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중일기에 기록된 안편도로 추정되는 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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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난중일기의 기록 중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을 항해하면서 조선수군의 새로운 본

영을 물색하고, 명량해전 이후의 조선수군의 전략을 구상하던 장소로서 전시 임시 전략지휘소로서 의미가 큰 안편도(발음도)의
현재의 지명으로 추정되는 섬들 중 팔금도를 대상으로 항해 과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분석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이순신 장
군과 그의 참모들이 올라가 주변을 조망한 위치로 추정되는 섬 중의 하나인 팔금도의 채일봉과 금당산에서 관측한 방향이 난중
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난중일기, 안편도, 팔금도, 금당산, 채일봉, 이순신

3. 안편도로 추정되는 섬(팔금도)에 대한 현장 검
1. 연구배경 및 목적

증 결과

본 연구는 난중일기의 기록 중 명량해전 이후 한반도 서남
해안을 항해하면서 조선수군의 새로운 본영을 물색하고 명
량해전 이후의 조선수군의 전략을 구상하던 장소로서 전시
임시 전략지휘소로서 의미가 큰 안편도 발음도 의 현재의 지

팔금도 채일봉과 금당산의 산 정상위치에서 난중일기에 기
록된 내용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검증
하였다 현장답사를 통해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명으로 추정되는 섬들 중 팔금도를 대상으로 항해 과학적 관
점에서 조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안편도 산 정상에서 바라본 조망 모습
이순신의 일기 원문에

년 정유년

월

일 일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팔금도 두 개의 산에서 볼 때 동쪽에 앞을 막는 섬이 존재
하지 않고 월출산은 거의 정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비금
도는 서쪽에 위치한다 방향 판단에 오류가 있어 월출산을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수영에서 안편도에 상륙하여
이순신이 산 위로 올라가 주변을 조망한 목적은 전선을 숨겨

북쪽으로 생각했다고 가정하면 비금도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
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둘만한 정박지를 찾는 일이었다 날이 저물어야 산에서 내려
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순신은 그의 참모들과 함께 정박지
를 찾는 일은 물론 향후 조선수군의 관리와 전략에 대하여도
충분히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결언 및 토의
연구 결과 팔금도의 채일봉과 금당산에서 관측한 방향이
난중일기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음을 확
인하였다 안편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