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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양전략과 해전전술을 
기반으로 한 절이도해전 연구이다. 절이도해전은 조선 
수군이 1598년 음력 7월 거금도(절이도의 옛 명칭) 인근 
해역에서 100여 척의 왜 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왜 
수군 전선 50여 척을 분멸한 임진왜란 해전 가운데 
명량해전이나 한산도해전에 못지 않는 비중 있는 
해전이다. 그러나 절이도해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잊혀진 해전’으로 인식되어 왔다. 절이도해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난중일기의 기록이 미흡할 뿐 아니라 
사료가 부족하여 해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료 기록을 통한 
절이도해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 임진왜란 시기 
중 이순신이 치렀던 해전에 나타난 이순신의 해양전략과 
해전전술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절이도해전 
전장환경에 적용하여 절이도해전 교전해역 및 교전시간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교전 상황도를 제시하였고, 교전시 
조선 수군의 전술진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익진 
전술진형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는 바, 이순신은 
절이도해전에서 전략적으로는 함대결전을 
전술적으로는 학익진을 구사함으로써 50여척의 적선을 
침몰시키고 대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about the Jeolido Naval Battle based on 
Admiral Yi Sun-shin's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attle 
tactics. The Battle of Jeolido took place in the sea area near 
Geogeumdo Island (formerly known as Jeolido Island) in 
July 1598 on the lunar calendar. In this naval battle, 50 
Japanese ships were destroyed.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naval warfare through historical record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Yi Sun-shin’s 
maritime strategy and naval warfare tactics that appeared 
in the naval battle of Yi Sun-shin during the Imjin War. 
Those results were applied to the battlefield environment 
of the naval battle of Jeolido, and the battle situation map 
was presented by simulating the area and time of the war. 
In addition, the tactical formation of the Joseon Naval 
Forces during the engagement was analyz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actic of Hak Ik-jin is the most suitable. 
Finally, it was analyzed that Yi Sun-shin sank 50 enemy ships 
and won a great victory in Battle of Jeolido by using the 
fleet decisive battle strategically and the Hakik-jin tac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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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개요

조선 수군이 승리한 임진왜란 해전 중 왜 수군의 격파된 전선 수 규모를 
기준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이순신 장군이 이끈 노량해전, 부산포해전, 한
산도해전, 절이도해전, 명량해전 순이다. 반면에 왜 수군이 승리한 해전은 
원균이 지휘했던 칠천량해전이다. 위에서 언급한 해전 중 한산도해전은 학
익진에 의한 승리, 부산포해전은 조선 수군의 원정 출전으로 왜 수군 본진
을 타격했다는 상징성 있는 해전이다. 명량해전은 괴멸된 조선 수군의 잔
여 전력 13척으로 왜적을 물리친 결사항전의 승리였고, 노량해전은 임진왜
란 마지막 해전으로 이순신이 전사한 해전으로 우리 국민 가슴에 각인된 
해전이었다. 또 칠천량해전은 이순신이 백의종군시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
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치른 해전으로 조선 수군이 괴멸된 대표적인 패전으
로 기록된 해전이다[1-5]. 
절이도해전은 어떤 해전일까?
절이도해전은 한산도해전이나 명량해전과 대등할 만큼 비중 있는 해전
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해전이나 이순신 연구가 외에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전이다. 절이도해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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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 해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이
다. 수년 전 절이도해전이 있었던 해역으로 추정되는 거금
도의 해당 지자체인 고흥군 주관으로 절이도해전에 대한 학
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었다[6]. 절이도해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또 국내의 이순신 전문가 중의 
한 명인 제장명은 ‘절이도해전 관련 몇 가지 문제들’이라는 
연구에서 절이도해전의 각종 사료를 분석하여 절이도해전
의 전투장소, 해전일자, 이순신 참여 여부 등에 대하여 각 각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는 바[7,8], 절이도해전을 
이해하는 데 기여를 하였으나 여전히 절이도해전 과정이나 
전황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당시의 전장환경, 이순신
의 전략 및 전술 등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420여년이 지난 오늘날 절이도해전에 대한 명확한 기록 
및 현장의 유물 등이 새롭게 발굴되지 않는 한 당시의 상황을 
그려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절이도해전에 대한 해설
이나 연구는 제공하는 정보가 일관성이 부족한 사료를 근거
로 하였기 때문에 절이도해전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고 추
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이도해전에 대한 사
료를 비롯하여 당시의 교전상황과 전장환경, 이순신의 해양
전략과 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절이도해
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데 목
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1.2 연구방법 

절이도해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은 사료와 연구된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연구의 시작부터 기존의 사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
부터 시작하였다. 1단계로 절이도해전에 대한 주요 사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 절이도해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정립
하고, 2단계로는 해양전략과 해군작전 수행원칙 관점에서 
이순신이 치른 주요 해전을 분석하고, 절이도해전 전장환
경을 고려하여 교전해역, 전황 묘사 및 교전시간 등을 추정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3단계는 이순신이 임진왜란 해전에
서 보여준 전술진형들을 절이도해전 환경에 적용하여 가장 
적합한 전술진형을 도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절이도해전에 대한 사료 분석 

2.1 분석 개요

절이도해전에 대한 사료에는 선조실록,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 난중잡록, 난중일기 및 징비록 등이 존재하
지만[9-13, 16-18], 어느 하나의 사료로 절이도해전을 이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존재하는 모든 사료를 참
고하는 데는 더욱 혼란스러움이 가중됨을 느낀다. 사료에 
적힌 내용이 부족하고 작성자, 작성동기 및 작성 시기가 달
라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절이도해전에 대한 견해가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료의 기
록을 근간으로 절이도해전에 대한 합리적인 개념을 정립하
는 일은 본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 연구를 위하여 주요 사료
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신뢰성이 높은 사료로 꼽히
는 사료를 근거로 하여 단계적으로 개념 설정을 하였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도로 작성된 국가 문서의 성격
을 갖는 선조실록과 비록 작성 시기는 다르더라도 선조실
록을 보완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선조수정실록 및 
이순신의 친조카로 이순신과 함께 전장을 누볐던 이분의 
이충무공행록 3종류의 사료를 토대로 분석함으로써 사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료로는 
이순신이 해전 직후 작성한 장계를 바탕으로 기록된 1598
년 8월 13일 선조실록의 내용을 선택하였다. 임금에게 이순
신이 보고하는 절이도해전에 대한 결과보고임을 감안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로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선조실록의 내용을 시작으로 작성 연도 순
으로 이충무공행록, 선조수정실록의 순으로 단계적 분석을 
하여 절이도해전에 대하여 일관성있게 개념 정립을 하였다.

2.2 선조실록 분석 

첫째로 이순신이 절이도해전 이후 처음으로 조정에 보
낸 공문서인 장계를 바탕으로 기록된 선조실록 1598년 8월 
13일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자[9,10].

지난번 해상 전투에서 아군이 총포를 일제히 발사하여 적선
을 쳐부수자 적의 시체가 바다에 가득했는데, 급한 나머지 끌
어다 수급을 다 베지 못하고 70여 급만 베었습니다. 중국 군대
는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고는 원양으로 피해 하나도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군사들이 참획한 수를 보고 진 도
독이 뱃전에 서서 발을 둥둥 구르면서 그 관하를 꾸짖어 물리
쳤으며 신 등에게 공갈 협박을 가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으므로 
신 등이 마지 못해 40여 급을 나눠 보내줬습니다. 계 유격도 가
정을 보내어 수급을 구하기에 신이 5급을 보냈는데 모두들 작
첩하여 사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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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장계의 내용으로부터 조선 수군은 총통으로 일제
사격을 가하여 적선을 분멸하였으며, 이 전투는 대규모 해
전으로 적의 사망자가 많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적의 목 70
여 급만 베었다. 더욱이 ‘중국 군대는 멀리서 적선을 바라보
고는 원양으로 피해 하나도 포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 우리 군사들이 참획한 수를 보고 진 도독이 뱃전에 서서 
발을 둥둥 구르면서 그 관하를 꾸짖어 물리쳤으며’라는 기
록은 절이도해전이 조명연합수군의 연합작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비록 해전에 소극적이었고 전공에 대
해 탐은 냈으나 진린이 해전 해역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진
린이 해전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조선 수군의 최고 지휘관
인 이순신이 해전 현장 없었다는 것은 일각의 견해는 논리
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까지 절이도해전에서 이순신의 참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논란을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 많은 적선이 격파되었
을 것은 분명해 보이나 기록에 격파된 적선의 수가 빠진 이
유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다. 추후 살펴보겠지만 선조수정
실록에 절이도해전에서 격파한 왜 수군의 전선이 기록된 
점은 선조실록에 빠져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2.3 이충무공행록 분석

두 번째로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이순신 사후 저술한 이
순신의 첫 전기로 평가되는 이충무공행록을 살펴보도록 한
다. 1598년 7월 내용을 살펴보자[11,12].

18일: 적선 100여 척이 녹도를 침범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과 도독은 각각 전선을 거느리고 금당도에 이르렀다. 

적선이 다만 2척이 있었는데 우리 군대를 보고 도망쳐 달아났
다. 공과 도독이 밤을 지내고 그대로 돌아왔다. 공은 녹도 만
호 송여종을 머물게 하고, 8척을 거느리고 절이도에서 숨어
있게 했고, 도독도 그들의 배 30척을 남겨 비상상태에 대비하
게 했다.

24일: 공은 도독을 위해 운주당에 술자리를 마련하고, 바햐
흐로 취할 즈음에 도독 휘하의 천총직위에 있는 사람이 절이도
에서 와 보고하기를“새벽에 적을 만났는데, 조선 수군이 다 붙
잡았고, 명나라 군대는 바람이 순탄하지 않아 서로 싸우지 못
했습니다”라고 했다. 도독이 크게 화가 나서 끌어내라고 소리
치고, 술잔을 던지고 소반을 밀쳐내며 분풀이를 했다. 공은 그
의 의도를 알고, 화가 난 것을 풀어주려고 말하기를, “노야께서
는 명나라의 대장으로 바다의 도둑들을 무찌르려고 오셨으니, 

진에서의 승리는 곧 노야의 승리입니다.

(중략)

이날 송여종이 붙잡아 바친 배는 6척, 적의 머리는 69급이
었다. 도독에게 보내고 그대로 임금님께 장계를 올렸다.

다음은 절이도해전에 관련된 이충무공행록을 분석한 결
과이다. 
첫째, 7월 18일 내용은 왜 수군 기습, 조명연합군 출동, 금
당도 이동, 적선 2척 퇴각, 절이도 해역에 조명연합수군 일
부 야간 경계근무 조치 후 일시 회항했다는 내용으로 절이
도해전 초기 전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이다.
둘째, 7월 24일의 이충무공행록 내용은 상당한 논란거리
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순신과 진린이 연회중 
해전 현장에서 온 진린의 부하로부터 해전결과에 대한 구두
보고를 받는 내용이다. 이 내용만으로 해전 상황을 추정한
다면 이순신과 진린은 해전 현장에 없었다. 조명연합 수군
의 최고 지휘관은 참전하지 않았고, 두 지휘관의 부하 장수 
들이 해전을 지휘한 셈이다. 앞의 선조실록에서 언급한 조
명연합수군의 지휘관 이순신과 진린이 해전에 참전한 내용
을 임금에게 보고한 장계는 허위 보고가 된다. 신뢰하기 어
려운 내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월 24일 보고 내용
중 이순신과 진린이 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절이도해전에 대한 개념 정립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여종이 수급 69개를 바
친 내용은 이순신이 장계로 보고한 선조실록 8월 13일 내용 
즉 70여 개 수급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어 송여종이 절이
도해전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인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7월 24일 기록으로 보면 해전이 있었던 날은 7월 24
일이다. 사료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추정하면 절이도해전 
가능일이 7월 19일 또는 7월 24일로 추정된다[9-13, 16-18]. 
그러나 7월 24일 교전이 있었다면 이순신과 진린은 해전 당
일 해전에는 참석치 않고 연회장 앉아 술을 마시며 해전 결
과 보고를 받은 셈이다. 이 내용 또한 선조실록에서 확인된 
두 지휘관이 해전에 참석한 사실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7월 24일 해전 가능성을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절이도해전이 일어난 날은 7월 19일인가?
왜 수군이 7월 18일 이미 녹도 근해까지 진입하였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7월 18일 기록으로 보면 적의 
탐망선으로 보이는 2척이 쫒겨는 났으나, 적의 탐망선은 왜 
수군의 본진으로 돌아가 조명연합수군이 금당도해역까지 
추적해 왔음을 적의 지휘부에 보고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
다. 비록 쌍방간 날이 어두워 해상에서 주력부대의 전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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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확인은 못했으나 조선 수군은 이미 고금도 수군진
에서 출동 전에 녹도로 적선 100여 척이 진격하고 있다는 정
보를 들었고, 왜 수군도 쫓겨난 2척의 탐망선으로 조선 수군 
또는 연합수군 세력들이 금당도와 절이도 해역까지 추적해 
왔음을 모를리 없다. 사실상 7월 18일 밤은 쌍방간 다음 날 
교전을 앞 둔 숨고르기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유이다. 

18일 야간 조명연합수군과 왜 수군은 어디서 보냈을까?
왜 수군은 녹도 근해 조명연합수군은 금당도 해역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해상에 진을 치고 보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추정의 근거는 우선 왜 수군의 경우 왜 수군의 1차 공
격 목표로 추정되는 녹도를 장악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녹
도와 소록도 사이에 전선을 숨기기 좋은 해협이 위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다음으로는 조명연합수군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는가이다. 18일 기록에 조명연합수군이 밤을 보
내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으나 돌아온 곳이 고금도 통제영
인지 금당도해역인지 또 날을 완전히 새고 다음 날 이동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휘관 이순신이 
이미 적선 100여 척이 녹도 근해까지 침범하였고, 적의 탐망
선 2척을 퇴각시킨 마당에 고금도 본영으로까지 회항하지
는 않았을 짐작된다. 왜 적을 코 앞에 두고 고금도 본영으로 
후퇴하면서 경계부대에게만 적을 감시케 한다는 이순신의 
전략이나 전쟁 철학으로 미루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다. 따라서 전방에 경계부대를 배치하고 적과의 일정한 거
리를 유지하면서 금당도해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18일 
야간을 보내면서 조만간 벌어질 전투 준비에 골몰하였을 것
이라고 판단된다. 또 18일 야간에 조명연합군의 경계부대
는 다음날 적의 출동을 예상하고 가시권 내인 절이도 서북
부 해역에서 해상 경계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선조수정실록 분석

마지막으로 선조수정실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록 내용
은 다음과 같다[13]. ‘통제사 이순신이 적병을 강진의 고금도
에서 크게 격파했다. 순신이 진린과 더불어 연회하려고 하는
데, 적이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장으로 하여금 군
사를 정돈해 대기하게 하였다. 얼마 후 적선이 크게 이르자 순
신은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를 쏘아 50여 척을 불사르니, 적이 마침내 도망하였다.’
다음은 위의 선조수정실록의 내용을 앞에서 살펴본 선조
실록이나 이충무공행록의 내용과 비교한 결과 요약이다.
첫째, 통제사 이순신이 직접 참전한 사실은 선조실록과 
일치한다.

둘째, 날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순신과 진린이 연회
중 적의 기습 정보를 보고 받고 군사들에게 전투 태세를 취
하고 비상 출동에 대기한 내용은 이충무공행록의 7월 18일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셋째, 적선 50여 척을 분멸한 내용은 선조실록에 빠진 부
분을 훗날 보완한 것이다. 
넷째, 해전 장소를 고금도라고 명시한 것은 일종의 오기
로 봐야 한다. 이러한 오기의 사례는 명량해전의 장소를 진
도의 벽파정이라고 기록한 선조실록(1597년 11월 10일) 및 
선조수정실록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4,15]. 
다섯째, ‘얼마 후 적선이 크게 이르자 순신은 스스로 수군
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를 쏘아……’ 
내용 중 ‘얼마 후’라는 표현으로 보아 해전일은 왜적이 습격
한다는 보고를 받고 전투태세를 취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
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한다.

2.5 사료 기록으로만 살펴본 절이도해전 분석 결과

앞 절에서 선조실록, 이충무공행록 및 선조수정실록 기
록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절이도해전에 대한 개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명연합수군이 참전하였으나 명 수군은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였고, 전공을 탐했다.
둘째, 이순신과 진린이 직접 참여하였다.
셋째, 7월 18일 이순신과 진린이 연회중 적의 기습 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왜 수군 기습에 대한 정보 보고를 받고 
조명연합군이 금당도해역으로 출동하여 적선 2척을 퇴각 
시키고, 18일 저녁 조명연합수군 지휘관들의 지시로 절이
도 해역에서 조명연합수군이 합동경계 강화를 하였다. 조
명연합수군은 일시 회항했다. 당일 야간 일시 회항 해역은 
금당도로 분석되었다.
넷째, 전과는 적선 50척 분멸, 수급 70여 개였다.
다섯째, 절이도해전에서 송여종은 눈부신 활약을 한 것
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7월 24일을 해전 가능 날짜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
로 맞지 않다. 따라서 절이도해전 날짜는 7월 19일로 보는 것
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충무공행록에서 기록 분석에서 7월 24
일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둘째, 선조수정
실록에서 ‘얼마 후....’라는 문구를 적의 출몰 이후부터 시간
적으로 24일보다는 바로 다음 날인 19일로 해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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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교전시간의 경우 왜 수군의 대함
대가 참전했던 해전인 명량해전에서도 새벽에 선제공격을 
한 사례가 있고, 이충무공행록 및 난중잡록[16] 등의 사료에
서도 교전 시간은 대부분 새벽으로 기술한 점으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도 교전시간은 새벽으로 보았다.

3. 이순신의 해전 분석

3.1 문제의 제기

절이도해전의 사료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전 경
과와 교전 상황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
다. 이를 살펴볼 만한 획기적인 자료가 발굴되지 않는 한 절
이도해전에 대한 실체 파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절이
도해전에 대한 해전 경과와 교전 상황 등을 살펴보기위한 
적합한 방법을 이순신의 해양전략과 전술에서 찾고자 했
다. 임진왜란 해전에서 나타난 이순신의 해양전략과 전술
을 절이도해전 전장환경에 접목시켜 합리적 추정을 함으로
써 절이도해전에 대한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실제로 오늘날 각종 자료에 소개되고 있는 
이순신이 치른 대부분의 해전 상황도 이순신의 해양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추정하여 묘사된 것이 많다. 앞에서 절이
도해전에 대한 사료 분석 결과 외에도 절이도해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순신이 지휘하여 
치른 절이도해전 외의 다른 해전에서 나타난 이순신의 해양
전략과 전술, 왜 수군의 7월 18일 행적, 교전해역, 교전시간 
및 조선 수군의 전술진형 등을 추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3.2 해양전략이론과 해군작전 수행원칙 개요

국내의 주요 해양전략학자들의 해양전략이론을 종합해 
보면 해양통제전략의 대표적 전략인 함대결전은 가용한 전
력을 집중하여 적 함대를 격파하는 전략이며, 현존함대전
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함대가 함대결전을 피하면서 아군의 
전력을 보존하고 적에게는 공격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전략
이다. 반면에 해양거부전략이란 연안방어에 중점을 두는 
해양전략으로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의 진관체재에 따른 조
선 수군의 해양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19,20]. 해군작전 
수행원칙은 해군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
로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공통된 
결론으로서 지휘권 행사와 해군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데 중요하다[21]. 물론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도출된 

전쟁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원칙 상호간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보완되고 변경되어 왔다. 대
한민국 해군기본교리는 시대에 따라 다소 보완은 되고 있지
만 목표, 공세, 집중, 기동, 통합, 기습, 경계, 사기 등이 일관
된 해군작전 수행원칙이었다[21]. 

 3.3 해양통제전략과 해군작전 수행원칙 적용을 통한 이순
신의 해전 분석

3.3.1 해양통제전략 측면에서 본 이순신의 주요 해전

임진왜란 초기 이순신이 치른 해전은 1차 출전과 2차 출
전 모두 함대결전 형태의 해전은 아니었다. 왜 수군의 주력
부대가 아닌 소부대를 각개 격파하는 방식으로 해전을 이끌
며, 왜 수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현존함대전략을 구사하
였다. 그러나 이순신의 3차 출전인 한산도 해전에서는 왜 수
군의 전략이 바뀌어 1차 및 2차 해전과는 양상이 달랐다. 도
요토미 히데요시가 와끼자가, 가토오 및 구기 등의 왜 수군 
지휘관들에게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함으
로써 왜 수군과 조선 수군은 한산도해전에서 상호 공격적인 
함대결전을 시도하였다. 한산도해전에서 패배한 이후 왜 
수군은 사실상 일정 기간 요새함대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한산도해전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순신은 왜 수군의 본거지
인 부산항으로 원거리 항해를 하여 400~500여 척의 왜 수
군을 공격함으로써 사실상 왜 수군을 격멸하려는 함대결전 
전략을 구사했으나 100여 척의 왜 수군만을 격파하고 회항
했다. 4차 출동하여 치러진 부산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
지만 이순신의 함대결전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전을 회피하
는 왜 수군의 수세적 전략으로 함대결전의 최종 목적인 적
함대를 완전 파멸시키지는 못했다[4,20].
조선 수군이 칠천량해전에서 괴멸된 후 이순신이 삼도수
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처음으로 치러진 명량해전은 이전
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전력면에서 미미한 조선 수군
을 왜 수군은 끝까지 추격하면서 사실상 괴멸시키려는 강력
한 함대결전 전략을 구사하였다.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순
신은 정상적인 해전을 치를 수가 없었다. 사실상의 결사항전 
뿐이었다. 마지막 노량해전의 경우는 왜 수군이 순천의 왜
교성에서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을 구출하려고 500여 척을 이
끌고 노량해협으로 진입해 옴으로써 이를 저지하려는 조명
연합 수군과의 필사적인 함대결전식의 전투를 치렀다[4,5]. 
이 해전에서 조명연합 수군이 승리는 하였지만 이순신은 전
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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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군작전 수행원칙을 적용한 이순신의 해전 검토

420여년 전 이순신이 치렀던 해전에 대해 오늘날의 해군
작전 수행원칙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다. 이에 대하여 해군 출신의 대표적인 해양전략가 강영호
는 그의 저서 ‘해양전략론’에서 한국 해군의 전쟁의 원칙, 일
명 해군작전 수행원칙의 제요소를 적용하여 매우 주목할 만
한 분석을 한 바 있다[20]. 그러나 그의 연구에서 오늘날의 
해군작전 수행원칙 제 요소를 모두 이순신의 해전과 연계하
여 분석함으로써 다소 중복되거나 무리한 해석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해군기본교리에 
제시된 해군작전 수행원칙을 시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 요소만을 골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4.1 공세의 원칙

공세란 아군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작전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
함으로써 지휘관의 의도대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다[22].
이순신이 치른 해전은 대부분 공세적 해전이었다[2-5]. 
이순신은 해전에서 함포로 적함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
투를 수행하였다. 각종 총통을 발사하여 적선을 당파(격파)
하는 전술로 공격적인 전투를 하였다[23,24]. 빈약한 수군 
전력으로 강력한 왜 수군과 맞서 싸운 명량해전의 경우 수
세적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량수로에서 배수진을 치
고 공세적 결사항전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이순신이 해전
에서 결코 물러난 사례는 없었다[1-5]. 

3.4.2 경계의 원칙 

전쟁의 원칙에서 경계란 적의 기습이나 첩보수집 활동을 
거부함으로써 아군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행동의 자유를 확
보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다. 그러므로 적의 기습을 방지하
고 아군부대에 관한 적의 첩보활동을 거부하기 위하여 항시 
적의 위협에 상응하는 경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22].
이순신은 1차 출동부터 진형의 좌우에 척후장을 첨사급
으로 임명하여 전방해역 경계를 강화하였고, 적선을 발견
하면 신기전을 발사하여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를 내어 적의 
침공을 알렸다[4]. 이외에도 조선 수군이 포구 또는 해상에 
정박해 있을 때도 항상 전방 해역에 탐망선을 보내어 적의 
동태를 철저하게 감시하였다. 따라서 이순신이 지휘하던 

시기의 조선 수군은 왜 수군의 기습에 의한 선제 타격을 받
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순신이 얼마나 전방 해상 경계
에 철저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순신은 명량해전 
이후 고금도 이진 전 고하도에 체류할 때인 수군 재건 기간
에도 탐망선을 해남, 완도 지역까지 보내어 해상 경계활동
을 철저히 하였다[25].

3.4.3 기동과 집중의 원칙

기동이란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상대적
으로 유리한 위치로 전투력을 이동하여 적 중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의 취약한 곳으로 기동하여 전투력
을 집중토록 하는 것이며, 집중이란 결정적인 시기와 장소
에 우세한 전투력을 집중 투입하여 상대적 우세를 확보하는 
것이다. 전투력의 우세는 각 전투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함
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결정적인 위치에 전투력을 집중하
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위치 이외의 장소에는 최소한의 전투
력만 할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21, 22]. 
이순신은 해안에 정박해 있는 적선들을 공격하거나 넓은 
해역으로 유인하여 포위 작전으로 적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
용하였다[26]. 한산도해전에서 적을 협수로인 견내량에서 
상대적으로 전투에 유리한 넓은 한산도 해역으로 유인하여 
학익진으로 화력을 집중하여 왜 수군을 격멸한 것은 대표적
인 기동의 원칙과 집중의 원칙을 잘 살린 예라 할 수 있다. 또 
명량해전의 경우도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후 보잘 것 
없는 조선 수군을 이끌고 회령포진, 이진, 어란진, 장도, 벽
파진까지 왜 수군의 기습을 피해 이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에 협수로인 명량수로로 이동하여 수로를 차단하고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섬멸한 것 역시 오늘날의 해군작전 수행 원
칙에서 보더라도 기동과 집중의 원칙을 잘 적용한 놀라운 
작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3.5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한
산도해전, 부산포해전, 명량해전 및 노량해전은 해양통제전
략의 대표적인 함대결전에 의한 승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동서고금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개선 및 
발전되어 미·영을 비롯한 많은 현대 국가에서 받아들여지
고 있는 해군기본교리 측면에서 이순신의 해전을 분석해 본 
결과, 이순신은 해전에 임하여 공세의 원칙, 경계의 원칙 및 
기동과 집중의 원칙 등을 철저히 지켜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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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통제전략(함대결전) 및 전장환경에 기반
한 절이도해전의 교전해역 및 교전시간 판단

4.1 조선 수군과 왜 수군의 불가피한 함대결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수군의 주요 해전 중 함대
결전에 해당하는 해전은 한산도해전, 부산포해전, 명량해
전, 노량해전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절이도해전은 어떤 경
우에 해당하는가? 절이도해전은 시기적으로 1598년 여름
에 발발하였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일어
나기 불과 수개월 전의 일이다. 이 시기에 왜 수군은 칠천량
해전 이후 남해안 해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고, 조선 수
군은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해역을 떠돌다 고하도에 안
착한 이후 전력 재건을 시작하여 1598년 2월 고금도로 이진
한 이래 수군 재건을 가속화 하고 있었다. 조선 수군의 재건
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서해까지 밀려난 조선 수군이 해안 
일부 해역의 제해권을 확보한 시기였다. 조선 수군의 통제
영을 고하도에서 고금도로 옮겼다는 것은 고금도해역에서 
고흥반도를 넘어 거점 확보를 위해 왜 육군이 순천에 왜교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는 해역으로 작전 반경을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 수군의 전략을 모를 리 없는 왜 수군은 고금
도 조선 수군 본영을 선제공격하여 조선 수군을 무력화시킴
으로써 향후 남해안 전역에 대한 해양통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우위를 갖고자 했음은 100여 척으로 형성된 함대를 
이끌고 조선 수군을 공격하는 데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이에 맞서는 조선 수군은 사활을 걸고 적의 주력 함대를 해
상에서 격파하는 함대결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
다. 절이도해전이 임진왜란 시기 공세적 함대결전으로 치러
졌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대목이다.

4.2 절이도해전에 대한 전장환경 분석

4.2.1 해전의 목적 및 세력분석

당시의 전황으로 보아 왜 수군은 조명연합수군을 조기에 
타격하고 왜군 주둔 순천 왜교성 해역까지 해양통제권 확대
를 시도하려는 목적이 분명하였고, 이에 맞서는 조선 수군
은 왜 수군의 서진 차단 및 순천 왜교성 주둔 왜군을 위한 보
급로를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알려진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해전에 참여한 전선 수는 명 수군을 제
외한 조선수군은 60~70여 척(이순신이 고하도 상륙 이후 

전선 건조 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 참전 전선 수 등을 고
려하여 저자가 추정한 수임), 왜 수군은 100여 척이다[27].

4.2.2 해군작전 수행원칙에서 본 절이도해전의 전장환경

해군작전 수행원칙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은 해전에 임
하여 공세의 원칙, 경계의 원칙 및 기동과 집중의 원칙 등을 
철저히 지켜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이도해전의 경우에
서도 사료의 기록을 근거로 해군작전 수행원칙 제요소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경계측면: 절이도해전에 대해 전해지는 미흡한 자료
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고금도에 있던 이순신은 
왜 수군 100여 척이 녹도로 온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
다. 늘 하던 대로 이순신의 경계강화의 일환으로 소록
도~거금도 해역 부근에서 거금도 동북쪽 해협을 통
과해서 기습하는 왜 수군을 감시하기 위해 탐망선을 
해협 인근에 배치시켰다는 방증이다. 또 왜 수군을 추
격하기 위해 긴급출항을 하여 왜 수군 탐망선 2척이 
도주한 후 날이 저물어 금당도 해역에서 해상에서 진
을 치고 대기하면서 녹도만호 송여종을 시켜 해상경
계를 강화한 것 역시 이순신의 평소대로의 해상 작전
의 일환이었다.  

(2)공세측면: 절이도해전 상황은 비록 명 수군이 합류하
여 지휘권 등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안정 단계는 아니
었지만, 조명연합수군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심리전
에서 안정적이었고, 재건된 조선 수군이 있었기에 전
력면에서도 공세적 작전을 구사할 수 있었음을 충분
히 예상할 수 있다.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지휘하면서 
적진속으로 돌격하여 일본 전선 50여 척을 격파하였
다. 여느 해전에서처럼 이순신은 해전에서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작전으로 절이도해전에서 싸웠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기동과 집중측면: 절이도해전은 해양통제전략 관점
에서 쌍방이 함대결전을 피할 수 없었음을 앞에서 살
펴보았다. 교전해역으로 추정되는 거금도 서북쪽은 
해역이 넓게 펼쳐져 있다. 조선 수군은 금당도쪽으로 
남하하는 적을 향해 기동하면서 사정거리가 우세한 
총통으로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총의 사정권 밖에서
부터 집중 공세를 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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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리적 특성 분석

전라남도 고흥군 남단 육지와 거금도 사이의 해협의 길
이는 약 13 km이다. 이 해협의 폭은 거금도 동쪽 입구부터 
해협 중간부까지는 2 km - 3 km이지만, 녹동항 남쪽에서 거
금도를 잇는 해협 중간에 상화도와 하화도가 위치하고, 거
금도 서쪽 금진항과 소록도를 잇는 해협 출구 인근에 대화
도, 소화도 및 장재도가 있다. 또 출구를 빠져나가면 소록도 
남단에 작은 섬이 있어 실질적으로 대 함대가 원활하게 항
해하는 데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28]. 따라서 
해협 출구쪽은 100여 척의 전선이 해협내에서 어떤 형태의 
전술진으로 기동을 했더라도 대화도와 소화도 앞 및 현 거
금대교 아래쪽에서 이동 진형을 바꿀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협 출구쪽에서 진형 재정비를 
위한 시간 소요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4.2.4  7월 18일 주·야간 전황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료의 기록을 바탕으로 7월 18
일 주·야간 전황을 살펴보자. 우선 7월 18일 주간 전황을 살
펴보도록 한다. 7월 18일 이순신과 진린이 연회를 하는 자리
에서 적의 기습 보고를 받고 직접 조명연합수군을 이끌고 
금당도로 출동했다. 이순신에게 적이 녹도를 향해 침범한
다는 정보는 누가 어떻게 알고 보고했을까. 앞에서 이순신
의 해전 작전수행원칙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순신은 언제 
어디서나 적의 기습에  대비하여 경계를 강화하였다. 조선 
수군은 7월 18일 주간에도 적의 출몰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경계근무를 하였고, 이들에 의해 적선이 발각되었고, 탐망
선은 고금도 본진에 긴급 보고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고 내용으로 보아 조선 수군의 탐망선은 현재의 녹동
항 해역이나 녹동항과 거금도 사이의 해협안쪽에서 거금도 
동쪽 해협으로 진입하여 녹동항쪽으로 침범하는 적선을 감
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녹동항
과 거금도 사이의 해역에서 거금도 동쪽 해역까지 해협의 총 
길이는 약 13 km이다. 조선 수군의 전선과 적의 전선 높이와 
지구 굴곡을 고려한 기하학적 수평선 가시거리가 13 km 이
상으로[29] 조선 수군의 경계위치에서 해협내로 진입하여 
이동하는 적선들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18일 야간 전황을 살펴보자.
18일 주간에 적 출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명수군은 금

당도 해역쪽으로 출동하여 적의 탐망선으로 보이는 2척의 
적선을 퇴각시켰으나 적의 본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날

이 어두워 녹도 만호 송여종에게 거금도(절이도)해역에서 
경계를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진린도 명 수군 30여 척을 경
계 강화토록 하였다. 금당도 해역으로 출동한 조명연합수
군이 발견한 것은 적의 탐망선 2척임을 감안할 때 적의 본진
은 날이 어두워 녹동항 해역이나 해협 안쪽에서 진을 치고 
다음 날 공습을 준비하기 위해 탐망선으로 아군의 동태를 
감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절이도해전 교전해역 및 교전시간 판단 

4.3.1 시간대별 조명연합 수군 및 왜 수군 이동경로 시뮬레
이션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절이도해전은 조선 수군과 왜 
수군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공세적 함대결전으로 치를 수밖
에 없는 해전이었음을 감안하고, 분석된 전장환경 결과를 
고려하여 시간대별 조명연합수군 및 왜 수군의 이동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절차와 결과는 아래
와 같다. 

(1) 1598년 7월 18일 야간 왜 수군 정박 위치: 현 녹동항 및 
인근 해역

- 왜 수군 출동: 7월 19일 H시 00분
- 왜 수군 해협 출구 도착: H+45(녹동 인근해역→해협출구 방향 

5 km 항해)
※ 왜 수군 이동(기동) 속력: 3.5노트 적용(평균속력 3.5노트 적용)

- 왜 수군 조선 수군 조우: H+60(해협 출구→금당도 방향 3 km 
항해/6.5 노트 적용)

(2) 1598년 7월 18일 야간 조선 수군 해상 경계 위치: 거
금도 서북 해역

- 조선 수군 해상 경계부대 적 출동 인지: 7월 19일 H+05분
- 조선 수군 해상 경계부대 긴급출항-금당도 본진 도착, 적 출동 보고:

H+43분
※경계부대 이동 속력: 6노트(비상항해 속력) 적용
※해상경계 해역/거금도 서북해역↔연합 수군 대기 해역/금당도 
해역 거리: 7 km

- 조명연합수군 적 출동 인지: H+ 43분
- 조선수군 긴급 출항: H+48분(출항 준비 시간 고려)
- 조선수군 왜 수군 조우: H+65(긴급출동 후 해협출구 방향 3 km 
지점까지 비상 항해) 

본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한 함대 속력은 기동항해(평균
속력 3노트, 왜 수군 3.5노트 적용)와 비상항해(최대속력 
조선 수군 6노트, 왜 수군 6.5노트 적용)속력 등을 고려하였
고[36], 조명연합수군 경계부대위치, 조명연합수군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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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왜 수군의 위치 등은 본 연구의 전장환경 분석 결과
를 참조하였다. 조선 수군 및 왜 수군 이동경로와 교전 상황
도 등은 Figs. 1-4에 보였다.

4.3.2  교전해역 및 교전시간 추정

(1) 이동경로 및 이동 시간으로 판단한 교전해역 추정: 왜 
수군이 H시에 녹동해역 근해에서 출동하여 5 km 이
동하면 H+45분에 해협출구에 도착한다. 왜 수군이 해
협출구에서 조선 수군을 향하여 3 km 지점까지 이동
했을 때 시각은 H+60분이다. 또 조선 수군이 H+48분
에 금당도를 출발하여 왜 수군을 향하여 3 km 지점까
지 이동했을 때 시각은 대략 H+65분이다. 금당도 조
선 수군진과 해협 출구까지 진입한 왜 수군 위치까지
의 거리가 약 7 km이기 때문에 각각 3 km 이동한 지
점에서의 이격거리는 대략 1 km 정도이다. 대략 이 지
점에서부터 교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
냐하면 무기체계 사정거리가 긴 총통으로 무장한 조
선 수군이 이 지점에서부터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선
제공격을 가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통
의 유효사거리는 대략 200여 m이지만 위협사격의 경
우 총통의 사거리는 1 km를 넘는다[37,38]. 이 상황
도를 실제로 조선 수군과 왜 수군의 이동 속도를 고려
하여 현재의 지도에 나타내 보면 교전지역은 거금도 
고라금 해수욕장 앞 우동도 서북쪽 1 km - 2 km 해역
(시뮬레이션시 적용한 함대의 항해 속도의 오차를 
고려한 것임)으로 추정할 수 있다.  

(2)전략·전술로 판단한 교전해역: 왜 수군은 절이도해전 
하루 전날 1598년 7월 18일 100여 척의 전선을 이끌
고 녹도(현재의 녹동)를 향해 이동하다 조선 수군의 
경계망에 포착된 바 있다. 거금도 조명연합 수군기지
를 선제 타격하기 위한 과감한 작전을 수행하다 포
착된 것이다. 왜 수군의 이러한 공세적인 전략은 다
음날 명확하게 드러난다. 왜 수군은 7월 19일 새벽 조
선 수군보다 먼저 출동하였다. 왜 수군이 7월 18일 머
문 것으로 추정되는 해협 안으로 조선 수군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리며 교전하기보다는 조선 수군을 먼저 
찾아 선제공격을 하기 위한 왜 수군의 과감한 작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수군의 입장에서도 해협 
안에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해협 안에서 교전하
는 것보다는 주력 무기체계인 총통의 사정거리가 왜 
수군의 주력 무기인 조총의 유효사정거리보다 길기 

때문에 가능하면 넓은 해역에서 교전하는 것이 유리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의 교전은 왜 수군이 해협
을 빠져나온 후 금당도 쪽으로 이동 중, 조선 수군이 
긴급출항을 하여 해협 쪽으로 이동 중 양측이 금당도 
서북쪽 해역에서 조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측의 
전략·전술로 판단한 교전구역 역시 앞에서 시뮬레이
션 결과의 교전 위치와도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교전시간 추정: 이충무공행록 기록과 난중잡록 등에
서 새벽에 교전을 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만 대략적으
로 몇 시쯤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동서고금의 항
해사들에게 익숙한 박명시를 적용하여 추정 시간을 
선택하고자 한다. 박명시란 태양이 수평선 6도~12도 
이하에 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일출 전 대략 
30분~1시간 지점이다[30,31]. 이 시간에는 현재의 위
치와 해상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다. 음력 7월 19일 일
출시간이 5시 35분 전후임을 감안하여 왜 수군의 출
동시간 H시를 새벽 5시로 추정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보듯이 조선 수군과 왜 수군이 
출동 후 대략 60~65분 사이에 상호 조우하여 교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7월 19일 새벽 6시 전
후에 교전이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간대별 
조선 수군 및 왜 수군 이동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Fig. 1에 7월 18일 주간 전황, Fig. 2에 7월 18일 야간 
전황 및 Fig. 3에 절이도해전 시 왜 수군의 함대가 통
과했을 해협 출구쪽 사진, Fig. 4에 7월 19일 교전 전
황을 나타냈다. Fig. 3에서 보는 것처럼 왜 수군 함대
가 해협 출구 통과시 주변의 섬들은 상당한 장애 요소
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에서 소록도와 거
금도를 잇는 거금대교를 볼 수 있다.

왜 수군 이동로

조명연합수군 이동로

Fig. 1. Battle situation of day time on July 18, 1598 in 
lunar ca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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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도

금당도

소록도
7월 18일 야간

왜 수군 대기지역

연합수군
경계지역

7월 18일 야간
연합수군
대기지역

7월 18일 야간

4 km

7 km

Fig. 2. Battle situation of night time on July 18, 1598 in 
lunar calender

대화도 소화도 상화도 하화도

Fig. 3. The real photo of waterway exit between Sorokdo
& Geogeumdo

거금도

금당도

소록도

왜 수군
7월 19일 05시 출동

왜 수군 진격로

교전지역

학익진

7월 16일 06시 교전

조선 수군 진격로

7월 19일 05시 45분경
긴급출항

Fig. 4. Battle situation of on July 19, 1598 in lunar calender

4.4 절이도해전 전술진형 검토 및 분석

4.4.1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주요해전에 대한 전술진형 
분석

조선 전기의 신진법과 오위진법에는 방진, 원진, 곡진, 
직진, 예진의 5종과 학익진 장사진 어린진, 조운진, 언월진 
각월진 등 11개의 진형이 수록되었으나, 일자진은 나오지 

않는다. 178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라우수영전진도첩에는 학익진을 비롯해 총 12종의 수군 
진형이 수록되었다. 수군용 학익진이 처음으로 등장한 사
료이다.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군점홀기
에는 학익진, 장사진 방진, 일자진, 첨자진, 변환첨자진 등
이 수록되었다. 이 중에서 이순신의 조선 수군이 실제 해전
에서 교전시 사용했던 대표적인 전술 진형은 학익진, 일자
진 및 장사진이었다[32,33]. 또 기동항해시 적절한 것으로 
알려진 첨자찰진은 화포를 주력무기로 하는 조선 수군의 
특성상 화력 집중에 제한사항이 많아 교전시에는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순신은 그의 일기에서 기존
의 해전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전술진을 적시한 적은 없다. 
가장 잘 알려진 한산도 해전의 학익진 및 명량해전의 일자
진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록이 없어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해전의 상황도에 차이가 있다. 다만 일
기를 근거로 후세에 군사전문가나 연구자들이 이순신이 치
렀던 해전의 전술진을 과거 병법서에 나오는 진형을 토대
로 합리적 추정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절이도해전에
서 이순신이 어떤 진형으로 해전을 치렀는지에 대한 기록
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그려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순신이 치른 다른 해전에
서 파악된 전술진형들을 기반으로 절이도해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절이도해전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전술진형으로 해
전에 임했는지 살피기 전에 우선 이순신의 대표적인 해전
의 형태를 살펴보도록 한다[34,35]. 이순신은 대부분 임진
왜란 초기 출항통제를 적용하여 적 함대가 기지에 대기중
일 때 기습공격을 함으로써 장사진(종열진) 기동을 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부산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기습 공격
으로 포구내에 정박중인 왜 수군 100여 척을 격파하였다. 
조선 수군은 장사진(종열진)을 형성하여 포구에 돌진하면
서 화포 공격을 가하여 적함을 격파하였다. 한산도(견내량)
해전에서는 학익진 진형을 명량해전에서는 한산해전과는 
다르게 왜 수군의 종렬진 기동을 13척으로 횡렬진(일자진)
으로 함포를 집중하며 승리하였다. 노량해전은 조명연합수
군이 일본 수군을 좌우에서 포위하여 왜 수군의 진로를 차
단하고 공방전을 벌이며 근접전을 치렀다. 양측 모두 공세
적 함대결전의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임진
왜란의 주요해전에서 이순신이 보여준 해전의 양상은 전술 
진형은 장사진(종열진), 학익진 및 일자진(횡렬진) 등이 있
었고, 전술진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혼전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량해전 같은 근접전 형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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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절이도해전의 전술진형 분석
 
전술진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전 참전 세력 쌍방의 
기동 형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수군의 경우 고흥반도와 거금도 사이의 해협 내에서 
기동항해시 몇 개의 행을 유지하며 기동항해를 했거나 몇 
열의 장사진으로 기동항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왜 수군의 기동진형은 해협의 출구쪽에서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협 출구 근방 현 거금대
교 인근에 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여 척 되는 
왜 수군 전선이 해협 밖으로 나와 해협 내 기동 형태인 몇 개
의 열과 행으로 해협 밖에서 재정비하여 기동하였을 것으
로 판단된다.
조선 수군의 경우 7월 18일 야간 대기 해역인 금당도 해
역은 넓고 함대 기동에 장애 요소가  없는 지역이다. 이순신
이 임진왜란 해전 중 주요 해전에서 보여준 근접전, 장사진, 
일자진 및 학익진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앞에서 검토한 절
이도해전의 전장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로 근접전 형태의 해전을 고려해 보자. 해전의 해역

이 넓을 뿐 아니라 쌍방이 서로의 진격 방향을 향해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였기 때문에 조우 시간과 공간 측면에
서 볼 때 근접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째로 장사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전방에서 접

근해오는 적을 양현 측에 총통이 배치되어 있는 판옥선의 
구조상 화력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장사진으로 공격했을 리
는 없다.
셋째로 학익진의 경우다. 절이도해전이 치러졌을 것으

로 추정되는 거금도 해협 외해는 반경 2 km 넘는 해역으로 
학익진을 형성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특히 학익진 
형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한산도해전에서 학익진을 형성
했던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상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순신이 지휘한 해전 중 학익진 전술진형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한산도해전에서는 적을 유인하고 후퇴하는 도중 
방향을 완전 선회하여 진을 형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
고 기동이 어려워 사실상 위험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절이
도해전의 전장환경은 해전 당일 조선 수군은 Fig.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금당도 서북쪽 해역에서 출동하였고, 왜 수군
은 해협을 빠져나와 금당도쪽으로 이동하는 형국으로 쌍방
이 마주보며 기동을 한 상황이었다. 금당도에서 출항하여 진
격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첨자진 또는 첨자찰진[32,33]으
로 기동하다 교전시에는 유리한 전장환경 조건을 최대한 
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한산도해전처럼 전선을 완전 선

회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자연스럽게 적을 조우하
여 양 옆으로 전진하면서 학익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일자진은 학익진 기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해전에서 주로 정박해 있는 
적선을 쫓아가 찾아서 공격을 하거나 적선을 넓은 해역으
로 유인하여 포위하여 학익진 등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주
로 사용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임진왜란 해전사 
중 절이도해전의 전장환경은 적을 유인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스럽게 넓은 해역에서 조우하여 한산해전처럼 함대의 
방향을 역침로로 바꾸어야 할 필요도 없이 학익진 전술을 
펼치기에 양호한 전장환경에서 전투를 치렀을 것으로 짐작
된다. 결과적으로 절이도해전은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조
선 수군이 학익진 전술을 이용하여 한산해전에 이어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둔 해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및 맺음말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50여 척의 왜 수군의 전선을 분멸
한 절이도해전은 한산도해전이나 명량해전과 대등할 만큼 
비중 있는 해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해전이나 이순
신 연구가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해전이다. 이러한 이유
로 절이도해전을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이순신의 잊혀진 
해전’ 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절이도해전에 대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난중일기의 기록이 미흡하고 사료가 부족하여 해
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이다. 본  연
구는 절이도해전에 대한 사료를 비롯하여 당시의 교전상
황, 이순신의 해양전략과 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절이도해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상황을 그려내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료 분석 결과: 1598년 7월 18일 고금도 조선수군 통
제영에서 이순신과 진린이 연회중 적의 기습공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명연합수군이 금당도해역으로 
출동하여 적선 2척을 퇴각시킨 후 18일 야간 거금도
(절이도) 해역에 조명연합수군 경계부대를 배치하
고 본진은 금당도 해역에서 머물렀다. 7월 19일 교전
에서 적선 50여 척 분멸, 수급 70여 개를 수거했다. 진
린의 명 수군은 전투에 소극적이었고 전공을 탐하였
으나, 조선 수군의 배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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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순신의 전략 및 전장환경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
과: 7월 19일 05시경 적의 출동을 인지한 경계부대는 
금당도해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본진으로 이동하여 긴
급보고를 하였고, 조선 수군은 긴급출동을 하여 거금
도(절이도) 고라금 해수욕장 앞 우동도 서북쪽 1 km - 
2 km 해역에서 7월 19일 06시경 적과 조우하여 조총 
사정권 밖에서 총통으로 위협사격을 가하며 교전을 
시작했다. 양측의 추정 이동경로와 이동속도를 고려
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1598년 7월 18일 
주야간 조명연합수군과 왜 수군의 전황과 1598년 7
월 19일 교전 상황도를 제시하였다.

(3)전술진형 분석 결과: 절이도해전이 치러진 해역으로 
추정되는 절이도 서북부 해역은 교전 공간, 함대 기
동 방향 등 학익진 전술을 구사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순신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구사
했던 대표적인 전술진형들을 절이도해전 전장환경에 
각각 적용시켜 분석해 본 결과 학익진 전술진형이 가
장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순신은 절이도해전에서 
전략적으로는 함대결전을 전술적으로는 학익진을 구
사함으로써 50여 척의 적선을 침몰시켰다. 결과적으
로 절이도해전은 임진왜란 해전사에서 조선 수군이 
학익진 전술을 이용하여 한산해전에 이어 다시 한번 
대승을 거둔 해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잠자고 있는 영웅 이순신을 깨운다’는 심정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다. 사료가 부족하고 존재하는 사료마저도 일관
성이 떨어져, 신뢰할 만한 내용을 선별하여 일관성을 유지
하였고, 이순신이 임진왜란 해전에서 보여준 ‘해양전략과 
전술’을 분석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절이도해전의 전장
환경에 접목하는 방법을 착안하여 연구에 도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임진왜란 해전사 중 ‘잊혀진 해전’ 또는 ‘잃
어버린 해전’으로 인식되어 온 1598년 음력 7월 19일 아침 
현재의 고흥군 거금도 인근 해역에서 왜 수군의 대 함대와 
치열한 교전을 하여 학익진으로 적선 50여 척을 침몰시키
고 대승을 거둔 절이도해전에 대한 조명과 평가에 전환점
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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