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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거북선[龜船]은 조선 태종 때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였으나 실전화
되지는 못했다. 실전화된 거북선은 1592년에 전라좌수사 이순신(李舜
臣)에 의해서 비로소 건조되었다. 이순신은 일본의 침입을 예상하고
특별히 거북선을 제작하였다.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 곧 ‘임진왜란 거
북선’은 임진년(1592) 해전에서 빛나는 활약으로 인하여 역사의 무대
에 우뚝 서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 글은 2020. 2. 14일에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창원시 진해구 소재)와 순천향대 이순신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이순신정론｣ 확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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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거북선은 전해오는 자료가 영성하여 실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연유로 그 구조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층 구조가 2
층 혹은 3층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임진왜란 거북선이 모두 19대의
함포를 탑재했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덧붙여서 임진
왜란 거북선의 선미 구조와 운용 전술에 대해서도 필자의 견해를 제
시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는 임진왜란 거북선의 완전한 구조를 파악하
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서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도 점차 밝혀지리라 기대해본다.

Ⅱ. 조선시대 거북선 개괄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 곧 ‘임진왜란 거북선’은 그 자료가 매우 소략
하다. 이순신의 임진년 장계 ｢당포파왜병장(唐浦破倭兵狀)｣에 간략한
내용이 있고, 그 보다는 약간 더 상세한 것으로서 이순신의 조카 이분
(李芬)이 쓴 이순신 ｢행록(行錄)｣의 관련기사가 있다. 이분은 여러 차
례 한산도에 가서1) 거북선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행록｣의 거북선
기사는 장계 못지않게 대단히 신뢰성이 높은 자료이다. 두 문헌에 나
타난 기사를 함께 정리하면,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 특징은 <표 1>과
같다. 현재로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임진왜란 거북선의 1차 자료는
<표 1>이 거의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임진왜란
거북선의 복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1) 李舜臣, 亂中日記 , 갑오년 1.17-2.7(20일간), 을미년 1.20-2.14(21일간), 11.19-12.4(15일
간), 병신년 1.3(?)-1.17(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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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 특징
구분

｢당포파왜병장｣ 기사2)

크기
선수

前設龍頭

｢행록｣ 기사3)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 특징

大如板屋

크기는 판옥선만 함

前作龍頭 口爲銃穴

선수에 용머리 설치, 그 입은
총혈

以龍口仰放玄字鐵丸

개판
背植鐵尖

포혈

용의 입으로 현자철환 치쏨
上覆以板
板上有十字形細路

위는 판자로 덮고 판자 위에
십자형 세로가 있음

餘皆揷以刀錐

십자형 세로 외에는 쇠못이나
칼과 송곳을 꽂음

左右各有六穴

좌우에 각각 6개의 총혈

放天地玄黃各樣銃筒

천,지,현,황자총통 등 발사

放天地字大將軍箭
선미
기타

천,지자총통과 대장군전 발사
後爲龜尾尾下有銃穴

內能窺外外不能窺內

뒤는 거북꼬리, 꼬리 아래 총혈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으나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음

임진왜란 거북선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해주는 것이 1795년에 발행
된 이충무공전서 卷首, 圖說(이하 귀선도설)이다. 귀선도설에는 당
시 통제영(현 통영)에 있었던 통제영귀선(<도 1>)과 전라좌수영(현 여
수)에 있었던 전라좌수영귀선(<도 2>)의 그림과 해설문이 나와 있다.
이 귀선도설로 말미암아 비로소 조선시대 거북선의 실상이 구체적으
로 밝혀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귀선도설은 임진왜란 200년 이후의
자료로서 군선에 조총이 보편화된 시기의 거북선이므로 임진왜란 거
북선과는 형태상 차이가 나타난다.
귀선도설 두 귀선도 간에도 차이가 있다. 통제영귀선은 상포판 위
에 2개의 범주를 설치하고, 범주를 눕히기 위한 틈새를 두었는데, 이
틈새를 통해 실내 조명을 위한 채광과 개판 출입을 하고 있다. 그러나
2)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서울 : 同元社, 1973), 268-270쪽.
3) 尹行恁, 李忠武公全書 , 卷9, 附錄1, ｢行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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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 때는 실내로의 누수를 방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 방패
에 12개의 문을 둔 것도 채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전라좌수
영 귀선은 범주가 없이 완전한 개판으로 덮여 있다. 통제영 귀선의 개
판 틈새로 비가 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나, 화법상
(畵法上) 범주를 빠뜨렸을 수도 있다.4) 개판 좌우에는 각각 2개의 문
을 두어 개판 출입구로 삼았으며, 방패 위에 여장을 두어 주로 실내
채광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전투원들의 전투 공간으로도 활용하였을
것이다.

<도 1> 통제영 귀선

<도 2> 전라좌수영 귀선

귀선도설에서 임진왜란 이후 거북선의 형태 변화를 볼 수 있다. 저
판 길이 곧 선체 크기가 증대되고, 선수 용머리의 함포 발사 구조가
연기 분출 구조로 바뀌며, 개판의 쇠못이 사라지고, 선미 거북꼬리와
그 아래 포혈이 없어졌다. 특히 조총의 도입에 따라 포혈이 크게 증가
하였다. 이상에서 비교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硏究 (서울: 一潮閣, 1977), (1991 重版), 127쪽. 이와 관련하여 호
좌수영지 (1815)와 호좌수영지 (1845)에 龜船의 인원으로 선직 1명, 사공 8명이 나오는
데, 사공 8명 내에는 무상, 타공, 요수, 정수 각 2명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716년, ｢各軍船制定額數｣). 즉, 범주를 작동하는 요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렇다면 전라좌수영귀선도에는 원래 범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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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임진왜란 거북선과 귀선도설 거북선의 구조 비교
구분

임진왜란 거북선(1592)

귀선도설 거북선(1795)

크기

저판 길이 50자

저판 길이 64.8자

선수

용머리, 그 입으로 현자철환 발사

거북머리, 그 입으로 연기 분출
좌수영귀선은 거북머리 아래 귀신머리 새김

개판

십자세로 외에 모두 쇠못·칼·
송곳

쇠못·칼·송곳이 없음
좌수영귀선은 귀갑문양

포혈

14개의 총혈

통제영귀선은 72개의 포혈
좌수영귀선은 36개의 포혈

선미

거북꼬리, 그 아래 총혈

포혈 없음

<표 2>를 보면, 임진왜란 거북선과 귀선도설 거북선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선체의 기본구조는 동일하다.5) 거북선이나
판옥선과 같은 조선시대 군선은 선체구조가 한선(韓船)의 전통을 따르
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구조는 동일하며, 다만 상장(上粧)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6) 특히 통제영 귀선은 임진왜란 거북선의 제도에서 나왔
다는 귀선도설의 내용은7) 대단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통제영 귀
선으로부터 임란기 거북선의 구조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기 때문
이며, 본고에서도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5) 備邊司謄錄 , 제68책, 肅宗 41년(1715) 10월 15일, “兵曹參判李光佐曰...중략...忠武公李
舜臣時 所用戰船 今無變制矣”.
6) 金在瑾, 朝鮮王朝軍船硏究 (서울: 일조각, 1977), (1991 重版), 101-146쪽.
7) 李忠武公全書 , 卷首, 圖說, “今統制營龜船 盖出於忠武舊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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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
1. 층 구조
거북선을 처음 연구한 언더우드는 귀선도설의 통제영 귀선(<도 1>)
을 임진왜란 때 사용하던 것으로 판단하고, 통제영귀선의 형태와 제원
을 고찰하여 2층 구조의 거북선 중앙단면도를 1934년에 발표하였다.8)
이후 김재근이 언더우드와 대동소이한 2층 구조의 거북선을 1974년에
발표하였다.9) 김재근은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이 귀선도설의 통제영
귀선이나 전라좌수영 귀선과 아주 다른 것이 아니고, 다만 크기가 다
를뿐 구조나 특성 등은 대체로 같은 것이라고도 하였다.10) 이것은 언
더우드의 견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언더우드와 김재근이 귀선도설의 그림을 임진왜란 거북선과
같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2층 구조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귀선
도설 거북선 그림을 2층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착오이다. 귀선도설
거북선의 상부 구조를 유심히 살펴보면 2층이 아닌 3층으로 되어 있
다. 예컨대, 통제영귀선의 개판 중앙의 좌우 양측에 나타나는 12개의
포혈 위치는 방패의 포혈 위치와 동일한 갑판이 될 수 없으므로 내부
는 3층 구조여야 한다. 전라좌수영귀선도 개판에 나타나는 6개의 포혈
이 방패의 포혈과 서로 다른 갑판에 위치해야 하므로 역시 3층 구조
가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은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귀선도설
또는 임진왜란 거북선은 3층 구조로 받아들여졌다.
8) Horace H. Underwood, Korean Boats and Ships (Seoul :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34), 76-78쪽. ; 같은 책, 부록 Fig.48.
9) 金在瑾, ｢龜船의 造船學的 考察｣, 學術院論文集 , 人文․社會科學篇, 제13집, 대한민국
학술원(1974).
10) 金在瑾, 韓國의 배 , 서울대학교출판부(1994),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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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와 김재근이 귀선도설 거북선을 2층 구조로 해석한 것은
노역의 위치를 1층(하층)으로 판단하였던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1층
에서 노역을 하면, 2층(포판)은 방포군과 사부들의 전투 공간으로 확
보되므로 굳이 별도의 3층이 필요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노역은 1층이 아닌 2층에서 이루어졌음은 오늘날 정설화된 사실이
다.11) 만약에 전체가 2층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노역이 2층에서 이루
어진다면, 노를 젓고(노군), 포를 쏘고(방포군), 활을 쏘는(사부) 행위
는 모두 2층 동일한 갑판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
적이며, 방패 위에 여장이 있는 전라좌수영 귀선에서는 억지로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여장이 없는 통제영귀선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3층 공간이 필요하며, 귀선도설 두 거북선의 3층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김재근이 노역 위치를 1층에서 2층으로 수정한12) 이후에도 자신의
거북선 2층 구조설을 끝내 변경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
다.13) 이로 말미암아 많은 후학들이 지금도 귀선도설 또는 임진왜란
거북선을 2층이니 3층이니 논란하고 있는 것이다. 귀선도설을 임진왜
란 거북선과 전혀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면 임진왜란 거북선을 2층
혹은 3층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귀선도설을 무시하고는 임
진왜란 거북선에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 없으며, 전혀 타당하지도 않
다. 요컨대, 귀선도설 특히 통제영 귀선을 임진왜란 거북선과 비슷한
제도로 받아들인다면,14) 임진왜란 거북선은 3층 구조로 인정되어야
11) 이의 연구사에 대한 김주식의 자세한 고찰이 있다.(김주식, ｢거북선의 건조와 운영-해전
술을 통해 본 거북선의 구조를 중심으로-｣, 조선시기의 거북선과 선소 , 전남대학교 이
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8, 2-10쪽)
12)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硏究 (서울 : 一潮閣, 1977), (1991년 重版), 130쪽.
13) 김재근은 개판의 포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발판이나 부분적인 갑판이 필요했을
것이라 하였으나, 3층 구조는 언급하지 않았다(金在瑾, 우리 배의 歷史 , 서울대학교춟
판부, 1989, 244쪽).
14) 李忠武公全書 , 卷首, 圖說, “龜船之制...중략...今統制營龜船 盖出於忠武舊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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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도 3>에서 <도 17>은 거북선의 층 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연
구자들이 제시한 도면들이다.

<도3> 언더우드(1934)15)

<도4> 김재근(1974)16)

<도6> 남천우(1976)18)

<도5> 김재근(1977)17)

<도7> 해군사관학교(1980)19)

15) Horace H. Underwood, Korean Boats and Ships (Seoul :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934).
16) 金在瑾, ｢龜船의 造船學的 考察｣, 學術院論文集 , 人文․社會科學篇, 제13집, 대한민국
학술원 (1974), 부록 Ⅳ-2.
17)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硏究 (서울 : 一潮閣, 1977), 129-130쪽. ; 金在瑾, 거북선의 神
話 (서울 : 正宇社, 1978), 48쪽.
18) 南天祐, ｢龜船構造에 대한 再檢討｣, 歷史學報 , 71, 역사학회(1976), 146쪽.
19) 1980년에 해군이 복원하여 현재 해군사관학교 앞 바다에 해상전시되고 있는 거북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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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8> 이원식(1990)20)

<도9> 정광수(1993)21)

<도10> 장학근(1995)22)

<도11> 장학근(2004)23)

<도12> 최두환(1999)24)

<도13> 홍순구(2010)25)

<도14> 채연석(2018)26)

<도15> 홍순재(2019)27)

이원식, 한국의 배 (서울: 대원사, 1990), 51쪽.
정광수,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서울: 정신세계사, 1993), 341쪽.
張學根, ｢軍船으로서의 原型龜船｣, 昌原史學 , 第2輯, 창원대학교 사학회(1995), 300쪽.
張學根, ｢戰場環境과 거북선 船型變化｣, 軍史 , 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58
쪽.
24) 崔斗煥, ｢임란시의 원형 거북선에 관한 연구｣, 海洋硏究論叢 , 第22輯, 海軍士官學校
海軍海 洋硏究所(1999), 98쪽.
25) 홍순구, ｢거북선은 윗덮개가 평면인 3층 구조｣, 국방일보 (2010.5.10).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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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6> 정진술(2010)28)

<도17> 정진술(2019)29)

2. 포 배치
근래 채연석이 임진왜란 거북선은 <도 18>처럼 모두 19대의 함포를
배치하였다는 주장을 폈다.30) 그 주장 가운데 포 배치와 관련된 요점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이순신 거북선(임진왜란 거북선)은 모두 19대의 함포를 배치
하였다. 전면에는 1층(2층 포판을 의미) 좌우에 천자총통 2대, 2층(3층
상포판을 의미) 좌우에 지자총통 2대, 2층 중앙에 현자총통 1대 등 5
대의 대형총통을 배치하였다. 2층(3층 상포판) 좌우 측면에는 황자총
통 12대를 배치하였다. 2층(3층 상포판) 후면 즉, 꼬리 좌우에는 현자
26) 채연석, ｢함포(艦砲)의 배치를 중심으로 본 이순신 거북선의 구조 연구｣, 한국과학사학
회지 , 제40권 제1호, 한국과학사학회(2018), 21쪽.
27) 홍순재, ｢전통 한선(韓船) 복원사례와 거북선 복원 방법 검토｣, 거북선과 충무공 이순
신 , 2019년 충무공 학술세미나 자료집,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2019), 107쪽.
28) 정진술, ｢조선후기 거북선의 구조- 李忠武公全書 의 龜船圖說을 중심으로｣, 海洋文化
硏究 ,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2010), 98쪽.
29) 정진술, ｢임진왜란 시기 거북선의 복원을 위한 구조 탐색｣, 거북선과 충무공 이순신 ,
2019년 충무공 학술세미나 자료집,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2019), 32쪽.
임진왜란 거북선의 중앙 단면도에서 상가목이 <도 17>처럼 언방에서 언방까지 길게 걸
쳐 있는지, 혹은 <도 16>처럼 중앙 부분에 반만 걸쳐 있는지는 필자의 오랜 고민 사항
이었다. 결론은 <도 17>처럼 가목과 동일하게 길게 걸쳐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많은 수의 노를 걸쳐두어야 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가목이라는 시렁이 없다면 포판은 예비노를 포함한 20여개 이상되는 많은 노 때
문에 발디딜 틈이 없게 되어 승조원들의 활동에 큰 지장을 주게 된다.
30) 채연석,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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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통 1대씩 모두 2대를 배치하였다.(23쪽, 18쪽 각주 48)
둘째는 이충무공전서 전라좌수영귀선도의 1층(2층 포판) 측면 포 구
멍은 거북선에 많은 대형포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을 적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장용 환기 구멍이며, 이 구멍을 통해서 승자총통 등 개인화기
의 발사는 가능했을 것이다.(6쪽)
셋째는 이순신 거북선은 복판(개판) 좌우에 각각 6개의 총통을 설치
하였다.(7쪽) 1층(2층 포판) 측면에는 포를 발사할 준비면적을 만들 수
없으므로 포를 설치할 수 없다.(24쪽 각주 60)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 채연석의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
기로 하자.

<도 18> 채연석의 임진왜란 귀선도(2018)

먼저 이순신 거북선이 모두 19대의 함포를 배치하였다는 첫째 주장
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분의 ｢행록｣에는 선수 용머리에 총구
멍, 좌우에 각 6개, 선미 꼬리 아래에 총구멍이 있다고 하여 총구멍이
모두 14개뿐이다. 이러한 명백한 문헌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주장을 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채연석이 거북선의
선수측에서 천자총통 혹은 지자총통이 발사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
은 합리적 추론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해전 때는 전선의 선
두에 지자대포를 설치하였는데, 대포가 발사될 때에는 배가 뒤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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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량 물러날 정도였기 때문에 작은 배에는 실을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31) 그러나 전면 2층(3층을 의미) 즉 선수 용
두 양측에서 지자총통을 발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를 찾기 어
렵다.
다음으로 이충무공전서 전라좌수영 귀선도의 방패판 포 구멍 10개
를 위장용 환기 구멍으로 해석한 둘째 주장 역시 명백한 착오이다.32)
귀선도설에도 “龜頭下礮穴二 舷板左右礮穴各一 舷欄左右礮穴各十 覆板
左右礮穴各六”이라 하여 현란(방패판) 좌우에 포 구멍이 각 10개로 되
어 있고, 그림의 포혈 합계도 해설문과 동일하게 36개이다. 따라서 방
패판(현란) 포 구멍은 위장용 환기 구멍이 아니라 포 구멍이 틀림없
다.
마지막으로 이순신 거북선은 복판 좌우에서 총통을 발사하였다는
셋째 주장이다. 이분의 ｢행록｣에 의하면, 임진왜란 거북선은 선수미의
포혈 위치는 확실히 나타나지만 좌우의 포혈 위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포판(鋪版, 2층 갑판)의 방패인지 혹은 상포판(上鋪版, 3층
갑판)의 개판(복판)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방패판의 포 구멍을
위장용 환기구멍이라 억측해버렸으므로 이순신 거북선의 포 구멍은
자연스럽게 복판(개판)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주장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진년 해전에서 거북선의 사상자 통계를 보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를 젓는 격군(格軍, 노군)의 사상자가 23명으로 그 피해가

31) 承政院日記 , 58책, 인조 15년(1637) 6월 7일 갑진, “京畿水使羅德憲...중략...壬辰年間
與倭相敵者 而所以能取勝者 以其設大砲於船頭者也 平時所用則皆用地字大砲 而卽今所
用則僅用昃字砲 此則無他 大砲將發之時 則船必逆退數里許 故小船則不得容載矣”.
32) 위장용 환기구라는 주장은 원래 남천우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다.(南天祐, ｢龜船構造
에 대한 再檢討｣, 歷史學報 , 71, 역사학회, 1976,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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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컸음이 드러난다. 이것은 명백히 방패로 보호된 포판에서 활동
하는 거북선의 노군들이 적의 탄환 및 화살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 까닭을 방패의 불완전 즉, 판자를 서로 이
어 붙여 만든 부분에 탄환이나 화살이 통과할 틈새가 있었다고 보기
는 어렵다. 만약 그러한 틈새가 있었다면 그것은 방패라 부를 수도 없
고 또 방패로서의 본래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진
년의 거북선에서 많은 노군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방패를 뚫고 들
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은 포를 발사하는 구멍으로 판단
하는 것이 순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보여진다. 따라서 노군이 배치된
포판의 측면 방패에 포 구멍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
인 해석이라 하겠다.33) 이러한 추정에 따라서 임진왜란 거북선은 노
군의 노역 공간과 대형화기의 발사 공간이 포판이라는 동일한 층이었
음을 간취할 수 있다.

<표 3> 임진년 해전 시 거북선의 사상자 통계표34)
구분

格軍(格括軍)

射夫

전사자

부상자

2

16

전사자

부상자

조선 수군의 제2차출전
조선 수군의 제3차출전
조선 수군의 제4차출전
합 계

2

5

1

21

1

한편, <표 3>에서 활을 쏘는 사부와 노를 젓는 격군의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보아 그들의 활동 공간도 서로 달랐을 것으로
33) 張學根은 거북선 격군의 사상자 발생 이유를 방패의 포혈이 아니라, 방패를 통하여 밖
으로 뻗은 서양식 노의 구멍을 통해 탄환이 날아들어왔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張
學根, ｢軍船으로서의 原型龜船｣, 昌原史學 , 第2輯, 창원대학교 사학회, 1995, 294-295
쪽)
34) 趙成都 譯註, 壬辰狀草 (서울: 同元社, 1973)에 의해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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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그렇다면 포판에 위치한 격군과는 달리 사부는 상포판에 위
치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역시 합리적인 추론이라 하겠다.
이상의 검토 결과로서 임진왜란 거북선은 포판(2층)에서 노를 젓고
포를 쏘며,35) 상포판(3층)에서 활을 쏘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진왜란 거북선의 포혈 위치는 채연석의 주장처럼 복판이 아니라 포
판의 방패가 된다.

3. 선미 구조
임진왜란 거북선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층 구조와 포 배치
못지않게 선미구조에 대한 해석도 매우 중요하다. 이분의 ｢행록｣에
선미가 거북꼬리〔後爲龜尾〕처럼 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산
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던 이분이 타와 꼬리를 구분하지 못
하고, 타를 꼬리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임진왜란 거북선의 거
북꼬리는 지금까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다.
이분이 말한 ‘龜尾’에 대해서 남천우는 거북꼬리 형태의 물체로 판
단하고, 길이 5자, 폭 12자 되는 삼각형의 판자가 선미 상장 상층 저
면(上粧上層底面)에 이어져 뒤로 뻗어나간 형태로 추정하였다.36) 그
꼬리는 적선이 배꼬리에 접근하여 배에 기어오르는 것을 막아 줄 뿐
아니라 작은 연락용 자선(子船)을 매어두기에도 알맞은 장소라고 후에
부연하였다.37) 그러나 삼각형 판자가 수면과 평행하여 뻗어나간 꼬리
35) 해군 복원거북선의 노창을 이유로 들며 포판에서 노를 젓고 포를 쏘는 행위를 부정하는
견해들이 있으나(崔斗煥, ｢임란시의 원형 거북선에 관한 연구｣, 海洋硏究論叢 , 第22
輯, 海軍士官學校 海軍海洋硏究所, 1999, 64-65쪽. ; 張學根, ｢戰場環境과 거북선 船型
變化｣, 軍史 , 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56쪽), 원래는 노창이 아닌 직경 1
자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어, 동일한 갑판에서 노를 젓고 포를 쏘는데 전혀 문제가 없
다.(김주식, 전게서, 22-23쪽)
36) 南天祐, ｢龜船構造에 대한 再檢討｣, 歷史學報 , 71, 역사학회(1976), 147-158쪽.
37) 南天祐, 遺物의 재발견 (서울: 정음사, 1987), 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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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선의 접근 방해용으로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쌍익
미에 더해진 삼각형 판자가 일본 수군의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에 이
용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38)
한편, 김재근은 이분의 ‘龜尾’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추정한 적은 없
으나, 좌우 현판이 선미판 뒤로 연장되어 있는 상태(쌍익미)로 인식한
것 같다.39) 김흥규 역시 쌍익미로 인식하며, 쌍익미가 선미돛 역할을
했다고도 한다.40) 그러나 쌍익미로는 이분이 말한 “꼬리 아래에도 총
혈이 있다〔尾下有銃穴〕”라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쌍익미는 일본 수군의 등선백병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더욱
이 거북의 꼬리는 한 개라는 점과도 배치된다. 쌍익미는 ｢각선도본｣
(1800년 전후)에 처음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후기에 출현
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 4> 1633년 경기수군절도사 최진립 해유서의 군선 주요 제원
戰船
구분

本板長

第1
戰船

11把
10把
(55尺) (50尺)

鴟木

2

長尾

2

尾櫓·尾木

第2
戰船

各2

龜船

防牌船

第3鼻字
月串戰船

統營來
艨艟船

全羅右水營
來艨艟船

也字
兵船

53尺

船長9.5把
(47.5尺)

8把
(40尺)

24尺
7條

7把
(35尺)

9把
(45
尺)

2

2

2

2

1

1

2

各2

公淸水營 防牌
來艨艟船 船

1
尾木2

尾櫓1

38) 정광수는 해군 복원거북선의 돌출된 쌍익미가 왜군의 등선백병전에 이용될 위험이 있음
을 지적하였다.(정광수,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 서울: 정신세계사, 1993,
175쪽)
39) 金在瑾, 朝鮮王朝軍船硏究 (서울: 一潮閣, 1977), (1991 重版), 110-119쪽.
-----, 거북선 (서울: 正宇社, 1992), 74쪽.
-----, 續韓國船舶史硏究 , 서울대학교출판부(1994), 105-112쪽.
-----, 韓國의 배 , 서울대학교출판부(1994), 213쪽.
40) 김흥규, 거북선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2001), 7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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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이 말한 ‘龜尾’에 대한 실마리는 <표 4> 최진립 해유서41)에서
찾을 수 있다. <표 4>에 의하면, 1633년에 경기 수영의 각종 군선들의
물건 중 타 곧, 치목(鴟木, 鴟尾)과는 별개로 ‘尾木’, ‘長尾’, ‘尾櫓’가 나
오는데, 모두 尾(꼬리)자가 붙은 이름이다. 여기에서 ‘尾木’은 선미에
설치하여 타(舵)처럼 배를 안전하게 제동하는 도구를 말하며,42) 조선
후기 전선(戰船)·사후선(伺候船)·병선(兵船)의 집물(什物) 목록에도
자주 나타나는 물건이다.43) 또한 ‘尾木’과 ‘長尾’는 같은 의미의 물건이
다.44) 그리고 ‘尾櫓’는 문자 그대로 ‘선미 노’를 가리킨다.45) 그러므로
‘尾木’, ‘長尾’, ‘尾櫓’는 모두 선미에 설치하여 배를 안전하게 제동하고,
추진 기능을 갖는 도구로 이해된다. 선미에서 타 이외에 이러한 기능
을 갖는 도구는 선미 ‘곧은노’ [大櫂] 밖에 없으며, <도 19>, <도 20>에
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도 20> 무비지(武備志)

46)의

초별선

(草撇船)에는 1개의 선미 곧은노가, 광동선(廣東船)과 해창선(海滄船)에
는 2개의 선미 곧은노가 나타난다. 이들 선미 곧은노는 마치 배의 꼬
리처럼 보이고, 또 선미 형태도 쌍익미가 없는 뭉툭한 형태라는 점도
매우 주목된다.

41) 崇禎 6년(1633) 京畿水軍節度使 崔震立 解由書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42) 李志恒, 漂舟錄 , 1756년 4월 28일 기사, “船中尾木 折破幾沒 代揷櫓木 雖免渰死”; 5월
13일 기사, “斫取一大眞樹 造作尾木 未及所揷孔板堅造之意”; 5월 27일 기사, “船中尾木
折破 不能制船.”
43) 1718년 ｢荏子鎭水軍僉使解由書｣, 1796년 ｢蝟島鎭水軍僉使解由書｣(모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
44) 各司謄錄 , ｢忠淸監營啓錄｣, 哲宗 3년(1852) 3월 초3일 기록에 漕船을 건조하는데, “左
右長尾木二株”라 한 내용에서 그 점이 살펴진다.
45) 尾櫓 곧 船尾櫓는 추력과 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노군의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다.(林
昌奎, 船尾櫓의 推力 發生機構 糾明을 위한 實驗的 硏究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46) 武備志 는 명나라 茅元儀가 1621년에 편찬한 병서이다. 권116, 軍資乘, 水1에 32개 종
류의 군선 그림과 설명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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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 倭寇圖卷 의 왜구선47)

<도 20> 무비지 의 초별선·광동선·해창선

거북선은 평저선이므로48) 풍상 방향으로 항주49)하기 위해서는 횡류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선(韓船)의 타가 매우 큰 이유도 횡류를 개
선하기 위한 센터보드(centerboard)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
다.50) 임진왜란 거북선 역시 평저선으로서 횡류를 개선하고, 타의 기
47) 田中健夫, ｢遣明船とバハン船｣, 船 , 須藤利一 編(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69), 86쪽.
48) 최병문, 朝鮮時代 船舶의 船型特性에 관한 硏究 , 부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08-128쪽.
49) 李忠武公全書 , 卷首, 圖說, “皇明華鈺海防議云 朝鮮龜船布帆竪眠 惟意風逆潮落亦可行”.
50) 박근옹·최미순, 21척, 우리고유의 돛단배-어선조사보고서의 재해석- , 대불대학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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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조하며, 추진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미 곧은노[大櫂, 大櫓]
가 필요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앞서 <도 1>과 <도 2> 귀선도들의 꼬리는 조선 후
기 군선들의 보편적인 쌍익미(雙翼尾, 雙葉尾)로서 임진왜란 때 귀미
(龜尾) 곧 단엽미(單葉尾)가 실용적으로 변천된 것이라 하겠다.51) 그러
므로 임진왜란 거북선의 선미 형태는 좌우 현판이 선미판 뒤로 돋보
이게 돌출된 쌍익미(雙翼尾) 형태는 아니며, <도 21>, <도 22>처럼 뭉
툭한 선미에 곧은노가 튀어나온 모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21> ｢唐浦前洋勝捷之圖｣의 기함 판옥선52)

학협력단 출판부(2007), 105-109쪽.
51) 金龍國, ｢壬辰倭亂後 龜船의 變遷過程｣, 學術院論文集 , 人文․社會科學篇, 제7집, 대
한민국 학술원(1968), 161쪽.
52) 이상훈, ｢唐浦前洋勝捷之圖｣와 임란 종전 후 海上防衛｣, 東垣學術論文集 , 제7집, 韓
國考美術硏究所(2005),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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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2> 필자 추정 임진왜란 거북선 측면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수
군조련도의 귀선도와 이충무공종가 소장 쌍범귀선도(雙帆龜船圖)53)에
표범 꼬리처럼 생긴 꼬리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에 소장된 3점의 수군조련도의 귀선도들에는 꼬리가 전혀 보이지 않
는다. 귀선도설의 통제영귀선도와 전라좌수영귀선도에도 표범 꼬리처
럼 생긴 꼬리는 없다. 귀선도설의 신뢰성에 무게를 둔다고 할 때, 몇
몇 귀선도들에 나타난 표범 꼬리가 달린 귀선도는 민간 설화를 반영
한 그림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54)

Ⅳ. 임진왜란 거북선의 운용 전술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해전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55)
53) 이원식, 한국의 배 (서울: 대원사, 1990), 53쪽.
54) 홍순구는 임란기 거북선의 꼬리를 현무의 꼬리처럼 생긴 물체라 하였다.(홍순구, ｢임진
왜란 거북선의 선형과 내부구조｣, 조형미디어학 , Vol.17 No.3, 2014, 88쪽)
55) 이에 대해서는 김주식의 ｢거북선의 건조와 운영-해전술을 통해 본 거북선의 구조를 중
심으로-｣, 조선시기의 거북선과 선소 ,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2008)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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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최석남은 이순신의 해전술을 당파, 귀선 사용, 화포 활용으
로 분류했으며,56) 이민웅은 임진왜란 첫 해의 해전술을 각개격파전술,
화공전술, 유인전술, 돌격전술로 요약했다.57) 또한 제장명은 선제공격
전술, 당파전술, 화공전술, 진법의 적용으로 분류했다.58) 그리고 박재
광은 선제기습전술, 당파전술, 함포전술로 분류했다.59) 김주식은 이러
한 이순신의 해전술을 연구사적으로 검토하여 거북선의 선체구조와
연관이 있는 전술을 돌격전술, 당파전술, 함포전술로 구분하였다.60)
이러한 여러 견해들을 참조하여 필자는 거북선을 이용한 해전술로 돌
격전술과 함포전술을 거론하고자 한다.
먼저 거북선이 돌격선이었던 것은 이순신의 장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사천해전 때에는 거북선이 적선이 있는 곳으로 돌진했으며, 당
포해전 때에는 적의 층루선 밑으로 직충(直衝)했고, 적의 철환이 빗발
치던 당항포해전 때에도 먼저 거북선이 적진으로 돌입했다. 거북선이
이처럼 실전에서 돌격작전을 전개했다는 기록은 거북선의 주 역할이
나 임무가 돌격이었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이다.61)
거북선이 돌격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
에 속도가 매우 빨랐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조선 후기부터 있어왔
다. 예를 들면, “종횡으로 출입하여 베 짜는 북과도 같고 물오리 같기
도 했다.”62) “종횡으로 진격하는 것이 나는 것같이 빨랐다.”63)라는 것
된다.
56) 崔碩男, 韓國水軍活動史 (서울: 鳴洋社, 1965), 278쪽.
57) 李敏雄, ｢임진왜란 해전을 통해 본 朝·明·日 삼국의 전략전술 비교｣, 軍史 , 제51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98쪽.
58) 諸章明, ｢李舜臣의 水軍戰略과 閑山大捷｣, 軍史 , 제6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16-122쪽.
59) 박재광, ｢임진왜란기 거북선의 구조와 역할｣, 海洋文化硏究 , 제4집, 전남대학교 이순
신해양문화연구소(2010).
60) 김주식, 전게서, 2쪽.
61) 김주식, 상게서, 2쪽.
62) 申炅(1613-1653), ｢再造藩邦志二｣, 大東野乘 , 제9집, “縱橫出入 如梭如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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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과장
이 심한 수식어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64) 근래에는 심지어
거북선이 시속 약 20㎞(10.8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는 주장
도 있으나,65)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보다는 이순신의 기록을 근거
로 추정한 조선함대의 평균속력 3노트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66)
임진년의 해전들을 보면, 거북선의 속도가 특별히 빨라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순신은 대체로 해안에 정박해 있는 적선들을 공격하
거나 너른 바다로 유인한 후 기다렸다가 포위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전을 했다. 또한 거북선이 적선을 추적하거나 단독으로 전투를 수행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방식의 해전에서는 거북선이 다른 함
선들보다 먼저 전진하고, 다른 함선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전진하면 거
북선이 돌격선 역할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67) 그러므로 임
진년 해전에서 거북선은 돌격전술을 위하여 특별히 빠른 속도가 요구
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거북선(판옥선도 마찬가지)의 함포전술이다. 함포전술이
란 적함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포사격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전술
로서, 등선백병전(登船白兵戰) 혹은 접현전(接舷戰)과는 상대적이며 진
일보된 전술이라 하겠다.
16세기에 왜구가 다시 창궐하면서 1555년(명종 10)에 을묘왜변이 일
어났고, 당시 왜구의 거대해진 함선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은 판옥선을
개발하였으며, 판옥선에 탑재하기 위한 천,지,현,황자 등 대형총통을
李肯翊(1736-1806), 練藜室記述 , “進退縱橫 捷速如飛”.
김주식, 전게서, 10쪽.
南天祐, 遺物의 재발견 (서울: 정음사, 1987), 54-59쪽.
鄭鎭述, ｢閑山島海戰 硏究｣, 壬亂水軍活動硏究論叢 , 해군군사연구실, 1993, 168-170
쪽; 崔斗煥, ｢임란시의 원형거북선에 관한 연구｣, 海洋硏究論叢 , 제22집, 해군사관학
교 해군해양연구소, 1999, 139쪽; 김주식, 전게서, 9-10쪽.
67) 김주식, 상게서, 9쪽.
63)
64)
65)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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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하였다.68)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대형총통을 판옥선은 물론이고
거북선에도 탑재하면서 해전술도 등선백병전에서 자연스럽게 함포전
으로 발전되었다.
임진왜란 해전에서 함포의 발사 거리를 알 수 있는 당시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조선 후기 병학통 (1785), 병학지남 (1787)의
수조정식(水操程式)에, 적선이 200보(약 240m) 이내에 들어오면 포를
쏜다는 내용이 임진왜란 당시의 함포 발사 거리를 시사해 주고 있
다.69)
참고로 이순신이 거북선을 이용하여 당파전술 곧 충돌공격으로 적
선을 격파하였다는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70)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순신은 당파(撞破)를 충돌공격의 의미
가 아닌 각종 총통을 발사하여 적선을 당파(격파)했다는 의미로 사용
하였다. 예를 들면, 옥포해전에서 “銃筒放中 撞破焚滅”이라 하고, 당포
해전에서 “先使龜船 直衝層樓船下 以龍口仰放玄字鐵丸 又放天地字大將
軍箭 撞破其船”, 당항포해전에서 “突擊將所騎 龜船 又衝層閣之下 仰放銃
筒 撞破其閣”, 웅포해전에서 “放地玄字銃筒 爲半撞破”라 한 것 등이다.

Ⅴ. 맺음말
임진왜란 거북선에 대한 여러 주장들 가운데 층 구조, 포 배치, 선
미 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
68) 許善道, 朝鮮時代火藥兵器史硏究 (서울: 一潮閣, 1994), 197-210쪽.
69) 兵學通 (정조 9), 권1, 水操, 看賊船作戰, “賊船約在二百步之內 放砲一聲 立藍神旗”. ;
兵學指南 (정조 11), 권5, 水操程式, 看賊船先用火器第十一, “賊船約在二百步之內 擧
號砲 吹天鵝聲 喇叭 先將狼機 鳥銃 火箭 分班打射”.
70) 김주식, 전게서, 10-17쪽에 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가 자세히 서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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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층 구조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
으므로 조선 후기 1795년에 발간된 이충무공전서 의 귀선도설에 나
오는 통제영귀선도를 참고하여 3층 구조로 판단하였다. 귀선도설에는
당시 통제영귀선이 충무공 이순신의 옛 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나와
있다.
다음으로 포 배치에 대한 근래 채연석의 주장 곧, 임진왜란 거북선
은 19대의 함포를 배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분(李芬)의 ｢행록｣에
나타나는 14대의 함포 기록과 배치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임진왜란 거북선의 선미 구조는 조선 후기 군선들의 쌍익미
와는 달리 뭉툭한 선미에 선미 대도(大櫂)가 꼬리처럼 튀어나온 형태
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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