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때문이었다. 이 송곳 때문에 도개교는 적함으로부터 

아군함선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둘 수 있었고, 로마군

은 숙련된 항해 기술 없이도 까마귀를 통해 육상병력을 

적함에 보내 해상의 전투를 육상처럼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당시 그 누구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카르타고에 맞

서 로마군이 승리를 얻으리라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

지만 두일리우스 집정관의 발상의 전환으로 결국 로마는 

승리를 얻게 된 것이다.

아군에 승리를 왜군에 죽음의 공포를 선사한 거북선

로마군에게는 두일리우스의 까마귀가 있었다면 우리

나라에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당시 해전의 전투 방식은 로마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전선(戰船)은 전투를 수행할 

병력을 나르는 수송 수단에 불과했고, 실제 전투는 전선

에 탑승한 전투원들이 상대방의 배로 건너가 배를 점령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은 왜의 수군을 상대

로 승리는 고사하고 대등한 전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로 전선의 수나 병력 수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다. 설

령 같은 수의 전선과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진왜란 전

부터 수십 년간 칼과 창으로 근접 전투를 경험한 일본군

을 상대로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조선 수군이 승리를 

얻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선택한 방법

은 왜군에게 유리한 근접 전투는 피하고 우리에게 유리

한 장거리 전투 위주로 전쟁을 치루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근접 전투를 해야 한다면, 거기에 유리한 

배를 만들어 전투를 하는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의 이런 의도는 23전 23승이라는 전투 결

과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조선 수군은 천자(天子), 

지자(地子), 현자(玄子), 황자(黃子)와 같은 다양한 구경

의 대포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왜군을 공격했고, 근접 

전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옥선에 판자로 지붕을 덮

고 왜군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지붕에 쇠못을 거꾸

로 촘촘히 단 거북선을 투입했다. 

배 위에서의 근접 전투에만 익숙하던 왜군에게 이런 

방식의 전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낮선 전투 방

식이었다. 먼 거리에서는 조선 수군의 강력한 화포가 문

제였고 근거리에서는 도저히 함락시킬수 없었던 거북선

이 문제였다. 이런 이순신과 거북선 앞에 왜군은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한 두려움은 이순신을 만

나면 전쟁을 피하라는 군령을 내릴 정도였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사실상 대부분의 전투에서 궁지에 

몰려서 싸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길만한 여건을 스스

로 만들어 싸웠던 것이고,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잃어버리고 이순신 장군이 원하는 형태로 싸워 

전쟁에 패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명장(名將)’은 불리한 전세를 뒤

집고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실 역사 속의 명장들은 아예 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너무나 불

리한 전세를 뒤집어서 마치 기적처럼 보이는 대승(大勝)

조차도 따지고 보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국면으로 전

환하고자 짜낸 지혜의 결과인 것이다.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극적인 승리를 얻

은 사례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영웅들의 일

화가 숨어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 망국의 위기에 까지 몰

린 조선을 구한 충무공 이순신과 포에니 전쟁 당시 카르

타고의 침략에서 로마를 구한 집정관 두일리우스가 대표

적인 예다.

위기의 로마를 구한 볼품없는 까마귀

기원전 264년 이탈리아의 지배자 로마는 당대 최고의 

해양 강국이던 카르타고와 지중해를 무대로 제1차 포에

니 전쟁을 치르면서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탈리아 육상

에서만 연승을 거두던 로마인들에게 카르타

고의 해상 전투는 너무 생소하고 낮설었기 때

문이었다. 해상에 대한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

시피 했는데 오죽했으면 카르타고가 침략하

고 나서야 함대를 만들었을 정도였다. 더 큰 

문제는 배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겠는데 정

작 이 배를 다룰 숙련된 선원이 없다는 것이

었다. 

당시 해전의 전투 방식은 배의 측면을 충

각(衝角)으로 부딪혀 파괴 또는 침몰시키거

나 배를 서로 붙인 뒤, 상대방의 배로 넘어

가 배를 점령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따라

서 해전에서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함

보다 뛰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비슷한 실력

을 가진 숙련된 선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

다. 그러나 해상 경험이 전혀 없던 로마군에게 이런 숙련

된 선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두일리우스 집정관은 난제를 다

음과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볍게 극복해냈다.

두일리우스는 해전에 강한 카르타고이지만 육상에 강

한 로마군인이 어떻게든 적의 배로 옮겨 타기만 하면 승

리를 얻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래서 준비한 것이 바로 ‘코르부스(당시 로마어로 까마귀)’

라는 비밀 무기였다.

까마귀는 배의 기둥에 장착한 일종의 도개교다. 코르

부스, 까마귀란 별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다리의 맨 끝, 

즉 적함의 갑판에 걸쳐지는 부분에 마치 까마귀의 부리

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송곳(길이 약 65cm)이 달려 있었

조선 해군과 로마 해군의 비밀 무기

거북선과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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