현명한 분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현명하고 용감한 이순신 장군을 싫어하는 나쁜 

관리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이나 백의종군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병사들과 같은 흰 옷을 

입게 하는 벌이다. 그렇게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어서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실망하셨을까? 그래도 임금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벌을 받으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억울한 벌도 참고, 오직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신 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순신을 나이든 어머니께서 보러 

오시다가 그만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이날 

밤 난중일기에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흐른다.’라고 

쓴다. 이순신 장군은 벌을 받는 중이라서, 어머님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다. 얼마나 슬펐을까?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에 

100 번이 넘게 어머니와 가족에 대해 쓰셨다고 한다.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벌을 받고 돌아온 이순신 장군은 겨우 12 척의 배로 130 척이 

넘는 왜선과 싸웠다. 유명한 명량해전이다. 겁을 먹은 수군 



병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는다.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군사들과 함께 싸웠다.  

임진왜란의 마지막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우리 수군은 

도망가는 왜적을 끝까지 물리친다. 이 때 날아온 총알에 이순신 

장군은 쓰러졌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하시면서 나라를 위한 걱정을 하셨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최초의 거북선을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전술을 생각해냈고, 병사들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와 가족을 생각하는 따뜻한 분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선을 구해냈다.  

나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점을 

존경한다. 그래서, 나도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한글 공부를 하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한다. 요즘 분수와 곱셈을 배우는데 참 

어렵다. 그래도 포기 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겠다.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