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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란의 세월에 열정을 바치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 오석리에는 조선 중기 장군인 이수일의 묘소가 있다. 이수일은 임진왜

란 때 의병을 일으키고 그 후 이괄의 난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무장이다. 

이수일은 소년시절에 문(文)을 버리고 무(武)의 길을 일찌감치 선택했다. 임진왜란 시 그

는 의병을 일으켜 변방(邊方)의 바닷가 여

러 고을을 지키는 등의 공을 세웠고 조정

에서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品

階)를 내렸다. 그때 선조가 그의 얼굴이 어

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을 정도로

이수일의 공은 인정받았다. 

1597년에는 체찰사 이원익의 계청으로 성

주 목사를 맡았는데, 큰 일에나 작은 일에충무공 이수일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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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틈이 없도록 하였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나 군대

를 동원하는 일이 모두 질서정연하였다. 적산(赤山)에서

적을 한번 물리치고 고양에서 거듭 개가를 올리자 적들이

무서워서 끝내 성주 근처는 범접하지 못하고 피해 갔다. 

남쪽의 걱정이 풀리자 이제는 또 북쪽을 맡았다. 이때도

역시 남쪽에서 하던 그대로 북쪽을 다스려 군민들의 마음

을 크게 얻었다. 그리고 노토(老土)를 토벌(討伐)하고

마을 능주( 乙能主)를 무찌르고 변경을 튼튼히하자 오

랑캐 무리들도 겁에 질려 십수 년 동안 침범해 오지 못했

다.  

이수일은 그 후로도 북쪽지역에 두세 번 부임해 갔고 기

한이 차면 또 연기까지 했는데, 이는 그 지방 백성들의 여

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경상도와 평안도의 군정을 맡기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치적

(治績)을 남겼다. 

그 후 인조 대에 들어 ‘이괄의 난’이 터지자 이수일은 또 조정의 명을 받아 전세가 불리한 상

황에서도 북산(北山)을 먼저 점거함으로써 큰 공을 세웠다. 그리고 난을 진압한 후에는

평복 차림으로 집에 돌아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오직 겸양한 태도로 지냈다. 사

람들은 공이 크면서도 겸양을 잃지 않은 그를 칭송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전해진다.  

“이괄의 난 때 이수일이 없었다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할 뻔했다.”

그는 50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지방관을 여덟 번이나 지내고 병부를 다섯 차례나 찼지

만, 집에는 사방의 벽 외에 다른 재물이 없었다. 나라가 있는 것만을 알았고 자신이 있는

것은 몰랐기에, 직임(職任)을 맡으면 그 직책에 최선을 다했고 일을 하면 그때마다 충절을

바쳤던 것이다. 두 시대에 걸쳐 할 일을 혼자 끝까지 감당하며 공명을 이룬 인물이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묘소를 지키는 신도비와 사당

충무공 이수일 묘소는 배위 정경부인 전주 이씨와의 합장묘이다. 34㎝ 높이의 호석을 두른

원형분으로, 상석과 동자석 1조, 망주석 1조, 장군석 1조, 장명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묘비

가 있다. 묘비는 대리석 1매로 이수까지 장식되어 있고, “1666년에 김집이 짓고 송준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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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서 묘표(墓表)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수일 묘소 아래에는 이수일 신도비(神

道碑)가 있다. 이수일이 사망한 지 35년

이 지난 1667년(현종 8)에 건립되었다.

신도비의 귀부(龜趺)는 화강암으로 웅

장하며 추상적으로 조각되었다. 크기는

높이 약 90㎝, 길이 320㎝, 가장 큰 너비

는 210㎝ 정도이며, 거북 등껍질은 말려

올라간 연꽃 모양이다. 뭉툭한 코와 꽉

다문 입, 부리부리한 눈 등 세심한 장식

을 배제하였으면서도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수 부분에는 반원형의 형태로 앞뒤에

각기 2마리의 용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크기는 150×67×57㎝ 정도이다. 비신(碑

身)은 흰색 대리석으로 앞뒷면에만 음기가 있는데 비신의 크기는 97×26×243㎝ 정도가 된

다. 귀부와 이수는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신도비는 영의정 이경여가 짓고 한성부판윤 김좌명이 썼으며 이조판서 이수항이 전자(篆

字)하였다. 신도비는 명문(銘文)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2001년 3월 충청북도 유형문

화재 제205호로 지정되었다. 

한편, 묘에서 50m 떨어진 곳에 사당인 충훈사(忠勳祠)가 있으며 이수일의 영정은 충북 충

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있는 충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수일진무공신록권 및 영정’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78호로 지정되었다. 

충무공 이수일 묘소 신도비

직접 관련된 유적(물) 충무공 이수일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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