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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훌륭하신 이순신 장군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왜적으로부터우리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백성을 

위해서 힘껏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렸을 때부터 전쟁놀이를 좋아했어요. 항상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녔대요. 책읽기도 좋아하고, 똑똑해서 항상 

대장을 했어요. 

 

무관이 되려고 처음 시험을 볼 때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부러진 다리를 묶고 끝까지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떨어졌어요. 나 같으면 다시 시험을 안 봤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은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시험을 봐서 통과했고, 

무관이 되었어요. 

 

지금과 다르게 그 때는 기술이 없어서 살기도 힘들고, 

싸우기도 힘들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마다 왜적의 배를 

침몰시키고 이겼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거북선을 만들기도 했어요. 

거북선은 무서운 용머리 얼굴로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배를 



덮은 철판에는 뾰죡한 쇠못이 박혀 있어서 적들이 배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불화살도, 조총도 막을 수 있는 거북선을 적들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12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하신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으로 우리 나라를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벌을 받았어요. 저였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을 

거예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으면 그렇게 벌을 받고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슬펐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셨어요. 난중일기에 100 번도 넘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을 

쓰셨대요. 오랜 전쟁을 하느라 정신없고 바쁘셨을 텐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크셨나봐요.  

 

사람들이 왜 이순신 장군을 존경할까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 

나라를 구해 주셨기 때문이예요.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놀이를 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 

나라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마운 분이고, 진짜 용감한 분이예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항상 저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처럼 책도 많이 읽을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엄마가 그러셨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