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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고 타협을 모르던 시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정철의 신도비가 있다. 정철은 우리에게 ‘관동별곡’과 같

은 작품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관동별곡 외에도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

산별곡 등의 가사를 남겼으며 가사작품 외에도 1백여 수 이상의 시조 등 주옥과 같은 작

품을 많이 남겼다. 이처럼 그는 문학의 대가인 동시에 정치사에서도 의미가 깊은 인물로 당

대 서인의 영수로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불같은 성품과 타협을 모르는 기질 때문

에 적이 많았다. 그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전한다. 

1580년 강원도 관찰사로 등용된 정철은 1년 만에 전라감사로 전임되었다. 전라도에서는

조헌이라는 자가 부지사를 맡고 있었다. 조헌은 정철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근심했다.

“듣자하니 정철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팍하고 술을 좋아하여 강원도에서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모실 수 있단 말인가?”

조헌이 근심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버리자 정철이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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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어찌 알고 사직서를 낸단 말

이오? 직접 겪어본 후에 아니다 싶으면 그때 사직서를 내도 늦지 않을 것이오.”  

그래도 조헌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정철은 그런 조헌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자신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서 정철은 이이와 성혼에게 중재를 부탁해 겨우

조헌을 잡을 수 있었다. 조헌 역시 정철과 함께 일해 보더니 생각이 달라졌다. 불같은 성격

이 비슷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정철은 도승지, 예조참판, 함경도감사를 지내고 48세에 예조판서로 승진했으며 이이가 죽

은 후에는 대사헌까지 되었다. 그러나 당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성품이 원만치 못했던 정철

은 점점 고립되었다. 이이가 죽은 후라 냉정하게 중재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결국 정철은 1585년 조정에서 물러나와 부모가 묻힌 고양에 머물다가 창평의 송강정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후세에 길이 남을 작품들을

썼다. 관동별곡은 강원도관찰사 시절에 쓴 것이다. 

그 후에도 정철은 파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파란만장한 정치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 동인들

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 송정촌에 은거했다. 지금 그곳에는 정철의 후손들이 세운 송

강정이라는 정자가 남아 있다.   

송강 정철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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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문학의 대가, 서론의 영수

정철은 조선시대 중기의 시인이자 문신, 정치인, 학자, 작가이다. 1562년(명종 17)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의정부 좌의정에 이르렀으며, 인성부원군에 봉군되었다. 당색으로는 서인

(西人)의 지도자였고, 이이, 성혼 등과 교유하였다. 정여립의 난과 기축옥사 당시 국문을

주관하던 형관으로 사건 추국을 담당하였으며, 기축옥사 수사 지휘의 공로로 추충분의협

책평난공신(推忠奮義 策平難功臣) 2등관에 책록되었다. 훗날 ‘기축옥사로 동인과 그

일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하여 동인들의 비난을 받았고, 정여립의 난을 조작했다는 의혹

을 받기도 했다. 세자를 정하는 문제를 계기로 귀양 가 위리안치되었고, 임진왜란 직후 복

귀하였다. 

정철은 임진왜란 때의 호성공신(扈聖功臣)이었으며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

다. 그러나 동인(東人)들의 모함으로 사직한 후 강화에서 초막을 짓고 은거하면서 만년

을 보내다 사망했다. 

학문적으로는 기대승, 임석천, 송순, 김인후, 양응정의 문인이다. 가사와 한시를 지었으며,

당대 시조문학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시조의 윤선도와 함께 한국 시가사상 쌍벽으로 일컬

어진다. 

그의 묘소 입구에 세워진 신도비는 정철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정송강사(鄭松江祠, 충

북 유형문화재 제9호)의 남쪽 100m 지점에 있다. 본래 정철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에 있었

는데, 기호사림의 중심인물이며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이 1665년(현종 6)에 진천군 봉

죽리 지금의 위치에 묘지를 정하고, 직접 신도비의 비문을 지었다. 묘소를 이장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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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후손인 정양이 맡아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묘소 앞에는 상석이 있고, 상석을 중심으

로 좌우에는 망주석·문인석이 각 1쌍씩 있으며, 묘의 오른쪽에는 묘비가 있다. 

신도비의 형태는 귀부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팔작지붕을 얹은 일반형 석비로 비신·비

개(碑蓋) 등이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비문은 4면에 음각하였는데 1684년 송시열이

글을 짓고 오위도총부 부총관 김수증이 전서(篆書)하고 글을 썼으며, 후면과 동면은 송시

열이 추기한 것이다. 비각 안에 보호되어 있으며 높이는 2.5m이다. 1996년 1월 5일 충청

북도 유형문화재 제187호로 지정되었다. 

정송강사 입구에는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사당 주변에는 관동별곡, 훈민가 등의 시

비가 건립되어 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의 유적지답게 깨끗하게 주변이 정비되었으며,

주말과 방학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송강문학을 배우는 학습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송강 정철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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