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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조선의 장군이다!

충북 충주시 풍동에는 조선 중기의 명장 임경업의 묘소

가 있다. 임경업은 25세 때 무과에 급제하였고 1624년

에 터진 이괄의 난 때 공을 세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하여 그 후 병자호란 등 여러 전쟁에서 활약한 인물이

었다.  

임경업은 1594년(선조 27) 충주 달천강 근처에서 태어

났다. 그의 고향에 있는 탄금대는 임진왜란 때 신립 장

군이 왜적에 맞서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항전을 하

다가 생을 마친 격전지였다. 임경업 역시 신립의 용맹함

을 이어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글공부를 그

만두고 전쟁에 관한 병법과 무술을 연마했다. 어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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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용맹하여 동리 친구들과 전쟁놀이를 해도 항상 대장을 했다. 모두들 그가 장수가 되

리라 생각했다. 

임경업이 여섯 살 때 하루는 마을 아이들과 돌을 모아 성을 쌓고 군기를 날리며 병정놀이

를 하고 있었다. 그때 목사 행렬이 나타났고 목사 호위병들은 아이들과 아이들이 쌓아둔

돌성을 보고 외쳤다. 

“물렀거라. 물렀거라. 길을 비켜라!”

그때 꼬마 임경업이 나서서 진짜 장군처럼 외쳤다. 

“사람이 성을 피해야지, 어떻게 성이 사람을 피한단 말입니까?”

임경업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장이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동북아의 혼란기로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중국 대륙에서는 지는

해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청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던 명·청교체기였다. 명에 사대하던

조선에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청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전쟁까지 치

러야 했다.  

그는 평생 의리와 명문을 고집한 반청파였다. 조정에서 청나라 군대를 도와주라고 파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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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도리어 망해가는 명을 도운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것이 들통나 청의 원한을 샀고 명

나라로 망명했다가 청나라로 붙잡혀갔다. 청의 황제는 임경업에게 벼슬을 줄 테니 귀화하

라며 회유했지만 임경업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조선에서는 당쟁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던 때였다. 조정에서는 친청파와 친명파로 갈려

의견대립이 심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심기원의 옥사가 일어났다. 심기원의 역모가 발각되자 반

대파는 이 일을 반청파를 제거하려는 기회로 여겼고 임경업도 조선으로 송환되었다. 

1646년(인조 24) 우국충정(憂國衷情)으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온 충신 임경업이 한 순

간에 반란사건에 연루된 죄인이 되어 고국으로 끌려왔다. 타국에 있던 그가 본국에서 벌어

진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었다. 스스로 결백한 것을 잘 아는 임경업은 전혀 불안

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갔다. 

“심기원과 언제 어디서 밀통하였는지 말하라!”

임경업은 있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 고문을 당했다. 

“난 모르오. 나는 타국에 있다가 돌아온 몸인데 어떻게 내통한단 말이오?”   

결국 임경업은 너무도 혹독한 고문 끝에 숨이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숨이 끊어

지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다. 

“아직 큰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죽이느냐?”

53세의 임경업은 당파 싸움에 희생되고 말았다. 훗날 그의 무고함이 밝혀져 조정에서는 충

민공(忠愍公)이란 시호(諡號)를 내렸다. 영조 때에는 충주 사람들이 달천 옛 집터에 사당

을 짓고 그의 충절을 기려 제를 올렸고, 조정에서도 그의 뜻을 추모하여 이 고향 사당에 충

렬사라는 편액을 하사했다. 

정조는 그를 기리기 위해 『충민공실기(忠愍公實記)』라는 책을 펴내 후세에 전하게 했으며,

친히 글을 지어 비석(碑石)에 새기게 하였는데 이 비(碑)가 ‘어제 달천충렬사비(御製 達川

忠烈祠碑)’인 것이다.

임경업 장군을 추모하는 역사의 재평가

임경업 장군 묘는 부인 전주 이씨와의 합장묘로 큰 편이며 봉분 아랫부분에는 화강암으로

둘레석을 둘렀다. 주위에는 멀리서도 무덤이 있음을 알려 주는 망주석(望柱石)과 신도비

등이 놓여 있다.

한편, 충북 충주시 단월동에는 임경업의 영정을 모신 충렬사가 있다. 사당 충렬사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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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국난 극복에 공을 세우거나 절의를 지켜 순절한 호국의 인물들을 기리고 그들을 제

향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다.

충렬사 경내에는 조선 후기 임경업을 기리는 ‘어제 달천충렬사비(御製 達川忠烈祠碑)’가

있다. 비에는 정조가 친히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또한 충북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에는 임경업 사우(祠宇)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조상의 묘

소 인근에 사당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임경업 사우 역시 이러한 사당에 해당한다.

그 부근에는 임경업 장군의 부인 전주 이씨의 충렬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충렬 정려각인 ‘쌍

성각(雙成閣)’이 있다. 임경업의 처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잡혀갔으며 그곳에서 수모를

당하다 “남편의 충절을 욕보일 수 없다.”며 자결하였다. 임경업이 복관된 후 숙종 때 그의

정절을 기려 정려각을 내렸다. 

충렬사 전경 충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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