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규(
영규( 圭)

미상~1592(선조 25). 조선선조 때 승려, 승병장
본관 밀양(
), 호 기허(騎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선조 때 승려이자 승병장으로 임진왜란 당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승장이 되어 의
승 수백 명을 규합하고 관군과 더불어 청주성 왜적을 쳐서 청주성을 탈환하는 데 공헌하
였다. 청주 중앙공원에는 의병장 영규대사 전장기적비가 세워져 있으며, 2012년에도 청
주성탈환 추모제를 시행하고 영규대사를 공헌을 기리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
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충청남도 공주 청련암(

)에 있으면서 선장(

)을

가지고 무예를 익히기를 즐겼다고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
나자 3일 동안을 통곡하고 스스로 승장이 되었다. 의승
(

) 수백 명을 규합하여 관궁과 더불어 청주성의 왜적

을 쳤다. 관군은 패하여 달아났으나 그가 이끄는 승병이
분전하여 마침내 8월 초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이어 의병장 조헌(
(

)이 전라도로 향하는 고바야기와

)의 일본군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는 관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하여 이를 늦추자고 하였지만 조헌이 듣지
않자 그는 조헌과 함께 금산전투에 참가하였다. 그리하여
영규대사 영정

조헌이 이끄는 의사와 영규가 거느린 승군은 1592년 8월

18일 금산전투에서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워 일본군
의 호남침공을 저지하였다.
서울을 버리고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는 청주
성 승전의 소식을 듣고, 영규에게 당상의 벼슬과 옷
을 하사하였으나 영규는 임금이 내린 상사(

)가

도착하기 전에 금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뒤 승병이 일어난 것은 그가
최초로서 전국 곳곳에서 승병이 궐기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금사의 종용사(

)에 제향 되었으며, 뒤

에 법도( 徒) 대인(大 ) 등이 금산 남쪽 진락산(
樂 ) 기슭에 그의 영정을 안치한 진영각(

閣)과

비를 세웠다.

영규대사 전장기적비

인쇄 : 김태원 / 바이오산업과 (2013-02-01 17:21)

신립(
신립(

)

1546~1592. 조선중기의 무장.
본관 평산(
), 시호 충장(
).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의 무장으로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탕개(尼 介)를 격퇴하
였고, 임진왜란 당시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병의 활용을 극구 주장하여 충주성 서
북 4㎞ 지점에 있는 탄금대( 琴臺)에 나아가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전사하였다. 충주시
탄금대에 신립장군순국지지비와 충장공신입장군순절비가 있으며, 2012년 우륵문화제 기
간에 명현 5위를 추모하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어릴 때부터 글읽기보다 무예 닦기를 좋아하여 무과에 급제한
뒤 선전관·도총관·도사(都 )·경력(經 ) 등의 벼슬을 거쳐, 외직
인 진주판관으로 나갔다. 이 때 문장가로 이름난 진주목사 양응
정(

)으로부터 거친 성격을 고칠 것을 종용받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목사를 스승으로 삼아 배우기도 하였다.
1583년(선조 16)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탕개(尼 介)가 거느
린 야인(
절(

)들이 침입하여 훈융진(

)을 공격, 첨사 신상

)이 위급하게 되자 유원첨사(

) 이박(

) 등

과 합세하여 적병 50여 명을 목 베고 이어 적군을 추격, 두만강
을 건너가서 그들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또 경원부(慶

)와 안원보(

)에 침입한 야인들 및 같은

해 5월 종성에 쳐들어온 이탕개의 1만여 군대를 물리쳤다. 평상
신립장군 영정

시에 철기( 騎) 500여명을 정병으로 훈련시켜 그 민첩함이 귀

신같아 야인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그를 삼도순변사로 임명하고 보검을 하사하
였다. 이에 그는 특별히 청하여 유성룡(
80명의 군관과 시정백도(

)의 막하에 들어가 부장 김여물(金 幢) 및

徒 : 일반 시민으로 군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수백 명을 모병하여 충주로 떠났다.
그는 아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병의 활용을 극구 주장하며 군대를 돌려 충주성 서
북 4㎞ 지점에 있는 탄금대(

琴臺)에 나아가 배

수진을 치고 임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고니시
(

)를 선두로 한 왜군이 대대적으로 공격

해오자 중과부적으로 포위되어 참패를 당하고 말
았다. 그 결과 아군의 힘을 믿고 미처 피난을 하
지 않았던 충주의 사민(

)과 관속들이 많은 희

생을 당하였다. 아군이 섬멸되자 김여물·박안민
(

) 등과 함께 남한강물에 투신, 순절하였다.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
이다.

)
탄금대

인쇄 : 김태원 / 바이오산업과 (2013-02-01 17:21)

조헌(
조헌(

)

1544(중종 39)~1892(선조 25). 조선 중기 문신, 의병장
본관 배천(
). 호 중봉(
)·도원(陶 )·후율(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
백(金敬 )·전승업(

) 등과 의병을 모아, 영규(靈圭)의 승군( 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옥천 표충사(
산 성곡서원( 谷

)·김경

), 배천 문회서원(

), 보은 상현서원(

), 김포 우저서원(

), 금

) 등에 제향 되었으며, 1971년 금산의 순

절지 칠백의총이 성역화되었다. 옥천에서는 2012년 중봉충열제 거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1555년(명종 10) 12세 때 김황(金

)에게 시서(

)를 배웠

는데, 집이 몹시 가난해서 추운 겨울에 옷과 신발이 다 해어졌
어도 눈바람을 무릅쓰고 멀리 떨어진 글방 가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으며, 밭에 나가 농사일을 도울 때나 땔감을 베어 부
모의 방에 불을 땔 때에도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1565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567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8년(선조 1) 처음으로 관직에 올라 정주목·파
주목·홍주목의 교수를 역임하면서 사풍(

)을 바로잡았다.

1572년부터 교서관의 정자·저작·박사를 지내면서, 궁중의 불
사봉향(
조헌선생 영정

)에 반대하는 소( )를 올려 국왕을 진노하게

하였다. 성절사(

) 박희립(

명나라에 다녀와 〈동환봉사 東

)의 질정관(

官)으로

〉를 지어 올렸다.

1582년 계모를 편히 모시기 위하여 보은현감을 자청하여 나갔는데, 그 치적이 충청좌
도에서 으뜸으로 손꼽히었다. 그러나 대간의 모함에 따른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가, 다
시 공주목제독(公
들어가 후율정사(

督)을 지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 옥천군 안읍밤티(

)로

)라는 서실을 짓고 제자 양성과 학문을 닦는 데 전념하였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천에서 문인 이우(

)·김경백(金敬 )·전승업(

) 등과 의병 1,600여 명을 모아, 8월 1일 영규(靈圭)의 승군(

軍)과 함께 청주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나 충청도순찰사 윤국형
( 國

)의 방해로 의병이 강제해산 당하

고 불과 700명의 남은 병력을 이끌고 금
산으로 행진, 영규의 승군과 합진해서, 전
라도로 진격하려던 고바야가와(

隆

景)의 왜군과 8월 18일 전투를 벌인 끝에
중과부적으로 모두 전사하였다. 후세에 이
를 숭모하여 금산전투라 일컬었다.

후율정사 내에 있는 후율당

인쇄 : 김태원 / 바이오산업과 (2013-02-01 17:21)

김시민(
김시민(金

)

1554년(명종 9)~1592년(선조 25). 조선 중기 무신
본관 안동( 東). 자 면오(
). 시호 충무(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조선 중기 무신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병사한 진주목사의 직을 대리하여 지원군과
함께 적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둬 요충지인 진주성을 지켜냈다. 진주대첩을 거둔 명장으
로 괴산읍 농천리에 사당과 묘가 있는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1578년(선조 11) 무과에 급제해 군기시(軍器 )에 입사하였
다. 1583년 이탕개(尼 介)의 난 때 도순찰사 정언신(
의 막하 장수로 출정해 공을 세운 뒤 훈련원판관(

)
官)

이 되었으나 군사에 관한 건의가 채택되지 않자 사직하였다.
1591년 진주판관이 되어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목사
이경( 璥)과 함께 지리산으로 피했다가 목사가 병으로 죽자
초유사(

) 김성일(金

)의 명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였

다. 먼저 피난했던 성민을 귀향하게 하고, 성을 수축하며 무기
김시민장군 영정

와 기재를 정비하는 한편, 군사의 항오(

)를 편성, 군사 체

제를 갖추었다.
이어 의병장 김면(金 )의 원병 요청으로 정병 천여 명을 이끌고 호응 거창의 사랑암
( 郎

)에서 금산으로부터 서남진하는 왜적을 맞아 대승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전공으로

그 해 8월 진주목사로 승진되었다. 취임 후 진해의 적을 물리치고 적장 평소태(
사로잡아 행재소(

)를

)로 보낸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우도병마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진주는 전라도로 통하는 경상우도의 대읍(大 )이며, 경상우도의 주력군이 있는
곳으로 왜군의 공격이 집요하였다. 진주대첩 당시 성안에 명령을 내려 노약자와 부녀자
까지 남장을 시켜 군사의 위용을 보이게 하는 한편, 화살을 함부로 쏘아 허비하지 않도
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적과의 싸움에 대처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적의 2만여 대군이 성을 포위하자 불과 3,800여 명의 병력으로 6일간의 공방전을 벌
여 적을 물리쳤으나 이 싸움에서 이마에 탄환을 맞았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국사를 근심하고 때때로 북향해 절하고 눈물을 짓다가 상처가
깊어져 며칠 뒤 사망하였으나, 성에서는 적
이 알까봐 비밀로 했다가 안정이 된 뒤 상
을 치렀는데, 상여가 함양에 이르자 경상우
도병마절도사에 발탁되었다는 조정의 명을
받았다.
1604년 선무공신(

功 ) 2등과 영의

정에 각각 봉해졌고, 이와 함께 상락부원군
( 洛
(
었다.

君)에 추봉되었다. 진주의 충민사
)·산성정충당(

堂)에 제향 되
괴강가에 자리한 충민사

인쇄 : 김태원 / 바이오산업과 (2013-02-01 17:21)

이영남(
이영남(

男)
男)

미상∼1598(선조 31). 조선 중기의 무신. 진천 출신
본관 양성(
), 자 사수(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충북 진천 출신인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장으로 활약하였다. 율포만
호·가리포첨사를 역임하면서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순국하였고, 임진왜란 전
공으로 선무원종1등공신에 책훈되었다. 이영남 장군의 묘는 도기념물 14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진천에서는 매년 5월 3일 제향하고, 2006년 이영남장군 재조명 학술용역을 실시
하는 등의 계획을 세운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할아버지는 음죽현감(
버지는 창신교위(

監)을 지낸 이계보( 季

校 )를 역임한 이사종(

)이며, 아

)이다.

1563년(명종 18) 지금의 진천군 덕산면 기전리에서 태어났고,
22세인 1584년(선조 17) 별시(

) 무과에서 병과( 科) 제16

3위( )로 급제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
상우수영 휘하의 율포권관(

權管)으로 재직 시, 이순신 장군

이 지휘하는 전라좌수군에 연합 지원 함대의 구성을 요청하는
청병사절(

)로 선발되어 여러 차례 왕래하면서 일을 성사

시켰다. 당시 그가 청병사절로 선발된 이유는 일찍이 이순신 장
군과 구연(舊

)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라좌수영과 경상우수영의 연합 함대가 구성된 이후에는 소
비포권관(

權管)으로 자리를 옮겨 1592년 5월부터 1595년

4월까지 3년간 근무하였다. 뒤이어 북방으로 전직되어 1595년
이영남장군 영정

(선조 28)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강계부판관(江界
官)을 역임하였다. 이후 다시 남방의 수군( 軍)으로 돌아와 율

포만호 (

)·가리포첨사 (加

)를 역임하면서 해전에서 수
많은 전공을 세웠다. 가리포첨사로
있던 1598년(선조 31) 11월 18일
일본군과의 최후의 해전이었던 노
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하
여 역전(

)하다가 탄환에 맞아

향년 36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으며,
1621년(광해군 13) 병조참판에 추
증되었다.

이영남 장군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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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범(
장충범(

)

미상~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 단양(丹

), 자는 효칙(

).

▣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 선정 사유
충북 음성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채유종(

), 조웅(

)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

켜 승승장구 하였으며 1597년 음성 생극면 생리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그 공을
인정받은 바, 2012년 ‘충북의 역사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 생애와 업적
장충범(

)은 장언구의 아들이며, 부인은 청풍유씨(

슬에 나아가 군자감주부(軍 監
조웅(

)이다. 음보(

)로 벼

)가 되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채유종(

),

) 등 여러 사람과

의병을 일으켜 5백여 명을
모아 6년간 싸우면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지만 충
주(

)에서 적과 싸우다 부

상당하고 향리(

)인 삼생

리에 와서 치료하였다. 그 후
1597년(선조 30) 음성의 생
골 전투에서 싸우다가 장렬하
게 순절(

)하였는데, 시신

을 찾지 못하여 의관으로 허
묘(

)를 만들었다.

장충범 묘소 전경

1605년(선조 38)에 선무원종공신(
功 ) 녹권이 하사되었고, 1857
년(철종 8)에 가선대부(嘉 大夫) 이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

兼同

禁

都

管)에 가증, 충신정려(

)가 내

려졌다. 이후 1971년 생극면 생리에 임
난공신장충범장군기념비(

亂功

軍記念 )가 건립되었다.

장충범 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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