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집(特  輯)>

춘  향  전

(春  香  傳)

◇그 이본(異本)과 판소리 명창계보(名唱系譜)◇

劉    起    龍

열두마당, 판소리, 적벽가(赤壁歌), 배비장전(裵裨將傳), 장끼전(傳), 변강쇠타령, 강릉

매화전(江陵梅花傳), 무숙이(武叔夷)타령, 심청전(沈淸傳), 흥보전(興甫傳), 춘향전(春香

傳), 숙 낭자전(淑英娘子傳), 옹고집(壅固執)타령, 수궁가중(水宮歌中)에서도 춘향가(春

香歌)는 소위(所謂) 극가문학(劇歌文學)의 형태(形態)로 보아서 판소리 곡(曲)으로 보아

서도 가장 찬란한 위치(位置)에 서있다. 우선(于先) 먼저 수집(蒐集)된 이본 춘향전(異

本 春香傳)을 열기(列記)하여 보면,

1. 춘향전(경판본)(春香傳 (京版本)).

  본서(本書)는 서울간행(刊行)의 목판본(木版本)데 간기(刊記) 기타(其他) 참고자료

(參考資料)가 없어 간행 연대 미상 판본(刊行 年代 未詳 版本)은 한남서림(翰南書林)에 

보장(保藏)되어 있다.

2. 열녀춘향수절가(완판본)(烈女春香守節歌(完版本)

  판본(版本)은 전주다가서관(全州多街書舘)에 보장(保藏), 간행년대(刊行年代) 기타미

상(其他未詳), 다만 소설체(小說體)의 경판본(京版本)에 비(比)하여 본서(本書)는 가곡

(歌曲)을 위주(爲主)로 엮어졌다. 판(版)의 체재(體裁)는 상하2권(上下2卷).

3. 춘향전(春香傳)

  고려대학 도서관 장본 고사본(高麗大學 圖書館 藏本 古寫本)으로 연대미상(年代未

詳), 다만 책 중간(中間)에 갑진정월십일일 부(甲辰正月十一日 附)라고 치부지(致富紙)

를 뒤집어 쓴 것으로 보아 약삼십오 육년전 사본(約35,6年前 寫本)으로 추측(推測)되고 

본서 전반 춘향(本書 前半 春香)과 이도령(李道令)과의 이별(離別) 대목 까지는 경판(京

版)에 근사(近似)하고 후반(後半)은 완판(完版)에 방사(倣似)하다.

4. 춘향가(春香歌)

  이명선씨 장본(李明善氏 藏本).

  본서(本書)는 93張으로된 고사본(古寫本)이다.

  저작연대(著作年代)는 역시 미상(亦是 未詳), 특기(特記)한 것은 본문중(本文中)에 

정유원월십삼일야 기주 이몽룡 증인 방자(丁酉元月十三日夜 記主 李夢龍 證人 房子)고

두쇠 운운기사(云云記事)가 있다.

  완판본(完版本)에 흡사(恰似)하고 연대(年代)는 비교적(比較的) 오래된 것으로 보인

다.

5. 고본춘향전(古本春香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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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3年 12月 10日부(附) 신문관발행 편수겸발행인 최창선(新文舘發行 編修兼發行人 

崔昌善, 내용(內容)은 광한루장면(廣寒樓場面), 오리정이별(五里亭離別), 춘향하옥(春香

下獄), 어사(御使)가 남의 무덤에서 울다 봉변을 당하는 대문 등 비교적 세 (比較的 細

密)하고 가창형식(歌唱形式)으로 엮어졌다.

6. 별춘향전(別春香傳)

  본서(本書)는 편자미상(編者未詳)의 사본(寫本)이다. 표지 내면(表紙 內面)에 계유십

월십일일 책주 박기준(癸酉十月十日 冊主 朴琪俊)이라 써있어 27, 8年前의 사본(寫本)인 

것 같다. 본서(本書)에는 많은 가곡(歌曲)이 써 있는데 거기에는 일일(一一)히 주(朱)로 

방점(傍點)을 쳐두었다.

7. 옥중화(獄中花)

  1912年 8月 27日발행 편자 이해조 국 한문체(發行 編者 李海朝 國 漢文體)로 현대

적 소설체(現代的 小說體).

8. 만고열녀 춘향전(萬古烈女 春香傳)

  편집겸발행자 강의 (編輯兼發行者 姜義永), 1925年 4月 20日 창서관 한흥서림발

행 권두(永昌書館 韓興書林發行 卷頭)에 삽화(揷花)를 넣고 순국문체(純國文體).

9. 언문옥중절대가인(諺文獄中絶代佳人).

  1925年 10月 10日 창서관 한흥서림발행 순국문체(永昌書館 韓興書林發行 純國文

體) 옆에 한자주기(漢字註記).

10. 고대소설언문춘향전(古代小說諺文春香傳)

  1925年 10月 30日 애동서관발행 순국문(涯東書館發行 純國文)으로 고대소설체재(古

代小說體裁).

11. 회중춘향전(일명 소춘향전)(懷中春香傳(一名 小春香傳)

  1927年 2月 27日 광한서림발행 체재(廣韓書林發行 體裁)는 순국문체 회중용(純國文

體 懷中用)

12. 만고열녀특별무쌍춘향전(萬古烈女特別無双春香傳)

  일명 선한문춘향전(一名 鮮漢文春香傳) 1935年 12月25日 창서관 한흥서림 발행

(永昌書舘 韓興書林 發行).

13. 특별무쌍춘향전(特別無双春香傳)

  편저 박건회(編著 朴健會) 1915年 12月 25日

  유일서관발행 목차(唯一書館發行 目次)를 소개(紹介)하면.

  第1回 광한루상상춘경 녹양총헤송추오(廣寒樓上賞春景 綠楊叢惠送秋午)

  第2回 소불응가인기어 잠미망재자광독(召不應佳人寄語 暫未忘才子狂讀)

  第3回 도령야방가인저 노낭허혼유정랑(道令夜訪佳人邸 老娘許婚有情郞)

  第4回 양인동방창시사 부사천임독치행(兩人洞房唱詩詞 府使遷任督治行)

  第5回 오리정양인석별 남원부신관도임(五里亭兩人惜別 南原府新官到任)

  第6回 도임선검기생안 빈음욕탈열녀지(到任先檢妓生案 貧淫欲奪烈女志)

  第7回 옥절불굴피혹형 이비현령설전정(玉節不屈被酷刑 二妃顯靈說前程)

  第8回 고거장원알성과 특제호남수의사(高擧壯元謁聖科 特除湖南繡衣使)

  第9回 특정예산사간기도 몽불상옥중허수(得情禮山寺看祈禱 夢不詳獄中許首)

  第10回 감탐민정청농가 위녀축단도창천(歛探民情聽農歌 爲女築壇禱蒼天)

  第11回 어사탐간노낭심 춘낭읍소옥중고(御使探看老娘心 春娘泣訴獄中苦)

209



  第12回 부사설연동헌상 암행출도남원부(府使設宴東軒上 暗行出道南原府)

  第13回 석춘향중과등기 문희보로낭무답(惜春香衆寡等祈 聞喜報老娘舞踏)

  第14回 어사진정용탑하 성심대열봉충렬(御使陳情龍榻下 聖心大悅封忠烈)

14. 윤리소설 광한루(倫理小說 廣寒樓).

  편자 김용제(編者 金用濟)

  1917年 11月 29日 박문서관발행(博文書館發行)

15. 증수춘향전(增修春香傳)

  1923年 3月 5日 애동서관발간(涯東書舘發行)

  편자 고유상 목차(編者 高裕相 目次)로는

  第1 광한루(廣寒樓)놀이, 第2 천자(千字)놀이, 第3 춘향(春香)의 집간다, 백년가약

(百年佳約), 사랑가(歌), 이별가(離別歌), 신관도임(新官到任), 옥중고(獄中孤魂), 이도령

대과급제(李道令大科及第), 옥중해몽(獄中解夢), 농부가(農夫歌), 재봉춘향(再逢春香), 신

관생일(新官生日)잔치, 암행어사출도(暗行御史出道)

16. 우리들전(傳)

  일명 별춘향전(一名 別春香傳)

  편자 심상태(編者 沈相泰), 1924年 4月29日發行 본서(本書)는 詼諧謔弄 조(調)로 서

문(序文)에 부독처평운(夫讀妻評云)

17. 만고열여옥중화(萬古烈女獄中花)

  편자 이종정(編者 李鍾楨)

  1925年 3月 22日 광동서국(光東書局)과 한성도서주식회사발행(漢城圖書株式會社發

行

  고본춘향전(古本春香傳)의 증보격(增補格)

18. (연예), 증상옥중가인((演藝), 增像獄中佳人)

  편자 홍순필 옥련암 감교(編者 洪淳珌 玉蓮菴 監校)

  1926年 12月 21日 경성서적조합발행 본서(京城書籍組合發行 本書)는 연예(演藝)와 

창본용(唱本用)

19. 만고열녀옥중화(萬古烈女獄中花0

  1910年 12月 6日 세창서관 삼천리서관발행(世昌書舘 三千里書舘發行)

 본서(本書)는 이국창 창본 무연거사교록(李國唱 唱本無然居士校錄)이라 써 있다.

 20. 기록소설 오작교(奇綠小說 烏鵲橋)

  1927年 12月 20日 애동서관발행(涯東書舘發行)

21.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

  편저 이광수(編著 李光洙)

  1929年 1月 30日 한성도서주식회사발행(漢城圖書株式會社發行)

22. 한문춘향전(漢文春香傳)

  편저 여규형(編著 呂圭亨)

23. 광한루기(廣寒樓記)

  편저 수산선생(編著 水山先生)

  1922年 남원군청발행(南原郡廳發行)

24. 현토한문춘향전(懸吐漢文春香傳)

  편자 유철진(編者 兪喆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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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7年 20日 동창서옥발행(東昌書屋發行)

25. 춘몽록(春夢綠)

  일명 한시춤향가(一名 漢詩春香歌)

  편저 이능화(編著 李能和)

  1929年 11月 1日 간행(刊行)

※ 이상 박헌봉 수집자료 참조(以上 朴憲鳳氏 蒐集資料 參照)

이렇게 다채(多彩)로운 이본(異本)은 고금(古今)에 그 유례(類例)가 없으며 자연이 터

전에서 판소리 춘향가(春香歌)의 거창(巨唱)도 많이 배출(輩出)되었든 것이다.

이에 다시 춘향가(春香歌)판소리의 각창계보(各唱系譜)를 상고 하여 보면 다음과 같

다.

  춘향가 명창 계보(春香歌 名唱 系譜)

지난번 문교부(文敎部)에서 판소리 춘향가(春香歌)를 중요 무형 문화재지정자료(重要 

無形 文化財指定資料)로 녹음(錄音)하게 되었을 때 그 위원(委員)의 필자(筆者)는 이 계

보(系譜)에 따라 그 정통(正統)을 계승(繼承)하고 있는 현존 명창(現存 名唱)을 선택 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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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가 명창 계보(春香歌 名唱 系譜)

다만 예산상 인원(豫算上 人員)이 제한(制限)되어 많은 명창(名唱)들이 참여(參與)하

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遺憾)으로 여기면서 녹음(錄音)된 곡목(曲目)과 목차(目次)를 

소개(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1. 광한루(廣寒樓)나가는데-----------------------김연수(金演洙)

2. 적성(赤城)아침날----------------------------김소희(金素姬)

3. 책방(冊房)의 천자(千字)풀이-------------------김연수(金演洙)

4. 사랑가(歌)----------------------------------김여란(金女爛)

             ----------------------------------박록주(朴綠珠)

5. 이별가(離別歌)-------------------------------김여란(金女爛)

6. 오리정이별(五里情離別)------------------------김소희(金素姬)

7. 신연(新筵)마지-------------------------------김여란(金女爛)

8. 기생점고(妓生點考)----------------------------박록주(朴綠珠)

9. 군노사령(軍奴使令)과 행수기생(行首妓生)----------박록주(朴綠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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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옥중가(獄中歌)와 몽중가(夢中歌)----------------김여란(金女爛)

11., 과저장면(科擧場面)--------------------------김연수(金演秀 )

12. 방자(房子)편지가져가는데---------------------정광수(丁珖洙)

13. 만복사(萬福寺)와 춘향해몽(春香解夢)------------김연수(金演洙)

14. 농부가(農夫歌)------------------------------김연주(金演洙)

                 ------------------------------박녹수(朴綠珠)

                 ------------------------------박초월(朴初月)

15. 박석고개-----------------------------------박초월(朴初月)

16. 춘향모(春香母)와 어사상봉(御使相逢)------------김연주(金演珠)

                                      ------------박초월(朴初月)

17. 옥중상봉(獄中相逢)---------------------------박초월(朴初月)

18. 부사생일(府使生日)잔치와 어사출도(御使出道)-----김연주(金演珠)

19. 춘향모(春香母)춤추고 들어오느데---------------김여란(金女爛)

                 고수(鼓手)에                       김재선(金在先)

                                                    이정업(李正業)

                                                    김득수(金得洙)

이분들이 선택한 곡목(曲目)은 되도록 옛 명창(名唱)에서 계승(繼承)받은 더듬을 되살

리려는데 그 주안을 둔 것이다.

끝으로 언젠가 기산 박헌봉씨 비장(岐山 朴憲鳳氏 秘藏)의 춘향전진본 순한문체(春香

傳珍本 純漢文體)를 얻어 보았더니 항용 금준미주 천인혈 옥반 가효만성고(金樽美酒 千

人血 玉盤 街肴萬姓膏)가 이 책(冊)에서는 첨진미주 천인혈 통구가효 만성고(沾唇美酒 

千人血 通口街肴 萬姓膏)라 써 있었다. 처음에는 이것은 몹시 기이(奇異)하게 보 으나 

만일 금준(萬一 金樽)과 옥반(玉盤)이 지존(至尊)에게만 붙이는 말이라면 확실(確實)히 

새로운 견득(見得)이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필자 국악평론가(筆者 國樂評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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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고분(百濟 古墳)

백제(百濟)는 4세기중엽(世紀中葉)부터 475年까지 한강 하류역(漢江 下流域)의 한성 

즉 현재(漢城 卽 現在)의 경기도 광주군부근(京畿道 廣州郡附近)에 도읍(都邑)하 지

만 북방(北方)의 고구려(高句麗)의 압박(壓迫)을 받아 475∼538의 63年間은 웅진(熊

津) 卽, 現 충청남도 공주(忠淸南道 公州)에 옮기고 더욱 539∼660의 122年間은 사비

(泗沘) 즉 현 충청남도 부여(卽 現 忠淸南道 扶餘)에 옮겼다가 멸망(滅亡)하 다. 따라

서 백제(百濟)의 유적(遺蹟)이라고 보여지는 고분(古墳)도 이 3개소(個所)에 더욱 많다 

광주부근(光州附近)에 있는 고분(古墳)으로서는 한강좌안(漢江左岸)의 광주군중대면

(廣州郡中垈面), 우안(右岸)의 고양군독도면(高陽郡纛島面), 약간 상류(若干 上流)의 

여주군 주내면(驪州郡 州內面)에 산재(散在)된 것이 조사(調査)되었다. 석총(石塚)과 

고분(古墳)이 있고 외형(外形)은 방형(方形), 주체구조(主體構造)는 목실(木室) 또는 

석실(石室)이다. 부장품(副葬品)은 여주군 주내면 매룡리 제2호분 석실(驪州郡 州內面 

梅龍里 第二號墳 石室)의 관상상(棺床上)에 있었던 이식(耳飾)와 도자외(刀子外)에는 

별로 중요(重要)한 것이 없고 백제식(百濟式)의 도기감(陶器坩)이 있었을 뿐이다.

공주(公州)에 있어서의 고분군(古墳群)  주(主)로 금강 남안(錦江 南岸)로부터 부여

(扶餘)에 통(通)하는 가도좌우 일대(街道左右 一帶)의 산구(山丘)에 군집(群集)하여 있

지만 공주읍 서북(公州邑 西北)의 구릉남면(丘陵南面)에 있는 공주송산리 고분(公州宋

山里 古墳)이 특(特)히 저명(著名)하다. 횡혈식 석실분(橫穴式 石室墳)을 주(主)로 하

지만 벽면(壁面)에 칠식(漆喰)을 바르고 바닥에 전(塼)을 깔고 기다란 배수구(排水溝)

를 전방(前方)에 만든 특이(特異)한 구조외(構造外)에 사벽(四壁)의 점토상(粘土上)에 

그려진 사신도(四神圖)가 있으므로서 저명(著名)하다.

부여부근(扶餘附近)의 고분중(古墳中) 가장 알려져 있는 것은 부여능산리고분군(扶

餘陵山里古墳郡)이다. 부여동방약사(扶餘東方) 약(約) 4㎞의 구릉남면중복(丘陵南面中

復)에 병립(並立)하고 第2號墳은 석실(石室)의 4벽(壁)에 사신도(四神圖), 천장석(天井

石)에 연화운물(蓮華雲文)을 채색(彩色)으로 그려졌고 사신도(四神圖)는 박락(剝落)하

여 백호두부이외(白虎頭部以外)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정(天井)의 그림은 선명(鮮明)하

게 남아 있다. 부여(扶餘)를 중심(中心)으로 한 백제(百濟)의 고분군(古墳群)은 릉산리

고분군(陵山里古墳郡0이 가장 현저(顯著)하지만 규모(規模)가 적은 것은 부여주변일대

(扶餘周邊一帶)에서 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가 횡혈식 석실분(橫穴式 石室墳) 지만 

요도(요도)가 짧은 장방형(長方形)의 현실(玄室)의 구조(構造)는 공주 광주(公州 廣州)

의 고분군(古墳群)과 다르다 모두가 학술조사 이전(學術調査 以前)에 도굴(盜掘) 되었

지만 능산리중상총동동군(陵山里中上塚同東群) 第3號墳 등(等)에서 발견(發見)한 투조

금동식금구(透彫金銅飾金具)는 시대(時代)의 특색(特色)을 잘 발휘(發揮)한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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