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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도와 제승당

제승당이 있는 한산도는 통영시 한산면의 본도(本島)로서 면적은 14.4km²이다. 통영 항에

서 제승당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7km 이다. 용호도, 추봉도, 비진도 등 11개의 유인도와 대

덕도, 어유도, 홍도 등 18개의 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산도는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

통제영이 최초로 자리 잡은 곳[두억리, 현 제승당 일원]이고 앞바다 한산 해역은 세계 해전

사에 빛나는 ‘한산대첩’을 이룬 역사적 현장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좌수로 있던 이순신 장군은 좌수영 함대를 이끌고 그 해(1592) 5

월 4일 1차 출전하여 옥포, 합포, 적진포에서 대승하였다. 이후 5월 29일 2차 출전하여 적

의 주력함대를 궤멸시켰다. 이어 7월 4일 제 3차 출동하여 한산대승첩을 이룩하였다. 이에 

선조는 1593년 8월에 이충무공에게 당시 편제에도 없었던 삼도수군통제사를 제수하고 경

상·전라·충청의 삼도 수군을 통괄 지휘하게 하였다. 이 무렵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에 진

영을 옮기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제승당 자리에 막료 장수들과 회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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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당(運籌堂)을 세웠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 두억개에 터를 고르고 진영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정유년(1597) 2

월 26일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까지 3년 7개월 동안 이 일을 하였다. 운주당을 비롯한 

각종 창고와 공해, 부대시설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헌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정유재란으로 한산진영이 불타고 폐허가 된지 142년 만인 영조 15년(1739) 제107대 조경

(趙儆) 통제사가 이곳에 유허비를 세우고 운주당(運籌堂) 옛터에 예대로 집을 짓고 제승당

(制勝堂)이라는 친필 현판을 걸었다.1) 

사철 짙은 상록수림에 싸여있는 제승당 일대는 1976년 ‘한산도 이충무공유적(사적 제113

호)’으로 지정되어 충무사, 한산정, 수루, 비각 등을 복원하였다. 

1)  제승(制勝)이란 말은 운주제승(運籌制勝)에서 나온 말이다. 『한서(漢書)』와 『사기(史記)』의 고조

본기(高祖本紀)에 “군막 안에서 작전을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쟁취한다(運籌於帷幄之中制 勝
於千里之外)”라는 기록이 있다. 운주당을 복원하고 제승당이라 이름한 것은 ‘운주’와 ‘제승’이 

대구이기 대문일 것이다. 『통영시지』, 1999, 통영시사편찬위원회.

통영 한산도이충무공유적 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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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당 선착장에서 한산문(閑山門), 대첩문(大捷門)을 지나 충무문(忠武門)을 들어서면 정

면에 제승당, 오른편에 수루가 자리해 있다. 제승당에는 해전도(海戰圖)가 전시되어 당시

의 치열했던 현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제승당 뒤에는 충무공이 

활을 쏘며 전력을 구상했던 한산정(閑山亭)이 있다. 

적선을 유인하고 학익진을 펼쳐라

이순신 장군은 견내량이 지형이 좁아 물살이 세고 암초가 많아 우리의 주력 함선인 판옥선

의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배끼리 부딪히면 적의 등선(登船)육박전술에 말려들 우려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아군의 장기인 포격전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형세가 

불리해지면 적은 뭍으로 도망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장군은 왜적들을 넓은 한산도 앞바다

로 끌어내어 일거에 섬멸시키기로 작전을 짰다. 한산도는 거제와 고성 사이에 위치하여 사

방으로 헤엄쳐 도망가기가 어렵고 혹시 섬에 패잔병이 상륙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조선 연합함대 전력은 거북선 3척과 판옥선 56척이었다. 우리 함대가 견내

량 바깥 바다에서 적진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왜의 척후선 2척이 우리 함대의 동태를 살피고

서 자기들의 본진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척후선을 추격하여 확인해보

니 왜의 수군은 모두 73척의 대 선단이었다. 이들은 나고야에 있는 풍신수길의 명을 받아 

출동한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제 1제대 소속 함대였다.    

아군은 판옥선 5~6척으로 왜적의 척후선을 추격하여 공격하는 척하다가 물러 나오자 왜

적들은 일제히 돛을 올리고 한산도 앞바다까지 따라 나왔다. 조선 수군은 도망가고 왜군은 

맹렬히 추격하여 바다에 이르렀다. 그때 방화도와 화도에 매복해 두었던 조선 주력함대가 

갑자기 나타나 쫓기고 있던 전선을 엄호함과 동시에 선수(船首)를 일제히 왜군 쪽으로 돌

렸다. 그리고 합죽선을 펼치듯이 학익진(鶴翼陣)을 만들어 추격해오는 왜군을 향하여 역진

(逆進)하였다. 이어 각기 지자, 현자, 승자 등 총통을 쏘기 시작했다. 조선 수군의 집중 공

격을 받은 왜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고 조선수군은 삽시간에 적선을 모두 깨뜨리

고 포획하고 불태우고 사살하였다.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의 함대는 한산해전에서 

궤멸 당했다. 

한산해전은 조선 측의 좌·우수영과 경상우수영 연합함대와 왜군의 수군장들이 남해안에 

총집결하여 결성한 연합함대가 싸운, 말하자면 양국의 주력함대끼리의 총력전이었다. 그



리고 조선에게는 국가의 존망이, 왜군에게는 전쟁의 승패가 걸린 한판 결전이었다. 한산해

전에서의 조선 수군의 대승으로 왜군을, 1597년 정유재란 때까지 모든 전선에서 소극적, 

수세적 군사활동만 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왜 수군의 주력은 완전히 와해되었고, 나고야 

사령부의 풍신수길은 휘하 장수들에게 “추후 조선 수군을 만나면 도망치라”는 명령을 내리

게 되었다.    

이순신장군의 정보 활용력

제3차 출동을 앞두고 조선연합함대는 노량에서 합류하여 창선도에 정박하여 밤을 새웠다. 

7월 7일 동풍이 세차게 불고 힘든 항해 끝에 전진기지인 당포에 도착하여 식수와 연료를 

준비하고 있을 때, 당포의 목동(牧童) 김천손(金天孫)이 조선 수군의 배를 보고 급히 달려

와서 전하기를 “오늘 (7월 7일) 2시경 왜선 대·중·소선 합하여 약 70여 척이 지금 견내량

에 있다.”고 전하였다. 김천손은 당포 목관(牧棺: 군마를 돌보는 직) 밑에 속해 있는 사람었

다. 김천손이 전하는 정보 내용은 해전이 끝난 뒤에 밝혀졌지만 적 함대의 척수,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이 아주 정확하여 조선 함대가 앞서 해전의 대세(大勢)를 장악하는데 결정적 

정보가 되었다. 그는 견내량에 왜선이 오후 2시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당일 20km의 거

리를 약 4시간 만에 달려와서 알려준 것이다. 조선 연합함대는 이 정보를 기초로 밤샘 작전

회의를 통하여 필승 결의를 다졌으며, 다음날 7월 8일 아침 일찍이 적이 정박하고 있는 견

내량 해역으로 출전하였다. 

임진왜란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다. 고성 당항포나 남해 노량 등에도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기지를 발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전력, 전술에 큰 도움을 주는 일

수루충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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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들이 전설처럼 남아있다. 이런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정보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고 있

었으며, 정보를 활용한 장수란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층 신분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

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장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해갑도(解甲島)·이충무공 제향(祭享)

한산대첩을 승리고 이끈 이순신 장군은 한산만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 섬에 올라 비로

소 갑옷을 벗고 땀을 씻었다는 섬이다.

충무공을 기리는 제향으로는 해마다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충렬사에서 봉행하

는 향사는 탄신제, 기신제와 더불어 이충공을 추모하는 제향이다. 향사는 1606년 충렬사 

창건과 더불어 봉행해 왔다. 초기에는 솔가리 불을 켜놓고 야간에 모셨는데, 제례 때마다 

달밤이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야간행제를 못하게 하므로 주간에 바꾸었다. 그

리고 생신일에 지내는 탄신제(誕辰祭)와 순국하신 날 지내는 기신제(忌辰祭)가 있다. 

탄신제는 이충무공 생신일인 양력 4월 28일에 충렬사에서 올린다. 기신제는 순국하신 날

인 음력 11월 19일에 착량묘에서 봉행한다. 탄신제는 전통을 고수하는 춘추향사, 기신제

와 달리 현대적 제례방식을 상당부분 가미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승전무 헌무와 합창단

이 충무공 헌가를 한다.  

관련문화재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관련이야기 소스  한산대첩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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