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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공 축제

‘집중·경계’ 전쟁원칙에 충실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지역 축제의 단골 손님이다. 현재 축제가 진행 중인 아
산 성웅 이순신 축제부터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노량 해전 승첩제까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전승지가 있는 지자체마다 충무공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불멸의 이순신’ 23전 23승 비결

‘거북선 경주 대회’ 등 다양
이순신 장군의 고향이자 묘소가 있는 충남
아산 현충사 일대에서는 26일부터 내달 1일
까지 제4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가 열린
다. 매년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인 4월28일을
전후해 열리는 이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교육 체험형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이충무공 전술비(秘) 연 날리기 대회’ ‘무
과 전시의 재현’ ‘거북선 테마 전시회’ ‘거북선
경주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한 전사 유적지. 임진왜란 5대 승첩의 하나인
당항포 대첩을 기리고 이순신의 애국애족 정
신을 계승·선양해 역사의 교훈을 되살리고
자 매년 4월23일을 전후해 당항포 대첩 제전
이 열린다.

＃진남제 여수 거북선 축제

‘수륙고혼 천도대제’ 등 추모 행사

＃옥포 대첩 기념 제전

임진왜란 첫 승전 기념

판옥선

KBS 사극 ‘불멸의 이순신’, 영화 ‘천군’, 소설 ‘칼의 노래’
‘임진왜란’ 등 문화계에 이순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
운데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순신과 관련된 질문이
수없이 올라오고 있다. 그중 가장 흔한 질문은 이순신 장
군이 연전연승을 거둔 비결을 묻는 것. 과연 그 답은 무엇
일까.
23전23승. 적선 격침과 파괴 359척, 적 사살 3만3780명.
이순신 장군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거둔 신화적 전과다.
윞‘승패는 병가의 상사’라는 말을 굳이 끄집
어내지 않더라도 이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기
록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때문에
불패신화(不敗神話)라는 칭송이 등장하고 장
군의 이름 앞에는 성웅(聖雄)이라는 비범한
존재에 대한 강한 존경의 뜻이 담긴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하지만 전쟁은 과학이지 신화나
도박의 영역이 아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도 냉철한 전
략·전술적 판단이 거둔 산물이지 실체를 알 수 없는 신비
로운 능력이나 우연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임
진왜란을 연구한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관련 연구자들은 “조선 수군이 연전연승한 비결은 역
시 지휘관인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전술적 안목에
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초월하
는 전쟁 원칙에 통달한 전략가였고 그것이 승리의 핵심
비결이 된 것이다.
그 예로 강영오(姜永五) 예비역 제독은 이순신 장군이
수행한 전투에서 현대 해군 교리에서 확립된 전쟁의 원
칙들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승리 비결은 집중의 원칙 덕택
이었지만 경계의 원칙에서도 철저했다. 경계는 기습을
방지하고 아군에 대한 적의 탐지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아군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순신 장군은 주도면밀한 경계 활동으
로 한 번도 일본 수군의 기습을 허용치 않았다.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해 적선 격파에 집중했을 뿐 전
과 과시를 위해 중시되던 적 머리를 베는 일에 노력을 기

을 성공적으로 구사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거시적 전쟁
원칙뿐만 아니라 미시적 전술 구사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은 실제 전투에서의 전략·전술뿐만 아니라 정보나
군수 지원에서 싸움의 결과가 바뀌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
나 군수 분야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군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철저한 전문성이 이순
신 장군이 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다.
한편 이순신 장군의 전략·전술적 안목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한 조선 수군의 뛰어난 무
기 체계도 승리의 또 다른 밑바탕이 됐다. 조
선군 주력 군함인 판옥선(板屋船)은 일본 수
군의 주력함인 세키부네(關船)보다 선체가
더 크고 강했다.
주력함의 성능에서 조선 수군이 우월했던
것이다. 또 일본군의 주력 무기는 기본적으로 조총(鳥銃)
에 불과했지만 조선 수군은 천·지·현·황자 총통 등 각종
함포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포와 소총의 싸움
으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에 있어 조선군이 압도
적으로 유리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무기 체계가 승리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도 또 다른 수군 지휘관인 원균
(元均)이나 박홍(朴泓)은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의 전투 사례는 무기 체계의 성능과 지휘
관의 전략·전술적 안목이 조화롭게 갖춰질 때 승리가 가
능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 주는 것이다.
〈김병륜 기자〉

시대 초월 탁월한 전략·전술로 ‘준비된 승리’ 얻어
각종 함포 대량 보유 무기체계 우수성도 뒷받침
울이지 않았던 것은 목표의 원칙 준수 사례다. 이순신 장
군이 치른 첫 번째 전투인 옥포 해전은 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기습을 성공시켜 기습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보여 준다.
이순신 장군은 함포전(艦砲戰) 위주로 전투를 수행했
다. 함포전에서는 T자 형태로 적을 압박하는 대형이 필수
적이다. 아군은 화력을 집중하고 적은 집중할 수 없기 때
문이다. 1905년 일본의 도고 헤이하치로 (東鄕平八郞) 제
독이 러시아 함대를 대파했을 때나 영국의 넬슨 제독이
사용한 대형도 모두 이 T자형 전술이다.
강제독은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해전에서 구사한 학
익진법이나 명량 해전의 전투 대형은 이러한 T자형 전술

경남 거제 옥포만 일대에서는 옥포 대첩
기념 제전이 오는 6월16일을 전후해 사흘간
열린다.
이 축제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좌수사 이순
신 장군이 현재 대우조선이 위치한 옥포만에
서 왜선 50여 척 중 26척을 격침한 임진왜란
의 첫 승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옥포 대첩 기념 제전은 진해 해군군악대
연주회, 시민 노래자랑, 토착 민속놀이인 팔
랑개어장놀이 공연, 옥포 대첩 승전 행차 가
장행렬 등이 볼거리다.

＃한산 대첩제

당시 일본 수군장 후손 초청 추진
오는 8월13일부터 17일까지 수군통제사
시절 이순신 장군의 본거지인 경남 통영시로
무대가 옮겨진다. 통영시 한산면에서 제44회
한산 대첩제가 열리는 것. 올해도 조선 시대
삼도수군통제사 행렬을 가장한 군점 행렬과
한산 대첩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군악대 공
연 등 각종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특히 주최 측은 올해 한산 대첩제를 일본·
미국 등과 연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
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외국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행사인 국제 아쿠
아슬론을 비롯,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장
후손 초청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당항포 대첩 제전

5대승첩지…4월23일전후열려
경남 고성군 당항만 일대는 1592년(선조
25년) 이순신 장군이 왜선 26척을 전멸시킨
데 이어 2년 후인 1594년 또다시 31척을 격파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임진왜란 당시 이순
신 장군의 수군 본영이 있던 전남 여수시 일
대에서 제39회 진남제 여수 거북선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 행사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당시 전사자들을 위한 ‘수륙고혼
천도대제’ 등 추모 행사가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 행사 일환으로 3일 저녁에는 이순신 장
군 가장행렬이 펼쳐지며 4, 5일 여수 신항 제
2부두에서는 해군 함정 전시회가 열린다.

＃노량 해전 승첩제

순국일 맞춰 매년 11월에
이순신 장군의 순국일인 매년 11월19일이
되면 장군이 전사한 장소인 경남 남해군 노
량 앞바다에서 이충무공 노량 해전 승첩제가
열린다.
이 승첩제는 원래 충무공의 탄신에 맞춰
해마다 4월에 열렸으나 2001년부터 지역 특
색을 살리기 위해 11월에 열고 있다.
이 승첩제의 하이라이트는 노량 해전 재현
행사. 이 행사는 선박 100여 척이 동원돼 거북
선과 왜선, 그리고 중국 선박으로 치장하고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갖가지 전술을 선보이
며 노량 해전 당시의 모습을 웅장하고 생생
하게 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의윦:윦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041-540-2404, 진남제 여수 거북선 축제
061-664-5400, 옥포 대첩 기념 제전
055-681-2603, 노량 해전 승첩제
055-860-3228.
〈김병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