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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inga
(Um ode para esclarecer o povo)

 정 철[鄭 澈, 1536(중종 31)~1593(선조26)]의 본관은 영일(迎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1561년(명종 16
년)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셨고, 이듬해 27세로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신 
후 강원도, 전라도, 함경도 관찰사와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셨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호 
체찰사로 관군과 민병의 전쟁수행을 독려하였으며, 조명(朝明)연합군과 
민병(民兵)의 선전으로 삼경(평양, 개성, 서울)이 수복되자 사은사로 
명나라에명나라에 다녀왔다.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중에 체찰사와 사은사로 
온몸을 불살랐으나 모함을 받아 사직하고, 강화도의 송정촌(松亭村
;송해면 솔정리)에 우거(寓居)하시다가 1593년 12월18일에 작고하셨다.
 송강은 관동별곡(關東別曲) 등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가사와 훈민가    
(訓民歌) 등 많은 시조(時調)를 남겨 이태백과 비견되는 세계적인 시성 
(詩聖)의 반열에 올라 있다.
 시풍은 호탕한가하면 비장하며, 특히 한문투를 벗어난 호방한 스케일로 
우리말과 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한글을 가장 아름답고 쉽게 널리 
펼치신 시가문학의 대가이시다. 한편 수학의 기초인 서산법 (書算法)을 
발전시켜 오늘날 정보문화의 초석을 다지신 분이기도 하다.

Chung Cheol's [1536 (the 31st year of King Jungjong's reign) ~ 1593 (the 26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ancestral hometown is Yeongil, and his pen name is Songgang. 
 In 1561 (the 16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he was placed first in the primary  In 1561 (the 16th year of King Myeongjong's reign) he was placed first in the primary 
state examination. In the next year when he was 27 years old, he was also placed first 
in the state examination of high-ranking civil officials. After passing the examination, 
he was  appionted as governor of Gangweon, and later served as Jeolla and Hamgyeong   
provinces,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finally 
the prime minister under King Seonjo.
 When the Japanese invaded Korea in 1592 (the 2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Chung  When the Japanese invaded Korea in 1592 (the 25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Chung 
Cheol was appointed as supervisor of military affairs, and he inspired militia and gov-
ernment troops to dispel the Japanese invaders from Korea. The following year he was 
dispatched to the Chinese Ming court as a special envoy to convey the king's message of 
gratitude for the support Chinese forces in recovering Pyeongyang, Gaeseong, and Hanyang 
(Seoul). in spite of his accomplishments as military supervisor and envoy to the Ming 
court, he was forced to resign from his office even before the end of the war -- a conse-
quence of conspiracy by his political opponents. He retired at Songjeongchon, Ganghwa 
Island and died in December 18, 1953.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poets in the Chosun Dynasty, he wrote not only great gasas 
(a genre of Korean long poems) such as Gwandongbyeolgok (Ode on Gwandong District) but 
also many works of shijo (short lyrical poems) including Hunminga (Poems for the       
Education of People).  

 Greatest Poet / Songgang Chung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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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글을 

            가장 아름답고 주옥같이 빛낸    

       송강시성 이야기
  송강 정철 시성(詩聖)은 480년전 1536년 윤12월 06일(종중 31년) 서울 장

의동(현 청운동)에서 탄생하여 유아기는 평탄하게 지냈으나, 9살에 갑자기 몰

아닥친 을사사화(乙巳士禍 1545 윤임과 윤원형 다툼에 계림군[매형]연루) 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 민감하고 학업수련이 필요한 유소년기를 많은 고

초를 겪으며 매우 어렵고 힘들게 보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송강시성은 “위정자

는 뜻을 백성에 두어야 한다.” 는 신념을 굳히고 일생을 선공후사(先公後私), 공

명정대 (公明正大), 위민보국 (爲民保國) 정신으로 이를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한글로 지은 장·단가 모두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은 것으로 한문이 지배계

층을 형성하고 한글이 홀대받던 16세기에 서민들을 위해 우리말을 가장 아름답

고 쉽게 갈고 가다듬어 쉬운 노랫말로 주옥같이 표현하여 한문 문학을 압도하는 

우리 문학으로 승화시키고, 온 국민에게 한글 확산 보급의 계기를 만든 것은 송

강의 천부적 재능과 용기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훈민가는 송강이 45세였던 선조 13년(1580) 정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지은 한글 민생지침이고 관동별곡은 도정 순회중 강원도를 빛낼 자연경관을 우

리한글로 표현해준 귀중한 노랫말입니다. 또한 유읍재문은 어려운 백성위해 봉

사할 공직자 실행지침입니다.

  

  송강에 대하여 이어령 교수는 “영국 문학의 셰익스피어처럼 우리 문학에 있어

서 우리 언어를 가장 아름답게 가다듬어서 문학어로 만드신 세계적 거장”이라 

하고 있으며,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카사트키나 교수는 “톨스토이, 푸쉬킨 보다 3세기 앞선 

세계적 시성으로” 1952년 이미 송강가사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교육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석 이희승 교수는 “송강의 가사는 우리말의 어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풍부 

다채하게 엮어내 참으로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고 격찬하였고 

  국학의 태두 김사엽 선생은 “송강의 예술은 이제 새로운 각광을 받아 민족 전

부가 골고루 애송하여 그 높된 예술의 복향 에 도취하여야 할 때가 도래하였

다.” 고 찬탄하는 시성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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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찬가(松江) 

공한수 시 이안삼 곡      Moderato



청운동 탄생지 경복궁 송강작품비 사미인곡 송강작품비 관동별곡

강화도

 진천 송강사

담양 가사문학관

강원감영 포정루

울진 망양정 망양정 내 관동별곡 현판 울진 월송정 포항 오천서원

죽서루 경포대 관동별곡비 치악 예술관 훈민가비

송강정 송강서원 현판 및 가사목판

 정송강 묘소 용연 옥배와 은배

송해면 송강 우사지 우물터 원당 송강문학관 송강 시비공원

순천 방상천변의
 대학암 자라바위 영세 불망비(전남 고흥군 남면)

 전라감영지(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남원 광한루

 자라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