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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근대이행기에서 현대에 걸쳐 형성된 ‘春香敍事’ 62종을 연구 대
상으로 삼아, 이들 텍스트를 ‘近代移行期 妓生系 春香敍事’‧‘近代移行期 非
妓生系 春香敍事’‧‘近代 春香敍事’‧‘現代 春香敍事’로 범주화하고, 춘향서사
의 각 범주에 나타난 춘향 형상의 특징과 춘향 형상에 내재된 의미를 살
펴 춘향서사의 轉變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는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
정하나,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脫妓生化를 주도하는 춘향서사이
다. 기생계 춘향서사는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적대하는 춘향의 ‘問題的 
個人’으로서의 성격을 전면화한다. 춘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부
정하고 사랑을 이루며 관습적 세계에 대해 이질성을 보인다. 춘향은 사랑
과 신의를 지키겠다는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烈관념을 형성한다. 이에 춘
향의 열행은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로서,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 
및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축소된다. 춘향은 규
범적 여성에 동화되는 방법을 통해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고, 관습적 
세계의 인물들과 갈등을 완화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이 부계 중심으로 규정되
어 기생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월매가 춘향의 탈기생화를 주도하는 춘향
서사이다. 춘향은 월매에 대해 수동적인 인물이 되어 독자성을 축소한다. 
또한 서사에 천상계가 개입되어 춘향은 예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규범을 학습하여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
서의 열관념을 형성하고 열행을 실천하여,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여성이 
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와의 이질성 및 적대감을 
축소하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약화한다.

‘근대 춘향서사’는 신분제를 後景化하고 춘향의 저항을 애정 성취를 위
한 사적인 일로 형상화한다. 이에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근대이행기 춘향



서사가 지니고 있던 현실에 대한 저항성이 탈각된다. 춘향은 문제적 개인
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이도령 및 월매에 순종하는 타자화된 여성이 
된다.

‘현대 춘향서사’는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해체한다. 탈선춘향전과 ｢
춘향뎐｣은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나, 이
외의 텍스트는 춘향을 종속적인 인물로 형상화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이도령이 춘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월매의 속물성이 고착화되는 
전변이 발생한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춘향서사의 전변을 야기한 핵심 因素를 
‘사랑의 의미’, ‘여성의 주체성’,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 ‘불의에 대한 저
항’, ‘당대성의 문제’로 도출하고, 핵심 인소의 전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
였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춘향 사랑의 의미가 사회적 문제로 확
장되었으나,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 개인의 문제로 왜소화된다. 근대
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신분을 부정하고 탈기생화를 추구하는 
특수하고 문제적인 피지배층 주체였으나,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의 춘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 조선후기 사회의 보
편적이고 일반적인 여성 주체로 확장된다. 피지배층 춘향이 불의한 지배
권력에 전면적으로 저항한다는 춘향서사의 전복적 성격은 근대이행기 기
생계 춘향서사에 뚜렷이 나타나며 이후의 춘향서사에서는 약화된다. 춘향
서사에 반영된 당대성은 전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주요어: 춘향, 春香敍事, 춘향서사의 轉變, 기생계 춘향서사, 비기생계 
춘향서사, 근대 춘향서사, 현대 춘향서사, 문제적 개인, 身分, 脫妓生化, 
當代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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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 연구 목적

본고는 근대이행기(近代移行期)에서 근대(近代)를 거쳐 현대(現代)에 
이르기까지 ‘춘향서사’(春香敍事)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 춘향서사의 전변(轉變)에 내포된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춘향서사’는 춘향을 서사화(敍事化)하며 문자로 기록된 모든 장르의 문
학을 총칭하기 위해 본고가 고안한 용어이다. 또한 ‘춘향서사’는 각 텍스
트가 춘향을 어떠한 인물로 서사화하는가, 춘향을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적 연관성 및 서사적 완결성이 고려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
고 춘향서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용어이기도 하다. 춘향서
사에는 근대이행기의 장르인 판소리 사설 ‘춘향가’(春香歌)와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春香傳) 및 서사한시(敍事漢詩) ‘춘향가’ 등이 포함된다. 근
현대의 장르로는 소설 ‘춘향전’과 희곡 ‘춘향전’ 등이 춘향서사에 포함된
다. 이들 텍스트는 대부분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이별’, ‘춘향과 신관 
사또의 대결’, ‘어사가 되어 온 이도령에 의한 대결의 해결’이라는 춘향서
사의 기본 구도를 바탕으로 한다.1)

근대이행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춘향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서정시
와 민요 등이 여러 편 창작되었고, 영화나 TV드라마, 음악극 등의 장르
를 통해 춘향을 서사화한 작품 역시 여러 편 존재하나, 본고는 문자로 기
록된 서사문학으로 ‘춘향서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는 문자로 기록된 서사문학의 형태로만 현전하고 있기에, 근대이
행기 춘향서사와 근현대 춘향서사를 균형 있게 조망하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을 문자로 기록된 춘향서사 텍스트로 한정한다. 

이에 본고는 근대이행기인 1754년에 창작된 ｢가사 춘향가 이백구｣(歌詞
春香歌二百句, 이하 만화본 ｢춘향가｣로 칭함)에서 현대인 2005년에 창작된 
1)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에 대해서는 조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계명논

총 7, 계명대학, 1970), 29면이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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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고사(南原古詞)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까지 춘향서
사 62종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62종의 춘향서사를 창작 시기에 따
라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근대 춘향서사’, ‘현대 춘향서사’로 범주화하고, 
춘향서사의 전개에 나타난 통시적(通時的) 전변의 양상과 각각의 범주 안
에서 나타난 공시적(共時的) 변모의 양상을 함께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2)

여러 종의 춘향서사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춘향서사의 전모(全
貌) 및 변모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있어 왔다. 
조윤제는 일찍이 경판 춘향전, 완판 열녀춘향수절가, 옥중화(獄中
花) 등을 포함한 20여 종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춘향서사의 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3) 이 연구는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는 물론 1930년대에 등장
한 춘향서사 텍스트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변모의 과정을 논의하
였던바, 춘향서사를 동태적(動態的) 문학으로 파악하는 관점을 보여준다. 
조윤제는 춘향서사 변모의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하여 제1기는 경판 춘
향전에서 완판 열녀춘향수절가로 발달하여 가는 시기로, 제2기는 완판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옥중화 등장 이전의 시기로, 제3기는 옥중화
등장 이후의 시기로 보았다. 춘향서사를 경판 계열(京板系列)․완판 계열
(完板系列)․옥중화 계열로 삼분(三分)하는 구도는 오늘날의 연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4) 김동욱은 만화본 ｢춘향가｣에서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수절가까지 20여 종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대상으로 이본 연구
를 진행하였다.5) 현전 최고(最古)의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가 연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만화본 ｢춘향가｣ 이후 춘향서사의 전변을 고찰할 
2) 연구 대상 텍스트의 선정과 연구 대상의 범주 구분에 대해서는 2절에서 상론한다.
3) 조윤제, ｢춘향전 이본고(1)｣, 진단학보 11, 진단학회, 1939; 조윤제, ｢춘향전 이

본고(2)｣, 진단학보 12, 진단학회, 1940.
4) 예를 들어 차충환, ｢국문필사본 <춘향전>의 계열과 성격｣(판소리연구 18, 판

소리학회, 2007)에서는 국문필사본 춘향전 51종을 경판 계열과 완판 계열 및 
경판과 완판의 혼합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지영, ｢춘향전 ‘신관 도임 대목’의 
변이 양상 고찰｣(판소리연구 37, 판소리학회, 2014)에서는 춘향서사를 경판 계
열과 완판 계열로 구분하고 경판 계열은 독서물로 정착한 춘향서사로, 완판 계열
은 연행되던 판소리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춘향서사로 이해하는 시각을 
보여준다. 

5) 김동욱, ｢춘향전 이본고｣, 증보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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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기가 이 연구를 통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춘향서사를 계열화하여 그 변모 양상을 살피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되었

다. 설성경은 만화본 ｢춘향가｣에서 현대의 뮤지컬 <대춘향전>까지 60여 
종의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춘향서사를 남원고사계‧별춘향전계‧옥
중화계로 분류하고 각 계통에 속하는 텍스트 간의 선후관계와 변모 양상
에 대해 논하였다.6) 그러나 연구 대상에는 동종의 춘향서사 이본이 여러 
편 포함되어 있고, 연구 방법에 있어서도 춘향서사를 구성하는 주요 에피
소드의 화소 및 행문(行文)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계열화를 시도하였
다. 김석배는 만화본 ｢춘향가｣에서 정광수 창본 ｢춘향가｣까지 57종의 춘
향서사를 남원고사계‧경판본계‧완판본계로 분류하고, 각 계통 안에서의 변
모 양상을 살폈다.7) 김석배 역시 특정 에피소드의 삽입 유무와 특정 에
피소드의 변모 양상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춘향서사를 분류하고 있으
며, 옥중화 이후 새로이 등장한 춘향서사는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
았다.8) 

설성경과 김석배의 연구는 춘향서사를 에피소드의 집합체, 즉 독자적 
성격을 가진 부분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시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러나 
춘향서사를 내적 연관성 및 서사적 완결성을 고려하며 춘향을 서사화한 
텍스트로 이해하려는 본고의 시각에서 볼 때, 에피소드 비교를 통해 분류
한 춘향서사의 계열은 각 계열의 텍스트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서사화하고 있는지, 또 춘향의 서사화 양상에 계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를 드러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춘향서사의 후대적 변모에 관한 일련의 연구는 특정 텍스트를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만화본 ｢춘향가｣가 발굴되기 이전, 김태준은 신재효
(申在孝)의 ｢남창 춘향가｣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연구 대상
6) 설성경, 춘향전의 형성과 계통, 정음사, 1986.
7) 김석배, ｢춘향전 이본의 생성과 변모 양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8) 김석배의 연구 대상에는 1977년에 간행된 성우향 창본 ｢춘향가｣ 및 1986년에 간

행된 정광수 창본 ｢춘향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의 ｢춘향가｣는 스승에게서 
전수받은 <춘향가>를 그대로 전승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춘향서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텍스트라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김석배의 연구 역시 만화본 ｢춘향가｣에서 
옥중화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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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아, 기녀로서 인격을 주장하는 춘향을 인간평등을 희구하는 민중
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춘향서사를 조선후기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의 서사
라 논하였다.9) 그러나 만화본 ｢춘향가｣를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김동
욱은 춘향의 신분을 중심으로 춘향서사의 변모를 논하여,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된 텍스트가 춘향의 신분이 기생이 아닌 것으로 설정된 텍
스트에 비해 선행한다고 주장하였다.10) 김동욱은 춘향의 신분을 성천총
(成千總)의 서녀(庶女)로 격상시켜 아전 신재효의 신분 상승 의식과 양반 
지향 의식을 반영한 ｢남창 춘향가｣가 등장하고, 춘향의 신분을 성참판(成
參判)의 서녀로 더욱 격상시킨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등장함
으로써 춘향서사를 ‘기생계’(妓生系)와 ‘비기생계’(非妓生系)로 양분(兩
分)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11) 이 연구에 따라 김태준이 주요 연구
의 대상으로 삼았던 두 텍스트는 비교적 후대에 등장하여 변모된 양상을 
보여주는 춘향서사임이 확인되었다.

이후 김흥규는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를 규범적 당위에 충실한 인간으
로 춘향을 형상화하며 양반적 취향에 부합하도록 개작한 춘향서사라 논하
였다.12) 이는 ｢남창 춘향가｣의 등장을 판소리가 지닌 반중세적(反中世
的) 성격과 현실 세계에 대한 이해의 퇴보로 해석한 것이다. 김흥규는 이
러한 변모가 추동된 원인을 양반층의 요구를 배경으로 한 아전 신재효의 
상층 문화 지향 의식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김흥규의 논의는 ｢남창 춘향
가｣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적 특징을 보여주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신재효는 실제 양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판소리 공연을 주관하였으나, 다수의 대중 독자를 상정하고 
방각본으로 간행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양반의 취향에 부합
하고자 개작한 춘향서사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김흥규의 논의는 춘향서
사의 후대적 변모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9)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10) 김동욱, 증보 춘향전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6, 74~81면 참조.
11) 김동욱, ｢해설｣, 김동욱 외, 춘향전사본선집 1, 명지대학교 국학자료 간행위원

회, 1977.
12) 김흥규, ｢신재효 개작 춘향가의 판소리사적 위치｣, 한국학보 4권 1호, 일지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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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서사의 후대적 변모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는 김종철에 의해 
시도되었다. 김종철은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수절가, 은세계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이래 춘향서사는 춘향을 이상
화(理想化)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다고 논하였다.13) 또한 이와 같은 변
모는 판소리의 연행기반이 중간층을 토대로 하여 시민층(市民層)으로 이
동하고, 시민층의 의식이 판소리에 반영된 데서 추동되었다고 보았다. 김
종철의 연구는 서구 시민사회의 발전과 예술에 대한 아르놀트 하우저
(Arnold Hauser)의 논의를 조선후기 사회에 그대로 대입하고 있다는 점
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황혜진은 근현대에 창작된 춘
향서사인 옥중화, 일설 춘향전, ｢춘향뎐｣을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와의 비교를 통해, 작가의식이 반영된 개작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논
의하였다.14) 이 연구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작가 개인의 의
식이 반영된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구 시각의 균형성을 확보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춘향서사의 변모에 대한 연구는 연행(演行)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15) 텍스트의 서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16)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과 춘향서사의 주제를 중심으로 춘향서사
의 변모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가 답보된 상황에서 역사학자 오수창이 
춘향서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를 제출하였다.17) 오수창의 연
구는 만화본 ｢춘향가｣에서 일설 춘향전까지 14종의 춘향서사를 대상으
로 하여, 이들 텍스트에 형상화된 배경이 실제 조선후기 역사의 현장에 
부합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문학을 사료(史料)에 가깝게 
해석하려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문학은 사실(史實)이 아니라 현실의 반영

13) 김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4)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15) 김진선, ｢<춘향가> 창본의 유형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송미

경, ｢춘향가 소리 대목 및 더늠의 전승 양상과 판소리사적 의미｣,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5.

16) 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이옥성, ｢판소리계 소설의 사본과 간행본에 대한 서지적 연구: 춘향전, 심청
전, 토끼전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 오수창, 춘향전, 역사학자의 토론과 해석, 그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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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映)이라는 점을 간과하여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 간에
는 차이가 없다는 등의 다소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춘향서사의 변모를 고찰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춘향서사를 에피소드의 집합체로 보는 연구 방법을 택하거나, 특
정 텍스트를 중심으로 도출한 결론을 춘향서사 전변의 일반적인 양상으로 
이해하였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적으로 춘향
서사 전변의 방향을 ‘경판→완판→옥중화’, 또는 ‘기생계’→‘비기생계’라
는 단선적 구도로 이해하고자 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집중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는 춘향서사의 전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고는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여 1754년에 등장한 만화본 ｢춘향가｣에서 
2005년에 간행된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까지 
총 62종의 춘향서사를 검토한다. 62종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근대이행기
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춘향서사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전변
하여 왔는지 그 양상을 살피는 것이 본고의 1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본고
가 고찰하고자 하는 바는 비단 춘향서사의 통시적 전변 양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근대이행기․근대․현대라는 각각의 시기적 범주 안에서 춘향서사가 
어떻게 공시적으로 변모하고 있는가를 통시적 전변 양상과 더불어 살피는 
것이 본고의 또 다른 목표이다. 춘향서사의 통시적 전변과 공시적 변모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춘향서사가 근대이행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外延)을 어떠한 양상으로 확장하여 왔는가를 검토하고, 춘향서사라
는 외연 안에서 각각의 텍스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분화(分化)되어 갔는가
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살피기 위해 춘향서사의 서지적 또는 
형태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 춘향의 서사화에 나타난 춘향이라는 인물의 
변모 양상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에는 
춘향서사에 대한 작자와 향유자의 인식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춘향
서사의 전변 과정 속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의 변모는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의 변모, 춘향과 주변 인물의 관계의 변모, 춘향의 열(烈)의 성격
의 변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춘향이라는 인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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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개인’(問題的個人)으로서의 성격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변모하고 있
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춘향서사의 외연 확장에 내포된 춘향서사의 질
적인 의미의 변화를 구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춘향
서사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근대이행기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
기까지 변모를 거듭하며, 그 외연은 물론 내포된 의미를 확장해 가는 동
태적 텍스트라는 점이 보다 분명하게 구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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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본고는 근대이행기에서 현대에 걸쳐 형성된 춘향서사 62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만화본 ｢춘향가｣에서 이선
유 창본 ｢춘향가｣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근대 춘향서사는 옥중화
에서 ｢희곡 춘향전｣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현대 춘향서사는 탈
선춘향전에서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시기 구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1754년에 창작되어 현전 최고(最古)의 춘향서
사인 만화본 ｢춘향가｣를 상한으로 하며, 1933년에 간행된 이선유 창본 ｢
춘향가｣를 그 하한으로 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경우 작자와 창작시
기를 획정할 수 없는 텍스트가 대부분이므로, 작자 또는 창작 시기가 밝
혀진 텍스트를 우선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한 방각본이나 세
책본 등 다수의 독자를 상정하고 형성되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
단되는 텍스트 및 여타의 춘향서사에 대한 대타적(對他的) 의식을 명시적
으로 보여주는 텍스트,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 유의할
만한 변모의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의 대상을 선정한
다.

본고가 근대 춘향서사의 상한으로 규정한 옥중화 이후에 형성된 춘향
서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의 면모를 보여주는 경
우, 이들 텍스트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로 분류한다. 따라서 1913년에 필
사된 사재동 소장 51장본 춘향전, 1915년에 필사된 성춘향가, 1920
년에 간행된 경판 16장본 춘향전 등은 옥중화 등장 이후에 형성된 
춘향서사이지만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속한다. 또한 본고는 1932년에 
필사된 백성환 창본 춘향가와 1933년에 간행된 이선유 창본 ｢춘향가｣ 
역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로 분류한다. 백성환은 고종(高宗)과 순종(純
宗) 대에 활동한 김창환(金昌煥, 1855~1937)에게 <춘향가>를 배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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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승하였고,18) 이선유(李善有, 1873~1949)는 10여 세부터 판소리를 
공부하여 고종 말엽부터 활동하였으므로,19) 두 명창의 ｢춘향가｣는 1930
년대 초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면모를 보여준다.

‘근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근대이행기의 사회
제도인 신분제를 후경화(後景化)하고 춘향의 저항을 애정 성취를 위한 사
사(私事)로 형상화하여, 근대이행기 춘향서사가 지니고 있었던 역사적 현
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탈각하는 등 춘향서사의 근대적 변모 양
상을 뚜렷이 보여주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에 춘향서사의 근대적 변모 
양상을 최초로 보여주는 옥중화의 등장을 근대 춘향서사의 기점(起點)
으로 삼는다. 따라서 1912년에 창작된 옥중화를 근대 춘향서사의 상한
으로 하며, 1936년에 창작된 ｢희곡 춘향전｣을 근대 춘향서사의 하한으로 
삼는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서사의 
근대적 변모 양상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신문을 통해 연재되거나 활자본
으로 간행되어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확립되어 근대 춘향서사에
서도 유지되어 오던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변형(變形) 또는 해체(解體)
하고, 춘향이라는 인물과 주변인물의 성격에도 변모가 나타나 춘향서사의 
해체적 양상을 보여주는 서사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에 춘향서사의 현대
적 변모 양상을 최초로 보여주는 탈선춘향전의 등장을 현대 춘향서사의 
기점으로 삼는다. 따라서 1951년에 창작된 탈선춘향전을 현대 춘향서
사의 상한으로 하고, 2005년에 간행된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
와 한 개의 주석｣을 현대 춘향서사의 하한으로 삼는다.

한편 근현대에 춘향서사는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극, TV드라마 
등 다양한 양식을 통해 향유된다. 그러나 본고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문자로 기록된 서사문학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는바, 근대이행기 

18)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147면 참조. 김창환은 1880년대 초반 
신재효에게 판소리 지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석배, ｢김창환제 춘향가 
연구｣, 춘향전의 지평과 미학, 박이정, 2010, 157~188면 참조) 따라서 백성환 
창본 춘향가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인 신재효와 김창환의 <춘향가>를 전승하
고 있다.

19) 최난경, ｢이선유 명창론｣, 한국음악연구 30, 한국국악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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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서사 연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현대 춘향서사 역시 서사문학의 
형식으로 창작된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대에 연행의 방
식으로 향유되는 판소리 <춘향가>의 경우 창본이 다수 존재하나, 현대의 
판소리는 대개 근대이행기에서 근대에 걸쳐 확립된 판소리 사설을 전승하
는 경향이 뚜렷하여 근대이행기 및 근대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유의할만
한 변모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춘향서사의 전개에 나타나는 변모 양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본고의 논의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
단되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한 텍스트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51종

⁃ 만화본 ｢春香歌｣(유진한, 1754년 作, 晩華集)
⁃ ｢春香新說｣(목태림, 1804년 作, 唱樂大綱)
⁃ ｢廣寒樓樂府｣(윤달선, 1852년 作, 규장각 소장) 
⁃ 남원고사(1864년~1869년 필사, 春香傳寫本選集 1)
⁃ 동양문고본 춘향전(1900년~1924년 필사, 춘향전전집 5)
⁃ 상산본 춘향전(1902년 필사, 춘향전전집 6)
⁃ 동경대본 춘향전(1907년 필사, 춘향전전집 6)
⁃ 도남문고본 춘향전(춘향전전집 6)
⁃ 고본 춘향전(최남선, 신문관, 1913)
⁃ 경판 35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4)
⁃ 경판 30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4)
⁃ 경판 23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4)
⁃ 경판 16장본 춘향전(한남서림, 1920, 국립중앙도서관 이미지 파일)
⁃ 완판 26장본 별춘향전(1908년 간행, 춘향전전집 4)
⁃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춘향전전집 4)
⁃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1906년 간행, 춘향전전집 4)
⁃ ｢동창 춘향가｣(신재효, 1867년~1873년 作 추정, 신재효 판소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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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1896년 필사, 춘향전전집 8)
⁃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유양근, 1897년 作, 국립

중앙도서관 이미지 파일)
⁃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1906년 필사, 춘향전전집

10)
⁃ 박순호 소장 59장본 춘향전(1907년 필사, 춘향전전집 10)
⁃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1909년 필사, 국회도서관 이미지 파

일)
⁃ 사재동 소장 87장본 춘향전(1909년 필사, 춘향전전집 8)
⁃ 사재동 소장 68장본 춘향전(1911년 필사, 춘향전전집 8)
⁃ 김종철 소장 56장본 춘향전(1911년 필사, 춘향전전집 14)
⁃ 사재동 소장 51장본 춘향전(1913년 필사, 춘향전전집 8)
⁃ 春香傳(여규형, 1915년 作, 국립중앙도서관 이미지 파일)
⁃ 성춘향가(1915년 필사, 춘향전전집 14)
⁃ 사재동 소장 70장본 별춘향전(1919년 필사, 춘향전전집 8)
⁃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춘향전전집 14)
⁃ 고려대 도서관 소장 54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12)
⁃ 이고본 춘향전(李明善 舊藏 춘향전)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열녀춘향수절가(춘향전전집 12)
⁃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7)
⁃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7)
⁃ 사재동 소장 낙장 56장본 별춘향전(춘향전전집 8)
⁃ 박순호 소장 69장본 별춘향전(춘향전전집 9)
⁃ 박순호 소장 55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10)
⁃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10)
⁃ 廣寒樓記(水山, 숭실대 소장)
⁃ 益夫傳(류탁일 소장본)

⁃ ｢남창 춘향가｣(신재효, 1867년~1873년 作 추정, 신재효 판소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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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1906년~1911년 간행 추정, 춘향전

전집 4)
⁃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1911년 필사, 춘향전전집 7)
⁃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1914년 필사, 춘향전전집 1)
⁃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1917년 필사, 춘향전전집 1)
⁃ 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춘향전전집 10)
⁃ 장자백 창본 춘향가(춘향전전집 1)
⁃ 박기홍 창본 춘향가(1912년 改粧, 춘향전사본선집 1)
⁃ 백성환 창본 춘향가(1932년 필사, 춘향전전집 2)
⁃ 이선유 창본 ｢춘향가｣(1933년 간행, 춘향전전집 2)

근대 춘향서사 6종

⁃ ｢獄中花｣(이해조, 매일신보, 1912.1.1~1912.3.16 연재)
⁃ 우리들전(심상태, 신명서림, 1924)
⁃ ｢일설 춘향전｣(이광수, 동아일보, 1925.9.30~1926.1.3 연재)
⁃ 오작교(회동서관, 1927)
⁃ 도상 옥중화(세창서관, 1932)
⁃ ｢희곡 춘향전｣(유치진, 조선일보, 1936.2.1~1936.4.15 연재)

현대 춘향서사 5종
 
⁃ 脫線春香傳(이주홍, 남광문화사, 1951)
⁃ ｢춘향뎐｣(최인훈, 창작과비평 1967년 여름호, 창작과비평사, 1967)
⁃ ｢옥중가｣(임철우, 금호문화, 1990)
⁃ 외설춘향전(김주영, 민음사, 1994)
⁃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김연수, 나는 유

령작가입니다, 창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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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서 언급하였듯 본고는 춘향의 서사화에 나타난 춘향이라는 인
물의 변모에 중점을 두고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
의 시각에서 보면 춘향서사의 각 텍스트에 춘향의 신분 문제가 어떻게 형
상화되고 있는가는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살피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춘향의 신분이 중요한 문제
라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자에 의해 강조되었다. 정하영은 고전소설에서 
등장인물의 신분은 독자에게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인간성을 분명히 이해
시키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 하에 춘향의 신분 문제
를 검토하여 춘향의 신분은 후기의 이본으로 갈수록 상승되어 춘향을 미
화(美化)하고 성화(聖化)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20) 한편 박희병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이 기생으로 설정된 것은 
봉건사회의 신분 구성에 있어 최하층의 신분인 기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민중의 요구와 이상을 보다 절실하게 대변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춘
향서사는 춘향의 신분에 조응하여 인물들의 관계나 갈등 및 서사 전개를 
이룩하므로 춘향의 신분과 각 작품의 세계관적 의미는 깊은 관련을 맺는
다고 보았다.21) 성현경 역시 춘향의 신분이 어떻게 변이(變異)하는가는 
춘향서사의 변모 과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하며, 춘향의 신분 문제는 
춘향서사의 각 작품에 나타난 세계관과 직결된다고 하였다.22) 

그러나 근래의 춘향서사 연구는 대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경판 계열
과 완판 계열로 구분하며 춘향서사의 서지적 특성을 중심으로 춘향서사를 
범주화하는 관점을 취한다. 춘향의 서사화에 나타난 춘향이라는 인물의 
변모 양상에 중점을 두는 연구의 시각에서 보면, 경판 계열과 완판 계열
이라는 분류 범주는 적절치 않다. 경판 춘향전은 춘향의 신분을 모두 
기생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춘향의 형상 역시 경판 춘향전이라는 범주 
안에서 유의미한 변모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완판 춘향서사에서는 춘
향의 신분 및 춘향의 형상이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완판 26장본 
20) 정하영, ｢<춘향전> 개작에 있어서 신분 문제｣,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3.
21)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과 지평, 알

렙, 2019, 416~417면.
22) 성현경, ｢춘향의 신분 변이과정 연구｣, 양포 이상택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

회,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上), 집문당, 1998, 417~4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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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춘향전 및 완판 29장본 별춘향전,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에서 춘향의 신분은 기생이지만,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춘향
의 신분은 양반의 딸로 규정된다. 신분의 설정에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춘향의 형상은 완판 춘향서사라는 범주 안에서 공통성을 갖지 못한다. 그
러므로 완판 계열이라는 범주는 춘향서사가 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
한 범주일 뿐,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과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범주가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특히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각 텍
스트에서 춘향 신분 문제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범주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기생 월매의 딸로 태어난 춘향은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에 따라 법제적으로는 천인(賤人)이자 기생이라는 신분에 속
한다. 대비정속(代婢定屬)이나 면천(免賤)과 같은 춘향의 신분 변동이 텍
스트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조선후기의 실정법에 비추어 볼 때 춘향이 대
비정속을 통해 법제적으로 양인(良人)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으로 기녀가 대비정속을 받아 양인이 된 경우가 
실재하기는 하였다. 숙종조에는 구휼정책의 일환으로 기녀가 면천되는 경
우도 있었다.23) 그러나 이는 임금의 명에 의한 매우 예외적인 신분 변동
이었다. 실제적으로는 양반층의 관리가 기녀를 작첩(作妾)하기 위해 불법
적으로 대비정속을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 기
생의 면천은 매우 드문 일이어서 관원이 기생을 소실로 삼은 경우에도 법
제적으로 면천을 시키기는 어려웠다. 현전하는 노비안(奴婢案)에 기생의 
면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24) 기생이 자신의 주도로 
대비정속을 하여 탈기생화(脫妓生化)를 도모하는 것은 ‘춘향서사’나 삼
선기(三仙記)와 같은 문학 작품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25)

23)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43~44면.
24) 박영민, ｢‘妓生案’을 통해 본 조선후기 기생의 公的 삶과 신분 변화｣, 대동문화

연구 7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246~249면.
25) 조광국, 앞의 책,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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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가 춘향의 대비정속이나 면천을 인
정하지 않고 춘향을 기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상의 현실을 반영한 결
과이다. 즉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법제적 신분이 기생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주변인물의 인식과 춘향의 탈기생화 양상은 일률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차이를 보인다. 춘향 이외의 등장인물 모두가 춘향을 기생으로 규정하고 
춘향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는 텍스트가 있는 반면, 춘향 이
외의 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텍스트가 있다. 
대비정속이나 면천과 같은 춘향의 신분 변동이 명시된 텍스트가 있고 그
렇지 않은 텍스트가 있으며, 춘향의 신분 변동 시점 또한 텍스트 별로 차
이를 보인다. 

주변인물의 춘향 신분에 대한 인식은 대개 춘향의 모친 월매가 춘향의 
신분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춘향의 신분 변동 
양상은 신관 사또가 기생점고를 하는 장면에서 호장(戶長)과 같은 관속이 
춘향의 신분을 어떻게 언급하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개별 텍스트에서 주변인물의 춘향 
신분에 대한 인식과 춘향의 신분 및 그 변동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를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텍 스 트 주변인물의 
춘향 신분 인식

춘향의 신분 및
신분 변동

1 만화본 ｢춘향가｣ 기생 이도령과 재회한 뒤 기
안에서 제명(除名)

2 남원고사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3 경판 35장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4 동양문고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5 상산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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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정속
6 동경대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7 도남문고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8 고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9 박순호 소장 55장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이별 후 
대비정속․면천

10 경판 30장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1 경판 23장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2 경판 16장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3 완판 26장본 

별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4 이고본 춘향전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5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기생 이도령과 결연 후 

대비정속
16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 기생 십 세 넘어 면천

17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 기생 십 세 넘어 면천

18 사재동 소장 87장본 
춘향전 기생 십 세 전에 대비정속

19 사재동 소장 70장본 
춘향전 기생 십 세 전에 대비정속

20 김종철 소장 56장본 
춘향전 기생 십 세 전에 대비정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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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한루기 기생 입안(入案)하지 않은 
기생

22 여규형 춘향전 기생 입안하지 않은 기생
23 박순호 소장 69장본 

춘향전 기생 입번하지 않은 기생

24 익부전 기생
향리의 딸

기역(妓役)을 행하지 
않는 기생

25 김동욱 소장 51장본 
춘향전 기생 제안(除案)된 기생

26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 기생 퇴기(退妓)

27 ｢춘향신설｣ 기생 신분 변동 없음
28 ｢광한루악부｣ 기생 신분 변동 없음
29 완판 29장본 

별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0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1 ｢동창 춘향가｣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2 고려대도서관 소장 

54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3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4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5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6 박순호 소장 59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열녀춘향수절
가

기생 신분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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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양상

위에 제시한 표를 바탕으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 신분의 
양상을 다음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38 사재동 소장 68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39 사재동 소장 51장본 
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40 사재동 소장 56장본 
별춘향전 기생 신분 변동 없음

41 성춘향가 기생 신분 변동 없음
42 ｢남창 춘향가｣ 성천총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3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성등사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4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5 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6 장자백 창본 춘향가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7 백성환 창본 춘향가 성등사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4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성참판의 딸 대비정속 없음

49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가 성부사의 딸 대비정속 없음

50 박기홍 창본 춘향가 재상의 딸 대비정속 없음
51 이선유 창본 춘향가 성등사또의 딸 대비정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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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유형

위에 제시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⑴~⑹의 유형에 속하는 춘향서사 
41종은 춘향의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는 텍스트이다. 
⑴의 유형에서는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과 재
회한 이도령이 춘향의 이름을 기안에서 제명해준다. ⑵~⑸의 유형에서는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기생으로서의 신분
을 부정하여 기역을 행하지 않거나 대비정속 등의 방법을 통해 신분 변동
을 도모한다. 각 유형에서 춘향이 독자적으로 신분 변동을 도모하였는가, 
또 춘향이 언제 신분 변동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서술은 차이를 보일지라
도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같으므로, 본고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유형 해당 텍스트 

⑴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이도령과 재회한 뒤 기역을 면한 경우 1

⑵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한 뒤 대비정속한 경우 2~9

⑶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한 뒤 대비정속한 경우 10~15

⑷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하기 전 대비정속한 경우 16~20

⑸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나 
춘향이 기역을 행하지 않는 경우 21~26

⑹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고
춘향의 신분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27~41

⑺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하기 전 대비정속한 경우 42~47

⑻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춘향의 신분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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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⑴~⑹의 유형에 속하는 41종의 텍스트를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
사’로 범주화한다.

반면 ⑺․⑻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에서는 춘향의 주변인물 가운데 특히 
모친인 월매가 춘향의 신분을 기생이 아닌 것으로 인식한다. 월매는 춘향
을 상층의 신분을 가진 특정한 남성의 딸로 규정하여 춘향의 신분을 부계
(父系) 중심으로 인식한다. 나아가 월매는 춘향이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
범을 학습하도록 주도하고, 춘향의 통혼(通婚)을 고민하며, 텍스트에 따
라서는 춘향의 대비정속을 주도하기도 한다. ⑺․⑻ 유형에 속하는 텍스트
에서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한 사람의 남성과 혼인할 여염의 여성, 즉 기
생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춘향의 탈기생화를 춘향보다 먼저 주도한다. 본
고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텍스트 10종을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
서사’로 범주화한다.

주지하듯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기생계’와 ‘비기생계’로 양분하는 구도
는 일찍이 김동욱이 제안한 것이다. 김동욱은 춘향이 성천총의 서녀로 설
정된 ｢남창 춘향가｣와 성참판의 서녀로 설정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를 비기생계 춘향서사로 규정하였다.26) 김동욱은 다만 춘향이 상층 
남성의 딸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춘향서사를 기생계와 비기
생계로 구분하였던바, ‘비기생계’라는 용어에는 춘향이 상층 남성의 서녀
로 설정된 계열이라는 의미만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김동욱은 비기생계 
춘향서사가 기생계 춘향서사보다 후대에 등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춘
향서사의 전변 과정에 있어 비기생계 춘향서사가 야기한 질적 변화에 대
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김동욱이 제안한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라는 용어를 차용하되, 용어의 개념을 재
규정하고자 한다. 

본고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과 주
변인물의 춘향 신분에 대한 인식 및 춘향의 탈기생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개념을 다시 규정한

26) 또한 김동욱은 기생계와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분수령은 갑오개혁(甲午改革) 전
후라고 하였으며, 서민의 신분 상승에 대한 의욕이 춘향의 신분 상승을 야기한 것
으로 보았다.(김동욱, ｢해설｣, 김동욱 외, 춘향전사본선집 1,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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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고에서 ‘기생계 춘향서사’는 모든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
로 규정하나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탈기생화를 주도하는 춘향서
사를 가리키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일부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부
계 중심으로 규정하여 기생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춘향의 탈기생화 과정
에 춘향의 모친 월매가 영향을 미치는 춘향서사를 가리킨다.27) 

이와 같이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개념을 재규정하면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살피는 데 상당히 유용한 범주로 활
용할 수 있다. 새로이 규정한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개
념에는 춘향서사의 주제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가 규정한 기생
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라는 개념을 통해서는 춘향이 신분에 대
한 자의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이 자유의
지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영향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 춘향
의 탈기생화 양상에 나타난 차이를 텍스트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춘향
의 탈기생화 양상에 나타난 차이를 살피면 춘향의 ‘열’(烈)이 텍스트에 
따라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까지 고찰할 수 있다. 즉 근
대이행기 춘향서사를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로 분류하는 
것은 춘향서사 주제의 전변을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범주화의 방법이다.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법제적 신분이 기생이라는 점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춘향이 성참판의 딸로 설정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
가에서도 춘향의 법제적 신분은 모친의 신분을 따라 기생이다.28) 그러
나 춘향서사의 주제는 춘향의 탈기생화에 있다. 춘향서사의 작자와 향유
자는 춘향이 기생의 신분을 부정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 관심
을 기울인다. 그러하기에 위에서 표를 통해 제시한 바와 같이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 속에서 춘향 신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변모하였던 것이
27) 만화본 ｢춘향가｣의 경우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인식한다는 점은 

자명하나, 이도령에 의해 춘향이 기안에서 제명됨으로써 춘향이 주도적으로 신분 
변동을 도모한 서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기생계 춘향서사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
여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춘향 스스로 탈기
생화를 도모한다. 이에 본고는 만화본 ｢춘향가｣를 기생계 춘향서사로 분류한다.

28) 성현경, 앞의 논문, 424면 및 조광국, ｢<춘향전> 완판 84장본의 작품적 가치｣, 
한국 문화와 기녀, 월인, 2004, 2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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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느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작자는 텍스트에 춘향의 대비정속이나 면

천과 같은 신분 변동을 적시하여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이 기생에서 
양인으로 바뀌었음을 보인다. 다시 말해 춘향서사에 나타난 대비정속이나 
면천은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러한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항거를 신분의 부
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대비정속과 같은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어느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작자는 춘향에게 부친의 존재를 설정
해주어 춘향의 신분 변동을 도모한다. 근대이행기의 기생은 신분제는 물
론 부권(父權) 중심의 사회, 즉 가부장제(家父長制)로부터 이중적으로 소
외된 계층이었다.29) 그러나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작자는 춘
향의 부친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활용하여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심으로 
규정하고, 춘향을 가부장제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식을 반영하며 
춘향서사의 질적 변환을 시도한 텍스트를 창작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에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전변하고 있음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핵심 주제가 춘향의 신분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 그리고 근
대이행기 춘향서사 전변의 동인(動因)이 춘향의 신분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점은 춘향서사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료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문학이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는 춘향의 신분 문제에 당대 사회의 신분제에 대한 인식을 투사하며 전변
해 간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반영과 대응
으로서의 문학인 것이다.

한편 1894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에 등장한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신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다. 본고에
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근대 춘향서사의 개별 텍스트에 춘향의 신분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29) 박애경, ｢기생-가부장제의 경계에 선 여성들｣, 여/성이론 4, 여성문화이론연구
소, 2001, 2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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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근대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양상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문제에 있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
사의 춘향 신분 설정을 답습한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가 창작된 때는 
이미 근대이행기의 제도인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이다. 그리하여 근대 춘
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은 서사 구성상의 배경에 가까워진다. 춘향의 신
분 문제가 당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
라서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지 않으며 근대
이행기 춘향서사가 지니고 있던 역사 현실에 대한 반영과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탈각한다.

다음으로 현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신분 양상을 제시한다.

텍스트 주변인물의
춘향 신분 인식

춘향의 신분 
및 신분 변동

1 탈선춘향전 성판서의 딸 기안에 착명하지 않음
2 ｢춘향뎐｣ 기생 신분 변동 없음

텍 스 트 주변인물의
춘향 신분 인식 춘향의 신분 및 신분 변동

1 옥중화 성참판의 딸 기안에 착명하지 않았으나
신관 사또 도임 후 입안

2 우리들전 성참판의 딸 기안에 착명하지 않음
3 일설 춘향전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면천
4 오작교 성참판의 딸 기안에 착명하지 않았으나

신관 사또 도임 후 입안
5 도상 옥중화 성참판의 딸 기안에 착명하지 않음
6 ｢희곡 춘향전｣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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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대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양상

현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대 춘향
서사는 텍스트에 따라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설정을 
취하기도 하고,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신분 설정을 취하기도 
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도 춘향의 신분 문제는 서사 구성상의 배경이 된
다.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항거 과정에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
은 항거의 주요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현대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문
제 역시 해체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고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 나타난 춘향이라는 인물의 변모 양상을 
살펴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에 내포된 의미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춘향이라는 인물을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할 것인가
의 문제가 제기된다. 본고는 모든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기생이라는 신분
을 벗어나기 위해 탈기생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춘향은 객관적 
세계가 부여한 신분을 벗어나려는 면모를 공통적으로 보여주는바, 본고는 
춘향을 ‘문제적 개인’(問題的個人)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한다. 

생득적 신분이 기생임에도 일반적인 기생의 삶을 거부한 춘향이라는 인
물이 문제적이라는 점은 이미 여러 선학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고을의 수
령이 기생의 딸을 능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normal]로 여겨지던 시대
에 이에 반항하고 당돌하게 기녀의 인격을 주장하며 정절을 내세운 춘향

3 ｢옥중가｣ 기생의 딸 신분 변동 없음
4 외설춘향전 성참판의 딸 이도령 만나기 전

대비정속
5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기생의 딸 이도령과 결연한 후 
대비정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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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정상적인[abnormal] 인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30) 천인 기생 춘향
이 한 남성을 선택하여 배우자로 삼고 정조를 지키며 해로하고자 한 것은 
평등한 개인의 자유의지(自由意志, free will)의 발현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였다.31)

춘향의 성격이 ‘abnormal’하며 당돌하다는 말과 춘향이 자유의지를 발
현하였다는 말은 모두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는 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기생 신분이지만 하나의 자존적(自尊的) 
인격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일부종사(一夫從死)하며 인간다운 삶
을 희구하는 춘향, 즉 탈기생화를 추구하는 기생 춘향은 바로 ‘문제적 개
인’이다.32)

서사의 주인공을 ‘문제적 개인’으로 파악하는 관점은 게오르그 루카치
(Georg Lukάcs, 1885~1971)가 주창한 것이다.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
을 문제적 개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언급되
었으나, 루카치의 이론에 의거하여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게오르그 루카치의 
논의를 바탕으로 춘향의 문제적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명하
고 춘향서사가 문제적 개인의 서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한다.

루카치는 ‘서사적 개인’(敍事的個人), 즉 소설의 주인공은 외부세계에 
대한 낯설음으로부터 생겨나며 따라서 자신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내면의 
독자성(獨自性)을 확립한다고 보았다.33) 또한 소설 주인공의 내면성은 
객관적인 세계의 관습과 간격을 형성하며, 이에 주인공과 객관적 세계는 
상호 이질감 및 적대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하였다.34) 이러한 서사적 개
인 가운데 특히 ‘문제적 개인’은 존재하는 세계의 현실과 존재해야만 하
는 당위적 이상 사이의 간극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인물을 
말한다. 그리고 소설의 진행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30) 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195~198면 참조.
31) 성현경, ｢춘향전론(1) -남원고사의 구조와 의미-｣,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393~401면 참조.
32) 박희병, 앞의 책, 420면 참조.
33) 게오르그 루카치(Georg Lukάcs), 반성완 역, 루카치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71~72면 참조.
34)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위의 책, 80~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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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제적 개인은 소설 속에서 명백한 자기인식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을 
한다.35)

주지하듯 루카치의 논의는 서구 근대 소설의 주인공을 설명하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근대 소설의 
형식으로 창작된 서사 텍스트가 아니기에 루카치의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
을 구명하는 데에 루카치의 ‘문제적 개인’이라는 개념을 원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춘향서사는 창작과 향유가 일어난 당대 조선사회의 
현실을 전면적으로 반영한 문학으로서 반영론적(反映論的)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소설의 주인공에 대한 이론
으로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구명할 수 있다면, 한국 문학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문제성이 더욱 선연히 드러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루카치의 문제적 개인에 관한 논의를 춘향이라는 인물에 적용해 보면,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강하게 부정함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질서에 대해 
적대적인 면모를 보인다. 또한 춘향은 신분제가 통용되는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자신의 이상, 즉 한 남성
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기생 아닌 인간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
해 이도령이라는 인물과 독자적으로 결연하고 신분제 사회의 지배권력에 
저항하며 자신을 확립해 나간다. 이처럼 춘향서사의 주인공 춘향이라는 
인물은 ‘문제적 개인’인 것이다.36)

본고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 속에
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모하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춘향 개인의 형상
은 물론 텍스트 내에서 춘향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물의 형상 및 춘향
과 주변인물의 관계에도 주목하는 연구 방법을 취한다. 서사 텍스트에서 
한 인물의 성격과 특질은 주변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35)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위의 책, 84~86면 참조.
36)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 역시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소설의 주인공은 

주인공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와 대립하기에 고독한 주관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하였
다.(프레드릭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역, 맑스주의와 형식, 창비, 2014, 210~211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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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신분 문제와 관련하여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발현되므로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한다. 근대 춘향서
사와 현대 춘향서사는 신분제 철폐 이후에 등장한 춘향서사로서, 춘향의 
신분 문제를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대등한 수준에서 다루지 않는다. 따
라서 근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가 근대이
행기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다.

본고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현대 춘향서사에 이르기까지 62종의 
텍스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근대이행기 춘향서사가 
51종에 달하여, 연구 대상 설정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 나타난 근현대 춘향서
사의 변모 양상과 의미를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의 비교 위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라도,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연구는 대개 특정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공통적 특질 및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공통적 특질은 충분히 구명되지 못하였
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연구 대상의 양적 확대를 통해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범주에 따른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명해 보고
자 한다.

본고는 춘향서사의 개별 텍스트를 가능한 수평적 위치에 두는 연구 방
법을 택한다. 춘향서사의 개별 텍스트 가운데는 여타 춘향서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텍스트가 있는 반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텍스트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춘향서사의 개별 텍스트를 기존의 춘향서사에 대한 해석으
로서 대등하게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텍스트를 수평
적 위치에 두고 고찰한다.

본고는 대부분 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작자가 
밝혀진 근현대 춘향서사까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근대이행기 춘향
서사는 작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텍스트 문면에 나타
난 춘향에 대한 인식과 춘향 형상의 변모를 중심으로 고찰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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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연구의 난점을 고려하여 본고는 작자가 밝혀진 근현대 춘향서
사 역시 텍스트 문면에 나타난 변모의 양상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이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근현대 춘향서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균형성을 확
보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춘향서사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문
학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춘향서사의 전변을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
해 두고자 한다. 본고는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형상에는 작자 및 향
유자의 춘향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춘향
서사의 전변 양상과 전변에 내포된 의미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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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近代移行期 妓生系 春香敍事의 확립과 변모

1. 初期 春香敍事의 면모 - 晩華本 ｢春香歌｣를 중심으로

만화본 ｢춘향가｣는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텍스트이
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와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본격
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춘향서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형성된 텍스
트인 만화본 ｢춘향가｣를 검토한다. 

만화본 ｢춘향가｣는 충청도 목천현(木川縣)에 살고 있던 만화(晩華) 유
진한(柳振漢, 1711~1791)이 1753년 호남을 유람하고 돌아와 1754년에 
서사한시(敍事漢詩)의 양식으로 창작한 춘향서사이다.1) 유진한은 호남을 
유람할 당시 판소리 <춘향가>를 견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사 춘
향가 이백구｣를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만화본 ｢춘향가｣를 발굴하여 춘향
서사 최고(最古)의 텍스트로 소개한 김동욱은 여러 춘향서사와의 비교를 
통해 만화본 ｢춘향가｣를 원형에 가까운 춘향서사로 비정하였다. 그리고 
만화본 ｢춘향가｣의 존재를 통해 기생계 춘향서사가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선행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2) 이후의 연구에서도 만화본 
｢춘향가｣는 당대의 <춘향가>를 비교적 충실하게 옮겨 초기 춘향서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라 논의되었다.3)

한편 유진한이 춘향서사를 기담(奇談), 이적(異蹟), 호사(好事)라는 관
점에서 주목하여 작품을 이도령과 춘향의 기이한 사랑이야기로 서술하였
고, 이도령 중심의 시선으로 작품이 서술되기에 만화본 ｢춘향가｣에는 춘

1) 유진한의 막내아들인 유금(柳琹)이 지은 ｢행록｣(行錄)이 만화집 권3에 수록되
어 있는데, 이 글에 “선친이 계유년(1753) 봄에 호남을 유람하며 산천 문물을 두
루 보시고, 이듬해 봄에 돌아와서 ｢춘향가｣를 지으셨다”(先考癸酉春, 南遊湖南, 歷
觀其山川文物, 其翌年春還家, 作春香歌一篇)라고 씌어 있다.(유진한 지음, 송하준 
옮김, 국역 만화집, 학자원, 2013, 359면 참조)

2) 김동욱, 증보 춘향전연구, 74~81면 참조.
3) 류준경, ｢한문본 <춘향전>의 작품세계와 문학사적 위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3, 15면;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춘향전의 지평과 미학, 박이
정, 2010, 233~2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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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4) 그러나 후
대의 춘향서사에 비해 서술이 소략하다 할지라도, 만화본 ｢춘향가｣의 춘
향은 기생으로서 이도령과 독자적으로 결연하고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
二夫)의 의지를 실천한다. 이에 제Ⅱ장 1절을 통해서는 기생 춘향의 애정
과 열행에 대한 독자성 및 적극성이 초기 춘향서사에도 내재되어 있음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1) 적극적 결연

앞서 논한 바와 같이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의 신분은 기생이다.5) 
삼짇날 광한루(廣寒樓)에서 춘향이 추천(鞦韆)하는 모습을 본 이도령은 
풍정(風情)이 일어 춘향을 부른다.6) 방자의 전언(傳言)에 춘향은 이도령
에게로 향한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가르쳐주며 이도령과의 결연할 것임
을 암시한다.

청조(靑鳥)가 사뿐히 날아 잠깐 사이 가더니         翩翩靑鳥乍去來  
옷매무새 매만지고 단정히 꿇어앉네.                整頓衣裳端正跽  
앵두꽃 아래 주렴 걷어 올린 집                     櫻桃花下捲簾家  
여자가 멀지 않다하니 남자는 알았다 하네.          女曰無遐男曰唯7) 

위의 장면에서 춘향은 기생으로서 양반의 요구를 저항 없이 수용한다.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막론하고 후대의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에 저항하다가 마지못해 광한루로 건너가는 것과 비
교할 때,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일견 신분제 사회의 위계질서에 순응

4) 류준경, 위의 논문, 23~24면 참조.
5) “人間快事繡衣郞, 月老佳緣紅粉妓.”(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역주｣, 앞의 책, 

267면) 이하 만화본 ｢춘향가｣의 원문은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역주｣에 활자
화되어 수록된 것을 인용한다.

6) “紅樓十載所未見, 男子風情潛惹起.”(만화본 ｢춘향가｣, 270면)
7) 만화본 ｢춘향가｣, 270면. 이하 만화본 ｢춘향가｣의 번역은 김석배, 앞의 책 및 송

하준, 앞의 책을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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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대의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 또는 춘향의 모친 월매의 요

구에 의해 이도령이 불망기를 써주는 데 반해,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이
도령 자진하여 불망기를 써주고 춘향은 이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화전지 꺼내어 불망기 써 주니                      花牋書出不忘記
정녕 좋은 약속이라 춘향은 절하고 꿇어앉네.        好約丁寧娘拜跪8) 

만화본 ｢춘향가｣의 이도령은 춘향에게 능화옥경과 죽절비녀, 통영산 칼, 
운혜(雲鞋) 등을 주며 깊은 정을 표하기도 하는데,9)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를 이도령이 기생 춘향에게 내리는 행하(行下)로 보았다. 이에 만화본 
｢춘향가｣에는 이도령의 기생 춘향에 대한 시혜적 면모가 부각되어 있으
며, 따라서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가 일반적인 기생과 남성 손님의 관계에 
가깝게 형상화되어 있다고 논의되었다.10) 이도령은 춘향과 인연을 맺은 
뒤 첩(妾)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 점 역시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춘향
과 이도령의 결연이 기생이 남성 손님을 맞은 일에 가깝게 형상화되어 있
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11) 그러나 이는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과 탈기생화의 의지가 서사의 후반부에 제시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견해라고 생각된다. 만화본 ｢춘향가｣ 이후의 춘향서사에서는 
서사의 초반부에 춘향이 신분에 대한 자의식을 천명하는 장면이 등장한
다. 반면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이 신관 사또
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하옥된 이후에야 명시된다. 춘향은 옥에 갇힌 자신
을 찾아온 이도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창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알아서          方知烈女不更二 
8) 만화본 ｢춘향가｣, 271면.
9) “童年風度闊手段, 欲表深情何物以. 菱花玉鏡打撥金, 竹節銀倭館市. 烏銅鐵柄統營

刀, 紫紬雲頭平壤履. 投之贈之少無惜, 復恨金錢無億梯.”(만화본 ｢춘향가｣, 272~273
면)

10) 류준경, 앞의 논문, 24면.
11) “男兒口情娶前妾, 內衙時時誇伯娣.”(만화본 ｢춘향가｣, 2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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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몸 허락하던 당초에 죽음으로 맹세했소.          許身當初以死矢 
끓는 가마솥에 이 몸을 던진대도 마음 붉으리니      投身湯鑊尙且丹 
본성(本性)은 버들 같아 되돌리기 어렵다오.         本性難回柳與杞12)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하였다고 말한
다. 춘향은 자신이 창기(娼妓)의 자식으로 미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있
었으나,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를 알
고 있었다고 말한다. 열녀불경이부는 ‘충신불사이군’(忠臣不事二君)과 병
칭되어 신하가 임금에 대해 목숨을 걸고 ‘충’(忠)을 지키듯 여성이 남편
에 대해 목숨을 걸고 ‘열’(烈)을 지킴을 뜻한다.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
은 열녀불경이부에 대한 의지는 자신의 본성(本性)이며, 이도령과의 결연
을 통해 한 사람의 남편을 얻게 되었으므로 평소 품었던 의지를 실행하였
다고 말한다. 춘향의 열녀불경이부에 대한 의지와 열행의 실천은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이 이미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춘향
이 일반적인 기생으로 살지 않고자 하는 의지, 즉 탈기생화의 의지에 따
라 적극적으로 이도령과 결연하였음을 시사한다.

조선시대에는 법제적으로 국가 또는 해당 관청이 기생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생은 공가(公家)의 물건으로 여겨졌다. 기생이 남편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기생은 다수의 남성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13) 그러나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기생
이지만 다수의 남성과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기생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본성으로 품어온 인물이다.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기 이
전부터 자기 신분에 부과된 제도적이며 관습적인 의무에 대해 독자적으로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물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하였다는 것은, 이 결연이 일반적 기
생의 결연과 그 성격을 달리함을 말해준다.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이 
‘불경이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생 섬길만한 단 한 사
람의 남성과 결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춘향의 결연에

12) 만화본 ｢춘향가｣, 284면.
13) 조광국, 앞의 책, 59~91면 및 3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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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부정과 사랑에 대한 적극성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하기에 춘향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
해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은 월매의 개입 없이 이루어
진다. 만화본 ｢춘향가｣ 이후 형성된 춘향서사 가운데 일부 텍스트에서는 
월매가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에 개입하거나 두 사람의 결연을 주관한다. 
월매의 개입은 애정과 결연에 대한 춘향의 소극성(消極性)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화본 ｢춘향가｣의 결연 과정에는 월매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
바, 이 점을 통해서도 춘향이 독자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도령과 결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14)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만화본 ｢춘향가｣에는 춘향의 문제적 개
인으로서의 성격이 전면화(全面化)되고 있지는 않으나, 춘향이 관습적 세
계의 질서와 대립하며 문제적 개인으로 전화(轉化)할 수 있는 계기가 충
분히 형상화되고 있다.

2) ‘烈女不更二夫’의 실행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의 이별 통보에 저항하지 않으며 이별
을 수용하는 면모를 보인다. 춘향은 이도령의 사랑을 은혜로 여겨 이별 
장면에서 깊은 은혜를 골수에 새기겠다고 말한다.15) 그러나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춘향이 이도령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다만 일반적인 기생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춘향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말을 이도령이 베풀어 준 물질적 이익에 대한 감사의 표
현으로 이해하여 만화본 ｢춘향가｣에는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이 명시되
어 있지 않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결연 과정에서도 그러하였듯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문제적 개인으로
14) 한편 정하영은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이 이도령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불망

기를 요구하였으며, 기생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였다고 해석하였다.(정
하영, ｢<춘향전> 한문이본군 연구｣, 앞의 책, 110면 참조)

15) “郎言別恨割肝腸, 女道深恩銘骨髓.”(만화본 ｢춘향가｣,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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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성격을 전면화하지 않으면서도 ‘불경이부’에 대한 의지를 관철해 나
가고 있는 까닭이다.

옥에 갇힌 자신을 찾아온 이도령에게 항거의 과정을 술회하던 춘향은 
신관 사또가 유부녀에 욕심을 내었다고 말한다. 

결국은 유부녀에 욕심을 내니                       居然生慾有夫女 
대낮에도 위풍당당 간사한 도적이라.                白日風稜肆姦宄 
엄한 위세로도 필부 절개 못 뺏으니                 嚴威莫奪匹婦節 
분기(憤氣) 배에 가득차서 두 손을 치네.            憤氣撐腸雙掌抵16)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과 결연한 자신을 ‘유부녀’(有夫女)이
자 절개를 가진 ‘필부’(匹婦)라고 지칭한다. 춘향은 이도령과의 이별에 순
응하였으나 자신을 유부녀로 규정하고, 기생이라는 생득적 신분을 부정하
였던 것이다. 이는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할 때에 이미 불경이부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창기에게 태어나 미천한 신세지만                   生於娼妓賤微地 
치마 걷고 진수(溱水) 유수(洧水) 건널 만큼 어리석지 않다오.
                                                  非昧褰裳涉溱洧 
한창 열녀불경이부를 알아서                        方知烈女不更二
이 몸 허락하던 당초에 죽음으로 맹세했소.          許身當初以死矢 
끓는 가마솥에 이 몸을 던진대도 마음 붉으리니      投身湯鑊尙且丹 
본성은 버들 같아 되돌리기 어렵다오.               本性難回柳與杞17)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자신이 창기의 자식으로 천인의 신분이지만, 
정인(情人) 이외의 남성을 만나기 위해 치마를 걷고 강물을 건널 만큼 어
리석지 않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이 다수의 남성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기생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케 한다. 

16) 만화본 ｢춘향가｣, 282~283면.
17) 만화본 ｢춘향가｣,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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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득적 신분을 부정한 춘향은 이도령을 유일한 남편으로 여기고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항거
한다. 초기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에서도 춘향의 ‘열’(烈)은 이도령
에 대한 사랑과 신의에 기반한 것으로 나타난다. 춘향의 ‘열’에 담긴 의미
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같지 않다는 것은, 춘향의 문제적 인
간으로서의 성격이 만화본 ｢춘향가｣에도 충분히 내포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편 만화본 ｢춘항가｣는 신관 사또를 탐욕스럽고 야비한 인물로 형상화
한다. 신관 사또의 탐학으로 인해 남원의 백성들은 살갗이 벗겨지는 듯한 
환난을 겪고 있다고 춘향은 말한다.18) 춘향은 ‘불경이부’의 의지를 천명
하며 항거하지만, 남원 부민들은 신관 사또의 춘향에 대한 핍박에 불만을 
표하고 춘향의 수절을 지지하는 면모를 보인다.19) 만화본 ｢춘향가｣에서 
신관 사또는 이미 지배권력의 탐오(貪汚)와 학민(虐民)을 대표하는 인물
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관 사또가 행하는 탐학의 구체적 양상 및 
춘향의 항거 양상이 후대의 춘향서사에 비해 소략하게 서술되고 있기는 
하나, 만화본 ｢춘향가｣의 작자는 춘향의 열행이 곧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유진한이 만화본 ｢춘향가｣를 창작
할 당시에 이미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와 인물의 성격은 확립되어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초기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에 춘향의 애정
과 결연에 대한 독자성 및 적극성, 그리고 열녀불경이부의 실행이 나타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춘향의 문제적 성격이 작품에 전면화되어 있지 않
다고 해도, 만화본 ｢춘향가｣에는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 전화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춘향의 ‘문제적 개
인’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2절을 통해 상론한다.

18) “卽今官司只貪鄙, 刕民俱被剝膚患.”(만화본 ｢춘향가｣, 282면) 
19) “官門消息問來人, 有一田翁閑負耟. 新官城主太狂妄, 其也佳人蟄萬死. 貞心守節以

爲罪, 一月官庭三次箠.”(만화본 ｢춘향가｣,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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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問題的 個人의 서사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 뚜
렷하다. 기성의 세계 질서에 비추어 낯선 인물이자, 관습적 세계의 질서
와 내면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는 인물로서의 춘향 형상은 기생계 춘향
서사에 선연하다.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서도 춘향이 일관되게 문제적 
인간으로 형상화되는 텍스트는 남원고사 및 남원고사의 성격을 계승
한 경판(京板) 춘향전이다.20) 

남원고사의 서술자는 텍스트의 서두에서 춘향의 서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평가한다. 

“이 세상에 매우 이상하고 신통하고 거룩하고 기특하고 패려(悖戾)하고 
맹랑(孟浪)하고 희한한 일이 있것다.”21)

남원고사의 서술자는 춘향서사가 신통하고 거룩하고 기특하다고 하면
서 춘향이라는 인물과 춘향의 서사가 지닌 비범성을 칭송하는 한편, ‘이
상하고 패려하고 맹랑하고 희한하다’고도 말한다. 이는 춘향이라는 인물
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서술자는 춘향이 기성의 관습적 세계질서에 순
응하지 않고 적대적인 매우 드문 인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위의 인
용문은 남원고사의 서술자가 춘향을 독자성을 확립한 ‘문제적 개인’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22) 따라서 남원고사 및 경판 

20) 경판 춘향전은 남원고사와 같은 세책본 춘향서사를 모본으로 삼아 그 분량
을 축소하여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전상욱, ｢방각본 춘향전의 성립과 변모에 대
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5~49면 참조)

21) 남원고사(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5, 박이정, 1997), 5면. 이하 남원고
사 원문은 춘향전 전집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되 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1979) 및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비평(보고사, 2009)을 참조하여 현대
어로 바꾸어 표기한다. 더불어 본고에서 인용하는 한글 춘향서사는 모두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어 표기한다.

22) 기왕의 연구에서는 위의 발화를 남원고사의 작자가 세상을 탈규범적으로 바라
보며 작품을 통해 골계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하였
다.(김종철, ｢ <남원고사>의 골계적 정신에 대한 연구｣, 판소리연구 8, 판소리
학회, 1997, 85~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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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전을 통해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구명하는 작업은 타
당성을 갖는다.23) 이에 본고는 제Ⅱ장 2절을 통하여 춘향의 문제적 개인
으로서의 성격을 신분의 부정, 사랑의 독자성, 관습적 세계와의 갈등, 열
행을 통한 지배권력에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1) 身分의 否定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춘향의 법제적 신분은 기생이다. 그
러나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
지, 즉 탈기생화의 의지를 천명하며 자신의 신분을 부정한다. 춘향의 신
분에 대한 부정은 이도령과의 결연 과정 및 신관 사또에 대한 항거 과정
을 통해 드러난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결연을 청
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첩(小妾)이 비록 창가 천기(娼家賤妓)요 향곡(鄕曲)의 무딘 소견이나 
마음인즉 북극천문(北極天門)에 턱을 걸어 결단코 남의 별실(別室) 가소
(可笑)하고 장화호접(牆花胡蝶) 불원(不願)이오니 말씀 간절하시오나 분
부 시행 못하겠소.”24)

춘향은 이도령에게 자신이 비록 천한 기생이지만 평소 누군가의 별실, 
즉 첩(妾)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품어왔음을 말한다. 별실을 가소로이 
여기고 노류장화가 되지 않겠다는 춘향의 말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
하고 한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결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조선시
대에 기생은 법제적으로 한 사람의 남편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

23) 남원고사는 김동욱에 의해 소개된 뒤 줄곧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민중문학적
인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되어 왔다. 김동욱, ｢춘향전의 비교적 연구-｢남원고
사｣를 춘향전문학의 최고봉으로 조정하면서｣, 동방학지 20, 연세대학교 국학연
구원, 1978; 성현경, 앞의 논문; 김태준, ｢南原古詞의 삽입 문예양식과 그 민중
적 성격: 판소리계 소설에 보이는 문예양식의 섞임과 바뀜에 대하여｣, 한국문학
연구 12,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9 참조.

24) 남원고사,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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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더구나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은 천인이기에 상층 신분을 가진 남
성의 적실(嫡室)이 되는 것이 불가하였다. 그러므로 별실이 되지 않겠다
는 춘향의 말은 자신의 법제적 신분을 부정하는 자유의지를 지닌 개체적 
자아(個體的自我)의 발화이다.26)

경판 춘향전의 춘향 또한 남원고사의 춘향과 같이 이도령에게 별실
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다.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광한루에서 이도령이 결연을 청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녀 비록 천인이오나 마음인 즉 빙옥 같사와 남의 부실(副室) 가소하
고 장화호접 불원이오니 말씀 간절하시나 그는 죽어도 봉행치 못하리로소
이다.”27)

경판 16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이 결연을 청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녀의 몸이 비록 창가여자이오나 마음은 북극천문에 턱을 걸어 남의 
별실이 되지 말자 맹세하였사오니 도련님 분부 이러하시나 이는 봉행치 
못하리로소이다.”28)

춘향의 말은 경판 30장본 춘향전과 경판 23장본 춘향전에서도 거
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춘향의 별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 나아가 한 사
람의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경판 춘향전에
서 유의할 만한 개변 없이 거의 동일한 행문으로 서술된다. 경판 춘향전
은 35장본에서 30장본과 23장본 등을 거쳐 16장본으로 장수(張數)를 
줄여가며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판 춘향전의 간행 과정에서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발화는 축약 없이 제시된
25) 조광국, 앞의 책, 59~91면 참조.
26) 성현경, ｢춘향전론(1) -남원고사의 구조와 의미-｣, 앞의 책, 393면 참조.
27) 경판 35장본 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4, 박이정, 1997), 8면. 
28) 경판 16장본 춘향전(춘향전 전집 4), 175면. 이하 경판 16장본 춘향전의 

원문은 춘향전 전집에 수록된 것을 인용하되, 구자균 교주, 춘향전(민중서관, 
1976) 및 정하영, 춘향전(신구문화사, 2006)을 참조하여 현대어로 바꾸어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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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위에서 인용한 춘향의 말이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있어 핵심적인 발화임을 의미한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함으로
써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위계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한다. 객관적 세계
의 질서와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며 춘향은 독자성을 확립해 가고 있는 것
이다. 그리고 남원고사와 경판 춘향전의 춘향이 희구하는 사랑은 신
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만 현실화될 수 있다. 춘
향의 사랑에는 애초 현실에 대한 부정과 반항의 계기가 내재하여 있
다.29)

남원고사의 춘향은 이도령과 이별한 뒤 대비정속을 통해 면천한다.30) 
경판 춘향전에도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한 뒤 대비정속을 하여 그 이름
이 기생안(妓生案)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적시된다. 그러나 서론
을 통해 논하였듯 춘향서사의 문면에 나타난 대비정속이나 면천이 춘향의 
신분이 법제적으로 양인이 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춘향서사에서 대비
정속이나 면천은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이 천인에서 양인으로 변동하
였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이다. 이로 인해 관습적 세계의 
법제를 기반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신관 사또는 춘향의 신분 변동을 인정
하지 않고 춘향을 기생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춘향에게 관기(官妓)로서 
관장(官長)의 수청을 들 것을 명한다.

“네 본디 창가 천인이요, 본읍 기생으로서 내 도임 시에 방자히 현신(現
身)도 아니 하고 언연(偃然)히 집에 있어 불러야 온단 말이냐. 내가 이곳
의 목민지장(牧民之長)으로 내려왔더니, 너를 보니 꽤 견딜만하기로 금일
부터 수청(守廳)으로 작정하는 것이니 바삐 나가 소세하고 방수(防守) 차
로 대령하라.”31)

신관은 춘향을 기생으로 규정하며, 춘향이 기생이면서 현신하지 않은 

29) 박희병, 앞의 논문, 423~424면 참조.
30) “대비정속 면천하고 사절 빈객 두문하고 의복단장 전폐하고 식음을 물리치고

(……).”(남원고사, 63~64면)
31) 남원고사, 84면.



- 40 -

일을 두고 방자하다고 말한다. 기생 춘향이 자기 신분을 부정하고 기생 
아닌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는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인물들에게 
오만하고 방자한 태도로 인식되었다.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
부하며 자신은 대비정속을 통해 면천하였으므로 더 이상 기역(妓役)을 행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춘향이 신관 사또에게 올린 원정(原情)
에 자세히 서술된다.

“우황면천(又況免賤)에 이속대비(已贖代婢)이온 줄로 자감앙소어일월명
정지하(玆敢仰訴於日月明政之下)하오니 복걸참상이시후에 특위방송(特爲
放送)을 천만망량하살 사또주 처분(處分)이라. 모월 모일 소지(所志).”32)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이 이미 대속(代贖)을 바쳐 면천하였음을 아
뢰오니 부디 잘 헤아리시어 방송해 달라는 내용의 원정을 신관 사또에게 
올린다. 그럼에도 신관은 춘향에게 수청을 들 것을 재차 명령하는데, 춘
향은 자신이 대비정속하여 관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내세운다.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이도령과 이별한 뒤 “대비정속 면천
하고 두문사객(杜門謝客)”하였다. 그리하여 기생점고 과정에서도 춘향은 
‘전비’(前婢)로 지칭된다.33) 그러나 춘향의 신분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신관 사또는 춘향에게 수청을 명령한다. 춘향은 신관에게 다음과 같은 원
정을 올려 수청 명령에 저항한다. 

“우황면천에 이속대비이온 줄로 앙소하거온 특위분간지지 천만복망이
라.”34)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경우 남원고사나 경판 35장본과 달리, 춘향
이 대비정속을 통해 면천한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춘향은 이별 후 
“의복단장 전폐하고 분벽사창 굳이 닫고 무정세월을 속절없이” 보내었다. 
32) 남원고사, 85면.
33) “형방이 눈치를 알고 대어 부르되 ‘전비 춘향이 쉬오’ 사또 하는 말이 ‘그는 나오 

말이 없고 쉬오 하는다’ 대답하되 ‘그는 대비정속한 춘향이 올소이다.’”(경판 35장
본 춘향전, 27면)

34) 경판 35장본 춘향전,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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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 춘향이 대비정속하여 더 이상 기생안
에 이름이 등재된 기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원 관아의 이방(吏
房)이 신관 사또에게 춘향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과 상약한 후 대비정
속하여 지금 수절하고 있으며, 그 이름이 기생안에 없다는 사실을 고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신관 역시 춘향의 신분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수청을 명령한다. 그러나 춘향은 대비정속을 통해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더 이상 기역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항변한다.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하기를 잘 했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 모신 후에 대비정속하온 고로 대령치 아니

하였나이다.”35)

경판 23장본 춘향전에서도 춘향이 대비정속을 통해 면천한 시점은 
적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원 관아의 이방이 신관 사또에게 춘향이 구관 
사또 자제와 상약한 뒤 대비정속하여 지금은 그 이름이 기생안에 없음을 
고하는 데서,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한 이후의 어느 시점엔가 대비정속을 
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경판 23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경판 30장
본 춘향전의 춘향과 같이 자신이 기생이 아니기에 기생의 역을 행할 까
닭이 없다는 점을 신관 사또에게 분명히 전한다.36)

춘향이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대해, 대비정속을 통한 신분 변동을 
근거로 저항하는 면모는 경판 춘향전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은 경판 
16장본 춘향전에도 나타난다. 춘향은 여타의 경판 춘향전에서와 같이 
이도령과 결연한 뒤 대비정속을 통해 신분이 변동된다.37) 또한 남원고
35) 경판 30장본 춘향전, 62면.
36)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하기를 잘하였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 모신 후 대비정속하온 고로 대령치 
아니하였나이다.’”(경판 23장본 춘향전, 97면)

37) “이방이 아뢰되, ‘다름 아니오라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과 상약한 후 대비정속하
고 지금 수절하나이다.’”(경판 16장본 춘향전,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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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여타의 경판 춘향전에서와 같이 신관 사또에게 자신은 더 이상 
기생이 아니며, 따라서 기역을 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말한다.

신관이 분부하되 
“네 본읍 기생으로 도임 초에 현신 아니 하기를 잘 했느냐?”
춘향이 아뢰되 
“소녀 구관 사또 자제 도련님 뫼시고 대비정속하온 고로 대령치 아니하

였나이다.”38)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대비
정속과 면천을 통한 춘향의 신분 변동은, 춘향이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
에 저항하는 데에 주요한 근거로 제시된다. 춘향은 대비정속을 통해 양인
으로 신분이 변동되었다는 점에 의거하여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바, 춘향서사에서 대비정속은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의 변동을 명시
하는 문학적 장치임이 확인된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은 대비정
속을 통해 기생에서 양인으로 변동되었지만, 춘향을 둘러싼 세계는 춘향
의 신분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신관 사또를 비롯하여 남원의 왈자, 춘
향의 꿈을 해몽해주던 봉사, 춘향의 모친 월매 등 춘향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남원고사에서 왈자
들은 신관으로부터 형벌을 당한 춘향을 구완할 때에 “기생이 수금(囚禁)
하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지”라고 말한다. 남원고사에 등장하는 허
봉사는 춘향의 장처(杖處)를 더듬으며 춘향을 성적(性的)으로 대상화(對
象化)한다.39) 춘향이 대비정속을 한 뒤에도 왈자와 봉사는 춘향을 어느 
남성이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생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남원고사의 월
매 또한 딸의 신분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월매는 신관 사
38) 경판 16장본 춘향전, 185면.
39) “얼굴부터 내리 만져 젖가슴에 이르러는 매우 지체하는구나. (…중략…) 차차 내

려가다가 불가불 주점할 데 다다라는 ‘어뿔사, 몹시 쳤구나. 바로 학치를 패였네. 
제 아비 쳐 죽인 원수던가’ 하며 삼삼미를 만지려고 몸을 굼실하는구나. 손을 빼어 
바지춤을 물리치고 꿇어 앉아 거취를 차리려 하니 춘향의 성품에 뺨을 개 뺨치듯 
하여 보내련마는(……).”(남원고사,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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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한 춘향에게 “네 아무리 그리한들 닭의 새끼 봉
(鳳)이 되며, 각관 기생 열녀되랴”라고 말하면서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한다.

춘향은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과 싸워나가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계
속해서 부정하여야만 했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을 기생으로 여기는 
월매와 지속적으로 대립하고, 자신을 기생으로 보아 성적으로 대상화한 
허봉사에게 뺨을 치고 싶을 만큼의 분노를 느낀다. 어사가 되어 출도한 
이도령은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기 위해 춘향을 속이는데, 여기서도 춘향
은 창기로 지칭된다.40) 춘향은 어사의 수청 명령에 대해서도 저항하는바, 
텍스트의 결말부까지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은 지속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부정함으로써 신관의 탐학뿐
만 아니라, 신관의 탐학을 포함한 관습적 세계의 질서, 그리고 신분제 사
회의 차등적 질서와 대립하며 독자성을 확립한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은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
서의 성격을 확고히 보여주며 서사를 추동해 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2) 사랑의 獨自性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 과정에서 독자
성과 능동성을 보여주며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이 기생이라
는 신분을 부정하면서 이도령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결연을 이루는 까
닭이다. 춘향의 이러한 면모는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인물의 시각
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춘향의 사랑은 남원고사의 
서술자가 말하였듯 조선후기의 사회의 관습적 시각에서 볼 때 ‘이상한’ 
일이었다.41)

40) “(어사가) 한번 속여 보려 하고 음성을 변하여 분부하되, ‘노류장화는 인개가절
이라. 들으니 너 만한 창기 년이 수절을 한다 하니 수절이 무슨 곡절고. 네 본관 
사또 분부는 아니 들었거니와 오늘 내 분부도 시행 못할 소냐. 너를 이제 방석(放
釋)하여 수청으로 정하는 것이니 바삐 나가 소세하고 빨리 올라 수청하라.’”(남원
고사,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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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은 이도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결연을 이루는데, 결연의 전 과정은 
춘향이 독자적으로 주관한다. 춘향이 이도령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이도
령의 부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춘향은 이도령과 대면하여 자신이 희
구하는 사랑의 성격을 천명하고, 이도령을 집으로 초대하여 영원한 사랑
을 맹세하는 불망기를 받는다. 일련의 결연 과정에서 춘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월매
가 개입하여 결연 과정을 주관하는 것과 비교할 때,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결연 과정에서 능동성과 독자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결연 과정에서 춘향의 독자성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때는 춘향이 이도령
을 직접 대면하고 지인지감(知人之鑑)을 느끼는 장면이다. 춘향은 기생 
신분으로서 관장 자제 이도령의 부름을 거부하지 못해 광한루로 향한다.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가는 모친 월매가 형벌을 당하리라는 방자
의 겁박에 못 이겨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광한루에 이르
러 이도령의 풍모를 직접 확인한 춘향은 다음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춘향이 이 말 듣고 추파를 잠깐 들어 이도령 살펴보니 이 또한 만고영
걸(萬古英傑)이라. 광미대구(廣眉大口)에 활달대도(闊達大度) 언어수작(言
語酬酌)하는 거동 한소열지기상(漢昭烈之氣像)이오, 당현종(唐玄宗)의 풍
신(風神)이라. 명만일국(名滿一國) 재상되어 보국안민(輔國安民)할 것이
요, 귀골풍채(貴骨風采) 헌앙(軒昂)하여 이적선(李謫仙)의 후신(後身)이
라. 두자미(杜子美) 취과낙양(醉過洛陽)에 귤만거(橘滿車)하던 풍신을 웃
을 것이요, 적벽강상(赤壁江上) 위군(魏軍)에 낙담하던 주랑(周郞)의 위풍
을 압도할지라. 춘향이 내심에 탄복흠선(歎服欽羨)함을 마지 아니 하나 사
색(辭色)치 아니코.42)

춘향은 이도령을 대면하고는 그가 유비(劉備)나 당현종(唐玄宗)과 같은 
영걸이며, 이백(李白), 두목(杜牧), 주유(周瑜)와 같은 풍채를 지닌 인물
임을 알아본다. 그리하여 춘향은 이도령이야말로 자신이 평소 이상(理想)

41) “이 세상에 매우 이상하고 신통하고 거룩하고 기특하고 패려하고 맹랑하고 희한
한 일이 있것다.”(남원고사, 5면)

42) 남원고사,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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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겼던 낭군의 상(像)에 부합하는 인물임을 간취하게 되는데, 춘향
은 평소 다음과 같은 낭군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첩의 원하는 바는 제요도당시(帝堯陶唐時) 적 소부(巢父) 허유(許由) 
같은 사람이나 월(越)나라 범소백(范少伯) 같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한(漢) 광무(光武) 적 엄자릉(嚴子陵) 같은 이나 당(唐) 나라 이광필(李
光弼) 같은 사람 진(晋)나라 사안석(謝安石) 같은 이나 삼국(三國) 적 주
공근(周公瑾) 같은 이나 송(宋) 나라 문천상(文天祥) 같은 이나 이런 사
람 아니오면 대원수(大元帥) 인(印) 빗겨 차고 금단에 높이 앉아 천병만
마를 지휘간에 넣어두고 좌작진퇴(坐作進退)하옵시는 대장 낭군이 원이오
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오면 백골이 진토 되어도 독숙공방하오리다.”43)

춘향이 남편으로 꿈꾸었던 인물은 소부(巢父)나 허유(許由), 엄자릉(嚴
子陵)과 같은 고결한 선비 또는 범려(範蠡)나 문천상(文天祥)이나 사안석
(謝安石) 같은 명신(名臣), 아니면 이광필(李光弼)이나 주유 같은 명장
(名將)이었다. 춘향은 기생이지만 한 사람의 남성과 독점적 애정관계를 
맺고자 꿈꾸어왔다. 또한 자신의 천한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영웅적 면
모를 지닌 남성을 남편으로 원하고 있었다. 이에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인물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고 맹랑한 인물, 즉 문제적 인물
이 된다.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지인지감은 경판 35장본 춘향전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춘향이 추파를 잠깐 들어 이도령을 보니 광미대구 방면봉안 한소열지기
상이오, 명만일국 재상되어 충량지신 될 듯 풍채 헌앙하여 이적선의 풍도
로다. 내념에 탄복하고.44)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이도령이 평소 자신이 꿈꾸어왔던 
이상적 남편의 상에 부합한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남원고사 및 경
판 35장본 춘향전에서 춘향이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기까지 춘향의 판
43) 남원고사, 22면.
44) 경판 35장본 춘향전,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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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관여하는 인물은 없다. 즉 남원고사 및 경판 35장본 춘향전에 
나타나는 춘향의 지인지감은 춘향 결연의 독자성과 능동성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예이다. 춘향은 이도령에게 지인지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별
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대등한 지위에서의 결연을 요구하
는바,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한다.

위에서 상론하였듯,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에게 
별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자신의 신분을 부정한다. 그리고 
춘향은 이도령에게 자신을 관습적인 기생으로 여기지 않아야 결연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하여 말한다.

“또한 진정의 말씀 하오리다. 도련님은 귀공자시고 소첩은 천기라. 지금
은 아직 욕심으로 그리저리 하였다가 체귀(遞歸)하신 후에 미장가전(未丈
家前) 도련님이 권실 아니 하오리까. 권문세가(權門勢家)와 진신거족(縉紳
巨族)에 요조숙녀(窈窕淑女) 권귀하여 금슬종고(琴瑟鐘鼓) 즐기실 제, 헌 
신 같이 버리시면 속절없는 나의 신세 가련히도 되겠구나. (…중략…) 아
무래도 이 분부 시행 못하겠소.”45)

춘향은 부친의 임기가 끝나 이도령이 상경하면 신분이 동등한 양반 가
문의 규수와 혼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천첩(賤妾)으로서 이
도령만을 그리워하는 가련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춘향은 언제 버
려질지 모르는 천첩의 지위로 이도령과 결연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이
는 춘향이 이도령에게 신분상의 격차를 넘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결연
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제 버려져도 좋을 천첩의 지
위로 이도령과 결연하기를 원치 않았던 춘향은 이도령에게 영원한 사랑과 
신의의 약속을 명기한 불망기를 써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도련님 굳은 뜻이 굳이 그러하실진대 요마소첩(幺麽小妾)이 불승황공
(不勝惶恐)이라. 어찌 봉승치 아니리잇고. 다만 세사(世事)를 난측이오니 
후일 빙거지물(憑據之物)이 없지 못할지라 일장문서를 만들어 소첩의 마
음을 실해옵소서.”46)

45) 남원고사, 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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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도령은 다음과 같은 불망기를 써 준다.

낙양(洛陽) 과객(過客)이 산천경개 구경코저 우연히 광한루에 올랐더니 
생각 밖 천연(天緣)이 지중하여 삼세숙원(三世宿願) 만나오니 이 이른 천
생배필이라. 백년기약 맹세할 제 천지일월성신(天地日月星辰) 후토십방세
계(后土十方世界) 제불제천(諸佛諸天) 한가지로 살피시니 산천(山川)은 
이변(易變)이나 차심(此心)은 난변(難變)이라 천고가인(千古佳人) 행봉
(幸逢)하여 동거동혈(同居同穴) 맺사오니 (…중략…) 초무상중지기(初無桑
中之期)로 금수월하지연(今遂月下之緣)이오니 기위배약지리(豈爲背約之
理)리오. (…중략…) 수물소려(須勿所慮)하여 이차위신(以此爲信)하라. 모
년 모월 모일 삼청동 이몽룡은 삼가 서하노라.47)

이도령은 불망기를 통해 산천은 변해도 자신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
며, 춘향이라는 천고가인과 백년기약을 맺어 살아서는 함께 살고 죽어서
는 함께 묻힐 것임을 맹세한다. 또한 자신과 춘향의 만남은 애초에 상전
(桑田)에서의 밀통(密通)이 아니며, 월하노인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이므
로 이 기약을 저버리지 않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이 불망기를 신표(信
標)로 삼으라고 말한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이러한 내용의 불망기를 받고서야 “심중(心中)에 
대희(大喜)”하여 이도령과의 결연을 승낙한다. 불망기를 통해 이도령과 
자신의 만남이 밀통이 아니라 부부의 연을 맺는 행위이며, 사랑의 약속이 
영원하리라는 점이 증빙되었기에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을 결행하는 것
이다. 요컨대 춘향은 불망기를 받음으로써 언제 버려져도 좋을 천첩으로
서가 아니라, 아내의 대우를 받으며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도령과 결연
한다.48) 이 또한 자기의 신분을 부정하며 일반적인 기생으로서 살고자 

46) 남원고사, 23면.
47) 남원고사, 24~25면.
48) 성현경은 남원고사의 춘향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배우자 선택권‧사랑

권‧결혼권 등을 희구하는 인물로 보았으며, 불망기는 춘향과 이도령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계약을 통해 불평등한 수직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 평등한 수평적 관계로 조정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성현경, 앞의 
책, 392~3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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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던 춘향의 의지가 관철되는 한 국면이다.
춘향서사에 보이는 불망기는 기왕의 연구에서 심증(心證)의 계약, 이도

령의 신의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49) 그러나 남원
고사의 춘향은 이 불망기에 대해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랑과 신의의 증
빙 문서 이상의 의의를 부여한다. 이도령이 이별을 고하자 춘향이 불망기
를 근거로 이별에 저항하는 장면에서, 춘향이 불망기에 어떠한 의의를 부
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아니면 광한루서 날 

호리려고 명문(明文)하여 준 것 있으니 소지(所志) 지어가지고 본관 원님
께 이 사연으로 원정발괄(原情白活)하겠소.”50) 

남원고사의 춘향은 불망기를 근거로 하여 이별이 부당하다는 점을 역
설한다. 춘향에게 불망기는 관장께 올릴 원정의 증거자료가 될 만한 문서
로 여겨지고 있었다. 춘향은 본관 원님이 자신의 원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전라 감사에게 의송(議送)하고 형조(刑曹)에 송사(訟事)하며 임금께 격쟁
(擊錚)까지 하겠다고 말한다. 춘향은 불망기를 관소(官訴)의 근거로 여길 
만큼, 이도령이 써 준 불망기에 문권(文券)으로서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
다.

남원고사의 춘향이 불망기에 문권으로서의 의의를 부여하였던바, 경
판 춘향전에서 불망기는 문권으로서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
향으로 개변된다.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불망기를 요구하며 

49) 예를 들어 김동욱은 “불망기는 일종의 계약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법적인 
구속이 나타나리라고 믿어지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심증(心證)에 관한 문기(文
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도령의 행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김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99면)라고 논하였고, 박희병은 “춘향이 불망기
를 받은 것은 타산적인 고려에서라기보다 기생 세계의 문화 관습에 젖어 있던 춘
향으로서 이도령의 신의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 정도의 의미를 띠는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박희병, 앞의 책, 423면)라고 논하였다. 김종철 또한 불망기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고 춘향과 이도령 사이의 새로운 평등한 인간관계를 법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하였다.(김종철, ｢<춘향전>에서의 법(法)과 사랑｣, 
고전문학과 교육 3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8, 184면)

50) 남원고사,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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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할진대 먹의 찌는 삭는 일이 없삽고 관가(官家)는 종문권시행(從文
券施行)이오니 혹 실신지폐(失信之弊) 있은 즉 후일 상고차(詳考次)로 불
망기를 하여 주소서.”51)

남원고사의 춘향은 결연하기에 앞서 앞으로의 일을 헤아릴 수 없으니 
사랑에 대한 빙거지물(憑據之物)로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이도령에게 요
구하였다. 그러나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혹시 이도령이 신의를 
저버리게 되면, 즉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관아에 소
(訴)를 올릴 수 있으니 그때에 상고할 ‘문권’으로서 불망기를 써 달라고 
요구한다. 춘향이 불망기를 요구하는 목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도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불망기를 작성한다. 

모년 모월 모일 춘향 전(前) 불망기라 우불망기딴(右不忘記段)은 우연
히 산천 구경코저 광한루에 올랐다가 천생배필을 만나매 불승탕정(不勝蕩
情)하여 백년가약(百年佳約)을 맺기로 상약(相約)하되 일후 만일 배약(背
約)하는 폐 있거든 이차문기(以此文記)로 고관변정사(告官辨正事)라.52) 

남원고사에서 이도령이 작성한 불망기는 ‘약속을 어길 리 없으니 부
디 내 사랑을 믿으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비교할 때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불망기에는 사랑과 신의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
다. 백년가약을 지키지 않으면 불망기라는 문권을 가지고 관아에 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러하다. 경판 30장본 춘향전의 불
망기는 경판 23장본 춘향전과 경판 16장본 춘향전에서도 거의 동일
한 행문으로 나타난다. 춘향이 불망기를 요구하며 이도령에게 하는 말 역
시 동일한 양상으로 제시된다.53) 즉 경판 춘향전의 불망기에는 춘향과 
이도령 사이의 사랑과 신의에 대한 의무 및 권리의 문제가 쟁점화되어 나
51) 경판 30장본 춘향전, 51면.
52) 경판 30장본 춘향전, 51~52면.
53) 단, 경판 35장본 춘향전에 삽입된 불망기는 남원고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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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춘향은 이도령에게 사랑과 신의를 지키도록 요구하며 사랑에 대
한 권리를 주창하는 능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이도령은 춘향의 요구에 
부응하여 사랑과 신의에 대한 의무를 불망기라는 양식을 통해 문서화한
다.

이상을 통해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 보이는 불망기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 텍스트에서 불망기는 기방(妓房)의 풍습에 따라 
첨입된 화소 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 문서 등으로 그 의미가 국한되
지 않는다. 본고의 논의를 통해 춘향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도령에게 불망
기를 요구하였는지가 면밀히 고찰됨으로써, 춘향서사에서 불망기라는 문
학적 장치가 지니는 의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경판 춘
향전에서 춘향은 사랑의 상호 독점적 성격과 신의에 대한 의무를 명문화
하기를 요구한다. 이도령이 이에 부응하여 실신(失信)하지 않겠다는 다짐
을 함으로써, 이도령과 춘향은 사랑과 신의에 대한 의무를 서로 동시에 
지게 된다. 

근대이행기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이 한 남성에 대해 독점적 사랑을 지
킬 권리를 요구하는 면모는 용인되기 어려웠다. 기생은 다수의 남성이 공
유(共有)하는 여성이었으며, 양반 계층이라 할지라도 특정 기생을 독점하
는 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54) 이러한 관습적 세계의 현실 속에
서 기생이 한 남성에 대해 독점적 애정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 남성에 
대해서도 사랑을 지킬 의무를 요구하는 면모는 분명 낯설고 이질적이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불망기라는 양식을 통해 자신이 
마음속으로 희구하던 사랑의 상(像)을 명문화한다. 이는 춘향이 자신이 
원하는 사랑과 결연의 형태를 자신의 주도 하에 관철해 가고 있음을 의미
한다.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는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기생과는 다른 
형태의 사랑을 능동적으로 관철하며 그 독자성을 표출한다. 이도령이라는 
세계와 독자적으로 대면하여 자신이 희구하던 사랑을 독자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춘향은 결연의 과정에서도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고 있다.

54) 조광국, 앞의 책, 52~58면 참조.



- 51 -

3) 慣習的 世界와의 갈등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은 춘향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인물
들과 갈등을 겪고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형상화된다. 루카치에 따르
면 독자성을 확립한 문제적 개인은 객관적인 세계의 관습과 간격을 형성
하며 적대적 성격을 보인다.55)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모친 월매를 비롯하여 천인 신분에 속한 방자나 군노사령(軍奴使令) 등 
관속들과도 갈등을 겪으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춘향이 ‘춘향서사’에서 동일 계층의 인물과 갈등을 겪는다는 점은, 대개 
월매와의 대립을 근거로 하여 논의되었다.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순수한 
가치를 대변하나 월매는 속물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에 대립한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56) 월매는 당장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 안주형의 인물이자,57) 봉건 권력에 기생하는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이해되었으며,58) 춘향은 이와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여겨졌
다. 그러나 월매와 춘향의 대립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 보이는 
특징적 면모이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월매와 춘향이 동
일한 가치를 지향하며 서로 대립하지 않는 까닭이다.59)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과 갈등을 겪는 동일 계층의 인물
은 월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과 동등한 신분에 
속한 방자 및 하급 관속인 군노사령과도 갈등을 겪는다. 남원고사의 방
자는 이도령에게 춘향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본읍 기생 월매 딸 춘향이오. 춘광(春光)은 이팔(二八)이요, 인물은 일
55) 게오르그 루카치 저, 반성완 역, 앞의 책, 71~72면 및 80~81면 참조.
56) 황패강, ｢춘향전 연구｣(한국고소설연구회 편, 춘향전의 종합적 고찰, 아세아문

화사, 1991), 226∼228면 참조.
57) 정하영, ｢월매의 성격과 기능｣, 앞의 책, 92∼99면 참조.
58) 박희병, 앞의 책, 455∼458면 참조.
59) 김지윤, ｢춘향서사에서 월매 역할의 변이｣, 고전문학연구 56, 한국고전문학회, 

2019, 127~162면 참조.



- 52 -

색(一色)이요, 행실은 백옥(白玉)이요, 재질은 소약란(蘇若蘭)이요, 풍월
(風月)은 설도(薛濤)요, 가곡(歌曲)은 섬월(蟾月)이라. 아직 서방 정치 아
니코 있으나 성품이 매몰하고 사재고 교만하고 도뜨기가 영소보전(靈霄寶
殿) 북극천문(北極天門)에 턱 건 줄로 아뢰오.”60)

방자는 춘향의 외모와 자질을 인정하면서도, 춘향의 성품에 대해서는 
매몰하고 사재고 교만하고 도뜨다고 말한다.61)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이러
한 인식은 경판 35장본 춘향전에도 유의할 만한 변모없이 나타난다.

“저 아이는 과연 본읍 기생 월매 딸 춘향이라. 춘광은 십육이요 인물은 
일색이요 행실은 백옥이요 재질은 소약란이요 풍월은 설도요 가곡은 섬월
이라. 아직 서방을 작치 않고 매몰하고 교만한 품이 영소보전에 턱을 건 
줄로 아뢰오.”62)

경판 35장본의 방자 역시 춘향을 교만한 인물로 인식한다. 방자는 왜 
춘향을 매몰하고 교만한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던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방자와 춘향이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방
자는 도령의 명을 받고 춘향을 부르러 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만일 향기로운 말로 맵시 있게 혀를 부려 초친 무럼을 만든 후에 항
라 속것 가래를 싱숭생숭 빼어내어 아주 똘똘 말아다가 왼편 볼기짝에 붙
였으면 그 아니 묘리가 있겠느냐. 남원 것이 네 것이오, 운향고가 아름 치
라. 네 덕에 나도 관청 고자(庫子)나 하여 거드럭거려 호강 좀 하여 보자
꾸나.”63)

남원고사의 방자는 춘향에게 기생으로서 이도령을 유혹하여 물질적 
이익을 얻으라고 권유한다. 또한 방자는 자신이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에 
60) 남원고사, 15면.
61) 방자의 춘향 인식에 대해서는 “자신의 현실적 신분을 부정하는 인간은 강인한 

성격을 지니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현실 속에 안주하는 여느 사람들에게는 사재
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것으로 비쳐짐직하다”는 해석에 제기된 바 있다.(박희
병, 앞의 책, 420면)

62) 경판 35장본 춘향전, 6면.
63) 남원고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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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한 만큼 관청 고자라는 직책을 통해 물질적 보상을 얻기를 기대한다. 
방자는 춘향을 남성 손님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얻고,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기생으로 여긴다. 조선시대에 지방관이나 권세 있는 양반
의 비위를 맞추어 물질적 이익을 얻고 각종 청탁에 개입하여 실리를 추구
하는 기생의 면모는 기생 계층의 일반적 속성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
다.64) 방자 역시 춘향을 일반적 기생으로 여기고 실리를 추구하며 살 것
을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이를 거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 가면 누구를 어찌 하나, 날로 죽이나, 생으로 발기나. 비오는 데 
쇠꼬리처럼 부딪치지 마라. 날 굳은 날 개새끼처럼 지근지근히 굴지 말고 
말하기 싫으니 어서 이거라.”65)

남원고사의 춘향은 방자 외에도 자신을 관습적 세계의 일반적인 기생
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과 갈등을 겪
는다. 신관 사또의 명을 받고 춘향을 잡으러 온 군노사령 역시 춘향과 갈
등관계에 있는 인물이다. 춘향이 본디 사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까
닭에 관속들은 이미 춘향에 대한 혐의를 품고 있던 터였다. 관속의 한 부
류인 군노사령은 춘향을 잡으러 가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보아라 여숙아. 내가 틀린 말이 있거든 아무리 동관(同官)이라도 곧 
욕을 하여라. 아이년이 도령하고 한창 이렇다 할 제 하루는 도령 아이 보
러 들어오는 때에 내가 마침 문을 보다가 ‘이 애 춘향아 너무 그리 마라. 
도령님 보고 나오는 길에 비장청(裨將廳)에 들어가서 서초(西草) 조금 얻
어가지고 오려무나. 언제라 언제니 네 덕에 발강 담배 맛 조금 보자꾸나’ 
이리하였지. 어느 시럽장의 아들이 틀린 말 하였겠느냐. 그 아이년이 말하
는 것을 개방귀로 알고 우리를 도무지 터진 꼬아리로 알아 눈을 거들떠도 
보지 아니하고 홈치고 감치고 대치고 뒤치고 삥당그르치고 들어가니 말한 
내 꼴이 어찌 되었나니. 네면 어떻게 분하겠나니.”66)

64) 조광국, 앞의 책, 81〜86면 참조.
65) 남원고사, 18~19면.
66) 남원고사,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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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은 이도령이 남원 관아에 있을 적에 춘향을 통해 서초 담배를 얻어 
보려하였으나, 춘향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자 춘향에게 혐의를 품게 된
다. 사령은 춘향과 같이 천인 신분에 속한 관속으로서, 이도령과 결연한 
춘향이 관아의 물품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춘향을 통해 
고급의 담배를 얻어 보려고 시도하다가 무안을 당하게 된 것이었다. 남
원고사의 춘향은 물질적 이익 추구를 우선시하는 방자와 그 가치관을 두
고 대립하였던바, 사령의 물질적 이익에 대한 추구 역시 용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령과 춘향의 갈등은 지방관아에 속한 관속 계층 내의 신분적 위계 문
제와도 유관하다고 생각된다. ‘사령’은 문졸(門卒) 또는 나장(羅將)이라고
도 하는데, 정약용(丁若鏞)은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사령이 본래 근
본 없는 떠돌이이며 가장 천하고 교화하기 어려운 부류라고 하였다. 그럼
에도 사령은 관속으로서 혼권(閽權), 장권(杖權), 옥권(獄權), 저권(邸
權), 포권(捕權)과 같이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하층
민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였다.67) 사령은 춘향과 같이 천인 
신분에 속한 관속이지만 백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에 향촌사
회의 하층민들에게 상당히 위세를 부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생은 관
속 가운데서도 가장 핍박받는 계층이었다. 기생은 그 신분이 천인으로 동
등한 관노(官奴)조차도 꾸짖고 욕하며 하대하는 계층이었다.68) 

남원고사에 나타난 사령과 춘향의 갈등은 조선후기 사회의 현실을 반
영하여 형상화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평소 ‘사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성격과 행동으로 관속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던 춘향이 지방관
아의 관속 가운데 상당한 위세를 확보하고 있던 사령을 경시하자, 사령은 
춘향에 대해 깊은 혐의를 품는다. 사령은 신분제 사회의 관습적 질서 속
에서 확립된 위세를 춘향에게도 관철시키고자 하였으나, 춘향은 신분제 

67)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역주 목민심서 2, 창비, 2018, 154~159면 참조.
68)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강계부(江界府)의 관노(官奴)들은 기생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기생을 꾸짖고 욕하며 핍박하였다. 즉 기생은 천인(賤人) 신분의 관노
에게도 하대와 핍박을 당하는 조선 후기 최하층의 신분이었다.(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민족문화연구 50, 고려대 민족문화연
구원, 2009, 1∼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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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관습적 질서에 적대적인 인물이기에 사령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69)

춘향에게도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 사령과, 사령의 태도를 경시하는 춘
향의 갈등은 다수의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난다. 남원고사
와 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문고본 춘향전은 물론 완판 26장
본 별춘향전, 완판 29장본 별춘향전, 고려대 도서관 소장 54장본 춘
향전(일명 고대본 춘향전),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이고본 
춘향전 등에서도 춘향을 잡으러 나가는 군노사령이 평소 춘향에게 혐의
를 품고 있었다는 점이 명시된다. 그러나 남원고사보다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비정되는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사령이 춘향에게 혐의를 품게 된 
계기가 남원고사에서와 다소 상이하게 서술된다. 춘향과 사령의 갈등은 
다만 신분과 지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상화되며, 물질적 이익의 
추구를 두고 대립하는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09년에 필사
된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에는 사령의 춘향에 대한 혐의가 다음
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그 제 어밀 붙고 발기갈 년 춘향이란 계집애가 양반 서방 했노라고 마
음이 도도하여 우리 보면 태를 빼고 오며가며 혹시 말을 붙인대도 청이불
문(聽而不聞)하고 옷자락만 제 치마에 스칫하면 대야에 물 떠 놓고 치마
길 부여잡고 조물조물 빤다더니 걸리었다 걸리었다 춘향이가 걸리었다. 그
물이 천 코면 걸리는 코가 있네. 이번 가서 너나 내나 그 년 사정 두는 놈
은 제 에메 오금지에 들기름 칠을 하느니라.”70) 

69) 남원고사의 군노사령이 춘향에게 자신의 위세를 관철시키고자 한다는 점은 사
령의 다음 발화에서도 확인된다: “고이하고 흰말이다마는 한다하는 토포행수(討捕
行首) 병방군관(兵房軍官) 육방아전(六房衙前) 삼반관속(三班官屬)이라도 상해는 
저에게 설설 기는 체 하거니와, 무슨 일이 숙혐(宿嫌)이 있는 이는 앙심을 잔뜩 
먹고 있다가 집장(執杖) 곧 할양이면 엄지가락을 진뜩 눌러 속으로 곯게 엉덩이를 
끊는 수가 있거든 하물며 저 즈음이. 어허 절통이 생긴 년 같으니. 그 말 곧 하려
하면 넋이 오르더라. 제 이도령이란 것이 무엇이니. 강류석부전(江流石不轉)이라. 
우리네는 매양이지. 이번에 불러다가 만일 매가 내리거들랑 너도 사정(私情) 두는 
놈은 내 아들놈이니라.”(남원고사, 75~76면)

70)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3, 박이정, 
2004), 4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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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에서는 사령이 춘향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취하
고자 하였던 사건이 소거된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기 이
전부터 본래 ‘사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인물이었다. 그러나 신학균
본 별춘향가의 사령은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을 한 까닭에 도도하게 행
동하며 자신들을 멸시하였다고 여긴다. 이고본 춘향전에는 사령이 춘향
에게 혐의를 품게 된 원인이 보다 직설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년의 계집아이 양반 서방하였다고 일곱 자락 군복(軍服) 자락 알기를 
우스이 알고 도고한 체 무섭더니 우리 입도듬에 걸렸구나. 이번 들어오거
들랑 졸갈니를 부숴보자.”71)

이고본 춘향전의 사령은 춘향이 이도령의 지위와 권세를 등에 업고 
군복을 입은 관속인 자신들을 우습게 본다고 하여 춘향에게 혐의를 품는
다. 천인 가운데서도 최하층의 신분인 기생이 향촌사회에서 상당한 위세
를 가지고 있던 군노사령을 경시하였다는 데서 혐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와 이고본 춘향전에 나타난 사령의 춘
향에 대한 인식은 남원고사에서와 차이를 보인다. 신학균 소장 별춘향
가와 이고본 춘향전에서 춘향의 도고함은 춘향이 양반 서방을 얻은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서술된다. 반면 남원고사에서는 춘향이 본래 ‘사
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인물이기에 사령들로부터 혐의를 받는다. 
남원고사에는 춘향이 애초부터 문제적 인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
며, 이로 인해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물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령이 춘향에 대해 혐의를 품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작품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사령이 춘향
에 대해 혐의를 품는 궁극적인 원인은 같다. 춘향이 자기 신분을 부정하
는 면모가 결국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사령들에게 혐의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한편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텍스트 전반에 걸쳐 춘향과 갈
등을 겪는 인물은 춘향의 모친 월매이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며 
71) 성현경 풀고 옮김, 이고본 춘향전, 보고사, 2011,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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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아닌 삶을 살기를 원하나,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하고 
춘향에게 관습적 세계의 기생에게 부여된 직분을 행할 것을 종용한다. 그
리하여 월매는 시종일관 춘향을 몰이해(沒理解)하며 춘향과 갈등을 겪고 
나아가 대립한다.72) 

남원고사의 월매는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부터 춘향에 대한 몰이해
를 드러낸다. 춘향을 찾아온 이도령에게 월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쟤가 실로 매몰하여 친구 왕래 없삽더니 도련님이 나와 계시니 잠깐 놀
다가 들어가오.”73)

월매의 발화에서 ‘친구’는 기생을 찾아온 남성 손님을 가리킨다.74) 월매
는 춘향의 성정이 매몰하여 남성 손님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월매
는 춘향이 남성 손님을 맞이하여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생
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춘향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춘향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만 성정이 
매몰한 데서 기인하였다고 여기는 것이다. 월매는 춘향의 어머니이지만 
춘향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였
다. 이도령에게 “잠깐 놀다가 들어가오”라고 말하는 데서 남원고사의 
월매가 이도령을 다만 기생 춘향을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 인식하고, 춘향
의 신분에 대한 부정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다.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을 몰이해하는 월매는 춘향의 사랑 역시 이해
하지 못한다. 춘향의 사랑은 일반적인 기생의 손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
으나,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기생인 월매는 이를 용인하지 못한
다.

“이진정소 송구영신 기생되고 아니하랴. 나도 젊어서 친구 볼 제 치치면 
감병수사(監兵水使) 내리치면 각 읍 수령 무수히 겪을 적에 돈 곧 많이 

72) 남원고사에 나타난 월매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지윤, 앞의 논문, 128~159면이 
참조된다.

73) 남원고사, 34면.
74) 이윤석, 앞의 책, 1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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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양이면 일생 잊지 못할레라.”75)

춘향이 이별한 뒤에도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자 월매는 위
와 같이 말한다. 춘향은 이도령과 이별한 뒤 대비정속을 통해 자신의 신
분이 법제적으로도 기생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되었으나, 월매는 춘향을 
여전히 기생으로 여긴다. 춘향의 사랑은 이도령이라는 한 남성과의 사이
에서 형성된 독점적 애정관계이며 신분에 대한 부정이 내재된 사랑이다. 
그러나 월매는 춘향을 기생으로 규정하고 기생의 사랑이란 물질적 이익의 
추구와 등치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76) 월매는 춘향에게 기생의 사랑은 
곧 이진정소(利盡情疎)와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추구라고 말한다. 남성 
손님이 제공해주는 물질적 이익이 다하면 마음을 소원히 하며, 마음이 소
원해진 남성을 보내고 언제든 새롭게 이익을 제공해 주는 남성을 맞이하
는 것이 기생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자신 역시 기생으로서 남성 손
님을 수없이 맞이하였으며 사랑의 지속기간은 남성이 제공해주는 물질적 
이익의 양에 비례하였다고 월매는 말한다. 관습적 세계의 기생인 월매는 
관습적 세계의 기생과는 이질적인 춘향과 여러 측면에서 갈등을 겪고 대
립한다.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과 사랑을 몰이해하였던 월매는 춘향의 이도령
에 대한 수절(守節)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하고 형벌을 당하자 월매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애고 애고 서러운지고. 남을 어이 원망하리. 이것이 다 네 탓이라. 네 
아무리 그리한들 닭의 새끼 봉(鳳)이 되며 각관(各官) 기생 열녀 되랴. 사
또 분부 들었더라면 이런 매도 아니 맞고 작히 좋은 깨판이랴.”77)

75) 남원고사, 95면.
76) 기왕의 연구에서도 월매는 현실적 이익과 물질적 가치에 매료되고 좌우되는 근

시안적 인간이기에 춘향과 대조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성현경, 앞의 책, 
402면 참조)

77) 남원고사,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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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발화를 통해 남원고사의 월매가 춘향을 시종일관 기생으로 규정
한다는 점, 그리고 이도령을 기생을 찾아온 손님으로 여기고 춘향과 독점
적 애정관계를 형성한 남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월매는 기생이란 관장의 분부를 거역해서는 안 되는 신분이라고 인식한
다. 자의적으로 신관 사또의 수청 요구를 거부한 까닭에 형벌을 당하였으
므로 이는 모두 춘향의 탓이라고 말하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월매는 
춘향에게 관습적 세계가 기생에게 부여한 직분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종
용한다. 그러나 춘향은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세계와의 타협 없이 고수하는 문제적 인물이다.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물인 월매와 갈등을 넘어 대립을 하기에 이른
다.

춘향은 이도령이 걸인의 형상을 하고 찾아오자, 월매에게 이도령을 잘 
대접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월매는 더 이상 물질적 이익을 제공
해 줄 수 없는 이도령에게 어떠한 호의도 베풀 수 없다고 말한다.78) 춘
향은 월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방님이 책방으로 계실 적에 어떻게 지내었소. 이진정소, 배은망덕 나
는 차마 못하겠소. 어머니 마음 저러하면 내 몸 하나 쓰러져서 차라리 불
효는 되려니와 마음은 고치지 못하겠소.”79)

이 장면에서 춘향과 월매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다. 춘향은 관습적 세
계의 기생으로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친 월매에게 천명한다. 춘향은 월
매가 기생 사랑의 본질로 규정하였던 ‘이진정소’를 차마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도령이 더 이상 물질적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고 해서 이도령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은망덕이라고도 말한다. 모
친과 대립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다 쓰러져서 불효를 행할지라도 이도

78) “나는 네 수종을 밤낮으로 들건마는 전혀 말선물 뿐이지 모주 한 잔 먹으라고 
돈 한 푼 주는 일이 이때까지 없더구나. 이 원수의 놈은 보자마자 옷 팔아라 노리
개 팔아라 호사시켜라 잘 먹여라 어찌된 곡절이니 좀 알자꾸나.”(남원고사, 
139~140면)

79) 남원고사,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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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는 춘향의 말은, 곧 춘향이 인륜
의 근본으로 여겨지는 효(孝)보다 사랑과 신의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춘향이 자신의 삶에 대한 독자적 의지의 관철
을 효보다 우선시하며 모친 월매와 대립하는 문제적 인물이라는 점이 거
듭 확인된다.

춘향과 월매의 갈등은 남원고사 뿐만 아니라 경판 춘향전에서도 나
타난다.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월매 역시 춘향의 평소 성정을 매몰하다
고 인식하는데 이는 다음의 발화를 통해 확인된다.

“쟤가 실로 매몰하여 친구 왕래 없사오나 도련님이 찾아와 계시니 잠깐 
수작하다가 즉시 들어가오.”80)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월매 역시 기생의 사랑은 물질적 이익의 추구
와 등치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이도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춘향과 다음과 같이 대립한다. 

춘향어미 이 말 듣고 독을 내어 하는 말이 
“이 원수의 놈 보듯 마듯 의복 팔아라, 노리개 팔아라, 호사시켜라, 잘 

먹여라, 어찌된 곡절이니. 내 마음대로 할양이면 단단한 참나무 몽치로 한
참 주뢰(周牢)하면 가슴이 시원할 듯하다.”

“애고 이것이 무슨 말씀이오. 전일(前日)을 생각지 아니 하오. 배은망덕 
나는 차마 못하겠소.”81)

월매의 춘향의 수절에 대한 몰이해는 현전하는 경판 춘향전에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가장 분량이 적고 최후에 간행된 경판 춘향전인 경판 
16장본 춘향전에서 월매의 춘향 수절에 대한 몰이해는 비록 간략하나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춘향어미 하는 말이 

80) 경판 35장본 춘향전, 13면.
81) 경판 35장본 춘향전,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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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웬 말인고. 이제 원수의 몹쓸 놈을 철석같이 믿고 수절인지 하
다가 이 형벌을 받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82)

또한 춘향에게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어 관습적 세계가 기생에게 부여
한 직분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종용하는 월매의 형상은 경판 35장본 춘
향전, 경판 30장본 춘향전, 경판 23장본 춘향전에 나타난다. 경판 
23장본 춘향전에서 춘향의 수절로 인한 월매와 춘향의 갈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

“원수의 몹쓸 놈을 철석같이 믿고 수절인지 정절인지 하다가 이 형벌을 
받으니 어찌 원통치 아니리오. 너도 마음을 두루혀 생각하여 어미 간장 태
우지 말고 수청 거행하면 그 아니 기쁠소냐.”

춘향의 말이 
“모친은 이런 말 두 번도 마오. 어느 하늘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사람

의 일을 모르나니 죽을지언정 내 마음은 금석같은지라, 모친은 염려 말고
(……).”83)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동일한 신분에 속한 주변인물과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은 천인 계층
의 주변인물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며 물질적 풍요와 계층 안에
서의 위세를 우선시하는 데서 말미암는다. 춘향과 대립하는 천인 계층이 
보여주는 세계인식은 물질을 중시하고 실질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는 즉
물적(卽物的) 세계인식이라 말할 수 있다. 신분은 천인으로 동등하지만 
각기 상이한 세계인식을 견지하고 있기에 춘향과 주변의 천인 계층은 갈
등을 겪는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
에 순응하는 주변인물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
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82) 경판 16장본 춘향전, 186면.
83) 경판 23장본 춘향전,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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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烈行을 통한 지배권력에의 저항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자신이 속한 계층 안의 관습적 
질서와 대립하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도령과 이
별한 후에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하고 신관 사또에게 저항
함으로써 자기 계층 밖의 관습적 세계 질서와 전면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춘향이 지니고 있었던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감은 열행의 실천
을 계기로 하여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표출되는바 이 점에 대해 고찰
한다.

춘향이 신관 사또에 저항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
였던 데에 있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며 이도령과 대등한 관계에
서 상호 독점적으로 결연하였다. 또한 이도령과 이별한 뒤에는 대비정속
을 통해 자신의 신분이 법제적으로도 기생이 아니라고 인식하면서, 이도
령과의 애정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법제적으로도 마련하였다고 
여긴다. 그러나 신관 사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춘향을 관기로 규정하여 
수청을 명령한다. 신관은 자신의 행위를 근대이행기 신분제 사회의 질서
에 따라 관장으로서 관기에게 수청을 들라고 명령한 것이라 인식한다. 이
에 남원고사의 춘향은 신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정에 아뢴 말씀 분간이 없삽고 다시 분부 이러하오시니 대비정속하
온 후는 관기가 아니옵고 도련님 가신 후로 두문불출 수절하와 만분지일
이라도 열녀의 본을 받고자 마음에 새겼사오니 분부 거행은 못하겠소.”84) 

춘향은 자신이 대비정속을 하여 더 이상 기역을 행할 의무가 없는 신분
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열녀의 본을 받아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하겠다고 
말하는바, 기실 이 말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서 봉건적 의미의 열(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85)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며 이도령과 대등한 위치에서 양자가 상호 

84) 남원고사, 87면.
85) 박희병, 앞의 논문, 436~44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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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신의에 대한 의무를 진다는 약속을 명문화한 뒤에야 결연하였던
바,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내재된 ‘열’ 관념을 형성한다. 춘
향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행을 실천하였
지만, 신관은 춘향의 열행을 재차 부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류장화는 인개가절이라. 천만 의외 너만 년이 정절, 수절, 성절, 덕절
하니 그런 잔 절을 말고 큼직한 해주 신광절이나 하여라. 네가 수절을 할
양이면 우리 대부인은 딱 기절을 하시랴. 요망한 말 다시 말고 바삐 올라 
수청하라.”86)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의 수절을 엄자릉과 백이‧숙제의 충절(忠節) 
및 아황‧여영과 사부인(謝夫人)의 열절(烈節)에 빗대며 항거한다.87) 춘향
은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과 남편에 대한 여성의 열을 모두 ‘절개’로서 대
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88) 이에 춘향은 신관에게 다
음과 같이 항거한다.

86) 남원고사, 88면.
87) “자고로 열녀 하대무지리오. 양구조어 엄자릉도 간의태후 마다하고 자릉대에 피

우하고, 수절의사 백이숙제 불식주속하려 하고 수양산에 채미가를 노래하고, 천하
진인 진도남도 화산석실 수도하고, 대순이비 아황여영 혈루류황 따라 있고 유한림
의 사부인도 수월암에 엄적하고 낙양의녀 계섬월도 천진루에 글을 읊어 평생 수절
하였다가 양소유를 따라 가고 태원땅 홍불기도 난세에 뜻을 세워 만리장정 종군하
여 이정을 따랐으니 몸은 비록 천하오나 절개는 막는 법이 없사오니 물 밑에 비친 
달은 잡아내어 보려니와 소녀의 정한 뜻은 차생에 앗지 못하오리이다.”(남원고사
, 88~89면)

88) 신하의 충과 여성의 열을 ‘절개’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대등하게 여기는 것은 
근대 이전에 상당히 일반적인 인식이었다고 생각된다. 충과 열은 실천의 주체와 
대상이 다르지만, 그 실천의 목적과 의미는 근대이행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뚜
렷이 변별되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여성학자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윤지당유고(允摯堂遺稿) 상편(上篇)에 수록된 ｢이릉(李陵)을 논하다｣(論李陵)에
서 “대저 충신불사이군, 열녀불경이부라고 하였으니, 여성으로서 남편을 버리고 다
른 사람을 좇아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와도 이는 실절(失節)한 부녀가 된다. 신하
로서 군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벼슬하여 작위와 녹봉을 받았다면 비록 하루 
만에 공을 이루고 돌아와도 이는 실절한 신하일 뿐이다”(夫忠臣不事二君, 烈女不
更二夫, 女而棄其夫從他人, 一日而歸, 是爲失節之婦. 臣而棄其君仕於他國, 受其爵食
其祿, 雖一日而成功以返, 是爲失節之臣耳)라고 논하였다. 이는 임윤지당이 신하가 
다른 나라의 군주를 섬기고 여성이 남편 이외의 남성을 따르는 일을 모두 절개를 
잃는 일로서 대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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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께서는 국록지신(國祿之臣)이 되어나서 출장입상(出將入相)하시다
가 파류(波流) 불행 난세 오면 귀한 일명(一命) 살려하고 도적에게 투항
하여 두 임금을 섬기려 하오. 충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어늘 불경이부 죄
라 하고 위력으로 겁탈하니 사또의 충절유무를 이로 조차 알리로다. 역심
(逆心) 품은 사또 앞에 무슨 말씀 하오리까. 소녀를 범상죄로 이제 바삐 
죽이시오.”89)

춘향은 자신의 열을 부정하는 신관에게 신관의 충을 부정하며 항거한
다. 춘향은 자신이 이도령 외의 다른 남성을 따르는 것은 신하가 다른 임
금을 섬기는 일과 같다는 논리로 항거를 정당화한다. 여성이 두 남편을 
따르는 일과 신하가 두 임금을 섬기는 일은 모두 ‘실절’(失節)이라는 점
에서 같다는 것이다. 

남원고사에 나타난 춘향의 항거에는 신관의 ‘충’이라는 문제가 개입되
어 있다. 이는 초기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보이지 않던 면모
이다. 만화본 ｢춘향가｣의 춘향은 다만 ‘열녀불경이부’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절하였다. 이와 달리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의 열행을 정당화
하기 위해 신하의 임금에 대한 충을 끌어들이는데, 이로 인해 남원고사
에서는 춘향의 항거와 관련하여 주요한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왕조국가
에서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은 절대적 윤리이다. 춘향은 신관의 유부녀에 
대한 겁탈이 반역(反逆)에 비견될 만큼 부정적인 행위라는 점을 항거 과
정을 통해 폭로한다. 

춘향은 항거 과정에서 신관의 부정함을 폭로하는 동시에 자신을 범상죄
(犯上罪)로 처벌하라고 말한다. 이에 춘향은 관령을 거역하고 관장을 능
욕한 죄로 형벌을 받게 된다.90) 춘향의 죄가 범상죄라는 것은 춘향의 행
위가 하위 신분의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 항명(抗命)한 일임을 의미한
다. 그리고 춘향의 항거는 다만 춘향 한 사람의 관장 개인에 대한 항명이 
89) 남원고사, 91~92면.
90) “형방이 다짐 쓴다. 살등 여의신이 본시 창녀지배어늘 불고사체하고 수절명절이 

하위지곡절이며 우중신정지초에 관령을 거역 뿐더러 관정발악에 능욕관장하니 사
극해연이 막차위심이요 죄당만사라. 엄형중치하옵시는 다짐이니 백자 아래 수촌 
두라.”(남원고사,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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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피지배계층과 지배계층 사이의 문제로 전화(轉化)된다. 이제 신
관의 춘향에 대한 핍박은 지배권력의 피지배층에 대한 핍박으로 그 의미
가 명확해진다. 그러하기에 춘향의 항거 과정을 통해 지배권력의 부정함
을 직접 목도한 피지배층이 춘향의 저항에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남원고사에서 춘향이 신관 사또에게 저항하다 형벌을 당하기 전까지 
춘향을 이해하는 피지배층은 없었다. 그러나 춘향의 항거로 신관의 탐학
과 불의가 폭로되고, 춘향이 지배권력의 탐학과 불의에 저항하는 피지배
층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면서 춘향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확대된다. 피
지배층은 춘향의 문제를 자기 계층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춘향이 
신관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이후 남원 부민의 춘향에 대한 인식은 변모하
여 다음과 같이 형상화된다. 

“서울서 들으니 남원 기생 춘향이가 창기 중 정절이 있어 기특다 하더니 
이곳에 와 들으니 서방질이 동관 삼월이요, 본관 수청 들어 주야농창한다 
하니 그릴시 분명한지.”

이 영감의 성품은 헌릉장작이라 이 말 듣고 훨쩍 뛰어 상투 끝까지 골
을 내어 두 눈을 부릅뜨고 두 팔을 뽐내면서 넋이 올라 하는 말이

“뉘라서 이런 말을 하옵던가. 백옥 같은 춘향이를 이런 더러운 말로 모
함하는 놈을 만나면 그놈의 다리를 무김치 썰듯 무뚝무뚝 자를 것을 통분
하고 절통하외.”91)

어사가 된 이도령은 남원 인근으로 내려와 염문(廉問)을 하며 주막 주
인에게 춘향의 행실에 대해 묻는다. 주막 주인은 춘향이 백옥 같이 깨끗
하고 고결하며, 춘향을 모함하는 이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극렬히 분개하
면서 춘향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다. 주막 주인은 춘향의 행실에 대해 
다음의 말을 덧붙인다.

“전등 사또 자제 이도령인지 하는 아이 녀석이 춘향이를 작첩하여 백년
기약 맹세하고 올라갈 제 후일 기약 금석같이 하였더니 한번 떠난 후 삼 
년에 소식이 돈절하고, 신관 사또 호색하여 춘향의 향명 듣고 성화같이 불

91) 남원고사,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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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들여 수청으로 작정하니 춘향의 빙옥절개 한사하고 불청하니 신관 사또 
골을 내어 한사중장한 연후에 항쇄 족쇄 엄수한 지 올조차 삼 년이라. 때
때 올려 중치하며 지만하라 분부하되, 그런 고초 겪으면서 유리같은 마음 
추호 불변하였으니 자고로 창기지절이 이렇단 말 들었습나. 이런 열녀 첩
을 외방다가 버려두고 삼년이 되도록 편지 일장 아니하고 소식조차 돈절
하니 그 아이 녀석이 신사년 팔월통에 떨어졌으면 모르거니와 살아 있고
는 이런 맵고 독하고 모질고 단단한 무정 맹랑한 제 할미를 붙을 아이 녀
석이 어디 있겠습나.”92)

주막 주인은 춘향을 여전히 창기로 지칭한다. 춘향은 대비정속을 거쳐 
자신의 신분이 양인으로 변동되었다고 인식하지만, 남원 인근의 부민은 
춘향을 기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원 부민에게 춘향의 법제적 
신분이 기생인가 양인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신
분이 기생이든 양인이든 춘향이 지배층의 핍박을 받는 피지배층이라는 사
실이 남원 부민들에게는 중요하다. 주막 주인은 춘향에게 고초를 안긴 인
물이 모두 지배계층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이도령은 상경한 뒤 열녀 첩을 
외방에다 버려두고 삼년째 편지 한 장 없으며, 신관 사또는 춘향을 불러 
수청을 들이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춘향을 옥에 가두고 중장(重杖)을 일
삼는다는 것이다. 춘향은 신분이 미천하지만 빙옥과 같은 절개를 지녀 이
도령을 위해 수절하면서 신관의 형벌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막 주인은 말
한다. 

춘향의 열행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주막 주인뿐만 아니라 남원 인근
의 선비와 농부들에게서도 확인된다. 이어사는 남원 인근의 선비에게 신
관 사또의 정사(政事)가 어떠한지 염문한다. 선비들은 신관 사또가 탐학
이 무도하고 송사(訟事)를 멋대로 처결함은 물론 춘향을 억지로 겁탈하려
하였다고 말한다.93) 남원고사에서는 향촌의 사(士) 계층 역시 신관 사
92) 남원고사, 122~123면.
93) “남원 부사 말을 마오. 탐재호색 무도하여 백성이 소를 잃고 고관하니 양척을 불

러들여 원고에게 분부하되 ‘너는 소가 몇 필인다?’ 대답하되 ‘황우 한 필, 암소 한 
필 다만 두 필 있삽더니 황우 한 짝 잃었습니다.’ 또 묻되 ‘저 도적놈 너는 소가 
몇 필이니?’ 대답하되 ‘소인은 적빈하와 한 필도 없나이다.’ ‘소 임자 놈 들어보라. 
너는 무슨 복력으로 두 필 탐히 두고 저 놈은 무슨 죄로 한 필도 없단 말이냐. 한 
필씩 나눴으면 사면 무탈하고 송리(訟理)가 공평이라’하고 소 임자의 소를 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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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의 춘향에 대한 처사를 악행이라 인식한다. 또한 남원의 농부는 춘향을 
‘백옥 같은 춘향이’로 지칭하며 춘향의 절개를 이해하고 춘향을 지지하는 
면모를 보인다.94) 한 무리의 농부들은 선소리를 하며 춘향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우리 농부 들어 보소 불쌍하고 가련하다
남원 춘향이는 비명원사(非命冤死) 한단 말가.
무거불측 이도령은 영절 소식 없단 말가.
얼널 얼널 상사디.95) 

선소리를 하는 농부들은 춘향이 원통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며 춘향을 
동정한다. 그리고 춘향에게 이러한 고난을 안긴 이도령이라는 지배층을 
무거불측(無據不測)한 인물, 즉 헤아릴 수 없이 괘씸한 인간으로 인식한
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춘향을 백옥 같이 고결하다고 여기는 남
원 부민들은 춘향의 고난에 감정을 이입하며 춘향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
으로 느낀다. 또한 이들은 춘향의 고난을 야기한 지배계층인 이도령과 신
관 사또 두 사람에 대해 분만(憤懣)의 감정을 표출한다. 남원 부민들은 
춘향의 고난을 자기 계층의 고난으로서 공감하고 춘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춘향에게 고난을 안긴 지배계층을 원망하는바, 이로써 
춘향은 불의한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피지배층으로서의 상징성을 분명히 
한다.

춘향에 대한 피지배층의 공감과 지지는 경판 춘향전에도 나타난다. 
경판 춘향전에 등장하는 남원의 피지배층은 춘향에게 고난을 안긴 이도

도적놈을 주었으니 이런 공사 또 있으며 백옥 같은 춘향이를 억지 겁탈하려다가 
도리어 욕을 보고 엄형중치 하옥하여(…).”(남원고사, 117~118면)

94) 한 농부가 걸인 행색의 이어사를 보고 양반대접을 한다며 “영종조에 계시더면 
인물 당상 어디 가며 남원 땅에 들어가면 춘향의 서방 되리로다”라고 말하자 주변
의 농부들이 화를 내며 “백옥 같은 춘향이를 제 아무리 없다 하고 누구에다가 비
기나니, 미친 놈이로다”(남원고사, 116~117면)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농부들이 
춘향을 고결한 인물로 여기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95) 남원고사, 120~121면.



- 68 -

령과 신관 사또를 모두 원망하며 춘향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한다. 피지배
층의 춘향에 대한 공감과 지지는 경판 16장본 춘향전에서도 축약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이 골 원님 정사 어떠하며 민폐는 없으며 또 호색하여 춘향을 수청들였
단 말이 옳은지.”

농부 증을 내어 하는 말이
“우리 원님 정사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모르거니와, 참나무 마주 휜 듯이 

하니 어떻다 하리오.”
어사 하는 말이 
“그 공사 이름이 무엇이라든요.”
농부 대소 왈
“그 공사는 쇠코뚜레 공사라 하니이라. 욕심은 있는지 없는지 민간의 미

전목포를 다 고무래질하여 들이니 어떻다 하리오. 또 음물이라 철석같이 
수절하는 춘향이 수청 아니든다고 엄형엄수하였으되 구관의 아들인지 개
아들인지 한번 떠난 후 종무소식하니 그런 쇠자식이 어디 있으리오.”96)

어사가 신관 사또의 정사에 대해 염문하자 농부는 위와 같이 대답한다. 
춘향의 열행에 대한 공감과 지지는 주막 주인의 말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송백(松柏) 같은 춘향에게 그런 누명을 싯지 마소. 원님이 음탐하여 춘
향이 수청 아니 든다고 엄형하여 옥귀신을 만들되 구관의 아들인지 난장
의 아들인지 그런 계집을 버려두고 찾들 아니하니 그런 개아들이 어디 있
으리오.”97)

경판 16장본 춘향전에서도 남원 부민들은 신관과 이도령을 모두 춘
향과 같은 피지배층에게 고난을 안긴 지배권력으로 여기며 분만을 표출한
다. 이로써 춘향의 열행이 피지배층의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
었음이 확인된다. 

춘향의 열행이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는 면모는 남원고사

96) 경판 16장본 춘향전, 188~189면.
97) 경판 16장본 춘향전,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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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경판 춘향전뿐 아니라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기생계 춘향서사인 완판 26장본 별춘향전, 완판 29장본 별춘향전, 완
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이고본 춘향전, 1897년에 필사된 하버드
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은 물론,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신재
효의 ｢남창 춘향가｣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춘향의 열행
은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남원 부민이 춘향의 고난
을 이도령과 신관 사또라는 두 사람의 양반이 야기한 것으로 여기며 춘향
의 고난에 공감하는 데서 확인된다. 남원고사와 더불어 민중문학적 성
격이 현저한 춘향서사로 일컬어지는 이고본 춘향전에는 해당 장면이 다
음과 같이 서술된다.98)

“열녀 춘향이 잡아다가 수청 아니 든다하고 형문삼치 하옥하여 오일오일 
올려치며 착가엄수하였으되, 구관의 아들인가 난장의 아들인가 그런 기생 
결연하여 두고 가서 일거 무소식이니 그런 개자식이 있나?”99)

현전하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최고(最古)의 작품인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에서 남원 부민은 신관의 정사와 춘향의 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드러낸다.

“이를 게 들어보오. 부자는 패망, 아전은 도망, 백성은 원망, 출패는 양
망, 그게 사망 아니오. 흉악한 일 또 있지요. 우리 고을 춘향이가 매우 예
쁜 일색이지. 구관 자제 책방하고 백년가약 맺었기로 수절하고 있는 것을, 
신관 사또인 원님이 수청 아니 든다하고 월삼동추 두드리며 착가수옥 볶
아내니 불쌍한 춘향이가 그 새에 죽었는지 정녕 앙급할 것이오. 앙급할 놈 
또 있것다. 구관 책방 그 자식은 한번 간 후 소식 없어 저 까닭에 죽는 사
람 돌아도 아니 보니, 내 솜씨에 만났으면 논두렁에 엎어놓고 가랫장부 공
상볼기 흠뻑 때려주련마는 그 자식을 볼 수 없어 어찌 할 수가 없지.”100)

98) 이고본 춘향전이 민중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은 조윤제, ｢춘향전 이본고
(1)｣ 및 성현경, ｢<이고본 춘향전>의 축제적 구조와 의미, 문체와 작자｣(앞의 
책)에서 논의되었다.

99) 이고본 춘향전, 273면.
100) 신재효, ｢남창 춘향가｣(강한영 교주,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민중서관, 

1976), 5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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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춘향가｣의 농부는 신관의 탐학과 춘향에 대한 핍박을 모두 흉악
한 일이라 말하며 대등한 수준의 악정으로 인식한다. 또한 농부는 고난을 
겪고 있는 춘향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며 춘향의 고난을 초래한 신관 
사또와 이도령을 모두 ‘앙급할 놈’으로 지칭한다. ｢남창 춘향가｣에서도 춘
향의 열행은 지배계층의 부정함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며, 남원의 농부는 
춘향의 열행을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다.

요컨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행은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춘향이 열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신관 사또라는 
지배권력의 부정과 불의가 폭로되고, 춘향에게 고난을 안긴 이도령과 신
관 사또가 모두 피지배층으로부터 불의한 지배권력으로 인지됨으로써 춘
향서사에 피지배층과 지배층간의 계층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
해진다. 또한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을 남원의 피지배층이 공감하
고 지지함으로써 춘향의 저항은 피지배층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
징성을 명확히 한다. 결말에 이르러 불의한 지배권력인 신관 사또가 징치
되고, 이도령은 불의한 지배층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짐으로써 춘향의 지
배권력에 대한 저항은 성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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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近代移行期 妓生系 春香敍事의 변모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네 가지 측면을 통해 형상화된
다. 그러나 일부의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문제적 개
인으로서의 형상에 변모가 일어난다. 이들 텍스트는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성을 유지하면서도 춘향의 서사화에 있어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
전 등 전형적인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변
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에 내포된 부정성이 축소되
기도 하고, 기생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여성 규범을 본떠 행동하기도 한
다. 또한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시종일관 춘향을 몰이해하였
던 월매가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과 열행을 다소 이해하는 면모를 보이
기도 하는바, 이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 및 관습적 세계에 
대한 이질성과 독자성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질적 변화를 초래한다. 3절
을 통해서는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
의 성격이 부분적으로 변모하는 양상을 고찰한다.

1) 규범적 여성에의 同化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다수의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야외
로 나가 추천을 한 일시가 삼춘(三春)과 같이 다만 봄으로 설정된다. 초
기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추천일이 삼짇날로 나타난
다.101)

이때는 봄 찾아 노니는 삼짇날이라네.              是時尋春遊上巳102)

101) 만화본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추천일이 삼짇날로 되어 있으며 춘향은 추천하
기 전에 만북사(萬北寺) 앞의 시냇물에서 세욕(洗浴)을 한다. 춘향의 세욕은 겨울 
동안 묻은 때를 씻기 위해 시내에서 몸을 씻는 답청(踏靑) 풍속과 연관이 있으며, 
이 점에서 춘향이 추천을 하는 시간적 배경의 원형을 삼짇날로 추정하기도 한다.
(김석배, ｢<만화본 춘향가> 연구｣, 앞의 책, 237~2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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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고사에서도 춘향의 추천일은 삼춘(三春)으로 나타난다.103) 남원
고사에서는 춘향이 추천을 하던 날 이도령을 만나 불망기를 받는데, 이
도령이 써 준 불망기에도 날짜는 특정되어 있지 않고 ‘모년 모월 모일’로 
나타난다. 

춘향서사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처음 만나게 되는 시간적 배경을 봄으로 
설정한 것은 춘향과 이도령이라는 젊은 남녀의 만남이 춘정(春情)에서 기
인한 것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남원고사의 이도령은 삼춘을 맞아 “마음
이 흥글항글하여 불승탕정(不勝蕩情)이라 산천경개 보려” 유산(遊山)을 
하였고, “춘흥(春興)을 못 이기어” 추천을 하러 나온 춘향을 발견한다. 경
판 35장본 춘향전에서도 이도령은 방춘가절(芳春佳節)을 맞아 춘흥을 
못 이기어 유산을 하며, 춘향은 불승춘정(不勝春情)하여 추천을 하러 나
온다. 경판 23장본 춘향전과 경판 16장본 춘향전에서는 “이때는 방
춘화류호시절(方春花柳好時節)이라” 이도령이 “춘흥을 못 이기어” 화유
(花遊)를 하다가 추천을 하는 춘향을 발견한다.

만화본 ｢춘향가｣와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봄의 야외라는 시
공간은 서사 구성상 주인공의 춘정이 일어나는 배경이라는 의미를 지닌
다. 그러나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봄의 야외라는 서사적 배경에 관
습적 세계의 현실과 규범을 투사한다. 비록 그 신분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춘향과 같은 처녀는 아무 때에나 추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습적 세계의 
여성 규범이 춘향의 서사화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에 기생계 춘향서사 가
운데 일부 텍스트는 춘향이 추천하는 일시를 단오(端午)로 개변한다. 본
고에서 검토한 41종의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4종에서 이러
한 개변이 나타난다.

19세기 후반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판 30장본 춘향전에서는 
“이 때 마침 오월 오일 천중지절(天中之節)이라 본읍 기생 춘향이 추천 
차로 의복단장 치레할 새”라고 하여 춘향이 추천일이 단오라는 점을 분명
히 한다. 1902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산본 춘향전에서도 “이 
102) 만화본 ｢춘향가｣, 268면.
103) “시절을 돌아보니 때마침 삼춘이라.”(남원고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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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즉 오월 오일 천중지절일이라, 본읍 기생 춘향이가 추천 차로 나올 
적에”라고 하여 춘향의 추천일을 단오로 설정한다. 이와 같은 개변은 이
고본 춘향전에도 보이는바, 이 텍스트에서는 이도령이 단오를 맞아 춘
흥을 못 이기어 유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또 자제 이도령이 책방에 있어 학업에 힘쓰더라. 호협방탕(豪俠放蕩)
하여 청루주사(靑樓酒肆) 출입을 즐기더라. 때는 마침 오월 천중가절(天中
佳節)이라. 춘흥을 못 이기어 방자 불러 분부하되(……).104)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 역시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게 된 
때를 단오로 개변한다. 이는 이도령이 춘향에게 써 준 불망기에 이도령과 
춘향이 단오일에 추천을 하다가 만났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 데서 확인
된다.105)

춘향의 추천일이 단오로 개변된 것은 조선시대의 규범인 내외법(內外
法)과 유관하다. 단오에 여성이 추천을 하는 풍습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어왔다.106) 그러나 조선시대에 단오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
席)이라는 유교 규범적 내외법이 완화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미혼 
여성들은 그네를 뛰기 위해, 미혼 남성들은 씨름을 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오면서 이성(異性) 간에 비교적 자유로이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단오
에는 제공되었던 것이다.107) 

기생은 본래 내외법의 적용을 받는 신분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춘향
서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기생계 춘향서사인 ｢동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창가(娼家)에 생겨나서 내외(內外)를 아니”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104) 이고본 춘향전, 151면.
105) “한북지남(漢北之男)과 호남지녀(湖南之女)와 오월 단오 추천 시 양상봉지화초

정(兩相逢之花草亭)은 단산지봉황이요 녹수지원앙이라.”(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7, 박이정, 1999, 25면)

106)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지은 ｢단오에 그네 뛰는 여자 놀이를 보다 나라
의 풍속에 단오 때면 여자들이 이 놀이를 한다｣(端午, 見鞦韆女戱. 國俗, 必端午作此
戱)라는 시가 동국이상국후집(東國李相國後集) 권3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의 
제목을 통해 이규보가 살았던 고려 후기에도 단오에 여성이 추천을 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7) 한국민속의 세계 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180~18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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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추천일을 단오로 설정하여 춘향이 내외
법을 준수하며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춘향의 추천 일시를 개변한다. 이는 
기생 춘향의 서사화에 유교적 여성 규범이 투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
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속하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박
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백성환 창본 춘향가에서 춘향의 추천일을 
단오로 개변한 사실을 통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텍스트는 기생 
아닌 춘향이 단오의 풍습에 따라 추천을 하였다고 서술한다. 즉 일부 기
생계 춘향서사 텍스트에서 춘향의 추천일을 단오로 개변한 것은 본래 양
인 이상의 여성에게 부과된 유교적 여성 규범을 춘향에게도 투사한 결과
이다. 

일부의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스스로 내외법을 지키며 유교 규
범을 준수하는 여성에 동화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 대부분의 춘향서
사에서 이도령이 자신을 부른다는 전갈을 받은 춘향은 이 소식을 전한 방
자와 실랑이를 벌인다.108) 남원고사나 경판 춘향전 등에서 기생 춘향
은 결국 관장 자제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방자를 따라 광한루로 향한
다. 그러나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의 해당 장면에서 춘향은 내외법을 준수
하기 위해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춘향의 이러
한 면모는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목태림(睦台林, 1782∼1840)의 ｢춘
향신설｣(春香新說)에 처음으로 나타난다.109) 춘향은 이도령의 명을 전하
러 온 색장(色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8) 도령의 초래(招來)에 응할지를 두고 방자와 춘향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대
개 ‘네 그른 내력’ 사설이라 일컬어진다. 이 장면에서 방자는 타인의 눈에 띄기 좋
은 곳에서 추천을 한 춘향이 그르다고 말한다. 즉 방자는 춘향의 여성으로서의 행
실을 문제 삼고 춘향이 내외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령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이라 판단한다. 대개의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추천은 여성의 내외법과 관련하여 
문제시되고 있다.

109) 춘향신설은 표현의 측면에서 양반층의 문화 속으로 견인된 면모를 보이는 작
품이자,(김종철, ｢춘향신설고｣, 고소설 연구논총, 경인문화사, 1994) 철저히 춘
향의 절행을 현창하는 교훈성을 강조하며 춘향을 봉건적 이념의 수호자로 형상화
한 작품(류준경, 앞의 논문, 54~65면 참조)이라 논의된다. 춘향신설의 작자 목
태림의 생애 및 문학관에 대해서는 정선희, 19세기 소설 작가 목태림 문학 연구
(보고사, 2005)가 참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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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비록 화방(花坊)의 기생 무리로서 바탕이 더럽고 몸이 천하지만 
어찌 담을 넘어 남자를 만나는 일이 추하며 치마를 걷고 물을 건너 음란
한 일을 벌이는 것이 꺼림칙함을 모르겠소.”110)

｢춘향신설｣ 춘향은 그 신분이 기생임에도 남녀 간의 밀통에 해당하는 일을 
꺼려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 ｢춘향신설｣의 춘향은 기생의 신분
이지만 자의적으로 남성을 만나는 일을 거부하며 유교적 여성 규범과 내외법
을 습득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111)

이고본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까닭이 내외법
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말한다.

“네 말은 좋다마는 남녀가 유별커든 남의 집 규중처자(閨中處子)를 부르
기도 실례요, 남녀칠세부동석을 성경현전(聖經賢傳)에 일렀으니 처자의 행
실로는 건너가기 만무하다.”112)

춘향은 그 신분이 기생이지만 자신을 ‘규중처자’로 지칭하며 성현의 가
르침인 남녀유별과 남녀칠세부동석을 지키기 위해, 즉 여성으로서의 규범
을 지키기 위해 이도령과 내외를 하겠다고 말한다. 이고본 춘향전의 춘
향은 내외법이라는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신분제 사회의 위계질서보다 우위
에 둔다. 이고본 춘향전의 춘향은 기생의 신분이지만 규범적 여성에 동
화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는데, 이는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에 질
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기생 신분임에도 스스로 내외법을 적용하며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
고자 하는 춘향은 1896년에 필사된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과 
1897년에 지어진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에도 나타난

110) “春香雖以花坊妓流, 質陋身賤, 豈不知踰墻之可醜, 蹇裳之可嫌.”(허호구․강재철 공
역, 역주 춘향신설․현토한문춘향전, 이회, 1998, 130면) ｢춘향신설｣의 원문은 
역주 춘향신설․현토한문춘향전에 활자화되어 수록된 것을 인용하며, ｢춘향신설｣의 
번역은 허호구‧강재철의 책을 참조하여 필자가 수정하여 제시한다.

111) 김지윤,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춘향 형상과 그 의미-작자
의 계층에 주목하여-｣, 국문학연구 39, 국문학회, 2019, 101~106면 참조.

112) 이고본 춘향전, 166~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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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의 춘향은 방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내가 평생 일부종사(一夫從死) 뜻이 있어 거기 가기 만무하다. 양반의 
자제로서 독서공부 아니 하고 유산(遊山)하기 일삼아서 남의 집 여자보고 
청래(請來)하기가 진찬하며 여자가 남자 전갈 듣고 갈 수 없어 차마 못가
겠다.”113)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의 춘향은 기생 신분이지만, 자신을 ‘남
의 집 여자’, 즉 여염 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러하기에 일부종사의 뜻을 품
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령의 부름을 거부하면서 스스로에게 내외법을 
적용한다. 한편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여
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내세우며 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존귀하신 도련님이 하천(下賤)한 춘향 몸을 부르시니 감격하다마는 부
끄러워 못가겠다. 도련님더러 퇴령(退令) 후에 은근히 오시래라.”114)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도령에게 퇴령 
후 자신의 집에 찾아오라는 말을 방자를 통해 전한다. 춘향은 도령을 직
접 만나지 않았으나 방자의 전언을 듣고 도령과 결연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면모는 남원고사 등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광한루로 건너가 도령을 직접 견문한 뒤 결연을 결심하며 사랑에 
있어 독자성과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버드대 연경도서
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과 비
교할 때, 결연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나 감정보다는 이도령의 의사를 중시
하는 수동적이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춘향은 부끄러움을 내
세우며 광한루에 가지 않고 이도령을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하여, 내외법을 
준수하면서 이도령과 결연한다. 즉 결연의 과정에서 내외법을 준수하는 
113)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8, 박이정, 

1999), 127면.
114)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2, 

박이정, 2004),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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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의 형상은 독자적 성격의 축소이자 소극적 성격의 증대를 의미하는
바, 이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에 나타난 질
적 변화이다.115)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기생임에도 여성으로
서의 부끄러움을 말하며, 내외법을 준수하기 위해 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116) 춘향의 부끄러움과 소극성, 그리고 내외법의 준수에 대하여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의 서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향이가 파겁한 계집이 되었으면 당시 사또 자제가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가 있느냐마는 파겁한 일이 없고 아직 어린 아이로서 수신하는 마음
이 앞을 서니 갈 길이 전혀 없다.117)

서술자는 춘향이 ‘파겁(破怯)한 계집’, 즉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여성이라면 관장 자제의 부름에 응하였겠지만, 춘향은 부끄러움을 아는 
어린 여성이며 수신하는 여성이기에 관장 자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춘향의 부끄러움과 내외법의 준수는 수신(修身), 즉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실천한 결과라는 것이다. 

내외법을 준수하는 기생 춘향의 형상은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케 한다. 이는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
향이 그 신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애초 기생 아닌 여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이 규범적 여

115) 기왕의 연구에서는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이 완판 29장본 
별춘향전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두 작품에서 유사
한 표현이 다수 나타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임성래, ｢
하버드대학 옌칭도서관본 <별춘향전>에 대하여 －안성판 20장본과 완판 29장본
의 비교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연구회, 2007) 한편 본고가 
고찰한 바에 의하면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94장본 춘향전과 완판 29장본 별춘
향전은 모두 변모한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 속한다.

116) “내 일을 네 아는 바 문외(門外) 출입 없는 내가 우연히 나왔다가 도련님 안목
에 미쳤으나 번화한 광한루에 만일 한번 출입하면 어머님께 꾸중 나고 양반 앞에 
행동거지 수문수답(隨問隨答) 내 모르니 겸연쩍고 부끄럽다. 꾸중이 뒤에 있어 어
머니가 당할망정 나는 차마 못 가겠다.”(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 15
면)

117) 김동욱 소장 낙장 70장본 춘향전,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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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동화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 춘향이 규범적 여성에 동화되

고자 하는 면모는 기생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춘향
은 기생이지만 가무(歌舞) 등을 배우지 않고, 여염 여성과 같이 여공(女
工)을 익히거나 규훈서(閨訓書)를 학습한다. 이와 같은 춘향의 형상은 신
재효의 ｢동창 춘향가｣, 동양문고본 춘향전,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
가,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고려대 도서관 소장 54장본 춘향
전 등에 나타난다. ｢동창 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이 기생 풍류는 물론 여
공과 침선(針線)을 익혔음을 말한다.

“무남독녀 저 자식을 아비 없이 기르는데 어려서 웬 잔병은 그다지 많삽
던지 의원과 단골 무당 내 집에서 살렸지요. 칠세가 넘삽기에 입학(入學)
을 시켰더니 이것이 천생 재조 한번 듣고 한번 보면 모를 것이 없삽지요. 
여공에 침선이며 심지어 풍류 속에 모를 것이 바이없어 행동거지 언어범
절 이 세상은 고사하고 옛사람 지잖지요.”118)

고려대 도서관 소장 54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기생이지만 여공을 익
혀 침자(針子)에 능숙한 면모를 보인다. 이도령이 방자와 함께 춘향의 집
에 당도하였을 때, 춘향은 침자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춘향 앉아 침자할 제 오합도소리 내어 놓고 실 한파람 똑 끊어 왼손으
로 싹 비비어 바늘귀에 쏙 꿰어 매듭 넌짓 맺어 들고, 쥘대 한줌 덤벅 쥐
고 누비질을 앉아 할 제, 산뜩산뜩 골무 손으로 쑥 밀어 그 손으로 되빼어 
청동화로 백탄 불에 통영 인두 넌짓 넜다 전반에 받쳐 들고 주루룩주루룩 
밀어내어 간 고르게 줄을 칠 제, 침자에 기운이 잦아들어 두 눈이 어글어
글 연지볼이 볼고족족 구슬땀이 보실 귀밑머리 □서짐 밀기름에 자른 머
리 한가닥이 똑 떨어져서 요리 아른 조리 아른 아른하는 거동(……).119)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리며 거문고
를 연주한다. 반면 고려대 도서관 소장 춘향전의 해당 장면에서는 누비
118) 신재효, ｢동창 춘향가｣(강한영 교주, 앞의 책), 131면.
119) 구자균 교주, ｢고대본 춘향전｣, 춘향전, 민중서관, 1976, 327~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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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능숙한 춘향을 묘사한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고려대 도
서관 소장 54장본 춘향전은 모두 기생계 춘향서사이지만 각 텍스트에
서 춘향을 무엇에 능숙한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는가에는 차이가 있다. 이
는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 안에서 춘향을 어떠한 인물로 이해하고 
또 어떠한 인물로 형상화하는가에 있어 분화(分化)가 발생하였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분화의 양상은 여타의 기생계 춘향서사 텍스트에서도 확인
된다.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이도령을 위해 금낭(錦囊)
에 수를 놓는 침선에 능한 인물로 묘사되며,120)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
춘향가의 춘향은 평소 누비질을 일삼는 인물로 형상화된다.121) 

기생이면서도 여공은 물론 전반적인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한 춘향의 
형상은 20세기 초에 필사된 동양문고본 춘향전에서 자상히 묘사된다.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며 마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춘향이가 어여쁘더니라. 인물은 탁월하여 장부 심장 놀래거늘 만 
가지 태도가 구비하고 맵시는 송골매요 수족이 절묘하고 사덕(四德)이 구
비하여 행실은 숙녀요 글이 또한 용□더니라. 사서삼경 예기 춘추 팔
대가(八大家) 외가서(外家書)의 모를 글이 없건마는 그 중에 열녀전을 
제일 좋아하고 한사 더 보더니라. 노래는 아주 명창이요, 잡기(雜技)는 
제일 녹난하고, 춤은 신통히 묘무(妙舞)요, 거문고 잘 타고, 가얏고 잘 뜯
고, 양금(洋琴) 잘 치고, 생황 잘 불고, 풍월은 바로 문장이요, 글씨는 명
필이요, 전팔(篆八)을 잘 쓰고 묵화(墨畵)도 방불하고 서찰은 일수(一手)
요, 바둑 장기 골패 투호 온갖 잡기 다 잘 하고 또 길쌈도 잘 하더니라. 
베를 짜면 길주 명천 가는 베, 회령 종성 고운 베, 왜포(倭布) 당포(唐布)
라도 이만 못하고, 면주를 짜되 합사주 통해주 곱포주 물면주 문주 아랑주 
다 잘 짜고, 무명을 짜도 강진나이 고양나이 만경세목 홍양세목 서양목 관
대차라도 이만 못 하고, 바느질을 하여도 행의 창의 도포 중치막 긴 옷 속
옷 수품이 곱고, 깃 다리기 어여쁘고 도련과 귀새가 못하고, 울구비 양구
비 쪽쪽 누비 세구비 신속하되 선명하고 관대 짓기 수놓기 모두 다 일수
요. 음식을 하여도 신속히 맛깔스러이 숙설(熟設)을 아(雅)하게 다 잘 차

120) “이 때 춘향가 도련님 채우려고 금낭에 수놓다가”(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
가, 286면)

121) “이 때에 춘향이는 잔 줄 누비바늘 든 채 사창 전에 졸더니”(신학균 소장 39장
본 별춘향가, 4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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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친구 대접을 둥글게 다 잘 하고 서방 공경을 알뜰히 잘 하고 부모께 
효성은 출천지심(出天之心)이요, 동리의 인심을 두루 얻고 하인에까지 은
정이 두터운 요런 계집이 또 어디 있겠느니.”122)

이도령의 말에 따르면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춘향은 인물과 행실이 훌
륭할 뿐 아니라,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 및 열녀전을 읽어 유교적 규
범을 학습하였고, 가무와 잡기 및 서화에 재주가 있으며 여공에 능하다. 
춘향이 능란하게 해내는 여공은 길쌈, 침선, 누비질 등이다. 춘향은 음식
도 훌륭히 해내며 빈객의 대접도 잘한다. 더욱이 춘향은 내자(內子)로서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께 효도하며 주변 인물에게도 은정을 베푼다. 이와 
같은 춘향의 면모는 동양문고본 춘향전 뿐만 아니라 도남문고본 춘향
전과 1913년에 간행된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에도 서술되어 있다. 이
들 텍스트는 모두 남원고사와 상당한 친연성을 갖는 춘향서사로 여겨지
나, 남원고사에는 위에 제시한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123) 즉 동양문
고본 춘향전 및 도남문고본 춘향전의 서술자가 춘향에 대한 서술을 
위와 같이 부연한 것이다.

이러한 부연에 대해 ‘부분의 독자성’ 이론을 적용하여, 다만 흥미를 위
해 어떠한 작자가 해당 부분을 확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터이
다.124) 설령 위의 서술이 흥미를 위한 부분의 독자적 부연과 확장이라 할
지라도, 그 내용이 춘향의 규범적 여성으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작자가 춘향에 대해 어떠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적실한 예이기 때문이다. 동양문
고본 춘향전의 작자는 부분적으로 춘향을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하여 
규범적 여성에의 동화를 추구하는 인물로 개변하였다. 동양문고본 춘향

122) 동양문고본 춘향전, 231~232면.
123) 남원고사에서는 이도령이 상경할 때 마부에게 “우리 춘향이 어여쁘더니라. 인

물이 탁월하여 장부 심장을 놀래고 백태가 구비하며 재덕이 겸전하고 품질이 절승
하더니라”라고 말한다.

124) 조동일은 판소리는 부를 때 부분적으로 부르고 개작 또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
는 까닭에 부분이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판소리 구성의 이와 
같은 특징을 ‘부분의 독자성’이라 명명하였다.(조동일, ｢판소리의 전반적 성격｣, 조
동일‧김흥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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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서술자가 춘향을 이러한 인물로 서사화하고자 하였음은 춘향과 이
도령의 초야(初夜) 장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춘
향은 초야에 이도령이 술을 권하자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줄 모른다
고 말한다.

이도령 이른 말이 
“너는 손 대접하느라고 너무 수고하니 불안하다. 너도 한 잔 먹으라.”
고 부어주니 
“먹을 줄 몰라요.”
“마셔 삼키면 먹는 것이니 모르는 게 무엇이니?”
받아 좀 마시고 
“못 먹겠소.”125)

동양문고본 춘향전 외에 초야 장면에서 춘향이 규범적 여성에 동화되
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는 기생계 춘향서사로는 1906년에 필사된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 1909년에 필사된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
춘향가, 이고본 춘향전,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 등이 있다. 이들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초야에 <권주
가>(勸酒歌) 부르기를 거부하거나, 이도령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바라
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규범적 여성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낸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초야에 이도령이 <권주가>를 요구하자 “잡으시오 
잡으시오 이 술 한 잔 잡으시오”라고 하며 사양치 않고 <권주가>를 부른
다. 그러나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이 <권주
가> 듣기를 청하자 <권주가>가 무엇이냐며 반문한다.

도련님이 술잔을 받아 손에 들고 하는 말이 
“술이 있으면 <권주가> 한마디 들어보자.”
춘향이 하는 말이 
“<권주가>가 무엇이오.”126)

125) 동양문고본 춘향전, 205면.
126)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춘향전 전집 13), 4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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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은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고 주연(酒筵)에서 노래로 흥을 돋우는 
기생의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춘향은 그 신분이 기생임에도 불구
하고 <권주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신분이 기생이지만 기생으로서
의 역할을 거부하는 춘향의 형상은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에 더욱 
선연하다.

춘향이 잔 들고 졸졸 부어서 
“도련님 약주 잡수.”
도련님 이른 말이 
“네가 불위야(不爲也)언정 비불능(非不能)이라. 행(行)치는 아니 할지언

정 못 할리야 있겠느냐. 술 권하는 노래 한마디 들어보자.”
춘향이 정색 대왈 
“도련님, 실체(失體)하오.”
“웬 말이냐?”
“내가 하방(遐方)의 기생으로 나지 말고 서울로 치달아 삼각산 뚝 떨어

져 인왕산 정기 타고 대가댁에 태어났으면 도련님 내게 장가올 제 전안
(奠雁) 초례(醮禮) 첫날밤에 나를 대하여 <권주가>하란 말은 생심이라도 
못하여보지요. (…중략…) 도련님은 어이하여 사대부 유세하고 나를 너무 
경히 여겨 첫날밤에 기집 기집 아이더러 <권주가>하란 말씀이 웬 말씀이
요. 소행은 여공이요 가공은 소경이니 그런 말씀 다시 마오.”127)

춘향은 그 신분이 기생이지만 이도령이 초야에 <권주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경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춘향은 이도령의 요구를 ‘실
체’(失體)라 지칭하는 바,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그 신
분이 기생임에도 기생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규범적 여성에의 동화를 
추구한다. 춘향이 초야에 <권주가>를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
은 1896년에 필사된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에서 이미 나타난다.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의 서술자는 춘향이 <권주가>를 부르지 
않는 까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27)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0, 박이정, 
2001),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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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부어 한 잔 할 제 여느 계집 같으면 <권주가>를 하련마는 춘향이 
비록 여자나 마음은 군자로다 잡가(雜歌)를 다 버리고 절구(絶句) 하나 
지은 후에(……).”128)

춘향은 여자이지만 그 마음이 군자(君子)와 같기에 <권주가>를 부르
지 않는다고 서술자는 말한다.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의 춘향은 
규범적 여성과의 동화를 추구하여 그 행실이 군자와 같기에 일반적인 기
생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및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
전의 춘향은 초야에 이도령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노래를 부르며 현부(賢
婦)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초야에 이도령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자 청구영언(靑丘永言) 등에 전하는 가사(歌詞)의 하나인 
<백구사>(白鷗詞)를 부른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이도령과의 초야에 기
생으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반면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초야 장면에
서 춘향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변모되어 있다. 

춘향이가 도련님을 업고 노는 말이 
“어둥둥 내 서방님 남중호걸 내 서방님, 어둥둥 내 서방님 인물일색 내 

서방님, 문필재사 내 서방님 어둥둥 내 서방님. 우리 낭군 태평과에 알성
급제하여 초직으로 한림 입번하고 교리 옥당 규장각에 지평 장령 당록으
로 대사헌 대사성에 광주 유수 수원 유수 강화 유수 한 연후에 경주 부윤 
의주 부윤 남병사 북병사 다 산 후에 퇴로를 바라더니 성은을 못 다 갚아 
경직으로 올라와서 이조 참의 병조 참의 (…중략…) 팔도 감사 다 산 후에 
도승지 당상으로 중헌부 돌아들어 영상할 내 서방님이지.”129)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춘향이 초야에 부르는 노래는 이도령이 과거
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정승이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
된다. 춘향은 이도령과의 초야에 기방(妓房)의 주연에서 불리던 가요를 
128)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8, 박이정, 

1999), 127면
129)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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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도령의 아내로서 남편의 입신양명과 현달을 기원
하는 노래를 부른다. 여기에는 춘향을 이도령의 어진 아내로, 유교적 여
성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의도가 투사되어 있다.

이외에 초야 장면의 노래를 통해 춘향을 이도령의 어진 아내로 변모시
킨 기생계 춘향서사로는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이 있다. 계
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초야에 경기 민요의 하나로 
알려진 <버들노래>를 부르는데 후렴부가 다음과 같이 변모되어 있다.

“어와 세상 사람들아, 내 재주 어떠한고. 남자로 생겼더면 공맹안자(孔
孟顔子) 도를 배워 효양부모(孝養父母) 일삼고, 문장재사 본을 받아 입신
양명 귀히 되어 임금께 충성되고 가문에 영화보이면 방가위지대장부(方可
謂之大丈夫)요. 여자로 생기거든 효부열녀 본을 받아 방적 침자 일을 삼아 
여필종부(女必從夫) 출가하면 양구고봉군자(養舅姑奉君子)하고 봉제사접
빈객하는 것이 방가위지여도(方可謂之女道)로다. 도련님 공맹의 제자 되어 
문장재사 높은 재주로 부귀영화 하옵시고, 소녀는 정절행도 굳게 지켜 도
련님 모시고 백년동락 하오리다.”130)

계명대 도서관 소장 춘향전에서 이도령은 초야에 남원고사 등의 전
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에서와 같이 <인자타령>이나 <바리가> 등의 노래
를 부른다. 그러나 계명대 도서관 소장 춘향전에서 춘향이 부르는 노래
는 남원고사의 춘향이 부르던 <백구사>가 아니라 여도(女道), 즉 여성
의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개변된다. 춘향은 효부와 열녀의 본을 받아 여
공을 일삼고, 출가한 뒤에는 시부모와 남편을 극진히 섬기며 봉제사접빈
객을 잘 해내는 것이 여자로서의 도리라는 점을 노래로 부른다. 또한 이 
노래를 통하여 이도령을 남편으로 모시고 여도와 정절을 행하겠다는 의지
를 표출한다. 춘향의 노래한 여성의 도리는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
의 ｢추맹가모｣(鄒孟軻母)에 나오는 “부인의 예는 다섯 가지 밥을 정갈하
게 짓고 술과 장(漿)을 잘 덮으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의상을 꿰맬 뿐이
다”(夫婦人之禮, 精五飯, 羃酒漿, 養舅姑, 縫衣裳而已矣)라는 구절을 연상
케 한다.131) 
130) 계명대 도서관 소장 52장본 춘향전(춘향전 전집 10),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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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 춘향은 규범적 여성에 동화
되기를 추구하는 면모를 보인다. 이는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가 춘향이라
는 인물을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규범적 여성에 
동화되기를 추구하며 자신의 신분을 부정한다. 이는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신분을 부정하는 방법이 관습적 세계에 대한 이질성
과 독자성을 강조하는 데서, 기생 아닌 여성에게 적용되던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하여 규범적 여성과의 동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2) 계층 안에서의 갈등 완화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천인 계층의 인물인 방자‧군노사령‧월매와 갈등을 겪으며 문제적 개인으로
서의 면모를 확고히 한다. 그러나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동
일 계층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인식의 변모를 살펴본다.

남원고사의 방자는 춘향이라는 인물을 매몰하고 교만하다고 평하며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다음의 발화
에서 확인된다.

“본읍 기생 월매 딸 춘향이오. 춘광은 이팔이요, 인물은 일색이요, 행실
은 백옥이요, 재질은 소약란(蘇若蘭)이요, 풍월은 설도(薛濤)요, 가곡은 섬
월(蟾月)이라. 아직 서방 정치 아니코 있으나 성품이 매몰하고 사재고 교
만하고 도뜨기가 영소보전(靈霄寶殿) 북극천문(北極天門)에 턱 건 줄로 
아뢰오.”132)

남원고사의 방자는 춘향의 용모와 자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였
131) 유향(劉向) 저, 이숙인 역, 열녀전(列女傳), 예문서원, 1996, 71면 참조.
132) 남원고사,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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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춘향의 성격에 대해서는 매몰하고 사재고 교만하고 도뜨다고 평하
였다. 그러나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의 방자는 춘향의 용모와 자질은 물론 
성품에 대해서도 훌륭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1804년에 창작된 ｢춘향신설｣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다. ｢춘향신설｣에서 방자의 역할을 하는 관복(官僕)은 
이도령에게 춘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비록 창가의 하찮은 소생이라고 하나 몸가짐은 사대부 집안의 규수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루(妓樓)의 번화한 곳에서 생장했으면
서도 함부로 덤비는 벌나비가 감히 그 향기를 훔치지 못하며 담장에 핀 
꽃이요 길가에 선 버들이지만 그 성품을 미혹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133)

｢춘향신설｣의 관복은 춘향이 기생 신분이지만 사대부 규수와 같은 행실
을 가졌으며 무엇에도 미혹되지 않는 굳센 성품을 가졌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방자가 춘향의 성격을 이해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기생계 춘향서사
에는 ｢동창 춘향가｣,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고려대 도서관 소
장 54장본 춘향전 등이 있다. 신재효의 ｢동창 춘향가｣에서 방자는 이도
령에게 춘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춘향의 설부화용 남방에 유명하여 설도(薛濤)의 문장이요 탁문군(卓文
君)의 음률(音律)이며 침선 재질 열행 정절 조선에 제일이요, 당세에 무쌍
이라. 나 어린 도련님이 호래척거(呼來斥去) 못 하지요.”134)

방자는 춘향의 용모와 문장, 음률이 조선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는 춘향이 기생으로서의 직분에 출중하였음을 뜻한다. 또한 방자는 춘
향이 기생이면서도 여공의 하나인 침선에 능하고 재질이 훌륭하며 열행과 
정절을 행하여 당대에 둘도 없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동창 춘향가｣의 방
자는 춘향이 용모와 자질은 물론 여성 규범의 준수에 있어서까지 조선 제

133) “雖曰娼家之餘生, 操行無異於士大夫之閨養, 是以生長於繁華之處, 而狂蜂浪蝶, 莫
敢偸其香, 墻花路柳, 不能迷其性.”(춘향신설‧현토한문춘향전, 130면)

134) 신재효, ｢동창 춘향가｣,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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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 말하는바, 춘향이 지향하는 열과 정절을 이해하는 면모를 보인
다. 춘향에 대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방자는 춘향이 함부로 부
를 수 있는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라는 점까지 이도령에게 부연하여 말한
다. 

한편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에서는 방자가 춘향에 대해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저의 본심이 도도하와 여공재질과 문장겸비와 삼강행실을 본받고자 하
와 백화출입에 글귀도 생각하고 신선공부하느라고 날마다 저리 노나이다
.”135)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방자는 춘향이 기생이지만 도도한 까닭에 여
공을 익히고 문장을 지으며 삼강행실을 본받고자 한다고 말한다. 방자는 
춘향의 성품을 도도함으로 집약하여 말하는데, 남원고사의 방자 역시 
춘향을 도도한 인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춘향의 도도함이 발현되는 양
상은 두 텍스트에서 각기 다르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도도함, 즉 사재
고 교만하고 도뜬 성품으로 인하여 관습적 세계와 갈등을 겪고 대립하였
다. 그리하여 방자는 춘향이 도도함으로 인해 북극천문에 턱을 걸 만큼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는 이질적인 인물이 되었다고 말한다. 반면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방자는 춘향이 도도함으로 인하여 관습적 세계의 여성 
규범인 여공과 삼강행실을 본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고려대 도서관 소장 54장본 춘향전의 방자는 춘향이 “본심이 도고하
여 가무를 전폐(全廢)”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방자는 춘향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평한다.

“춘향은 기생이라 하나 인의예지 삼강행실이 사부인의 굳은 절개 상산
(湘山)의 아황‧여영 만고의 높은 절행 흉중에 품었으니 임의로 홀대 못하
오리다.”136)

135)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461면.
136) 구자균 교주, ｢고대본 춘향전｣, 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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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방자로 하여금 도고하다는 평을 들으나, 
춘향은 도고함으로 말미암아 가무를 익히지 않고 기생으로서의 역할을 거
부한다. 그러나 방자는 이러한 춘향을 이질적으로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춘향은 도고함으로 인하여 유교적 규범을 습득하고,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에 등장하는 사부인이나 순임금의 비(妃)인 아황
과 여영처럼 관습적 세계의 여성 규범인 절행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형성
하게 되었던 것이다. 방자는 이러한 춘향을 그 신분이 기생이라 해도 임
의로 홀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 인식한다. 고대본 춘향전의 방자 역시 
춘향의 정절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군노사령의 춘향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의 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나지
만, 박순호 소장 69장본 별춘향전의 경우 사령이 춘향을 동정하는 면모
를 보인다.

사또 대로하여 
“만일 춘향을 시각 지체하다가는 공형(公兄) 이하로 각청 두목을 일병태

가(一竝笞加)할 것이니 빨리 대령 못 시킬까.”
육방(六房)이 소동 각 청 두목이 넋을 잃어 
“김번수야 이번수야 이런 별 일이 또 있느냐. 불쌍하다. 춘향 정절 가련

케 되기 쉽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137)

박순호 소장 69장본 별춘향전의 사령들은 평소 춘향에 대해 혐의가 
없고,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열행을 이해하고 동정한다. 사령들의 춘향의 
열행에 대한 이해와 동정은 기실 현전하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
스트에 나타나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사령들은 춘향을 바삐 대령시키라는 신관 사또의 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육방이 소동, 각 청 두목이 넋을 잃어 
“김번수야 이번수야 이런 별 일이 또 있느냐. 불쌍하다 춘향 정절 가련

137) 박순호 소장 69장본 별춘향전(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9, 박이정, 
1999),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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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되기 쉽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 바삐 가자.”138)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사령이 한 말
은, 기생계 춘향서사인 박순호 소장 69장본 별춘향전에서 사령이 한 말
과 흡사하다. 이는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 사이에 부분적
으로 영향의 수수가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기생계 춘향서사
와 비기생계 춘향서사 사이의 영향 수수는 춘향과 동일 계층의 인물 사이
에 발생하였던 갈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춘향
과 관습적 세계가 갈등하지 않고, 관습적 세계의 인물이 춘향을 이해하는 
양상은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포용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관습적 세계의 인물과 춘향 사이의 갈등이 완화되는 기생계 춘향서사의 
변모는 월매와 춘향의 관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월매는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물로, 춘향과 시종일
관 갈등하며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였다. 그러나 일
부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열행과 정절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
인다. 이러한 변모는 동양문고본 춘향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양
문고본 춘향전은 남원고사와 상당한 친연성을 가진 세책본 춘향서사
이지만 남원고사에 없는 월매의 치성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139) 

춘향모가 목욕재계 정히 하고 새 소반에 새 그릇에 정한수 정히 놓고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명천이 감동하사 서울 계신 이몽룡씨 전

라 감사를 하옵거나 전라 어사를 하여 내려와서 우리 춘향 살려주게 하옵
소서.”140)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월매는 이도령이 입신양명하여 신관 사또로 인
해 고난을 겪고 있는 춘향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하며 치성을 올린다. 앞서 
13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45면.
139) 월매의 치성장면은 1869년에 필사된 남원고사 권4에는 없으나 1900년에 필

사된 동양문고본 춘향전 권8에는 삽입되어 있다. 두 작품은 30여년의 시간적 상
거를 두고 필사되었던 바, 30여년 사이에 월매의 치성 장면이 서울에서 유통된 세
책본 춘향전에 삽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40) 동양문고본 춘향전,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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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 남원고사의 월매는 이도령을 춘향과 독점적 애정관계를 맺
은 남성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도령이 서울로 떠난 뒤에는 이도령을 원수
라 지칭한다. 반면 동양문고본 춘향전의 월매는 이도령을 춘향과 독점
적 애정관계를 형성한 인물, 즉 자신의 사위로 규정하고 이도령이 춘향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에도 월매가 이도령이 
춘향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며 치성을 올리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월매는 목욕재계하고 치성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께 비나이다. 명천이 감동하사 서울 계신 이
도령님 전라 감사 같은 벼슬이나 어사 같은 벼슬이나 하여가지고 내려와 
우리 무죄한 춘향이 살려지이다.”141)

월매는 이도령이 입신양명하여 남원으로 내려와 춘향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한다.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의 월매가 이러한 바람을 가지게 된 것
은 춘향이 무죄하다는 인식에서 연유한다. 남원고사의 월매는 춘향의 
고난이 모두 춘향의 탓이라고 말하며, 춘향에게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어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의 월
매는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정절은 죄가 아니며, 죄가 없는 춘향이 억울
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리하여 춘향의 남편인 이도령이 
입신양명하여 신관 사또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남원으로 돌아와 춘향을 
고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모는 완판 29장본 별
춘향전에서 월매가 춘향의 정절을 이해하여 춘향과 월매의 갈등이 완화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42)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월매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개입하여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하는 변모가 나타난다. 1896년에 필사된 사재

141) 완판 29장본 별춘향전(춘향전 전집 4), 247면.
142) 월매가 이도령이 춘향을 구원해주기를 기대하며 치성을 올리는 장면은 춘향과 

월매가 애초에 대립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주로 나타난다. 이
로 미루어 볼 때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특징적 
면모를 수용하며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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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 신학균 소장 39
장본 별춘향가에 이러한 변모가 보인다.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
의 월매는 춘향과 이도령이 결연하는 자리에서 이도령에게 혼서(婚書)의 
역할을 할 문서를 써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춘향모 여쭈오되 
“도련님 분부 황송하오나 춘향과 백년해로(百年偕老)하노라고 혼서(婚

書) 일체로 수기(手記)나 한 장 하여 주시오.”143)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의 월매 역시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향과 살려거든 언불여문(言不如文)이라 하였으니 수기를 하여 주오
.”144)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과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의 월매
는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을 혼
인으로 여기는 태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
전의 월매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한다.

“양반의 깊은 처분 상놈과는 팔경이니 당부할 거 없사오나 단단하기 제
일이라. 백년해로하실 문자나 하여주오.”145)

이에 이도령은 춘향이 아니라 춘향모 앞으로 불망기를 써 준다. 불망기
를 받은 월매는 크게 기뻐하며 춘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년이 당도하니 어진 배필 정하여줄까 평생 일심 원이러니 영신(靈
神)이 도우신지 연분이 정녕 되나보다. 책방의 도련님은 인중의 호걸이요 

143) 사재동 소장 52장본 별춘향전(춘향전 전집 8), 132면.
144)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춘향전 전집 7), 162면.
145)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춘향전 전집 10),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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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인(玉人)의 기상이라. 부디 조심하여 허물이 있더라도 변색(變色)을 말
며 의상 단속하여 살(煞)이 아니 나기 부디 명심 잊지 마라.”146)

월매는 이도령에게 시집가는 딸 춘향을 향해 남편의 허물이 있어도 얼
굴빛을 바꾸지 말고, 의상을 단속하여 재앙의 기운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고 말한다.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의 월매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을 혼인으로 받아들이고, 춘향에게 이도령의 아내가 된 만큼 내자(內子)
로서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춘향의 결연을 혼인으로 
인식하는 월매의 태도는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에서도 매우 유사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147) 이들 텍스트의 월매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혼인으로 인식한 것은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이미 이해하고 있
는 데서 기인한다.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
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월매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관여한다. 이도령은 월매에게 춘향과의 결연을 허락해 
달라 청하고, 월매는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한다.148) 이 텍스트의 월
매가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애초에 이해하고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혼인으로 수용하였음은, 월매가 이도령의 이별 통보에 저항하는 
장면을 통해 드러난다. 월매는 춘향의 입장에서 이별의 부당함을 역설하
며 이도령에게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내 딸 춘향 안고 놀고 세우고 놀고 주야장천 노닐다가 갈 임시 당도하
146)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 77면.
147) “춘향어미 이른 말이 ‘당부 쓸 데 없사오니 단단한 게 제서이리라. 해로백년 하

실 줄로 문자를 하여주오.’ (…중략…) 도령이 불망기를 써서 ‘춘향어미 보아라’ 하
니 춘향모 대희하여 수기 받아 손에 들고 부용당 들어가 춘향을 데리고 경계하는 
말이 ‘춘향아 이리 와 내 말 들으라. (…중략…) 과년을 당도하니 어진 배필 정하
여주사 평생일심 원이러니 영신이 도우사 연분이 책방 이도령이니 도련님은 인중
의 호걸이요 옥인의 기상이라 부디 조심 혐의없이 하더라. 내죄라도 말씀 조심, 노
엽게 하더라도 변색 말며 의상을 단속 내살이 아니 나게 부디 조심 잊지 마라.’”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가,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4, 박이정, 2004, 
41~42면)

148) “언불여서(言不如書)라 하오니 수기 일 장 하여주소.”(신학균 소장 39장본 별
춘향가,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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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주 뚝 떼버린다니 양반의 경계는 그러하오. 요조숙녀 버리는 법 칠거
지악 범찮거든 도련님은 올라가서 대신가의 사랑사위 되어 요조숙녀 짝을 
만나 금실지락 지내올 제 하방 천첩 내 딸 춘향 일분 생각하오리까.”149)

주지하듯 ‘칠거지악’(七去之惡)은 부덕(婦德)에 관련된 유교적 관념이
며,150)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규범적이며 제도적인 근거이다. 월매
는 춘향이 칠거지악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한다.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을 이도령의 아내로, 이도령을 춘
향의 남편으로 여기는데, 이는 애초 월매가 춘향을 일반적인 기생으로 규
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인식이었다.151) 월매가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는 춘향서사에서는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두고 춘향과 월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이미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춘향의 일부종
사에 대한 의지를 애초에 이해하고,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개입하여 이 
결연을 혼인으로 수용한 월매는 춘향과 갈등하지 않는 월매이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일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방자‧사령‧월매의 갈등이 완화된다. 이는 방자‧사령‧월매 등이 애초 
춘향의 탈기생화(脫妓生化)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
다.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관습적 세계에 대한 이질성이 축
소되고 동시에 관습적 세계의 하층민과 춘향의 갈등이 완화되는 변모가 
발생한다.

3) 신분에 대한 부정의 축소

일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부정
적 의미가 축소되고,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변

149)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481면.
150)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內訓), 한길사, 2011, 151~154면 참조.
151)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의 월매는 방자와 도령이 처음 찾아왔을 때, 자

신의 집은 손님을 보는 집이 아니며 술을 파는 집도 아니라고 말한다. 이는 월매
가 춘향을 애초에 일반적인 기생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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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나타난다.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형상이 전면화된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의 춘향은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였다. 또한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기생인 월매와 대립
하며 일반적인 기생 계층과 갈등을 겪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남원고사
의 춘향이 동류의식(同類意識)을 가졌던 기생은 두 사람뿐이다.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며 계섬월(桂蟾月)과 홍불기(紅拂妓)를 열녀로 지칭
하고 자신의 열행을 이들의 절개에 빗댄다.

“자고로 열녀하대무지(烈女何代無之)리오? 양구조어(羊裘釣魚) 엄자릉도 
간의태후 마다하고 자릉대에 피우하고, 수절의사(守節義士) 백이숙제 불식
주속하려 하고 수양산에 채미가를 노래하고 (…중략…) 대순이비(大舜二
妃) 아황여영 혈루류황 따라 있고, 유한림(劉翰林)의 사부인도 수월암에 
엄적하고, 낙양의녀(洛陽義女) 계섬월도 천진루에 글을 읊어 평생 수절하
였다가 양소유를 따라 가고, 태원 땅 홍불기도 난세에 뜻을 세워 만리장정 
종군하여 이정을 따랐으니 몸은 비록 천하오나 절개는 막는 법이 없사오
니 물 밑에 비친 달은 잡아내어 보려니와 소녀의 정한 뜻은 차생(此生)에 
앗지 못하오리이다.”152)

남원고사의 춘향은 노류장화(路柳墻花)는 인개가절(人皆可折)이므로 
기생에게 수절이란 당치 않다는 신관 사또의 말에 대해 위와 같이 항변한
다. 춘향은 자신의 이도령에 대한 열행을 고결한 은사(隱士)인 엄자릉이
나 백이숙제의 고절(孤節)에 빗대기도 하고 아황과 여영, 사부인의 열행
에 빗대기도 한다. 더불어 춘향은 구운몽에 등장하는 기생 계섬월의 수
절과 규염객전(虯髥客傳)에 등장하는 기생 홍불기의 절개에 자신의 열
행을 견준다. 남원고사의 춘향이 열녀로서 동류의식을 가졌던 기생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계섬월과 홍불기 뿐이다. 계섬월과 홍불기는 허
구의 인물이므로, 남원고사의 춘향은 현실에 실재하는 기생에게는 동류
의식을 보이지 않을 만큼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
다. 

남원고사에서와 달리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152) 남원고사,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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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 실재한 것으로 전해지는 기생의 절개에 자신의 열행을 견준다. 
춘향이 기생의 절개를 근거로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는 면모가 나타나는 
기생계 춘향서사에는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이 있다. 신학균 소장 별
춘향가에서 신관 사또는 춘향에게 “기생 열녀 정문(旌門) 선 것 못 보았
다”고 말하며, 기생에게 열행이란 있을 수 없으니 수청을 들라고 명한다. 
이에 춘향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진주 기생 의암(義巖)이는 촉석루 높은 집에 칼 빼들고 대무(對舞) 추
다 왜장(倭將) 청정(淸正) 목을 안고 난간에 뚝 떨어져 강수(江水) 고혼
(孤魂)되었으니 그 아니 충절(忠節)이며, 평양 기생 월선이는 왜장의 평수
길(平秀吉)이 감홍로 독한 술을 장진취로 대취시켜 영광전에 잠들이고 김
응서와 함영하며 왜장을 죽였으니 근덜 아니 충절이요. 그런 일로 보올진
대 기생인들 열녀 없다 하오리까.”153)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의 신관 사또 역시 ‘노류장화는 인개
가절’이므로 기생에게 절행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춘향은 다음
과 같이 항변한다.

“여보 사또 듣조시오. 어찌하여 기생인들 쓸 데가 없고 절행이 없으리
까. 임진왜란 분분 시에 왜장 청정 평수길이 군사 삼조 팔억을 거느리고 
임진 삼월 십오일에 동래부에 침범하여 팔도가 어육될 때, 진주 기생 의암
이는 촉석루 높은 집에 대연을 배설하고 갖은 풍류 세별곡에 왜장과 대무
하다 허리 질끈 부여안고 촉석루 높은 아래 그 중에 뚝 떨어져 남강수에 
풍덩 빠져 대장충절을 전하였고, 평양기생 월선이는 조섭이란 장수 고이 
달래어 감홍로 독한 술 장진주로 대취시켜 연광정에 잠들이고 김응서와 
공역하여 청룡검을 품에 품고 은근히 들어가 조섭의 목을 뎅겅 찍어 대장
충절 세웠으니 어찌 기생인들 쓸 데가 없사오며, 절행으로 이를진대 연왕
의 홍불기는 이정을 따라갔사오니 절행인들 없다하오리까. 자고로 기생이 
큰일은 다 하옵디다. 그런 분부 어이 하오.”154)

153)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492~493면.
154)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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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와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의 춘향
은 모두 자신의 절개를 임진왜란의 와중에 기생이 국가를 위해 보인 충절
(忠節)에 빗댄다. 춘향은 진주 기생 의암과 평양 기생 월선이 나라를 위
해 왜군 장수의 목숨을 빼앗은 일에 자신의 열행을 견주며 이들에 대해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표하고 있다.

춘향의 발화에 등장한 진주 기생 의암은 논개(論介)를 가리키며, 평양 
기생 월선은 계월향(桂月香)을 가리킨다.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이 
편찬한 일사유사(逸士遺士)에 두 기생의 충절에 대한 일화가 수록되어 
있다. 일사유사에 따르면 논개는 현감(縣監) 황진(黃進)의 총애를 받았
는데 임진왜란 때 황진이 순국하자 그를 따라 죽고자 하였다. 이에 논개
는 왜군 장수를 유인하여 끌어안고 바위 위에서 몸을 던졌다. 이후 논개
가 뛰어내린 바위를 의암(義巖)이라 하고, 사당을 세워 제(祭)를 지내며 
논개의 충절을 기린다고 하였다. 또 일사유사에 수록된 계월향에 대한 
일화는 다음과 같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장
(副將)이 계월향의 미색을 보고 총애하였으나 계월향은 마음에 불평을 느
꼈다. 이에 계월향은 조선군 장수 김응서(金應瑞)와 왜장의 목숨을 빼앗
고자 내통하였고, 김응서는 왜장과 계월향을 모두 칼로 찔러 죽이게 된
다. 이후 조정에서는 계월향의 의(義)를 가상히 여겨 의열사(義烈祠)에 
배향하였다.155)

논개와 계월향의 충절에 대한 일화는 기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
지가 허구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장지연이 중인(中人) 이하 계층의 전
기(傳記)를 모은 일사유사를 편찬하며 논개와 계월향의 일화를 수록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들 의기(義妓)에 대한 일화가 역사
적 사실로 인식되고 또 광범위하게 회자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의
기들의 충절에 대한 일화가 ‘기생의 절개’라는 점을 매개로 하여 춘향서
사에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신학균 소장 별춘향가와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의 춘향이 자신의 열행을 의기 논개와 계월향의 충절에 

155) 장지연, 일사유사 권1, 회동서관, 1922,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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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견하며 이들에 대해 동류의식을 표하는 것은, 논개와 계월향이 기생임
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부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를 통해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부정성이 축
소되는 양상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156)

한편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춘천 기생 계심(桂心)에 
대해 동류의식을 표한다.

“사또 분부 내에 기생 열녀 없다하니 소인이 말하리다. 우리나라 위국충
심(爲國忠心) 만고 일부종사로 말할 땐 춘천 기생 계심이는 김문(金門)에 
절(節)을 지켜 장안호걸 여러 발길 몇 날이 못 지내어 청춘혼백 원통하여 
문소각 한성 밖에 계심충열묘라 천재백년(千載百年) 유전하니 기생 열녀 
아니리까.”157)

신관 사또는 춘향을 창녀로 지칭하며 관령(官令)을 따를 것을 명하나,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대해 위와 같이 항변한다. 춘천 기생 계
심은 춘천 부사의 소실이 되어 부사의 아이를 잉태하였다. 부사가 체직되
어 떠난 뒤 겁탈을 당해 뱃속의 아이가 죽자 계심은 자결하였다. 1796년
에 강원도 순찰사는 계심이 부사에 대한 정절을 지켰다 하여 열녀 정문을 
세워주었고, 춘천의 선비들은 계심의 무덤에 ‘춘기계심순절지분’(春妓桂心
殉節之墳)이라는 묘비를 세워 주었다고 한다. 계심의 일화 역시 어디까지
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 
계심은 한 남성에 대한 절개를 지킨 기생으로 회자되며 실재한 인물로 인
식되었다. 개벽(開闢)이나 별건곤(別乾坤)같은 잡지에 계심의 정절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 까닭이다.158) 특히 1924년 6월에 간행된 개벽
48호에는 ｢경성의 화류계(花柳界)｣라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글의 필
자는 ‘남원의 춘향, 춘천의 계심이 같은 정절도 볼 수 없다’고 탄식하였
다.159) 20세기 초에 춘향과 계심은 정절을 지킨 기생으로 병칭되고 있었
156) 춘향이 자신의 열행을 의기의 충절에 비견하는 장면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등에도 삽입되어 있다. 
157)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춘향전 전집 10), 97면.
158) 이종묵, ｢춘천 기생 계심(桂心)의 노래｣, 문헌과 해석 84권 1호, 태학사, 

2019, 64~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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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의 춘향이 계심의 정절을 근거로 하여 기

생 중에도 정절을 지키는 열녀가 있다는 점을 항변한 데에는, 이와 같은 
당대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기생
계 춘향서사의 변모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춘향이 기생 가운데서도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을 지킨 계심이라는 인물에 자신을 견준다는 점이다. 신
학균 소장 별춘향가와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국
가에 대한 충절을 보인 의기에 자신을 견주었으나,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을 지킨 절기(節妓)에 자신을 견준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에서는 춘향의 열이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이라는 의미에 가깝게, 즉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기생이
라는 신분도 충절과 정절을 행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논
개, 계월향, 계심과 같은 기생에 동류의식을 표출한다. 춘향에게 논개 등
의 기생은 그 신분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통해 일부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기생이라는 신분을 전면
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축소해 가
는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기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텍스트로는 위에서 논한 텍스트 외에 이고본 춘향전과 완판 33장
본 열녀춘향수절가가 있다. 이들 텍스트에서는 남원의 기생들이 춘향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보이지 않고 춘향의 열행을 인정하며 동류의식을 드
러낸다. 이고본 춘향전에서 남원 기생들은 신관에게 항거하다 형벌을 
당하고 나온 춘향에게 다음과 같이 동정을 표한다.

 
여러 기생들이 달려들며

159)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야 身을 희생에 供하던 晋州의 論介와 平壤의 桂月
과(俗稱 月仙)가튼 여장부를 다시 볼 수 업다. 南原의 春香(事實有無는 別問題) 
春川의 桂心이 가튼 貞節도 볼 수 업다.”(개벽 제48호,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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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형님!”
“여보게 동생! 정신 차려 날 좀 보게. 섬섬하고 약한 몸에 저 중장(重

杖)을 맞았으니 두 수 없이 죽었네나.” 
한 기생 나오면서 
“얼시고나 절시고나. 춘향이가 죽었다지. 진주의 초선이는 왜장 청정 잡

은 공이 만대유전하여 있고, 우리 골 춘향이 열녀정문 얻었구나. 이 아니 
좋을손가.”160)

이고본 춘향전의 남원 기생들은 춘향을 동정하며, 춘향이 기생으로서 
정절을 지켜 열녀로 공인되었음을 기뻐한다. 기생들이 춘향의 열행을 칭
송하는 장면은 1906년에 간행된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도 삽입
되어 있다.

남원 기생들이 춘향이 매 맞고 죽게 되었던 말을 듣고 끼리끼리 동무지
어 이름 불러 나오는데 

“애고 형님, 애고 동생, 애고 춘향아.”
조그마한 동기(童妓)는 
“애고 선생님 청가묘무(淸歌妙舞)를 뉘한테 배우리까.”
한참 이러할 제 어떤 기생 하나 춤추며 나오는데 
“얼씨구 절씨구 좋을씨구.”
여러 기생 듣더니 
“저 년 미쳤구나. 춘향은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너는 무슨 혐의 

있어 춤을 추고 즐기나냐.”
“형님네 들어보소. 해서 기생 농선이는 동선령(洞仙嶺)에 죽어 있고 평

양 기생 월선이는 조섭의 목을 베어 김장군께 드리고 천추(千秋) 혈식(血
食)하였고 진주 기생 논개는 왜장의 목을 안고 남강에 떨어졌기로 천추에 
행사(行祀)하였으니 우리 남원도 현판감이 생겼구나.”161)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남원 기생은 춘향을 논개, 계월향 등
에 견주며 춘향이 정표(旌表)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열행을 실천하였다
는 점을 기뻐한다. 이는 완판 33장본의 남원 기생들이 기생도 충분히 충
160) 이고본 춘향전, 261면.
161)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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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층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과 춘향에 대
해 같은 계층으로서의 동류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기
는 춘향을 자신에게 가무를 가르쳐 줄 스승으로 칭하기까지 하는바,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남원 기생들의 춘향에 대한 동류의식이 뚜
렷이 형상화된다. 이러한 변모에는 기생들이 춘향에 대해 동류의식을 표
하며 자신들 역시 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층임을 드러내어 심리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면모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162)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등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는 기
생 계층에 대한 부정성이 축소되고 기생 계층과 춘향이 상호 동류의식을 
형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관습적 세계의 기생과 춘향 사이
의 이질성이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변모가 발생한 기생계 춘향서
사에서는 춘향의 독자성과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형상이 전면화되지 않는
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질적 변화는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면모는 유지하
되, 관습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과 다
른 춘향을 원하는 당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패려하고 맹랑하기만 
한 춘향은 지속적으로 널리 수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162) 박혜숙은 ｢기생명선자술가｣를 분석하며, 유교적 여성 규범을 적용받지 않는 계
층인 기생이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이나 절개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것은 인간적 자
존심을 지키거나 심리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기생명선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
적 시각, 소명출판, 2017, 199면 참조) 이는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 나타난 
남원 기생들이 기생 역시 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층임을 주장하며 춘향에 대해 
동류의식을 표하는 양상을 해석하는 데도 유효한 지적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
기 초에는 기생 계층 전반이 심리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이 일부의 춘향서사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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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近代移行期 非妓生系 春香敍事의 출현과 그 특징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일부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심으로 규정하는 등 기생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춘향의 탈기생화 과정
에 월매가 영향을 미치는 춘향서사를 말한다. 주지하듯 근대이행기 비기
생계 춘향서사는 기생계 춘향서사가 형성된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논의된
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춘향서사 연구에서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노정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제Ⅲ장을 통해 근
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춘향이라는 인물의 공통적 특징
을 도출하고, 이것이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어떠한 질적 변화를 야기
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기생계 춘향서사와 달리 텍스트 내에
서 춘향의 부친을 특정한 인물로 적시한다. 본고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설정된 춘향 부친의 양상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춘향의 부친에 대한 설정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핵심 주제인 춘
향의 신분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는 1867년에서 1873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현전하는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최고(最古)의 작품으로 알
려져 있다.1)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의 부친은 성천총(成千摠)이다. ‘천
총’은 조선 후기 훈련도감(訓鍊都監) 등 5군영(軍營)에 속해 군사를 지휘
하던 정3품 관직이라고 하나, 실제 지방 관아에서 천총의 역할과 지위는 
이와 같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따르면 ‘천총’은 
군교(軍校)에 속하는 직종이다. 정약용은 천총이 부민(富民)을 침학하고, 
수령의 명을 받아 차사(差使)로 나가면 민가를 협박하여 뇌물을 받는 등
의 횡포를 부린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천총은 민(民)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지방 관아의 중간 지배층 정도에 속하는 계층이
다.2) 목민심서에서 ‘천총’을 논한 조목이 ｢이전｣(吏典)에 속해 있는 것
1) 강한영, ｢신재효 판소리 사설 해설｣, 신재효 판소리 사설집, 14면 참조.
2) 정약용, 다산연구회 역주, 앞의 책, 152~153면 참조.



- 102 -

으로 보아도 천총은 지방 관아의 관속으로서 일반 백성보다 상층에 속한 
계층이었다고 판단된다. 천총은 향촌사회의 중간층으로 볼 수 있으며, 따
라서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향촌 중간층인 아버지와 기생인 어머니 사
이에서 태어난 것이 된다. 

더불어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군교가 대개 기생을 끼고 술 마시는 
것을 직분처럼 생각한다고 하였던바, 군교는 실제 기생과 밀접하게 연관
된 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재효는 향촌 사회의 현실을 ｢남창 춘향
가｣에 반영하여 기생 월매가 작배(作配)한 인물을 성천총으로 설정하였다
고 생각된다.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1906년에서 191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밝혀져 있어 ｢남창 춘향가｣보다 후대에 형성된 작품으로 비정된
다.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서사 연구의 초기부터 주목되
어 왔으나, 이 텍스트가 비기생계 춘향서사로 규정된 것은 상당히 후대의 
일이다.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춘향 부친의 신분이 ｢남
창 춘향가｣보다 격상되어 서울의 양반으로 설정된다. 춘향의 부친은 서울 
자하골에 사는 성참판(成參判)이다. 성참판이 남원 부사로 재직할 당시 
남원부의 관기 월매가 부사의 수청을 들어 춘향을 낳는다. 완판 84장본의 
춘향 역시 법제적으로는 천자수모법에 따라 그 신분이 천인이다. 그러나 
텍스트에서 춘향의 신분은 명확히 서술되지 않는다. 통인은 춘향이 제 어
3) 한편 김종철은 천총을 평민부호층에 속하는 왈자의 부류로 보고, ｢남창 춘향가｣에

서 성천총을 월매의 기둥서방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김
종철, 판소리사 연구, 역사비평사, 1996, 148~149면 참조)

4) 류탁일, 완판 방각소설의 문헌학적 연구, 학문사, 1983, 176~177면 참조.
5) 국문학 연구의 초기에 김태준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바탕으로 춘향

서사가 봉건권력에 대한 저항의 문학이며 신흥계급의 승리를 대변하는 문학이라 
주장하였다.(김태준 저, 박희병 교주, 앞의 책, 185~202면 참조) 또한 김삼불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타령을 각판(刻板)한 작품이며 서민의 문학이라 
이해하였다.(김삼불, ｢열녀춘향수절가 해제｣, 오한근 간편, 열녀춘향수절가, 조선
진서간행회, 1949) 그러나 남원고사가 소개된 이후 김동욱과 성현경 등은 남
원고사가 가장 민중문학적인 춘향서사이고,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갑
오개혁 이후에 형성된 춘향서사이자 춘향이 성참판의 딸로 설정되어 있는 춘향서
사라는 점에서, 민중문학으로서의 춘향서사와는 거리가 멀고 모순과 당착이 심하
게 나타난 변질된 춘향서사라고 주장하였다.(김동욱, ｢춘향전 비교연구 서론｣, 김
동욱 외, 춘향전 비교연구, 26~27면 및 성현경, ｢춘향전론(1)-<남원고사>의 
구조와 의미｣, 앞의 책, 3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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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기생이나 기생 구실을 마다하여 여염 처자와 다름없다고 말하며, 남
원 관아의 호장(戶長)은 춘향이 근본은 기생의 딸이나 기생은 아니라고 
말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대비정속과 같은 춘향의 법제적 
신분 변동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텍스트는 대비
정속 대신 춘향의 부친을 양반으로 설정하는 문학적 장치를 사용한다. 그
리고 완판 84장본에서는 월매에 의해 춘향이 ‘씨가 있는 자식’, 즉 양반의 
딸이라는 점이 강조된다.6)

이 외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속하는 텍스트들은 대개 춘향의 부친을 
‘성부사’(成府使)로 설정하고 있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유사
한 양상을 보인다.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은 1911년에 필사된 것
으로 보이는데, 춘향의 부친은 서울 낙동 출신의 양반 성씨이다. 성부사
가 남원 부사로 재직할 당시 월매가 수청을 들어 춘향이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텍스트에서는 남원 관아의 형리(刑吏)가 춘향을 시사
(時仕)의 기생이 아니라 퇴기로 지칭하고 있어,7) 비기생계 춘향서사라는 
범주 안에서도 춘향의 신분에 대한 인식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는 1914년에 필사된 비기생계 춘향서사이
다. 이 텍스트 역시 춘향의 부친을 남원 부사를 지낸 양반 성씨로 설정하
고 있다.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이지만 이도령을 만나기 전에 이미 대비
를 바쳐 기역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8)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
향가는 1917년에 필사된 텍스트로 춘향의 부친이 서울 자하골에 사는 
성참판으로 설정된다. 이 텍스트에서 월매는 춘향이 근본 양반이라고 말
6) “춘향모 여쭈오되 ‘말씀은 황송하오나 들어보오. 자하골 성참판 영감이 보후로 남

원에 좌정하였을 때 소리개를 매로 보고 수청을 들라 하옵기로 관장의 영을 못 이
기어 모신 지 삼 삭 만에 올라가신 후로 뜻밖에 보태하여 낳은 것이 저것이라. 
(…중략…) 씨가 있는 자식이라 만사를 달통이요.’”(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8~319면)

7) “형리 슬슬 기어들어가 업지니 ‘기생은 다짐이 없느냐.’ ‘시사하는 기생은 다짐이 
없삽고 퇴기는 다짐이 있삽니다.’ ‘다짐 쓰라.’”(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춘
향전 전집 7, 255~256면) 

8) “방자 여쭈오되, 춘향이라 하는 아이 기생 구실 마다하고 대비 상단으로 수번하고 
저는 한가히 물러나와(……).”(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김진영 외 편, 춘향
전 전집 1, 박이정, 1997,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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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9)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심으로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춘향
은 본래 신분이 기생이지만 대비를 바친 뒤 기역을 행하지 않고 여염 사
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10)

고종(高宗) 연간의 명창으로 알려진 장자백(張子伯)의 창본 춘향가는 
필사본으로 전해오는데, 필사한 때가 을축년(乙丑年)으로 되어 있다. 을
축년이 1865년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1925년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장자백 창본 춘향가가 형성된 시기를 명확히 추정하기
는 어렵다.11) 장자백 창본 춘향가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친연성을 보여주는 춘향서사로 알려져 왔던바, 이 텍스트에도 춘향의 부
친은 남원 부사를 지낸 성참판이라 명시되어 있다.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
기 이전에 이미 대비를 바쳐 기역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춘향의 
신분에 대한 서술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비해 상세하다.12) 
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은 필사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장자백 창
본 춘향가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춘향은 성참판의 서녀로, 또한 이
도령을 만나기 이전에 대비를 넣어 기역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방은 신관 사또 도임 후 기생 점고를 할 때 춘향을 기생이라 지
칭한다.13)

9) “춘향어모 안색을 불변하고 말을 차분히 하던 것이었다. ‘저것이 근본 양반이라, 
서울 자하골 성참판께옵서 남원 좌정하여 계실 제 수청들라 하옵기에 관장 영을 
못 이기어 모신 지 석 달 만에 도로 불려간 연후에 생각 밖에 수태하여 낳은 것이 
저것이라.’”(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1, 413면) 

10) “방자 여쭈오되, ‘그게 이 고을 월매 딸 춘향이라 하는 기생이온 바, 마음이 남과 
달라 기생 구실 마다하고 대비 넣고 물러너와 백화춘엽에 글귀도 생각하고 여공 
자질과 문필을 겸하여 여염 사람과 다름없이 크옵는데(……).’”(박순호 소장 99장
본 춘향가, 401면)

11) 김진영‧김현주 역주, 춘향가-명창 장자백 창본, 박이정, 1996, 1~19면의 해설 
참조.

12) “이 골 기생 월매의 딸 춘향이라 하옵는데 제 본심이 도고하여 기생 구실 마다
하고 대비 넣고 물러나와 백화춘엽에 글귀도 생각하고 여공재질과 문필을 겸하여 
여염집 아이들과 다름없이 크나이다.”(김진영‧김현주 역주, 위의 책, 39면)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원문은 김진영․김현주 역주, 춘향가-명창 장자백 창본에 활자
화되어 수록된 것을 인용한다.

13) “소인의 고을에 기생 춘향이라 하는 년이 있사온 바오나 올라가신 구관 사또 자
제와 백년 기약 깊이 맺어 수절하고 있삽기로 대령치 못하였나이다.”(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 춘향전 전집 10,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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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창본 춘향가는 옥중화의 모본으로 알려져 있다. 춘향의 부
친은 재상(宰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텍스트 내에서 춘향은 대개 기생 
월매의 딸로 지칭된다.14) 방자는 춘향의 신분에 대해 ‘반기반상’(半妓半
常)이라 말하나, 월매는 춘향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소학과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을 교육한다. 백성환 창본 춘향가는 
1932년에 필사되었다. 이 텍스트에서 춘향의 부친은 성천총으로 나타나
며,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에 대비를 바치고 속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15) 춘향은 자신이 비록 천인이나 기안에 이름을 올린 적이 없고 여
염에서 성장하였다고 말하는바, 춘향 부친의 신분 설정과 춘향의 신분에 
대한 자의식에 있어 백성환 창본 춘향가는 ｢남창 춘향가｣와 유사한 특
징을 보인다. 이선유 창본 춘향가는 1933년에 간행된 이선유 오가 전
집에 수록되어 있다. 춘향의 부친은 남원 부사를 지낸 성사또로 명시된
다. 이 텍스트에서 춘향은 기생 월매의 딸이나 기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날 뿐이어서, 춘향의 법제적 신분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천
인이다.16) 그러나 월매는 부계를 중심으로 춘향의 신분을 규정하여 춘향
을 성사또의 윤기, 즉 성사또와 천륜(天倫)을 맺은 딸로 인식한다.17)

이상을 통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나타난 춘향 부친의 설정과 
그에 따른 춘향의 신분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14) “월매 딸 춘향이는 어미는 기생이나 아비는 재상이라.”(박기홍 창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1, 316면) 
15) “월매라 하는 퇴기 인물 가무 명기로서 경향 유명키로 인근 읍 수령님네 수청도 

많이 들고 본읍의 여러 등내 멋있는 인정이며 돈 많은 부자 서방 풍류협객을 함께 
많이 살았으되 자식이 없삽되 사십이 넘은 후에 성천총을 작배하여 자식 보려하고 
(…중략…) 딸을 낳아 애지중지 기를 적에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 일색이요, 천생 
여질이라. 문법은 조대가요, 필법은 위부인, 침선, 음식 가지가지 다 잘하고 열녀
전, 내칙편 밤낮으로 공부하니 일동일정 하는 행실 사부여자 지잖지요. 대비 넣어 
속신하고 외인 상통 아니 하니(……).”(백성환 창본 춘향가, 춘향전 전집 1, 
183면)

16) “호장이 여쭈오되, 춘향 저의 모가 기생이옵지 춘향은 안에 이름도 없사옵고
(…).”(이선유 창본 춘향가,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2, 박이정, 1997, 25
면) 

17) “저것이 비록 천생이나 저의 아버지는 국내지양반이요. (…중략…) 뒤내골 살으
시던 성등사또님 남원읍 좌정하여 소녀 수청으로 있을 때에 삼사삭 가만 전에 포
태하여 춘향을 낳아 놓고 그 사또 상사 나니 그 댁 문중에 어느 누가 알뜰히 살뜰
히 윤기를 찾아 말할 사람 없고(…).”(이선유 창본 춘향가,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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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춘향의 부친이 상층 신분을 가
진 남성으로 적시된다. 작품에 따라 대비속신과 같은 춘향의 신분 변동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실제 춘향의 법
제적 신분은 모친의 신분에 따라 천인이다. 그러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서는 춘향의 법제적 신분이 어떠한가와 상관없이, 월매가 부계를 중심으
로 춘향의 신분을 규정하여 춘향을 상층 신분을 가진 남성의 딸로 여기고 
춘향의 탈기생화를 주도한다. 이에 1절을 통해서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이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춘향의 성격 형성에 있어 월매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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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受動性의 증대

1) 여성 규범의 학습과 행동의 규율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을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
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의 하나는 춘향이 독서를 한다는 점이다.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에서 춘향이 독
서를 하는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 텍스트에서 춘향은 거문고 연주를 
하고 <백구사>와 같은 가사를 부르는데, 이는 춘향이 기생으로서 여악
(女樂)을 습득하였음을 보여준다. 반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어린 
시절 대비를 바치고 속신을 하여 기역을 행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공통적으로 독서하는 면모를 보인다. 더욱이 춘
향이 독서한 텍스트는 조선시대에 유교적 규범을 교육하는 교재로 널리 
사용되던 것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이 독서를 통
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였다는 점은 우선 방자의 발화를 통해 확인
된다.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이 절색(絶色)이요 재주가 천생(天生)이라. 문
장, 음률, 침선, 음식 가지가지 다 잘하니 문장은 조대가(曹大家)요 필법은 
위부인(衛夫人), 채문희(蔡文姬)의 정통음률, 천상녀(天上女)의 침공(針
工) 자질 모두 겸비하였으며, 열녀전(列女傳) ｢내칙｣(內則)편을 밤낮으
로 공부하여 일동일정(一動一靜)하는 행실 사부녀(士夫女) 지잖지요.”18)

｢남창 춘향가｣의 방자는 춘향이 평소 열녀전과 예기(禮記)의 ｢내칙
｣을 읽어 행동거지가 사대부가의 부녀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도령
이 처음 춘향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도 춘향은 방에 앉아 예기를 읽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에 춘향이는 방 안에 혼자 앉자 예기를 읽어갈 제 
“남자친영(男子親迎)할새 남선어녀(男先於女)는 강유지의야(剛柔之義也)

18) ｢남창 춘향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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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천선호지(天先乎地)하며 군선호신(君先乎臣)은 기의일야(其義一也)니
라.”19)

춘향은 예기 ｢교특생｣(郊特牲)의 한 구절을 읽는다. 백성환 창본 춘
향가의 춘향 역시 이 장면에서 예기의 해당 구절을 읽고 있다.20) 이 
구절은 혼례에 관한 서술로 남녀가 혼인할 때에 ‘신랑이 가서 신부를 맞
아오고 남자가 먼저 여자를 인도함이 옳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춘향은 
이도령과 자신의 결연을 혼례로 인식하고, 신랑 이도령이 신부 춘향의 집
에 찾아와 결연함이 유교적 규범에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예기
의 해당 구절을 읽고 있었다고 생각된다.21)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예기의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하고 유교적 규범에 의거하여 자
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면모를 보인다.

춘향이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는 면모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방자는 춘향이 태사(太姒)의 화
순심(和順心)과 이비(二妃)의 정절을 품고 있다고 말하는데,22)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춘향이 ‘학(學)하는 계집아이’인 데서 말
미암는다.2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어린 시절부터 독
서를 하였던 것으로 형상화된다.

 
칠팔 세 됨에 서책(書冊)에 착미(着味)하여 예모정절(禮貌貞節)을 일삼

19) ｢남창 춘향가｣, 15~16면.
20) “이 때 춘향이는 밤은 길고 재미없어 옛글을 읽을 적에 남자친영하여 남선어녀

는 객주의야라 천선오지하며 군선어신이 기의일야니라 읽더니”(백성환 창본 춘향
가, 191면)

21) 김지윤,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춘향 형상과 그 의미-작자의 
계층에 주목하여-｣, 106~111면 참조.

22) “방자놈 여쭈오되 설부화용이 남방에 유명키로 방첨사 병부사 군수 현감 관장님
네 엄지발가락이 두 뼘 가웃씩 되는 양반 오입쟁이들도 무수히 보려 하되 장강의 
색과 임사의 덕행이며 이두의 문필이며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황공하온 말씀으로 초래하기 어렵나이다.”(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6면)

23) “서방 없는 춘향이요 학하는 계집아이가 세간 기물과 그림이 왜 있을까마는 춘
향어모가 유명한 명기라 그 딸을 주려고 장만한 것이었다.”(완판 84장본 열녀춘
향수절가, 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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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효행(孝行)을 일읍(一邑)이 칭송 아니 할 이 없더라.24)

춘향은 독서에 재미를 붙인 뒤 예모와 정절 및 효행을 실행하였다. 이
는 모두 유교적 규범인바, 춘향은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모와 정절과 효행을 실천하였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수절가의 춘향이 규범적 여성이 된 데는 예기의 ｢내칙｣ 및 소학(小
學)의 독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내 딸 춘향 규중에 은근히 길러내어 밤낮으로 서책만 놓고 ｢내칙｣편 공
부 일삼으며 날 보고 하는 말이 ‘마오 마오 서러워 마오. 아들 없다 서러
워 마오. 외손봉사(外孫奉祀) 못 하리까.’ 어미에게 지극정성 곽거(郭巨)와 
맹종(孟宗)인들 내 딸보다 더할 손가.”25)

“칠 세에 소학 읽혀 수신제가 화순심을 낱낱이 가르치니 씨가 있는 자
식이라 만사를 달통이요, 삼강행실 뉘라서 내 딸이라 하리요.”26)

월매는 춘향이 ｢내칙｣을 공부하며 효의 실천을 다짐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월매는 춘향에게 소학을 읽혀 춘향이 삼강행실, 즉 군신(君臣)‧부
자(父子)‧부부(夫婦) 간의 윤리인 충‧효‧열을 행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춘향은 ｢내칙｣과 소학 등의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열 관념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
한 것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은 일부종사를 다짐하며 자신의 방에 “대운춘
풍죽, 분향야독서”라는 구절을 적어 붙여두었던바, 이도령은 이를 보고 목
란(木蘭)의 절개와 같다고 말한다.27)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는 
면모는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도 나타난다. 춘향은 ‘학(學)하는 춘향’으

2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1면.
2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3면.
26)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8면.
27) “춘향이 일편단심 일부종사하려 하고 글 한 수를 지어 책상 위에 붙였으되 ‘대운

춘풍죽이요 분향야독서라’, 기특하다 이 글 뜻은 목란의 절이로다.”(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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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칭되며, 춘향의 방에는 ｢내칙｣은 물론 시전(詩傳)과 서전(書傳) 
두루마리가 놓여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28)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소학, 
열녀전, 예기의 ｢내칙｣ 등을 읽는다. 춘향이 읽은 책들은 조선시대에 
여성 교육의 교재로 주요하게 사용되던 텍스트였다. ｢남창 춘향가｣의 춘
향이 읽은 예기의 ｢내칙｣에는 가족생활의 전범(典範)이 수록되어 있다. 
유교 문명권에서 가족관계의 규범은 ｢내칙｣을 근거로 하여 확립된다. 남
녀 간의 내외지분(內外之分) 역시 ｢내칙｣의 “남자는 안의 일을 말하지 않
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 제사나 상사(喪事)가 아니면 그릇
을 서로 그릇을 주지 않는다”(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라
는 구절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이 읽은 열녀전은, 조선시대에 소학과 더불어 
임금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두루 읽는 수신서(修身書)로서 그 위상을 확
립한 텍스트였다.29) 열녀전은 본래 중국의 경전이나 역사서에 등장하
는 여러 여성의 전기(傳記)를 수록한 책으로 다양한 여성적 가치들을 담
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열녀(列女)는 열녀(烈女)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기에 열녀전 역시 정절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수용되었다.30) 이
로 미루어 볼 때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열녀전을 정절을 지킨 열녀들
의 전기인 ‘열녀전’(烈女傳)으로서 독서하였다고 판단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이 읽은 소학은 조선시대에 양
반 계층의 여성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겨졌다.31) 양반 가문
에서는 딸이나 며느리에게 소학을 읽혀 유교 이념을 학습시키고 또 유
교적 규범을 실천하도록 하였다.32) 완판 84장본의 춘향은 양반 계층의 
28) “다른 기생 같으면 엉정벙정 벌였을 터이로되, 춘향이는 학하는 춘향이요, 나이 

어린 계집애라 방안 세간이 별로 없어 화류문갑, 대모책상, 내칙편 일권이며, 시전 
주지, 서전 주지 금색지로 같이 말아 시부 편에 올려 놓고.”(장자백 창본 춘향가
, 69면)

29)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
원, 2007, 61~66면.

30) 이숙인, ｢조선시대의 여성교육론｣, 한국유학사상대계Ⅴ: 유교사상편, 한국국학
진흥원, 2006, 540~542면 및 김경미, 위의 논문, 72~77면 참조.

31) 이숙인, 위의 논문, 55면 참조.
32)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한국문화연구 8, 이화여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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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같이 소학의 독서를 통해 ‘수신제가 화순심’을 학습한다. 조선시
대에 소학을 통한 수신제가 및 화순심 교육은 대개 다음의 내용으로 구
성되었다. ‘수신’(修身) 교육의 내용은 여성으로서 공순(恭順)하고 마음가
짐을 바르게 하여 예의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었다. ‘제가’(齊家) 교육은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 부모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자식을 잘 기르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33) 또한 ‘화순심’(和順心)은 조선시대에 부덕
(婦德)의 주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며,34) 자신을 굽혀 부모와 시부모 및 
지아비를 따르고 섬기며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
육되었다.35) 완판 84장본의 춘향은 소학의 독서를 통해 이상의 내용을 
학습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나는 춘향의 독서 양상은 실제 조선 양반 여
성의 독서 양상과 유사하다. 이광사(李匡師, 1705~1777)의 모친은 평소 
열녀전과 소학 독서를 즐겼다고 한다.36) 또한 조선후기의 여성 학자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은 어린 시절 열녀전과 소학을 읽고 
규범(閨範)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한다.37) 양반 계층의 여성이라면 소학
과 열녀전, 효경 등의 책을 필히 읽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는 조선후기에 널리 읽힌 ｢복선화음가｣류의 규방가사(閨房歌詞)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열녀전 효행편은 십삼 세에 외워 내고 
침선방적 수놓기는 십사 세에 통달하고 
행동거지 처신범절 뉘가 아니 칭찬하리.38)

연구원, 2005, 45면 참조.
33) 이영란, ｢소학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상｣, 인문학연구 51, 조선대 인문학

연구원, 2016, 80~87면 참조.
34)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앞의 책, 66~67면 참조.
35) 이숙인, 앞의 논문, 568~573면 참조.
36) 김경미, 앞의 논문, 64~65면 참조.
37) “遂授孝經‧列女傳及小學‧四子等書, 姊大喜, 晝則終日攻女事, 至夜分低聲念

書, 意隨聲下, 精神若透紙背, 然深藏若虛, 親戚亦鮮有知者. 自幼少時, 每事一遵閨
範.”(任靖周, ｢姊氏允摯堂遺事｣, 雲湖集 권6); 이숙인, 앞의 논문, 556면 참조.

38) ｢효부가｣, 임기중 편, 역대가사문학전집 20, 여강출판사, 1999, 573면; 이숙
인, 위의 논문, 5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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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양반 여성에게 시행되던 교육을 모방하여 
열녀전, 예기의 ｢내칙｣, 소학 등을 독서한다. 양반 계층의 여성이 
독서를 통해 학습하였던 유교적 가치와 덕목을 춘향 역시 독서를 통해 내
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 즉 관습적 세계의 질서를 습득한다. 이는 남원고사 및 경판 춘
향전 등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끊임없이 대립
하며 문제적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확고히 하였던 것과 비교할 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차이이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보여주는 특징적 
면모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여성 교육은 유교적 여성 규범과 여성의 덕목을 학습
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규범을 실천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39)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역시 열녀전, ｢내칙
｣, 소학 등의 책을 읽는 데에 그치지 않고, 독서를 통해 학습한 규범과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자신의 행동을 유교적 규범에 부합하도록 
규율한다. 이는 특히 여공의 실행, 내외법의 준수, 남성에 대한 수동성의 
발현 및 효행의 실천이라는 측면을 통해 나타난다.

｢남창 춘향가｣의 방자는 춘향에 대하여 문장과 침선, 음식 등을 다 잘
하여 그 행실이 양반 여성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한다.40)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통인 역시 춘향이 여공과 문장을 겸전하여 여염 처자
와 다름없다고 말한다.41) 이들은 여공과 문장의 겸전이 여염 여성, 나아
가 상층 여성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텍스트의 춘향은 
기생의 딸이라 할지라도 유교적 규범의 학습을 통해 여공과 문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즉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을 여
성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성으로 형상화하는 춘향서

39) 이숙인, 앞의 논문, 535~538면 참조.
40) “문장, 음률, 침선, 음식 가지가지 다 잘하니 문장은 조대가요 필법은 위부인, 채

문희의 정통음률, 천상녀의 침공 자질 모두 겸비하였으며, 열녀전 내칙편을 밤낮으
로 공부하여 일동일정하는 행실 사부녀 지잖지요.”(｢남창 춘향가｣, 9면)

41) “여공재질이며 문장을 겸전하여 여염처자와 다름이 없나이다.”(완판 84장본 열
녀춘향수절가,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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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변 과정에서의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내외법을 스스로 준수하며 독서를 통해 학

습한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실행한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이 자
신을 광한루로 부르자, 내외법의 준수를 내세우며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
지 않는다.

“명분(名分)도 중커니와 예법(禮法)도 중하니라. 내가 비록 천인이나 기
안탁명(妓案託名)한 일 없고, 여염의 처녀 명색으로 백주대도(白晝大道) 
조인중(稠人中)에 무슨 면목 추켜들고 너와 함께 가자느냐.”42)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 역시 이도령이 자신을 부른다는 
전언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며 내외법을 준수한다.

“오늘이 단오일이라 비단 나뿐이랴. 다른 집 처자들도 예 와 함께 추천
하였으되 그럴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시사(時仕)가 
아니어든 여염 사람을 호래촉거(呼來促去)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대도 갈 
리도 없다.”43)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단오일은 유교 규범적 내외법이 
완화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일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단오일을 
맞아 내외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추천을 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
가의 춘향은 내외법의 준수를 위해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김
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남녀유별을 말하며 이도령의 부
름을 거절한다. 

“여봐라 방자야, 상하는 다를망정 남녀간 유별하되 초면에 갈 수도 없고 
도령님도 사부댁 자손으로서 의기통달(意氣通達)하니 내 말씀을 자세히 
여쭈어라.”44)

42) ｢남창 춘향가｣, 11면. 
4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7면.
44)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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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준수한 내외법은 여성의 활동 공간을 규문
(閨門) 안으로 한정한 것으로서, 유교 이념이 지배하는 조선 사회에서 매
우 철저히 지켜졌다. 유교 규범으로서의 내외법은 공자(孔子)의 말씀에서 
유래한다.

공자가 말씀하였다. “부인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독단으로 재
량하는 의(義)가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道)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을 따라 감히 스스로 이루는 바가 없어, 가르침과 명령이 규문(閨門)을 나
가지 않으며 일함은 음식을 마련하는 사이에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자
는 규문 안에서 날을 마치고, 백 리 먼 길의 초상에 달려가지 않으며, 일
을 멋대로 함이 없으며, 행실을 독단으로 이룸이 없어 참여하여 알게 한 
뒤에 행동하고, 증거함이 있은 뒤에 말하며, 낮에는 뜰에 나다니지 않고, 
밤에는 다닐 때에 횃불을 사용하니, 이는 부덕(婦德)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다.”45)

공자의 말은 본래 예기 ｢대대례｣(大戴禮)에 실려 있으며 소학에도 
전재(轉載)되어 있다. 유교 문명권에서는 공자의 말을 근거로 여성의 활
동 범위를 규문 안으로 제한하였으며, 여성을 남성을 따르는 존재로 규정
하였다. 조선에서는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고 사족(士族)이 지배하는 체
제가 확립되면서, 소학에 근거해 여성의 활동공간이 규문 안으로 한정
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었다.46) 즉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은 조선 사회의 공식적 규범인 유교적 여성 규범에 의거하여 자신의 행동
을 규율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수동적인 춘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여공을 실행하고 내외법을 준수하며 유교적 여성 규범에 따라 자신의 

45) “孔子曰: 婦人, 伏於人也. 是故, 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
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 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是故, 女及日乎閨門之
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
火, 所以正婦德也.”(小學, ｢明倫｣) 소학의 번역은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
통문화연구회, 1993, 137~138면 참조.

46) 강명관, ｢조선 사족체제의 성립과 여성의 통제｣, 여성학연구 26권 3호, 부산대
학교 여성연구소, 2016, 99~1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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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규율하는 춘향은 이도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동적인 면모를 보
인다.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부끄러움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거듭 강
조된다. 이도령이 춘향의 집을 처음 찾아온 때에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월매 방에 숨는다.47)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수절가의 춘향 역시 부끄러움 때문에 이도령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다.48)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의 방문에 부끄러움을 못 
이기어 월매로 하여금 이도령을 영접하게 한다.49)

이 외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수동성은 자신의 의사나 
감정보다 이도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데서 확인된다.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이도령과 초야를 치르는 장면에서 여성으로서의 부
끄러움을 드러낸다.50) 초야 장면에서 관계를 주도하는 인물은 이도령이
며, 춘향은 이도령의 입신양명을 기원하는 <서방타령>을 부를 따름이
다.51)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 역시 초야에 부끄러움을 표출하며 
<서방타령>을 부른다. 춘향의 <서방타령>은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
전에도 삽입되어 있으며, 그 밖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는 축약된 양상으
로 삽입되어 있다. 남원고사와 경판 춘향전 등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
사의 춘향이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도령을 직접 영접하고, 초야 장면에서 

47) “도령님 오시는 데 부끄러움 못 이기어 내 방에게 숨었나 보오.”(｢남창 춘향가｣, 
19면)

48) “도령님 반만 웃고 춘향더러 묻는 말이 ‘곤치 아니하며 밥이나 잘 먹었느냐.’ 춘
향이 부끄러워 대답치 못하고 묵묵히 서 있거늘.”(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7면)

49) “‘도련님 와 계시다.’ 춘향이 이 말 듣고 가슴이 우둔우둔, 속이 월렁월렁, 부끄럼
을 못 이기어 겨우 문을 열고 나와 건넌방에 건너가서 저의 모친을 깨우는데.”(장
자백 창본 춘향가, 67면)

50) “춘향 가는 허리를 담쑥 안고 ‘나상을 벗어라.’ 춘향이가 처음 이럴 뿐 아니라 부
끄러워 고개를 숙여 몸을 틀 제.”(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22면)

51) “부열이를 업은 듯, 여생이를 업은 듯, 흉중 대락 품었으니 명만일국 대신되어 
주석지신 보국충신 모두 헤아리니 사육신을 업은 듯, 생육신을 업은 듯, 일선생 월
선생 고운선생을 업은 듯, 제봉을 업은 듯, 요동백을 업은 듯, 정송강을 업은 듯, 
충무공을 업은 듯, 우암 퇴계 사계 명재를 업은 듯, 내 서방이제, 내 서방. 알뜰간
간 내 서방. 진사 급제 대받쳐 직부주서 한림학사 이렇듯이 된 연후 부승지 좌승
지 도승지로 당상하여 팔도방백 지낸 후 내직으로 각신 대괴 복상 대제학 대사성 
판서 좌상 우상 영성 규장각 하신 후에 내삼천 외팔백 주석지신 내 서방, 알뜰 간
간 내 서방이제.”(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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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구사>를 부르며 애정에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과 비교할 때, 비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부덕을 갖추어 
이도령의 의사와 감정을 우선시하는 수동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신관 사또로부터 형벌을 당하
고 나온 뒤, 월매가 이 소식을 이도령에게 알리려 하자 모친을 만류하며 
자신보다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수동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상단아, 삼문 밖에 가서 삯군 둘만 사오너라. 서울 쌍급주 보낼란다.”
춘향이 쌍급주 보낸단 말을 듣고
“어머니 마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만일 급주가 서울 올라가서 도련님

이 보시면은 층층시하에 어찌할 줄 몰라 심사 울적하여 병이 되면 근들 
아니 훼절이요.”52)

춘향은 이도령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도령이 자신의 고난을 알게 된다
면, 층층시하에서 슬퍼만 하다가 병이 들 것이라 말한다. 춘향이 이도령
에게 자신의 고난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양상은, 장자백 창본 춘향가와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에도 나타
난다. 명재경각한 자신의 처지보다 이도령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춘향의 면모는 분명 남편을 
따르고 남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유교적 부덕(婦德)의 실현이다. 

이 외에도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공통적으로 모친에 대한 효를 
실천하며 유교적 규범에 순응하는 면모를 보인다. 춘향의 효성이 특히 부
각된 비기생계 춘향서사로는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가 있다. 박순
호 소장 68장본 춘향가의 춘향은 효성이 지극한 고로 모친이 해를 입
을까 두려워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만일 아니 가면 네 어미 잡아다가 책방 마주걸이 매 번에 결단나겠느
냐. 급히 가자.”

춘향이 솜솜 생각하니 효성 지극하므로 제 모친을 생각하여 하릴없이 
건너간다.53)

52)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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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순호 소장 68장본의 춘향은 이도령과 이별한 뒤에도 모친을 염
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규율한다.

“울지 말고 들어가자. 네 정절이 그렇거드면 내가 네 앞에서 자결하리
라. 들어가자면 들어가자.”

춘향이 효성 있는 아이라 어미 자결한단 까닭에 할 수가 없어 들어가던 
것이었다.54)

춘향의 면모는 남원고사의 춘향이 이도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느니 
차라리 불효를 택해 자결하겠다고 말하며,55) ‘효’라는 관습적 세계의 규
범보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공통적으로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하고 자신의 행동을 유교적 규범에 부합
하도록 규율한다. 이는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규범인 유교적 규범을 학습
함으로써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기
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관습적 세계와의 이질성을 축소한다. 또한 유
교적 여성 규범인 내외법을 준수하고, 모친과 남편의 입장을 우선시하면
서 관습적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면모를 보인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유교적 여성 규범에 대한 학습은 춘향의 열 관념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열과 상이한 성격을 보이는바, 이는 3절을 통해 상론한다.

53)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330면.
54)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353면.
55) “서방님이 책방으로 계실 적에 어떻게 지내었소. 이진정소, 배은망덕 나는 차마 

못하겠소. 어머니 마음 저러하면 내 몸 하나 쓰러져서 차라리 불효는 되려니와 마
음은 고치지 못하겠소.”(남원고사,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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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매의 주도와 춘향 독자성의 축소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모친 월매가 춘향과 이도
령의 결연 및 이별에 개입하며 춘향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남
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등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월매가 춘향의 결
연 및 이별에 개입하지 않으며, 춘향이 독자적으로 이도령과 결연하고 이
별한다. 또한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대개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
의 성격을 몰이해하고 춘향과 갈등을 겪으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
는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여 춘향과 갈등하지 않는다. 이
처럼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의 형상 및 월매와 
춘향의 관계는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나
타난 월매의 형상이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와 어떠한 측면에서 상이한가
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월매가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신재효의 ｢
남창 춘향가｣에서 월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도령을 춘향 대신 영접한
다. 

도령님이 다 본 후에 
“자네 딸은 어디 갔나.”
춘향어미 여쭈오되
“나이 아직 미거(未擧)하여 손님 접대 못 하기로 도령님 오시는데 부끄

러움을 못 이기어 내 방에 가 숨었나 보오.”
“내가 오늘 여기 오기는 저를 보자 온 길이니, 이리 잠깐 오라 하소.”
춘향 어미 문을 열고 
“얘 아기 게 있느냐. 사또 자제 도령님이 너를 보러 오셨으니 어서 이리 

들어오라.”
춘향이가 들어와서 어미 옆에 고이 앉아 손가락을 입에 넣고 아미를 나

직하니, 도령님 좋아라고 제 어미와 수작하여
“자네 딸이 몇 살인가.”
“임자(壬子) 사월 초파일에 이 자식을 낳았지요.”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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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등의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도령을 직접 영접하고 이도령과 대화를 주고받는다. 반면 ｢
남창 춘향가｣에서는 월매가 이도령을 영접하고 이도령과 대화를 나눈다. 
해당 대목에서 춘향은 내외법을 준수하는 여성으로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할 따름이다. 또한 ｢남창 춘향가｣에서는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 과정 전
반을 월매가 주관한다. 이 텍스트에서 결연을 결정하고 이도령으로부터 
불망기를 받는 인물은 월매이다. 

“오늘 내가 심심하여 광한루에 나왔더니 추천하는 자네 딸이 하릴없는 
선녀기로 광한루에 데려다가 백년가약 맺을 터나, 노모 있는 여염여자 임
의 호래할 수 없어 자네 허락을 듣자 하고 자네 찾아 나왔으니 자네 의사 
어떠한가.”

춘향 어미 대답하되
“무남독녀 저 자식을 제 아비가 일찍 죽고 어미 혼자 길러내어, 저와 같

은 배필 얻어 이 몸의 생전사후 의탁하자 하옵는데, 도령님은 귀공자라 일
시 풍정 못 이기어 한번 보고 버리시면 청춘 백발 두 목숨이 그 아니 불
쌍하오.”57)

월매가 위와 같이 말하자, 이도령은 혼서지(婚書紙) 대신 불망기를 써 
주겠다고 말한다. 불망기를 받은 월매는 춘향에게 모녀의 평생이 이 한 
장에 매였다고 말한다. 이도령으로부터 불망기를 받음으로써 춘향과 이도
령의 결연은 성립되는데, 이도령의 춘향의 집을 찾아와 결연이 이루어지
기까지의 장면에서 춘향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월매가 춘향
의 말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창 춘향가｣에서 월매는 춘향과 의사
를 공유하며 춘향의 생각을 대변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월매는 춘향 대
신 이도령이라는 세계와 마주하고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주도하여 완성
시키며, 춘향과 세계 사이의 매개자(媒介者) 역할을 한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도령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내외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비 향단을 대신 보내어 

56) ｢남창 춘향가｣, 19면.
57) ｢남창 춘향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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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을 관찰하게 하였으며, 이도령이 용(龍)과 봉(鳳)처럼 아름답다는 
향단의 말에 의거하여 이도령에 대한 호의를 품는다. 문제적 개인 춘향이 
보여주었던 지인지감이 ｢남창 춘향가｣에서는 향단의 견문으로 대체되고, 
춘향은 향단의 판단을 준신하는 인물로 그 독자성을 축소한다. 결연의 과
정에서도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모친 월매가 주도하는 대로 결연을 이
루어가며 수동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도령과의 결연이 춘향의 독자적 의
사와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친 월매의 결정에 따라 성립되고 있는 
것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에서 
월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는 
이도령과 춘향의 첫 만남을 결정한다. 방자가 춘향의 집으로 와서 도령이 
부른다는 말을 전하자, 월매는 지난밤의 꿈을 근거로 춘향에게 도령의 부
름에 응하라고 말한다.

춘향의 도량한 뜻이 연분 되려고 그러한지 홀연히 생각하니 갈 마음이 
나되 모친의 뜻을 몰라 침음양구에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모 썩 나앉아 
정신없게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전수이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 데 없
는 청룡(靑龍) 하나 벽도지(碧桃池)에 잠겨 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
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령님 이름
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자 용 용(龍)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러나 저
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깐 가서 다녀오라.”58)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월매의 허락이 있은 뒤에야 춘향은 광한루로 향
해 이도령을 만난다. 도령과의 첫 만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이미 수동적이다. 이 텍
스트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 역시 월매가 주관한다. 이도령이 
춘향과의 결연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자, 월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씨가 있는 자식이라 만사를 달통이요, 삼강행실 뉘라서 내 딸이라 하리

5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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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가세가 부족하니 재상가(宰相家) 부당이요, 사서인(士庶人) 상하불급 
혼인이 늦어가매 주야로 걱정이나 도련님 말씀은 잠시 춘향과 백년기약한
단 말씀이오나 그런 말씀 말으시고 놀으시다 가옵소서.”59)

위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의 월매가 춘향의 신분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춘향의 통혼(通婚)에 대
해 고민을 품고 있었다는 점이다. ｢남창 춘향가｣의 월매 역시 춘향이 “저
와 같은 배필”을 얻어 살기를 바랐다. 두 텍스트의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심으로 인식하여 기생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춘향이 한 남성의 
아내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는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가 춘향에게 여
러 남성 손님과 관계를 맺으며 기생으로 살 것을 종용하였던 태도와 상반
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이 내자로 살아갈 것을 상정하였
기에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에 개입한다.

조선시대에 통혼은 동등한 신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졌다. 통혼의 범
위가 신분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근대 이전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
다. 막스 베버(Max Weber) 역시 특정한 집단이 서로 통혼한다면, 그것
은 그 집단이 신분적으로 대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전형적 근거가 된다
고 보았다.60) ｢남창 춘향가｣에서는 월매가 춘향이 저와 같은 배필을 얻
어 살기를 바란다고 말할 따름이지만,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는 춘향의 통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월매는 춘향이 부친은 양반
이나 모친이 기생인 까닭에 재상가의 남성과 혼인을 하는 것은 불가하지
만, 사(士) 계층이나 서인(庶人) 계층과는 상하를 따져 혼인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완판 84장본의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사서인에 버금가
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남창 춘향가｣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
가에서 춘향의 신분을 기생이 아닌 것으로 여기며 부정하는 인물은 춘향 
혼자가 아니라 춘향과 월매 두 사람이다.

이도령의 결연 요구에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는 결국 
몽조(夢兆)를 근거로 결연을 허락한다. 그리고 춘향은 모친의 결정에 따
59)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9면.
60) 막스 베버(Max Weber), 전성우 역,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 2008, 

197∼19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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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도령과 결연한다. 이 텍스트에서 이도령에게 춘향이 평소 일부종사
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인물은 월매이며, 춘향을 버리지 
말고 백년기약을 맺을 것을 당부하는 인물도 월매이다. 완판 84장본 열
녀춘향수절가의 춘향 역시 ｢남창 춘향가｣의 춘향과 같이 이도령과 결연
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결연의 과정이 월매에 의해 주도되
고 춘향은 모친의 결정을 따를 뿐인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서도 춘향은 월매에 대해 수동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월매 역시 춘향의 통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며,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을 주관한다. 춘향은 모친의 결정에 따라 
이도령과 결연하지만, 이도령에게 일부종사의 의지를 직접 말하고 있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 형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백
성환 창본 춘향가에서도 월매는 춘향의 통혼에 대해 고민하며 춘향의 
혼처로 “재상가는 부당하고 상한지배(常漢之輩) 당치 않다”고 말한다. 평
소 춘향의 신분을 상민(常民)보다 높은 것으로 여기던 월매는 불망기를 
받고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허락한다.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에
서도 월매는 춘향의 통혼 문제를 고민하며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주관
한다. 이 텍스트에서 월매는 이도령에게 불망기를 써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불망기를 받은 월매는 “이것이 혼서지보다 지중하다”고 말한다. 월매
는 이 불망기에 춘향과 이도령의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로서의 의의를 부
여한다. 이도령이 이별을 통보하자 월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 이 년아, 따라 가거라, 따라 가거라. 여필종부(女必從夫) 네가 알고 
출가외인(出嫁外人) 내 모른다. 상단아 경대 안에 수기(手記) 내어오너라. 
남원이 공관(空官)되면 임실이 겸관(兼官)이니 이러므로 백활(白活)하네. 
사또 전에 등장(等狀)가자.”61)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월매는 춘향을 ‘출가외인’이라 지칭하
는데, 이는 월매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혼인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
케 한다. 따라서 월매는 이도령이 결연 시에 작성해준 불망기를 이도령과 

61)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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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의 혼인을 증명해주는 혼서지로 여기고 혼서지를 증거로 하여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다.62)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고,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을 주관하며, 이
들의 결연을 혼인으로 인식한다. 결연의 과정에서 춘향은 모친의 결정에 
순응하며 수동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텍스트에 따라 수동성의 정도와 발
현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춘향이 모친에 순응하는 인물로 수동성
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월매와의 관계에 있어 왜 수동
성을 드러내는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기생으로서의 신분을 춘향보다 먼저 부정하고 춘향의 탈기생화를 
주도한 인물이 월매인 데서 기인한다. ｢남창 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의 교
육은 물론 대비속신을 주도한다.

꿈 깬 후에 잉태하여 십 삭 차서 딸 낳으니 도화(桃花)는 봄 향기라 춘
향이라 이름 하여 칠 세부터 글 가르쳐 일취월장하는 재주 측량할 수 없
었구나. 여공에 침선이며 심지어 풍류 속을 모를 것이 바이없었으니 대비 
넣어 속신하고 집에 있어 공부하여 외인상통(外人相通) 아니하니 양재심
규인미식(養在深閨人未識)에 얼굴 알 이 흔찮구나.63)

62) 조선시대에 혼서지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 혼인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해 주
는 문서로 여겨졌다. 서울대 도서관 일사문고에 소장된 이희평(李羲平)의 계서잡
록(溪西雜錄) 권2에는 ｢尹判書降肅廟朝人也｣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데, 이 이야기를 통해 조선후기에 혼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
인할 수 있다. 숙종 때 판서를 지낸 윤강(尹降)은 일찍이 상처(喪妻)하였는데, 만
년에 호서지역을 안찰(按察)하다가 어느 고을 좌수의 딸을 후실로 맞아들였다. 그
러나 윤강은 노년에 젊은 후실을 얻은 일을 부끄럽게 여겨 좌수의 딸을 남겨두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에는 좌수의 딸이 윤강의 집을 찾아와 윤강의 아들에
게 자신이 윤강의 아내임을 증명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품속에
서 혼서지(婚書紙) 한 장을 꺼내 던지며, ‘너희들은 이것을 한번 보아라. 혼서지가 
있으니 내가 너희들의 서모(庶母)가 아니겠느냐? 곧 계모이니라.’”(自懷中出一婚書
紙, 擲之于前擲之于前曰: 汝輩試見此. 旣有此, 則吾非汝之庶母也? 卽是繼母也)이에 
윤강의 아들은 좌수의 딸을 계모로 모시게 되는바, 조선시대에 혼서지는 혼인 관
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63) ｢남창 춘향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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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이 7세가 되자 글을 가르친다. 이에 춘향
은 열녀전과 예기의 ｢내칙｣을 밤낮으로 공부하여 그 행동거지가 상
층 규수에 지지 않는 인물이 된다. 또한 월매는 춘향이 대비속신하여 상
층 여성과 같이 독서하며 여공을 익히는 삶을 살도록 주도한다. ｢남창 춘
향가｣의 월매는 춘향의 기생 신분을 부정하고 춘향 신분의 법제적 변동을 
주도했던바, 월매의 지향은 춘향이 상층 여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에 있
었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 역시 춘향의 교육을 주도한다.

“칠세에 소학 읽혀 수신제가 화순심을 낱낱이 가르치니 씨가 있는 자
식이라 만사를 달통이요 삼강행실 뉘라서 내 딸이라 하리오.”6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 역시 춘향을 7세부터 교육하여 
삼강행실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월매는 또한 춘향에게 빈객을 접대하는 
예를 가르친다. 이는 다음의 발화에서 확인된다.

“내 딸 춘향 곱게 길러 요조숙녀 군자호구 가리어서 금슬우지 평생 동락
하올 적에 사랑에 노는 손님 영웅호걸 문장들과 죽마고우 벗님네 주야로 
즐기실 제 내당의 하인 불러 밥상 술상 재촉할 제 보고 배우지 못하고는 
어이 곧 등대하리. 내자가 불민하면 가장 낯을 깎임이라 내 생전 힘써 가
르쳐 아무쪼록 본받아 행하라고 돈 생기면 사 모아서 손으로 만들어서 눈
에 익고 손에도 익히라고 일시반때 놀지 않고 시킨 바라.”65)

월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도령에게 술을 대접하며 위와 같이 말한
다. 월매는 춘향이 한 집안의 내자가 되었을 때 남편의 벗이 찾아오면 빈
객을 능숙히 대접하여 가장의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춘향에게 접
빈객의 예를 연습시켰다. 이 말을 통해서도 월매가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
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춘향
이 한 남성의 아내로 살아가기를 희구하였던 것이다.66)

6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9면.
6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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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월매 역시 춘향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춘향
에게 소학을 읽혀 수신제가 화순심을 가르친다.67) 백성환 창본 춘향
가의 월매 또한 춘향을 대비정속시켜 춘향이 독서와 여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다.68) 이선유 창본 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을 7세부터 입학
시켰다고 말한다.69)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보다 먼저 춘향의 기생 신
분을 부정하고, 양반가 규수들에게 행해지던 교육을 춘향에게 시행하여 
춘향이 기생 아닌 삶을 살도록 주도한다. 월매는 춘향과 세계 사이의 매
개자로서 춘향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다. 춘향 교육에 있어 월매의 지향은 
상층 문화의 모방에 있었다. 이에 춘향은 양반을 중심으로 한 상층의 문
화, 즉 관습적 세계의 질서를 내면화하여 모친에 순응하고 일부종사의 의
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는 기생
계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그 성격에 있어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비기생
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는 온전히 신분의 부정을 
통한 자유의지의 발현으로 형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일부종사의 의지 
역시 월매의 주도 아래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기생 신분을 부정하고 춘향이 한 
남성과 혼인하여 내자로 살아갈 것을 상정하였다. 조선사회에서 기생이 
아닌 한 남성의 아내에게 일부종사는 필수적인 덕목이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월매가 춘향에게 읽힌 예기나 소학에는 여성의 삼종지도
66) 기왕의 연구에서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가 경제적 부를 축적한 

기녀로서 많은 재산을 춘향을 위해 썼고, 춘향은 월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역
을 면하였다고 보았다.(조광국, ｢<춘향전> 완판84장본의 작품적 가치｣, 앞의 책, 
283면)

67) “칠세에 소학 읽혀 수신제가 화순심을 나날이 가르치니 근본이 있는 고로 만사
가 달통이요, 인의예지 삼강행실 누가 내 딸이라 하오리까.”(장자백 창본 춘향가
, 71~73면)

68) “딸을 낳아 애지중지 기를 적에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 일색이요, 천생 여질이
라. 문법은 조대가요, 필법은 위부인, 침선 음식 가지가지 다 잘하고, 열녀전‧｢내
칙｣편 밤낮으로 공부하니 일동일정 하는 행실 사부여자 지잖지요. 대비 넣어 속신
하고 외인 상통 아니 하니.”(백성환 창본 춘향가, 183면)

69) “칠세부터 입학시켜 근본이 있는 고로 행신범절 여공재질 세상에 으뜸이라.”(이
선유 창본 춘향가,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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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從之道)가 명시되어 있으며, 춘향이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하는 데는 
예기나 소학과 같은 책의 독서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춘향
의 독서를 주도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는 춘향의 일부
종사에 대한 의지를 깊이 이해하는 면모를 보인다.

“내 딸 심곡 내가 알제. 어려서부터 절곡한 뜻이 있어 행여 신세를 그르
칠까 의심이요, 일부종사하려 하고 사사로이 하는 행실 철석같이 굳은 뜻
이 청송녹죽 전나무 사시절을 다투는 듯, 상전벽해 될 지라도 내 딸 마음 
변할쏜가. (…중략…) 다만 고의를 효칙하고자 할 뿐이온데(……).”70)

완판 84장본의 월매는 춘향이 어려서부터 일부종사의 의지를 확고히 
형성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일부종사의 의지는 고의(古義)의 효칙(效則), 
즉 예로부터 전해오는 올바른 도리를 본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춘향은 모친 월매의 매개를 통해 유교
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하였다.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수절가의 월매는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수절을 당위로 받아들인
다.71)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월매 역시 춘향의 수절을 지지한다.72) 

이상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교
육을 주도하여 춘향이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 즉 관습적 세계의 질서
를 내면화하도록 주도한다. 또한 월매는 춘향의 통혼 범위를 고민하며 춘
향의 기생 신분을 부정하는 면모를 보인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모친의 허락을 받은 뒤에야 모친의 결정에 순응하며 이도령과 결연한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남편에 대한 이상을 스스로 확립한 뒤, 이도령

70)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9면.
71) “도련님 가신 후에 내 딸 춘향 임 그릴 제 월정명 야삼경에 첩첩수심 어린 것이 

가장(家長) 생각 절로 나서 (…중략…) 시름 상사 깊이 든 병 내 구치 못하고서 
원통히 죽거드면 면 칠십 당년 늙은 것이 딸 잃고 사위 잃고 태백산 갈가마귀 게 
발 물어다 던지듯이 혈혈단신 이 내 몸이 누구를 믿고 살잔 말고.”(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34~335면)

72) “여보 사또 들어보오. 제 수절 제 하는데 무슨 죄가 대단하여 이리 죽게 때렸는
가.”(장자백 창본 춘향가,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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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접 별실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불망기를 요구하며, 사
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독자성과 능동성을 보여주었던 것과 대조적이
다. 다시 말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월매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
정을 주관함으로써, 춘향의 사랑에 내재된 독자성 및 능동성이 축소되고, 
춘향의 모친에 대한 수동성이 부각된다.



- 128 -

2. 脫現實的 서사의 添入

‘춘향서사’는 기생계 서사와 비기생계 서사를 막론하고 철저히 현실주의
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고전소설을 신성소설
(神聖小說)과 세속소설(世俗小說)로 양분하고, 범세계적으로 문화는 신성
문화에서 세속문화로 이행해 간다는 견해를 피력한 연구에서도 춘향서사
는 세속소설의 전형적 작품으로 논하여졌다. 이 논의에 따르면 신성소설
에는 천상적(天上的) 존재가 등장하지만 세속소설에는 지상적(地上的) 존
재가 등장하며, 지상적 존재의 인생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초세계적(超世
界的) 실재가 사라지는 것이 세속성(世俗性, profanity)으로 규정된다. 신
성소설은 천상계의 인물이 인간 세계로 적강(謫降)하여 속세에서 고난을 
겪은 뒤 부귀영화를 누리고 종국에는 선계(仙界) 또는 천상으로 회귀한다
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공의 일생은 천정(天定)의 운명이 진행되
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신성소설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세속소설은 종
교적인 신이성(神異性)이나 외경성(畏敬性) 등이 거의 제거된 소설이자 
강렬한 물질적․화폐경제적 가치관이 반영된 소설인바, 판소리계 소설은 세
속소설의 특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장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하기에 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월매의 기자치성(祈子致誠)이나 춘향의 
옥중몽(獄中夢)과 같은 초현실적(超現實的) 면모가 산견된다 하더라도 이
는 작품 전체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
이라 논의되었다.73)

이상의 논의와는 반대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나타난 춘향
의 출생담을 적강 모티프의 하나의 유형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다. 자식이 
없는 월매가 치성을 드려 춘향을 얻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기자발원(祈
子發願)—적강태몽(謫降胎夢)—신이출산형(神異出産型)’을 대표하는 적강 
모티프로 규정한 것이다.74) 그러나 춘향의 출생과 관련한 적강 모티프는 

73)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57~73면 참조.

74) 김진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적강화소의 기원탐색｣, 어문연구 64, 어문연구학
회, 2010, 95~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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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춘향서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논의를 춘향서사 전
반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춘향의 출생과 관련한 적
강 모티프는 비교적 후대의 춘향서사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진한의 만화본 ｢춘향가｣를 비롯하여 목태림의 ｢춘향신설｣, 윤달선의 ｢
광한루악부｣ 등 그 창작 시기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중반까지로 확
인되는 춘향서사에서는 천상적 존재의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남원고
사 및 경판 춘향전 등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
에서도 천상적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천상계 인물의 적강을 통해 춘향
이 출생하였다는 점이 명시된 춘향서사는 19세기 중반 이후 창작된 신재
효의 ｢남창 춘향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백성환 창본 춘향
가로 모두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속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에서 천상계의 개입은 필수적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천상계의 개입은 이전의 춘향서사에는 없었으나 
어떠한 창작자에 의해 비교적 후대에 첨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는 춘
향서사에 나타난 천상적 존재의 개입을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이라 명명
한다.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 천상적 존재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으나, 천상계의 개입이 나타난 춘향서사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은 아직 이루어지 않았다. 이에 제Ⅲ장 2절에서는 천상계의 
개입을 통해 춘향서사에 첨입된 탈현실적 서사의 양상을 살피고, 춘향서
사의 전변 과정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고
찰해 보고자 한다.

본고가 검토한 62종의 춘향서사 가운데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이 나타
나는 텍스트는 모두 17종이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대이
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10종 가운데서는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를 제외한 9종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이 나타난다.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서는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춘향전, 익부전 및 이
고본 춘향전에 탈현실적 춘향서사의 첨입 양상이 보인다. 근대 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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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옥중화와 일설 춘향전 및 현대 춘향서사인 외설춘향전에도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되어 있으나, 이는 세 텍스트가 춘향을 양반의 딸로 
설정하며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 
또한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75) 이를 통해서도 춘향서사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약여한 특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14종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를 검토한 결과, 
춘향서사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는 춘향의 출생이 천상계 인물의 적강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둘째는 천
상계 인물의 개입을 통해 춘향의 운명이 예정되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는 
춘향이 몽중(夢中)에 황릉묘(黃陵廟)를 방문하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는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에 속하는 춘향서사로는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
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백성환 창본 춘향가, 이고본 춘향
전이 있다. 두 번째 경우에 속하는 춘향서사로는 첫 번째 경우에 속하는 
춘향서사 및 익부전이 있다. 세 번째로 언급한 양상은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 14종 가운데 ｢남창 춘향가｣,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
가, 익부전을 제외한 11종의 춘향서사에 나타난다.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은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현저하므로, 본고는 비기생계 춘
향서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기생계 춘향서사는 논의의 참고 자료
로 활용한다.

75) 근대 춘향서사인 옥중화와 일설춘향전, 현대 춘향서사인 외설춘향전의 탈
현실적 서사의 첨입 양상에 대해서는 이 절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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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謫降 모티프의 援用

‘적강’(謫降)이란 천상에서 살던 존재가 자기기 지은 죄과(罪過)로 말미
암아 타의에 의해 지상으로 유배 오는 것을 가리킨다.76) 근대이행기 춘
향서사 가운데 일부 텍스트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이 본래 천상의 존재이나 
죄과로 인해 지상에 유배를 오게 된다는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바, 춘향
서사에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연유와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
다.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적강 모티프가 첨입된 최고(最古)의 작품은 
｢남창 춘향가｣이다. ｢남창 춘향가｣의 서술자는 춘향이 형벌을 당한 뒤 옥
에 갇혀 꿈을 꾸는 장면에 등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가객 몽중가(夢中歌)는 황릉묘에 갔다는데 이 사설 짓는 이는 다
른 데를 갔다 하니 좌상 처분 어떨는지.”77)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형벌을 당한 뒤 꿈속에서 천장전(天章殿)에 다
녀온다.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여타의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꿈속에서 
아황과 여영을 모신 황릉묘를 방문한다. 춘향의 방문 장소가 천장전으로 
설정된 경우는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남창 춘향가｣가 유일하다. ｢남
창 춘향가｣의 서술자는 이전의 춘향서사에 존재하던 춘향의 몽중 황릉묘
행에 대타적 의식을 가지고 해당 장면을 개작하였다고 말한다. 이는 ｢남
창 춘향가｣ 이전에도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가 존재하였음을 
확인케 하나, 서술자가 언급한 춘향서사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남창 춘향가｣는 춘향의 출생에서부터 적강 모티프를 원용하며 춘향서
사에 탈현실적 서사를 적극적으로 첨입한다. ｢남창 춘향가｣에서는 월매의 
태몽을 통해 춘향이 천상계 인물의 적강이라는 점이 제시된다.

춘향 어미 퇴기로서 사십이 넘은 후에 춘향을 처음 밸 제 꿈 가운데 어
76) 성현경, ｢적강소설 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179면.
77) ｢남창 춘향가｣,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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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선녀 도화 이화 두 가지를 두 손에 갈라 쥐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도화
를 내어주며 

“이 꽃을 잘 가꾸어 이화와 접붙이면 모년(暮年) 행락(行樂) 좋으리라. 
이화 갖다 전할 데가 시각이 급하기로 총총히 떠나노라.”

꿈 깬 후에 잉태하여 십 삭 차서 딸 낳으니 도화는 봄 향기라 춘향이라 
이름하여(……).78)

 
월매는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춘향을 잉태한다. 선녀가 월매에게 전해 

준 도화(桃花)는 춘향을, 다른 데에 가서 전한 이화(李花)는 곧 이도령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춘향과 이도령은 임자(壬子) 사월 초파일에 각기 다
른 곳에서 태어난다.79) 춘향과 이도령의 출생에 선녀라는 천상계의 인물
이 개입한 것은 이들의 출생이 천상계에 의해 정해진 것임을 말해준다. 
춘향이 신관 사또에 항거하다 형벌을 당하고 의식을 잃었을 때 천장전의 
성군(星君), 즉 직녀성은 춘향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前生)에 하던 일을 자세히 들어보라. 네가 나의 시녀로서 서왕모
(西王母)의 반도회(蟠桃會)에 내가 잔치 참여할 제, 네가 나를 따라왔다 
태을성군(太乙星君) 너를 보고 애정을 못 이기어 반도 던져 희롱하니 네
가 보고 웃은 죄로 옥황(玉皇)이 진노하셔 둘 다 적하인간(謫下人間), 너
의 낭군 이도령은 태을의 전신이라. 전생의 연분으로 이생 부부되었으나
(……).”80)

직녀성은 전생에 춘향이 자신의 시녀였으며 이도령은 태을성군이었던
바, 두 사람이 천상의 반도회에서 서로 애정을 주고받은 까닭에 죄를 얻
어 인간 세상에 적강하였다고 말한다. 이 말은 춘향과 이도령의 출생은 
물론, 이들의 사랑까지 천상계에 의해 예정된 것임을 의미한다. 춘향과 
이도령이 천상계에서 사랑을 나눈 사이였다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두 
남녀가 인간세계에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이미 하늘에 의해 정해진 운명

78) ｢남창 춘향가｣, 3면.
79) “자네 딸이 몇 살인가. 임자 사월 초파일에 이 자식을 낳았지요. 어허, 신통하네. 

나하고 정동갑이네.”(｢남창 춘향가｣, 19면)
80) ｢남창 춘향가｣,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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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 격차와 같은 인간세계의 질서는 이들의 사랑
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다.81) 즉 적강 모티프의 원용은 춘향
서사에서 춘향이 처한 실제의 현실을 다분히 탈현실화(脫現實化)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월매의 태몽을 통해 춘향과 이도
령이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점이 명시된다.

이때는 오월 오일 갑자라. 한 꿈을 얻으니 서기반공(瑞氣蟠空)하고 오채
영롱(五彩玲瓏)하더니 일위 선녀 청학을 타고 오는데 머리에 화관이요, 몸
에는 채의로다. 월패(月佩) 소리 쟁쟁하고 손에는 계화(桂花) 일지(一枝)
를 들고 당에 오르며 거수장읍(擧手長揖)하고 공순히 여쭈오되

“낙포의 딸이러니 반도 진상 옥경(玉京) 갔다 광한전(廣寒展)에서 적송
자(赤松子) 만나 미진정회(未盡情懷)하올 차에 시만(時晩)함이 죄가 되어 
상제(上帝) 대노하사 진토(塵土)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몰랐더니 두류산 신
령께서 부인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며 품으로 달려들 새, 학지고성(鶴之高聲)은 장경고(長頸故)라 학의 
소리 놀라 깨니 남가일몽이라.82)

월매는 태몽을 꾼 뒤 태기가 있어 열 달 후에 춘향을 낳는다. 월매의 
태몽에 의하면 춘향은 본래 천상계의 인물인 낙포(洛浦)의 딸이다. 낙포
의 딸은 흔히 낙포선녀(洛浦仙女)라 칭해지는 복희씨(伏羲氏)의 딸 복비
(宓妃)이다. 낙포의 딸은 천상계에서 적송자(赤松子)라는 신선과 연인 사
이였고, 낙포의 딸과 적송자는 광한전에서 만나 정회를 나누다 시간을 지
체하였다는 이유로 벌을 받아 인간 세계로 적강을 하게 된 것이었다. 월
매의 태몽을 통해 낙포의 딸은 적강하여 춘향이 되고 적송자는 적강하여 
이도령이 되리라는 점은 무리 없이 유추할 수 있다. 즉 완판 84장본 열

81) 정길수, ｢17세기 고전 소설의 사랑과 운명-‘적강 모티프’ 활용의 맥락｣, 고소설
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84면 참조. 이 논문은 운영전을 예로 들어 
운영과 김진사는 이미 천상계에서 연인 관계였고, 따라서 적강한 두 남녀가 인간
세계에서 사랑을 이루는 것은 인간세계의 규범 틀로 문제 삼을 수 없는 숙명이라
고 논하였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적강 모티프가 원용
된 춘향서사의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82)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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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춘향수절가의 춘향과 이도령은 ｢남창 춘향가｣에서와 같이 천상계에서
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설정된다.83)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천정의 운명에 따라 지상에서도 실현되어야 하
는바, 지상에서의 결연 또한 월매의 꿈을 계기로 이루어진다. 월매는 벽
도지(碧桃池)에 청룡(靑龍)이 잠겨 있는 꿈을 꾼 뒤, 이를 춘향과 이몽룡
의 결연을 예지하는 꿈으로 해석한다.84) 월매는 꿈에 의거하여 춘향에게 
광한루로 가서 이도령을 만날 것을 명하고, 결국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허락한다.8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는 춘향과 세계 사이
의 매개자로서 춘향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인간세계
의 춘향과 천상계를 매개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기도 하다.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천상계에 의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설정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백성환 창본 춘향가와 기생계 춘향서사인 이고본 
춘향전에도 나타난다. 백성환 창본 춘향가의 월매 역시 ｢남창 춘향가
｣의 월매와 같은 태몽을 꾸고 춘향을 잉태하는바,86) 이 텍스트에서도 월
매는 탈현실적 세계인 천상계와 인간세계의 춘향 사이를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매개한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62종의 춘향서사 가운데, 기생계 춘향
서사로서 적강 모티프를 원용하고 있는 텍스트는 이고본 춘향전이 유일
83) 설성경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열녀인 춘향의 탄생을 더욱 신비화하는 동시에 작품의 서사적 긴밀도를 높이고 흥
미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당대 판소리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더늠을 재수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설성경, 춘향전의 통시적 연구, 서광학술자료사, 
1994, 312~313면)

84) “꿈이라 하는 것이 전수이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하
나 벽도지에 잠겨 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로
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령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자, 용 용(龍)
자 신통하게 맞추었다. 그러나 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 있겠느냐. 잠
깐 가서 다녀오라.”(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8면)

85) “춘향어모 이 말 듣고 이윽히 앉았더니 몽조가 있는지라 연분인 줄 짐작하고 흔
연히 허락하며(……).”(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20면)

86) “춘향모 퇴기로서 사십이 넘은 후에 춘향을 처음 볼 제, 꿈 가운데 어떤 선녀 이
화‧도화 두 가지를 양손에 갈라 쥐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도화를 내어주며 ‘이 꽃을 
잘 가꾸어 이화의 접을 붙였으면 모년 행락 족하리다.’ 꿈 깬 후에 잉태하여 십삭 
채워 딸 낳으니 도화는 봄 향기라 이름을 춘향이라 하였겠다.”(백성환 창본 춘향
가, 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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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이고본 춘향전에서는 월매의 꿈을 통해 춘향과 천상계의 관계가 
암시되지 않고, 천상적 존재가 춘향의 꿈에 직접 현시하여 춘향이 본래 
천상계 인물로 적강하여 인간세계에 출생하였음을 알려준다.

“춘향아, 네 들어라. 전생 일을 모르리라. 부용성(芙蓉城) 영주궁(瀛洲
宮)의 운화부인 시녀로서 서왕모 요지연(瑤池宴)에 장경성에 눈을 주어 
반도로서 희롱타가 인간에 전고하여 인간 공사 겪거니와(……).”87)

형벌을 당하고 옥에 갇힌 춘향은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아황과 여
영을 배알한다. 이때에 아황과 여영은 춘향이 전생에 운화부인(雲華夫
人), 즉 무산신녀(巫山神女)의 시녀였으며 장경성(長庚星)과 사랑을 나눈 
까닭에 인간 세계로 적강하였다고 말한다. 이고본 춘향전에서 역시 춘
향과 이도령은 천상적 존재의 적강으로 인간세계에 태어났으며, 이들의 
사랑은 천상계에 의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의 춘향서사에는 한국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의 신분을 설정할 때에 흔히 사용되는 모티프인 적강 모티프가 원
용되어 있다. 대개의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천상 신분이 부모의 
태몽을 통해 드러난다.88) ｢남창 춘향가｣와 백성환 창본 춘향가에서는 
월매의 태몽을 통해 춘향이 본래 천상적 존재라는 점이 암시되고 있을 뿐 
춘향의 천상 신분이 직접 제시되지 않고,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에서는 월매의 태몽에 ‘낙포선녀’라는 춘향의 천상 신분이 직접 드러나고 
있으므로 완판 84장본이 한국 고전소설의 서사적 관습에 더욱 가까운 형
태로 적강 모티프를 첨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고본 춘향전은 태몽
이라는 서사적 장치나 천상계와 춘향의 관계를 현시해주는 매개적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춘향의 꿈을 통해 춘향의 천상 신분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강 모티프가 원용되고는 있지만 한국 고전소설의 서사적 관습에 비추어 
본다면 변용에 가깝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 왜 주인공의 
87) 이고본 춘향전, 264면.
88) 송성욱, ｢고전소설의 이원적 구조와 TV드라마｣, 한국고전연구 39, 한국고전연

구학회, 2017, 30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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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강 모티프가 첨입되어 있는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왕의 연구에서
는 적강 모티프가 작품의 구조나 세계관에는 관계하지 않고 다만 춘향을 
이상화(理想化)하기 위한 속성으로서 기능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논의되었
다.89) 춘향의 부친을 상층의 인물로 설정하여 춘향의 신분을 격상시키며 
춘향을 고귀한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일련의 의도에서 적강 모티프가 원용
되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적강한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적강 모티프는 작품의 서두에 첨입되어 서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적강 모티프의 원용은 춘향의 사랑에서 신분의 문제를 탈
각시키고 춘향의 사랑에 내포된 저항성을 희석시킨다. 춘향과 이도령이 
행동하는 공간은 인간세계이지만 이들의 사랑과 운명은 이미 천상계에 의
해 예정된 것으로서, 이원적(二元的) 구조의 설정은 작품에 탈현실적 요
소를 개입하여 춘향서사에 내재된 현실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 천정이라는 점이 강조되는 반면,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은 
춘향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독자적으로 기
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고 양반 신분의 이도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결연함
으로써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저항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남
원고사와 경판 춘향전 등 전형적인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은 모험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되었던 것
이다. 

반면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춘향서사의 춘향은 ‘문제적 개인’이 되지 못
한다. 우선 이들 텍스트에서 춘향은 독자적 개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적강한 춘향은 천상계에 의해 이미 삶 전체가 예정되어 있다. 춘향은 천
상적 존재가 월매에게 자신을 점지함으로써 인간세계에 태어나게 되는데, 
본래 고귀한 천상계의 인물이기에 기생이라는 인간세계의 신분은 춘향에
게 중요치 않은 문제가 된다. 이도령과의 사랑 역시, 천상계에서의 연인 
관계가 인간세계에까지 연속되는 것으로서 춘향의 사랑은 예정된 운명이 
89) 김종철, 앞의 책, 145~153면 참조. 성현경 역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를 논하며 이 작품이 적강 모티프를 지니고 있기는 하나, 작품에서 적강 모티프가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어(統御)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기능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 하였다.(성현경, ｢적강소설 연구｣, 앞의 책, 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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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적강한 춘향에게는 인간세계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모험, 즉 
명백한 자기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모험을 할 필요가 사라진다.90) 천상계
에 의해 정해진 삶에 순응하면 그 뿐인 것이다.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춘
향서사에서 춘향의 삶은 숙명이 되기에 춘향은 더 이상 ‘문제적 개인’이 
되지 못한다.

이상의 논의에 덧붙여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형상화된 월
매의 태몽 장면이 완판 심청전의 해당 장면과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두 텍스트에서는 천상계의 선녀가 인간세계 모친의 꿈에 현
몽하는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게 서술되어 있다. 장면의 유사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 태몽 장면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이때는 오월 오일 갑자라. 한 꿈을 얻으니 서기반공(瑞氣蟠空)하고 오채
영롱(五彩玲瓏)하더니 일위 선녀 청학을 타고 오는데 머리에 화관이요, 몸
에는 채의로다. 월패(月佩) 소리 쟁쟁하고 손에는 계화(桂花) 일지(一枝)
를 들고 당에 오르며 거수장읍(擧手長揖)하고 공순히 여쭈오되

“낙포(洛浦)의 딸이러니 반도 진상 옥경(玉京) 갔다 광한전(廣寒展)에서 
적송자(赤松子) 만나 미진정회(未盡情懷)하올 차에 시만(時晩)함이 죄가 
되어 상제(上帝) 대노하사 진토(塵土)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몰랐더니 두류
산 신령께서 부인댁으로 지시하기로 왔사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하며 품으로 달려들 새, 학지고성(鶴之高聲)은 장경고(長頸故)라 학의 
소리 놀라 깨니 남가일몽이라.91)

해당 장면은 완판 심청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갑자 사월 초팔일에 한 꿈을 얻으니, 서기반공하고 오채영롱한데 일개 
선녀 학을 타고 하늘로 내려오니, 몸에는 채의요 머리는 화관이라. 월패를 
느짓 차고 옥패 소리 쟁쟁한데 계화 일지를 손에 들고 부인께 읍하고 곁

90) 게오르그 루카치는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목표를 찾아가는 자이며, 따라서 소
설의 진행은 문제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였다.(게오르그 루카
치, 반성완 역, 앞의 책, 65면 및 86면 참조) 

91)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0면.



- 138 -

에 와 앉는 거동은 뚜렷한 달 정신이 품 안에 드는 듯, 남해관음이 해중에 
다시 돋는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 하는 말이

“서왕모 딸이옵더니, 반도 진상 가는 길에 옥진 비자(婢子)를 만나 둘이 
수작하였삽더니 시간 좀 어겼삽기로 상제께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몰랐더니 태항산 노군과 후토부인 제불보살 석가여래님이 귀댁으로 
지시하옵기에 왔사오니 어여삐 여기옵소서.”

품안에 듦에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92)

월매와 심청의 모친이 태몽을 꾼 일시가 다르며, 춘향은 낙포선녀의 딸
로 설정되고 심청은 서왕모의 딸로 설정되어 있어 다소 상이한 점이 보이
기는 하나, 두 텍스트의 해당 장면은 행문까지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상
서로운 기운이 가득하고 오색 빛이 영롱한 가운데 화관을 쓰고 채의를 입
었으며 월패를 찬 선녀가 계수나무 꽃을 들고서 학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
의 서술은 두 텍스트 사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다. 춘향과 심청이 인
간세계의 모친에게 자신이 본래 천상계의 인물로서 당신의 딸로 태어나라
는 천상계의 명을 받아 찾아왔다고 말하는 장면 역시 흡사하다. 이를 통
해서도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같은 춘향서사는 탈현실적 서사
를 첨입함에 있어 여타 한국 고전소설의 서사적 관습을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주지하듯 심청전에서 심청과 심청의 부친은 본래 천상계의 인물로 죄
를 짓고 인간세계에 적강한다. 그리하여 인간세계에서 심청의 부친은 맹
인이 되어 아내와 자식을 잃는 고난을, 심청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부친
을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고난을 겪는다. 심청전은 판소리계 소설
이지만 비현실적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93)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심청전과 일부 춘향서사에 적강 모티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94)

92) 완판 심청전(정하영 역주, 심청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 
78~80면.

93) 정하영, ｢심청전 해제｣, 앞의 책, 12면.
94) 기왕의 연구에서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간행한 서계서포에서 간행

된 소설이 영웅소설과 판소리계 소설이었다는 점을 들어, 판소리계 소설을 영웅소
설에 가깝게 개작한 것은 대중성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논의되기도 하였
다.(이지영, ｢춘향전의 가치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전문학연구 44, 한국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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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 미루어 볼 때, 춘향서사에 나타나는 적강 모티프의 
원용을 다만 한국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수법을 기능적으로 차용한 
것이라 이해하고, 그 의미를 국한하는 시각은 지양되어야 한다. 소설 속
에 등장하는 인물의 발화는 곧 그 인물의 세계관의 표출이다.95) 적강 모
티프가 원용된 ｢남창 춘향가｣와 완판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월
매의 말을 통해 춘향이 천정의 운명에 순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월매는 
몽조를 근거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허락하며, 춘향은 모친의 뜻을 따
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천정의 운명에 순응한다.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춘
향서사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과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옳다는 세계관이 
반영되고 있다. 이들 텍스트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전면적인 갈
등을 겪기보다 그에 순응하는 수동적 면모를 보인다. 요컨대 적강 모티프
의 원용은 춘향서사의 세계관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은 운명과 관습적 세계 질서에 대
한 순응을 지향하는 의식과 유관하다.96)

학회, 2013, 290면 참조) 
95) 미하일 바흐찐(Mikhail Bakhtin) 지음,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129면 참조.
96) 한편 김종철은 적강 모티프가 원용된 춘향서사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결국 천상

계로 회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적강 모티프의 수용이 작품의 구조와 연결
되지 못하며 제한적으로 기능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김종철, 앞의 책, 147면 참
조) 그러나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이라 할지라도 모든 작품에서 적강한 주
인공이 천상계로 회귀하고 있지는 않다. 운영전이나 숙향전과 같은 소설에서
는 적강한 주인공이 천상계로 돌아가지만, 심청전은 적강 모티프가 서사의 전개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심청과 심청의 부친이 천상계
로 회귀하는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는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는 소설 가운데 
주인공이 결국 천상계로 복귀하며 환상성을 강조하는 작품과, 주인공이 인간세계
에서 생을 마치며 환상성을 축소하고 보다 현실성을 환기하는 작품이 공존하고 있
음을 말해준다.(송성욱, 앞의 논문, 303면 참조) 따라서 춘향과 이도령이 작품의 
결말에서 천상계로 회귀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강 모티프가 서사 전개나 작품의 
세계관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기왕의 논의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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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명의 예정과 수난으로서의 저항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운명이 천정(天定)으로 
설정되면서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의 의미 역시 변모한다. 탈현실
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 가운데 특히 ｢남창 춘향가｣의 서사는 전면적
으로 천상계의 예정에 따라 전개된다. ｢남창 춘향가｣는 적강 모티프를 원
용하여 춘향은 본래 직녀성의 시녀였고 이도령은 태을성군이었던 것으로 
설정한다. 천상계에서 사랑을 나눈 죄로 옥황에게 벌을 받아 인간세계로 
적강하였기에, 인간세계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이미 천상의 인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서사가 구성된다. 이로써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결
국 완성되리라는 결말은 이미 ｢남창 춘향가｣에 예정되고 있다. 인간세계
는 천상계의 하위에 존재하며, 인간은 천상계의 의도와 결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남창 춘향가｣에서 천상계의 의도는 춘향의 꿈을 통해 현
시된다. 춘향은 신관 사또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혼절하였을 때 다음과 같
은 꿈을 꾼다. 

이 몸이 호접(胡蝶)되어 바람결에 싸이어서 편편히 높이 떠서 위로만 
오르는데 가만히 요량하니 팔구만 리 오르더니 찬 기운이 뼈저리고 맑은 
빛이 눈부신다. (…중략…) 한참 구경하노라니 구름옷 안개치마 나 어린 
여동(女童) 하나 옥환여의(玉環如意) 손에 쥐고 고이 걸어 나오더니 나를 
보고 반기면서 성군(星君)께서 부릅시니 어서 들어가자기에 마음이 괴이
하여 공순히 대답하되

“인간의 천한 몸이 우연히 여기 와서 지명도 모르는데 어떠한 성군께서 
어찌 알고 부르리까.”

여동이 대답하되
“가 보면 알 것이니 내 뒤를 따라오라.”
여동과 함께 수십 보 들어가니 화채(畵彩) 영롱 좋은 집에 문 위에 붙

인 현판 천장전(天章殿) 세 글자를 황금으로 크게 쓰고, 그 뒤에 또 있는 
집 현판에 영광각(靈光閣), 운모병풍 둘러치고 옥화점(玉華簟) 폈으니 산
호구 수정렴과 향주머니 난사(蘭麝)기운 정녕 인간 아닌 곳에 어떠한 한 
부인이 빙초의상 환피의 취봉보요 관을 쓰고 백옥 베틀 황금 북에 칠양금
(七襄錦)을 짜시거늘 계하(階下)에서 사배하니 여동에 분부하여 대상(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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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으로 인도하여 별설 일탑 앉힌 후에 성군이 분부하되
“네가 이집 알겠느냐. 세상사람 하는 말들 저 물이 은하수요, 내 별호가 

직녀성. 네가 전에 이 곳 있어 나와 함께 지내던 일 망연히 잊었느냐.”
다정히 묻삽기에 다시 꿇어 여쭈오되
“인간의 천한 몸이 창녀의 자식으로 여염 생장하였으니 이 곳 어찌 아오

리까.”97)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꿈속에서 일월성신(日月星辰)을 다스리는 성군
인 직녀성의 부름을 받고 천장전으로 향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남창 
춘향가｣의 서술자는 춘향이 옥중에서 꿈을 꿀 때 황릉묘에 이르는 춘향서
사에 대해 대타적 의식을 표출하며, 춘향이 꿈속에서 천장전에 이르는 것
으로 개작하였다. ｢남창 춘향가｣의 서술자는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인 
황릉묘라는 배경이 작품에 천상계를 개입시키는 데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창 춘향가｣의 서술자는 천상계를 일월
성신을 관장하고 인간세계의 질서를 주관하는 신선들의 세계로 인식하였
다. 인간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천상계라야 작품 안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운명을 예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남창 춘향
가｣는 춘향이 꿈속에서 이르는 장소를 황릉묘가 아니라 천문(天文)을 관
장하는 천장전으로 개작하고, 춘향이 만나는 천상 존재를 천제(天帝)의 
손녀인 직녀성으로 설정한다.

춘향이 인간의 천한 몸으로 천장전에 오게 된 까닭을 묻자 직녀성은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에 하던 일을 자세히 들어보라. 네가 나의 시녀로서 서왕모의 반도
회에 내가 잔치 참여할 제, 네가 나를 따라왔다 태을성군 너를 보고 애정
을 못 이기어 반도 던져 희롱하니 네가 보고 웃은 죄로 옥황이 진노하셔 
둘 다 적하인간, 너의 낭군 이도령은 태을의 전신이라. 전생의 연분으로 
이 생 부부되었으나 고생을 많이 시켜 웃은 죄를 다스리자 이 액회를 만
났으니 감심(甘心)하고 지내며는 후일에 부귀영화 측량이 없을 것을, 약한 
몸에 중한 형벌 횡사(橫死)도 가려(可慮)하고, 좁은 성정 설운 마음 자결
할까 위태키에 너를 지금 불러다가 이 말을 이르느니 이것을 먹으면은 장

97) ｢남창 춘향가｣, 49~51면.



- 142 -

독이 즉차(卽瘥)하고 허다 고생 다 하여도 아무 탈이 없으리라.”98)

직녀성의 말에 따르면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천상계에서 저지른 잘못
으로 인해 인간세계에서 수난을 겪는다. 인간세계에서 춘향의 수난은 이
도령과 이별한 뒤 수절하며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항거하다 형벌을 당
하게 된 일을 가리킨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이별, 그리고 이도령과의 이별로 인한 춘향의 수난은 
모두 천상계의 의도에 의하여 예정된 일이다. 나아가 ｢남창 춘향가｣에서
는 춘향의 수난은 물론 수난 이후의 운명까지 예정된다. 춘향이 인간세계
에서의 수난을 천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로 달게 받아들이면, 종국에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직녀성은 말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남
창 춘향가｣에서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항거는 천상계에 의해 예정된 
수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꿈에서 직녀성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춘향은 자신이 천상계의 
일원으로 인간세계에 적강한 존재임을 인지하게 된다. 직녀성은 춘향이 
장독(杖毒)으로 인해 인간세계에서 횡사할까 염려하여 춘향에게 천상세계
의 음식을 먹인다. 춘향은 천상계의 음식을 먹고 인간으로서의 건강과 수
명을 보장받는다. 또한 천상계의 음식을 먹은 춘향은 “정신이 상쾌하여 
직녀성군 모시고서 반도회 갔던 일이 어제 같이 황연”히 떠오르는 경험을 
한다. 이에 춘향은 직녀성의 시녀로서 천장전에 계속 머물고자 하나, 직
녀성은 춘향을 인간세계로 돌려보낸다.

“하늘이 정하신 일 임의로 못 할 테요, 너의 노모 너 기다려 시각이 바빴
으니 어서어서 돌아가서 이 고생 겪은 후에 인간 오복을 누리다가 이곳으
로 도로 와서 만날 날이 있을 테니 섭섭히 알지 말고 급급히 돌아가라.”99)

직녀성은 춘향의 인간세계에서의 수난과 복록이 모두 하늘에 의해 정해
진 일이므로, 인간세계에서 예정된 생을 누리고 천상계로 돌아오라고 당
부하며 춘향을 인간세계로 복귀시킨다. 꿈에서 현실로 돌아온 ｢남창 춘향
98) ｢남창 춘향가｣, 51면.
99) ｢남창 춘향가｣,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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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춘향에게 이 꿈은 헛된 남가일몽이 되지 않는다. 꿈이 현실에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꿈에서 깬 춘향은 자신이 아무리 
중한 형벌을 당했다 한들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기절하였을 제 이상한 일이 있어 정녕 죽지 않을 테니 이야기나 
들어 보소.”100)

월매는 춘향의 꿈 이야기를 헛소리로 치부하나, 춘향은 자신의 운명이 
천상계에 의해 예정되어 있음을 작중에서 거듭 환기한다. 이도령이 걸인
의 형상을 하고 옥으로 찾아오자 춘향은 이도령의 기한(飢寒)과 자신의 
수난이 곧 끝날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긴한 증거 또 있는 게, 연약한 이 기질에 혹장(酷杖) 맞고 죽었을 제 
혼이 날아 천상에 가니 직녀성군 하는 말씀, 네 전신은 내 시녀요 네 낭군
은 태을선관. 이 고생을 겪은 후에 부귀영화하리라고 정녕 분부하시더니 
서방님은 아니 오고 독한 매를 또 맞으면 이 목숨이 횡사하고 직녀성군이 
헛말한가 주야 걱정하였더니 오늘 저녁 임 오시니 이번 나는 아니 죽네. 
좋을시고 좋을시고.”101)

춘향은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운명이 천상계에 의해 예정
되어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그리고 서술자는 다시 개입하여 탈현실적 서
사의 첨입과 이에 따른 춘향 운명의 예정이 모두 의도적인 개작임을 말한
다.102) 요컨대 ｢남창 춘향가｣는 천상계가 예정한 운명에 따라 서사가 전
개되도록 구성되어, 현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에 
따른 개변이 가장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춘향서사이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이고본 춘향전에서도 춘향의 운명은 
천상계에 의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남창 춘향가｣와 같이 이고본 
춘향전에서도 춘향이 중한 형벌을 당하고 옥에 갇혀 꿈을 꿀 때 춘향의 
100) ｢남창 춘향가｣, 47면.
101) ｢남창 춘향가｣, 77면.
102) “다른 가객 몽중가는 옥중에서 어사 보고 산물을 한다는데 이 사설을 짓는 이

는 신행길을 차렸으니 좌상 처분 어떠할지.”(｢남창 춘향가｣,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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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이 예지된다. 춘향은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는 바, 아황과 여영은 
춘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향아 네 들어라. 전생 일을 모르리라. 부용성(芙蓉城) 영주궁(瀛州
宮)의 운화부인(雲華夫人) 시녀로서 서왕모 요지연(瑤池宴)의 장경성(長
庚星)에 눈을 주어 반도(蟠桃)로 희롱타가 인간에 전고하여 인간 공사 겪
거니와 불구에 장경성을 서로 만나 영화부귀할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열녀를 효칙(效則)하여 천추에 유전하라.”103)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이고본 춘향전의 춘향은 운화부인의 시녀로서 
서왕모가 주최한 요지연에서 장경성과 애정을 주고받은 까닭에 적강하였
다. 춘향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에 인간세계로 내려와 수난을 당한다. 
아황과 여영은 춘향에게 지금은 수난을 겪고 있지만, 장경성 즉 이도령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운명을 예지해 준다. 
이고본 춘향전에서 역시 춘향의 수난은 천상계에서의 득죄로 인한 숙명
으로 형상화된다. 그 결과 춘향의 수난은 ｢남창 춘향가｣에서와 같이 예정
된 운명이 되며,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현실적 의미는 퇴색된다. 
그러나 이고본 춘향전에서는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이 서사 전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남창 춘향가｣에서와 같이 춘향이 자신이 적강
한 인물이라는 점과 자신의 운명이 천상계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기에 그러하다. 이 점을 통해 
보아도 ｢남창 춘향가｣에서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은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
에서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춘향의 출생 과정을 통해 
춘향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부여되면서 춘향의 운명이 예정된다. 완판 84
장본의 월매는 마흔이 넘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자식을 얻기 위해 치성
을 드리기로 결심한다. 

“천하 대성(大聖) 공부자(孔夫子)도 이구산(尼丘山)에 빌으시고 정나라 
정자산(鄭子產)은 우성산에 빌어 나계시고 아동방 강산을 이를진댄 명산

103) 이고본 춘향전, 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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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이 없을손가. 경상도 웅천 주천이는 늙도록 자녀 없어 최고봉에 빌었
더니 대명(大明) 천자 나계시사 대명천지 밝았으니 우리도 정성이나 들여
보사이다. 공든 탑이 무너지며 심은 나무 꺾일손가.”104)

월매는 성참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뒤 지리산에서 치성을 드려 결국 춘
향을 잉태한다. 월매가 기자치성을 통해 춘향을 잉태하는 과정은 영웅소
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의 모친이 충렬을 잉태하기까지의 과정과 유사
하다.105) 유충렬의 모친 장부인 역시 기자치성을 드리기에 앞서 충렬의 
부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면 그 말씀도 지극히 옳으나, 만고의 성현인 공부
자(孔夫子)도 이구산(尼丘山)에 빌어 낳고, 정나라 정자산(鄭子産)도 우성
산에 빌었으니 우리도 빌어 보십시다.”106)

기자치성 끝에 장부인은 선관(仙官)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자신은 본래 
천상계의 선관이나 득죄하여 인간세계에서 부인의 아들로 태어나라는 명
을 받고 왔다고 말하는 태몽을 꾼 뒤 잉태하여 충렬을 얻는다.107) 이는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월매가 천상계에서 적강한 낙포선녀가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춘향을 잉태하는 장면과 흡사하다. 기자치성 
모티프는 유충렬전 외에도 소대성전‧장경전‧숙향전‧현수문전 등 

10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299~300면.
105)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이와 같은 양상을 유충렬전의 변형 수용으

로 해석하기도 한다. 설성경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가 춘향의 수절 의지
를 출신 배경을 통해 계층적으로 상승시키고, 출생을 신비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
서 유충렬전의 기자치성 장면을 수용하였다고 보았다.(설성경, 앞의 책, 
310~311면)

106) 완판 유충렬전(최삼룡․이월령․이상구 역주, 유충렬전․최고운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16면.

107) “빌기를 다 한 후에 만심 고대하던 차에 일일은 한 꿈을 얻으니 천상으로서 오
운이 영롱하고 일원 선관(仙官)이 청룡을 타고 내려와 말하되 ‘나는 청룡을 차지
한 선관이더니 익성(翼星)이 무도한 고로 상제께 아뢰되 익성을 치죄하여 다른 방
으로 귀양을 보냈더니 익성이 그로 함심하여 백옥루(白玉樓) 잔치 시에 익성과 대
전(對戰)한 후로 상제 전에 득죄하여 인간에 내치시매 갈 바를 모르더니 남악산 
신령이 부인댁으로 지시하시기로 왔사오니 부인은 애휼하옵소서.’”(완판 유충렬전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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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소설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108) 이로 볼 때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수절가는 춘향의 출생에 대한 서사를 영웅소설의 서사 관습에서 원용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유충렬전을 비롯한 다수의 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와 같이 적강한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된다. 영웅소설
의 주인공은 세계의 도전으로 헤어날 길 없는 고난을 겪다가 결국 세계를 
정복하는데, 이를 독자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구조를 작품에 도입한다. 천상계는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을 보장해주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주인공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다.109)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특히 주인공의 신분과 관련하
여 영웅소설의 서사적 관습이 원용된다. 영웅소설에서 천상계가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과 종국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었듯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춘향이 적강한 천상계의 인물이라는 점은 인간세계
에서 춘향의 비범한 능력을 보장해주는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춘향은 신
관 사또의 수청 명령과 그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수난을 겪지만 결국 예정
된 운명에 따라 사랑을 성취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영웅
소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탈현실적 서사를 원용하여 텍스트에 첨입한
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세계의 일상적 인물로서는 춘향과 같은 열녀가 
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춘향서사의 전변일 것이다. 춘향을 더욱 
고귀한 인물로 형상화하기 위해,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로 설정하며 탈
현실적 서사를 춘향서사에 첨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판 84장본 열녀춘
향수절가에서 탈현실적 서사 첨입의 의미는 춘향을 고귀한 인물로 만드
는데 그치지 않는다. 유충렬전과 같은 작품은 경험적 차원의 우연이 초
경험적 차원의 필연이라고 함으로써 운명론적 구조를 형성한다.110) 운명
론적 구조를 가진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일생을 운명에 따라 전개해간다. 
그렇다면 영웅소설의 서사 관습을 원용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108)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324~325면 참조.
109) 조동일, 위의 책, 314면 참조.
110) 조동일, 위의 책, 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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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춘향의 일생은 영웅소설 주인공의 일생과 같이 운명론적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된다. 춘향의 수난은 다만 예정된 운명이며 현실
에서의 저항이라는 의미는 희석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에서
는 춘향이라는 인물의 형상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한다. 춘향의 일생이 천
상계에 의해 예정된 운명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춘
향의 서사에 내재한 현실적 의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정된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춘향은 더 이상 소설의 문제적 주인공이 되기 어렵
다. 루카치의 논의를 따르면 천상계가 정한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춘향은 
미리 예정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서사시의 주인공에 가까워진다. 서사
시의 주인공 또한 다채로운 모험을 겪지만 이들이 모험을 견뎌낼 것임은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111) 즉 탈현실적 서사의 첨입으로 예정된 
운명에 순응하는 춘향은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히 축소한다. 
이로 말미암아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지배권력
에 대한 저항에 내포된 문제성과 현실적 의의 또한 축소되고 만다.

3) 天上界 열녀의 춘향 同一視

춘향서사 가운데 일부 텍스트에는 춘향이 신관 사또로부터 형벌을 당하
고 난 뒤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는 장면이 삽입
되어 있다. 이 역시 춘향서사에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경우로 볼 수 있
다.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는 장면은 본
고에서 검토한 비기생계 춘향서사 10종 가운데,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
와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를 제외한 8종에 등장하므로 이를 근대
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특징적 면모 가운데 하나로 보는 데는 무리
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을 앞서 검토한 적강 
모티프의 원용이나 천상계에 의한 운명의 예정과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
에만 뚜렷한 특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111) 게오르그 루카치, 반성완 역, 앞의 책, 61면 및 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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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
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춘향전, 이고본 춘향전에도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이 어느 시점에 춘향서사에 첨입되기 시작하였는
지 비정하기는 어렵다.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
가｣에서 춘향은 형벌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울이 깨지고 꽃잎이 
날리는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난다.112) 1804년에 창작된 ｢춘향신설｣에서
도 춘향은 옥중에서 거울이 깨지는 꿈을 꾸며,113) 1852년에 지어진 ｢광
한루악부｣에서도 춘향은 옥중에서 꽃잎이 날리고 까마귀가 우는 꿈을 꾼
다.114) 1864년에서 1869년 사이에 필사된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
의 춘향 역시 옥중에서 거울이 깨지고 꽃잎이 날리는 꿈을 꾼다.115) 주
지하듯 춘향서사에서 파경몽(破鏡夢)은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 및 행복한 
결말을 암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1870년 무렵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창 춘향가｣에서 신재효
는 서술자로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에 대한 대타적 
의식을 피력한다. 이는 신재효가 ｢남창 춘향가｣를 창작하기 이전에, 춘향
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는 장면이 춘향서사에 삽입되고 있었음을 증명
112) “마을 소경이 어제 밤 꿈을 묻고는 / 천명(天命)은 무상(無常)이라 돌아볼 것이

라 하더이다 / 화장대 거울 깨졌으니 어찌 소리 없겠으며 / 뜰의 나무 꽃 날리니 
응당 열매 맺을 터.”(村盲昨迅夜來夢, 天命無常云顧諟. 粧臺鏡破豈無聲, 庭樹花飛應
結子. 만화본 춘향가, 284면) 

113) “창에 걸어놓은 거울을 쥐고서 뺨을 닦아 연지를 바르고 요란스레 눈썹을 그렸
는데 갑자기 거울을 떨어뜨려 쨍하고 깨졌습니다.”(又掛牕把鏡, 洗臉調脂, 狼藉畵
眉, 翻然而墜, 鏗然而破. ｢춘향신설｣, 142면)

114) “옥창에 꽃 떨어지고 까마귀 까악 우니 / 한바탕 꿈 문득 꾸니 모두 헛된 인연
이라.”(玉牕花落烏啼屋, 一夢翻成緫幻緣. 김영봉 외, ｢역주 광한루악부｣, 열상고전
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228면) 이하 ｢광한루악부｣의 원문은 ｢역주 광
한루악부｣에 활자화되어 수록된 것을 인용하며, 번역문은 ｢역주 광한루악부｣를 참
조하여 필자가 수정하여 제시한다.

115) “이 때에 춘향이는 옥중에 홀로 앉아 이삼경에 못든 잠을 사오경에 겨우 들어 
사몽비몽 꿈을 꾸니, 상해 보던 몸거울이 한복판이 깨어지고 뒷동산에 앵두꽃아 
백설같이 떨어지고 자던 방 문설주 위에 허수아비 달라뵈고 태산이 무너지도 바다
가 말라 뵈니, 꿈을 깨어나서 하는 말이 ‘이 꿈 아니 수상한가.’”(남원고사, 1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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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현전하는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창작된 텍스
트는 ｢남창 춘향가｣이므로, 신재효가 언급한 몽중 황릉묘행이 삽입된 춘
향서사가 기생계 춘향서사였는지 아니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였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남창 춘향가｣가 창작되기 이전
의 어느 시점에 초기의 춘향서사에서는 보이지 않던 춘향의 몽중 황릉묘
행이 춘향서사에 첨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116) 춘향의 몽중 황릉
묘행이 삽입된 춘향서사에는 대개 초기 춘향서사에서부터 나타나는 파경
몽 장면 또한 나타나므로, 춘향이 황릉묘에 이르는 꿈은 파경몽에 부가되
어 첨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
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는 장면이 일부의 춘향서사에 어떠한 연유에서 
첨입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부터 이 점
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는 장면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
가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홀연히 잠이 드니 비몽사몽간에 호접(胡蝶)이 장주(莊周)되고 장주가 
호접되어 세우(細雨)같이 남은 혼백 바람인 듯 구름인 듯 한 곳을 당도하
니 (…중략…) 침상편시(枕上片時) 춘몽중(春夢中)에 행진강남 수천리라. 
전면을 살펴보니 황금대자로 만고정열(萬古貞烈) 황릉지묘(黃陵之廟)라 
뚜렷이 붙였거늘 심신이 황홀하여 배회터니 천연한 낭자 셋이 나오는데 
석숭의 애첩 녹주 등롱을 들고 진주 기생 논개, 평양 기생 월선이라.117)

춘향은 옥중에서 홀연히 잠이 들었다가 꿈에 황릉묘에 이르게 된다. 주
지하듯 황릉묘는 순임금의 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으로 이들이 죽
은 장소인 소상강(瀟湘江) 가에 위치해 있다. 황릉묘에 도착한 춘향은 사
후(死後)에 아황과 여영의 시비가 된 기생들인 녹주, 논개, 월선의 인도
를 받아 아황과 여영을 배알한다. 아황과 여영은 춘향이 황릉묘에 이르게 

116) 기왕의 연구에서도 만화본 ｢춘향가｣가 창작될 당시에는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
묘에 이르는 황릉묘 사설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김석배, ｢<만화
본 춘향가> 연구｣, 앞의 책, 251면 참조)

117)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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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네가 춘향이냐. 기특하도다. 일전에 조회차로 요지연에 올라가니 네 말
이 낭자키로 간절히 보고 싶어 너를 청하였으니 심히 불안토다.”118)

이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아황과 여영이 사후에 만고의 열녀
로 기림을 받았음은 물론, 서왕모가 주최하는 요지연에 참석하는 천상적 
존재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황과 여영은 요지연에 올라갔다 춘향의 열행
에 대한 칭송을 듣고 춘향을 만나고자 하였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
절가에서는 낙포선녀가 적강하여 춘향이 태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천
상계의 요지연에서 춘향의 열행에 대한 칭송이 이루어졌다는 설정에는 무
리가 없다. 아황과 여영은 춘향의 절행을 칭찬하며 춘향에게 자신의 사정
을 말한다.

“우리 순군(舜君) 대순씨(大舜氏)가 남순수(南巡狩)하시다가 창오산(蒼
梧山)에 붕(崩)하시니 속절없는 이 두 몸이 소상(瀟湘) 죽림(竹林)에 피
눈물을 뿌려 놓으니 가지마다 알롱알롱 잎잎이 원한이라. 창오산붕상수절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죽상지루내가멸(竹上之淚耐可滅)을 천추에 깊은 
한을 하소할 곳 없었더니 네 절행 기특키로 너더러 말하노라.”119)

아황과 여영은 춘향을 자신들과 같은 열녀로 동일시하며 춘향에게 열녀
로서의 한을 하소연한다. 이는 춘향의 절행이 천상계에서 칭송을 받을 만
큼 기특한 까닭이었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아황과 여영 
외에 소사(蕭史)의 아내 농옥(弄玉), 한나라 궁녀 왕소군(王昭君), 한나
라 고조(高祖)의 아내 척부인(戚夫人)이 등장하여 춘향에게 지아비와 함
께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원한을 하소연한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는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11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6면.
119)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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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과연 춘향이냐. 기특한 사람일다. 조선이 비록 소국이나 예의동방
(禮義東方)이라, 기자유풍(箕子遺風) 청루주사(靑樓酒肆) 번화장(繁華場)
에 이런 절행 또 있으리. 내 일전 조회 차로 요지연을 올라가니 네 말이 
천상에 낭자키로 갈화에 보고 싶은 마음 일시 참지 못하여 네 꿈 혼백을 
수고로이 만 리 밖에 청하여 오니 경의여신 불안하다.”120)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도 아황과 여영은 요지연에 참석하였다가 천
상계에서 춘향에 대한 칭송이 자자함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보고 싶은 
마음에 춘향을 황릉묘로 부른 것인데, 춘향의 절행에 대한 평가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와 조금 다르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아
황과 여영은 춘향이 기자(箕子)의 유풍이 전해진 예의의 나라 조선의 백
성이기에, 청루의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절행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말한
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는 춘향의 절행이 아황과 여영에 의해 유교
적 규범의 실천으로 정의된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는 춘향의 적강 모티프가 원용되어 있지 않고, 
천상계에 의한 춘향 운명의 예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춘향의 몽중 황릉
묘행은 서사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이 작품에 첨입된 까닭은, 이 장면을 통해 춘향이 
천상계의 열녀와 동일시될 만큼 절대적인 열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아황과 여영의 동일시를 통해 춘향은 천상계 열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바, 춘향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춘향의 열행을 부각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
치로서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는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이 첨입되고 있
다.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 박기홍 창본 춘향가, 
이선유 창본 춘향가에도 적강 모티프의 원용이나 천상계에 의한 춘향 
운명의 예정은 나타나지 않으나,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아황
과 여영 등을 만나는 장면이 첨입되어 있으며 대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
난다. 예를 들어 1917년에 필사된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에서는 

120) 장자백 창본 춘향가, 162~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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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네가 과연 춘향이냐. 기특한 사람이로다. 조선이 비록 소국이나 예의동
방 기자유친 청루주색 번화장에 저런 열행 또 있단 말이냐. 내 일전에 조
회차로 요지에 올라가니 너 말이 천상에 낭자키로 보고싶은 마음 일시에 
참들 못하여 너를 꿈 혼백을 만 리에 청하여 왔으니 정의에 심히 불안하
다.”121)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의 서술은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서술
과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몽중 황릉묘행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첨입하여 춘향의 열행을 초현실적으로 절대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춘향서사에 반영된 결과이다.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에서는 춘향에게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하
는 천상계 인물에 변모가 나타난다. 이 텍스트에서는 아황과 여영 외에, 
본래 위중도의 아내였으나 흉노에 끌려가 아들을 낳고 살다 돌아온 채문
희(蔡文姬), 식(息)나라 군주의 부인으로서 초(楚)나라 왕이 식나라를 멸
망시킨 뒤 자신을 데려가 아내로 삼자 자결한 식부인(息夫人),122) 서덕언
(徐德言)의 아내로 덕언과 헤어질 때 거울을 나누어 신표로 삼고 이후에 
거울을 맞추어보며 재회한 낙창공주(樂昌公主)가 등장하여 춘향에게 하소
연을 하는 바 특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
이 첨입된 목적은 여타의 춘향서사에서와 동일하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
 등 비기생계 춘향서사 6종에서는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이 서사의 전개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춘향의 열행을 부각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서 첨입된다.

한편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도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이 첨입된 
경우가 있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1897년에 필사된 하버드대 연경도
서관 소장 춘향전에서는 아황과 여영 및 섭정(聶政)의 누이가 등장하여 
자신의 원한을 춘향에게 하소연하며, 해당 장면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121)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448~449면.
122) 식부인의 일화는 유향이 지은 열녀전에도 수록되어 있다. 유향 저, 이숙인 

역, 앞의 책, 231~2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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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절가에 비해 소략하다. 1906년에 간행된 완판 33장본 열녀춘향수절
가에서는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와 같이 춘향이 예의동방의 기생이
기에 절행을 실천하였다는 발화가 나타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춘향전에서는 아황과 여영, 농옥, 녹주, 척부인 등이 춘향에게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한다. 이들 텍스트에도 적강 모티프나 천상계에 의한 춘향 
운명의 예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은 서사 전개에 
긴요한 요소로서가 아니라 춘향의 열행을 이상화하려는 의도에서 첨입되
고 있다.

기생계 춘향서사인 이고본 춘향전에 첨입된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은 
여타의 텍스트와 다소 상이한 면모를 보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른 춘향에게 아황과 여영은 춘향의 전생과 예
정된 운명을 고지한 뒤 “마음을 변치 말고 열녀를 효칙(效則)하여 천추에 
유전하라”고 말한다.123) 이고본 춘향전에는 아황과 여영이 춘향에게 자
신의 원한을 하소연하며 춘향을 동일시하는 면모가 나타나지 않으며, 아
황과 여영 외의 천상계 열녀 또한 등장하지 않는다. 이고본 춘향전에서 
춘향의 몽중 황릉묘행은 아황과 여영의 춘향 운명에 대한 고지 및 춘향에 
대한 열행의 권면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 검토한 62의 춘향서사 
가운데 아황과 여영이 춘향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고 열행을 권면하는 작
품은 이고본 춘향전이 유일하다.124)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일부의 춘향서사에는 춘향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천상계의 열녀를 만나고 천상계의 열녀로부터 열행을 인
정받으며 동일시되는 장면이 춘향의 열행을 이상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첨
입된다. 이는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에게 도덕적 당위를 부여하기 위해 천
상계의 권위를 원용하는 면모와 유사하다. 영웅소설은 대개 천도에 따라 
123) 이고본 춘향전, 264면.
124) 더불어 춘향서사에 삽입된 몽중 황릉묘행이 사씨남정기의 해당 장면에서 영

향을 받은 것이라는 기왕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언급해 두고자 한다. 사
씨남정기에서 사부인의 몽중 황릉묘행은 아황과 여영이 사부인에게 천도(天道)가 
실행되어 복선화음(福善禍淫)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지시키고 선행을 권면하는 내
용으로 구성된다. 춘향서사에서와 달리 사씨남정기에 등장하는 아황과 여영은 
사부인에게 자신의 원한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고본 춘향전
에 형상화된 몽중 황릉묘행이 사씨남정기의 해당 장면에 가장 인접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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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선인은 승리하고 천도를 어기면서 행동하는 악인은 패망한다는 
세계관을 보여주며, 선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천상계를 통해 확
보한다.125) 이로 미루어 본다면 꿈속에서 황릉묘에 이르러 천상계 열녀로
부터 동일시의 대상이 된 춘향은 천상계가 인정하는 절대적 선인이 되고, 
동시에 춘향의 모든 행위는 천상계로부터 인정받은 도덕적 당위가 된다.

요컨대 일부의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현실의 일상적 인물이어서는 고
귀한 열녀가 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춘향을 이상화하고 춘향의 열행을 
절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천상계를 서사에 첨입한다. 첨입의 양상 및 첨
입이 서사 전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으나, 춘향서사에 탈현실적 
서사를 첨입한 목적은 춘향의 이상화와 열행의 절대화로 귀결된다.

125)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앞의 책, 335~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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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烈’의 이념적 절대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주요 텍스트에서 춘향이 보여준 ‘열’의 
성격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에서 춘향이 보여준 
‘열’의 성격과 차이가 있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독서 등을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습득하고 천상계로부터 그 도덕적 당위를 인정받았던 
바,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유교 이념적 절대성을 가진 것으
로 형상화된다. 3절을 통해서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나는 춘향 열의 
특징적 면모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여성 규범으로서의 ‘烈’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주요 텍스트에서는 춘향의 열(烈)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현전하는 비기
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평소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익혀온 인물로 형상화된다. ｢남창 춘향
가｣의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 관념을 확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춘향의 방에 열녀 그림
이 걸려 있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된다. 

대부분의 춘향서사에는 이도령의 시선에서 춘향의 방을 묘사하는 대목
이 삽입되어 있다. 그 가운데 춘향 방의 네 벽에 걸려 있는 그림에 대한 
사설을 흔히 ‘사벽도사설’(四壁圖辭說)이라 칭한다. 춘향서사에서 사벽도
사설은 대개 널리 알려진 고사(故事)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구성된다. 전
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는 춘향 방의 동벽(東壁)에는 상
산사호(商山四皓)를 그린 그림과 구운몽(究雲夢)의 한 장면을 그린 그
림이, 서벽(西壁)에는 도연명이 귀거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과 엄자릉이 
은거하며 낚시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남벽(南壁)에는 유비(劉備)가 제
갈공명을 초빙하러 가는 그림과 이태백이 달빛 아래 술을 마시는 그림이, 
북벽(北壁)에는 강태공이 낚시하는 그림과 소부(巢父)와 허유(許由)의 그



- 156 -

림이 걸려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
서 사벽도사설은 유의할 만한 변모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남창 춘향가｣
에서 사벽도사설은 열녀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타의 춘향서사에 
삽입된 사벽도사설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사벽에 붙인 것은 열녀 그림뿐이로다. 동벽에 붙인 그림 소상강에 밤비 
개고 동정호에 달 오르니 아롱아롱 죽림 속에 백의 입은 두 부인이 이십
오현(二十五絃) 타는 거동이요, 남벽에 붙인 그림 구의산(九疑山) 가을 달
에 십면 매복하였는데 천하장사 초패왕이 기음장중(起飮帳中)하올 적에 
남자장(男子裝) 차린 미인 옥수로 장검 쥐고 목 찌르는 거동이며, 서벽을 
바라보니 장신궁(長信宮)에 꽃이 지고 거친 풀이 만정(滿庭)한데 지나가
는 까마귀가 소양(昭陽) 일색 띄워 오니 미인이 환선(紈扇) 쥐고 바라보
는 거동이요, 북벽을 바라보니 금곡(金谷) 행락 십리금장 일조풍파 웬 일
인고. 누전갑사 분여설에 사세가 위급하니 옥빈홍안 일미인이 삼월 춘풍 
낙화같이 타루(墮樓)하는 거동이라.126)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남창 춘향가｣에서 사벽도사설은 아황
과 여영, 우미인(虞美人), 반첩여(班倢伃), 녹주를 소재로 한 그림으로 구
성된다. 춘향 방에 걸린 열녀도 속의 인물은 모두 자신이 모시던 남성을 
위해 절개를 지키거나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모시던 남
성에 대한 절개를 지켰다 하여 오랜 시간 열녀로 회자되어 온 인물들인
바, ｢남창 춘항가｣의 사벽도사설이 이러한 열녀들의 그림으로 구성되었다
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62종의 춘향서사 가운데 사벽도
사설이 열녀의 그림으로 구성된 텍스트는 ｢남창 춘향가｣가 유일하다. ｢남
창 춘향가｣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면모를 보여주는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수절가에서도 춘향의 방에는 이태백이 달빛 아래서 술을 마시는 장
면을 그린 <월선도>(月仙圖)와 견우‧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그림 및 
항아(姮娥)를 그린 그림이 걸려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즉 ｢남창 춘향가｣
에서 사벽도사설이 열녀의 그림만으로 구성된 것은 의도적인 개작이다.
126) ｢남창 춘향가｣,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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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어려서부터 열녀전과 ｢내칙｣편을 밤낮으로 
공부하며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하여 온 인물이다. 그러하기에 <열녀
도>를 방에 걸고 본보기로 삼으며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져갔다고 생각된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의 열이 유교
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에 가깝다는 점은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항
거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항거하며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소녀의 먹은 마음 사또님과 다르오니 도령님이 무신(無信)하여 설령 다
시 안 찾으면 반첩여의 본을 받아 옥창형영(玉窓螢影) 지나갈 제 추야(秋
夜) 나유(羅帷) 지키다가 이 몸이 죽삽거든 황릉묘를 찾아가서 이비 혼령 
모시옵고 반죽지(斑竹枝) 저문 비와 창오산 밝은 달에 놀아 볼까 하옵는
데, 재초(再醮) 수절하란 분부 시행할 수 없삽네다.”127)

위의 발화에서 춘향은 자신이 수절을 실천함에 있어 이도령이 신의를 
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남창 춘향가｣에서 춘
향의 열이 이도령과의 상호 신의를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열과 같지 않음
을 의미한다.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전통적 의미의 열과 달리, 이도
령과의 약속의 이행 및 신의의 관철로서 쌍방의 상호관계에 입각해 있다
고 논의되어 왔다.128) 그러나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이도령이 무신
(無信)하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다고 하여도, 반첩여나 이비와 같
이 결연한 남성에 대해 절개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반첩여와 이비는 춘향
의 방에 걸린 그림 속의 인물들로 춘향은 이 열녀들의 본을 받아 열행을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의 열은 역사 속의 
전형적 열녀들이 행한 열과 같은 것으로 형상화되는바 유교적 여성 규범
으로서의 ‘열’과 등치된다.129)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등치

127) ｢남창 춘향가｣, 41면.
128) 박희병, 앞의 논문, 437~441면 참조.
129) 김지윤,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춘향 형상과 그 의미-작자

의 계층에 주목하여｣, 111~1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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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은 남원고사 등 기생계 춘향서사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
해진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며 자신의 열행을 다
양한 인물들의 행위에 견준다. 이는 다음의 발화에서 확인된다.

“자고로 열녀 하대무지리오. 양구조어 엄자릉도 간의태후 마다하고 자릉
대에 피우하고, 수절의사 백이숙제 불식주속하려 하고 수양산에 채미가를 
노래하고, 천하진인 진도남도 화산석실 수도하고, 대순이비 아황여영 혈루
류황 따라 있고, 유한림의 사부인도 수월암에 엄적하고, 낙양의녀 계섬월
도 천진루에 글을 읊어 평생 수절하였다가 양소유를 따라가고, 태원 땅 홍
불기도 난세에 뜻을 세워 만리장정 종군하여 이정을 따랐으니 몸은 비록 
천하오나 절개는 막는 법이 없사오니 물 밑에 비친 달은 잡아내어 보려니
와 소녀의 정한 뜻은 차생에 앗지 못하오리이다.”130)

남원고사의 춘향은 간의대부(諫議大夫)라는 벼슬도 마다하고 평생 은
거한 후한(後漢) 때의 선비 엄자릉, 주나라 무왕에 의해 은나라가 멸망하
자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간 백이(伯夷)와 숙제
(叔齊), 벼슬을 마다하고 화산에 은거하였던 송(宋)나라 때의 도사(道士) 
진도남(陳圖南) 등 절개를 지킨 은사(隱士)를 열녀로 지칭한다. 또한 춘
향은 아황과 여영, 사부인, 계섬월, 홍불기를 열녀로 지칭하며 이들의 절
행에 자신의 열행을 견준다. 남원고사에서 춘향의 열은 다분히 ‘절’(節)
에 가까운 관념으로 형상화되며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등치되지 
않는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집장가>에서도 자신의 열행을 개자추(介子推)
나 오자서(伍子胥)의 행위에 빗댄다.131) 월매 역시 춘향의 수절을 제갈공
명, 백이‧숙제, 개자추, 굴원(屈原)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132) 경

130) 남원고사, 88~89면.
131) “이별 낭군 떠난 후에 이군불사 본을 받아 이부불경하려 하고 이 마음을 굳게 

먹어 이 세상을 하직하여 이비의 절을 따라 이월한식 개자추의 넋을 위로하오리
다.”(남원고사 90면); “오륜행실 지킨 나를 오히려 모르시니 오월비상 나의 함원 
오자서의 동문결목 같이 오매에 사무치니 오형을 갖추어서 오차에 발기거나 오리 
오리 오리시오.”(남원고사, 90면)

132) “한군사 제갈량도 갈충보국하려다가 오장원 추야월에 장성이 떨어지고 등피서
산 백이숙제 불사이군하려다가 수양산 중 아사하고 주류천하 개자추도 할고사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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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30장본 춘향전의 월매 또한 춘향의 정절을 굴원, 백이‧숙제, 아황‧여
영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33)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등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
의 열이 아니라 ‘절’(節)에 등치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
서의 ‘열’에 등치된다는 점은 장자백 창본 춘향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 역시 평소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
하고,13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한 인물이다.135) 춘
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며 자신의 수절이 일부종사를 실천하기 위함임
을 천명한다. 

“기생이라 하옵는 게 근본 절행은 없사오나 올라가신 구관 사또 자제 도련
님과 백년기약 깊이 맺어 일부종사 바라오니 과연 분부 시행 못하겠소.”136)

신관 사또는 춘향을 이념적으로 회유하는데, 식부인이나 예양(豫讓)과 
같이 재초(再醮)를 하고도 절행으로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따라 수청을 들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며 자신의 열행을 낙창공주와 녹주의 열행에 견준다.

“낙창(樂昌) 월궁(越宮)의 수치와 녹주 금곡의 절행을 아는 바로 충불사
이군과 열불경이부절을 본받고자 원이온데 수차 분부 이러하옵시니 열불

려다가 면산 중에 불타 죽고 삼려대부 굴원이도 위국진충 애쓰다가 멱라수에 빠져 
있다. 너도 열녀 되려거든 개천 구멍에나 빠지려무나.”(남원고사, 111면)

133) “춘향 어머 미음 그릇을 들고 오며 하는 말이 저리하면 네가 정절을 지키어 이
름을 죽백에 올리느냐. 애고 애고 설움이야. 이 설움도 또 있는가. 만고충신 굴원
도 부득기지함에 멱라수에 빠져 죽고, 불사이군 백이숙제도 충절을 지키어 수양산
에 주려 죽었으니 이를 효칙하여 열녀 되려거든 상강에 빠져 죽음이 그 아니 마땅
한가.”(경판 30장본 춘향전, 79면)

134) “칠세에 소학 읽혀 수신제가 화순심을 나날이 가르치니”(장자백 창본 춘향
가, 71면)

135) “또 한 편을 바라보니 춘향이 일편단심 일부종사 뜻을 두고 글 한 귀 지어 침
상에 붙였으되 대우춘종죽이요 분향야독서라. 자작지필 붙였으니 춘향 절개 알리
로다.”(장자백 창본 춘향가, 69~71면)

136) 장자백 창본 춘향가,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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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음(烈不如淫)이요 생불여사(生不如死)이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137)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은 낙창공주를 수치를 당하고서도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킨 여성으로 여기며 낙창공주의 열행을 본받겠다고 말한
다. 춘향은 녹주 역시 모시던 남성에 대한 절개를 지킨 열녀로서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 여긴다.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킨 여성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은 ｢남창 춘향가｣의 춘
향과 유사한 열 관념을 보여준다. 이는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 춘향의 
열이 ｢남창 춘향가｣에서와 같이 여성의 남편에 대한 정절, 즉 유교적 여
성 규범으로서의 ‘열’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기생계 춘향서사로 1911년에 필사된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에
서도 춘향은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며 자신의 열행을 역사 속의 전형적 열
녀들의 열행에 견준다.

“옛글을 못 들었겠소. 계집의 독한 마음 변하기 쉬우리까. 공강이라 하
는 부인 절행 있어 백주시를 지어 있고 맹강이라 하는 부인은 낭군을 이
별한 후에 울음소리 철천하여 제성이 무너지니 이런 열녀 또 있으며(
……).”138) 

공강(共姜)은 위(衛)나라 태자 공백(共伯)의 아내로 공백이 일찍 죽자 
수절하며 ｢백주｣(栢舟)라는 시를 지어 자신의 회한을 노래했다. 맹강(孟
姜)은 진(秦)나라 때 사람으로 범칠랑(范七郞)의 아내이며, 남편이 부역
을 나갔다가 사망하자 따라 죽었다. 중국에서 전설을 통해 전해진 맹강의 
이야기는 조선후기의 여러 문헌에서 산견된다. 즉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옛글을 통해 공강과 맹강 같은 열녀의 사적을 학습하
고, 이를 바탕으로 공강과 맹강의 열행을 자신의 모범으로 설정하게 되었
다고 생각된다. 이 텍스트에서도 춘향의 열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등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주요 텍스트에서 
137) 장자백 창본 춘향가, 145면.
138)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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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의 열행은 근대 이전 동아시아의 전형적 열녀들의 열행에 비견되며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근대이행
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열녀전이나 소학 등을 읽으며 유교
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하였다. 그렇
다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의 학습을 통해 자신
의 ‘열’ 관념을 확립하여 갔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춘향은 각종 문
헌에 전범(典範)으로 등장하는 열녀들의 열행을 습득하고, 그 열녀들의 
열행을 자신의 모범으로 삼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기생계 춘향서사, 그 
중에서도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한 남원고사나 경판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열과,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의 열
이 그 성격을 달리함을 말해준다. 문제적 개인 춘향의 열이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고
의(古義)의 효칙(效則)으로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춘향의 ‘열’
을 관습적 세계의 질서 가운데 하나인 유교적 여성 규범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또 형상화하고자 하였던 의식의 반영일 것이다. 

2) 烈行의 도덕적 우위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인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자신의 ‘열’과 신관 사또의 ‘충’(忠)을 등치시키며 신관 사또에게 항거한
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신관의 학정이나 수탈을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이 수절하지 않는 것은 신관이 임금께 반역을 행하
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항거한다.

“사또께서는 국록지신이 되어 나서 출장입상하시다가 파류불행 난세 오
면 귀한 일명(一命) 살려 하고 도적에게 투항하여 두 임금을 섬기려 하
오? 충불사이군이요 열불경이부어늘, 불경이부 죄라 하고 위력으로 겁탈하
니 사또의 충절유무를 이로 조차 알리로다. 역심(逆心) 품은 사또 앞에 무
슨 말씀 하오리까.”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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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과 ‘열’을 등치시키며 자신의 열행을 정당화하는 춘향의 면모는 다수
의 춘향서사에 나타난다. 그런데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자신의 열행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규범과 도덕의 문제를 개입시킨다. 비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규범과 도덕의 준수는 신분제적 질서의 문제와 결부
되어 있는바, 이 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남창 춘향가｣에서 춘향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예법도 중요하다”고 말
하며 이도령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분’(名分)은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킨다.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신분에 따른 
도리보다 예법(禮法)을 지키는 것, 즉 관습적 세계의 공식적 규범을 준수
하는 일을 우선시한다. 춘향에게 규범의 준수는 신분제적 위계질서를 초
월하는 명제가 되고 있는바, ｢남창 춘향가｣에는 신분의 상하보다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이 도덕적 차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
어 있다. 이는 춘향의 다음 발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절행에는 상하(上下) 없어 필부(匹婦)의 가진 정절 천자도 못 뺏거든 
사또 탈절(奪節)하실 테요.”140)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절행의 실천에는 신분의 상하에 따른 차등(差
等)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당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자
(天子)라 할지라도 일개 필부의 정절을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은 정절이라는 규범을 준수하는 여성은 천자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
큼 도덕의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의식의 표명이다. 이에 춘향
은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근거로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항거한다. 춘
향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춘향의 ‘열’이 조선 사회의 공
식적 규범이며 사회의 구성원에게 준수할 것이 권장되던 규범이라는 의식
이 자리하고 있다. 본고는 앞서 ｢남창 춘향가｣에 형상화된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같다는 점을 구명하였다. 유교적 여성 
규범은 조선의 공식적 규범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춘향이 도덕의 측면에서 

139) 남원고사, 91~92면.
140) ｢남창 춘향가｣,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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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임에도 불구

하고, 춘향이 기생 계층의 충절(忠節)을 근거로 자신의 항거를 정당화하
는 면모를 보인다.

“충효열녀 상하 있소. 자상히 듣조시오. 기생으로 말합시다. 충효열녀 없
다 하니 낱낱이 아뢰리다. 해서 기생 농선이는 동선령에 죽어 있고, 서천 
기생 아이로되 칠거학문(七去學問) 들어 있고, 진주 기생 논개는 우리나라 
충열로서 충열문에 모셔 놓고 천추 행사 하여 있고, 청주 기생 화월이는 
삼층각에 올라 있고, 평양 기생 월선이도 충열문에 들어 있고, 안동 기생 
일지홍은 생열녀문 지은 후에 정경 가자 있사오니 기생 해폐(害弊) 마옵
소서.”141)

기생 계층의 충절을 근거로 신관 사또에게 항거하는 춘향은 기생계 춘
향서사인 신학균 소장 39장본 별춘향가, 김동욱 소장 낙장 51장본 춘
향전, 박순호 소장 49장본 춘향전에도 등장한다. 그러나 비기생계 춘
향서사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형상화된 항거 장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춘향의 발화는 “충효열녀(忠孝烈女) 상하(上下) 있소”라는 
말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충‧효‧열’이라는 조선 사
회의 공식적 규범을 준수하는 데 있어 신분의 상하에 따른 차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신분의 상하에 관계없이 공식적 규범을 준수하는 사회의 구성
원이라면 누구든 도덕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의식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는 신관이 목민관으로서의 도리를 행하지 않
고 악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전하에 별교(別敎)하사 각골 수령 보내실 제 치민(治民)하러 보내셨지 
수절 정절 잡아들여 훼절시키려 보내었소.”142)

141)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48면.
142) 장자백 창본 춘향가, 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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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은 신관 사또가 임금이 수령으로 내려보내신 뜻을 어기고, 수절하
는 여성을 훼절시키려는 악정을 행한다고 말한다. 훼절을 요구하는 신관
은 이미 도덕적으로 부정하기에, 춘향은 신관의 관장으로서의 권위를 인
정하지 않는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현실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춘향은 양반 관장의 위력(威力)보다 자신
의 열행을 우위에 두는 면모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장자백 창본 춘향
가의 춘향은 “제 지체 부족하여 위력공사(威力公事) 당한 일이 분기(憤
氣)가 충천(衝天)하여 벌렁벌렁”143) 떨면서 신관이 사대부로서 사기사
(事其事)를 모른 채 죄 없는 자신에게 형벌을 내린다고 항거한다.144) 춘
향은 관장의 도리를 모르는 신관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것이
다.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춘향 역시 항거 과정에서 신관의 악정
을 언급한다. 

“삼강오륜 □□□□ 상중하가 있소이까. 제 아무리 천인이나 일부종사 
뜻이 있어 올라가신 구관 자제 도련님과 백년언약 맺삽기로 진즉 대령치 
못하였으나 새 사또 좌정 후에 기특하다 칭찬하여 화방의 천한 이름 홍화
문에 빛내올까 밤낮으로 바라옵더니 칭찬 고사하고 수청들라 분부하니 열
불여음이요 생불여사옵니다.”145)

춘향은 우선 삼강오륜이나 일부종사와 같은 규범의 실천에 있어 신분에 
따른 차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춘
향 역시 독서를 통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종사의 
의지를 형성하였던 인물이므로, 춘향의 ‘열’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춘향은 신관이 백성의 수절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
에게 수청을 분부한다고 하면서 신관의 악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정
절을 지킨 백성에 대한 포양(襃揚)은 본래 지방관의 임무인데, 신관이 이

143) 장자백 창본 춘향가, 151면.
144) “사대부 사또님이 사기사(事其事)를 모르시고 사면공론 생각 없이 위력공사 마

옵소서.”(장자백 창본 춘향가, 153면)
145)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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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임무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춘향은 이를 신관 개인의 
일탈적인 악정으로 여길 뿐 지배체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나라의 성덕(聖德)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신관 사또가 백성의 정절을 
금단하는 해괴한 정사를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다.146)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의 춘향 역시 신관 사또가 관장으로서의 
역할과 도리에 충실하지 못함을 비판한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사또님은 나라의 봉명(奉命)하여 죄 줄 놈 죄
를 주고 상 줄 놈 상을 주고 민정(民政)을 착실히 살펴다가 전하 전에 바
치시면 그 아니 충신이요. 수절하고 있는 계집 훼절하란 사또님이요. 가망 
없고 무가내요.”147)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신관의 악정이 춘향의 발화를 통해 구체적으
로 적시되면서, 춘향의 신관에 대한 도덕적 우위가 더욱 선연해지는 효과
가 나타난다. 그 분량이 한글 9만 6천여 자에 달하는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신관 사또의 악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다.148) 문제적 개인의 자유의지로 형성된 열을 실행하기 위해 신관 사또
의 수청 명령을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할 따름이다. 남원고사에서 신관
의 치민(治民)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월매의 “신관 사또 내려와서 치민선
정 아니하고 생사람 죽이러 왔네”라는 탄식과 남원 부민의 발화를 통해서
만 문면에 드러난다. 남원고사의 춘향이 항거 장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신관 사또의 ‘충’이지 신관 사또의 관장으로서의 도리나 ‘악정’은 아니다.

한편 일부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신관 이외의 양반 계층에 
대해서도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춘향이 어사의 
수청 명령에 항거하는 장면을 통해 확인된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어사
가 수청을 명령하자 다음과 같이 항거한다.
146) “나라의 성덕으로 남원 부사 제수하사 치민하러 보내셨제 남의 정절 금단하라 

해괴히 내렸겠소.”(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58면)
147)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391~392면.
148) 남원고사의 분량이 한글 9만 6천자에 달한다는 사실은 김동욱, ｢춘향전의 비

교적 연구-｢남원고사｣를 춘향전문학의 최고봉으로 조정하면서-｣, 87면에서 확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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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로만 바라다가 천우신조하여 어사 사또 좌정하옵시니 하늘같은 덕
택과 명정하신 처분을 입어 살아날까 축수하옵더니 사또 분부 또한 이러
하옵시니 다시 무엇이라 아뢰오리까. 얼음 같은 내 마음이 이제 와서 변할
손가. 어서 바삐 죽여주오.”149)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의 열행에 대한 자유의지를 거듭 천명할 뿐 
어사의 부도덕함을 적시하지 않는다. 반면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의 춘향은 어사의 수청 명령에 대해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이 명관이로
구나”라고 말하며, 피지배층인 자신의 도덕성과 양반인 관장의 부도덕을 
대비한다.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춘향은 어사에 대해서도 “효자 충신 
열녀 정히 상중하가 있나이까”라고 말하며, 규범의 준수와 신분의 상하는 
상관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 텍스트에서도 피지배층 춘향은 양반인 어사
에 대해 도덕적 우월을 주장한다.

춘향이 신관 이외의 양반 계층에 대해서도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면
모는 본고에서 검토한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에서 가장 뚜렷이 형상화된다. 이 텍스트의 춘향은 자신이 죄 지
은 일 없이 도덕적으로 무결하다고 인식하는바,150) 어사가 수청을 명령하
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님 듣조시오. 초록은 
동색이요.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이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은 눈이 온
들 변하리까. (…중략…) 봉명사신 어사 아니요. 내려오실 때에 어명 분부
하신 말씀 전라도 오십삼관 염탐하여 효자 있거든 불효하라 하고 열녀 있
거든 훼절하라는 봉명어사 제수한단 말씀이요. 어서 어서 한 시를 지체 말
고 죽여주오.”151)

149) 남원고사, 157면.
150) “여보시오 사또님, 내가 부모께 불효하였소, 형제간 불목하였소, 어느 일가친척 

있어 우애를 못하였소. 노소존장지례를 몰라 노인에게 불공하였소. 음양짝 죄지은 
일 없으니 이같이 모진 형추가 웬 일이요.”(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442~443면)

151)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 476~4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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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의 춘향은 어명을 받들어 효자와 열녀를 
포양해야 할 어사가 열녀를 훼절시킨다며 어사의 부도덕함을 적시한다. 
신관과 어사 모두 양반 계층이나, 이들의 도덕성은 그 신분과 병렬적이지 
않다. 피지배층인 춘향이 오히려 양반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인
식을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는 투사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
향이 항거 과정을 통해 신관의 악정을 주장하고 자신의 도덕성을 피력한
다. 신관의 부도덕함이 구체적으로 적시될수록 춘향의 도덕성은 이와 대
조적으로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일부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신
관 사또는 물론 어사의 부도덕함까지 언급하면서, 양반 계층의 부도덕함
과 춘향의 도덕성이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지배
계층에 항거하는 근거가 체제가 공인한 규범의 준수로 나타남으로써, 춘
향은 규범을 준수하는 선인이 되고 춘향의 수절을 부정하는 지배계층은 
규범을 위배하는 악인이 된다. 이는 춘향이 유교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
천하고 있는 점과도 유관하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유교적 규범
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열 관념을 형성하였던바, 춘향의 열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과 같다. 유교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천하는 춘향은 
유교 규범을 체제의 공식적 규범으로 삼고 있는 조선 사회에서 절대적으
로 정당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비기생
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열행이 도덕적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따라서 부도덕한 신관은 춘향에 비해 도덕적 열위에 놓이게 되는
바,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신분제적 위계질서보다 도덕성의 여부에 따
른 위계가 우선시 되고 있다.152)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항거에 도덕의 문제를 개
입시키며, 춘향과 신관의 대결을 부분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로 형상화한
다. 춘향은 자신의 열행이 유교적 여성 규범의 준수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항거의 정당성을 마련하고 열행의 도덕성을 천명한다. 춘향의 도덕성은 

152)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지배층 개인의 부도덕함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임금을 신분제적 위계질서의 최상에 위치한 지존으로 인식하므로, 춘향이 지배체
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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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체제가 공인한 규범의 준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신관 사또를 
제외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춘향의 도덕성과 열행을 인정하고 지지하게 된
다.153) 춘향의 열행에 대한 지지의 양상은 다음 절을 통하여 고찰한다.

3) 춘향 지지 계층의 확대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 등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는 인
물들과 갈등을 겪는다. 이들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신관으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피지배층의 표상이 되고 나서야 관속 및 남
원 부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예를 들어 남원고사에서 방
자는 다음과 같이 춘향을 몰이해하였다.

“성품이 매몰하고 사재고 교만하고 도뜨기가 영소보전 북극천문에 턱 건 
줄로 아뢰오.”154)

반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방자가 애초 춘향을 정절 관
념을 형성한 열녀로 인식하는바, 기생계 춘향서사와 대조적이다. ｢남창 
춘향가｣의 방자는 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이 절색이요 재주가 천생이라. 문장‧음률‧침선‧음
식, 가지가지 다 잘하니 문장은 조대가요, 필법은 위부인, 채문희의 정통음
률, 천상녀의 침공자질 모두 겸비하였으며, 열녀전, ｢내칙｣편을 밤낮으로 

153) 한편 ｢남창 춘향가｣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등에 나타난 춘향의 도덕
적 우월성의 과시를 근대적인 평등에의 지향으로 해석하며 이를 18세기 서구 시
민계급의 도덕적 엄격성에 비견한 논의가 있다.(김종철, 앞의 책, 159~160면 참
조) 그러나 춘향이 신관 사또에 항거하며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양상에 대해서
는, 조선 후기 향촌 중간층이 도덕적 엄격성과 우월성을 통해 신분상승을 기도하
였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 실상에 더욱 근접한 이해가 아닌가 
한다. 향촌 중간층의 규범 준수와 신분 상승 의지의 관련에 대해서는 김지윤, 앞의 
논문이 참조된다. 

154) 남원고사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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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여 일동일정하는 행실 사부녀 지잖지요.”155) 

방자는 춘향이 열녀전과 ｢내칙｣의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을 
학습한 까닭에 사대부가 규수에 지지 않는 행실을 가졌다고 말한다. 춘향
을 행실이 유교적 여성 규범에 부합하여 부덕(婦德)을 가진 인물로 인식
하는 것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방자는 춘향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
서의 ‘열’ 관념과 부덕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보다 명시적으로 말한다.

“장강(莊姜)의 색과 임사(任姒)의 덕행이며 이두(李杜)의 문필이며 태사
(太姒)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을 품었으니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군
자오니 황공하온 말씀으로 초래하기 어렵나이다.”156)

임사(任姒)는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모친 태임(太任)과 주나라 무왕
(武王)의 모친 태사(太姒)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유교 문명권에서 현숙한 
후비(后妃)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인물들이다. 방자는 춘향의 덕행을 임
사의 덕행에 비유함으로써, 춘향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부덕을 가
지고 있는 인물임을 말한다. 또한 방자는 춘향의 정절을 이비, 즉 아황과 
여영의 정절에 비유함으로써, 춘향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정절 관
념을 형성한 인물이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장자백 창본 
춘향가와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다.157) 백성환 창본 춘향가에서 방자의 춘향에 대한 인식은 신재효의 ｢
남창 춘향가｣에서와 유사하다.158)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에서는 
155) ｢남창 춘향가｣, 9면.
156)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6면.
157) “춘향의 설부화용 남방에 유명키는 장강의 색과 임사의 덕이며 이두의 문부와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행을 흉중에다가 품어 있고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
중군자오니”(장자백 창본 춘향가, 39면); “춘향이 절개 있어 장강의 절개와 이비
의 성정 절행을 흉중에 품어 있어 금천하지절색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 임의로 불
러보지 못하나이다.”(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17면)

158) “이 아이 생긴 것이 얼굴 일색이요, 천생 여질이라. 문법은 조대가요, 필법은 위
부인, 침선, 음식 가지가지 다 잘하고, 열녀전, ｢내칙｣편도 밤낮으로 공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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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의 말을 통해 춘향의 효성과 우애가 드러난다.159) 기생계 춘향서사와 
달리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방자가 춘향의 행실을 유교적 여성 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인물인 관속 방
자가 춘향을 관습적 세계와 이질적인 인물로 여기지 않는 전변이 나타나
는 것이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는 남원 관아의 관속
인 사령(使令) 또한 춘향의 열행을 이해한다. 제Ⅱ장 2절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사령은 대개 춘향에 대해 혐의를 품고 있
다. 남원고사의 사령은 춘향이 평소 ‘사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 
까닭에 춘향에 대해 혐의를 가진다.160) 경판 35장본 춘향전의 사령 역
시 춘향이 매몰하고 사재기에 미워하던 차, 춘향을 잡아들이라는 분부를 
받고는 성화같이 춘향의 집으로 달려간다.161) 반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서는 관속들의 춘향에 대한 혐의가 소거된다. 나아가 관속들은 춘향의 열
행을 동정하고 지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 
뚜렷하다.

사또 대로하여 
“만일 춘향을 시각 지체하다가는 공형 이하로 각 청 두목을 일병태가(一

竝笞加)할 것이니 빨리 대령 못 시킬까.”
육방이 소동, 각 청 두목이 넋을 잃어
“김번수야, 이번수야. 이런 별 일이 또 있느냐. 불쌍하다 춘향 정절 가련

케 되기 쉽다. 사또 분부 지엄하니 어서 가자, 바삐 가자.”162)

일동일정 하는 행실 사부여자 지잖지요.”(백성환 창본 춘향가, 183면)
159) “춘향이라 하는 아이 기생 구실 마다하고 대비 상단으로 수번하고 저는 한가히 

물러나와 옥루사창 침자질과 녹음방초 추천 공부하여 밤이면 독서하고 낮이면 음
률 공부하기로 일읍에 낭자하여, 부모께 효성 있고 동무권속께 선화하고 금천하제
일색이요 만고여중군자오니”(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329면)

160) “관속들이 분부 듣고 한 걸음에 바삐 나와 춘향이 부르러 갈 제 춘향이 본디 
사재고 도고하여 매몰하고 도뜬지라 관속들이 혐의터니 팔척 장신 군노사령 훨쩍 
뛰어 나가는 거동 보소.”(남원고사, 75면)

161) “형방이 사령 불러 분부하되 본디 춘향이 매몰하고 사재기로 사령들이 미워하
던 차 관령 듣고 성화같이 춘향의 집 달려들어 반공중에 뜨게 불러 일 났다, 네 
죄에 내 죽겠다”(경판 35장본 춘향전, 28면)

162)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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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사령은 신관이 춘향을 대령시키라는 
명을 내리자, 춘향의 정절이 가련하게 될 것이라 말한다. 이는 사령이 평
소 춘향의 정절을 이해하고 지지하였으며, 신관의 명령을 춘향의 정절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향의 집으로 간 사령은 춘향
이 이도령을 그리워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춘향에 대해 연민의 감정
을 표하기도 한다.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
랑 옮겨다가 아주 잊고 다른 님을 괴이는가.”

한참 이리 서러이 울 제 사령 등이 춘향의 애원성을 듣고 인비목석 아
니어든 감심(感心) 아니 될 수 있나. 육천마디 사대삭신이 낙수춘빙 얼음 
녹듯 탁 풀리어 

“대체 이 아니 참 불쌍하냐. 이 애 외입한 자식들이 저런 계집을 추앙 
못 하면은 사람이 아니로다.”16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는 춘향을 잡으러 간 사령뿐만 아니
라, 형장을 치는 집장사령 역시 춘향에 대해 연민을 표한다. 

집장사령 여쭈오되 
“또 분부 지엄한데 저만한 년을 무슨 사정 두오리까. 이 년 다리를 까딱 

말라. 만일 요동하다가는 뼈 부러지리라.”
호통하고 들어서서 검장소리 발맞추어 서면서 가만히 하는 말이 
“한 두 개만 견디소. 어쩔 수가 없네. 요 다리는 요리 틀고 저 다리는 

저리 트소.”164)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도 형벌을 집행한 집장사령이 춘향에게 
연민을 표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165) 그러나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16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45~346면.
164)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49~350면.
165) “집장뇌자 거동 보소. 형틀 앞에 썩 나서며 춘향을 내려다보니 마음이 녹는 듯, 

뼈가 저리고 두 팔이 무기하여 저 혼자 하는 말이 ‘이 말 거행은 못하겠다. 구실 
태거(汰去)할지라도 차마 못 할 거행이라.’”(남원고사,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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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절가에서는 춘향에 대한 집장사령의 연민과 지지가 보다 직접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는 춘향의 형벌에 연민을 느끼고 
춘향의 열행에 지지를 표하는 계층이 남원고사에 비해 확대되어 있어 
주목된다. 남원고사에서는 춘향의 형벌을 지켜본 이들의 감정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좌우의 관광인이 가슴이 타는 듯 모두 눈물 울먹이고 대신 맞고자 할 
이 많아 다투어 들어가려 할 제.166)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해당 장면에서는 춘향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춘향의 열행에 지지를 표하는 인물이 다양해지고, 이들의 감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이 때 남원부 한량이며 남녀노소 없이 모여 구경할 제 좌우의 한량들이
“모지구나, 모지구나. 우리 골 원님이 모지구나. 저런 형벌이 왜 있으며 

저런 매질이 왜 있을까. 집장사령 놈 눈 익혀 두어라. 삼문 밖 나오면 급
살을 주리라.”

보고 듣는 사람이야 뉘가 아니 낙루하랴.167)

형방 통인 고개 들어 눈물 쏟고, 매질하던 저 사령도 눈물 쏟고 돌아서
며

“사람의 자식은 못 하겠네.”
좌우의 구경하는 사람과 거행하는 관속들이 눈물 쏟고 돌아서며
“춘향이 매 맞는 거동 사람 자식은 못 보겠다. 모지도다 모지도다. 춘향 

정절이 모지도다. 출천열녀로다.”
남녀노소 없이 서로 낙루하며 돌아설 제.16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춘향의 형벌에 연민을 느끼고 춘향

166) 남원고사, 94면.
167)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0면.
168)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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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행에 지지를 표하는 계층은 한량, 형방, 통인, 사령, 관속 등을 비롯
해 남녀노소로 전반으로 확대된다. 남원고사에서 한량은 기생과 자기 
계층의 특수한 관련을 언급하며 형벌을 당한 춘향을 구완하였다.169) 그러
나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 한량은 춘향을 지지하는 여러 계
층 가운데 하나가 될 따름이다. 이는 완판 84장본에서 춘향에 대한 연민
과 지지가 계층 및 성별을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향을 
지지하는 계층이 확대된 까닭은 춘향이 유교적 여성 규범인 열을 실행하
는 ‘출천열녀’(出天烈女)라는 데 있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행을 지지하는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는 점은 장자백 창본 춘향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수의 춘향서사에
서 춘향의 꿈을 해몽해주는 봉사는 춘향의 몸을 더듬어 만지며 춘향을 성
적으로 대상화한다. 이는 춘향의 ‘열’을 이해하지 못하고 춘향을 다만 기
생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그러나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봉사는 춘향을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을뿐더러 춘향의 열행을 지지하고 칭송한다.

“내 벌써 와서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빈즉다사(貧則多事)로 이제야 
보니 무안키 측량없네. 그러나 상처가 어떠한가. 얼굴이 바짝 말랐구나.”

눈으로 본 듯이 말을 하겠다.
“에께나. 저 다리 보아라. 어떤 사령 놈이 매질을 이리 몹시 하였던가. 

그 놈 제미할 놈일세. 그 놈 성명 일러 주소. 나한테로 도신 날이나 받으
러 오면 절명일을 받아 주어 대가리가 툭 터지게 함세.”

“말씀은 감사하오나 내 죄 없으면 이러리까.”
“아니로세. 내가 다니며 춘향 각시 물론(物論)을 들어본 즉 자네 절행을 

만인이 다투어 칭찬하니 그런 장한 일이 없대.”170)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봉사는 춘향이 이러한 형벌을 받은 것은 춘향
의 죄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춘향의 절행이 만인의 칭송을 받고 있다
는 점을 전하며, 춘향의 열행에 대한 지지를 보인다. 또한 장자백 창본 

169) “기생이 수금하면 우리네가 출입이 응당이지, 네 걱정이 웬 일이니.”(남원고사
, 105면)

170) 장자백 창본 춘향가,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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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가에는 초동(樵童)의 <자탄가>가 춘향의 열행에 대한 연민이 포함
된 노래로 개변되어 있다.171)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에서도 형벌을 당한 춘향을 지지하는 계
층이 확대된다. 

한창 이리 맞을 적에 촛대 같[은] 두 다리 살 쏘나니 유혈이요 옥 같은 
두 귀 밑에 흐르나니 눈물이라. 엎진 형리도 눈물지고 매질하던 저 사령도 
형장가비를 중천에 풀풀 던져 놓으며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두 발을 탁
탁 혀 끌끌

“아서라, 춘향 매 맞는 것 사람 자식은 볼 수가 없네.”
굿 보는 여인이 낙루할 제 얌전하다고 우는 부인, 모지다고 우는 부인, 

초독(楚毒)하다고 우는 부인
“애고 그것 차마 볼 수 정히 없다. 저것을 치니 땅을 치제. 저런 형벌 

또 있는가.”
혀 끌끌 발 동동 눈물짓고 돌아가고, 섰던 나무도 넋을 잃고 잎이 모두 

출렁하게 실색하고, 날아가는 비조라도 차마 가들 못하고 중천 날개 훨훨 
비비, 황릉묘 두견새도 두 죽지 옆에 끼고 수르르 펄펄 불여귀라. 

여러 오입장이 굿을 보다가 
“저런 매질 또 있는가. 모지도다 모지도다, 우리 골 사또가 모지도다. 저

런 매질 또 있으며 저런 형벌이 또 있을까. 집장사령 눈 여겨두어라. 삼문 
밖 나오거든 급살을 주리라.”172)

이 텍스트에서는 형리와 사령은 물론, 오입장이 한량들과 부인들까지 
형벌을 당한 춘향에게 연민을 표한다. 자연물 또한 애상적 정조를 띠는 
것으로 묘사되면서 해당 장면의 비감(悲感)이 극대화 되고 있는바, 비감
의 극대화는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에서도 나타난다.173)

171) “불쌍하다, 불쌍하구나. 옥중 춘향이 불쌍하구나. 신관 사또 도임 초에 수청 아
니 든다 하고 월삼동추(月三同推) 중한 형벌 몹시도 땅땅 때려 거의 죽게 되었으
되 종시 훼절 아니 하고 옥중고혼이 되겠으니 어찌 안 불쌍하랴. 이도령인지 박도
령인지 이런 판에 만났으면 내 솜씨로 앞정강이를 사정없이 바수련마는. 어이 가
리나 어이 가리나. 심산심곡을 어이 가리나.”(장자백 창본 춘향가 193면)

172)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가, 367면.
173) “매질 사령 들고 낙루하고 돌아서며 엎졌던 형리도 붓대를 땅에 떨어치고 혀를 

끌끌 차고 돌아서서 차마 그 꼴은 못 보겠다. 청산도 함루(含淚)하고 백일도 무광
(無光)하다. 날아가던 저 귀촉도 날아가지 못하고 공중에 빙빙 돌아들며 삼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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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형벌을 당한 춘향에게 연민을 느끼고 춘향의 
열행에 지지를 표하는 계층이 확대된다.174) 이들은 춘향의 열행을 이질적
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춘향이 조선의 공식적 규범이었던 유교적 여
성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행한다고 인식하였기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에는 
춘향의 열행에 대한 계층과 성별을 초월한 지지가 형상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도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에는 관습적 세
계에 대한 이질성이 축소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비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장자백 
창본 춘향가,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박순호 소장 68장본 춘향
가,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에는 남원 기생들이 춘향의 열행을 지
지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이는 제Ⅲ장 3절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
이, 기생들이 춘향에 대해 동류의식을 표하며 자신들 역시 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층임을 드러내어 심리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면모가 투사된 
결과이다.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
향의 열행을 지지하는 계층이 기생계 춘향서사에 비해 확대된다. 남원고
사 등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에서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
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인 존재로 방자나 사령 등의 주변 인물과 갈등 관
계를 형성하였다. 신관으로부터 형벌을 당하며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피지
배층의 상징이 되고 나서야 춘향은 일부의 사령과 남원의 농부, 선비, 주
막 주인 등으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이는 춘향의 열행이 신관의 학정 및 
수탈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에 대한 남원 부민의 지지가 전면화
된다. 춘향에 대한 지지는 신분과 성별을 초월하는바, 이는 관습적 세계

에 구경하던 한량들도 낙루하며 애고 저것 죽겠구나, 매질하던 사령놈 눈 익혀 두
었다가 삼문 밖에 나오거든 우박을 주어라. 그런 놈의 매질이 어디 있다 말이야.”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57면)

174) 기왕의 연구에서도 완판본 ‘춘향전’에서 후대본으로 올수록 춘향이 남원 민중 
일반의 전폭적 지지와 추앙을 받는 인물로 격상하며 춘향의 이상화 현상이 일어나
고 있음이 언급된 바 있다.(김종철, 앞의 책, 156~157면 참조) 그러나 이는 현상
으로서 지적되었을 뿐 이러한 변화가 춘향 열의 성격에 나타난 질적 변화와 유관
하다는 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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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에 대한 춘향의 이질성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춘향
의 열행이 당시 사회의 공식적 규범인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춘향의 열행은 체제가 공인한 규
범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체제의 구성원 다수는 춘향의 열행을 지지한
다. 춘향에 대한 지지 계층의 확대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
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에 가까운 열을 실행함으로써 문제적이며 이질적
인 성격을 축소해 간다. 이에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갈등하지 않
고, 관습적 세계의 질서 속에서도 부정한 악인인 신관 사또와 대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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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近代 春香敍事의 脫歷史化

‘근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근대이행기의 사회
제도인 신분제를 후경화(後景化)하고 춘향의 저항을 애정 성취를 위한 사
사(私事)로 형상화하여,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가 지니고 있었던 역사 현
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성격을 탈각하며 탈역사화의 방향으로 나아간 춘
향서사이다. 근대 춘향서사에는 근대이행기에 형성된 춘향서사와 그 형식
의 측면에서 유사한 텍스트도 있고, 근대 소설의 형식 또는 희곡 형식으
로 창작된 텍스트도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에 형성된 춘향서사 가운데 
옥중화, 일설 춘향전, 오작교, 도상 옥중화, 우리들전, ｢희곡 춘
향전｣을 검토한다.

근대 춘향서사는 모두 1910년대에서 1930년대, 즉 갑오개혁 이후 근대
이행기의 제도가 철폐되고 근대 사회로 전환해 가던 현실 속에서 등장한 
춘향서사이다.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및 이별’, ‘춘향과 
신관 사또의 대결’, ‘어사가 되어 온 이도령에 의한 대결의 해결’이라는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텍스트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
이 근대이행기와는 상이하기에 텍스트 곳곳에서 이전의 춘향서사와는 다
른 면모를 드러낸다. 제Ⅳ장을 통해서는 근대 춘향서사가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와 어떠한 측면에서 같고 다른지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 
춘향서사가 이전의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어떠한 질적 변화를 이루며 전
변하여 갔는가를 구명하고자 한다.

1. 애정중심서사로의 변모

1) 신분제의 後景化

근대 춘향서사에서 근대이행기 사회의 신분제적 위계질서는 이전의 춘
향서사에서와는 상이한 양상으로 그려진다. 신분제에 바탕을 둔 위계가 
현실의 질서로 작용하고 있던 1864년에 필사된 남원고사에서는 방자가 
이도령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바,1) 이는 조선후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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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제의 동요 현상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이도령이 방자에 의해 희화화되기 보다는 이도령에 의해 
신분제적 위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이도령이 광한루에 
춘유(春遊)를 나가 방자 등의 관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로 1864년에 필사된 남
원고사에서 이도령은 하층의 관속에게 술을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술을 
마시며 흥취를 즐기는데, 이 장면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호상(壺觴)을 자작(自酌)하여 수삼배 거후르고 배회고면하여 산천도 살
펴보고 음풍영월하여 옛 글귀도 생각하니.2)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자작자음(自酌自飮)하는 장면은 남원고사와 상
당한 친연성을 보여주는 춘향서사인 동양문고본 춘향전과 최남선의 
고본 춘향전에도 보인다.3) 해당 장면이 수록된 동양문고본 춘향전 권
1은 1909년에 필사되었고, 고본 춘향전은 1913년에 간행되었으나 남
원고사의 해당 장면은 개변되지 않았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로 1906년에서 191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완판 84장본 열
녀춘향수절가에서도 이도령은 먼저 술을 마신 뒤 방자 등에게 술상을 물
려준다.4) 이는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춘향서사라 할지라도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로 분류되는 텍스트에는 신분제적 위계질서가 여전히 역사적 현
실로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5) 
1) “방자놈이 별안간에 하는 말이, ‘야반무례오 구색친구라 하니, 심심파적할 양으로 

골치기나 하나씩 하며 가세.’ 이도령이 어이 없어 이르되 ‘방자야, 상하체통 외자
하고 벌써 통치 못한 것이 내가 손을 빠쳤구나.’ 방자놈 대답하되 ‘으라청청 이 맛 
보게. 피차 편발 아이들이 야심 중 기롱하니 무엇이 망발이며 자네 뒤에 양반 두 
자 써 붙였나. 말이 이러하니 체증일세.’”(남원고사, 31면)

2) 남원고사, 12면.
3) “옥호에 넣은 술을 인호상이자작하여 수삼배를 거후르고”(동양문고본 춘향전, 

176면); “옥호(玉壺)에 넣은 술을 인호상이자작(引壺觴而自酌)하여 수삼배를 기우
리고”(고본 춘향전,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5, 박이정, 2004, 352면)

4) “이 때 내아에서 잡술상이 나오거든 일배주 먹은 후에 통인 방자 물려주고”(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4면)

5) 기생계 춘향서사인 이고본 춘향전에도 이도령과 방자가 광한루에서 연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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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근대 춘향서사인 옥중화에서 이도령은 광한루에서 춘유를 즐기
며 방자 등의 관속들과 신분제적 위계를 허물고 술을 마신다.

“방자야 술 올려라. 이 좌중에 나이 누가 많으냐?” 
방자 여쭈오되 
“저 후배사령(後陪使令)이 키는 조그마하고 얼굴은 노래도 나이 사십여 

세로소이다.”
“얘 존장(尊長)이 바로 훨썩 넘고나. 후배사령 상좌(上座)로 앉히고 방

자 너도 올라오너라.”
“황송하오이다.”
“누른 송이 어떠하냐. 어서 올라 앉아라.”
술상을 들여 놓고 사령이 수배(首盃)하고 방자도 먹고 도령님도 잡순 

후에 도령님 방자 불러
“이 애, 파탈(擺脫)하고 놀 때는 상하를 너무 차리면 정도 없고 녹록하

고 때가 묻어 못 쓰느니라. 향당은 막여치로 연치(年齒)차려 술을 먹었으
니 담배들도 먹어라.”6)

옥중화의 이도령은 봄놀이를 즐기며 ‘향당막여치’(鄕黨莫如齒)를 언급
하고 나이순으로 술을 마신다. 이에 이도령을 모시고 나왔던 관속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후배사령이 먼저 술을 마신다. 1932년에 간행된 도상 
옥중화에도 상층 신분의 이도령이 하층 신분의 방자와 연치대로 술을 마
시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삽입되어 있다. 

“자, 오늘은 파탈하고 놀자. 이런 놀이에 상하를 차리면 빽빽해서 못쓰

술을 마시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고본 춘향전에서는 방자의 주도로 
신분제적 위계질서의 이완이 발생한다. 이는 방자에 의해 이도령이 조롱을 당하고 
희화화되는 남원고사 등의 작품과 유사한 면모라 할 것이다. 이고본 춘향전의 
해당 장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자야 술 들이라, 곡강춘주인인취라. 너도 
먹고 나도 먹자.’ 방자놈 술 부어들고, ‘도련님, 우리 둘이 편발은 일반인 즉 연치 
찾아 먹으면 어떠하오?’ ‘이 자식 네 나이 몇 살인고?’ ‘소인의 나이 열일곱 살 가
옷이오.’ ‘이 놈 가옷이라니?’ ‘유월이 생일이요.’ ‘그리하면 나보다 일 년 가옷이 
맏이로구나. 지금은 차례로 먼저 먹으라.’”(이고본 춘향전, 156~157면)

6) 이해조, 옥중화, 보급서관, 1914, 5~6면. 옥중화는 1912년 매일신보(每日
申報)에 연재된 이후 단행본으로 수차례 간행되었다. 본고는 1914년 보급서관에
서 간행한 옥중화의 원문을 현대어 표기로 바꾸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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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이니라. 담배도 맘대로 먹거니와 향당은 막여치라, 연치대로 술을 먹
자.”7)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광한루에서의 봄놀이가 이도령의 주도로 신분의 
경계를 허물고 상하동락을 넘어 파탈하여 노는 놀음으로 형상화된다. 광
한루에서의 봄놀이가 신분제적 위계질서의 파탈로 지칭되고 있는 점은 근
대 춘향서사에 신분제적 위계질서가 이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1925년에 창작된 일설 춘향전에도 이도령과 방자가 연치대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삽입되어 있다.

몽룡이 먼저 자리에 앉아
“여봐라, 너희들도 다들 올라앉아라. 우리 오늘은 상하의 별 다 걷어치

우고 친구가 되어서 트고 놀자. 자, 다들 올라앉아라.”
(…중략…)
몽룡은 손을 저어 자기에게 권하는 술잔을 막으며
“향당에는 막여치라니 좌중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으냐? 우리 나이 차례

로 순배를 하자.”
방자가 좌중을 휘둘러보더니,
“아마, 이 후배 놈이 제일 연장자일 듯하오. 보기에는 요렇게 땅딸보라

도 정녕 마흔 살은 넘었을 것이오.”
“어, 그러면 내게 존장은 넉넉하구나. 첫 잔은 후배에게도 돌려라.”
하고 몽룡이 손수 술잔을 들어 후배를 권한다. 본래 용렬한 후배는 도련

님의 손에서 술잔을 받는 것이 너무도 송구하여 잔 잡는 손이 벌벌 떨린
다.

“이놈아, 이것은 강신을 하느냐, 술은 왜 엎질러?”
하고 방자가 자기 옷에 떨어진 술 방울을 떨어버린다. 한 순배 두 순배 

쉴 새 없이 돌아서 병의 술도 거의 다하고 안주 그릇도 하나씩 둘씩 비었
다. 안주라야 과일포, 암치, 문어 따위에 불과하건마는 그런 것을 좀처럼 
얻어먹어보지 못하던 판이라 모두 접시 굽을 핥을 지경이었다.8)

7) 도상 옥중화(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17, 박이정, 2004), 289면.
8) 이광수, 일설 춘향전, 태학사, 2019, 20~21면. 이광수의 일설 춘향전은 동

아일보에 연재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본고는 이광수의 
작품을 현대어 표기로 전환하여 최근 발간한 춘원 이광수 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일설 춘향전의 원문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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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설 춘향전의 해당 장면에서도 이도령의 주도로 신분의 경계가 이완
되고 연치 순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일설 춘
향전에서 해당 장면은 옥중화보다 파탈의 정도가 큰 것으로 형상화된
다. 이는 이도령이 방자 및 사령들에게 상하의 구별을 잊고 “친구가 되어
서 트고 놀자”라고 말하는 데서 확인된다. 일설 춘향전에서 방자와 이
도령의 관계는 신분제적 위계질서가 강력히 작용하지 않는 관계로 설정된
다. 작품의 서두에서 방자는 이도령에게 학업을 권면하고 춘유를 경계하
였는데, 이는 이도령과 방자가 “서로 상하의 구별을 잊고 그만큼 친해진” 
까닭으로 서술된다.9) 

1936년에 연재된 ｢희곡 춘향전｣에 이르면 신분제적 위계질서는 고리타
분한 구습으로 서술된다. ｢희곡 춘향전｣에서도 이도령과 방자 등의 관속
은 광한루에서 연치 순으로 술을 나누어 마시는데, 나이가 가장 어린 까
닭에 마지막 순서로 술을 마시게 된 이도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렇게 파탈하고 노는 것을 나는 그중 좋아해. 여기서만 말이지마는 요
즘 꼬리답답한 양반 부스러기들이 너무 상하만 찾는 데는 나는 딱 질색이
다. 세상 이치를 따져보면 본시 만물이 날 때에 상하가 있는 것은 아니거
든.”10)

한편 춘향서사의 서사적 배경을 당대의 현실과는 다른 과거의 현실로 
인식하는 면모는 1924년에 간행된 우리들전에 이미 나타난다. 우리들
전에서도 이도령은 방자에게 상하를 차리지 말고 파탈하여 놀자고 말하
며 술을 부어준다. 방자는 이에 이도령에게 “황송하외다”라고 말하는데, 
방자의 말에 대해 평비자 정재경은 “나이 많은 늙은 것이 왜 황송이야”라
는 반응을 보인다. 정재경은 신분이 아니라 연치로 위계를 형성하는 근대
사회의 시각에서 이도령과 방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정재경의 반

9)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공부나 하실 게지 좋은 경치는 찾아 무엇하시려오?’하고 
바로 몽룡을 경계하는 어조다. 서로 상하의 구별을 잊고 그만큼 친해진 것이다.”(
일설 춘향전, 16~17면)

10) 유치진, ｢희곡 춘향전｣(3), 조선일보, 193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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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대해 심상태는 “상하지분이 엄절하거든”이라 답한다. 심상태의 말에
는 춘향서사에서 이도령과 방자의 관계가 지금과 달리 상하의 구분이 엄
절히 작용하던 시대의 관계, 즉 신분제적 위계질서가 엄격히 작용되던 근
대이행기의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들전의 
평비자는 춘향서사의 서사적 배경을 ‘구한국시대’로 규정하며 춘향서사를 
당대와는 거리가 있는 과거의 이야기로 인식한다.11)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춘향서사에는 이도령의 주도로 신
분제적 위계질서가 이완되는 장면이 삽입된다. 이는 근대 춘향서사가 갑
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 신분보다는 연치가 권위를 가지게 
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신분제
라는 근대이행기의 사회제도는 더 이상 텍스트가 창작되고 향유되는 당대
의 제도로서 작품의 현실적 의의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
사 구성상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후경화된다. 

근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신분제의 후경화는 월매의 형상을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다. 옥중화에서 월매는 이도령이 춘향에게 이별을 고하자 항
변을 하는데, 이 때 이도령에게 하대(下待)를 한다.

“네 이놈의 자식 나하고 말 좀 하여 보자. 나의 딸 춘향이가 행실이 그
르더냐, 인물이 밉더냐, 언어가 불순터냐, 잡스럽고 누하더냐. 어느 무엇 
그르더냐. 군자 숙녀 버리는 법 칠거지악 없으면은 버리는 법 없는 줄을 
너는 어찌 모르느냐. (…중략…) 내 딸의 고운 화용(花容) 일생부득장춘절
(一生不得長春節)로 늙어 홍안이 백수(白首)되면 시호시호부재래(時乎時
乎不再來)라 다시 젊지 못하는 줄 너는 모르느냐.”12)

옥중화에서 월매가 이도령에게 하는 항변의 내용은 완판 84장본 열
녀춘향수절가에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기생 월매는 양반 이도령에게 다음과 같이 공대(恭待)를 한다.

11) “당상당하 연설이올시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한국시대올시다. 숙종대왕 
즉위 초에 시화세풍하고 국태민안하여 조정에 충신이요, 여염에 열녀로다.”(심상
태, 우리들전, 신명서림, 1924, 1면)

12) 옥중화,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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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말 좀 하여봅시다. 내 딸 춘향을 버리고 간다 하니 무슨 죄로 그
러시오. 춘향이 도련님 모신 지가 준 일 년 되었으되, 행실이 그르던가, 예
절이 그르던가, 침선이 그르던가, 언어가 불순턴가, 잡스런 행실 가져 노류
장화 음란턴가. 무엇이 그르던가. 이 봉변이 웬일인가. 군자 숙녀 버리는 
법 칠거지악 아니면은 못 버리는 줄 모르는가. (…중략…) 애고 애고 설운
지고. 못하지요.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아니 데려가오. 도련님 대가리가 
둘 돋쳤소.”13)

옥중화의 월매는 퇴기(退妓)임에도 불구하고 양반 이도령을 ‘너’, ‘이
놈의 자식’ 등으로 지칭한다. 또 상대방을 낮추는 종결형인 ‘해라체’를 써
서 이도령에게 말한다. 이도령에 대한 월매의 하대는 근대이행기 춘향서
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등장인물의 민중적 성격이 현저한 춘향서사로 
일컬어지는 이고본 춘향전에서도 월매는 이도령에게 하대를 하지 않는
다.14) 월매의 이도령에 대한 하대는 근대 춘향서사에 나타나는 특징적 
면모이다. 일설 춘향전의 월매 역시 춘향을 두고 상경하는 이도령에게 
발악하며 이도령을 ‘자네’로 호칭하고 하대한다.15) 일설 춘향전에서 더
욱 주목되는 바는 기생 월매가 양반 이도령의 면전에 대고 폭언을 한다는 
점이다. 

“칠거지악 없으려든 백옥 같은 내 딸을 무슨 연유로 버리랴나. 꽃 같은 
청춘에 생과부를 만들어서 독숙공방에 내 딸을 말라 죽게 하랴나. 이 사람
아! 내 딸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던가. 내 딸 버리고 가는 놈은 내가 그 놈
의 간을 내어 아작아작 씹어먹을라네.”16)

일설 춘향전의 월매는 결국 이도령이 춘향을 남겨두고 상경하자 이도

13)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34~335면.
14) “여보, 도련님. 이별 말이 웬 말이오? 내 딸을 버린다니 무슨 죄로 버리시오?”(

이고본 춘향전, 230면)
15) “이제 자네가 안 데려간다 하니 웬 말인가. 아, 이 사람아, 말 좀 하게. 양반의 

자식의 행세는 그러한가. 자네 집 사당 제사 참예만 중하고 내 딸 죽는 것은 중하
지 않단 말인가. 말게, 말게, 못 하네.”(일설 춘향전, 105면)

16) 일설 춘향전,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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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대해 악담을 퍼붓기도 한다.

“그 놈이 마침내 너를 두고 가버렸네.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그 놈의 
자식의 코라도 물어 떼고 넓적다리 살이라도 한 점 큼직이 물어 떼어주었
을 것을. 그 놈의 자식이 날 속이고 갔네 그려. 이놈 이가 놈아, 내 딸을 
버리고 간 이가 놈아. 네 놈이 십 리 안짝에 배가 갈라지어 즉살을 하리
라.”17)

근대 춘향서사에서 기생 신분의 월매가 양반 신분의 이도령에게 하대를 
하고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하는 면모를 단순히 이별에 대한 실망감의 표
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월매가 이도령에
게 직접 하대를 하는 양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이별을 통보한 
이도령에게 근대 춘향서사의 월매는 하대를 하며 폭언을 한다. 우리들전
의 월매는 “내 딸 춘향 왜 버릴래”, “그 애보다 나은 사람 네 눈깔로 보
았느냐”라고 말한다. 도상 옥중화의 월매는 “일구이언하는 놈은 이 놈 
네가 불한당 놈이로구나”라고, ｢희곡 춘향전｣의 월매는 “이놈아! 내 딸 버
리고 가는 놈은 내가 그 놈의 간을 아작아작 씹어먹을 테다”라고 말한다. 
이는 갑오개혁을 통해 신분제가 철폐된 이후, 신분의 위계가 더 이상 사
회의 절대적 질서가 아니게 된 당대의 현실이 춘향서사에 반영된 결과이
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자신의 딸 춘
향과 결연한 이도령에 대해 장모의 지위를, 또 연소한 이도령에 대해 연
장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월매는 기생으로서의 면모를 축
소하고 가모(家母)이자 부인으로서의 면모를 확대하는바, 이 점은 옥중
화에 명시된다. 옥중화에서 옥에 갇힌 춘향은 모친의 안위를 걱정하며 
향단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내 걱정은 아예 말고 집으로 건너가서 이웃집 부인네께 신신히 간청하
여 어머니 우시거든 위로하여 달라 하고, 미음 원미 자로 쑤어 시시로 권
케 하고, 비취책상 문갑 안에 인삼 열 근 들었으니 조석으로 진케 달여 어

17) 일설 춘향전,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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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께 드리오고, 나 없다 설워 말라 어머님께 간권하면 아니 죽고 살아나
서 네 은혜를 갚으리라.”18)

춘향은 이웃집 부인들이 자신의 모친을 위로하도록 간청해 줄 것을 향
단에게 당부한다. 춘향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월매가 이웃집 
부인, 즉 여염의 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만한 인물로 격상되었다는 점
과 춘향이 월매에게 지극한 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옥중화에서 
월매는 여염의 부인들로부터 동정과 위로를 받으며, 이들과 흡사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서술된다. 춘향이 신관 사또로부터 형벌을 당하
자 남원부의 과부와 부인들은 관아로 나와 춘향에 대한 동정을 표한다. 
이때 애통해하는 월매를 부축하는 계층은 남원의 부인들이다.19) 춘향과 
이도령이 재회하였을 때 월매와 기쁨을 나누는 이들 또한 남원의 과부 및 
부인들이다.20) 옥중화에서 월매는 여염의 부인들과 감정을 교류할 만
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인물로 형상화 된다.

월매의 지위가 기생에서 부인으로 격상됨에 따라 옥중화에는 춘향의 
모친에 대한 효성이 뚜렷하게 형상화된다. 옥에 갇힌 춘향은 모친을 걱정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쌍하신 우리 모친, 아비 없이 나를 길러 공도 들고 힘도 들어 고이고
이 길러내어 좋은 일은 못 보시고 눈앞에 모진 일만 절절이 당하시니, 불
효막대 이 년 몸이 죽자 해도 아니 되고 살자 하니 부모 근심, 죽도 살도 
못하겠네. 드런 년의 팔자로다.”21)

일설 춘향전에서도 춘향은 자신의 모친을 여염의 부인들과 동렬에 두
며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성을 보인다.

18) 옥중화, 100~101면.
19) “춘향모 하릴없어 옥중에 딸을 두고 천지가 아득하여 엎어지며 자빠질 제 그 때 

왔던 여러 부인 춘향모를 이끌어서 집으로 나간 후에.”(옥중화, 100면)
20) “이 때 춘향모와 부인들이 손목을 잡고 춘향 집으로 가 큰 소 잡아 엎지르고 상

하남녀노소없이 차례로 대접할 제.”(옥중화, 184면)
21) 옥중화,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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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님들 나 죽은 뒤에 우리 어머니 부대 불쌍히 여겨 주오. 가끔 찾
아보고 위로도 하여주시고 밥 한 술이라도 잡수도록 권하여 주오. 그리하
시면 내가 죽은 혼이라도 마누라님네 수복강녕하시고 후세에는 서왕세계 
극락세계 가시게 발원하오리다.”22)

신관의 생일연이 시작되고 자신이 곧 죽을 것으로 짐작한 춘향은 위와 
같이 말하며 모친에 대한 효성을 드러낸다. 이 외에도 일설 춘향전에서
는 춘향의 모친에 대한 효성이 거듭하여 강조되고 있는바, 춘향은 수절로 
인해 옥에 갇힌 일을 모친에 대한 불효로 인식한다.23) 또한 춘향은 이도
령에 대한 사랑과 모친에 대한 효성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일로 여긴다. 
이는 다음의 구절에 상세히 묘사된다.

이따금 하도 매 맞은 자리가 아파서 정신이 아뜩아뜩하기도 하다. 얼음
장 같이 찬 방바닥 벽 틈 창틈으로 들이쏘는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 이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리. 꽃 같은 청춘에 애매히 죽는 것도 설우려
든, 백년해로 언약한 정든 님 못 뵈옵고 죽는 몸, 칠십 노모 혼자 두고 옥
중 원혼 되는 신세 생각하면 매 맞은 자리보다도 생각하는 가슴이 더욱 
아프다.24)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모친에 대한 효
보다는 이도령에 대한 신의와 열을 우선시하며 월매와 대립하였다.25) 근
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모친의 결정에 따라 이도령과 결연
하며 모친에 순응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근대 춘향서사의 춘향은 모친
에 대한 순응을 넘어 효성이 지극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는 근대 춘향
서사에서 월매가 기생이 아닌 가모로, 가정 안에서 권위를 갖는 인물로 
22) 일설 춘향전, 262면.
23) “달이 수상히 밝으니 아마도 추석일까. 낮에 철썩철썩 울려오던 소리 떡 치는 소

리다. 붉은 대추, 흰 오려 송편 그것을 생각하리라는 이 날에 늙으신 어머니 얼마
나 심횐들 설우시랴.”(일설 춘향전, 179면); “삼생에 못 잊을 것은 어머님 은혜
로다.”(일설 춘향전, 180면)

24) 일설 춘향전, 171면.
25) “서방님이 책방으로 계실 적에 어떻게 지내었소. 이진정소, 배은망덕 나는 차마 

못하겠소. 어머니 마음 저러하면 내 몸 하나 쓰러져서 차라리 불효는 되려니와 마
음은 고치지 못하겠소.”(남원고사, 1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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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옥중화와 일설 춘향전 등의 텍스트에서 월매가 기생으로서의 성격

을 축소하고 춘향의 모친이자 이도령의 장모, 나아가 여염의 부인으로 형
상화되고 있는 점은, 근대 춘향서사에서 신분제가 후경화되고 있음을 확
인케 한다.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뒤 관기(官妓)제도 역시 단계
적으로 혁파되었다. 1897년에 지방의 관기가 해산되고, 1908년에 기생금
지령과 창기금지령이 내려지며 궁중의 관기 역시 해산되어 기생제도는 전
면적으로 철폐되기에 이른다.26) 옥중화와 일설 춘향전이 창작된 시
기에 이미 근대이행기의 기생제도는 과거의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근대 춘향서사는 월매를 기생이 아니라 춘향과 이도령에 대한 연장자로 
형상화하며 월매에게 연치에 따른 권위를 다소간 부여한다. 이는 근대이
행기적 신분제도에 의거한 질서가 영향력을 축소해 가는 20세기 초반의 
사회 현실을 춘향서사가 반영한 결과이다. 

근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신분제의 후경화는 춘향서사의 주제가 전변하
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주제는 춘향과 이도
령의 사랑의 성취에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춘향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
정에서 형상화되는 춘향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에 있기도 하다. 춘향은 기
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탈기생화를 도모하며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저항하면서 신분제적 질서에서 연유한 고난을 견뎌내어 결국 사랑
을 성취하는바, 신분제가 실제 현실의 질서로 작용하던 근대이행기에는 
춘향의 신분 문제와 사랑의 성취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가 신분제가 작용하는 역사 현실에 대한 대응으
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에서 신
분의 문제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와 동등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이도령과 방자, 이도령과 월매는 신분제적 위계에 전
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보다 수평적인 관계로 형상화된다. 이는 근대이행
기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근대 춘향서사가 그 주제를 신분에 대한 문제의
식의 반영보다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성취에 두며 역사 현실에 대한 
26) 박영민, ｢李鳳仙, 관기제도 해체기 기생의 재생산과 사회적 정체성｣, 고전문학

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304~3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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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서의 의미를 탈각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사랑과 저항의 私事化 

신분제를 후경화하고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의 성취로 주제를 집중한 근
대 춘향서사는 춘향과 이도령의 관계를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비해 수평
적인 관계로 형상화한다. 이는 우선 춘향의 양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확인된다.

옥중화는 춘향을 성참판의 딸로 설정하고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
서사의 특징적 면모를 여러 측면에서 계승한다. 그러나 양반이라는 신분
에 대한 의식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와 비교할 때 다르게 형상화된다. 이
는 이도령의 부름에 응할 것인가를 두고 방자와 춘향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반이 부르시는데 천연(天然)히 못간다 하야?”
“이 녀석 도령님만 양반이요, 나는 양반이 아니냐?”
“너도 양반이로되 너는 절름발이 양반이라 쓸 데 없는 말이니 어서 바삐 

건너가자.”27)

옥중화의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양반으로 인식한다. 반면 방자는 춘
향의 부친이 양반이나 모친이 기생이라는 점을 들어 춘향을 ‘절름발이 양
반’이라 지칭한다. 춘향의 신분을 두고 춘향과 방자 사이에 인식의 상충
이 일어나고는 있으나, 양자 모두 춘향의 신분을 양반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긴다. 옥중화의 춘향은 기생 아닌 여염 여성을 넘어 양반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이 된다.28) 우리들전과 도상 옥중화 역시 해당 
27) 옥중화, 11면.
28) 옥중화의 춘향이 스스로 양반이라 주장하며 여염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에 대해, 이는 옥중화가 연재된 매일신보에서 풍속 개량을 추구한 사실 및 
관기제도의 폐지와 유관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지영, ｢<옥중화>를 통해 본 20세
기 초 ‘춘향 형상’의 변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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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옥중화와 흡사하게 서술하며 춘향의 신분을 양반에 속하는 것으
로 인식하는 바, 이는 근대 춘향서사에 보이는 공통적 면모라 할 수 있
다.

｢희곡 춘향전｣에는 양반이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는 신분
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춘향이 이도령의 부름에 응할지를 
두고 방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희곡 춘향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방자: “양반이 부르시는데도 못 가? 원 큰 일 날 소리지.”
춘향: “남의 여자를 꼬이는 것이 양반이야? 양반이 부르셔도 못 갈 데는 

못 가지.”29)

｢희곡 춘향전｣에서 춘향은 양반의 부름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근대 춘향서사는 양반이
라는 신분이 절대적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신분제를 다만 
서사 구성상의 배경으로 후경화한다.

춘향의 신분이 양반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격상되면서, 근대 춘향서
사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비해 더욱 대등한 
관계에서의 애정으로 형상화된다. 이는 이도령이 춘향에게 써 준 불망기
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옥중화, 일설 춘향전, 도상 옥중화
, ｢희곡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춘향에게 써 준 불망기는 다음과 같다.

“천장지구(天長地久)에 해고석란(海枯石爛)이라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공증차맹(公證此盟)이라.”30)

우리들전의 불망기는 “천장지구에 해고석란이라 상제일월이 공증차맹
이라”로 되어 있는데, ‘천지신명’이 ‘상제일월’(上帝日月)로 대체된 것뿐이
어서 유의할 만한 변모는 없다. 오작교의 불망기는 행문이 다소 상이하
나, 춘향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면 천지신명께 벌을 당하리라는 내용으로 
29) ｢희곡 춘향전｣(6), 조선일보, 1936. 2. 7.
30) 옥중화,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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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31) 근대 춘향서사에서 이도령의 불망기는 영원한 사랑의 
맹서를 천지신명이 보증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반면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불망기에는 대개 사랑의 약속을 어기는 폐단이 있으면 이 문
서를 가지고 관아에 변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911년에 필사된 
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의 불망기에도 “일후 약유타설(若有他說) 
즉 이차문기(以此文記)로 고관변정사(告官辨正事)라”라는 문구가 포함되
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의 불망기에는 ‘고관변정’이라는 근
대이행기의 제도가 등장하지 않는바, 불망기의 내용에 근대이행기의 제도
는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다.32) 이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춘
향과 이도령의 사랑에 근대이행기의 제도인 신분제의 영향이 축소되고 있
으며, 따라서 춘향과 이도령이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결연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에 신분제의 영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은 이도령의 부모가 춘향에게 자신의 아들과 결연한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옥중화에서 이도령의 부모는 춘향을 
외방(外方)의 천첩(賤妾)으로 여기면서도, 상경하기에 앞서 춘향에게 돈
과 패물 등을 보낸다.

그 후 사또께옵서 부인과 수작하시고 춘향 불러 보시려다 다시 생각하
니 도령님의 장습(藏習)도 될 터이오, 하인소시에 아니 되어 은근히 방자 
불러 돈 삼천 냥 내어주며 

“이것 갖다 춘향모를 주고 이것이 약소하나 가용에 보태 쓰고 도령님이 
급제하면 장차 데려 갈 터이니 모녀 간 설워 말고 부디 잘 있으래라.”

(…중략…)
대부인이 이방 불러 백미 백 석, 의차(衣次) 얹어 순금 삼작(三作) 넣어

주며
“이것 갖다 춘향 주고 나 차던 노리개니 나 본 듯이 저 가지고 수이 데

31) “경성 삼청동 거하는 이몽룡은 남원부중에 거하는 여자 성춘향과 아름다운 인연
을 맺은 후에 만일 언약을 저버려 가솔로 데려가지 아니하면 천지신명께 벌역을 
당하여지이다.”(오작교, 춘향전전집 17, 149면)

32) 우리들전에서는 “여유시비 쟁탈지단이어든 이차문기로 고관변정사라”는 문구가 
포함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불망기를 ‘희극의 잡담’이라 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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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갈 것이니 설워 말고 안보(安保)하래라.”
이방이 영을 듣고 방자 시켜 즉시 전곡(錢穀)‧필목과 패물을 갖다 주며 

사또 말씀 대부인 말씀을 전하니 춘향모 사례하며 차례로 받아 놓으니 도
령님 생각 더욱 간절하더라.33)

옥중화에서 이도령의 부모는 춘향에게 이도령이 급제하면 데려가겠다
는 약속과 함께 금전 등을 보낸다. 이도령이 떠난 뒤에도 생활의 궁핍함
이 없도록 금전을 제공하며 이도령의 부모는 춘향에게 이도령과 결연한 
첩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여준다.34) 이도령의 부모는 춘향의 이도령
에 대한 수절을 상정하였기에 금전을 하사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옥중화
에서 춘향의 수절은 이도령의 부모가 기대할 만큼의 당위가 되고 있는 것
이다.

오작교에서 이도령의 모친은 상경하는 길에 이도령을 미혹시킨 춘향
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춘향을 불러보고, 춘향의 미색과 태도에 내심 감탄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애야, 네가 내 아들과 언약이 있다 하니 네 마음만 변치 않거든 얼
마든지 기다려 보아라. 도령님이 필경은 너를 찾는 날이 있으리라.”35)

이도령의 모친은 또한 이방에게 분부하여 춘향에서 의차(衣次)와 식료
(食料)를 선사한다. 이에 춘향은 이도령을 따라가는 것이나 진배없는 감

33) 옥중화, 59면.
34) 이도령의 모친이 춘향에게 며느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면모는 1911년에 필

사된 기생계 춘향서사인 김종철 소장 56장본 춘향전에도 보인다.(김종철, ｢옥
중화 연구-이해조 개작에 대한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1995, 191~192면 참조) 김종철 소장 56장본 춘향전에서는 이도령의 
간청으로 모친이 춘향을 며느리로 인정하는 차이를 보이는바, 해당 장면은 다음과 
같다: “내아로 들어가 대부인을 어찌 졸랐던지 무매독자뿐 아니라 춘향 정지가 가
긍하여 춘향모 불러들이어 ‘자네 딸이 나의 며느리 되었으니 피차 우리 사돈일세. 
상면 못한 며느리를 이번에는 못 데려가겠으니 자네가 늙어 괴로워도 병나잖게 추
동하여 잘 있으면 수이 데려감세.’ 돈 삼백 냥을 사또 모르게 주며 ‘이게 약소하나 
며느린 줄 아는 신표니 그리 아소.’”(김종철 소장 56장본 춘향전, 춘향전전집
14, 334면) 

35) 오작교,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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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느낀다. 춘향은 이도령의 모친이 자신을 이도령과 결연한 여성으로 
인정하여, 미래의 재회를 상정할 수 있게 되었기에 감격하였을 것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이도령의 부모로부터 첩의 지위조차 인
정받지 못하였던 것에 비하면,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지위는 상대적
으로 상승해 있다.36)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신분적 격차가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비해 축소된다. 이는 춘향과 이도
령의 사랑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는 신분제라는 근대이행기의 제도가 후경화되며,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이전의 춘향서사에서보다 대등한 사회적 지위에서의 사랑으로 형상화된
다. 춘향이 이도령의 첩이라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이 이러한 판단의 근
거가 된다.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의 부친을 양반으로 설정하는 등 비기생
계 춘향서사의 면모를 계승하면서도, 춘향의 신분에 대한 의식과 사랑에 
있어서는 전변의 양상을 보인다.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에 있어 신분제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요컨대 근대 
춘향서사는 신분제를 후경화하며 춘향과 이도령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사
랑을 주제로 하는 서사로 전변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춘향과 이도
령의 사랑에 신분의 문제를 결부하여 역사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의
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에 이르러 근대이행기 춘향
서사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성은 굴절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사랑에 내포된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춘향
의 저항에 내재된 의미 역시 변화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은 사랑의 성취를 위한 저항으로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는 백성을 수탈하고 송사를 천단(擅
斷)하며 호색한 탐관으로 형상화되었다. 반면 옥중화에서 신관의 악정

36) 옥중화에서 이도령의 부모가 춘향을 장차 데려갈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춘
향과 이도령의 사랑에서 신분적 갈등이 축소되고 이들의 애정이 남녀평등이라는 
근대적 의식에 접근하고 있음을 뜻한다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연구는 옥
중화에서 춘향서사에 나타난 신분해방의 의미는 애정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권순긍, ｢판소리 개작소설 ｢옥중화｣의 근대성｣, 반교어문연구 2, 반교
어문학회, 1990, 240~2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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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춘향에 대한 핍박으로 집중된다. 어사가 남원 인근에 당도하여 농부들
에게 신관의 정사에 대해 염문을 하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어사인 듯이 공사 묻고. 공사 어찌하여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호
미질 잘하고 갈퀴질 잘하고 심지어 쇠스랑질까지 잘하니 그 위에 명관 없
고. 열녀 춘향을 명일 잔치 후 때려죽인다든가. 이 녀석 춘향을 죽이기만 
죽여라 짚둥우리 하나면 호강하리라. 이 사람 명삼이.”

“어.”
“자네 사발통문 보았나.”
“보았네.”
“사십팔면 머슴만 하여도 여러 천 명일네.”
“쉬 막설(莫說)하소.”37)

남원의 농부는 신관이 쇠스랑질을 잘한다고 말하는바, 이는 신관의 수
탈에 대한 비유이다. 그러나 농부는 신관의 수탈보다 신관의 춘향에 대한 
핍박에 더욱 분개한다. 옥중화의 농부는 신관이 열녀 춘향을 죽인다면 
신관을 짚둥우리에 태워 고을 밖으로 내쫓기로 이미 사발통문을 돌려 모
의하였다고 말한다.38) 옥중화에서는 열녀 춘향에 대한 핍박이 농민 봉
기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서술되는바, 여타의 춘향서사에서는 이러한 면
모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관의 악정이 춘향에 대한 핍박으로 집중되는 변
모는 옥중화가 춘향의 애정 성취를 주제로 삼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옥중화에서 신관은 전적으로 탐학한 지배권력을 상징하지 않으며, 춘
향이라는 여성의 정절을 빼앗으려는 악인에 가깝게 형상화된다.39) 그리
37) 옥중화, 133면.
38) 기왕의 연구에서는 옥중화의 해당 장면을 민란(民亂)의 분위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로 해석하였다. 최원식은 이 장면에 대해 갑오농민전쟁의 역사적 경험이 판소
리에 소극적이나마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옥중화에는 민중세력의 등장이 
현저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최원식,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145~146면) 김종철은 옥중화에서 남원 민중들의 춘
향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민란의 분위기와 겹쳐져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다고 논하였다.(김종철, ｢옥중화 연구-이해조 개작에 대한 재론-｣, 188면 참
조) 그러나 본고는 옥중화의 해당 장면이 근대이행기에는 춘향서사에 삽입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다. 근대이행기의 지배질서가 더 이상 당대의 현실이 아니
라 과거의 현실이 된 이후에야 이와 같은 장면은 춘향서사에 삽입될 수 있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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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악인의 핍박으로 인해 수난을 겪게 된 춘향은 애정의 성취를 위해 
저항한다. 춘향의 열행은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미보다 사랑의 
성취를 위한 저항이라는 의미를 강화한다. 옥중화에서 춘향의 저항에 
대한 질적 변화가 발생한 이상, 옥중화 이후에 등장한 춘향서사에서 춘
향의 저항이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와 같이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
는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 근대이행기의 지배질서가 작용하지 않는 근대
에 형성된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저항은 이도령과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저항으로 그 의미가 전변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저항이 애정의 성취를 위한 저항으로 전변하
였다는 점은 어사가 된 이도령이 신관을 용서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어
사는 자신과 결연한 여성에게 수난을 안긴 신관의 죄를 다만 호색으로 여
기며 용서한다.

“남아의 탐화(貪花)함은 영웅열사(英雄烈士) 일반이라. 그러나 거현천능
(擧賢薦能) 아니하면 현능(賢能)을 뉘가 알며 본관이 아니면 춘향 절행 
어찌 아오리까. 본관의 수고함이 얼마쯤 감사하오.”40)

옥중화의 이어사는 신관 덕분에 춘향의 자신에 대한 정절이 드러나게 
되었음에 감사를 표한다. 어사는 신관 사또의 춘향에 대한 핍박을 자신과 
춘향의 애정 성취 과정에서의 장애로 인식할 따름이다. 따라서 춘향의 저
항은 이도령과의 애정 성취 과정에 닥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사적인 일
이 되고 만다. 즉 옥중화에서 춘향은 더 이상 불의한 지배권력에 저항
하는 피지배층을 상징하지 않는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는 춘향에 대한 핍박은 물론 수탈과 
학정을 자행한 탐관이기에 봉고파출(封庫罷出)의 처분을 받는다. 어사의 
신관에 대한 징치는 사혐(私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사(公事)의 집

39) 권순긍 역시 옥중화에서 신관은 탐관오리로서가 아니라 춘향 애정의 방해자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논하였다. 그리고 옥중화에서 이러한 변모가 나타나게 된 원
인을 옥중화가 근대성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 찾고 있다.(권순긍, 앞의 논문, 
241면 참조)

40) 옥중화,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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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었다. 신관에 대한 처벌이 공적인 일이라는 점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전에 명시된다.

남원 변학도의 죄상이 많으나 어사또 본디 대인군자로서 성현의 마음을 
먹고 변학도가 춘향에게 잘못하였으나 백성에 선치하면 그도 국록지신인
데 봉고파직을 함부로 시킬까마는 원청 불치탐관(不治貪官)이니 죄목을 
잡는데, 각청빗과 부동(符同)하여 웅문에 가문하고, 도서원(都書員)의 옆
을 찔러 개짱 속 휘탈하고, 시초색을 눈을 주어 황구 잡히 들어먹고, 불효
부제(不孝不悌)라 죄를 얽어 재물 받고 분간하기, 위력공사(威力公事) 일
삼다가 향임(鄕任)에게 봉패 있고, 노감은 하인 치기, 수청 기생 청을 듣
고, 벌증 받고 환봉(還封)하기, 부인에게 존문(存問)하기, 계란 주고 큰 닭 
받고, 황소 주어 흘레시켜 송아지는 모두 차지하고, 백약이 구비하고 일정
이 오호하니 경남산 지죽이라도 설리무궁 이 아닌가. 호남 오십삼관 중에 
사대 부(府)를 다스려본 즉 왕상군(王相君)이 소소커늘 거연갑내리오. 한
격이 불상입적으로 이러한 속을 남산벼락으로 시험하리라. 죄목이 이러하
니 봉고파직 아니할손가.41)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전에서는 신관의 죄목을 10여 가지 이상 
나열한다. 신관은 춘향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탈하고 송사를 천단하였으며 고을의 기강을 어지럽혔기에 봉고
파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윤표 소장 154
장본 춘향전에는 어사의 신관에 대한 처벌이, 다만 춘향을 핍박한 일로 
인해 사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옥중화가 어사의 신관에 대한 대응을 사사화(私事化)함으로써 춘
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질적인 변환을 야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42)

41) 홍윤표 소장 154장본 춘향전, 145면.
42) 옥중화에서 어사가 신관을 용서하는 결말이 나타난 것에 대해 기왕의 연구는 

다기한 해석을 보여주었다. 조윤제는 이를 이도령의 활달한 도량을 보여주기 위한 
개변으로 이해하였다.(조윤제, ｢춘향전 이본고(2)｣, 110~111면 참조) 한편 설성
경은 동학 농민 운동의 실패 이후 관장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의 강도를 낮추어 양
반 관료들 스스로 자각하게 하기 위해, 또 식민지 시대에 들어 일제의 검열로 인
해 옥중화의 결말에 이와 같은 개변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설성경, 앞의 책, 
216면) 한편 도상 옥중화에도 어사의 신관에 대한 용서가 나타나는바, 이러한 
결말을 용서와 화해, 조화를 궁극적 이상으로 하는 판소리적 세계관의 발현으로 



- 196 -

옥중화 외에 어사가 신관을 용서하는 장면이 삽입된 춘향서사로는 국
립중앙도서관 소장 53장본 열녀춘향수절가, 이선유 창본 춘향가, 도
상 옥중화 및 옥중화의 모본으로 알려진 박기홍 창본 춘향가가 있
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62종의 춘향서사 가운데 5종의 텍스트
에서만 이러한 면모가 나타난다. 

옥중화에서 어사가 신관을 용서하는 변모가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근대 춘향서사는 대타적 의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오작교에서 이어사는 
춘향이 신관의 핍박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이 되어 충효를 포양(褒揚)하며 열절(烈節)을 권
장함이 당연한 일이겠는데 열녀의 뜻을 빼앗으려 하니 이는 포학한 관원
이요 재물과 술과 색은 관원이 으레이 삼가는 일인데 색을 이처럼 좋아할 
적에는 재물과 술에도 범연치 아니할 터이니 이는 탐학하는 관원이라. 포
학무도한 관원을 어찌 용서하리오. 내가 사혐(私嫌)에 관계함이 아니라 공
사(公事)를 바로 할 밖에 없으니 남원부에 출도하여 포학무도한 관원을 
먼저 파출하리라.’43)

오작교의 어사는 신관이 관장으로서 재물과 주색을 삼가야 함에도 불
구하고 여색을 탐한 사실을 문제로 인식한다. 또한 충‧효‧열의 윤리를 권
장하고 포양하는 것이 관장의 의무이나 신관은 열행에 대한 핍박을 가하
였기에, 그 포학무도함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어사는 
생각한다. 오작교에는 신관에 대한 처벌이 춘향을 고난에 빠뜨린 일에 
대한 사적 응징이 아니라 신관의 악정에 대한 공적 차원의 처벌임이 명시
되고 있다.44)

｢희곡 춘향전｣에서도 이어사는 신관에 대한 처벌이 곡법학민(曲法虐民)

해석한 경우도 있다.(최혜진, ｢<도상 옥중화> 연구｣, 판소리연구 7, 판소리학
회, 1996, 258~260면)

43) 오작교, 185면.
44) 오작교의 어사는 출도하기에 앞서 신관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거듭 되새기는

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내가 내일 출도하면 관속들이라도 너를 위한 일이라고 
공론이 있겠지만은 효도와 열절을 장려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요, 무죄한 사람의 
액경을 구제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니 아무 혐의로울 것이 없다.”(오작교, 19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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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응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말한다.

몽용: “춘향의 소관사뿐 아니라 본관의 곡법학민한 숙작을 사실하니 일
구난변이라, 봉고파직은 당연한 처분이오.”45)

오작교와 ｢희곡 춘향전｣은 어사의 신관에 대한 처벌이 사혐으로 인식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옥중화의 결말에 대한 대타적 의식을 보이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옥중화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그리고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이 사적인 일로 국한될 수 있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에 대한, 옥중화 이후 춘향서사의 옥중화에 대한 대
응이다.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옥중화에서 춘향의 열행은 탐학한 지
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의미를 축소하고, 애정을 성취하기 위한 과
정에서의 수난이라는 의미를 강화한다. 춘향 저항의 의미에 질적 변화가 
발생한 이상 옥중화 이후의 춘향서사는 춘향서사의 근대적 전변의 영향 
아래서 창작된다. 즉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과 저항은 역사 현실
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를 탈각한다. 근대 춘향서사는 과거, 곧 조선후
기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애정중심의 서사로 전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45) ｢희곡 춘향전｣ 54, 조선일보, 1936.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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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順從하는 ‘여성’ 춘향

1) 결말의 改變과 춘향의 소외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지배권력에 저항하는 피지배층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 수난을 견디고 애정을 성취하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관습
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적대감과 이질성이라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
의 성격은 근대 춘향서사에서 유의되지 않는다.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
격이 퇴색된 근대 춘향서사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가 설정한 ‘여성’의 상
(像)에 가까워진다. 춘향은 이도령에 순종하고 모친 월매에 순종하며, 애
정을 성취하기 위해 수난을 견디고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여성
이 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정절을 지킨 여
성으로 국한되며, 춘향의 ‘열’(烈)은 여염 여성의 ‘열’과 동일한 의미를 지
니게 된다.

옥중화에는 남원 과부들이 춘향의 구명을 위해 어사에게 등장(等狀)
을 올리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수절과부들은 어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열녀불경이부는 천지간 으뜸인데 봉명하신 방백수령 열녀를 모르리까. 
월매 딸 춘향이는 어미는 기생이나 아비는 재상이라 구관자제 이도령과 
백년배필 맺은 후에 호사다마 되어 도령님으로 이별하고 수절하고 있는 
춘향 본관 성주 도임 후에 춘향을 잡아다가 기안에 착명하고 수청 들라 
달래어도 종시 훼절 아니 하니 춘향을 잡아내어 장하(杖下)에 모진 형벌 
거의 죽게 되었은즉 하나님이 내신 열녀 매 친다고 변하리까.”46)

과부들은 춘향이 양반과 기생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본래 기생이 아니며 
신관 사또가 수청을 들이기 위해 기안에 착명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과부
들은 본래 기생이 아닌 춘향은 이도령의 배필로서 이도령을 위해 정절을 
지킨 열녀라고 말한다. 과부들에게 춘향의 열행은 남편에 대한 수절로 인
식되는바,47) 이는 과부들이 춘향의 수절을 자신들의 남편에 대한 수절과 
46) 옥중화, 175~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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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옥중화에서 춘향의 열은 과부
의 열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의 열은 여염 여성의 열인 
것이다. 옥중화에서 춘향의 열은 문제적 기생이 상대방과의 신의를 바
탕으로 하여 형성한 열이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에게 규범적 당위로 여겨
졌던 열과 같다. 이러한 변모는 옥중화의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탈각하고 ‘여성’으로 일반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옥중화에서는 춘
향의 열에 있어서도 질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옥중화에 나타난 춘향이라는 인물의 변모는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
서의 성격을 탈각하고 여염의 여성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옥중화의 춘향은 일반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축소한다. 이는 
남원 과부들이 춘향 열의 의미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확인된
다. 나아가 옥중화의 결말부에서 춘향이라는 존재는 배제되고 소외되기
에 이른다. 이는 신관 사또의 처분 문제를 월매와 이어사가 결정하고 있
는 데서 확인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 옥중화에서는 신분제라는 근대이행기 제도가 후경
화되고 이에 따라 월매의 지위가 상승한다. 텍스트 내에서 ‘연장자’이자 
‘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월매는 신관 사또와 어사의 대결에 개입
하여 중재자 역할을 자청한다. 그리고 신관 사또와 어사의 대결이 무화
(無化)되도록 유도한다. 어사가 출도하여 신관의 생일연이 중지되고, 어
사가 이도령임이 밝혀져 춘향과 재회를 한 뒤, 월매는 이어사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올린다.

“우리 고을 본관 사또 부디 괄시 마옵소서. 춘추는 많으시나 마음이 호
협하여 호주탐화(好酒貪花)하시기는 두목지(杜牧之)의 짝이시라. 춘향 일
색 말을 듣고 불러 보니 만고 일색 욕심이 잔뜩 나서 달래어도 아니 듣고 
을러보되 듣지 않으니 천 가지로 유인하고 만 가지로 달래다가 종시 듣지 
아니하니 위협하면 될 줄 알고 잡아내어 호령하니 매몰한 춘향이가 종다
리새 나락씨 까듯 쫑쫑 앉아 치받치니 하인소시 난당(難當)하여 동틀 들

47) “여보 어사또, 이 처분이 웬 말이오. 제 서방 수절한다고 잡아다가 수절 말고 나
와 살자 훼절을 아니 하고 제 말 듣지 않는다고 잡아내려 형벌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수절 춘향 관정발악 대단 큰 죄인가.”(옥중화,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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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올려 매되 조금도 두려 않고 관정발악하던 말을 어찌 다 여쭈리까. 본
관사또 나 같으면 단박 때려 죽였을 걸 본관사또 어진 처분 지금껏 살렸
으니 그 은혜 장하오며 본관사또 아니시면 춘향 수절 어디서 나리.”48)

월매는 신관 사또로 인해 자신의 딸 춘향이 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
고 신관 사또를 괄시하지 말아달라는 청을 올린다. 월매는 신관의 죄가 
다만 호색(好色)에 있다고 말한다. 두목지와 같이 호협한 신관이 춘향에
게 수청을 요구하였으나 춘향이 관장의 명을 따르지 않고 항거한 까닭에, 
신관이 관장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 춘향에게 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옥중화의 월매는 신관의 형벌 덕분에 춘향의 수절이 널리 드러나게 되었
으니 신관에 대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어사에게 청한다. 이에 이어사는 
신관 사또를 용서한다.

“남아의 탐화함은 영웅 열사 일반이라. 그러나 거현천능(擧賢薦能) 아니
하면 현능(賢能)을 뉘가 알며 본관이 아니면 춘향 절행 어찌 아오리까. 본
관의 수고함이 얼마쯤 감사하오. (…중략…) 연이나 남원이 대읍이라 겸세
민정(歉歲民情) 오오(嗷嗷)하여 만민 도탄 되었으니 아무쪼록 선치하와 
만인산(萬人傘)을 받으시고 환향 상봉하옵시다.”49)

어사 역시 신관의 죄는 다만 호색이라고 말한다. 남성으로서 아름다운 
여성을 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어사는 신관의 핍박으로 
인해 춘향의 절개가 더욱 부각되었으므로 감사하다고도 말한다. 어사는 
신관을 용서하고 앞으로 남원읍에 선정을 베풀 것을 신관에게 당부한다. 

어사가 신관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춘향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도령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수난을 겪은 것은 춘향이지만, 춘향에
게 수난을 안긴 신관 사또는 월매와 이어사에 의해 용서받는다. 이 과정
에서 춘향은 월매의 중재와 이어사의 처분에 순종할 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고 만다. 

48) 옥중화, 183면.
49) 옥중화, 186면.



- 201 -

2) 춘향의 他者化

옥중화의 결말부에서 이어사는 신관의 호색은 남성으로서의 일반적인 
일이라 말하고, 신관이 자신과 결연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사실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옥중화의 춘향은 여성으로서 남성 
주체로부터 타자화(他者化)된다.50) 주체가 되지 못하고 타자화된 춘향은 
비단 옥중화에만 나타나지 않는다. 여타의 근대 춘향서사에서도 춘향은 
문제적 개인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범주에 국한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근
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여성 규범을 따라 이도령에 순종하고 모친 월매
에 순종하며 타자화된 면모를 보인다.

춘향이 규범을 따르는 ‘여성’이라는 점은 우리들전에 뚜렷이 나타난
다. 우리들전의 평비자는 춘향을 기생이 아니라 열절(烈節)을 지닌 여
성으로 인식한다. 이에 춘향이 그네를 뛰는 장면에서 “얌전한 춘향이가 
그네를 뛰다니”라고 말하며, 춘향이 내외법을 지키지 않고 야외에 나가 
그네를 뛰는 일에 의문을 표한다. 또한 우리들전의 평비자는 춘향의 방
치레 장면에 다음과 같은 평비를 붙인다.

“춘향의 별당에 웬 담뱃대가 그리 많아요.”
“글쎄 웬 객죽이 그렇게 많던가. 저희 일가들이 오던 게지. 타성 남자야 

올 리가 있나.”51)

우리들전의 평비자인 심상태‧정재경 부부는 춘향의 방에 담뱃대가 많
은 것을 두고 일가 남성들을 대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우리
들전의 평비자가 춘향을 기생이 아니라 내외법을 준수하는 규범적 여성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 우리들전은 춘향이 신관 사또

50) 춘향에 대한 타자화는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광한루기에도 보인다. 
광한루기의 평비자는 기생 춘향이 여성 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에 대개 ‘교태롭다’[嬌]는 평비를 붙인다. 유교적 여성 규범에 동화되고자 하
는 기생 춘향의 행동을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51) 우리들전,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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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형벌을 당한 뒤에 왈자에 의해 구완되는 장면에 대해서도 대타적 
의식을 드러낸다.

어떤 춘향전 보면 이때에 남원 읍내 외입장이들이 퍽 많이 모였는데 여
숙이 내숙이 국평이 군평이 공빈이 사빈이 어중이 떠중이 춘풍이 사풍이 
월자풍이 어형초 제장사무 리사됴 지오지 풍헌 약정 집사 초관 이러한 날
탕패가 수수천명 모여와서 혹 청심환도 갈아 넣고 혹 동변도 받아 먹이고 
혹 단지도 하고 혹 머리도 풀었다고 하지마는 그럴 리 만무하고.52)

그리고 위의 서술에 대해 심상태‧정재경 부부는 다음과 같은 평비를 붙
인다.

“참 만무하지. 빙옥 같은 춘향이가 규중 평소에 그런 잡류를 교제할 리
가 있나.”

“다할 말인가. 그런 말은 옛날 광대들이 무식하게 회해(詼諧)한 말이요
.”53) 

우리들전의 평비자는 춘향을 왈자 부류와 교제할 리 없는 기생이 아
닌 여성, 나아가 내외법과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는 여성으로 인식하고 있
다. 춘향을 규범에 순종하는 여성으로 형상화하는 면모는 일설 춘향전
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의 부름을 거부하
며 유교적 여성 규범을 체화(體化)한 여성의 면모를 보인다.

“가서 이렇게 도련님께 여쭈어라. 불러주시는 뜻은 감격하오나 규중처자
로서 모르는 남자의 전갈 듣고 따라가옵기는 옛 성현의 훈계에 어그러지니 
못 갑니다라고. 또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소창(消暢)을 나오시면 소창이나 
하실 것이지, 남의 집 처자더러 오너라 말어라 하시는 것이 점잖으신 체면
에 어그러지지 않습니까고 그렇게 가서 여쭈어라. 나는 갈 수 없다.”54)

52) 우리들전, 135면.
53) 우리들전, 135면.
54) 일설 춘향전,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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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여성 춘향은 방자가 자신의 행실을 문제 삼자 격렬히 반발하기
도 한다.

“이 녀석, 내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니 무엇이 바르지 못하냐. 네 집에 
가서 무엇을 훔쳐왔느냐. 남의 집에 불을 놓았느냐. 내 행실이 바르지 못
하다니 어디 바르지 못한 연유를 일러보아라. 혓바닥을 잘라 버릴라.”55)

규범을 준수하는 자신의 행실을 자부하던 춘향은 이도령과 결연하자 이
도령에게 순종적인 여성이 된다. 남편에 대한 순종은 여성의 덕목 가운데 
하나였다. 춘향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이별 시에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도련님 부모시자 내 부모시니 도련님이 부모 명령 거역하시면 낸들 불
효가 아니오? 남의 자식이 되어선 봉제사를 못하게 된다 하면 그런 불효
가 또 어디 있소? 안 될 말이오. 애여 날 데려갈 생각은 하지도 말고 도련
님이나 부다 평안히 가시오. 내행 모시고 천리원정에 조심조심히 가시오. 
서울 올라가시거든 내 생각도 마시고 약주도 과히 잡숫지 마시고 공부나 
잘 하시어 대과급제하시고 한림학사나 되신 뒤에 아버님께 여짜와서 날 
데려가게 하여 주시오.”56)

이외에도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에 대해 순종적인 여성으로서
의 면모를 수차례 드러낸다. 이별 이후 이도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자신
의 감정을 “아녀자의 용렬한 정”으로 지칭하며, 이도령에게 자신과의 사랑
을 일단 잊고 대장부로서 국가의 중신이 되라고 당부한다. 입신양명을 이
루기 전에 자신을 찾는다면 자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57)

55) 일설 춘향전, 33~34면.
56) 일설 춘향전, 106면.
57) “그러하오나 소첩도 다행히 옛글을 배운지라, 어찌 한갓 정만 생각하옵고 대의를 

헤아릴 줄 모르리이까. 소첩은 비록 아녀자의 몸이 되어 규중에 있어 장부를 생각
함으로 능사를 삼으려니와, 도련님은 대장부라 반드시 뜻을 크게 하시와 위로 성
명을 도와 아래로 만민을 다스릴 직책을 가시시니, 해가(奚暇)에 홍규(紅閨)의 정
을 생각하시리이까. 방자의 말을 듣사옵건댄 도련님께서 하루라도 속히 소첩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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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령에 순종하는 춘향의 형상은 오작교에도 나타난다. 이도령이 편
지로 이별을 고하자 춘향은 다만 탄식하며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낸다.

“이 사람은 몸을 도령님께 맡겼사오니 조만은 불계어니와 찾으시는 때를 
기다리겠소이다. 만일에 구차로이 몸을 바친 천한 첩이라 하여 다시 돌아
보지 않으시면 문을 바라보는 과부로 몸을 마칠 터이옵고, 대장부의 맹언
이 중함을 생각하오서 아주 버리지 않으시면 나머지 은덕을 몸으로써 갚
겠소이다.”58)

오작교의 춘향은 이도령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지 않더라
도, 이미 이도령에게 허신한 몸으로써 수절하겠다는 다짐을 편지에 써서 
보낸다. 오작교에서 춘향은 여성 규범에 순종하고 이도령에게 순종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도상 옥중화의 춘향 역시 이도령이 이별을 알려오자 저항하다가 끝내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니외다, 아니외다. 도령님 아니외다. 혼자 먼저 가옵소서. 도령님이 
불순부명(不順父命) 폐사(廢嗣)가 되게 되면 인자의 도리로서 불효도 지
극이라. 도령님 불효오면 춘향인들 열녀리까. 유시(幼時)부터 배운 성훈
(聖訓) 순부모(順父母)와 종부(從夫)이라. 춘향 생각 아예 말고 부디 안녕 
가옵소서.”59)

도상 옥중화의 춘향은 도령이 불효를 행하지 않도록 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
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인바, 이도령에게는 부모의 뜻을 따르게 
하고 자신은 이도령을 따르겠다고 말한다.60) ｢희곡 춘향전｣의 춘향 역시 

나실 일을 생각하신다 하오니 그 두터우신 정은 감격하오나, 이는 소첩의 본의 아
니오니 금방(金榜)에 이름을 거시고 국가에 중신이 되시기 전에 비록 소첩을 찾으
시더라도 소첩은 차라리 자진할지언정 다시 뵈옵지 아닐까 하나이다. 원컨댄 도련
님은 일시의 정애를 잊으시고 경국제민의 큰 의리를 생각하시옵소서. (…중략…) 
종이를 대하오매 사뢸 바를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눈물이 앞을 가리오니 아녀자의 
용렬한 정을 웃어주시옵소서.”(일설 춘향전, 128면)

58) 오작교, 159면.
59) 도상 옥중화. 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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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도령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며 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
인다.61) 

한편 20세기 초반에 형성된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완판 84
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이별 장면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의 슬픔
만이 극대화된다. 춘향은 이도령이 자신을 잊을까 근심할 뿐이다.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는 춘향을 철저히 규범적인 여성으로 형상화한 
텍스트이지만, 이 텍스트에서 이도령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춘향의 면모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이별 장면에서 이도령의 처지를 우선시
하며 이도령에게 순종하는 춘향의 형상이 근대 춘향서사의 특징적 면모임
을 말해준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자신이 따르는 이의 감정을 자신
의 감정에 우선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는 인물로 타자화되는 것이
다. 이러한 변모는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에 내포된 의미에 
질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모친 월매의 관계 또한 변모한다. 춘향은 
모친에게도 순종하는 존재가 된다. 본고는 앞서 옥중화와 일설 춘향전
에서 신분제의 후경화로 인해 월매의 지위가 격상되고 따라서 모친 월매
에 대한 춘향의 효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오작
교와 같은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모친에 대한 효성을 넘어 모친에 
순종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오작교의 춘향은 평소 모친의 훈계를 거
역하지 않는 인물로,62) 이도령과의 결연을 결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모친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60) 옥중화에는 이별 장면에 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춘향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옥중화의 춘향은 다만 이별을 슬퍼하고 앞날을 근심한다. 즉 이별 장면
에서 도령의 처지를 우선시하며 순종적인 여성으로 춘향을 형상화하는 것은 옥중
화 이후의 근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변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상 옥중화가 
옥중화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개작한 텍스트라는 점 또
한 확인된다.

61) “도령님, 도령님의 부모가 내 부모 아니오. 도령님이 부모 명령 거역하시면 난들 
불효 아니겠소? 남의 자식 되고 봉제사를 못하게 된다면 그런 불효 또 있겟소. 안 
될 말이오. 도령님 아예 부모의 의절랑 끊지 마오.”(｢희곡 춘향전｣(18), 조선일보
, 1936.2.22.)

62) “어머니께서 자식에게 부당한 훈계를 하실 리가 없을 터이오니 무슨 훈계를 하
시든지 어찌 거역하겠습니까.”(오작교,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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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남편을 좇고자 하면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을 터이니 내가 

쾌쾌히 떼일 일도 아니오, 범범히 여길 일도 아니라. 하물며 나의 사사통
간이 아니요 모친의 명령이니 순종하는 것이 옳겠다.”63)

근대 춘향서사에서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타인의 감정과 처지를 우선
시하는 순종적인 춘향은, 다수의 남성에 의한 성적 대상화마저 참고 견디
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의 이러한 면모는 일설 춘향전에 뚜렷하
다.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남원의 관속, 건달, 
한량과 같은 오입쟁이들은 춘향과 결연하기 위해 춘향의 집을 찾는다.

구관 사또 자제 이도령이 서울 올라간 후에 춘향이가 수절한다는 소문
이 나자 남원부 원내에 있는 관속, 건달, 한량 할 것 없이 오입쯤이나 한
다는 작자들은 모두 춘향에게 맘을 두게 되었다. 그래도 사또 자제 이도령
이란 이름 때문에 얼마 동안은 감히 건드려 볼 생각을 내이지는 못하였으
나 몽룡이가 서울로 간지가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구관 사또도 무서움이 
점점 스러지게 되니 이 패들도 움직이기를 시작한다.64)

오입쟁이들이 춘향을 만나 결연하고자 하는 욕구는 일설 춘향전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묘사된다.

“사나이로 생겨나서 춘향이 한번 못 안아보면, 공연히 어미 배만 아프게 
한 심이니.”

하고 충동이를 한다.
이 모양으로 술집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노름판에서 이야깃거리가 되

고 공사(公事) 없는 때에 삼문간과 장방(長房)에서까지 이야깃거리가 되
니 심지어 여염집 더부살이 놈까지 

“나도 한번 춘향이를 얼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내게 된다. 
“어떤 잡놈은 팔자가 좋아서, 춘향 아씨네 안머슴 산다네. 에히야.”

63) 오작교, 144면.
64) 일설 춘향전,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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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노래까지 생기게 되었다.
(…중략…)
그러고는 서슴지 않고 뚜벅뚜벅 춘향의 방 앞으로 가서 제 방문 열듯이 

문을 벌꺽 열어젖히고는 기생집에서 하는 조로
“태평하오? 무사한가?”
하고 턱 들어앉아서는 누워 있는 춘향을 일으켜놓고, 담배 먹고 이야기 

하고 맘대로 놀다가 가고, 그 중에서도 뱃심 좋은 놈은
“춘향아, 소리나 한마디 하여라!”
하고 바로 호기를 부리고, 더 심한 놈은
“너 이도령 기다려야 쓸데없다. 대갓집 자식이 기생첩 여남은 개 못하면 

행세를 못하는 법이니, 그래 어느 천 년에 너 찾을 줄 아느냐. 나하고 살
자.”

하고 직설조로 내 붙이기까지 한다.65)

춘향과 결연하려는 욕구를 품은 남성은 비단 오입쟁이가 아니라 여염집
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하층민으로까지 확대된다.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설 춘향전에
서 남성들의 춘향에 대한 성적 욕망은 매우 직설적으로 서술된다.

혹 같이 살자든가 하룻밤 같이 자자는 작자더러 춘향이 몽룡을 위하여 
수절한다는 뜻을 말하면 

“건방진 년 다 보겠네! 수절, 요절이 어떠냐. 기생년이라는 것이 동작이 
나룻배와 같아서 양반이나 상놈이나 선가(船價)만 주면 태울 것이요, 한 
뱃짐 실어 건너고 와서는 또 다른 사람 태울 것이지 기생년이 수절이 다 
무엇이냐.”

하고 대드는 놈까지 있다.66)

일설 춘향전에서 춘향은 관속이나 하층 남성이 성적으로 대상화 할 
만큼 타자화된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춘향은 성적 대상화에 대해 반
발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65) 일설 춘향전, 130~131면.
66) 일설 춘향전,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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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은 이 작자들 찾아오는 것이 분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였다. 그
렇지만 사또 자제 이도령이 없으니 어디 등을 대일 데가 있을까. 한사코 
대문을 안 열어주면 발길로 차고 지랄을 하니 남부끄럽고, 방에 들어온 뒤
에 푸대접하면 당장에 수모도 수모려니와 원혐을 품어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르겠고, 마치 물귀신에게 단련을 받는 사람처럼 춘향의 얼굴에는 날로 
병꽃만 노랗게 핀다.67)

앞서 언급하였듯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여성 규범에 순종하고 이도령
과 모친에 순종하는 인물이다. 이도령과 결연한 이후 춘향은 자신의 감정
을 배제하고 이도령의 감정과 처지를 우선시한다. 타인에 순종하는 춘향
은 뭇 남성의 성적 대상화에도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저항하지 못하는 
인물로 왜곡되고 만다. 

이도령과 이별한 춘향이 다수의 남성에 의해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면모
는 도상 옥중화에도 보인다. 

춘향이 구관사또 자제께 정절 지킨다는 소문이 남원 바닥에 터지자 어
중이 떠중이가 모두 모여든다. 관속 건달 물론이요 장사아치, 공인(工人)
바치, 선비며 한량이며 늙은 녀석, 젊은 놈, 차돌같이 매끈한 놈, 멍석 같
은 얼그망태 배꼽 아래 무엇 하나 찬 놈들은 모두 모여들어서 춘향 집 대
문간을 기웃거리겠다. 지벌(地閥)로 부르는 놈, 재물로 달래는 놈, 문장으
로 후리는 놈, 시구(詩句) 써서 보내는 놈, 거문고 가야금 단소 피리 노래
로 후리는 놈, 면상에 만심(慢心) 품고 추파를 보내는 놈, 매파(媒婆)를 
내세워서 속여서 달래는 놈, 담 밖에 거닐으며 발돋움에 보는 놈, 별의 별
놈 많건마는 도령 생각 일편단심 춘향 마음 꺾일소냐.68)

도상 옥중화에서도 춘향은 뭇 남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 자신의 감
정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도상 옥중화는 위의 서술을 통해 성
적 대상화에도 이도령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여성, 정절을 지키는 
여성으로 춘향을 형상화하고 있다.

기실 춘향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문제는 춘향서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67) 일설 춘향전, 132면.
68) 도상 옥중화,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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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의 경우 왈자들이 
형벌을 당하여 혼절한 춘향을 구완할 때 춘향의 등에 손도 넣어보고 젖가
슴도 만져보며 춘향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69) 그러나 이는 춘향이 혼절
하여 의식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에 대
한 성적 대상화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는 봉사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춘
향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사이 중장을 당하였다 하니 상처나 만져보자.”
얼굴부터 내리 만져 젖가슴에 이르러는 매우 지체하는구나. 
“애고, 게는 관계치 않소.”
대답하고 차차 내려다가다 불가불 주점할 데 다다라는 
“어뿔사 몹시 쳤구나. 바로 학치를 패였네. 제 아비 쳐죽인 원수던가.”
하며 삼삼미를 만지려고 몸을 굼실하는구나. 손을 빼어 바지춤을 물리치

고 꿇어앉아 거취를 차리려 하니 춘향의 성품에 뺨을 개뺨치듯 하여 보내
련마는 겨우 참고(……).70)

남원고사의 춘향은 자신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치욕으로 여긴다. 자
신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봉사에게 뺨을 치고 싶을 만큼의 분노를 느끼는 
것이다. 1897년에 필사된 기생계 춘향서사인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에는 성적 대상화에 대한 춘향의 반발이 명시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왈자가 형벌을 당한 춘향을 구완하며 제 입에 닿았던 청심
환을 먹이려 하자 춘향은 이에 반발한다.

이놈이 접시에 닥닥 갈라 제가 먼저 홀짝 마실 제 입 대었던 데로 춘향 
입에 대이며 

“먹어라.”

69) “그 왈자 하는 말이 너희는 뒤에서 부축하여 오는 체 하고 등에 손도 넣어보며 
젖가슴도 만져보고 뺨도 어찌 닿여 만져 보고 손도 또한 틈틈이 쥐어 보고 온갖 
맛있는 간간한 자미와 은근한 농창은 다 치고 우리는 두 돈 오 푼 받고 모군(募
軍) 서는 놈의 아들놈처로 가면 좋은 줄만 알고 간단 말이냐.”(남원고사, 
99~100면) 해당 서술은 동양문고본 춘향전 276면에도 유사한 행문으로 나타난
다.

70) 남원고사, 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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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이 아무리 정신을 놓았은들 그 꼴을 보았거든 먹을소냐. 손으로 탁 
처발리며

“이것 앗소. 죽을 년이 청심환 먹고 무엇 먹고 하잔말가.”71)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의 춘향은 왈자에게 업히는 
것 역시 거부한다.

여숙이 썩 나서며 
“압다. 조금 업고 가자.”
달려들어 업으려 할 제 춘향이 하는 말이
“놓소 놓소 여기 놓소. 죽을 년이 무슨 호강으로 남에게 업히고 갈 게 

무엇인가.”72)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가 현저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
향이 자신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치욕으로 여기고 이에 반발한다. 또한 
춘향의 열녀로서의 형상이 부각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왈자의 춘
향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춘향의 열녀로서의 형상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휘한다.73) 고대본 춘향전과 같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
서사에서는 봉사 또한 춘향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으며 춘향의 정절을 이
해하는 면모를 보인다.74) 일설 춘향전 이전의 춘향서사에서도 춘향에 
71)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 360면.
72) 하버드대 연경도서관 소장 94장본 춘향전, 361면.
73) “사령이 달려들어 크나큰 전목칼을 연약한 춘향 목에 에후리쳐 무름씨고 칼머리

를 인봉하여 수쇄 족쇄 삼문 밖에 끌어내니, 남원 한량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 이 때에 춘향이가 손 볼 날이 없으니 한량 친구가 있겠느
냐.”(김동욱 소장 75장본 춘향전, 258면); “칼머리 인을 쳐 옥문 밖에 끌어내니 
남원의 오입장이가 다 들어온다 하되 춘향이가 오입장이 친한 일도 없거니와 관장
에 가 죽기로 악쓰고 나온 춘향에게 가까이 할 이가 있을까보냐.”(사재동 소장 낙
장 70장본 춘향전, 김진영 외 편, 춘향전 전집 8, 박이정, 1999, 94면); “다른 
춘향가는 한량들이 다 왔다하되 춘향이가 수선하는 계집아인데 그럴 수가 있겠느
냐. 남원골 기생들이 다 나오는가보더라.”(박순호 소장 91장본 춘향전, 236면) 

74) “가옥하는 소리 가자는 아름다울 가자, 옥자는 구슬 옥자, 열녀비어백옥(烈女比
於白玉)이라. 아름답다 저 여인아 칭찬하는 소리로다. 갈가옥하는 소리 그 아니 더 
흉하오. 갈자는 다할 갈자, 옥자는 너 갇힌 옥 옥자되 옥방살이 다하였다 연통하는 
그 소리다. 꽉꽉 소리 더 흉하오. 부월(斧鉞)이 당전(當前)하여도 네 속에 먹은 말
을 꽉꽉하라는 그 소리다. 만고열녀 굳은 정절 비금인들 모를소냐.”(구자균 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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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적 대상화는 상당히 문제적인 에피소드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춘향서사의 전변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일설 춘향전에 형상

화된 춘향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매우 예외적이다. 일설 춘향전에서 다
수의 남성이 춘향을 성적 대상화하는 에피소드는 1925년 11월 10에서 
1925년 11월 11일까지 양일에 걸쳐 연재되었다. 이 에피소드의 분량은 
2300여자에 달하여 일설 춘향전 전체의 2퍼센트 가량을 차지한다. 이
는 일설 춘향전에 춘향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의도적으로 확대되어 있
음을 말해준다. 자신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극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남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다
만 체념하고 인내하고 견딘다.75) 자신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반발하지 
않는 춘향은 일설 춘향전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일설 춘향전
의 춘향이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남성에 순종하는 여성이
자 한 남성에 대한 정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
는 점과 유관하다. 일설 춘향전의 춘향은 남성 주체에 의해 타자화된 
여성이다.

일설 춘향전은 옥중화와 고본 춘향전의 영향 아래 창작된 텍스트
로 알려져 있다.76) 주지하듯 옥중화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의 면모를 계승한 텍스트이고, 고본 춘향전은 전형적 근대이행기 기생
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와 친연성을 보이는 텍스트이다. 상이한 계열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혼성(混成)되었으나 일설 춘향전이 지향하는 춘향의 
형상은 일관적이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춘향이다. 일설 춘향전의 춘
향은 모친에 순종하고 이도령에 순종한다. 일설 춘향전의 춘향에게서 

｢고대본 춘향전｣, 413면)
75) 보부아르는 “여자들의 성격을 나타내는 특징의 하나는 체념이다. (…중략…) 이

러한 체념은 간혹 놀랄 만한 인내를 낳는다. 그 인내는 흔히 남자보다도 육체적 
고통에 잘 견딘다. 경우에 따라서 금욕주의적 용기도 가져온다”고 하면서, ‘체념’은 
여성의 특징적인 성격으로 여겨져 왔다고 말하였다.(시몬 드 보부아르, 조홍식 역, 
제2의 성 下, 을유문화사, 2019, 352~353면 참조)

76) 이지영,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에 대한 재고｣,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
대문학회, 2016, 5~34면 참조. 이지영 역시 일설 춘향전이 옥중화와 고본 
춘향전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종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그 원인
을 이광수가 치밀한 구도를 세우지 않고 신문 연재를 위해 수시로 서술한 점에서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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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 개인 춘향이 보여주었던 능동성이나 생동감, 자신의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백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일설 춘향전이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춘향이라는 인물을 순종적인 여성으로 재편한 텍스트이자, 춘향
을 여성으로 타자화한 텍스트임을 말해준다. 순종과 인내는 여성에게 요
구되어온 가치였기 때문이다.77) 요컨대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을 ‘여성’에 
국한시키며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퇴색시킨다.

3) 월매에 의한 춘향의 手段化

옥중화 이후의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모친 월매는 물질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생활의 궁핍으
로 인하여 즉물적(卽物的) 세계인식을 형성한 하층민을 상징하였다.78)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열행을 이해하며 춘향에
게 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할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근대 춘향서사는 춘향
의 부친을 모두 양반으로 설정하고 월매가 춘향의 신분을 양반의 딸로 규
정하여 춘향을 교육하는 등의 면모를 공통적으로 보인다. 근대 춘향서사
는 춘향의 신분 설정에 있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답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월매의 성격에 있어서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서사의 초반 춘향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규범의 교육
을 주도하며 이도령과의 결연을 직접 주관하던 월매는, 이도령이 이별을 
고하자 돌연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고 춘향에게 다른 남성과 결연하여 물
질적 이익을 취할 것을 종용한다. 이는 근대 춘향서사의 월매가 딸의 입
장에 서서 춘향의 열행을 이해하기보다 자신을 주체로 설정하며 춘향을 
기생으로 타자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들전의 월매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와 같이 춘
77) 보부아르는 음식을 만드는 일과 같은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 수동(受動)과 인내

를 가르친다고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수동적 성격, 나아가 순종적인 성격, 
그리고 인내는 보편적으로 여성에게 요구되어 온 덕목이라 할 수 있다.(시몬 드 
보부아르, 앞의 책, 347면 참조)

78) 김지윤, ｢춘향서사에서 월매 역할의 변이｣, 149~1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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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7세에 입학시켜 열녀전과 효경을 읽게 하고 춘향의 통혼을 고
민하는 등 춘향을 여염의 여성으로 상정하고 길러내었다. 그러나 이도령
이 이별을 고하자 돌연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며 다른 남성과 결연할 것을 
권한다.

“예사 첫사랑 첫 이별 슬프다고 하건마는 노류장화 네 몸 되어 불시예사 
이 뿐이라. (…중략…) 역마도 갈아타면 낫느니라.”79)

우리들전의 평비자는 위의 구절에 평비를 붙여 기생이 물질주의적 속
성을 가지게 된 것은 기생어미의 종용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 남을 호려 뺏어 먹을 때는 구미호 같이 호려 뺏고 재물이 핍진하
면 당장 그날 아침에 박차 버려야지, 만일 정근이라든지 염의라든지를 생각
하여 조금이라도 주저애련하면 어미와 형제가 모두 욱때기고 동류들이 조
롱하여 수단이 없느니 어리석으니 논박을 하며 당일에 곧 송구영신을 해서 
또 다른 사람 호려가지고 돈 뺏어들이는 걸로 목적을 삼으니 그게 본래 제 
천성이 그런게 아니라 가르쳐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외다. 원인을 말
하자면 창녀가 그러는 게 아니라 창기의 어미가 그러는 것이요.”80)

이는 우리들전의 평비자가 월매의 행위를 기생어미의 속성으로 이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생어미는 일반적으로 물질주의적 속성을 지니
며, 기생 딸을 수단으로 삼아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성격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미루어 볼 때, 근대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물질주의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기생어미로 딸을 수단화하는 속성을 보인
다. 

월매의 물질주의적 면모는 일설 춘향전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월매는 
춘향을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여성 규범을 교육하였다.81) 또한 어머니로

79) 우리들전, 73면.
80) 우리들전, 74면.
81) “이 애가 비록 월매의 딸로 태어났으나 근본은 양반이오. 회동 성참판 영감이 보

의로 남원에 좌정하여 나를 수청을 들이시었다가 몇 달 만에 이조참판으로 승차하
여 내직으로 들어가실 적에 날더러 가자고 하시는 것을 노모가 계신 고로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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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춘향의 행실을 유교적 여성 규범에 부합하도록 규율하기도 하였다.82) 
그러나 이도령이 상경하자 일설 춘향전의 월매는 돌연 춘향을 기생으로 
여기고, 춘향이 다른 남성과의 결연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추구할 것을 
기대한다.83) 이도령이 춘향에게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해주지 않고 상경
하자 월매는 이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가 놈이 외양은 번듯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건마는 그 놈이 천하에 
흉물스럽고 전 깍쟁이 놈이다. 어쩌면 감언이설로 살이라도 베어 먹일 듯
이 너를 꼬여내어 진탕치듯 놀다가 우물쭈물 너를 속여 내어 버리고 가면
서도 돈 한 푼 피륙 한 자 이러한 말없이 가니 그러 전 깍쟁이 놈이 어디 
있나. 나는 생각하기를 이가 놈이 너는 못 데려가더라도 적더라도 논 섬지
기 돈 천 냥은 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말 저말 없이 가니, 요놈이 전 깍쟁
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84)

월매는 물질적 보상 없이 떠난 이도령을 깍쟁이로 지칭하고 인색한 인
물이라 폄훼한다. 이는 월매가 사랑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물인 까닭이다. 
월매가 배금주의(拜金主義)를 지향하고 있음은 다음의 발화에 명시된다. 

“세상 천하에 돈 밖에 더 좋은 것 있다더냐. 주는 돈을 왜 안 받아? 서
방이 좋다 해도 사랑 절반 돈 절반이라, 사랑 없는 서방은 써도 돈 없는 
서방은 못 쓴다. 사랑 먹고 산다더냐, 돈 있어야 먹고 산다. 너는 아직 나
이 어려 이 일 저 일 모르거니와 젊었을 제 내 천 냥 만들어야지 내 천 

고, 이별한 그 달부터 잉태하여 이 애를 낳았는데 (…중략…) 이 애를 내가 기를 
제 금이야 옥이야 중문 밖에도 안 내놓고 꼭 글공부만 시켰지요. 이 애도 근본이 
양반의 씨라 재주로나 행실로나 어느 대가 댁 아가씨한테 밀리지 아니하지요.”(
일설 춘향전, 71면)

82) “허허 이게 웬 울음이냐.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으니 동네 사람은 자겠느냐. 이 
밤중에 요망하게 대고 우니 매쳤느냐. 사(邪)가 들렸느냐. 아비가 없으니 어미 하
나 있는 것을 어서 죽어지라고 이게 웬 방정이냐. 사오 세부터 사서삼경 배운 행
실이 이것이냐. 이게 무슨 행실이냐.”(일설 춘향전, 103면)

83) “월매는 비록 일점 흑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작자들 중에 다행히 큰 고기
나 하나 걸리면, 첫째로는 춘향의 상사병도 낫겠고, 둘째로 몽룡에게 헛 미끼 때운 
것도 보충할 생각을 하여 처음에는 딱딱하게도 굴었으나, 점점 아양을 부리게 되
었을지라도(……).”(일설 춘향전, 131면)

84) 일설 춘향전,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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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 못 만들고 이렁저렁 늙어지면 밭고랑 베고 죽는단다. 아따 그놈 이가 
놈, 갈 놈이면 잘 갔다. 그 놈이 일 년만 더 있었더면 내 집 팔아넘길 뻔
했네.”85)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일설 춘향전에서 월매는 속물을 넘어 배금주의
를 지향하는 인간으로 형상화된다.86) 그리고 월매의 배금주의적 면모는 
도상 옥중화에도 나타난다. 도상 옥중화의 월매는 일설 춘향전의 
월매와 같이 이도령이 춘향에게 물질적 이익을 제공해 주기를 노골적으로 
기대한다. 춘향은 서울로 떠난 이도령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데, 월매는 이
도령이 편지만 보내고 돈을 보내지 않았다며 비난한다.

“해의채도 안 보냈느냐. 그러기에 내 처음부터 깍쟁이로 보았다. 그래 
양반의 자식이라 장안갑부라 떠벌리고 진탕 치듯 놀고 남의 딸만 버려놓
고 돈 한 푼 피륙 한 자 이렇단 말없이 딱 잘라 먹는단 말이냐. 그놈의 새
끼 그새 먹이고 대접하고 하느라고 일백 스물 석 냥 너 돈이나 썼다. 요놈
의 새끼 천살을 칵 맞아라.”87)

‘해의채’(解衣債)는 남성이 자신과 관계를 맺은 기생에게 주는 해웃값을 
가리킨다. 서사 초반부 춘향을 성참판의 딸로 규정하고 춘향의 교육을 주
도하던 월매는 이도령이 상경하자 춘향을 돌연 기생으로 여기며 위와 같
이 말한다. 도상 옥중화의 월매는 또한 다수의 남성이 춘향에게 성적 
욕망을 품고 춘향과 결연하려는 의사를 표하자, 물욕(物慾)에 탐이 나서 
춘향에게 이도령 이외의 남성과 결연하기를 권하기도 한다. 이는 물질의 
추구를 위해 월매가 춘향을 수단화하는 면모이다.

오작교에서는 월매가 물질의 추구를 위해 춘향을 수단화하는 면모가 

85) 일설 춘향전, 119면.
86) 기왕의 연구에서는 일설 춘향전에 나타난 월매의 배금주의적 형상에 “‘돈’의 

위력이 사랑을 뛰어넘는 현실, ‘사랑이냐 돈(혹은 권력)이냐’의 통속적 이분법이 
담론이 유행하던 1920년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홍혜원, ｢“춘향” 이
야기 겹쳐 읽기 –이광수의 一說 春香傳 연구｣, 비교한국학 21권 3호, 국제비
교한국학회, 2013, 450면 참조) 1920년대의 현실을 고려한다할지라도, 이광수의 
월매 형상화는 춘향서사의 근대적 변모라는 자장 안에서의 형상화이다.

87) 도상 옥중화,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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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뚜렷이 형상화된다. 오작교의 월매는 이도령이 상경한 뒤 춘향을 
다른 혼처에 시집보내어 뇌덕을 보고자 한다.88) 이에 이대용이라는 거부
의 아들로부터 금전과 피륙을 받고 춘향과 이대용의 혼인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이 애야, 내가 너 하나를 길러서 몸을 의지코자 하는 바 서울 이도령이 
공연히 너를 유인하여 몸을 허락하여 놓고 한번 간지가 사 년이 되도록 
다시 찾을 생각이 없으니 이는 아주 저버리는 것이라. 서울 소년 자제의 
행위가 본래 그러한 것이니 그를 어찌 믿겠느냐. 차라리 진작 알아차리는 
것이 옳겠기로 좋은 곳을 얻어 결혼하기로 허락하고 돈과 피륙을 예단으
로 받아온 것이니 너는 어미의 정경을 생각하여 마음을 돌려라. 자식이 되
어 어미가 기한을 면코자 하는 바에 다른 의논을 내어서야 정의와 도리에 
적당하다 할 수도 없고 또는 너의 몸에 평생 관계가 되는 큰일이니 깊이 
생각하여 어미의 말대로 하자.”89)

오작교의 월매는 물질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춘향에게 개
가(改嫁)를 종용하며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90) 또한 ｢희곡 
춘향전｣에도 월매의 물질주의적 성격과 춘향에 대한 수단화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월매는 춘향을 수단으로 삼아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직설적
으로 표현하며 춘향과 이도령이 결연하기를 기대한다.

 
월매: “허기야 나도 사또 자제쯤은 내 사위로 얻어 와도 그다지 해롭지

는 않을 것 같다. 이왕 딸을 낳아서 남을 줄 양이면 그런 돈 많고 지벌 높
은 데다 주어야 나두 네 덕을 보지 않겠냐?”91)

88) “당장 생활이 곤란하고 또는 이도령의 찾기를 기다리자 하니 기한이 없는 일이
라. 춘향을 다른 곳에 혼인하여 뇌덕을 보려하는 마음이 차차 발생하여 딸을 효유
하여 보고자 하는 때가 많았지마는(……).”(오작교, 165면)

89) 오작교, 166면.
90) 조윤제는 ｢춘향전 이본고｣에서 일설 춘향전의 ｢상사｣편이 오작교에서 많은 

암시를 받은 듯하다고 논하였다.(｢춘향전 이본고(2)｣, 142면 참조) 이는 두 텍스
트의 월매 형상이 유사한 데에 착안하여 도출된 결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텍스
트의 선후관계를 따져보면, 일설 춘향전은 1925년에서 1926년 사이에 동아일보
에 연재되었고 오작교는 1927년에 간행되었다. 즉 조윤제의 견해와는 반대로 
일설 춘향전의 월매 형상이 오작교의 월매 형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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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희곡 춘향전｣의 월매는 이도령이 상경할 때에 춘향에게 물질적 
보상을 받아둘 것을 당부한다.

월매: “이년아, 만일 못 데리고 가겠다거든 한평생 먹고살 것이라도 꼭 
받아두어라. 응, 알겠니?”92)

월매 곁에 있던 과부는 임이 없는 세상보다 돈이 없는 세상이 더 가소
로우므로 이별할 때에 매달려서 돈이라도 듬뿍 빼앗아 두어야 한다고 말
하며 월매의 태도에 동조한다. ｢희곡 춘향전｣의 월매 역시 춘향을 양반의 
딸로 여기는 한편, 동시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기생과 남성의 사랑으
로 여기고 기생어미의 입장에서 춘향을 수단화하여 물질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설정을 답습하면서도, 월매의 형상에 있어서는 근
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계승하지 않는다. 서사의 초반에는 월매가 
춘향을 양반의 딸로 여기지만 이도령과 이별한 뒤에는 기생으로 여기며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설
정에 따라 춘향은 물론 주변인물의 성격을 일관되게 형상화하며 서사적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을 시종
일관 기생으로 규정하며 춘향에게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 것을 종용하였
다. 반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일관되
게 기생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춘향의 열행을 지지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근대 춘향서사에서 월매의 형상은 일관성을 결여하고 착종된다. 그리
고 이는 근대 춘향서사가 춘향의 신분 문제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또한 시사한다. 월매의 물질주의적 형상과 춘향에 대한 수단화를 통해서
도 근대 춘향서사가 춘향의 신분 문제에 유의하지 않는 서사로 전변을 이
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91) ｢희곡 춘향전｣(8), 조선일보, 1936. 2. 9.
92) ｢희곡 춘향전｣(18), 조선일보, 1936.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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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現代 春香敍事의 解體와 再構成

‘현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확립되어 근대 춘향서사에
서도 유지되어 오던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변형(變形) 또는 해체하고, 
춘향이라는 인물과 주변인물의 성격에도 변모가 나타나 춘향서사의 해체
적 양상을 보여주는 서사 텍스트를 가리킨다. 춘향서사의 현대적 전변을 
뚜렷이 보여주는 춘향서사 텍스트에는 1951년에 발표된 탈선춘향전, 
1967년에 발표된 ｢춘향뎐｣, 1990년에 발표된 ｢옥중가｣, 1994년에 발표
된 외설춘향전, 2005년에 발표된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이 있다. 탈선춘향전은 춘향의 형상에 1950년대의 당대
성(當代性)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변모를 보인다. ｢춘향뎐｣은 춘향과 이
도령의 결연 과정을 서술하지 않으며, 춘향의 관습적 세계에 대한 저항을 
기존의 춘향서사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한다. ｢옥중가｣는 춘향을 
월매에 종속된 인물로 전도(顚倒)시키는 변모를 보인다. 외설춘향전은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대체로 유지하나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개변하
고 기존의 춘향서사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등장인물을 삽입하여 춘향서사
의 기본구도를 부분적으로 변형한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이도령의 비중을 축소하고 춘향과 신관 사또의 형상에 
큰 폭의 개변을 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현대 춘향서사, 특히 현대에 들어 소설의 양식으로 창작된 춘향서사는 
춘향이라는 인물 및 기존의 춘향서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춘
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되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춘향서사
로 재구성된다. 이에 본고는 제Ⅴ장을 통해 현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변모
의 양상을 춘향과 주변인물의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고, 춘향서사의 
현대적 전변에 내재된 의미의 질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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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적 개인의 지속과 소거

1) 문제적 개인의 지속 - 독자성으로의 집중

루카치가 논한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주인공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대한 이질성과 독자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본고는 루카치의 문제적 개인
에 관한 논의를 원용하여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전형적 텍스트에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을 밝혔다. 근
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와 근대 춘향서사에서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퇴색하여 가던 춘향은, 일부 현대 춘향서사에서 다시 독자적 자유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의 문
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에 집중하여 춘향의 독자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현대 춘향서사로는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이 있다.

1951년에 간행된 탈선춘향전은 춘향을 자유의지에 따라 구시대의 관
습을 타파하고자 하는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한다.1)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은 양반의 딸로 규정되며 그 신분 설정에 있어서는 근대이행기 비기
생계 춘향서사를 답습한다. 방자는 춘향이 양반의 핏줄을 타고 나 만만히 
볼 수 없다고 말하나,2) 기실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을 만만히 볼 수 없
는 까닭은 그 신분 때문이 아니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
향은 규범을 학습하여 부덕(婦德)과 절행(節行)을 갖춘 인물이었기에 방
자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그러나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구시대의 관습적 
1) 기왕의 연구에서 탈선춘향전은 춘향서사를 해학적으로 패러디한 작품으로 논의

되어 왔다.(정병헌, ｢춘향전 서사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고전희곡연구 6, 한국
고전희곡학회, 2003) 또한 1950년대 자유당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주정치에 
대한 염원을 표현한 춘향서사로 논의되기도 하였다.(권순긍, ｢｢춘향전｣의 근대적 
변개와 정치의식｣,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이 외에 방
자와 향단의 형상을 통해 당대의 서민상을 보여준 춘향서사로 이해되기도 하였
다.(이미원, ｢<춘향가> 변주에 나타난 한국 사회계층화의 변모｣, 한국연극학
57, 한국연극학회, 2015)

2) “어미는 비록 천한 기생의 몸일망정 근본이 서울 성만서란 양반의 핏줄을 타고난 
터이오라 그리 만만히는 못 건드릴 터수인가 하오.”(이주홍, 탈선춘향전, 신구문
화사, 1955, 28면) 탈선춘향전은 1951년 부산의 남광문화사에서 간행된 뒤, 
1955년 신구문화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재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1955년에 간행
된 탈선춘향전을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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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를 거부하는 인물이기에 방자로부터 칭송을 듣는다. 이도령이 부른다
는 전언을 들은 춘향은 권력에 억눌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 자리를 
뜬다. 이에 방자는 춘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춘향이가 제법이야. 연치는 적을 망정 하는 말이 그럴 법하거든. 으응, 
나두 남존여비 관념의 봉건사상은 반대야.”3)

방자는 춘향의 말에 ‘남존여비(男尊女卑) 관념의 봉건사상’에 대한 반
대, 즉 구시대의 관습적 세계질서에 대한 반대가 드러남을 간취하고 춘향
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자는 춘향에게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탈선 춘향전에서 춘향의 신분은 양반의 딸로 설정되어 있으나, 
춘향 주변의 인물은 대개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여긴다. 그러나 춘향 
주변의 인물들은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일반적 기생이 아니라는 점을 인
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을을 순찰하는 순라꾼들은 춘향의 신분을 기생
으로 규정하면서도, 춘향이 일반적인 기생이 아니라 기생으로서의 삶을 
부정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참, 춘향이 얼굴 봤나?”
“오늘 갈려 온 놈이 언제 볼 새가 있나? 남원 사내치구 침 안 흘리는 놈

이 없다는데 소문이야 들었지.”
“과연 천하일색이래야. 어느 놈이 앗아 갈는지.”
“별 수 있을라구. 트기 딸이니 또 어느 놈 수청이나 들어먹겠지.”
“어림두 없는 소릴. 개천에도 용이 난다고 그런 애는 아니라나봐.”4)

탈선춘향전의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적대적인 문제적 개인이라는 점은 이도령과의 결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형상화된다. 이도령과의 결연 과정에서 춘향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독자성

3) 탈선춘향전, 39면.
4) 탈선춘향전, 6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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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출한다. 이도령이 부른다는 방자의 말에 춘향은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그 놈은 제 아비 덕에 두둑이 배나 불리고 들어앉었을 일이지 가문 팔
구 세도 팔아서 남의 집 미혼 처녀 농락하는 것만 직업이라더냐?”5)

춘향은 이도령을 세도(勢道)를 배경으로 하여 처녀를 농락하는 부정한 
권력이라 규정한다. 신분이라는 관습적 세계의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방자는 춘향에게 관장 자제의 부름을 거역하
였다가 관가에 붙들려 갈 일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방자의 말에 
춘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난 서 푼어치도 못 되는 권력에 누질려서 사랑의 신성을 더럽힐 그런 
천하고 썩어빠진 여성은 아니라구.”6)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권력에 의해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유의지
로서의 사랑을 훼손시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춘향은 관장이라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자, 권력을 가진 자의 도리(道理)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형성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춘향의 문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이
도령과 춘향의 결연은 쉽사리 성사되지 않는다. 춘향은 결연 과정에서 이
도령이 권력층으로서 올바른 의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문제 삼
는다.

“비록 혼례상을 벌여 놓고 성례는 못할망정 빈 손목 마주잡고서라도 오
늘 밤 백년가약을 맺자꾸나.”

“백년가약을 하면 뭘 하나요?”
“허, 너두 나만큼이나 성미가 급하구나. 우리가 두 내외 되어서는 나는 

벼슬을 구하여 당장 높이 백성을 호령하고.”
(…중략…)

5) 탈선춘향전, 38면.
6) 탈선춘향전,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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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벼슬이 되거들랑 백성의 수족이 되어 알뜰히 나라에 충성을 바침
이 마땅하겠거늘, 높은 자리에 뭉개고 앉아 도리어 세도 지위로 백성을 괴
롭히려 드니, 이 어찌 내 낭군 될 자격이 있겠소.”7)

위의 장면에서 이도령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익숙한 권력층, 즉 관원
의 지위를 얻어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양반으로 묘사된다. 춘향은 이도령
이 가진 권력층으로서의 의식을 비판한다. 관원은 백성의 수족이 되어 나
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세도를 부려 백성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
라는 것이다. 탈선춘향전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지연시키는 요인
은 권력에 대한 인식의 상충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이도
령과의 신분 격차 문제나 일부종사의 실천 문제로 인해 결연을 주저하였
던 것과 비교할 때, 탈선춘향전의 변모는 주목을 요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문제적 개인 춘향은 지인지감을 통해 이도령
이야말로 자신이 희구하던 사랑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인물임을 간취하고 
이도령과 결연한다. 그러나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의 지인지감은 이도령
의 부정적 면모를 간취하는 계기로 전도된다.

“제 오늘 광한루로부터 돌아와 머리가 아프다는 것도, 먼빛에 당신 풍골
은 맘에 들어 작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나, 하시는 태도가 너무나 뒤떨어
졌기에 스스로 맘을 정리치 못해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오.”8)

춘향은 이도령과 결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다. 춘향은 지인지
감을 통해 이도령의 의식과 태도가 후진적이라는 점을 간취한다. 지인지
감의 전도는 탈선춘향전의 춘향이 여성으로서 인권을 존중받는 삶을 추
구하며 의식의 선진성을 형성한 인물로 변모하고 있는 점과 유관하다. 
탈선춘향전에서 이도령 의식의 후진성과 춘향 의식의 선진성은 거듭하여 
대비된다. 이도령은 자신이 벼슬에 오르고 춘향은 귀부인이 되어 춘향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미래를 상상하나, 이도령의 말을 들은 춘향은 다음과 
같이 반발한다.
7) 탈선춘향전, 96~97면.
8) 탈선춘향전,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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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는 아무 생명 없는 나무둥치가 돼서 연장처럼 당신 시키는 대로
만 해야 된단 말이오? 아예 난 갑니다.”9)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한 남성의 아내가 되어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거부한다. 근대 춘향서사의 춘향은 이도령에게 순종하고 이도령의 감정과 
처지를 우선시하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성이
었다. 그러나 1951년에 등장한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우선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출한다. 
현대 춘향서사의 최초 텍스트에서 춘향은 독자성을 전면화한 문제적 개인
으로 부활한다.

탈선춘향전에 나타난 춘향의 발화를 통해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춘향이 거부한 관습적 세계의 질서가 신분제적 위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춘향은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남존여
비의 관습 또한 거부한다.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이 적대감을 표출하는 
관습적 세계는 확장된다. 이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현대
적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탈선춘향전은 문제적 개인이라면 신분제적 
위계질서 뿐 아니라 남녀 사이의 위계질서에도 저항감을 가지는 것이 마
땅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탈선춘향전에서 이도령은 춘향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생각한다. 그만
큼 춘향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은 1950년대의 사회 현실에서 상당히 
선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10) 나아가 탈선춘향전에서는 춘향의 
열행이 여성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 신관 사또
는 창기의 딸로서 주제넘게 여성의 정절을 사칭하였다는 이유로 춘향에게 
형벌을 내린다.11) 이에 남원의 과부동맹원이 춘향을 구명하기 위해 관아
9) 탈선춘향전, 98면.
10) 탈선춘향전에서 춘향이 여권의 신장을 주장하는 선진적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

다는 점은 권순긍, 앞의 논문, 488~489면; 정봉석, ｢이주홍의 춘향 제재 변용 희
곡 연구｣, 동남어문논집 20, 동남어문학회, 2005, 233면; 김남석, ｢1940-50년
대 ｢탈선춘향전｣의 변모 과정 연구 – 이주홍의 원작 희곡과 각색 시나리오 ｢탈선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13~16면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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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모여드는데 이 때 이들은 ‘춘향 사형 절대 반대’, ‘여성을 노예로부터 
해방하라’, ‘정치의 민주화 만세’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플래카
드에 적힌 문구를 통해 남원 과부들이 여성 인권의 신장을 추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남원 과부들은 남편에 대한 수절은 신분에 상관없는 
인륜의 실천이자 여성의 권리임을 주장한다. 

“여보 어사또! 이 처분이 웬 말이오? 남의 유부녀 강탈하려는 놈은 가만 
두구, 그것 마다는 약한 여자는 잡아다 매를 치니, 그래 수절도 양반만 하
지 상년은 정조도 없단 말이요?”12)

또한 남원의 과부들은 춘향의 수난이 초래된 근본적 원인은 이도령에게 
있다고 말하며, 춘향의 수난이 결국 남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
다. 이들은 여성의 해방과 자유의 추구라는 입장에서 춘향의 무죄를 주장
한다. 요컨대 남원 과부들의 발화를 통해 탈선춘향전에서는 춘향의 열
행이 여성 인권의 추구로 해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는 춘향의 
열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이다.

이상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탈선춘향전은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
서의 독자성에 집중하는 춘향서사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탈선춘향전에
서 춘향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여성 인권의 실현으로서 열
행을 실천하는 현대의 문제적 개인으로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다.

탈선춘향전 외에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독자성에 집중한 현대 
춘향서사로는 ｢춘향뎐｣이 있다. ｢춘향뎐｣에서 춘향은 “가장 어두운 중세
의 밤을 보낸 여자”로 규정된다. ‘중세의 밤’이란 중세적 지배질서가 춘향
을 억압하는 상황을 비유한다. 그러나 ｢춘향뎐｣의 춘향은 어두운 밤과 같
은 중세적 지배질서가 지배하는 세계를 벗어남으로써 자유의지를 실현하
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현저히 드러낸다.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에서 춘향은 신관 사또로 인해 고난을 겪으나, 이

11) “창녀의 어린 계집으로서 감히 관장의 엄령을 좇지 않고 잠월히 숙녀의 정절을 
사칭하야 함부로 발악 거절을 되풀이하니, 그 죄 만 번 죽어 마땅한지라 즉시 타
살을 하여 후인들을 징계하려 하노니 죽기를 설워 말라.”(탈선춘향전, 188면)

12) 탈선춘향전,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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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신관을 징치함으로써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 그
러나 ｢춘향뎐｣에서 춘향의 고난은 이도령에 의해 해결되지 않고 중첩된
다. 춘향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을 거부하다가 하옥되는 고난을 격은 
후에, 이도령 아닌 암행어사와 월매가 야기한 또 하나의 고난에 직면한
다.

｢춘향뎐｣에 나타난 춘향의 첫 번째 고난은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항
명함으로써 범상죄(犯上罪)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신관 사또는 춘향에게 
관장의 지엄함을 보이고자 하는바, 서술자는 춘향의 첫 번째 고난이 관습
적 세계의 질서인 중세적 지배질서에서 연유한 것임을 명시한다.

변학도는 심히 마땅치 않았다. 이토록 관장을 업신여기는 년이 일찍이 
있었다는 말도 듣지 못하였거니와 사대부 집안의 요조숙녀도 아닐 것이 
이토록 방자한 것이 무엇보다 괘씸한 것이다. 게다가 이몽룡이 이미 멸문
지문의 앞길 없는 일개 필부에 지나지 않음을 일러주었음에도 버티는 심
사는 모를 일이었다. 이년이 무얼 믿구서. 지금으로서는 그에게 남은 것은 
오기밖에 없었다. 정히 끝까지 항명하면 물고를 내어 관장의 지엄함을 보
여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름 있는 색향에 와서 이런 변을 당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울화가 치미는 것이다.13)

신관 사또가 말하였듯 이도령은 상경한 뒤 멸문(滅門)의 화를 입는다. 
이도령의 부친이 역모(逆謀)를 꾀하였다는 죄명으로 유배형에 처해지고 
결국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서술자는 이도령이 춘향보
다 더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었다고 말한다.14) 이도령은 역적의 자손으
로서 춘향의 살릴 힘이 없게 되었으나 춘향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으
로 향한다. 이도령은 모든 사회적 지위를 잃었지만 춘향에 대한 사랑과 

13) 최인훈, ｢춘향뎐｣, 웃음소리, 문학과지성사, 2008, 317면. ｢춘향뎐｣은 1967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발표된 뒤, 최인훈 전집에 수록되어 여러 차례 재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2008년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한 최인훈 전집(8) 웃음소리에 수록
된 ｢춘향뎐｣을 인용한다.

14) “남원옥에서 춘향이 어두운 밤을 새우고 있을 때, 한양의 몽룡이 집안에서는 그
보다 더 어두운 밤을 밝히고 있었다. 사랑에서 몽룡은 귀양 가는 부친과 마주 앉
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다. (…중략…) 그의 앞길은 캄캄하였다. 역적의 자손
에게 무슨 앞길이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캄캄하였다.”(｢춘향뎐｣, 315~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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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춘향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도령의 몰락을 
아직 알지 못하는 춘향은 이도령의 구원을 기대한다. 춘향은 옥에서 금관
(金冠)을 쓰고 홍삼(紅衫)을 걸친 이도령과 만나는 꿈을 꾼다. 이도령이 
옥으로 찾아와 “인명이 재천인데 설만들 죽을쏘냐”고 말하자, 춘향은 사랑
하는 이의 말을 의심 없이 믿는다.

｢춘향뎐｣의 춘향은 이도령이 아닌 암행어사에 의해 방송(放送)이 된 후
에야 이도령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된다. 춘향은 옥에서 풀려 나와 이도령
과 재회하였으나, 자신을 고난에서 구해 준 인물이 이도령이 아니었기에 
또 다른 고난에 직면한다. 이는 이도령 아닌 암행어사와 모친 월매에 의
해 야기된 고난이었다.

암행어사가 춘향을 소실로 소망한다는 것이었다. 열녀를 맞아 부귀영화
를 같이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월매가 전혀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
고 연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춘향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옥중에서 새
운 밤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경우는 기다릴 이몽룡도 없
고 믿을 모친도 없었다. 한 사람은 장모 눈치 보는 기둥서방이요, 한 사람
은 적이었다.15)

남원에 내려온 암행어사는 변학도를 봉고파직한 뒤 춘향을 소실로 얻기
를 희망한다. 이에 월매는 춘향을 암행어사의 소실로 보내 부귀영화를 얻
고자 한다. 이러한 계략을 알게 된 춘향은 자신에게 또 한번의 캄캄한 밤
이 찾아왔다고 말한다. ｢춘향뎐｣의 서술자는 춘향에게 찾아온 또 한번의 
캄캄한 밤을 비극(悲劇)으로 규정한다.

악역인 변학도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공정을 베푼 다음에 우리들의 사랑
하는 주인공들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들의 비극의 보다 진실한 모습이 떠
오르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변학도는 어떻든 간에 더 정확히 말
해서 변학도가 봉고파직이 돼서 무대에서 사라진 뒤에도 이몽룡 성춘향 
양인의 앞에는 여전히 캄캄한 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다.16)

15) ｢춘향뎐｣, 324면.
16) ｢춘향뎐｣, 3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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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텍스트에 직접 개입하여 변학도가 부녀에게 수청을 강요한 것
만으로 봉고파직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은 현대의 한국을 살아가
는 이들의 인식이라고 말한다. 또 변학도의 다스림이 과연 포악무도했는
가는 알 길이 없으며, 변학도가 남원으로 부임하기 전에는 변방에서 용장
(勇將)으로 활약하였고, 변학도의 봉고파직이 당파 싸움으로 인한 것이라
는 설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춘향뎐｣이 신관 사또가 과연 절대적 악인
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나아가 춘향서사에 대한 종래의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춘향뎐｣은 춘향의 밤이 변학도라는 악인 한 사람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춘향의 밤은 신관 사또가 봉고파직 되었다고 해서 벗
어날 수 없는, 중세적 지배질서가 춘향에게 가한 억압으로 해석된다. 조
선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춘향뎐｣에 나타난 춘향서사에 대한 재해석이다. 

｢춘향뎐｣의 춘향은 비극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춘향의 문제적 개
인으로서의 면모는 두 번 째 고난이 닥친 뒤에 더욱 부각된다. 춘향과 이
도령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관습적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밤도망’을 선택
한다.17) ｢춘향뎐｣에서는 춘향의 고난을 해결하는 인물이 이도령이 아니
라 춘향 자신이 되는 전변이 발생한다. 이는 ｢춘향뎐｣이 춘향의 독자성과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에 집중하여 재구성된 춘향서사임을 말해준다. 
｢춘향뎐｣의 춘향은 이도령의 해결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
척하여 사랑을 성취하는 인물로 질적 변화를 이룬다.18)

｢춘향뎐｣에서 춘향과 이도령은 관습적 세계를 벗어나 중세적 지배질서
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백산맥 기슭에 은거한다.19) 어느 노인이 산
17) 춘향과 이도령의 밤도망을 사회로부터 비현실적이며 고립된 낙원으로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황혜진, 앞의 책, 129면) 본고는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
18) 기존의 연구에서는 춘향의 행위를 시대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행동

의 일환으로 속세를 떠난 것이라 해석하였다.(이선영, ｢최인훈 문학의 아이러니와 
현대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01~207면 참조) 그러나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을 고려하며 ｢춘향뎐｣의 춘향 행위를 분석해 볼 때, 이를 단지 ‘적극적 
행동’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춘향의 행위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
에서 매우 파격적인 변모이기 때문이다.

19) 최인훈의 ｢춘향뎐｣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도피한 소백산맥은 ‘계층적 대립이 존재
하지 않는 서민층의 이상향’(연남경, ｢최인훈 ｢춘향뎐｣의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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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캐기 위해 산을 헤매다 이들의 집을 찾는데 이도령은 노인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묻는다.

남정네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이것저것 물으면서 긴 이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마침내 세 번째 걸음에 그녀는 넌지시 노인이 고단하실 테니 그
만 물러가자고 남정네를 안동하여 나가는 것이었다.

밤중에 노인은 소피를 보러 나왔다가 문풍지에 그림자가 마주 앉은 불 
밝힌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아낙네의 말소리에 걸음이 멎어졌다.

“씨팔놈의 세상일 알아서 뭐할랍디여?”
그러자 웅얼웅얼하는 남정네의 목소리.
“오매 속 뒤집는 소리 마씨요잉. 효도에도 양반상놈 있습디여?”
이번에는 남정네의 대꾸가 없다.20)

위의 인용문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이도령은 여전히 관습적 세계로의 복
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도령은 노인을 통해 부친의 신원(伸寃) 여부나 
모친의 소식 등을 수소문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춘향은 이
도령의 태도에 불만을 표한다. 자신 역시 모친에 대한 효를 포기하고 세
상을 떠나온 만큼 관습적 세계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애
초 춘향과 이도령의 밤도망이 관습적 세계와의 단절을 단행한 독자적인 
선택이었음을 확인케 한다. ｢춘향뎐｣의 춘향은 독자적으로 관습적 세계를 
떠나온 만큼, 관습적 세계로의 복귀 또한 독자적으로 거부한다. 이도령은 
관습적 세계에 미련을 두고 있으나, 춘향은 관습적 세계와의 전면적 단절
을 선언하고 관습적 세계에 대한 저항을 지속한다. 그리하여 이도령 부친
이 혐의를 벗고 신원되어 그 자손을 찾고 있다는 방(榜)이 붙어도 춘향과 
이도령은 관습적 세계로 복귀하지 않는다. ｢춘향뎐｣에서 춘향은 이도령과
의 관계에 있어서도 독자성을 보여주는 인물로 재해석된다. 

｢춘향뎐｣은 춘향을 모친에 대한 효성과 남편에 대한 순종을 모두 거부
하고 독자적 자유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

연구 12, 한국기호학회, 2002, 343면), ‘인간 평등과 관련된 낙원’(정병헌, 앞의 
논문, 408면), ‘더러운 세상과 구분되는 정결한 세계’(권순긍, 앞의 논문, 505면) 
등으로 해석된 바 있다.

20) ｢춘향뎐｣, 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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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춘향뎐｣은 춘향의 독자성을 형상화하는 데 집중하며, 춘향 사랑의 
성취가 중세적 지배질서에 대한 저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세적 지배
질서가 작용하는 세계를 독자적으로 벗어남으로써만 춘향의 사랑이 이루
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문제적 개인의 소거 - 문제성의 상실과 춘향의 종속

현대 춘향서사 가운데 ｢옥중가｣, 외설춘향전,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
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춘향을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인물로 형상화한다. 이들 텍스트에서 춘향은 독자성을 잃고 자신 이외의 
인물이나 특정한 관념에 종속된다. 

｢옥중가｣의 춘향은 월매에 종속된 인물이다. ｢옥중가｣는 춘향서사의 기
본 구도를 해체하여 춘향이 옥에 갇혀 있는 장면에서 서사를 시작하는데, 
춘향은 불결한데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옥에서의 생활에 몹시 불만을 느
낀다.

지지리도 못난 이년의 팔자 좀 보아. 대관절 이게 무슨 한심한 청승이란 
말인가. 아무리 연극도 좋고 어거지 열녀 시늉도 좋지만, 참말이지 이젠 
더 이상은 이따위 더럽고 지긋지긋한 옥살이만은 참고 버티어 낼 자신이 
없는 그녀였다. 생각 같아서야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에라이,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아무렇게나 몸을 내맡기고 싶은 충동이 불끈불끈 솟
구쳤지만, 어머니 월매와 수십 수백 번씩이나 굳게 다짐한 약속 때문에 차
마 그럴 수도 없었으므로, 춘향은 공연히 궁둥이만 들썩들썩 놓았다 내렸
다 하기를 되풀이할 뿐이었다.21)

위의 인용문은 ｢옥중가｣에서 춘향의 옥살이가 월매와 약속한 연극이라
는 점과 이 연극에서 춘향이 열녀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

21) 임철우, ｢옥중가｣, 물그림자, 고려원, 1991, 286면. ｢옥중가｣는 1990년 금호
문화를 통해 발표된 뒤, 이듬해 작가의 소설집인 물그림자에 재수록되었다. 본
고에서는 물그림자에 수록된 ｢옥중가｣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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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의 목적은 춘향을 양반댁의 안방마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월매는 
춘향을 양반댁의 안방마님으로 만들기 위해 모종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
하고, 춘향은 자유의지 없이 월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연극을 실연
(實演)한다.

｢옥중가｣의 월매는 춘향과 이도령을 결연시키기 위해 춘향을 광한루로 
보내어 그네를 뛰게 한다.22) 그네 뛰는 춘향을 본 이도령은 춘향에게 반
하고, 이도령의 사랑을 얻은 춘향은 이도령을 다만 신분 상승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로 여긴다.

비록 한 때 책방도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자신에게 빠져 있을 
무렵엔, 옳다구나, 이제 이 어리숙한 도령이 영락없이 내 치마폭으로 들어
왔구나 싶어져서, 잘만 손안에 넣고 주무르면 안방마님 소릴 머잖아 듣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달떴던 적이 있긴 했었다.23)

상경한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여 암행어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한 
월매는 춘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구나 네가 아직도 자기를 기다리느라고 혼자 수절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금방 감동해서설랑 철딱서니 없게시리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널 찾
아 달려 내려올 게 뻔한 일이여.”24)

월매는 춘향을 이도령을 위해 수절하는 열녀로 만들기 위해 연극을 꾸
민다. 연극을 기획하고 각본을 구성하는 인물은 월매이다. 춘향은 월매의 
말에 따라 수절하는 여성으로서 몸을 간수하고 신관 사또의 수청 요구 또
한 거부한다. ｢옥중가｣에서 춘향의 서사는 모두 월매의 계산과 조종에 의
해 이루어지며, 춘향은 독자성이라고는 없이 월매의 계획을 믿고 따르며 

22) “이 월매가 눈썰미 하나는 매섭지. 이서방이 생긴 것이나 됨됨이가 좀 어리벙하
고 희미해 보이긴 해도, 책상 앞에 앉아 죽어라고 글자만 파는 지구력 하나만은 
내가 일찌감치 알아보았더니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더러 향단이하고 둘이서 미리 
광한루에 나가 그네를 타고 있으라고 시켰던 게 아니냐.”(｢옥중가｣, 302~303면)

23) ｢옥중가｣, 294면.
24) ｢옥중가｣, 2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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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 행세를 한다.25) 그러나 월매의 계획과 달리 이도령이 남원부에 출
도하지 않음으로써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월
매는 춘향에게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 것을 종용한다. 사랑을 도구화하여 
신분의 상승과 물질적 풍요를 얻고자하는 가치관을 버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

월매는 돌연 춘향에게 변부사의 수청을 들라고 말한다.
“춘향아, 다른 도리가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 계획해 두었던 

대로, 차선책을 택하는 수밖에.” 
“그래요 엄마. 차라리 잘된 것일지도 모르잖수.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좀 많다는 것 말고는, 사내다운 풍채로 보거나 재물 규모로 보거나 또 장
래성으로 보거나 간에, 변사또 쪽이 그 어리숙한 푼수보담야 몇 배 몇십 
배 더 낫지 무어. 게다가 어디서 얼핏 들으니까, 변사또는 몇 해 전에 애
첩을 잃었다는 소문이던데, 꿈만 잘 꾸면야 나라고 해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지 말라는 법도 없는거고, 안 그러우 엄마?”

그 말에 월매는 별안간 커다란 힘을 얻은 것 같았다. 언제 무슨 일이 있
었느냐는 듯 웃음꽃이 활짝 핀 얼굴로, 월매는 자신을 닮아 영리하고 계산
속이 빠른 딸의 손목을 와락 끌어안았다.26)

｢옥중가｣의 춘향은 월매의 뜻에 따라 ‘닭 대신 꿩’ 격으로 신임 부사의 
수청을 들기로 결심한다. 즉 춘향은 독자성을 전연 상실하고 오로지 월매
의 각본에 따라 연극을 실연하는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27) 그
리하여 ｢옥중가｣의 춘향은 월매와 같이 기회주의자이자 사랑을 도구화하
는 인물로 그 성격이 전도된다. 춘향이 독자성을 상실하고 월매에 종속되
어 사랑을 신분의 상승과 생활의 풍요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기회주의적

25) “하지만 우선 당장은 월매의 말을 믿어 볼 도리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
머니 월매의 그 비상한 머리 굴리기 재주를 따라갈 사람은 온 남원 고을을 다 뒤
져도 하나 없을 것임을 그녀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이었다.”(｢옥중가｣, 290면)

26) ｢옥중가｣, 305~306면.
27) 장자백 창본 ｢춘향가｣의 월매를 ‘춘향의 그림자(shadow)로서 자신의 권력에 대

한 욕구를 춘향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인물’로 해석한 연구가 있다.(서은아, ｢월
매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태릉어문연구 7, 서울여대 국어
국문학과, 1997) ｢옥중가｣의 월매는 춘향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려는 
면모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월매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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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물로 형상화되는바, ｢옥중가｣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파격적으
로 재구성된 춘향서사이다.

외설춘향전은 춘향의 부친을 성참판으로 설정하고, 월매의 기자치성
과 춘향의 적강 모티프 등을 삽입하며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특징적 면모를 계승한다. 외설춘향전에서 월매는 지리산 반야봉에 올라 
기자치성을 올린 뒤 춘향을 잉태한다. 그리고 월매의 태몽을 통해 춘향이 
천상계 인물의 적강이라는 점이 현시되는데, 해당 대목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며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저는 원래 옥황상제께서 살고 있는 백옥경(白玉京)에서 시중들던 선녀
랍니다. 옥황상제의 분부를 따라 복숭아를 들고 광한전(廣寒殿)으로 갔다
가 그곳에서 적송자(赤松子)라는 신선을 만나 회포를 풀다가 백옥경으로 
돌아갈 시각을 깜빡 잊어먹고 말았답니다. 그 일로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 속계로 내침을 받고 말았답니다. (…중략…) 그런데 때마침 두류산 
신령께서, 지리산 산정에 부인이 있으니 가 보라시기에 이곳으로 찾아온 
것이니 어여쁘게 여기시고 내치지 마시기 바라오.”

그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선녀는 문득 학으로 변하여 하늘로부터 날아
들어 월매를 낚아채듯 덮치는 것이었다.28)

본래 천상계의 선녀로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적강하여 인간세계에서 
월매의 딸로 태어나게 된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
을 학습하고 이를 실행한다. 

어머니 월매에 대한 효행은 남원부중이 발칵 뒤집히도록 소문이 짜하였
다. 그 인자함은 산풀을 밟지 아니하고 생물을 먹지 아니한다는 어린 짐승 
기린에 비견할 만하였다. 어미 월매가 서책을 구걸하여 갖다주면, 도장방
에 들어앉아 곡기를 잊은 채 읽고 쓰기를 한 푼 어치도 게을리 한 적이 
없거늘 오히려 월매가 걱정되더라. 서책에서 읽은 대로 어미 공양하고 예
절을 지키게 되었으니 퇴물 기생의 딸이라 하지만 그 인물의 출중함은 대
갓집에서 내질린 내노라는 규수가 감히 뒤따르지 못하더라. 삼강행실하면 

28) 김주영, 외설춘향전, 민음사, 199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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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부중 성춘향이요, 성춘향 하면 바로 그게 삼강행실도였으니(……).29)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형상과 비교할 때 외설춘향전
의 춘향에게서 주목되는 것은 춘향이 ‘삼강행실(三綱行實)의 화신(化身)’
으로 지칭된다는 점이다.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여타 춘향서사의 춘향보
다 성화(聖化)된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에 따라 춘향은 
여성 규범에 종속된 삶을 살아간다. 춘향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그것이 
규범에 부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규범에 종속된 춘향은 이도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규범을 우위에 둔
다. 내외법을 내세우며 이도령의 부름을 거부하는 것이다.

“명분도 중요하지만 예법 또한 위중한 일이다. 네가 나를 두고 천기의 
소생인 것을 험담하고 있다만 난 이미 대비 넣어 속량 받은 지 오래일 뿐
더러, 그동안 기안탁명한 일도 없으니 너의 언사 괘씸하여 손발이 떨릴 지
경이다. 내 명색 여염의 처녀로 백주 대로에서 여러 눈총이 바라보는 앞인
데 무슨 면목을 쳐들고 너와 함께 가자느냐.”30)

명분(名分)이라는 신분제적 위계질서보다 여성으로서의 규범을 우선시
하는 춘향의 발화는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창 춘향가｣의 춘
향이 하였던 말과 흡사하다. 또한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과 이별
하는 장면에서 자신의 이도령에 대한 일부종사가 유년기의 학습에 의한 
것임을 재차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배제한 채 이도령의 감정과 처지를 
우선시하는 면모를 보인다.

“도령님이 어버이의 분부를 거역하게 되면 가문에 똥칠이요, 자식으로서
도 불효됨도 막급이 아닙니까. 도령님은 불효가 되는데 춘향이는 열녀 되
겠습니까. 어린 시절 배우기를 계집은 그 지아비를 따르라하였는데 어찌 
내가 불효의 지아비를 두고 열녀가 될 수 있겠소. 춘향 생각 떨쳐버리고 
멀고 먼 길 편안히 가시오. 가시는 길에 비 만나면 고뿔 날까 두려우니 몸
조심하시옵고, 올라가신 후에라도 행락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글을 읽어 

29) 외설춘향전, 22면.
30) 외설춘향전,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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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과급제 영달하면 그 때 가련한 춘향 잊지 말고 찾아주옵소서. 도령님 입
신양명 신명께 축수하며 고이 기다리겠습니다.”31)

이도령의 입신양명을 기원하며 이도령의 이별 통보에 순종하는 춘향은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와 근대 춘향서사의 춘향이 보여주었던 규
범적이며 순종적인 여성으로서의 춘향과 같다. 또한 규범의 학습을 통해 
열 관념을 형성하였던 춘향은 자신의 열이 이도령과의 상호 신의에 바탕
을 둔 것이라기보다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이라는 점을 항거 과정에서 보
여준다. 신관 사또는 이도령이 난봉꾼으로 전락하여 춘향과의 사랑을 지
키기 어렵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네가 하늘처럼 받들어 수절코자 하는 이몽룡은 시방 한양에서 황음(荒
淫)에 빠져들어 성균관 출입은 진작에 그만두었다. 남북촌 색주가를 밤낮 
없이 드나들며 은군자며 이패 기생 삼패 기생 들병이 할 것 없이 벗기고 
농탕질하고 심지어 아비 이한림의 세력을 핑계하고 궁궐까지 드나들며 혜
민서(惠民署), 상의원(尙衣院)의 내의녀(內醫女)며 침선비(針線婢)들까지 
꼬드겨 살송곳을 꿰다가 창병(槍兵)까지 얻어 신세 망치게 된 것은 나뿐
만 아니고 신연행차 수행하러 한양 왔던 이방까지 목도한 일이다.”32)

 그러나 춘향은 유부녀의 도리를 근거로 신관 사또에게 항거한다.

“서방님 행사가 설사 개차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손수 쓰신 불망
기가 썩어 바람되어 흩날릴지라도 쇤네 이미 이씨댁에 허신한 엄연한 남
진어미겠으니 서러운 팔자란들 허튼 계집의 몸가짐을 가질 수는 없습니
다.”33)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이도령이 자신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는가
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도령에게 허신한 이도령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겠
다는 주장을 편다. 이는 춘향의 열이 사랑과 신의에 기반한 열이 아님을 

31) 외설춘향전, 76면.
32) 외설춘향전, 236~237면.
33) 외설춘향전,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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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춘향은 삼강행실의 화신으로서 여성 규범을 실천하기 위해 열
행을 하였던 것이다.

삼강행실의 화신인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효라는 규범에도 종속된다. 
춘향의 효성은 모친 월매뿐 아니라, 부친 성참판의 적처(嫡妻)인 최씨 부
인에게 까지 확대된다. 춘향은 월매를 찾아와 서방을 빼앗았다고 행패를 
부리는 최씨 부인조차 어머니로 섬긴다. 최씨 부인은 신관 사또 부임 시
에 춘향에게 기생점고를 통지하러 온 관속들과 언쟁을 벌이다 관아에 잡
혀가는데, 춘향은 최씨 부인의 옥바라지를 자청한다.34) 또한 춘향은 옥에 
갇힌 최씨 부인을 구명하기 위해 신관사또의 약시중을 들기도 한다. 춘향
은 자신보다 옥에 갇힌 최씨 부인의 난처한 처지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다. 

외설춘향전의 춘향이 자신의 감정보다 효를 우선시하며 효라는 규범
에 종속된 인물이라는 점은 다음의 에피소드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춘향
이 약시중을 들던 중, 변학도는 춘향이 올린 탕약을 삼키다 사레들리고 
만다. 이에 변학도는 춘향에게 자신의 허리에 걸터앉아 등을 치라고 명한
다. 이는 춘향에게 외간 남성과의 신체적 접촉을 뜻하는 것이었다. 춘향
이 머뭇거리자 변학도는 최씨 부인을 또다시 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춘향은 결국 변학도의 명을 따른다. 춘향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
정을 배제하고 최씨 부인의 처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춘향
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효’라는 규범이었던 것이다.

외설춘향전의 춘향이 삼강행실의 화신이자 정절의 화신이라는 점은 
결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외설춘향전에서 춘향의 문제는 이도령에 의
해 해결되지 않는다. 춘향은 장돌림이라는 인물의 계획에 따라 옥에서 나
오게 되는데, 옥에서 나온 춘향을 맞이한 인물은 최씨 부인이다. 최씨 부
인은 월매와 달리 평소 춘향의 정절을 규수의 행실로 여기며 춘향의 열행
을 지지하였다. 춘향은 결국 자신의 정절을 이해하는 최씨부인을 따라 서
울로 떠난다. 

34) “일편단심 춘향이는 하루에 두 번씩 토옥에 갇혀 애매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
씨부인 구메밥을 갖다 먹이는 일 이외는 단 한 발짝인들 허튼 걸음을 걷는 법이 
없었다.”(외설춘향전,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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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외설춘향전에서 춘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규범이다. 외설춘향전은 춘향의 서사를 삼강행실의 화신이자 규범
에 종속된 춘향의 서사로 재구성한다. 이 텍스트에서 춘향은 관습적 세계
의 질서에 대한 이질성이나 독자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완전히 해체한 현대 춘향서사이다.35) 이 텍스트는 춘향서사의 특
정 대목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을까?’, ‘여태 잊히지 않
는 그 얼굴’, ‘저 소리는 무엇이냐?’라는 세 개의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그 
중 첫 번째 이야기가 춘향을 중심으로 한 서사이므로 본고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했을까?’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이라는 제목은 이 텍
스트가 전형적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 대한 재구성
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춘향은 남원고사의 춘향이 지닌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지속하지 않는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은 문제성을 상실하고 사랑에 종속된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 처음 알게 된 사랑이라는 감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인물이다. 
춘향에게 사랑은 자신을 영원히 살아남게 하는 가치이자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는 가치이다.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그 사랑은 부드러운 입술로 무슨 말을 했던가? 손 빠른 중 비질하듯 덧
없이 세월이 흐르고 그녀가 다른 얼굴 다른 목소리로 변해간다고 하더라
도 그 사랑만은 변할 수 없다는 것, 서리와 눈 맞아도 그 빛이 변하지 않
는 사랑만이 그녀를 영원히 살아남게 하리라는 것. 그 사랑을 얻으면 죽음
마저도 침향(沈香)처럼 은은해지리라는 것.36)

35) 기왕의 연구에서는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을 역사소
설로 규정하고, 2000년대의 역사소설에서는 ‘사실’이 검증되거나 재구성되기보다 
주관적인 상상력이 유희적으로 발현되고 있다고 논하였다.(김지영, ｢영원회귀, 혹
은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역사 쓰기 – 김연수의 나는 유령작가입니다에 나타난 
역사 서사방식 고찰｣,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36) 김연수,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나는 유령작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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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신비를 체험한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절대화하며 그 어떠한 
가치보다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자신이 우월하다고 인식한다. 
이에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종속되어 여타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가
치를 사랑의 하위에 두는 오만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처음 관아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울컥 노여움
이 치솟는 걸 느꼈다. 그건 약한 신분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지를 지어 
올리며 드는 마음이 아니라 철모르는 아이가 아끼던 다관(茶罐)을 깨뜨리
겠노라고 달려들 때 불쑥 치미는 공격적인 마음에 가까웠다. 밑에서 위를 
우러러 분노한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아우르며 화를 냈다는 뜻이다. 그건 
당연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최고의 덕목으로 떠받드는 종교가 있다고 치
자. 그렇다면 그녀는 그 종교의 성녀와도 같은 사람이랄 수 있었다. 그녀
는 사랑에 관한 모든 신비체험을 경험한 몸이었다. 그 눈부시도록 환한 
빛, 섬뜩할 정도로 뜨거운 기쁨에 일단 노출되고 나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을 잃고 식어버린다. 삶과 죽음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나서는 
그녀의 오만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했다.37)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이 신관 사또
의 부름에 저항한 것은 신분제적 질서의 억압을 느낀 까닭이 아니었다. 
춘향은 신관 사또가 자신의 사랑을 경시하였다고 여겼기에 저항감과 분노
를 느낀다.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춘향의 사랑에 대
한 파격적인 재해석이다.

남원고사와 같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자신의 신
분을 부정하고 한 남성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이루고자 하였기
에, 지인지감을 통해 자신이 희구하던 사랑을 실현시켜줄 인물이 이도령
임을 간취하고 이도령과 결연한다.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과 
독자성은 이도령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현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은 자신
의 사랑에 신분의 부정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는 춘향이 자신에게 수청을 

다, 창비, 2005, 159~160면.
37)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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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신관 사또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품고 있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고여들기 시작했다. 변사또는 그녀가 마음만 열어
준다면 그 어떤 형극의 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고 누차 얘기했다. 북촌에 
본가를 둔 마흔다섯 살의 양반이 열아홉 천기 소생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게 다였다. 그게 왜 봉고파직
의 사유가 된단 말인가?38)

춘향은 신관 사또 역시 자신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여긴다. 신관의 자신
에 대한 사랑이, 기생을 함부로 취하려 한 수령의 탐학으로서 봉고파직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춘향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신관 사또의 말과 
행동을 사랑이라 믿은 춘향은 자신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깨워준 이가 
이도령이 아니라 신관 사또였다면 누구를 위해 수절했을까 자문하기에 이
른다.

낙양을 지날 때, 장안의 기생들이 그 빼어난 얼굴을 보기 위해 던진 귤
이 마차에 가득했다던 두목의 고사를 먼저 알려준 사람이 전임 사또 자제
가 아니라 변사또라면 어땠을까? ‘지는 꽃만이 흡사 누각에서 떨어지는 사
람 같구나’로 끝나는 두목의 시 ｢금곡원(金谷園)｣을 먼저 읊은 사람이 책
방도령이 아니라 신임 부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가 진나라의 거부
였던 석숭의 애첩으로 손수라는 이가 그 미모를 탐해 석숭에게 달라고 하
자 분을 참지 못하고 누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녹주라는 여인을 노래했
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이몽룡이 아니라 변학도였다면 어찌됐을까? 그렇
다면 그녀는 누구를 위해 수절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수절이란 무엇인
가? 그런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이란 무엇인가?39)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및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이도령 이외의 남성
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및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38)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63면.
39)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63~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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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춘향의 이도령에 대
한 사랑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이 텍스트가 만고열녀 춘향의 
사랑의 절대성, 나아가 춘향의 정절 관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음을 뜻
한다. 춘향의 사랑에 대한 재해석을 바탕으로 이 텍스트는 춘향을 사랑이
라는 감정을 절대화하는 인물이자 사랑이라는 감정에 종속된 인물로 재구
성한다. 

사랑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이 텍스트의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대립하였는가는 모호하게 나타난다. 춘향은 다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 기
생 점고를 거부하다 처벌을 받는다.40) 또한 이 텍스트는 춘향서사의 전
변 과정에 있어 유례없는 결말을 보여준다. 옥에 갇혀 있던 춘향은 이도
령과 재회하지도, 자신의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인지 규명하지도 못한 
채 자결한다. 신관 사또는 춘향의 소문을 듣고 그 안부를 묻는 암행어사
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실은 원래부터 마음이 심약한 아이였던지 지난 새벽에 자결했다는 소
식이 들어와 깜작 놀라던 차였습니다.”41)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춘향의 사랑은 
성취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춘향은 어느 춘향서사에서보다 비극적인 결말
을 맞는다. 앞서 살펴본 ｢춘향뎐｣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에 내재된 비
극은 이들 사랑의 성취를 위한 비극이었다. 그러나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종속되어, 사
랑이라는 감정을 절대화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였으나 결국 사랑
을 성취하지 못한 채 자결함으로써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춘향 사랑의 절대성에 의문을 제
기하고 춘향의 서사를 사랑이라는 감정에 종속된 인물의 서사로 재구성하
며,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소거하고 있다.

40) “저는 지금 사또의 명령에 버티는 게 아니라 제 사랑을 지키는 것이에요.”(｢남원
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69면)

41)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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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인물 역할의 변모와 춘향의 대응

1) 이도령의 格下와 ‘해결자’ 역할의 소거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근대 춘향서사에 이르기까지 이도령의 역할은 
고정적이었다.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에서 이도령은 신관 사또와의 대결을 
통해 춘향을 고난에서 구원해주는 ‘해결자’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서사 기본 구도의 해체가 일어나면서 이도령이라는 
인물의 형상에도 변모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공통적으로 이
도령을 격하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더욱이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 춘향서사 5종 가운데 4종에서는 이도령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이 소거된다.

탈선춘향전에서 이도령은 암행어사가 되어 신관 사또와 대결하고 춘
향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해결자의 역할을 맡기는 하나, 이 텍스트에는 이
도령의 미숙함이 이전의 춘향서사에 비해 부각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도령은 춘향과 결연하는 과정에서 백성 위에 군림하려는 미숙
한 권력층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그러나 탈선춘향전은 미숙한 이도
령이 성숙한 어른이자 정의로운 지배층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전의 춘향서
사에 비해 개연성 있게 서술한다. 

이도령의 인간적 성숙은 도적 루팡의 출현을 그 계기로 한다. 이도령과 
외모가 꼭 닮은 루팡은 이도령을 사칭하여 재물을 훔치고 여성을 농락한
다.42) 이에 루팡에게는 수배령이 내려지고, 이도령은 루팡으로 오인되어 
옥에 갇힌다. 이도령은 옥에서 옥사정과 죄수들로부터 부친의 탐학에 대
해 듣게 된다. 한 죄수는 이도령의 부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울 내직으로 올라간단 소문이 들리니깐 그새 모아놨던 재물 정리하
노라고 눈코를 못 뜬다대.”43)

42) “남원읍 중에는 전대미문의 큰 괴이한 사건 하나가 생겼다. 그것은 어떤 몽룡과 
꼭 같이 생긴 얼굴 고운 사내가 자칭 사또자제를 자칭해 가면서 이름난 양가 여염
집을 출입하여 재물을 사취하고 처녀를 꾀어내어 제 것처럼 농락하는 일이었다.”
(탈선춘향전,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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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을 들은 이도령이 남원부사에게 무슨 재물이 있겠냐고 반문하자 
죄수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친구야, 여기 내려와서 논밭 장만한 것만 해두 좋이 수백 석은 될껄
세. 잘은 몰르지만, 이번 수하들이 갈린 것만 해두 알구보믄 다 까닭이 있
을 걸세. 상말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지 않어?”44)

의도치 않게 옥에 갇혀 부친의 탐오한 실상을 알게 된 이도령은 올바른 
정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다. 그리고 이도령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나는 일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썩어빠진 벼슬이 아니라, 만인 
간에 공평한 광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벼슬을 할 
것이오.”45)

또한 이도령은 상경에 앞서 춘향에게 벼슬을 출세의 도구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익을 위하는 관리가 되기로 다짐하였음을 밝힌다.

“나는 밝은 정사인의 출현이 오늘날처럼 시급을 요하는 시대가 없음을 
알았소. 나는 지금 법학을 전공하여, 영예스러운 벼슬의 문에 오를려는 것
이오. 나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한 수단 도구로서의 벼슬이 아니라, 진실로 
만백성의 권익과 복리를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는 건전하고도 영예스러
운 벼슬이 될 것이오.”46)

탈선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을 통해 이도령의 미숙함을 
부각하며 이도령이 과연 암행어사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만한 자격이 있는 
권력층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도령이 인간적 성숙을 

43) 탈선춘향전, 114면.
44) 탈선춘향전, 116면.
45) 탈선춘향전, 138면.
46) 탈선춘향전,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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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가는 과정을 이전의 춘향서사에 비해 개연성 있게 서술하여, 결과
적으로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피지배층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할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도령의 해결자 역할에 정당성
을 부여하기 위해 탈선춘향전은 이도령의 서사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
리하여 서사의 초반부에서는 이도령의 미숙함과 춘향 의식의 선진성이 대
비를 이루나, 서사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도령이 인간적 성숙을 이룸
으로써 이도령과 춘향은 모두 올바른 정치적 의식을 갖춘 인물로 형상화
된다. 

｢춘향뎐｣에서도 이도령은 춘향을 고난에서 구원하는 해결자가 되지 못
한다.47) 이에 ｢춘향뎐｣은 고전 ‘춘향전’의 패러디(parody)라 논의되기도 
하였다.48) ｢춘향뎐｣의 이도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친이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몰락한다. 이도령의 몰락은 다음
과 같이 서술된다.

끝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앞길은 캄캄하였다. 역적의 자손에게 무슨 앞길이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이 캄캄하였다.49)

｢춘향뎐｣은 춘향뿐 아니라 이도령에게도 캄캄한 밤이 찾아온 것으로 서
술하면서, 이도령 또한 중세적 세계질서에 의해 억압된 존재로 형상화한
다. 어두운 밤과 같은 조선 사회의 중세적 세계질서는 이도령의 부친을 
역적으로 만들고 이도령의 삶 역시 억압한다. 이제 이도령에게는 춘향을 
살릴 힘이 없다. ｢춘향뎐｣에서 이도령의 사회적 몰락은 이도령의 해결자 
역할의 상실을 의미한다. 
47) 기왕의 연구에서는 ｢춘향뎐｣에서 이도령의 구원자적 성격이 제거됨으로써 이를 

통해 인간적이며 세속적인 사랑을 중시하는 세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기도 하였
다.(정병헌, 앞의 논문, 408면)

48) 차봉준, ｢최인훈 <춘향뎐>의 패러디 담론과 역사인식｣, 한국문학논총 56, 한
국문학회, 2010; 양윤모, ｢고쳐쓰기와 다시쓰기의 전략을 통해 나타난 소설의 현
실성 – 최인훈 소설의 패러디 양상과 의미｣, 한국어문교육 22, 고려대 한국어문
교육연구소, 2017; 정영훈, ｢최인훈 비평에 나타난 패러디 인식｣, 국제어문 81, 
국제어문학회, 2019.

49) ｢춘향뎐｣,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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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짐작대로 부친 이공은 배소에서 약사발을 받았던 것이다. 원래 같
으면 상중에 이같이 나설 수 없는 일이었으나 관의 명으로 모자가 각기 
다른 일가집에 기거하도록 된 사정을 틈타서 그는 춘향의 일을 풀기 위하
여 내려온 것이다.50)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 부친이 유배지에서 결국 사약을 받음으로써 이
도령의 사회적 지위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된다. 그럼에도 이도령
은 수청을 거부하다 옥에 갇혀 있는 춘향의 일을 풀기 위해 남원으로 향
한다. 사회적 지위가 몰락하였으나 춘향의 앞날에 대한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이도령은 남원행을 택하는 것이다. 이는 이도령이 춘향에 대한 책임
이나 신의를 방기하지 않은 성숙한 인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도령은 남원으로 내려와 춘향을 살리기 위해 모종의 결심을 하였으
나, 춘향은 이도령 아닌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 
후 춘향과 이도령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닥친다. 암행어사가 춘향을 소실
로 들이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중세의 신분제 사회에서 춘향과 같은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요구에 두 번이나 저항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더
욱이 이번에는 월매가 춘향을 암행어사의 소실로 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
었고, 이도령은 사회적 지위가 몰락하여 춘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
다. 그리하여 춘향과 이도령은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한다. 중세적 지배
질서가 작용하는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춘향은 암행어사의 소실이 되지 않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관습적 세
계를 벗어나며, 이도령은 사랑의 성취는 물론 역적의 아들로 살지 않기 
위해 관습적 세계를 벗어난다. ｢춘향뎐｣에서는 이도령 역시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이 된다. 이도령은 중세적 지배질서의 구조적 문제
로 말미암아 사회적 지위는 격하되었으나, 인간적 성숙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로 변모한 것이다.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은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에서 이도령의 고정적 
역할에 의문을 품고, 이도령을 인간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인물로 형상화

50) ｢춘향뎐｣,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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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반면 ｢옥중가｣에서 이도령은 시종일관 미숙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이도령의 미숙함은 춘향과 이별하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눈물 콧물 억지로 짜내어 가며 천연덕스레 이별 시늉을 하는 춘향이와
는 달리, 애간장이 다 녹도록 서러워하는 쪽은 고스란히 이몽룡의 몫이었
다. 본디 세상 모르게 순진하고 어리숙한 성품인 탓도 있었지만, 그러잖아
도 춘향에게 홀딱 빠져 있던 터라 급기야 몽룡은 사내 체면 따위는 아랑
곳없이 울고불고 생 법석을 부리다가 겨우겨우 등을 돌려 고갯길을 멀어
져 가던 거였다.51)

위의 인용문에서 이도령은 춘향의 사랑을 진실로 여기고 사회적 지위나 
체면 등을 고려하지 않으며 어린아이처럼 감정을 표출하는 어리숙한 인물
로 형상화된다. 이에 이 장면에서는 이도령의 미숙함과 춘향의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옥중가｣의 이도령은 인간적 성숙을 이룩하지도, 춘향의 문제를 해결하
는 해결자가 되지도 못한다. 이도령의 출도를 고대하던 춘향과 월매에게 
방자는 이도령이 남원부에 출도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라우. 이도령이 장원급제를 하긴 했
지만서도, 알고 보니 그게 다아 뒷전으로 외교를 잘한 덕택이라지 뭐요. 
심사위원 중에 변판서라는 어른이 이도령의 춘부장하고는 오래 전부터 막
역한 사이라는디, 그 변판서한테는 사팔뜨기인 외동딸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병신 딸하고 이도령하고 혼인을 시키기로 부모들끼리는 이미 약조가 
돼 있었다지 뭡니까.”

“아이고머니, 어, 어쩌고 어째야?”
“그런디 그 세도 높은 변판서 대감이 누군 줄이나 아슈? 바로 우리 고을 

변학도 사또의 작은아버지라지 뭡니까? 그러니 이도령인지 이서방인지가 
감히 그 잘난 암행어사랍시고 우리 고을에 나타날 수가 있겄는가라우?”52)

방자의 말은 다음의 사실을 확인케 한다. 하나는 춘향이 이도령에 대해 

51) ｢옥중가｣, 296~297면.
52) ｢옥중가｣, 304~3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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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를 형성하지 않았던 만큼, 이도령 역시 춘향에 대해 신의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춘향은 이도령을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고 사랑을 연기
하였다. 춘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도령 역시 정치적 목
적의 달성을 위해 사랑과 혼인을 도구로 삼는다. 춘향과 이도령 양자에게 
사랑은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이다. 또한 방자의 말은 춘향이 기회주의
자로서 부정한 인물이었던 만큼, 이도령 역시 기회주의적으로 권세를 획
득하려는 부정한 권력층이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이도령은 세도가와의 
결탁을 통해 혼인관계를 도구적으로 이용하면서 장원급제라는 목적을 달
성한 철저히 정략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춘향이 사랑이나 신의보다 신
분의 상승과 물질적 풍요를 우선시하였듯, 이도령은 사랑이나 신의보다 
정치적 권력을 우선시하는 인물인 것이다.

｢옥중가｣는 등장인물 모두를 물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물
로 재구성하며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해체한다. 또한 ｢옥중가｣는 이도
령과 재회하지 못한 춘향이 변학도의 수청을 들기로 결심하며 신분의 상
승과 물질적 풍요를 계속하여 추구하는 것으로 결말을 개변하면서, 춘향
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확연히 드러내주는 계기적 존재로 이도령이라는 
인물을 활용한다.

외설춘향전에서 이도령은 방탕에 빠져 춘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지배층으로 형상화된다. 이도령은 애초 타고난 바람둥이로 탕아적 
면모가 극대화된다.53) 태생적 탕아인 이도령은 상경한 뒤에 부모의 허락 
없이 춘향과 결연한 일로 말미암아 부친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그리고 
주색에 빠져 술집을 전전하는 팔난봉이 된다. 

남원 고을 길청에서 신연 인사차 상경한 이방의 주머니를 발겨 술 허기
는 채웠으나 해거름판에 남산골을 나섰지만 정작 갈 곳이 없었던 이몽룡
은 지향이 없었다. 책방도령으로서의 지체도 저버린 지 오래 전 일이었으
니 집으로 가 보았자 반겨줄 사람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지엄하신 아버님
의 서릿발 같은 꾸중과 질책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미 부자간의 인
연조차 없었던 일로 하시겠다는 외람된 말씀까지 있었던 터라(……).54)

53) “이도령에게도 그러한 재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여자를 잡아
먹는 기량이었다.”(외설춘향전,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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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춘향전의 이도령은 서사의 서두에서 결말까지 탕아의 성격을 지
속한다. 기존의 춘향서사에서 이도령은 소년 시절 탕아적 면모를 보여주
기는 하나, 상경한 뒤에는 학업에 매진하여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를 
자청하여 춘향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외설춘향전의 이도령은 변학
도가 남원부사가 되어 춘향을 수청 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춘향의 
문제를 모른 척 한다. 이도령이 단골로 드나들던 술청의 여주인은 이도령
에게 춘향의 소식을 전하며 변학도로 인해 야기될 문제를 대비하라고 일
러준다.

“이번에 남원의 관장으로 도임한다는 변학도 역시 우리 집의 단골손님이
긴 마찬가지입니다. 변학도의 술주정을 전해 듣건대, 이도령께서 평생 해
로할 것을 언약한 남원의 춘향이란 규수를 남원 도임하는 그날로 수청을 
들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변학도와 같은 하찮은 위인이 남원고을 수
령이 되었다는 것도 이 나라 조정의 현직들이 부패하였다는 증거일진대, 
이도령과 같은 학사가 성균관 아닌 색주가에서 술과 계집질로 세월을 농
하고 있음은 썩은 조정보다 더욱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55)

술청의 여주인은 이도령에게 남원으로 내려가 춘향이 욕을 당하지 않도
록 조처하라고 당부하면서 노자를 건넨다. 그러나 이도령은 이 노자 또한 
주색을 즐기다 탕진한다. 외설춘향전에서 지배층 이도령은 피지배층인 
술청 여주인의 훈계를 듣고도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격하된다.

외설춘향전에서는 지배층 이도령이 탕아적 면모를 지속하는 반면, 피
지배층의 주도로 춘향의 문제가 해결되어 간다. 장돌림은 남원의 이방과 
모종의 계획을 수립하여 변학도를 곤경에 빠뜨리고 춘향을 구한다. 외설
춘향전에서 ‘해결자’는 피지배층 인물로 대체된 것이다.56) 이도령은 춘
향을 찾아 남원으로 내려오나 춘향이 이미 최씨 부인과 경주인(京主人)을 
54) 외설춘향전, 126면.
55) 외설춘향전, 131~132면.
56) 이에 장돌림을 외설춘향전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권순긍, 앞

의 논문, 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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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한 장돌림을 따라 상경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몽룡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던 운봉영장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 춘향이를 찾아온 사람 아닌가?”
정곡을 찔렸음에 쑥스럽고 무안하였으나 실토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막인즉슨 그렇소.”
“자네 알성급제(謁聖及第)하여 마패 차고 왔는가?”
“시생 또한 학수고대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만 신세 딱하게 되어 그

렇지가 못합니다.”
“그럼 일은 대단히 잘못되었네. 춘향은 여기 없네.”
“춘향이가 없다니요. 저 흉물스런 사또가 토옥에 내려가둔 것이 아닙니

까.”
“한양 삼개에 있다는 경주인이 데리고 간 지 달포나 되었네.”
“춘향이가 파옥을 한 것입니까.”
“춘향이가 파옥한 일은 없지만 최씨 부인과 함께 경주인을 따라간 것은 

분명하니, 남원에서 춘향을 찾을 게 아니라 한양 삼개에 가서 찾아보게
.”57)

외설춘향전의 이도령이 탕아적 면모를 벗게 된 것은 장돌림과 같은 
피지배층에 의해 춘향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이다. 3년 후 이도령이 알
성과에 급제하였다는 서술로 외설춘향전은 종결된다. 이 텍스트에서 춘
향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지만, 이도령이 춘향에 대한 사랑
과 신의를 지켰는가는 모호하게 서술된다. 이로 보아도 외설춘향전에서 
춘향의 열행은 여성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른 결과가 된다. 요컨대 외설
춘향전은 지배층의 부정과 무능에 의해 야기된 춘향의 문제를 장돌림과 
같은 피지배층의 인물이 해결하는 것으로 변모시키고, 이도령을 시종일관 
탕아로 형상화하며 지배층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이도령은 그 존
재가 희미하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현
전하는 춘향서사 가운데 이도령이라는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례없이 
축소된 텍스트로, 이도령은 춘향의 회상 속에서만 잠시 등장한다. 이 텍
57) 외설춘향전, 324~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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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에서 이도령은 춘향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춘향으로 하여금 사랑의 감
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 주는 인물이라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후 이도
령은 서사에서 자취를 감춘다. 그리하여 이도령이 춘향에 대한 신의를 지
켰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맹목이 되어 사랑을 지키다 자결하고 만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남원으로 내려
온 암행어사는 박일평이라는 인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는 
신관 사또가 부정한 지배권력으로 형상화되지 않기에, 암행어사 박일평은 
신관 사또와 대결하지 않는다. 신관 사또는 암행어사로부터 징치될 만큼
의 악정이나 탐학을 자행하지 않는 것이다. 신관 사또와 암행어사의 관계
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이미 남원부에 대한 암행 감찰이 끝났으니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몇날 
며칠에 출두하리라는 선문(先文)을 받아놓은 뒤라 변부사에게는 암행어사 
출두 호령이 가문 날 쏟아지는 빗소리만큼이나 반갑기만 했다.58)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신관 사또는 신
분제를 바탕으로 한 지배질서를 강고히 재확립하려는 강직한 지방관으로 
묘사된다. 신관은 춘향이 기생 점고를 거부하고 양민(良民)임을 선언하여 
신분제를 문란하게 하였기에 처벌할 뿐이다.

“그건 너의 신분도 마찬가지니라. 일개 남녀의 사랑 때문에 종묘사직의 
기반인 사농공상이 허물어진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나라가 있을 리 만무
하다. 우스운 말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으니 기생 명부에서 이름을 빼려면 
지금 당장 삼청동 책방도령과 혼례를 올린 뒤 대비정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든지,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있는 기생 점고에는 반
드시 등대하도록 하라.”59)

신관 사또는 사랑이 신분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말하며 춘향을 관

58)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73면.
59)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71면.



- 249 -

기로 규정하고 옥에 가둔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는 신관 사또가 불의한 지배층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이도령이 
춘향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켰는지가 서술되지 않으면서, 춘향의 열행
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신관 사또가 과연 
절대적으로 불의한 탐관인가, 그리고 이도령이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만한 인물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 텍스트가 이도령의 해결자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은 행수기생의 발화를 통해 명시된다. 
전라도에 암행어사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춘향은 암행어사가 이도
령인가를 묻는다. 행수기생은 춘향을 한심하게 여기며 다음과 같이 대답
한다.

“어찌 아직도 지금이 꿈결인지 엉겁결인지 구분하지도 못한단 말이냐? 
몽룡인지 삼룡인지 그 어린애가 한양으로 올라간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어사화 머리 꽂고 너희 집 앞에 열녀정문 세워줄 꿈을 꾼다더냐?”60)

이상을 통해 검토한 바와 같이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가 해체되면서 춘향서사의 주요 등장인물인 이도령의 역할에도 변모
가 발생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 이도령의 변모는 이도령의 미숙함을 부
각하고 이도령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변은 춘향과 결연할 때에 미숙한 소년이었던 이도령이 상경 후에 
돌연 학업에 매진하여 장원급제를 하고 나라를 위해 백성의 안위를 직접 
살피는 암행어사가 된다는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가 과연 합리적인가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을 터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근대 춘향서사에 
이르기까지 이도령의 작중 역할은 고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 춘향
서사에서는 이도령의 고정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도령이라는 인
물의 서사를 재구성하여,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에 의해 춘향의 문제가 낭
만적이며 비합리적으로 해결될 여지를 축소하고 있다.

60)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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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매의 俗物性 고착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월매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근대
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노동력 이외의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하층의 기생으로서, 기생의 사랑을 이진정소(利盡情疎)와 송구영신
(送舊迎新)의 추구로 규정하고 춘향의 열행을 몰이해한다. 그러나 근대이
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 아닌 것으로 규정
하고, 춘향에게 생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해주며 춘향의 열행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근대 춘향서사의 월매는 이도령과 춘향이 결연할 때에는 춘향
을 기생 아닌 것으로 여기다가, 이도령이 상경한 뒤에는 돌연 춘향을 기
생으로 여기고 춘향을 통해 물질적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속물적 인간으로 고착화된다. 근대 춘향서사
에서 이도령의 상경을 기점으로 월매가 물질주의적 인간으로 변모하였던 
것에 비해,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월매의 물질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
격이 전면화된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대 춘향서사 가운데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는 월매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4종의 텍스트에 형상화된 월매의 형상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한다. 

탈선춘향전의 월매는 작품의 초반부에서부터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드
러낸다. 이 점은 춘향을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 넣어 줄려고 장중보
옥같이 길러 온 내 딸자식”으로 지칭하는 데서 확인된다. 또한 월매는 춘
향이 광한루에서 이도령을 만난 사실을 알고, 판수를 불러 이도령이 춘향
을 다시 찾기를 축원하며 점을 친다. 판수의 오판으로 인해 춘향의 집을 
찾아온 이도령은 봉변을 당하는데, 이 때 월매는 이도령에게 용서를 빌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인의 신분이 미천하야 세상에 행세를 못하옵고 집안이 구차하야 매양 
돈이 소원이라 딸자식 하나 길른 것, 한갓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 넣으
려 자나 깨나 빌어왔삽더니 이제 찾아든 복까지 제 손으로 물리치게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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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이 원통망통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리이라. 모든 잘못을 귤껍질 벗
기듯 활짝 털어 용서하시압고 도령님, 부디 이 미천한 집에서 하룻밤을 쉬
시다 가시옵소서.”61)

탈선춘향전의 월매는 춘향을 이도령과 결연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쓴
다. 술상을 서둘러 차리고 춘향을 불러내어 이도령에게 술을 올리게 한
다. 이 자리에서 이도령은 춘향에게 <권주가>를 청하는데, 춘향은 이곳
이 술집이 아니라며 <권주가> 부르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월매는 춘향에
게 이도령이 원하는 대로 <권주가>를 부르라며 눈을 흘긴다. 월매는 평
소 돈 있고 권세 있는 집에 딸을 보내어 물질적 풍요를 얻고자 하였던바, 
돈 있고 권세 있는 이도령이 춘향과의 결연을 원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춘향을 이도령과 결연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이도령이 상경한 뒤에 월매는 행수기생 농월의 권유에 따라 춘향
을 박오위장의 첩으로 보내 물질적 풍요를 얻고자 한다. 

“여러 소리 말구서 내 시키는 대로 해요.”
“또 그전 박 오위장 댁 막내 첩으루?”
“그럼 범연히 좋아? 논 주것다, 밭 주것다, 금은 패물에다 송아지까지 

껴서 준다니.”
“글쎄, 고년의 계집아이년이 말을 들어먹어 줘야지.”
“흥, 말 안 들으면 서울 서방 기다린다고 정렬부인 되겠다?”
“왜 아냐, 나두 인젠 이놈의 살림 정 못하겠다.”62)

탈선춘향전의 월매는 물질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드러내며 
속물성을 전면화한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 춘향은 월매에 순
응하지 않고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며 월매의 속물성에 대응한다. 

｢춘향뎐｣의 월매 역시 딸의 이도령에 대한 정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춘
향을 이도령 아닌 남성과 결연시키고자 한다. 월매는 춘향이 옥에서 풀려
난 뒤, 춘향을 암행어사의 소실로 보내기 위해 관아의 사람들과 모종의 

61) 탈선춘향전, 87~88면.
62) 탈선춘향전, 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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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꾸민다. 이는 ｢춘향뎐｣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춘향은 어느 날 심상치 않은 일을 알아냈다. 어머니 월매에게 사또청의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고 그 일을 월매가 자기 춘향에게 숨기고 알세라 하
는 일이었다. 이상하다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충신인 향단
이의 도움으로 그녀는 진상을 알아내고야 말았다. 암행어사가 춘향을 소실
로 소망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월매가 전혀 뜻을 받들어 모시겠다고 연
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춘향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옥중에서 새운 밤
은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 사람은 장모 눈치 보는 기둥서방이
요, 한 사람은 적이었다.63)

춘향을 암행어사의 소실로 보내어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정절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월매는 춘향에게 ‘적’(敵)으로 인식된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와 같이 물질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관습적 세계의 인물은 문제적 개인 춘향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문제적 개인 춘향이 모친에 대한 효보다 
열을 우선시하였던 것과 같이, ｢춘향뎐｣의 춘향은 효를 버리고 사랑을 택
한다. ｢춘향뎐｣에서 춘향의 행동은 더욱 비범해져서 춘향은 월매를 포함
한 관습적 세계와 영원히 단절하는 삶을 택한다. 춘향에게 관습적 세계의 
속물성이란 영원히 단절해야 할 만큼 부정적인 대상이었던 것이다. 

｢옥중가｣는 월매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춘향서
사이다. 기회주의자 월매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승이라는 욕망을 실현하
기 위해 춘향을 도구화한다. 월매는 남원 부사의 자제 이도령과 춘향을 
결연시키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우선 월매는 춘향이 이도령에 눈
에 들도록 춘향에게 광한루에 나가 그네를 뛰게 하였다. 이도령이 장원급
제를 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한 월매와 춘향은 이도령이 춘향에게 반하던 
때를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월매가 눈썰미 하나는 매섭지. 이서방이 생긴 것이나 됨됨이가 좀 
어리벙하고 희미해 보이긴 해도, 책상 앞에 앉아 죽어라고 글자만 파는 지

63) ｢춘향뎐｣,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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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력 하나만은 내가 일찌감치 알아보았더니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더러 
향단이하고 둘이서 미리 광한루에 나가 그네를 타고 있으라고 시켰던 게 
아니냐.”

“맞았어 참. 그때는 참말 영락없이 엄마가 말한 대로, 그 순진한 사람이 
날 보자마자 금방 얼이 빠지고 말더라니까.”64)

이도령이 상경한 뒤 월매는 이도령이 입신양명하여 춘향을 정실로 맞아
들이기를 기대하며 춘향을 열녀로 만든다.65) 월매는 춘향을 열녀로 만들
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다. 

천성이 말 많고 호들갑스런 월매인지라, 쪼르르 밖으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제 딸년 춘향이가 한양 떠난 책방도령이 저를 아내로 맞아
들이기 위해 내려올 때까지 두문불출 수절을 하는 참이노라고 나발나발 
떠들어대었다. 그것이 모르는 결에 이 사람 저 사람 입으로 옮겨 떠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후 춘향은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하에 다시없는 요조
숙녀요 만고열녀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다.66)

춘향은 월매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며 스스로를 열녀라고 칭한다.67) 월
매는 춘향을 열녀로 만드는 동시에 춘향의 정절을 상품화하여 물질적 이
익을 추구한다. 이도령이 상경한 뒤 월매는 술장사를 시작하는데, 계집을 
밝히는 남원 일대의 수많은 사내들이 수절하는 춘향을 보기 위해 월매의 
술집으로 몰려든다. 

월매는 춘향이의 인기의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다. 뭇사내들의 구미
64) ｢옥중가｣, 302~303면.
65) “만에 하나, 저치가 소경 문고리 잡는 요행으로라도 장원급제를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내 일전에 용한 점쟁이한테서 책방도령의 사주를 본 적이 있다만, 그치
가 생긴 것하고는 달리 조상 덕으로 관운이 대길하다지 뭣이냐. 만약 그리만 된다
면야, 너한테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홀딱 빠져 있는 사람이니, 언젠가는 네 소원대
로 너를 덥썩 안아다가 안방마님으로 들여앉혀 줄 지 누가 알겠느냔 말이다.”(｢옥
중가｣, 296면)

66) ｢옥중가｣, 297면.
67) “이보오, 아저씨들. 내 말 좀 들어 보시려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남원일색 만

고열녀라고들 호남 땅에 소문이 자자하다는 바로 그 춘향이라오. 혹시 그 소문 들
어 보신 적이 있으시우?”(｢옥중가｣,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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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당기는 미끼는 바로 그 정절 높은 열녀라는 소문일 거였다. 대관절 어
떤 계집이관데 소문이 그리 높은고 싶은 호기심 반, 또 한편으로는 거저 
얻어먹는 인절미보다는 훔쳐먹는 보리개떡 맛이 더 있더라는 식으로, 설마 
제가 내 앞에서야 허물어지지 않고 배길손가 하는 교만과 저 잘난 맛에 
일부러 찾아드는 것일 터였다.68)

｢옥중가｣에서 월매는 춘향에게 성적 욕망을 품는 남성의 심리를 간파하
고 춘향의 정절을 상품화하여 물질적 이익을 도모할 만큼 물질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인간으로 형상화된다. 그리고 월매의 기회주의자로서의 면
모는 서사의 결말부에서 극대화된다. 이도령과 춘향의 재회가 무산되자 
월매는 차선책으로 춘향에게 신임 부사 변학도의 수청을 들게 하는 것이
다. 이번에도 춘향은 월매의 계획을 실연하며 월매와 같이 기회주의자로
서, 또 사랑을 도구화하는 인물로서 살아간다. 

외설춘향전의 월매는 근대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월매와 유사한 면모
를 보인다. 춘향과 이도령이 결연할 때에는 이도령을 사위로 규정하다가, 
이도령이 상경한 뒤에는 물질주의적 속성을 드러내며 춘향과 대립한다.

“이도령이란 놈이 해의채(解衣債)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냐. 내가 처
음부터 깍쟁이인 줄 알고는 있었다만 서울 경아리 야박하고 단작스런 심
성 어디 가겠느냐.(…중략…) 그래 양반의 자식으로서 장안의 갑부라고 떠
벌이면서 여기서는 남의 딸을 데리고 농탕쳐서 버려놓고 해의채는 고사하
고 삼베 짜투리 하나 보내지 않는 철면피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놈 먹이
고 대접하느라고 농 밑에 감춰두었던 일백오십 냥을 먼지 하나 없이 바닥
내고 말았다. 그런데도 무명 한 짜투리 보내는 법이 없이 딱 잘라먹는 후
레자식이 어디 있느냐. 그놈의 자식 날벼락이나 맞고 뒈지라지.”69)

상경한 이도령으로부터 편지가 도착하자 월매는 이도령이 춘향에게 어
음을 보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어음은커녕 편지만 전해왔음을 확인하
고는 실망하면서 위와 같이 물질주의적 성격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외
설춘향전에 나타난 월매의 발화는 근대 춘향서사인 도상 옥중화의 월
68) ｢옥중가｣, 293~294면.
69) 외설춘향전,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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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하다. 춘향은 월매에 대해 자신이 이도령의 아
내이고 이도령은 어머니의 사위인바, 사위에게 화대(花代)와 식대를 바라
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한다.70) 

또한 외설춘향전의 월매는 춘향의 정절을 몰이해하고 이도령을 잊을 
것을 종용한다. 월매는 춘향이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었더라면 호의호식
하였으리라고 한탄한다. 

“모두가 두 푼짜리 금어치도 없는 그 불망기 한 장에 눈이 멀었던 이 못
난 어미의 불찰이었지. 우리 춘향이가 그 개도령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 
푼짜리 금어치도 안 되는 수절타령으로 저런 고초 겪지 않고 지금쯤 동헌 
내당에서 호의호식에 갖은 영화를 누리며 내노라 하고 살았을 텐데, 모두 
미련한 이 어미 탓이여.”71)

위의 발화는 외설춘향전의 월매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형성한 인물
이라는 점을 확인케 한다. 한편 외설춘향전에는 춘향의 열행을 전적으
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또 한 사람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춘향의 부친 성
참판의 적처인 최씨 부인은 춘향의 열행을 두고 월매와 대립하는데, 월매
의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꾸한다.

“춘향이 수절타령이 한 푼짜리 금어치라니. 나잇살이나 먹었단 주제에 
그걸 말이라고 지절거리고 있나? 불망기를 건넸든 아니는 여염집의 규수
가 한 사내에게 곁을 줬으면 그것으로 정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일 
터. 비루잡년들 흉내 내어 이놈 저놈에게 가랑이를 벌리라는 것인가? 임자
가 남원 부중에서 내노라하는 코머리 기생이라서 행세하자는 겐가.”72)

최씨 부인은 월매가 기생으로서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해 춘향

70) “우리 두 사람 천생연분되어 합궁한 것이지 제가 들병이로서 살꽃 팔아 가용에 
보태려고 도령을 침석에 모셨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춘향이가 어머님의 
여식이 분명하다면 도령님은 하나뿐인 사위가 아닙니까. 사위는 반자식인데 자식
에게 대접한 식대를 받으려 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딸자식과 침석을 같이하였다 
해서 화대를 받으리까.”(외설춘향전, 84면)

71) 외설춘향전, 290면.
72) 외설춘향전,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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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월매와 대립한다. 또한 최씨 부인은 
신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자 그 불충함을 꾸짖고 신관 사또의 
뺨을 때리기까지 하는바 춘향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한다.73)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현대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물질주의적이
며 기회주의적인 속물로 일관되게 형상화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계열에 따라 상반된 면모를 보여주었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
는 즉물성을 바탕으로 춘향에게 신관 사또의 수청을 들 것을 종용하며 춘
향과 대립하였으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의 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 그 가운데서도 일설 춘향전
에 이르러 월매는 물질주의적 성격을 표면화하며 춘향을 통해 물질적 풍
요를 얻으려는 기생어미로 형상화된다. 일설 춘향전 이후에 등장한 춘
향서사에서 월매는 물질주의적이자 기회주의적인 속물로 그 성격이 고착
화되어 간다. 이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 나타난 월매 성격의 질적 변
화이다. 그러나 춘향은 월매의 물질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속물성과 대
립하며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우선시하였다. ｢옥중가｣만이 춘향을 
기회주의적인 월매에 부합하는 인물로 개변하여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
격을 완전히 소거한다. ｢옥중가｣는 현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서사의 
해체적 양상을 도저히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73) “‘감히, 나랏님이 내린 관복차림으로 하라는 공사는 마다하고 벌건 대낮에 엽색
행각을 벌이고 다니다니, 이는 나랏님에 대한 능멸이오 만고에 있을 수 없는 불충
이 아니냐.’ 그런 말이 최씨의 입에서 쏟아지기 바쁘게 최씨의 왼손이 바람을 가르
며 변학도의 따귀에 가서 맞았다.”(외설춘향전, 2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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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春香敍事 轉變에 대한 평가

본고는 근대이행기인 18세기 중반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춘향서사’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변하여 왔는가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
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춘향서사는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동태적
으로 전변을 거듭하여 왔으며, 춘향서사의 전변은 그 양상의 변모에 그치
지 않고 의미의 전변을 내포한다. 이에 본고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
로 하여 춘향서사의 전변을 발생케 한 핵심 인소(因素)를 추출하고 핵심 
인소의 전변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춘향서사는 
기생 춘향의 사랑과 저항에 관한 서사이다. 이를 중점에 두고 본고는 춘
향서사의 핵심 인소를 ‘사랑의 의미’, ‘여성의 주체성’, ‘신분에 대한 문제
의식’, ‘불의(不義)에 대한 저항’, ‘당대성(當代性)의 문제’로 설정한다. 본
고는 제Ⅵ장을 통해 춘향서사 핵심 인소의 전변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 평
가해 보고자 한다.

1. 사랑의 의미와 여성의 主體性 

‘사랑’은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감정이다. 이에 사랑은 문
학의 보편적 주제가 된다.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으로서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성취 과정에 신분제도가 결부되
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된 사랑이기도 하다. 춘향의 사랑과 사랑의 실현
에 내포된 의미는, 춘향서사에서 신분제가 현실의 질서로 작용하고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전변한다. 춘향서사는 춘향의 사랑의 실현 과정에 나타
나는 저항성을 부각하여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 춘향이 저항을 통해 사랑
을 성취하는 서사로 창작되기도 하고,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애정 성
취의 서사로 창작되기도 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이도령을 보고 첫눈에 반하여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춘향은 이도령을 처음 
보고 이도령이 만고영걸(萬古英傑)의 풍모를 지녔음에 탄복하여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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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다.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은 인간으로서 근원적이며 순수한 감
정의 발현이었다. 그러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이 사랑을 실현하
기 위해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하여야만 했다. 

주지하듯 조선후기에 기생은 다수의 남성이 공유하는 대상이자 남성의 
성적 요구에 전적으로 응해야 하는 계층으로서, 한 사람의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불가하였다. 또한 기생은 천인 신분의 관속에게도 하대를 받
을 만큼 신분제 사회의 최하위에 놓인 계층이기도 하였다. 상층의 신분을 
가진 이들로부터, 또 남성으로부터 이중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개체적
(個體的)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하였던 기생 춘향에게, 사랑의 실
현은 관습적 세계의 기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갈 것
인가의 문제로 인식된다. 춘향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성취하
기 위해 신분을 부정한다. 춘향에게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
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에게 사랑은 삶을 어떻게 살아
갈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리하여 춘향은 사랑을 보증하기 위해 이
도령에게 불망기를 요구한다. 기생 춘향에게 불망기는 이도령과의 결연이 
부부의 연을 맺는 행위임을 증명해주는 문서이자,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
으리라는 상호간의 신의를 명문화한 문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불망기를 
받음으로써 춘향의 이도령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 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에서도 
춘향은 처음 본 이도령을 호걸(豪傑)이자 기남자(奇男子)라 느껴 흠모의 
감정을 품는다. 남원고사와 달리 완판 84장본에는 불망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춘향은 자신의 신분이 이도령에 비해 미천하다는 점을 말하
고, 이도령으로부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뒤에 결연을 
결심한다.1)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
은 이도령과 결연하기 이전에 이미 여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형성하고 
1)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첩이라 한번 탁정한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

단심 이 내 마음 독숙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은 이 내 신세 내 아니면 뉘가 길고. 
그런 분부 마옵소서.’ 이도령 이른 말이 ‘네 말을 들어보니 어이 아니 기특하랴. 
우리 둘이 인연 맺을 적에 금석뇌약 맺으리라.’”(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09~3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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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하기에 춘향은 이도령과의 결연을 사랑하는 남성과의 혼인으로 
받아들인다.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여염 여성으로 인식하지만, 관습적 세
계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정한다. 이에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
서사의 춘향에게도 사랑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된다. 비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 역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한 자기 각성을 거듭해 나아가
야만 했다.2)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사랑에 내포된 의미가 전변한다. 이는 근
대 춘향서사가 제도적으로 신분제가 철폐된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한 텍스
트인 데서 기인한다. 일설 춘향전의 경우 춘향이 이도령과 결연하는 과
정에서 자기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뚜렷이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일
설 춘향전에는 춘향이 이도령을 보고 첫눈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서술되지 않는다. 여염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춘
향은 내외법을 지키기 위해 이도령을 직접 만나지 않으며, 이도령이 보낸 
시조(時調)에 화답하면서 결연을 결심한다. 이러한 개변은 서사 구성상의 
세련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춘향이 이도령을 직접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끼게 되는 장면을 소거함으로써 춘향의 사랑에 내포된 
순수성이 일설 춘향전에는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 일설 춘향전과 같
은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이도령에게 사랑을 느끼고 결연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신분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춘향의 사랑은 다
만 여성 개인과 남성 개인 간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근대 춘향서
사의 춘향에게 사랑은 신분의 부정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실현이 아
니라, 보편적 개인의 일반적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근대 춘향서사
에서 신관 사또는 춘향 사랑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한 악인이 될 뿐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은 춘향이 사랑의 실현을 위해 신
분을 부정하고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저항함으로써, 개인의 문제가 아니
라 계층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
2) 임형택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를 춘향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각성이 뚜

렷이 나타나는 민중문학이라 논하였다.(임형택, ｢민중문학의 성립과 그 형상적 사
상: ｢춘향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266~27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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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춘향의 사랑은 개인의 문제로 왜소화된다. 근대 춘향서사는 두 남
녀가 애정의 성취 과정에 출현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사랑을 이루는 보
다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애정서사로 전변하는 것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
사에 나타난 춘향 사랑의 문제성이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
배권력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현시되는 현실 전복적 성격을 가리킨다. 그
러나 근대 춘향서사는 이러한 문제성을 탈각하고 춘향의 사랑을 남녀 간
의 일반적인 애정으로 형상화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 춘향 사랑의 의미는 단일하지 않다. 춘향의 사랑을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저항과 결부하여 문제적으로 
형상화하면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가 보여주었던 춘향 사랑의 의미를 발
전적으로 계승한 텍스트가 있는 반면, 춘향 사랑의 의미를 왜곡하고 전도
한 텍스트도 있다. 전자에는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이, 후자에는 ｢옥중
가｣와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이 속한다.

｢옥중가｣는 춘향의 사랑을 서사의 소재로 취하여 변용한다. ｢옥중가｣는 
당대의 현실 정치를 비판하기 위해 창작되었으나, 춘향서사의 전변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때는 춘향의 사랑을 왜곡한 텍스트이다. ｢옥중가｣에서 
춘향의 사랑은 철저히 신분의 상승을 목적으로 한 도구라는 의미만을 갖
는다.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춘향의 사
랑은 현대의 연애 감정으로 전도된다. 이 텍스트에서 춘향의 사랑은 한 
때 뜨거웠다가 이내 사그라질 수 있는 유한한 연애 감정으로 그 의미가 
국한된다. 또한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에서 
춘향은 상대 남성이 주도한 사랑을 수용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즉 춘향
의 사랑에서 주체성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은 춘향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게 하는 계기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춘향
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관습적 세계의 질서와 지배권력에 저항함으로
써, 춘향에게 사랑은 탈기생화를 관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한
다. 

사랑과 탈기생화를 실현해 가는 춘향이라는 인물은 춘향서사의 전변 과
정에서 변모를 겪는다.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에서 춘향은 최하층 신분인 



- 261 -

기생이자 여성으로서, 상층의 신분을 가진 주체로부터, 또 남성이라는 주
체로부터 이중으로 배제되고 타자화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다. 조선후기
라는 역사적 시공간에서 기생(妓生)은 누군가에게 기생(寄生)하는 타자였
을 뿐, 주체로 살아가기 어려웠다. 그러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춘향은 
주체로 살아가고자 한다.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춘향서사인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은 ‘열녀불
경이부’를 실행하는 주체로 살고자 하였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
에서 춘향은 누군가의 별실(別室)이 되지 않고 노류장화의 삶을 살지 않
는, 기생 아닌 주체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기생이 아닌 인간으로서 한 사람과의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문제와 춘향의 탈
기생화 과정을 서사의 주요한 주제로 삼는다. 이에 춘향을 신분제라는 관
습적 세계의 질서에 저항하며 인간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체로 형상화하
고 있는 것이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주체성은 독자적으로 확립된
다. 춘향의 주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에 영향을 행사한 인물이나 이념 등은 
텍스트의 문면에 제시되지 않는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고독한 주
관성을 보이며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확립해 간다. 춘향은 사랑의 
실현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로 인식하였다. 또한 춘향은 신
관 사또에 대한 저항을 이도령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이도
령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일로 독자적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자신의 열행을 ‘절’(節)의 실행이라고 표현
한다. 이는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의 영향 아래 형성된 관념이 아님을 말해준다. 춘향이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 ‘절’은 정신적 차원의 근거가 되는 것
이다.

기생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였던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라는 특수하고 문제적인 피지배층 주체는,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보
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성’ 주체로 변모해간다. 이러한 변모는 근대이
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와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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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남성에 상대되는 여성으로
서의 정체성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는 춘향이 신분제 사회의 위계
질서보다 내외법 등의 여성 규범을 우위에 두는 면모에서 확인된다. 또한 
익부전과 같은 텍스트에서 춘향이 ｢내칙｣이나 효경(孝經)을 독서하
고, 연길(涓吉) 등의 혼례 절차에 따라 이도령과 결연하는 면모를 통해서
도 확인된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규범적 여성에의 동화
를 추구하는 여성 주체인 것이다.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춘향의 보편적 여성 주체로의 변모는 근대이
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뚜렷하다. 이는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성별지식(性別知識)을 학습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 ‘성별지식’은 성차
(性差)에 관한, 즉 신체적 차이의 의미들을 형성하는 지식을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지식이란 사회와 문화에 의해 생산되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로서 일련의 관념과 제도, 구조, 의례, 일상생활의 관행 등 사회관계
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3)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는 춘향의 신분을 기생이 아닌 
양반의 딸로 규정하고 있었기에, 춘향이 유교 문명권에서 여성의 지식으
로 규정한 성별지식을 학습하도록 주도한다. 이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소학, 열녀전, 예기의 ｢내칙｣ 등을 독서한다. 춘향이 읽은 
책들은 조선시대에 여성 교육의 교재로 주요하게 사용되던 텍스트였다. 
조선의 여성 교육은 유교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여성을 양성하기 위한 목
적 아래 시행되었다. 유교적 인격 수양보다는 가족과 친지 등의 관계에 
있어 여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바, 유교적 여
성다움을 습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데에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4) 비기생
계 춘향서사의 춘향이 독서한 책들은 남녀의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별지식
을 집약해 놓은 텍스트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책의 학습은 유교 
문명권의 성별지식과 성역할을 교육받는 것을 의미한다.5) 즉 비기생계 
3) 이경하, ｢15세기 조선 여성의 고전 읽기와 지식의 재구성｣(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역, 앞의 책, 17면) 및 이경하, ｢‘여성/문학/사’에 관한 이론적 고찰｣(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 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참조.

4) 이숙인, 앞의 논문, 535~538면 참조.
5)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역, 앞의 책, 17~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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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서사의 춘향은 여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교적 여성 규
범을 실행하는, 근대이행기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여성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6) 또한 조선후기 사회에서 성별지식의 학습은 상층 여성을 중심
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춘향은 상층 여성의 의식과 삶을 지향하는 여성 
주체가 된다.

어려서부터 유교 문명권의 성별지식을 학습한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
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관념을 형성한다. 성별지식의 학습은 
춘향에게 보편적인 여성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근거를 마
련해 준다. 이에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행은 유교적 여성규범
으로서의 열관념을 그 정신적 차원의 근거로 하여 실행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주체성을 확립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일설 
춘향전 등의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남성 주체에 의해 대상화된다. 
일설 춘향전이나 오작교와 같은 텍스트에서 춘향은 이도령이라는 남
성 주체에 순종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되는데, 언제나 이도령의 감정과 처
지를 우선시하는 수동적 면모를 보이는 데서 이 점이 확인된다. 이에 근
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열행 역시 사랑하는 남성을 위한 수동적인 정
절에 가깝다.7) 

한편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모친 월매에 의해서도 물질적 이익 추
구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남성 주체에 의해, 

6) 이 점과 관련해서는 춘향이 신관 사또의 권력과 위협에 맞서 죽음을 각오한 수절
의 미덕을 지킴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이상적 모범이 되고, 이로 인해 ‘춘향전’은 서
민층뿐만 아니라 양반사족의 부녀자들을 위한 열녀전의 교화서이자 널리 사랑받는 
소설이 되었다는 해석이 참조된다.(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
부장제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298면) 

7) 일설 춘향전의 작가 이광수가 지은 흙‧유정‧사랑과 같은 소설에는 남성에 
대해 순종적이며 수동적인 여성이나 남성 인물이 대의를 성취하는 데 보조적인 역
할을 하는 여성, 즉 가부장제가 사적 영역에 여성들을 묶어두기 위해 요구했던 자
질을 두루 갖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이광수는 소설에서 여성을 타자화하며 인
간으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복고적인 여성상을 문학을 통해 재생산하
고자 하였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이는 이광수가 양가적이며 모순적인 근대를 경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굴절로 해석된다.(홍혜원,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근대성｣, 현대소설연구 16, 한국현대소설학회, 2002) 이광수 소설에 나타난 순
종적 여성상이 일설 춘향전의 춘향 형상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는 후속의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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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친이라는 주체에 의해 타자화되며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여성으
로 굴절된다. 그리고 춘향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굴절은 ｢옥중가｣, 외설 
춘향전,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과 같은 현대 
춘향서사에서도 지속된다.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에서는 춘향의 독자적
이며 문제적인 주체로서의 형상이 발전적으로 계승되나, ｢옥중가｣ 등의 
텍스트에서는 춘향이 종속적인 인물이 되며 주체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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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身分 문제와 不義에 대한 저항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 문제는 서사의 핵심적 주제 가운
데 하나이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 설정과 춘향의 신분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하여 전변한다. 춘향서사가 춘향의 신분 문제를 주
제로 삼은 것은, 춘향서사가 발생한 근대이행기 사회의 지배 질서가 신분
제인 데서 말미암는다. 신분제는 제도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의 차
원에서도 조선 사회를 지배하였다. 조선 사회에서 신분은 집단 간의 법제
적(法制的) 차등(差等), 즉 형식적 불평등을 징표로 하는 집단이었으며,8) 
동시에 사회적인 불평등 현상을 형성케 하는 사회의식이기도 하였다.9) 

춘향의 법제적 신분은 기생이다. 조선의 신분제에서 기생은 최하층 신
분인 천인에 속한다.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 속에서 천인은 ‘인간’으
로 대우받지 못했다. 천인에게는 사회의 공식적 규범이나 예절 등이 적용
되지 않았으며, 천인 노비는 매매나 상속이 가능한 소유물로 여겨졌다.10) 
조선 사회에서 천인은 법제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계층이었
다.

사회 구성원의 의식 속에서 기생은 천인 가운데서도 더욱 미천한 계층
으로 여겨졌다. 기생은 가부장제에서 배제된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가부
장제는 여성을 한 남성에게 귀속된 ‘존중받을 만한’ 여성과 한 남성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모든 남성에게 제공되는 ‘존중받지 못할 여성’으로 인위
적으로 구분하여, 여성을 성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이를 법으로 제
도화한다는 특징을 갖는다.11) 춘향은 천인 계층이자 가부장제의 영역 밖
에 놓인 여성, 즉 모든 남성에게 성을 제공해야 하는 존중받지 못할 여성
이기에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으로 인식되었다. 춘향의 신
분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신관 사또의 발화에 선연히 드러난다. 

8) 유승원, 조선초기신분제 연구, 을유문화사, 1988, 7∼8면 참조.
9) 이성무, ｢조선시대 신분구성과 그 특성｣, 조선시대사학보 39, 조선시대사학회, 

2006, 189면 참조.
10) 이성무, 위의 논문, 194면 참조.
11)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23~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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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본디 창가 천인이요, 본읍 기생으로서 내 도임 시에 방자히 현신도 
아니 하고 언연히 집에 있어 불러야 온다 말이냐. 내가 이곳의 목민지장으
로 내려왔더니 너를 보니 꽤 견딜만하기로 금일부터 수청으로 작정하는 
것이니 바삐 나가 소세하고 방수 차로 대령하라.”12)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양반인 신관 사또는 춘
향을 남성 관장의 요구에 따라 성을 제공해야 하는 관기로 규정하고, 춘
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 것을 명한다. 신분제 사회의 질서에서 양반은 
하층 신분에 대한 차대(差待)에 적극적이었고,13) 천인은 양반의 차대에 
복종할 뿐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도령과의 사랑을 
실현하여 기생 아닌 인간으로 살고자 하였던 춘향은 양반 관장의 명을 거
역한다. 천인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춘향의 항명은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에 춘향은 양반이라는 
상위 신분을 능욕한 죄, 즉 범상죄로 처벌을 받는다. 춘향이 범상죄로 처
벌을 받음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에 억압당하던 피지배층은 
춘향의 저항에 공감을 표하고 춘향에게 지지를 보낸다. 춘향은 신분제의 
억압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피지배층의 상징으로 전화된 것이다. 요컨대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제 사회의 질서에 대한 도전과 
저항의 서사로 수용되었다.

조선시대에 신분 간의 차등은 규범의 차등적 적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신분제의 특성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자신이 속한 신분에 적용되지 않
는 규범을 학습하고 이를 실천하는 인물로 전변하는 것이다. 신관 사또의 
수청 명령에 대해 ｢남창 춘향가｣의 춘향은 “절행(節行)에는 상하(上下) 
없어 필부(匹婦)의 가진 정절 천자(天子)도 못 뺏거든”이라 항변하고, 완
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춘향은 “충효열녀 상하 있소”라고 항변한
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신분에 따른 규범의 차등적 
적용에 맞서, 인간으로서 규범을 평등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실행하기 
12) 남원고사, 84면.
13) 정진영, ｢향촌사회에서 본 조선후기 신분과 신분변화｣, 역사와 현실 48, 한국

역사연구회, 2003,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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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항거한다. 
신분제가 현실의 지배질서로 작용하던 근대이행기에 형성된 춘향서사는 

춘향의 항거를 통해 신분제의 차등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한다. 근대이행
기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내포한 문제의식이 같지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신분제적 질서를 자기 계층에 유리하도록 확립한 지배권력에 전면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춘향서사를 전복의 서사로 읽히게 한다. 반면 비기생계 춘
향서사의 춘향은 규범의 실행을 통해 지배층과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한다. 지배권력과 전면적으로 대립하기보다 지배층의 규
범, 즉 지배층의 삶의 방식에 동화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그 전복적 성격을 약화한다. 

저항의 양상에서 차이를 노정하고 있으나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결말
을 통해 춘향의 신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서사화한다. 결과적으로 춘향은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에 균열을 가하고 신분제를 동요시키는 데 성
공한다. 춘향서사의 결말부에서 춘향의 신분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춘향
의 신분 상승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임금이 춘향에
게 정렬부인(貞烈夫人) 직첩(職牒)을 내림으로써 춘향의 법제적 신분이 
상승하는 것이다. 직첩은 양인 이상의 신분에 내려지는 것이었으므로, 이
는 춘향의 신분이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 되었음을 뜻한다. 사회의 공식
적 규범에서 배제되었던 춘향이 규범 적용의 대상이 되며 그 신분이 상승
하는 것이다. 동시에 춘향은 가부장제 안으로 편입됨으로써 신분이 상승
한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춘향의 탈기생화는 한 사람의 남편을 얻어 가부
장제 안으로 편입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었다. 춘향은 결말부에서 이도령
의 아내가 되며 이도령 부친을 가부장으로 하는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된
다. 이로써 춘향은 존중받지 못할 여성에서 한 남성에게 귀속된 존중받을 
만한 여성이 된다. 

춘향의 가부장제 안으로의 편입은 춘향의 신분 상승을 의미한다. 여기
서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춘향 신분 설정 문제를 다시 상기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신분 상승은 텍스트의 
결말부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비교할 때,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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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춘향의 부친을 상층 신분의 남성으로 설정하고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
심으로 인식하며, 텍스트 초반부에서 춘향을 가부장제의 영역 안으로 인
입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의 신분이 상승되는 시기를 기생계 춘
향서사에 비해 앞당기는 방향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이는 근대이행기 춘
향서사가 춘향의 신분 문제를 주제로 한 서사라는 점과 춘향의 신분 문제
를 중점에 두고 전변하여 갔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기생 춘향의 신분 상승 과정에 부친의 
설정을 통한 가부장제로의 인입이라는 단계를 추가로 삽입한다. 이에 비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임금의 명에 의해 기생에서 정렬부인으로 그 
신분이 수직상승하지 않는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천자수모법에 
따라 법제적 신분이 기생이었으나, 부친의 설정에 따라 가부장제의 영역 
안에 인입되며, 의식의 차원에서 그 신분이 양반의 얼녀(孽女)로 한 단계 
상승되어 있었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애초 신분이 한 단계 상승
된 상태에서 임금의 명에 의해 정렬부인으로 그 신분이 더욱 상승한다. 
이는 춘향이라는 인물이 신분제 사회의 최하층인 기생이라는 계층만을 상
징하지 않고, 부친이 양반이되 모친은 기생인 계층, 즉 중간 계층을 상징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중간 계층의 신분 상
승 의식이 투사된 인물로 전변한 것이다. 이 점은 신분 문제에 대한 인식
과 관련하여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와 비기생계 춘향서사 사이에 명
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해 준다.

춘향서사는 하위 계층 인물인 춘향이 자신을 억압하는 상위 계층 인물
과 대결하고 그 대결에서 결국 승리함으로써, 하위 계층의 관습적 세계 
질서에 대한 전복을 보여주는 서사이다. 춘향이 보여준 전복적 서사가 근
대이행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
은, 이 서사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춘향이 불의한 지배권력에 저항한다
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지
배권력의 불의함에 대한 인식은 고정되지 않고 변모한다.

근대이행기 사회에서 관장이 관기에게 수청을 명령하는 것은 법제적으
로 금지되어 있었다.14) 그러나 관장이 관기에게 수청을 들게 하거나 기
생을 작첩(作妾)하는 일은 관습적으로 허용되었다.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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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가 춘향에게 수령을 명령한 행위는 법제적 차원에서는 불법이었으나, 
관습적으로 허용되던 일이었다. 따라서 기생 신분의 춘향에게 수청을 명
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관을 불의한 인물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신관 
사또에게는 그 외의 불의와 부정이 존재하였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
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신관의 불의는 송사의 천단(擅斷)과 백성에 대한 
수탈로 제시된다. 남원고사의 신관이 송사를 천단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남원 부사 말을 마오. 탐재호색(貪財好色) 무도하여 백성이 소를 잃고 
고관하니 양척을 불러들여 원고에게 분부하되 ‘너는 소가 몇필인다?’ 대답
하되 ‘황우 한 필, 암소 한 필 다만 두 필 있삽더니 황우 한 짝 잃었습니
다’ 또 물으되 ‘저 도적놈 너는 소가 몇 필이니?’ 대답하되 ‘소인은 적빈하
와 한 필도 없나이다’ ‘소 임자 놈 들어보라 너는 무슨 복력(福力)으로 두 
필 탐이 두고 저 놈은 무슨 죄로 한 필도 없단 말이냐. 한 필 씩 나눴으면 
사면 무탈하고 송리(訟理)가 공평이라’하고 소 임자의 소를 앗아 도적놈을 
주었으니 이런 공사 또 있으며(……).”15)

암행어사가 되어 남원부사의 정사를 염문하던 이어사는 남원 인근의 선
비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는다. 신관 사또는 소를 도둑맞은 백성의 억
울한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송사를 처결한다. 이 외에도 신관 
사또는 살인자를 처형하면 피살된 백성과 살인을 저지른 백성 둘을 잃게 
된다며, 살인자에 대한 처벌을 거부하는 무도한 정사를 행한다.16)

또한 남원고사의 신관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백성을 수탈한다. 
신관은 자신의 생일잔치를 앞두고 각 민호(民戶)에서 돈과 쌀을 수렴한
다.17) 남원의 농부는 신관의 수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 조광국, 앞의 책, 44~47면 참조.
15) 남원고사, 117면.
16) “이런 관장 보았는가. 살인 소지(所志) 정소(呈訴)하니 원님이 제사(題辭)하되 

‘수소(數少)한 민호 중에 하나 죽고도 어렵거든 또 하나를 대살(代殺)하면 두 백
성을 잃는고나. 바삐 몰아 내치어라’하니 이런 공사 보았는가.”(남원고사, 125
면)

17) “풍헌‧약정‧면임들이 답인(踏印)‧수결(手決)‧발기(件記) 들고 민간 수렴하는구나. 
이 달 이십칠일이 본관 원님 생일이라 대중소호 분등하여 돈과 쌀을 회계하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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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님의 욕심이 어떤지 모르거니와 미전목포를 다 고무래질하여 들이니 
어떠할지요. 색에는 아귀요, 정사에는 똥줌치라 아무 데도 바닥 첫 째는 
가지요. 이번에도 사십팔면 가가호호에 백미 삼승 돈 칠 푼에 계란 삼 개 
씩 거두어 잔치하니 거룩하고 무던하지요.”18)

평소 민간의 쌀과 돈과 포목을 고무래질하듯 거두어들이는 신관은 그 
욕심이 끝없는 관장으로 형상화된다. 남원고사의 신관은 이 외에도 은
결(隱結)을 찾아내어 조세를 불법적으로 취하고, 환곡(還穀)의 이자를 과
다하게 책정하며, 부민(富民)에게 향임의 차첩(差帖)을 내려 그 대가를 
사사로이 취하는 등의 수탈을 자행한다.19)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창 춘향가｣에서도 신관 사또는 돈
을 주어야 송사에서 이겨주는 관장으로, 환곡의 이자를 과다히 받는 관장
으로, 향임의 소임(所任)을 팔아 사익을 취하는 관장으로 서술된다.20) 근
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는 송사의 천단과 수탈을 일삼으며 불의
한 지배권력의 전형으로 형상화된다. 불의한 관장에 대한 백성의 원망은 
이미 팽배해 있었던바, 춘향의 저항은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전화되어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지배층의 지지를 얻는다.

원(民怨)이 철천하여 집집이 울음이라.”(남원고사, 125면)
18) 남원고사, 145면.
19) “본관이 취흥을 못 이기어 주담으로 하는 말이 ‘여보 임실, 나는 묘리 있는 일이 

있소. 심심한 때면 이방놈과 모든 은결 뒤여내어 단둘이 쪽반하니 그런 재미 또 
있는가.’ ‘여보 함열 현감, 준민고택말자 하였더니 할 밖에는 없는 것이 정 없는 
별봉이 근래에 무수하고 궁교, 빈족, 걸패들이 끊일 적이 바이없고 실살구는 할 수
가 없어 주야경륜 생각하니 환자 묘리도 할 만하고 또 사십팔면 부민들을 낱낱이 
추려내어 좌수 차첩, 풍헌 차첩, 아전의 환방 같은 것 내어주면 은근한 묘리가 있
고 또 봄이면 민간에 계란 하나씩 내어주고 가을이면 연계 일 수 받아들여 수합하
면 여러 천 수 마뜩하고 흉년이면 관포 받고 헐가 주기 이런 노릇 아니하면 지탱
할 길 과연 없소.’”(남원고사, 149면)

20) “‘송사는 어떨는지.’ ‘돈을 주면 이겨 주고. 감영에서 환상 한 섬에 말가웃씩 작전
(作錢) 오면, 고을서는 작전 놓기 한 섬에 칠팔 두씩. 세곡 한 섬에 열 냥 하면 관
수(官需) 값은 열 두석 냥. 향교 소임 값 받으니 옳은 사람 할 수 없고, 하기(下
記) 깎고 소임을 파니 아전도 살 수 없어 출패(出牌) 보고 노형하고, 간활 향리 
수족 삼아 우리 남원 사십팔 방에 돈이라고 생긴 것은 아이 고름에 채인 것도 씨
가 없이 다 긁었으니, 일후에 낳는 아이 돈 얼굴 모르지요.’”(｢남창 춘향가｣, 6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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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부정을 자행한 신관 사또가 결국 암행어사
에 의해 봉고파출을 당함으로써, 춘향의 저항이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징치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춘향의 저항은 어디까지나 왕조 
체제 안에서의 저항이다. 춘향서사에서 이도령을 암행어사로 임명하여 부
정한 지배권력을 징치하게 한 인물이자, 춘향의 저항과 열행을 치하한 인
물은 바로 임금이다. 춘향서사에서 조선왕조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비
판되지 않으며, 왕조에 대한 저항은 전연 나타나지 않는다.21) 춘향이 저
항한 대상이 왕조 체제가 아니라 ‘불의한 지배권력’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의 준민고택(浚民膏澤)은 별봉(別
封)이나 관직 매매 등의 폐단이 만연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즉 조선후기 
지배계층 일반의 부패와 불의로 서술된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신관 사또의 불의가 춘향에 대한 호색으로 국한된다. 이러한 변모는 제Ⅳ
장을 통해 상론하였듯, 근대 춘향서사의 기점이 되는 텍스트인 옥중화
에서부터 나타난다. 옥중화에서는 신관의 춘향에 대한 호색이 농민봉기
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는 근대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의 
부정한 행위가 지배권력의 불의라는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다만 일개
인의 부정으로 왜소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 인해 춘향의 저항 역시 
부정한 일개인에 대한 저항으로 그 의미가 왜소화된다. 근대이행기 춘향
서사가 보여준 하위 계층 춘향의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주
제는 근대 춘향서사에 이르러 왜곡되고 굴절된다.22)

한편 현대 춘향서사 가운데 ｢춘향뎐｣에서는 신관 사또의 불의함이 일부 
지배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체제 전체의 문제로 확장된다. ｢춘향뎐｣의 
21) 임형택은 홍길동전과 어무적(魚無迹)의 사상에서 사회적 갈등의 궁극적인 해

결책이 성총(聖聰)으로 제시되었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중세기(中世紀)의 범
세계사적(凡世界史的) 현상이었던 농민 저항은 일반적으로 왕권주의(王權主義)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국왕의 인자함이 언젠가 자기들의 괴로운 처지를 구원해 줄 
것으로 환상을 품었던 것”이라 해석하였다.(임형택, ｢어무적의 시세계와 홍길동전
｣, 한국문학사의 시각, 창작과비평사, 1984, 97면) 이는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춘향의 저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이라 생각된다.

22) 근대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서사 주제의 굴절은, 근대 춘향서사가 창작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및 근대 춘향서사를 창작한 작가의 의식과 유관하리라 생
각된다. 이 점에 대한 고찰은 추후의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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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는 춘향에 대해 수청 명령을 했다는 것만으로 신관이 폭정을 자행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23) 또한 ｢춘향뎐｣에서 유부녀 핍박
의 죄는 변학도가 감당할 죄가 아니며 구정권의 이데올로기에 그 화살을 
돌려야 하는 것이라고 서술된다. ｢춘향뎐｣은 신관 사또의 불의를 조선 왕
조의 지배이념과 지배체제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춘향뎐｣은 
불의를 자행하는 세력을 지배계층에서 지배체제, 즉 국가로 확장하면서 
춘향이 저항해야 할 불의의 대상 역시 확장한다. 춘향은 불의한 체제가 
지배하는 세계와의 영원한 단절이라는 방법을 택하여 저항을 실현한다. 
지배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인 소백산맥에 춘향은 은거하는 것이
다. ｢춘향뎐｣에 나타난 소백산맥으로의 은거는, 춘향서사에 나타난 가장 
확장된 형태의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춘향뎐｣은 춘향의 저항이라는 춘
향서사의 주제를 발전적으로 확장시킨 현대 춘향서사로 평가할 수 있다.

23) “여염집 부녀에게 수청을 강요한 것만 가지고도 폭정이 자명한 것이 아니냐고 
하기 쉬우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처럼 인권이 완전히 보장돼서 관에 의
한 사생활의 침해가 완전히 없는 현대 한국 시민의 생활 감정으로 재어볼 때 그렇
다는 것이고 권력에 갇힌 어두운 중세의 밤을 살던 옛사람들에게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지방 관장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춘향뎐｣, 322~32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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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當代性의 확장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대부분 인조(仁祖) 또는 숙종(肅宗)이 통치하던 
조선후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설정한다. 이는 한국 고전소설 작품 다수가 
중국 왕조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에 비추어, 춘향서사가 이룩
한 현실주의적 성취로 이해된다.24)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에서부터 당대
성을 반영하는 서사로 확립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춘향서사는 근대와 현
대를 거치며 근대와 현대에 대두된 새로운 당대성을 반영하는 서사로 전
변해간다.

신분제가 현실의 지배질서로 작용하고 있던 근대이행기의 춘향서사는 
춘향의 ‘탈기생화’ 과정에 당대성을 반영한다. 초기 춘향서사인 만화본 ｢
춘향가｣에서 춘향의 탈기생화는 이도령에 의해 완성된다. 어사가 되어 남
원으로 내려온 이도령은 춘향이 자신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열행을 실
천하였음을 알게 되고, 이에 춘향의 이름을 기적(妓籍)에서 제한 뒤 아내
로 삼는다.25) 만화본 ｢춘향가｣에서 춘향 신분의 법제적 변동은 춘향이 
아니라 이도령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다. 이는 만화본 ｢춘향가｣에 조선후
기 신분제의 동요 현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남원고사와 경판 춘향전 등 19세기 중반에 형성된 전형적인 근대
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전면적으로 자신의 탈기생화 과정
을 주도한다. 그리고 자신을 기생으로 규정하며,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현
할 권리를 억압하는 신관 사또에게 저항하여 신분의 상승을 이룬다. 근대
이행기 춘향서사는 천인 기생 춘향이 주도한 신분제에 대한 부정이 관철
됨으로써, 사회의 하위 계층이 지배체제를 동요시키는 전복적 성격을 드
러낸다. 즉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 현상과 인간
으로서의 자기 각성을 바탕으로 한 하위 계층의 의식적 성장 및 신분 상

24) 이로 미루어 근대이행기 춘향서사 가운데 시대적 배경을 고려 말 공민왕(恭愍
王) 때로 설정한 광한루기나 조선 초기로 설정한 익부전은 춘향서사를 과거의 
일로 형상화하며 춘향서사가 이룩한 현실주의적 성취를 다소 후퇴시킨 텍스트로 
평가할 수 있다.

25) “지금부터 네 이름 기적에서 제할 테니 / 한 평생 내 집에 시집와 세숫대야 받들
어라”(從今妓籍割汝名, 百年吾家歸奉匜. 만화본 ｢춘향가｣,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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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에 대한 기도(企圖)를 반영하며 당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 가운데 변모가 발생한 텍스트에서는 춘향

의 탈기생화 양상에서 있어서도 전변이 발생한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
사에는 기생 계층이 전반적으로 탈기생화를 지향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남원의 기생들은 춘향은 물론 논개나 계월향 같은 의기(義妓)를 선양하
며, 기생도 절행(節行)을 실천할 수 있는 계층임을 주장한다. 기생 계층
이 전반적으로 춘향이나 의기에 대해 동류의식을 품으며 심리적인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면모가 나타나는 것이다. 변모가 발생한 기생계 춘향서
사에는 근대이행기의 신분제적 지배 질서가 이전처럼 공고하게 작용되지 
않는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춘향의 탈기생화 과정에 있어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중
요한 질적 변화가 발생한다. 기존의 춘향서사 연구에서는 주목되지 않았
으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탈기생화를 주도하는 인물은 춘향이 
아니라 월매이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상층 신분의 남성과 결연
하여 기자치성을 드린 끝에 춘향을 출산한다. 이에 춘향은 성천총 또는 
성참판의 딸이 되어 가부장제 안으로 편입된다. 가부장제 사회는 부계 중
심 사회로, 부계를 중심으로 하여 자녀의 신분을 규정하고자 하기 때문이
다.26)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와 장자백 창본 춘향가에서는 성
참판이 춘향을 자신의 딸로 인정하기도 한다.27) 춘향이 퇴기 월매의 슬
26) 부계를 중심으로 자녀의 신분을 규정하고자 하는 관습적 인식은 실정법과는 배

치된다. 조선후기에는 천자수모법이 실행되었기에 기생의 자식은 모친의 신분에 
따라 법제적 신분이 천인이다. 그러나 모친이 기생이라 할지라도 부친이 양반이라
면, 실제 당대인의 인식 속에서 그 인물의 사회적 지위는 격상된다. 이는 ｢기생 명
선 자술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주 기생 명선은 양반 신분인 김진사의 수청
을 들어 아들을 출산한다. 이 아이는 부친이 양반이라 하여도 모친이 기생이기에 
법제적 신분이 천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선은 “좋은 벼슬 못 바라나 소년 급
제 취재(取才) 넘겨 / 수문장, 훈련 주부, 선전관, 구군 찾아 / 변방 장수 이력 닦
아 방어사야 못할쏜가”(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60면)라고 말하
며 아들의 무과 급제를 기대하는 면모를 보인다. 기생 명선은 부계를 중심으로 아
들의 신분을 규정하고, 아들이 양반의 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7) “춘향어모 여쭈오되, ‘말씀은 황송하오나 들어보오. 자하골 성참판 영감이 보후로 
남원에 좌정하였을 때 소리개를 매로 보고 수청을 들라 하옵기로 관장의 영을 못 
이기어 모신 지 삼 삭만에 올라가신 후로 뜻밖에 보태하여 낳은 게 저것이라. 그 
연유로 고목하니 젖줄 떨어지면 데려가련다 하시더니 그 양반이 불행하여 세상을 
버리시니 보내들 못하옵고(……).’”(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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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성장하였다 할지라도 부친의 존재가 명확한 이상 춘향은 가부장제 
안에 편입된 인물이다. 기생의 딸 춘향이 가부장제 안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곧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의미한다. 부계를 중심으로 신분을 규정하
고자 하는 하위 계층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비기생계 춘향서사에는 반영
되어 있다.

춘향을 성천총 또는 성참판의 딸로 규정한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
사의 월매는 춘향에게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춘향이 유교 문명권의 성별
지식을 교육받도록 주도하여 춘향이 기생 아닌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
남창 춘향가｣의 월매는 춘향을 대비정속시키며 춘향의 법제적 신분 변동
을 주도하기도 한다. 또한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월매는 춘향이 경제 활동
을 하지 않고 독서를 하거나 여공을 익히며 양반의 얼녀로 살아갈 수 있
도록 그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준다. 기생계 춘향서사인 남원고사에서 
월매와 춘향은 노동력 이외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하층민을 상징
하였다.28) 그러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월매와 춘향은 노동력 이외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하층민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모친의 주도에 의해 유교적 규범을 학습한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신관 사또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후기 향촌 중간층(鄕村中間層)이 당대 사회
의 공식적 규범을 철저히 실행하면서 도덕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신분 상
승을 도모하였던 면모와 유사하다.29) 조선후기의 향촌 사회에서는 특히 
향리(鄕吏) 계층이 유교적 규범을 철저히 실행하며 양반과의 차등을 축소
하고자 하였다.30)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창작한 신재효가 향리라는 점은 

28) 조광국은 기생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했기에 때문에 기생의 실리추구 행위
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보았다.(조광국, 앞의 책, 136~141면 참조) 또한 조선 
후기에 기생은 관속 가운데 가장 적은 급여를 받으며 노제(老除)된 뒤에도 관아로
부터의 각종 수탈에 시달리는 최하층의 천인이었다.(박영민, ｢19세기 지방관아의 
교방정책과 관기의 경제현실｣, 1∼42면 참조) 남원고사 등의 기생계 춘향서사는 
하층민으로서의 기생의 삶을 텍스트에 반영하고 있다.

29) 김지윤, ｢<춘향신설>․남창 <춘향가>․<익부전>의 춘향 형상과 그 의미-작자의 
계층에 주목하여｣, 118~119면 참조.

30) 이훈상, 조선후기의 향리, 일조각, 1990, 88~89면 및 2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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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생계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저항의 성격을 구명할 때에 간과할 수 없
는 문제이다.31) 신재효의 ｢남창 춘향가｣를 비롯하여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수절가 등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의 성격과 탈기생화 과정 및 지
배권력에 대한 저항을 유사한 양상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비기생계 춘향
서사의 각 텍스트에 투사된 세계인식이 유사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재
효의 ｢남창 춘향가｣ 뿐만 아니라 비기생계 춘향서사 전체에서 춘향이 상
징하는 계층은 하층민에 국한되지 않으며 향촌 중간층까지를 포괄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하층민으로서가 아니라 향촌 중간층을 포
함한 피지배층으로서 지배권력에 저항한다.32)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반
영된 당대성은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서사가 지닌 전복적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해 텍스트에 탈현실적 서사를 첨입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서사
에 천상계의 개입이라는 외피를 덧씌우고 있는 것이다. 천상의 존재가 적
강하여 인간세계에 태어난 춘향은 천상계로부터 고귀함과 비범성을 부여
받는다. 춘향은 인간세계에서는 하층의 신분이지만, 본래 인간세계의 상
위에 존재하는 천상계의 인물로서 인간세계의 지배 질서에 저항한다. 비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저항은 당대 사회의 하층민과 지배권력 사이
의 전면적인 대결이라는 의미를 비켜 가고 있다. 이에 비기생계 춘향서사
에서 춘향의 저항은 현실의 전복이라는 의미를 약화한다. 근대이행기 비
기생계 춘향서사는 향촌 중간층의 세계인식을 반영하며 기생계 춘향서사
와는 상이한 세계인식 및 당대성을 드러낸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는 저
항성과 전복적 성격이 굴절되는 방향으로 전변해 간다.
31) 정출헌은 신재효를 ‘요호부민’(饒戶富民)으로 규정하고 요호부민은 백성의 유망

(遊亡)으로 인한 조세의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계층으로서 수탈의 대상이 되
었다고 논하였다. 또한 신재효는 자신이 개작한 판소리에 요호부민으로서의 계층
성과 현실인식을 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정출헌, ｢신재효의 판소리를 재론한다 
-신분상승을 위한 것인가, 부민(富民)을 대변한 것인가-｣, 역사비평 25, 역사
비평사, 1994 및 정출헌, ｢19세기 판소리사의 추이와 신재효｣, 어문논집 37, 민
족어문학회, 1998 참조)

32) 한편 신동흔은 춘향이 과연 하층민의 표상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춘향이 
상징하는 계층을 ‘평민’으로 확대한 바 있다.(신동흔, ｢평민 독자의 입장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신학균본 별춘향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6, 판소리학회,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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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에 들어 출현하기 시작한 근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의 춘향
서사를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 새로운 시대의 당대성을 투사한다. 신문 
또는 구활자본(舊活字本)이라는 근대적 매체를 통해 생산된 근대 춘향서
사는, 갑오개혁 이후 근대이행기의 제도가 철폐되고 새로운 사회질서가 
수립되어 가던 가운데 일제(日帝)에 의해 국권이 강탈된 당대 사회의 변
화를 기민하게 반영한다. 이는 1912년 매일신보를 통해 연재된 옥중
화에 <장부사업가>(丈夫事業歌)가 삽입되어 있는 데서 확인된다. 근대
이행기 춘향서사에서 남원 농부들은 <농부가>를 부르며 임금의 덕을 칭
송하고 태평성세를 노래하였으나, 옥중화는 농부의 노래를 <장부사업
가>로 개변한다. 

한 농부 썩 나서며 자진 농가(農歌)를 메기는데 <장부사업가>로 앞소
리를 주겠다.

“어여로 상사뒤오. 대장부 세상에 나 주색에 투를 벗고 고상한 뜻을 가
져 대인접물하올 적에 일호 사곡(私曲) 없음으로 평생의 소위사(所爲事)
를 남을 대해 다 말함이 대장부의 일이로다.”

(…중략…)
“얼널널 상사뒤. 사회의 영수(領袖)되어 법률 범위 위월(違越) 말고 일

동일정 지피지기 인기세이도지(因其勢而導之)하여 개량풍속하는 것도 대
장부의 일이로다.”

“얼널널 상사뒤. 국내 청년 몰아다가 교육계에 집어넣고 각종 학문 교수
하여 인재양성한 연후에 학계 주인되는 것도 대장부의 일이로다.”

(…중략…)
“얼널널 상사뒤. 경국제민 연구하여 천하이익 얻어다가 금고에 만적하고 

상업저앙 임의대로 경제대가 되는 것도 대장부의 일이로다.”33)

<장부사업가>의 삽입을 통해 옥중화에는 일제의 침탈로 조선 땅을 
더 이상 조선의 임금이 통치하지 못하게 된 당대의 현실이 반영된다. 옥
중화의 작가 이해조(李海朝)는 교육을 통해 청년을 계몽하고 상업에 힘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근대 사회에서 대장부가 해야 할 일을 <장부
사업가>를 통해 논한다. 또한 이해조는 <장부사업가>에서 세력을 따라 
33) 옥중화, 129~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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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인도하여 풍속을 개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데, 이해조가 말
한 세력은 곧 일제이다. 옥중화에는 작가 이해조가 일제와 타협한 자신
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당대성이 반영되고 있다.34) 근대 춘향서사는 식민
지라는 당대의 현실 속에서 굴절을 겪는 것이다.

현대에도 춘향서사는 동태적(動態的)으로 변모하며 새로운 당대성을 반
영한다. 현대 춘향서사는 현대에 확립된 인권의식과 정치의식 등을 반영
하며 당대성을 확장해 간다. 본고에서 검토한 현대 춘향서사 텍스트에 새
로운 당대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현대에 연행되는 판소리 <춘향가>
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근대이행기에 판소리는 창자(唱者)의 연행과 청자(聽者)의 감상이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 향유되었다. 현대의 판소리는 
근대이행기의 향유 방식을 고수하며 이를 재연(再演)한다. 또한 현대의 
연행 판소리는 내용에 있어서도 근대이행기와 근대에 걸쳐 확립된 판소리 
사설을 보전(保全)한다. 현대 연행 판소리의 특징은 명창 김연수(金演洙, 
1907~1974)의 ｢춘향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연수 창본 ｢춘향가｣
는 1967년 활자로 간행되었으며, 이 텍스트는 춘향서사의 기본구도를 유
지한다. 김연수 창본 ｢춘향가｣는 춘향의 부친을 성참판으로 설정하고, 춘
향의 적강 모티프 및 몽중 황릉묘행을 삽입함으로써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면모를 계승한다. 김연수 창본 ｢춘향가｣는 신재효의 ｢남창 춘
향가｣ 및 옥중화의 행문 일부를 유의할 만한 변이 없이 삽입하고 있기
도 하다.35) 김연수 창본 ｢춘향가｣는 그 제자들에 의해 전승되어 현재까
지도 연행되는데, 2008년 송재영이 공연한 <춘향가>의 사설은 김연수 
창본 ｢춘향가｣를 거의 그대로 보전하고 있다.36) 
34) 최원식, 앞의 논문, 142면 참조.
35) 김연수 창본 ｢춘향가｣의 서두에는 “우리나라 호남 좌도 남원부는 동으로 지리산 

서으로 적성강 산수정기 어리여서 춘향이가 삼겼는디”(김연수 창본 ｢춘향가｣, 김
진영 외, 춘향전전집 3, 박이정, 1997, 11면)라는 구절이 들어 있고, 춘향이 이
도령에게 보낸 편지에 “녹주우석숭이요 홍불수이정”이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신재효 ｢남창 춘향가｣와 유사하다. 또한 김연수 창본 ｢춘향가｣에는 방자가 춘
향을 ‘절름발이 양반’이라 칭하는 대목과 만복사 중들이 춘향을 위해 불공을 드리
는 장면, 남원 과부들이 춘향을 위해 어사에게 원정을 올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
어, 이 작품이 옥중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6) 송재영, ｢동초제 <춘향가>｣, 2008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국립극장,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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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연행 판소리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소설의 양식으로 창작된 현
대 춘향서사는 현대의 당대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변한다. 외설춘향
전은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를 변형하며 민중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고, 
｢춘향뎐｣ 및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은 춘향서
사의 기본 구도를 해체하며 춘향의 사랑과 저항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제
시한다. 탈선춘향전과 ｢옥중가｣는 동시대의 정치의식과 정치적 사건을 
작품에 투사하며 춘향서사의 당대성을 확장한다. 

1951년에 창작된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집장가>를 통해 신관 사또
의 수청 명령이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이라 말한다.37) 탈선
춘향전에서 춘향은 자유와 민주정치에 대한 이상(理想)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는 탈선춘향전에 해방기(解放期)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
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이 실존주의적 자유 
개념으로 이해되던 당대의 사조(思潮)가 거칠게나마 반영된 결과이다.38) 

1990년 4월에 발표된 ｢옥중가｣는 1990년 1월에 단행된 3당 합당이라
는 정치적 사건을 우의(寓意)하기 위해, 춘향서사를 소재로 활용하여 창
작된 소설이다.39) ｢옥중가｣에서 양반 계층은 당시의 집권 여당을, 월매와 
춘향은 여소야대의 기회를 틈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여당과의 합당을 단행한 야당 정치인을 상징한다.40) 현대 춘향서사는 이
들 텍스트가 당대의 서사로 읽히도록 당대성을 확장한다. 

이상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춘향서사는 각 시대의 당대성을 반영하
며 지속적으로 전변한다. 춘향서사에 반영된 당대성은 고정되지 않고 동

48~87면.
37) “이번 매에 화답하리다. 이십세기는 아닐망정 이상의 정치는 민주정치, 이치에 

맞잖는 사리사욕에 이 나라 이 법을 망치려오. 칠대로 치오.”(탈선춘향전, 
189~190면)

38)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 1950년대의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권보드래 외,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한편 
탈선춘향전에서 향단은 댄스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향
단의 형상에는 1950년대 ‘아프레걸’의 이미지가 다소간 투사되어 있다.

39) 한채화,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푸른사상, 2002, 192~193면 참조.
40) 이는 월매의 발화에 당시 야당 총재로서 3당 합당의 주역이었던 김영삼(金泳三)

이 습관적으로 사용한 ‘학실한 선택’이라는 어구가 차용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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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당대
성의 확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았다. 춘향서사가 오랜 
기간 온축하여 온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서의 당대성이 옥중화와 
｢옥중가｣에는 계승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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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結論

본고는 근대이행기에서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춘향서
사’ 62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 텍스트를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
서사’,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 ‘근대 춘향서사’, ‘현대 춘향서사’
로 범주화하고, 춘향서사의 각 범주에 나타난 춘향 형상의 특징과 그 특
징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 춘향서사의 전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는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기생으로 규
정하나,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부정하고 탈기생화를 주도하는 춘향서사를 
말한다. 본고가 검토한 기생계 춘향서사는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춘향서
사인 만화본 ｢춘향가｣를 포함하여 모두 41종이다. 만화본 ｢춘향가｣에는 
춘향의 신분에 대한 부정과 애정에 대한 적극성이 나타난다. 만화본 ｢춘
향가｣ 이후의 기생계 춘향서사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전변한다. 본고는 19세기 중후반에 형성된 것으로 
비정되는 남원고사 및 경판 춘향전을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한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로 규정하였다. 춘향의 문제적 개
인으로서의 면모는 신분의 부정, 사랑의 독자성, 관습적 세계와의 갈등, 
열행을 통한 지배권력에의 저항이라는 네 가지 측면을 통해 형상화된다. 
기생계 춘향서사에 형상화된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춘향은 자신의 신분을 부정함으로써 관습적 세계의 질서, 그리고 
신관의 탐학을 포함한 신분제 사회의 차등적 질서와 대립하며 독자성을 
확립한다. 둘째, 춘향은 월매의 개입 없이 이도령과 독자적으로 결연하며 
신분에 대한 부정을 바탕으로 이도령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사랑을 이
룬다. 셋째,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순응하며 즉물적 세계인식을 
지닌 방자‧월매‧군노사령 등의 하층민과 갈등을 겪으며, 관습적 세계에 대
한 이질성을 확고히 한다. 넷째, 춘향은 열행의 실천을 통해 지배권력이
라는 관습적 세계에 저항한다. 춘향이 열행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배권
력의 불의함이 폭로되고, 춘향의 신관 사또에 대한 저항을 남원의 피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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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동정하고 지지함으로써, 춘향의 저항은 피지배층의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의 일부 텍스트에서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형상이 변모한다. 춘향이 신분을 부정하는 방법 및 관습적 세계와 춘향의 
갈등 양상에서 변모가 나타난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내
외법을 따르고 여공을 익히는 등 규범적 여성에 동화되는 방법을 통해 기
생이라는 신분을 부정한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동일 
계층 인물들 사이에 갈등이 완화된다. 월매가 춘향의 결연 및 이별에 개
입하면서 춘향 사랑의 독자성은 부분적으로 축소된다. 춘향이 관습적 세
계의 인물과 갈등하지 않고, 관습적 세계의 인물이 춘향을 이해하는 양상
은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포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모한 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기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축소되어, 춘향이 자신의 신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춘향은 기
생도 충절과 정절을 행할 수 있는 신분임을 주장하며 역사적 의기(義妓)
에 동류의식을 표한다. 요컨대 기생계 춘향서사의 변모는 춘향의 관습적 
세계에 대한 이질성 및 춘향의 독자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
는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의 면모는 유지하되, 관습적 세계와의 관계에 있
어 전형적인 기생계 춘향서사의 문제적 춘향과는 다른 춘향을 원하는 당
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일부 주변인물이 춘향의 신분을 부계 
중심으로 규정하여 기생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춘향의 탈기생화 과정에 
월매가 영향을 미치는 춘향서사이다. 본고는 10종의 비기생계 춘향서사를 
검토하여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공통적으로 형상화된 춘향의 특징적 면모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열녀전, 소학, ｢내칙｣ 등의 독서
를 통해 즉 조선 사회의 공식적 규범인 유교 규범을 학습하고, 자신의 행
동을 유교 규범에 부합하도록 규율한다. 이는 여공의 실행, 내외법의 준
수, 이도령에 대한 수동성의 발현 및 효행의 실천이라는 측면을 통해 현
시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질서를 내면화한 인
물로 질적 변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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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 과정을 월매가 
주관한다. 월매는 춘향 대신 이도령이라는 세계와 마주하고 춘향과 이도
령의 결연을 완성시키며 춘향과 세계 사이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또한 
월매는 춘향의 일부종사에 대한 의지를 이해하고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혼인으로 인식하며 춘향의 수절을 지지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월
매가 춘향보다 먼저 춘향의 기생 신분을 부정하고 춘향이 관습적 세계의 
규범을 익히도록 주도하는바, 춘향의 독자성이 축소되고 월매에 대한 수
동성이 증대된다. 

셋째, 비기생계 춘향서사에는 적강 모티프, 천상계에 의한 주인공 운명
의 예정 등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다. 춘향과 이도령이 적강한 천상계의 
인물로 설정되며, 이들의 인간세계에서의 사랑과 운명은 천상계에 의해 
예정된 일이 된다. 따라서 춘향은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 되고, 
춘향의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 역시 천상계에서 지은 죄과로 인한 수난이 
된다. 탈현실적 서사가 첨입된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서사가 가지
는 현실적 의의가 희석된다. 또한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천상계 열
녀로부터 동일시되어 천상계가 인정하는 절대적 선인이자 열녀가 된다. 
동시에 춘향의 행위는 천상계로부터 인정받은 도덕적 당위가 된다. 

넷째,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이념적으로 절대화된다. 춘향
은 독서를 통해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 관념을 확립한다. 전형적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이도령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지키겠다
는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었으나,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열은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로 전변한다. 유교 규범으로서
의 열을 실천하는 춘향은, 유교 규범을 체제의 공식적 규범으로 삼고 있
는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정당한 존재가 되는바, 신관 사또에 대해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며 항거한다. 유교적 여성 규범으로서의 열을 실행
하는 춘향은 체제의 구성원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관습적 세계에 대
한 이질성을 대폭 축소한다.

비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관습적 세계의 이념을 수용함으로써 관습
적 세계에 대한 이질성과 독자성을 축소한다. 춘향은 절대적 선인으로서 
절대적 악인인 신관 사또와 대립하므로,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



- 284 -

격은 비기생계 춘향서사에서 현저히 축소된다.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비기생계 춘향서사에 발생한 중대한 질적 변화는 춘향의 열이 유교적 여
성 규범으로서의 열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근대 춘향서사’는 근대이행기의 사회제도인 신분제를 후경화하고 춘향
의 저항을 애정 성취를 위한 사적인 일로 형상화하여, 근대이행기의 춘향
서사가 지니고 있었던 역사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탈각하고 
탈역사화를 추구한다. 근대 춘향서사의 특징적 면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도령에 의해 신분제적 위계가 이완되고 월매가 연장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근대이행기의 제도인 신분제가 후경화된다. 근대 춘향서
사에서 신분제는 텍스트가 창작되고 향유되는 당대의 제도로서 작품의 현
실적 의의를 강화하지 않고, 서사 구성상의 배경으로 후경화된다. 이에 
근대 춘향서사는 조선후기라는 과거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한 애정중
심서사로 질적 변화를 이루며, 근대이행기 춘향서사가 지니고 있었던 역
사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미를 탈각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의 
사랑과 저항은 모두 개인의 사적인 일이 된다. 

둘째,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이도령 및 월매에 순종하는 여성이 된다. 옥중화의 결말에서 이도령이 
신관 사또를 용서하나 춘향은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된다. 
또한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다수의 남성이 춘향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
나, 춘향은 인내로 일관하면서 타자화된다. 한편 근대 춘향서사에서 월매
는 물질주의적인 속성을 극대화하며 춘향을 수단으로 삼아 물질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근대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이도령, 월매, 
남성 주체에 의해 타자화되며 독자성을 상실한다.

‘현대 춘향서사’는 춘향서사의 기본 구도가 변형 또는 해체되고, 춘향이
라는 인물과 주변인물의 성격에 변모가 나타나 춘향서사의 해체적 양상을 
보여준다.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문제적 개인으로서의 면모가 지속
되기도 하고 소거되기도 한다. 춘향의 문제성이 지속된 현대 춘향서사는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이다. 탈선춘향전의 춘향은 구시대의 관습을 
타파하려 하고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며 독자성을 보인다. ｢춘향뎐｣의 춘
향은 관습적 세계와의 영원한 단절을 독자적으로 선택하며 발전되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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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적 개인으로 형상화된다. 반면 ｢옥중가｣의 춘향은 월매에게 종속
되고, 외설춘향전의 춘향은 여성 규범에 종속되며,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석｣의 춘향은 사랑이라는 감정에 종속되어 
독자성과 문제성을 상실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이도령의 인간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이전의 춘향
서사에 비해 격하된다. 탈선춘향전과 ｢춘향뎐｣은 이도령이 인간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서사화하나, 이외의 현대 춘향서사에서 이도령은 미
숙한 인간으로서 신관 사또와 대결하지 않으며, 춘향의 고난을 해결해주
지 못한다. 또한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월매의 속물성이 고착화된다. 월매
는 서사 초반부터 기회주의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성격을 전면화하여 춘향
을 도구화하는 인물로 전변한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춘향서사의 전변을 야기한 핵심 인소를 
‘사랑의 의미’, ‘여성의 주체성’, ‘신분에 대한 문제의식’, ‘불의에 대한 저
항’, ‘당대성의 문제’로 도출하고, 핵심 인소의 전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춘향서사에서 춘향 사랑의 의미는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이 
사랑의 실현을 위해 신분을 부정하고 관습적 세계의 질서에 저항함으로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으나,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 개인의 문제로 왜소화된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 나타난 춘향 사
랑의 문제성은 인간으로서의 사랑을 억압하는 지배권력에 대한 저항을 통
해 현시되는 현실 전복적 성격이었다. 그러나 근대 춘향서사는 이러한 문
제성을 탈각하고 춘향의 사랑을 남녀 간의 일반적인 애정으로 형상화한
다. 현대 춘향서사는 텍스트에 따라 춘향 사랑의 의미를 발전적으로 계승
하기도 하고, 왜곡 또는 전도하기도 한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기생 아닌 인간으로 살고자 하
는 의지를 확립한 특수하고 문제적인 피지배층 주체였다. 근대이행기 비
기생계 춘향서사에서 춘향은 유교적 여성 규범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 
조선후기 사회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여성 주체로 확장된다. 근대 춘향
서사에서는 춘향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과 월매에 의해 타자화되는 
굴절이 발생한다. 현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주체성이 지속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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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보하기도 한다.
조선후기 신분제 사회에서 춘향은 천인 계층이자 가부장제의 영역 밖에 

놓인 여성으로서 가장 미천한 신분에 속하였다. 신분제가 현실의 지배질
서로 작용하던 근대이행기에 형성된 춘향서사는 춘향의 항거를 통해 신분
제의 차등적 질서에 문제를 제기한다. 기생계 춘향서사의 춘향은 신분제
적 질서를 자기 계층에 유리하도록 확립한 지배권력에 전면적으로 저항함
으로써, 춘향서사를 전복의 서사로 읽히게 한다. 반면 비기생계 춘향서사
의 춘향은 규범의 실행을 통해 지배층과의 관계에 있어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자 하며 전복성을 약화한다. 

춘향이 보여준 전복적 서사가 근대이행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
없는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서사가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춘
향이 불의한 지배권력에 대해 저항한다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근대이행기 춘향서사에서 신관 사또는 송사의 천단과 수탈을 일삼으
며 불의한 지배권력의 전형으로 형상화된다. 춘향의 저항은 불의한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전화되어,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피지배층의 지지
를 얻는다. 근대 춘향서사에서는 춘향의 저항 역시 부정한 일개인에 대한 
저항으로 그 의미가 왜소화된다. 그러나 현대 춘향서사인 ｢춘향뎐｣은 저
항이라는 춘향서사의 주제를 다시금 발전적으로 확장시킨다.

춘향서사의 전변 과정에서 당대성은 확장된다. 근대이행기 기생계 춘향
서사는 조선후기 피지배층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신분 상승 
의식이라는 당대성을 반영한다. 근대이행기 비기생계 춘향서사는 향촌 중
간층의 지배 질서에 대한 의식과 신분 상승 의식을 반영하며 당대성을 확
장한다. 근대 춘향서사에는 식민지 시대 일제와 타협한 작가의 의식이 반
영되고, 현대 춘향서사에는 개별 작가의 세계 인식이 반영되며 춘향서사
의 당대성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춘향서사가 250여년에 걸쳐 각 시대의 당
대성을 반영하며 그 외연과 내포를 확장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춘
향서사의 전변 양상을 통시적으로 조망하여 춘향서사의 전변에 내재된 질
적 변화를 고찰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남아있다. 근현대의 경우 소설이나 
희곡이라는 장르 외에 영화나 음악극, TV드라마를 통해 창작된 춘향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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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작품 있으나 본고는 이를 논의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다기한 장
르로 창작된 근현대 춘향서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작
업은 춘향서사의 근현대적 전개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는데 필수적인 작업
일 것이다. 또한 근현대 춘향서사는 대부분 그 작가가 밝혀져 있으나, 본
고는 개별 작가의 의식과 춘향서사 텍스트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여러 장르로 창작된 근현대 춘향서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과 각각의 근현대 춘향서사에 투사된 개별 작가의 의식을 
살피는 작업은 후속의 과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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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and their Meanings in 
the Narrative of Chunhyang(春香)

KIM Jiyo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studies 62 versions of the narrative of Chunhyang, 
which were categorized into the premodern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premodern narrative of non-kisaeng Chunhyang, 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and contemporary narrative of Chunhyang. 
And it tries a diachronic study on the changes and their meanings in 
62 versions of the narrative of Chunhyang.

In the premodern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Chunhyang is 
regarded as a kisaeng. But she denies her social status as a kisaeng 
and tries to redetermine herself as a woman from the noble class. 
She stands against the customary world, so her characteristics of a 
problematic individual comes to be prominent. She is willing to bear 
any hardship for her love and fidelity with her own free will, so her 
conduct has a symbolic meaning of resistance to social discrimination 
and ruling power of injustice. In some works belonged to the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her characteristics of a proble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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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omes to be declined, she regards herself as a normative 
woman to deny her social status as a kisaeng, so she is not serious 
conflict with the customary world.

In the premodern narrative of non-kisaeng Chunhyang, Chunhyang 
is not regarded as a kisaeng on the grounds that her father is an 
aristocrat. Her mother Wolmae(月梅) takes the initiative in making 
her into a noblewoman, so Chunhyang’s role comes to be reduced. 
And the element of predetermined destiny makes Chunhyang into a 
woman of conformity, she just learns social norms of the customary 
world passively and behaves like a chaste woman. So, she comes to 
be a morally complete woman.

In the 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the status problem comes to 
be just a background of work and Chunhyang’s resistance is described 
as a personal conduct with no social meaning. She loses her 
characteristics of a problematic individual and comes to be a 
otherized woman who is obedient to Wolmae and Yidoryeng(李道令).

In the contemporary narrative of Chunhyang, the basic setting in 
the narrative of Chunhyang is disassembled. Talseonchunhyangjeon(탈
선춘향전) created by Yi, Joohong in 1951 and Chunhyandeon(춘향뎐) 
created by Choi, In-hoon in 1967 inherit Chunhyang’s characteristics 
of a problematic individual creatively, however the other works 
portray Chunhyang as a subordinate figu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dissertation identifies the five 
main factors – the meaning of love, woman’s independence, critical 
mind of social status, resistance to injustice, and reflection of 
contemporariness – and explains the change and its meaning of the 
five main factors.

The pre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extends the meaning of her 
love into the social issue but on the other hand, the 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reduces it into the person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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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hyang in the premodern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is a 
problematic individual who denies her social status as a kisaeng and 
stands against the customary world for her love and fidelity, whereas 
Chunhyang in the premodern narrative of non-kisaeng Chunhyang is a 
virtuous woman who practices Confucian norms and comes to be a 
general wom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ubversiveness of Chunhyang that Chunhyang from the ruled 
class fights against unjust power is expressed most clearly in the 
premodern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and then it comes to be 
weakened. However the contemporariness reflected in the narrative of 
Chunhyang have been expanded continuously in the process of 
change.

Keywords: Chunhyang, narrative of Chunhyang, variation in the 
narrative of Chunhyang, narrative of kisaeng Chunhyang, narrative of 
non-kisaeng Chunhyang, pre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modern 
narrative of Chunhyang, contemporary narrative of Chun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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