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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혜와 용기를 가진 이순신 



 

줄 아래에서 바로 쓰기(타이핑) 시작하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철판으로 덮여 있는 배를 만든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 나라랍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을 만든 

것보다 약 250 년이나 먼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그 철갑선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예요. 철갑선의 

이름은 거북선이고요. 이순신 장군은 우리 나라에 쳐들어온 왜군을 

거북선으로 무찔러 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이랍니다. 

어린시절, 이순신은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전쟁놀이 하기를 

좋아했지요. 물론 책읽기도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부모님은 이순신을 엄하게 길렀습니다. 

이순신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짖어 똑같은 잘못을 두번 하지 

않도록 가르쳤지요. 전쟁놀이를 좋아하던 이순신은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해서 거북선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1592 년, 이순신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여수로 내려갔어요. 

그 때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를 빼앗고, 그 다음에 중국 명나라로 

쳐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모두들 일본을 

얕보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이순신은 



군사들을 불러 서둘러 배를 만들기 시작했지요.  지혜로운 이순신 

장군은 무슨 일이든 미리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엄마도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항상 숙제를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미리 하지 

않은 날은 재미있게 놀기는 했지만 나중에 힘들게 숙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편하게만 지냈던 군사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되었지요. 힘든 훈련이 끝나면 직접 음식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셨대요. 제가 군사였어도 이런 

장군님을 좋아했을것 같아요.  몇 달 뒤 마침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 거북선이 완성되었어요. 

1592 년 4 월, 마침내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7 년 동안의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쳐들어온 왜군의 수는 

모두 20 만 명이나 되고, 타고 온 배는 700척이나 되었어요. 왜군은 

배 위에서 신식무기인 조총을 쏘아대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거북선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싸움에서 이순신은 왜군의 배 

수십척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답니다. 일본은 이순신과 



거북선이 바다를 지키는 한 우리 나라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이순신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도 

슬픔을 참고, 망가진 배를 고치고, 병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명량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13 척의 배로 130 쳑의 왜선을 물리쳤어요. 제가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무섭고 힘들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어느 누구보다 용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거북선도 없었고, 전쟁에서 

승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돌아가실 때도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하셨지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장군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순신 장군님처럼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님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무엇이든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