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 동편제의 전승과 가람본 <鱉兎歌>의 성격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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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본 발표문에서는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전승상의 특징과 가람본 <鱉兎歌>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람본 <鱉兎歌>가 어느 바디와 관련된 작품인지, 어떠한 전승되
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판소리의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는 20세기 전반 정립된 개념이다. 현재 수궁가는 크게 동
편제와 보성소리로 전승되고 있다. 20세기 이전에는 아마도 동편제 수궁가 주로 전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단일한 동편제의 수궁가로 전승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송흥록은 자
신에게 판소리를 배우러 왔던 김세종에게 너희 집에 전하는 소리나 하라는 말을 남겼다. 송만
갑이 조선성악연구회에 인력거꾼에게 했던 말이라고 전한다.1) 송만갑은 인력거꾼에게 자가의
정통성과 우월함을 과시한 말이겠지만, 동편제 유파의 전승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가볍게만
여길 수는 없는 부분이다. 송만갑의 인력거꾼에게 말했던 것처럼 송흥록과 김세종은 동편제
명창이므로 과거에 최소 두 판 이상의 동편제가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실제 송만갑
그 자신도 부친인 송우룡이 아닌, 박만순에게 판소리를 배웠으며, 때로는 가문의 소리에 충실
하지 않는다고 하여 동편제 선배들인 박기홍, 전도성 등에게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송
만갑의 소리를 송씨 가문의 소리 그대로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한편, 유성준은 정춘풍에게 판
소리를 배웠는데, 현재 송만갑과는 다른 유성준제로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고제 동편제 수궁
가는 송우룡, 박만순, 정춘풍의 최소한 세 판으로 존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게 된다.
20세기 초까지 송우룡의 제자 이선유, 박만순의 제자 송만갑, 정춘풍의 제자 유성준에 이르
는 세 판의 동편제 수궁가를 전승되었다. 따라서 이선유, 송만갑, 유성준의 수궁가를 검토할
수 있다면, 20세기 이전 즉 고제 동편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송만갑, 유성준은 온전한 수궁가의 사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송만갑에게 수궁가를 배운
1) 이보형, ｢초창기 명창들｣, 최동현·유영대 편, 판소리 동편제 연구, 태학사, 1988, 3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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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술, 유성준의 제자 임방울의 창본을 통하여 살필 수밖에 없다.
본 발표문에서는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박봉술, 임방울 창본의 친소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각각 세판으로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특징을 추출해보고자 한
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람본 <鱉兎歌>가 어떤 고제 동편제에 가까운 필사본인지도 규명
해보고자 한다. 본 발표문의 논의는 가람본 <鱉兎歌>와 세 판은 상이점을 비교하고 각 판이
갖는 노정기의 특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2. 고제 동편제 수궁가와 가람본 <鱉兎歌>의 관계
가람본 <鱉兎歌>는 지금으로부터 130여년 전인 1887년 필사된 작품이다. 처음 소개될 당시
에 아주 이른 시기에 필사된 초기 창본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이 작품에 실려 있는 화소,
소리대목, 더늠 등을 중심으로 판소리 수궁가의 초기 모습을 추정하기도 했다.2)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실체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창본을 토대로 역으로 복
기해야만 한다. 이선유는 송우룡에게 수궁가를 사사하였다. 박봉술은 송만갑에게 사사하였는
데, 송만갑은 박만순, 김찬업에게 수궁가를 배웠다. 임방울은 유성준에게서 수궁가를 배웠는
데, 유성준은 정춘풍의 문하에서 판소리를 익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친연
성을 점검함으로써 이선유, 박봉술, 임방울의 수궁가의 성격과 이들의 스승이 전해주었던 고
제 동편제 수궁가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박봉술, 임방울 창본의 친소관계를 수궁가의 노정기와 더늠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모습들에 접근해보기로 한다.
1)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
이선유(李善有, 1873~1949)는 송우룡에게 수궁가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수궁가
는 오가전집과 몇 개의 유성기 음반으로 전한다. 이선유의 창본에는 별주부 모친 만류 대
목,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대목이 있다. 현재 불리는 동편제에는 모두 이 대목들이 들어 있
지만, 보성소리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거나 다른 형태로 되어 있다. 이선유는 송씨 집안
사람은 아니지만, 송우룡에게 소리를 배웠기 때문에 송흥록이 불렀던 수궁가의 모습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의 수궁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토끼가 육지로 귀환
하는 부분이다.
가 가 어셔 가자 二水을 밧비 건너 白露州 어셔 가자 三山을 발아보니 靑天의 머러
잇고 日暮長沙 秋江遠 니 不知何處弔湘君고  곳졀 다다르니 君子 하나 게 잇시되 形
容이 초최하고 容貌가 긔괴여 靑衣黑冠의 擧手相揖 往來水로 其間이 千里여날 兎公은
何以至此오 톡기 對答되 兎屬千山니 觀不觀於졔觀이요 托身無人니 行不關於峰壑
인 必見不智하고 寤寐 平生인듸 何以至此오 其人 涕泣長歎曰 君不見 三閭大夫 魚腹葬
다 내 일즉 世上事忠一君터니 時運이 不幸야 長沙의 困한 몸이 이 물의 풍덩 밧자

2) 인권환, 정출헌, 민찬, 최광석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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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間의 셜운 과 千古의 寃痛한 게  글이나 외와가 楚天日月 말근 셰상 우리 生前 同
類들과 吟風詠月 文章덜게 자셰히 傳옵쇼 그 글의 여씨되 帝禹湯之○兮여 朕皇考日
白俑이라 惟草木之冷落兮여 悲美人之慕兮로다 月黃昏而有時튼이 江中波之險路로다 衆人
皆醉여던 我獨醒고 擧世皆濁이여던 我獨淸이라 니 읍기을 다한 後의 톡기 각니
이난 魚腹忠臣 屈原이라 멱羅水 지다가 五湖上 明月夜의 돗 치난 져 사람아 越범여
아니면 秋江의 을 타고 江東로 가난 거션 張翰이 안일넌가 欖外長江 空自流 騰王高
閣 져게로다 王勃이 萬古詩興 낙하난 여고木졔비하고 秋水난 공장天一色이라  곳져 다
다르이 白衣 두 夫人 竹林으로 나오면셔 톡기 불너 일은 말이 져게 가난 져 兎公아 
의 哀寃 드러다가 世上 傳하옵쇼 톡기 듯고 각니 萬古貞列 堯女舜妻 二妃로다 瀟湘
浦을 지더니 도도한 百万 요슈 가난 길의 물길 치난듸 눈 읍난 男子가 압헤 직걱 다다
으며 여 져 톡기야 오왕 부의 참소 듯고 忠魂이 랄나가니 이 물의 풍덩 자 千秋의
寃痛한 게 눈 읍난 기 恨이로다 무덤 압히 시문 나무 만 枯木 되어싯리 원졈이며 조자
을 역역히 보럇더니  일즉 눈을 여 東門上의 달고 왓 世上의 나가거던 그 놈 차자
傳여라 톡기 듯고 각하되 萬古忠臣 五子胥라 烏江을 얼는 지나 赤壁江 다다르니 三
國싸홈 破 後의 蘇子瞻 泛舟遊라 東山의 달이 돗고 斗牛間의 徘徊니 白露橫江 함게
가자 笑指蘆花 月一船은 楚江 漁夫 빈 로다 騎鯨世子 가신 後의 望月만 발가잇고 彩
石江 여게로다  등의 져 달 실고 還山弄明月셰 渭水의 도라드니 魚釣난 姜太公
은 긔쥬로 도라들고 銀鱗玉尺  이라 尋陽江 도라드니 琵琶聲 약 예읍던 山川
이요 杜鵑子規 실피 우러 봄을 찻 소3)
【진양조】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를 밧비 지내 백노수를 어서 가자 삼산을 바라보니
청쳔외에 머러 잇고 심양강을 당도하니 백락쳔 일거 후에 풍월색이 쳐량하다 한 곳을 당
도하니 한 군자 서 잇스되 형용이 초최하고 용모가 고고하야 푸른 옷 입고 검은 관 쓰고
거수장읍 왈 왕래수로가 상거쳘이라 토공은 하이지차오 톳기 대답하되 회독청산하니 관불
과어제관이며 탁신무림하니 행록과 어봉황이라 소무지식하고 우과평생이라 기인이 듯더니
체읍장탄 왈 군불견삼여대부어복지즁호아 내 일즉 세상에 이츙사군하더니러니 신운이 불
행하야 이 물에 풍덩 져 어복지즁혼이 되야 영불츌세 셔른 과 내 글이나 외여다가 초
쳔 일월 발근 달에 우리 생젼 동유객과 음풍명월 문장재사 타는 졍신 천고지와 자서이 일
너 주시오 그 글에 하여쓰되 제고양지 모여혜여 짐황고왈 백룡이라 유초목지영락헤여 궁
미인지긔묘로다 와량혼이누구헤여 강즁도이개로로다 즁인이 개취어던 아독셩이오 거세개
탁이어던 아독청이라 시이로 견망이라 읍기를 다 한 후에 어복츙혼 굴월이를 예와 보기
의외로다 명라수를 밧비 지내  한 곳을 당도하니 오호상강 연월야에 돗대 치는 져 사람
은 강상배를 매고 강동으로 가는 거슨 장한이 아닐넌가 학외장강 공자류는 등왕고각이 여
긔로다 왕발이 만고시흥락화는 여고목져비하고 츄수는 공장천일색이라 소상포를 다다르니
백의한 두 부인이 손을 어 나오더니 져긔 가는 톳기야 네 나를 므르리라 창호산 붕상수
졀이라야 쥭상지누를 내가멸이라 그대 세상 나가거던 내의 말을 젼하여라 그 곳을 얼는
지내여  한 곳 다다르니 도도한 백마초수 가는 길을 물결친다 눈 읍신 일 남자가 압희
젝걱 당도하야 톳기를 붓잡으며 슬피 울며 하는 말이 슬푸다 우리 오왕 백비에 참소 듯고
촉누검을 나를 주어 이 물에 풍덩 져 어복지즁혼이 되야 무덤 우에 심은 나무 하마 고
목 되여쓰리 월병의 멸오함을 내 일즉 보랴 하고 내 일즉이 눈을 야 동문상에 걸고 왓
3) 가람본 <鱉兎歌> 38장 뒷면~40장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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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위고총관일월일너니 기지유골장강열이라 그대 세상을 나가거던 내 눈 차져 젼하옵소
이는 츙신 오자서라 오강을 밧비 지내 젹벽강을 당도하니
【즁즁모리】 삼국 싸홈 파한 후에 소자쳠 범여유라 동산상에 달 온다 두우간에 배회하야
백노횡강의 함기 가자 소지노화 월일선초 강어부가 비인 배라 자라 등에 져 달 실어 우리
고향 어서 가자 한산롱명월 위수로 도라들고 은인옥쳑이로다 영산홍록 봄바람은 넘노는
거시 황봉 백접 주루루 풍덩 옥패창랑  오는 것 도화로다 불근  푸른 입은 산형을
그림하고 우는 새 나는 나부 츈광 츈색 자랑한다 너울너울 두견화 웃줄웃줄 계수덜은 나
를 보고 반기는 듯 너울너울 츔을 츈다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은 권삼득의 더늠 가자 어서가와 신만엽 더늠 소지노화의
더늠이 확장된 형태로 되어 있다. 토끼가 별주부의 등을 타고 육지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꽤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별주부가 토끼로 귀환하는 장면에 혼령상봉이 공통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수궁가에서는 가자 어서가와 소지노화의 결합형태로 있어 간략한 편이
다.
혼령상봉 대목은 심청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은 심청이 인당수로 향하는 과
정에서 범피중류 다음에 위치한다. 그런데 초기 심청가의 혼령상봉은 심청이 용궁에서 해상으
로 나오는 장면에 들어 있다가, 심청의 결연함, 비장함을 드러내기 위해 범피중류로 이동한
것이라고 한다.4) 가람본과 이선유 창본에서 토끼가 육지로 나오는 장면에 혼령상봉이 들어 있
다는 것은 초기 심청가에서 심청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장면에 있던 혼령상봉 대목을 수용했음
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권삼득의 더늠으로 판단되는 신의 고향 세상이라 대목은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다.
海雲君 방게 열 발을  벌리고 살살 긔여 들어와 伏地여 엿자오되 臣의 故鄕 世上이
라 山林碧溪 신물의 모 속의 藏身고 달발솔 望月兎로 眼面而 잇사오니 이졔 곳
出世와 長가락의 힘을 주어 톡기놈의 등살미이을 곡 집어 올리이다
행영궁 방게가 열 을  벌이고 살살 긔여 드러오며 신이 가사이다 방긔야 너는 십각이
구존하야 기는 잘하나 인적이 얼는 하면 퇴불여전이라 네가 뒤거름을 심섯쓰니 샤세 위
태하야 보내지 못하리라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을 비교해보면 운율과 길이가 거의 같다. 가람본 <鱉兎歌>
의 해당 부분은 지금 창으로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다음의 권삼득 더늠인 관대장자도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이 공유하고 있다.
寬大張子 漢劉房이 造化만키 날만며 말 잘하는 蘇秦 張儀 口辯 됴키 날만며 武陵桃
源 神仙인덜 한가기 날만며 英雄 謀士을 다 말되 날만하 니 잔켄 잔방귀을 통통
며 긋득다 밋궁기야 얌잔할사 밋궁기야 숀맛더라 밋궁기야 만일 둘만 되어던덜 게셔
4)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1997, 류수열, 수
궁가 소재 노정기의 존립과 변이-고고천변과 범피중류 및 혼령상봉 대목의 비교, 판소리연구 14, 판
소리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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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셔 듁어씰 걸 密然터라 네의 龍王  밀연키 龍王 갓고 龍王 실기 날갓트면 게셔 을
갈일 거셜 아나기도  듀라5)
【즁즁모리】 우징우징 심우징 내득간장쾌소지라 미련하다 저 자래야 배 쏙에 달인 간을 읏
지 내고 츌입할고 너 츙셩 생각하야 병든 용왕 살이랴고 성한 톳기 내 쥭으랴 수궁 죠타
일너도 불여산중 내 죠터라 너의 수궁에 반도 벽도 맹감 만 읏지 하며 불노초 조타 한
들 마을음만 읏지 하랴 관대장자 한유방이 의사 만키 날만 하며 육국 달낸 소진 장의 말
잘하기 날만 하랴 무릉도원 신션인들 한거하기 날만 하랴 미련터라 너의 용왕이 미련터라
용왕 실검이 날 갓고 나 미련하기 용왕 갓흐면 할 일 읍시 쥭을 거슬 잘 가거라 잘 가거
라 저 자라야 잘 가거라 널도 만년하여 죠흔 음식 만이 먹고 시녀덜과 대무하고 암자래를
보앗스니 이러한 죠흔 일이 천지간의 웨 잇스랴 장장 올나간다6)
【즁즁모리】 장 장 뒤여 가며 얼시구나 조흘시고 야 이 초군더라 수국철리 먼먼 길의
병든 광리 도 도르고 왓난대 무지한 초군이야 내가 읏지 못 도르랴 관대장자 한유방이 의
사 만키 날만하며 육국 달낸 소진 장의 말 잘하기 날만 하랴 얼시구나 조흘시구 압흐로
고 뒤로 고 엽흐로 고 한참  제 공중으로 바람소리가 나더니 독수리가 탁 차고
안넌구나7)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은 토끼가 세상으로 올라온 직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공통
점을 갖는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선유 창본에서는 토끼가 덧에 걸려다가 쉬파
리를 이용하여 탈출하는 장면에서 한 번 더 활용된다. 대부분의 현행 수궁가에서 관대장자는
이선유 창본의 두 번째 부분에만 위치한다.8)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는 주부모친만류 대목과 함께 동편제 수궁가에만 들어 있기 때문에
보성소리와 구분하는 표지로 삼을 수 있다.9)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의 별주부가 울
며 여짜오되의 대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울며 여잣오되 져 놈이 本是 간사한 놈이라 을 빗길지 奏날아 徐巿와 漢날아
方士와 魏날아 曺操라도 여게 밋리다 臣이 葛盡忠心하와 万里他國 밧게 잇난 톡기을
十生九死여 일건 잡아온 놈을 그져 보오면 三國時節 七從七擒던 孔明先生 아닐진
 노와보 톡기을 뉘라셔 다시 자부리가 龍天劒 드난 칼로 져 놈의 을 프 질너 보옵
소셔10)
【즁모리】 자래 울며 엿쟈오대 만은 톳기란 놈 제우 돌나 왓삽더니 한 번 노와 보낸 톳
기 계 누구라 자버 오리 그져 완구이 배만 갈너 보옵소서

5)
6)
7)
8)

가람본 <鱉兎歌> 40장 뒷면~41장 앞면.
이선유 창본
이선유 창본
관대장자가 뒤에 위치하는 수궁가의 후반부의 확장과 관련이 있다. 토끼가 육지로 귀환한 이후 겪는
사건들이 확장될수록 관대장자는 점차 후반부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9) 별주부의 형상화와 관련이 있다.
10) 가람본 <鱉兎歌> 37장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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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는 가람본 <鱉兎歌>가 이선유 창본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재 불리는
창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은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세상으로 귀환하는 장면이 길게
부연되어 있다. 권삼득의 더늠인 가자 어서가와 신만엽의 더늠인 소지노화 사이에 혼령상봉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궁가의 초기 더늠이라고 할 수 있는 권삼득의 관대장자, 염계달의 별
주부가 울며 여짜오되가 들어 있다. 고고천변이 정형화 되어 있지 못하며, 범피중류에 해당하
는 부분이 둥덩둥덩 정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선유의 오가전집이 1933년에 출판된 것임
에도 가람본보다 고졸하고 밋밋한 느낌을 준다. 가람본 <鱉兎歌>는 이선유 창본보다 현행 창
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
박봉술(朴鳳述, 1922~1989)은 처음에는 부친인 박만조와 형 박봉술에게 판소리를 익혔고,
이후 송만갑에게 판소리를 배웠다고 한다. 박봉술은 연배로 따지자면 임방울보다 후배이지만,
그의 수궁가는 유성준제와 차이가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의 친연성은 고고천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故國天邊 紅日光은 扶桑의 둥실 놉히 다 陽谷의 자든 안 月峯으로 돌아든다 漁章村
 짓고 回雁峯 굴음 다 芦花난 눈이 되고 浮萍은 물어 다 魚龍은 잠을 들고 子規은
날라든다 洞庭如天波始秋의 錦城秋波 여게로다 압발노 碧波을 거 당그며 뒤발노 滄浪
을 아듀 湯湯 차며이은오 갓흔 져 물결을 点点이 흣터진다이리져리 앙금앙금 앙금덩실
소사올나 동졍湘 七百里을 四面으로 발아보니 岳陽樓 놉흔 집은 杜子美 지은 글句 吳楚
은 東南坼이요 乾坤은 日夜浮라 글노 爭雄고 倉梧山 거문 굴음 瀟湘江이 沈沈고 洛
浦로 가난 은 각달 無光 속의 楚懷王 冤魂이라 江山도 秀麗고 景槪도 壯할시고 雲
間의 난난 은 漢武帝 片紙 물고 瑤池宴으로 도라가난 西王母의 靑鳥로다 江涯의 橘濃
니 黃金이 千片이요 芦花風起니 白雪이 万点이라 稽山罷霧鬱嵯峨의 山은 層層 놉파
잇고 鏡水無風也自波의 물은 츌능 깁허난듸 万山은 疊疊 菊花은 点点 碧水 潺潺 落花은
落落 山鳥은 翩翩 달 몽둥 측는츌 넙젹갈 얼크러져 뒤틀어졋고 千里 신난 天上의
휘덥허 海中의 츌넝 월의렁  쥬르렁 쳥 소나고 어기야 지곡총 漁船은 도라들고 갈
메기 오리 閑暇이 잠을 들고 玉露淸風 가을 景을 宋玉賦臥 屈原 글의 붓체도다 大海景
을 다 본 후의 遠近山川 發아본이 樂樂한 山鳥聲은 溪邊水聲 셕거 울고 奇岩怪石은 處
處의 自起峯고 高山瀑洞 瀑浦聲은 半空의 소사잇고 樓閣의 깃드린  夕陽의 自去自
來 松林으로 날아드니 山林飛鳥 이로다 落霞은 與鵠목齊飛고 秋水은 共長天一色이
라 王子은 어듸 가고 그 글을 을풀 쥴 몰시노 的的 져 紅花난 杜宇의 불거잇고 奇奇
져 碧草난 爲口의 여러난뒤 鸞鳳孔雀 깃드리고 靑鶴 白鶴 논이난듸 온갓 잡 날아든다
金千江 奇觀든 万身文章 鳳凰이며 万里長天 다 뒤졋다 飛盡南溟 大鵬 去家千年今時
歸라 有鳥有鳥 영위 傾盡滄海不毛惜니 만 쎠다 졍위 有作巢 놉흔 남게 有鳩居
止 비둘기 秋水共長天一色 落霞齊飛 옥이 關關雎鳩 在河之洲 夫婦有別 진경 御史府
史 烏權啼 反哺던 가마귀 살양자치 월장깃져 토리 花落靑山 비 날의 울고 가난
子規 入飛○○百姓家 頡之頑之 졔비로다 三月春風 을 지여 놉히 다 외곤이 片片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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鳩 白鷺 쌍오리 목찰리 鴛鴦 느시 진경이 江上 둘우미 길곡 길어기 소 킌 왜갈리 아
 말속 피오 鷰雀자작 山陳어 平○이 검고 졀문 굴둑 수금 만은 갈가마귀 갈
곡갈곡 질리질리 둉지리 아듀 펄펄 날아든다11)
【중중몰이】 고고천변 일륜홍 부상으 높이 떠, 양곡 잗은 안개 월봉으로 돌고, 어장촌 개
짖고, 회안봉 구름이 떴구나. 노화는 눈 되고, 부평은 둥둥 물에 떠, 어룡 잠자고, 잘새
훨훨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파시추를 금성추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그고, 뒷
발로 창랑을 탕탕, 요리저리 저리요리 앙금 둥실 높이 떠 사면 바래봐. 지광은 칠백리요
파광은 천일색이라. 천외 무산 십이봉 구름 밖에가 멀고, 해외 소상 일천리 안하의 경개
라. 오초난 어이하여 동남으로 벌였고, 건곤은 어이하야 일야에 둥실 솟았다. 낙포로 둥둥
가는 저 배, 조각달 무관수에 초회왕의 원혼이요. 강안이 굴롱허고, 황금이 전편, 노화는
풍기로 백설이 만엽, 기상칠택의 영전호 구월상강의 성락초라. 북방 소식의 저 기러기는
천외고전의 만리변 옹옹성의 섯돌아. 대하를 다 버리고, 청림 벽계 산천수, 모래 속에 가
만히 엎져 천봉만학을 바라봐. 만경대 구름 속 학선이 울어 있고, 칠보산 비루봉은 허공
에 솟아, 기산파무울차아 산은 칭칭칭 높고, 경수무풍의 야자파 물은 풍풍 짚고, 만산 우
루루루루, 국화는 점점, 낙화는 동동, 장송은 낙락, 늘어진 잡목, 펑퍼진 떡갈, 다래 몽둥,
칡넝출, 머루, 다래, 으름넝출, 능수버들, 벗나무, 오미자, 치자, 감, 대추, 갖은 과목 얼크
러지고 뒤틀어져서 구부 칭칭 감겼다. 어선은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매기, 해오리, 너
수, 진경이 아옥따옥, 경기 뚜루루, 소반새 수뤼루뤼루, 호혼 장대 날아든다. 아조 펄펄
날아든다.12)
고고천변은 신만엽의 더늠으로 알려져 있지만, 위와 같이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송만갑과 관
련이 있다. 가람본 <鱉兎歌>의 필사연도(1887)로 볼 때 송만갑(宋萬甲, 1885~1939)보다는 그
의 스승인 박만순(朴萬順, 1830~1898)에 의해 정형화 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람본 <鱉兎歌>
와 박봉술의 고고천변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박봉술의 고고천변은 송만갑이 유성기 음반으
로 남긴 것과 같다.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은 고고천변으로 시작하여 정형화 되어 있
으며, 마지막에 새타령으로 마무리된다. 박봉술 창본의 고고천변 새타령은 길이가 짧지만 같
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토끼전의 이본 중에서 고고천변을 담고 있는 상당수 이본은 이
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3)
수궁가의 더늠은 아니지만, 토끼가 별주부를 좇아서 해변에 당도하여 기러기에 안부를 부탁
하는 장면도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이 유사하다.
東海水邊 다다르니 景槪도 죠흘시고 右滄江 난 난 되옹되옹 가난게 閑暇한 楚江漁
夫 風月 실노 가난 요 泛泛蒼波 노난 거션 雙雙白鷗 흘이 셔 蕭蕭秋風 送雁群의 울
고 가난 져 길럭아 네 어로 向나냐 우리 벗任 鸚鵡氏게 白雲靑山 노든 톡기 碧海水
宮 가더라고 그말 暫間 일너다고 万頃滄波 無邊水의 浩浩湯湯 치난 물결 泛泛滄波 일어
나며 우러렁 츌렁 들인이 톡기 감작 놀14)
11) 가람본 <鱉兎歌> 9장 뒷면~11장 앞면.
12) 박봉술 창본
13) 새타령이 고고천변의 마지막에 붙어 있는 형태는 토끼전의 모든 필사본에서 나타나는데, 후대의 이
본에서는 중간으로 이동한다(김미선·김동건, ｢수궁가 고고천변 대목의 유파별 특성 연구｣, 한국음악
연구 47, 한국국국악학회, 2010,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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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몰이】 “수궁 천리 머다 마소. 맹자도 불원천리 양혀왕을 가 보았고, 위수 어부 강태공
도 문왕따라 입주허고, 한개도창 촉도란의 황면 장군 한신이도 소하 따라 한중 가서 대장
단 올랐으니, 원컨대 퇴서방도 나를 따라 수궁 가면 훈련대장을 헐 것이니 염려 말고 들
어가세.”, “그러허면 내려가세.” 벽해수변을 내려갈 제, “강상의 둥둥 떴난 배는 한가한
초강 어부 풍월 실고 가는 밴가? 소소 추풍 송안군의 울고 가는 저 기럭아. 거그 잠깐 머
물렀다가 나의 한 말 들어라. 백운청산 노든 토끼가 벽해 용궁을 가더라고, 우리 벗님 앵
무전의 그 말 한 말 부디 전하여라.” 잔소리허며 내려갈 적에,15)
토끼가 기러기에 벗들의 안부를 부탁하는 장면은 이선유 창본에는 없는 부분이다. 이 장면
은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들어가는 대목이 확장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
면 이후에는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들어가는 노정기로 되어 있는데, 가람본 <鱉兎
歌>는 간략한 형태의 범피중류로 되어 있고, 박봉술의 창본에는 단형의 소상팔경으로 되어 있
다.
심청전의 이본 중 박순호 57장본에서 심청이 기러기에 부친께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는데,16) 심청이 인당수 물에 드는 장면도 범피중류가 아닌 소상팔경17)으로 되어 있
다는 점에서18) 박봉술 창본과 친연성이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의 해당 부분은
심청가의 교섭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선유 창본에는 없고,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이 공유하는 더늠이다. 수궁
풍류 뒤에 위치한 앞내 버들은~로 시작하는 대목이다.
톡기 興이 난즉 츔을 들츄어 보면 게고먼 그 風流가 스리여 못츄게고 그리면 엇지 침
나 울이게 둉달영산으로 쳐듑쇼 압발은 뫼싼 자로 츄켜 들고 츔을 츄난 압 버들은 초
록장 둘여치고 뒨 버들은 유로장 둘너치고 夕陽은 늘어지고 달밧쳔  울고 從天降
從地理 絶壁空 쉰질 놉피 고 陽德이 改起와 錦繡城陽明於○軍가세 아범은 가지
고 어멈은 동솟지고 나 놀고 지고 지리지리 창 일이 츔을 츄졔19)
【아니리】 앞발을 묫 ‘산’자 뽄으로 번쩍 치켜들고 놀아 보는듸, 팔 명창 선생님 중의 경
기도 여주 사시던 염계달 씨 추천목으로 한번 노던가 보더라.
【중중몰이】“앞내 버들은 초록장 두리고, 뒷내 버들은 유록장 두리쳐, 한 가지는 찌여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춤을 출 제, 어머
14) 가람본 <鱉兎歌> 27장 뒷면.
15) 박봉술 창본
16) 뭇노라 져 갈마구야 항여 도화동의 지내거던 우리 부친 심망인게 불효여식 심쳥이 염에읍시 가
더라고 소식 조곰 젼여라 심 지고 눈물 질졔 (박순호 57장본 34장 뒷면)
17) 소 시 보니 팔겅리 더욱 조타 강현이 막막여 쥬록쥬록 오난  아여영의 눈물되고 반쥭
의 썩은 가지 졈졈이 져져슨이 소양오 그 안야 오초동남뎔은 물의 오락락 져 난 슌풍의 돌쳘
아 북을 괭괭 울이면셔 어기여 가난 져  원포구볌 그 안이며 칠평호 말근 물의 쳥 풀
리난더 빙운이 변득 소  펼펼 날아들고 어용은 을 이 동졍츄월 그 안이며 유외 갈가묵
돗 우의 밧밧 덧셔 두유록 유록 소며 노는 강이 (박순호 57장본 심청전 34장 앞면~뒷
면)
18)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1997, 102
쪽 참조.
19) 가람본 <鱉兎歌> 33장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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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는 동우를 이고, 아버지는 노구를 지고, 노고지리 지리 노고지리.” 앞발을 번쩍 치켜들
더니 촐랑 촐랑 촐랑 노는구나.20)
박봉술의 언급대로 염계달의 더늠이다.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은 매우 비슷하여 당
장 소리로 불러도 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다음의 토끼가 욕하는 대목도 염계달의 더늠에 해당하는데, 이선유의 창본에는 해당 부분이
토끼가 복수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다.21)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이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主傅 달여 辱을 하되 졀노 긴 五臟六腑 變通이 잇다 말가 肝 出入단 말은 듯도 보도
못여다 네 人君 어리셕고 네 朝廷 無識더라 陷井의 든 범이요 우물의 든 고기을 노와
살여 보면셔 骨髓의 깁히 든 病 속졀업시 되어구나 山中 兎處을 뉘라셔 유인할랴 으
도 넉넉고 口辯도 壯할시고 山中興味 不足다고 水國벼실 할아 갓다 거위 듁게 되어더
니 千尋万 살아구나 이  計敎 각면 妙할 妙字 飛点이라 五臟六腑   속의 肝쥼
이나 잇다난 密然다 져 자야 쇽의 잇난 肝을 엇지 고 들일숀야 네 忠誠 至極키
로 病든 龍王 살이자고 셩한 톡기 나 듁으랴 水宮이 됴타 도 이 山中만 못하더라 네의
水宮 第一 珍味 紅桃 碧桃 됴타 도 도토리만 못하더라 千日酒가 됴타 도 甘露水만
못하더라 不老艸가 됴타 도 측불이만 못더라22)
토끼가 실쩍 돌아다보더니 욕을 냅더 퍼붓는듸 꼭 이렇게 퍼붓던가 보더라.
【중몰이】 “제기를 붙고 발기를 갈 녀석.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내고 들인단 말이냐? 미
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이 미련터라. 너그 용왕 실없기 날 같고, 내 미련키 너그
용왕 같거드면 영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궁기 서이 아니드면 내 목숨이 어이 살아가랴?
병든 용왕을 살리랴 허고 성한 토끼 내가 죽을소냐.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
산으로 내 돌아간다.23)
가람본 <鱉兎歌>의 토끼 욕 하는 장면은 수궁에서 살아돌아온 토끼의 분노가 욕으로 표현
되어 있는데, 창으로 부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박봉술 창본은 소리로 부를 수 있게끔 다
듬어져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은 같은 형태의 고고천변을 지니고 있다.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들어가는 대목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선유 창본보다
염계달의 더늠을 더 많이 공유하고 있다.
3) 가람본 <鱉兎歌>와 임방울 창본
임방울(林芳蔚, 1904~1961) 은 유성준에게 수궁가를 배웠다고 알려져 있다. 유성준은 송우
룡의 제자였는데, 정춘풍과 김세종의 지침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20) 박봉술 창본
21) 정권진 창본에는 토끼 욕하는 대목 뒤에 이선유 창본처럼 별주부를 혼내주는 장면으로 부연되어 있
다.
22) 가람본 <鱉兎歌> 40장 앞면~40장 뒷면.
23) 박봉술 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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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람본 <鱉兎歌>와 임방울 창본의 친연성은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범피중류를 지목해볼 수 있다.
万頃滄波 風浪中의 泛泛中流 가난 양은 봄쇼군이 셔시 실고 五湖年月 자가듯 漢將軍
八月寺의 月氏國 어듸요 童南童女 蓬萊山도 멀고 멀사 관셩의 자어거슈 승거사나 
 읍난 당두리船 갓치 或出或沒 날여갈 졔24)
【진양조】 범피중류(泛彼中流) 둥덩둥덩 떠나간다. 망망(茫茫)한 창해(滄海)이며 탕탕(蕩蕩)
한 물결인데 백빈주(白蘋洲) 갈매기는 홍요안(紅蓼岸)으로 날아들고 삼강(三江)의 기러기
는 한수(漢水)로 돌아든다. 요량(요喨)헌 남은 소래 어적(漁笛)이 그언마는 곡종인불견(曲
終人不見)의 수봉(數峯)만 푸르렀다. 애내성중만고수(欸乃聲中萬古愁)는 날로 두고 이름인
가. 장사(長沙)를 지내가니 가태부(賈太傅)는 간 곳 없고 멱라수(汨羅水)를 바라보니 굴삼
려(屈三閭) 어복충혼(魚腹忠魂) 무양(無恙)도 하돗든가. 황학루(黃鶴樓)를 다다르니 일모향
관하처시(日暮鄕關何處是)요 연파강상사인수(煙波江上使人愁)는 최호(崔灝)의 유적(遺蹟)
이라. 봉황대(鳳凰臺)를 당도(當倒)하니 삼산(三山)은 반락청천외(半落靑天外)요 이수중분
백로주(二水中分白鷺洲)는 이적선(李謫仙)이가 노다 가는구나. 심양강(潯陽江)을 돌아드니
백락천(白樂天) 일거 후(一去後)에 비파성(琵琶聲)도 끊어지고 적벽강(赤壁江)을 그저 가
랴. 소동파(蘇東坡) 놀든 풍월(風月) 의구(依舊)하여서 있다마는 조맹덕(曹孟德) 일세지웅
(一世之雄) 이금(而今)에 안재재(安在哉)요 월락오제(月落烏啼) 깊은 밤의 고소성(姑蘇城)
에다가 배를 매고 한산사(寒山寺) 쇠북 소리는 객관(客館)의 뎅뎅 떨어진다. 진회수(秦淮
水)를 건너가니 격강(隔江)의 상녀(商女)들은 망국한(亡國恨)을 모르고서 연롱한수월롱사
(烟籠寒水月籠紗)에 후정화(後庭花)만 부르더라. 한 곳을 다다르니 금계(金鷄) 소리가 쨍
기랑쨍 들리거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백옥(白玉) 현판(懸板)에 황금(黃金) 대자(大字)로 남
해용궁(南海龍宮) 수정문(水晶門)이라 뚜렷이 새겼거늘 토끼가 보고 좋아라고 허는구나.25)
가람본 <鱉兎歌>의 범피중류는 우리말로 짧고 소박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임방울의 범피중
류는 한문투의 문장과 전고를 사용하여 확장되어 있다. 임방울 창본의 범피중류는 현행 심청
가의 범피중류와 같다. 이선유의 창본의 해당 부분은 “둥덩둥덩 나간다”로만 되어 있고, 박
봉술의 창본에는 간략한 소상팔경의 풍경을 나열한 것26)으로 되어 있다.
심청가에서 범피중류는 소상팔경을 묘사하는 내용이 간략해지면서, 소상팔경을 나열하는 것
이 사라지고, 위의 범피중류와 같은 정형성을 갖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한다.27) 이를
수궁가에 적용해보자면, 가람본 <鱉兎歌>는 소상팔경의 나열이 사라진 간략한 형태를 띤 심청
가의 초기 범피중류라고 할 수 있으며, 임방울의 것은 심청가의 정형화된 후기의 범피중류라
고 할 수 있다.
24) 가람본 <鱉兎歌> 28장 뒷면.
25) 임방울 창본
26) 【진양】 이 편을 가르키며 강남 지방이요, 저 편은 고소성이라. 구름 밖에 솟은 것은 동정호 칠백리
요, 하늘에 닿은 것은 시비의 한라산이라. 악양루 만정허고 파륜, 군산 돌아드니 경개가 처처 그윽허
구나. 소상야우 달 밝은듸 창오모운, 황릉애원, 무산낙조, 한산모종, 평사낙안, 원포귀범 팔경을 다 본
후에 양구로 돌아드니, 금계 소리가 쨍그렁 청 들리거늘, 토끼가 눈 들어 사면을 살펴보니 백옥 현판
으 황금 대자로 새겼으되, ‘남해 영덕전 수정문’이라 뚜렷이 새겼거날,
27)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회, 1997, 1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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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방울 창본의 고고천변은 천봉만학가가 두 번 활용되어 보다 장형으로 되어 있다.28) 가람
본 <鱉兎歌>와 임방울의 창본은 범피중류를 공유하나, 가람본 <鱉兎歌>의 범피중류가 임방울
의 것보다 짤막한 형태로 되어 있다. 앞서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에 공통으로 들어
있던 권삼득, 신만엽, 염계달의 더늠 모두는 임방울 창본에 들어 있다. 권삼득의 더늠 관대장
자는 토끼가 그물위기에서 벗어난 장면으로 후퇴해 있다.

3. 가람본 <鱉兎歌>의 성격과 필사 지역 검토
1) 가람본 <鱉兎歌>의 노정기가 갖는 의미
가람본 <鱉兎歌>는 이선유 창본보다 후대의 성격을 띠며, 박봉술 창본과 거리가 가까운 형
태를 갖추고 있다. 임방울 창본은 가람본 <鱉兎歌>의 내용을 거의 모두 담고 있지만, 고고천
변이 더 부연되었고, 범피중류가 정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는 수궁가의 더늠의 추가와 심청가의 강상풍경을 수용하면서 생긴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람본 <鱉兎歌>는 별주부가 육지와 수궁을 오가는 노정기로만 보자면, 별주부가 세상을 나
가는 고고천변과 토끼가 육지로 귀환하는 대목에서 풍부한 사설로 확장된 형태이다.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에서 토끼가 귀환하는 대목이 길게 부연된 것은 초기 심청가에서 심
청이 용궁에서 나오는 장면에 아황, 오자서, 범려 등을 만나는 혼령상봉이 들어 있는 것과 유
사하다. 가람본에는 가자 어서가, 소지노화 사이에 이 혼령상봉 대목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19세기 후반 이선유(송우룡), 송만갑(박만순)과 같은 고제 동편제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람본 <鱉兎歌>는 고고천변은 정형화 되어 있으며, 새타령이 덧붙여 있다는 점에서 이선유
창본과 차이를 갖는데, 강상풍경, 노정기의 개발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이들의 전승을 기반으
로 성립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은 박봉술(박만순-송만갑)의 전승 속에서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짤막한 형태로나마 범피중류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람본
<鱉兎歌>는 이선유 창본보다 심청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람본
<鱉兎歌>는 박봉술 창본과 가장 유사하면서도 토끼가 별주부와 함께 수궁으로 들어가는 장면
에 소상팔경이 아닌, 범피중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임방울 창본과 가까운 면이 있다.29)
그런데 가람본 <鱉兎歌>의 불완전하게나마 범피중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
다면, 이 책의 표지 안쪽에는 關東八景30)과 關西八景31)의 두 한시가 적혀 있으며, 이 작품의
끝나는 지점에 소상팔경가가 부기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28) 이진오, ｢토끼전 계통과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68쪽 참조.
29) 박일용은 수궁가의 범피중류에 ㄷ하여 김연수나 임방울 이후에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빌어왔을 것이
라고 서술한바 있다.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8, 판소리학
회, 1997, 125쪽.
30) 通川叢石亭/ 高城三日浦/ 杆城淸澗亭/ 襄陽洛山寺/ 江陵鏡浦臺/ 三陟竹西樓/ 蔚珍望洋亭/ 平海
越松亭
31) 江界仁風樓/ 義州統軍亭/ 安州百祥樓/ 成川降仙樓/ 平壤練光亭/ 三登黃鶴樓/ 冀州月波樓/ 海州
芙蓉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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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天 漠〃 울〃룩 좔〃 오시난 비난 皇英의 눈물되요 瀟湘斑竹 셕근가지 点〃이 려시
니 瀟湘夜雨 이 안니야 七百平湖 말근 물언 上下天光 풀우럿다 魚翁은 잠을 자고 산은
놀 날며 洞庭秋月 이 안니야 吳楚 東南 너른 물의 웨고가난 商賈船은 順風의 돗쳘 달
아 돗 우의 분기 달고난 북 압혜 녹코 둥리둥〃 울리면셔 魚磯仰呂此 쇼니 遠浦歸
帆 이 아니야 水璧沙明 兩岸□□□□□□□마 날나오난 져 기력이 갈 나 입의 물고
点〃 훌여물고 길우룩두우룩 울고 가니 平沙落雁 이 안이냐 一□□□□□□의 □□□□
□□□ 용이 일어나셔 한로 둘여시니 □□ □□왈 말유의 半허리을 비여시니 □□□雲
□□다 滿□前村□三家의 져역연긔 일어나고 □□□□□□우의 거울 낫쳘 열이시니 巫
山落照 이 안이야 凄涼타 할련마난 湘水가 울고 가니 □□□□□다 요□ 울고 가니 예
□□ 皇英이라 南舜□□□라도 □孝 알면 울으시지셰술 눈물지니 응당 잇시러 엿더
니 졔 소의 눈물지니 皇陵□□ 이 안이야 벽 발암찬 셜리의 磬 〃 숄나고 千
里遠客 외로온 난 집히든 잠 놀 고 □坐口哭 늘근 듕은 □□長衣 쳐입고 구무
렁〃〃〃 念佛니 寒寺暮鍾이 이 안인가
右 瀟湘八景歌32)
가람본 <鱉兎歌>의 수궁가가 끝나는 부분에 바로 뒤에 위와 같은 소상팔경가가 작은 글씨
로 부기되어 있다. 이 책의 필사기는 위의 소상팔경가 이후에 적혀 있기 때문에 부록과 같은
역할을 했 것을 보인다. 국한문혼용을 구사하는 문체, 문면의 필체가 가람본 <鱉兎歌>의 본
문과 같은데, 그 때문에 필사자가 가람본 <鱉兎歌>의 본문과 함께 이 부분을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필사자는 왜 이러한 팔경가를 추가적으로 적었을까.
가람본 <鱉兎歌>에 부기돼 있는 소상팔경가는 후반부에서의 서술이 약간 다를 뿐 완판 심
청전과 내용이 거의 같다. 완판 심청전의 소상팔경가는 ‘①소상야우-②동정추월-③원포귀범④무산낙조-⑤창오모운-⑥평사낙안-⑦황능이원-⑧한사모종’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33) 가람본
<鱉兎歌>의 소상팔경가는 ④무산낙조와 ⑥평사낙안의 순서만 바뀐 형태다. 내용상의 검토가
더 필요하나, 신재효본, 김종철본, 조선창극사, 가요집성, 완판본 심청가(71장본)에 실려 있는
소상팔경가 중에서 내용과 순서가 가장 가까운 것은 완판본 심청가라고 할 수 있다.34)
이렇게 본다면 가람본 <鱉兎歌>는 본문에서 별주부가 토끼를 수궁으로 데려가는 부분에 간
략한 형태의 범피중류를 사용하면서, 심청가의 완판본과 유사한 소상팔경가를 부록으로 실어
놓은 모양새를 갖는다. 그리고 이는 가람본 <鱉兎歌>의 개작자, 창자, 필사자가 심청가와 팔
경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32) 가람본 <鱉兎歌> 44장 앞면~44장 뒷면.
33) 강쳔이 막막여 우류륙 류륙 오난 비는 아황여영의 눈물이요 반죽의 셕은 가지 졈졈이 쳐스니
소상야우 이 안이야 칠 평호 말근 물은 추월리 도다오니 상하 천광 푸러럿다 어옹은 잠을 자고 쟈
규만 나러들니 동졍추월 이 안이며 오초 동남 너룬 물의 오고가는 상고션은 순풍의 돗슬 달어 북을
둥둥 울이면셔 어기야 어기야 어야 소하니 원포귀범 이 안인야 격안강촌양삼가의 밥짓난 연기 나고
반조입강셕벽상의 거울 낫츨 여러니 무산낙조 이 안이야 일간귀쳐 심벽이요 반 용심이라 옹옹이
일어나셔  로 둘러니 창오모운이 이 안이며 수벽사명 양안의 쳥원을 못 이기여셔 이러오난
져 길러기는 갈 나를 입의 물고 졈졈 날어들며 눅룰 소하니 평사낙안 이 안이냐 상수로 울
고 가니 옛 사당이 완연다 남순형졔 혼이라도 응당 잇시러 엿더니 졔 소의 눈물지니 황능이원
이 안이냐 벽 쇠북 소의 경쇠 뎅뎅 셔겨나니 오는  쳔리 원의 집피든 잠 놀여 우고 타
자 압푸 늘근 중은 미타불 염불니 사모종이 이 안인가 팔경을 다 본 연후의 션을 랴  졔
34) 해당 소상팔경의 순서는 김석배, 유성기 음반 190쪽 각주 28의 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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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람본 <鱉兎歌>의 필사 지역과 문화
가람본 <鱉兎歌>는 1887년에 필사된 작품이며, 이선유의 창본은 1933년에 출판된 것이다.
가람본이 46년 정도 먼저 필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행 수궁가에 들어 있는 권삼
득, 신만엽, 염계달 등의 더늠이 생생하게 수록돼 있으며, 비교적 온전한 형태의 고고천변과
간략한 형태의 범피중류가 더 마련되어 있다. 부록으로 완전한 형태의 소상팔경가가 덧붙여
있다. 고고천변의 초기 형태는 신만엽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5) 범피중류는 송광록
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한편 부기되어 있는 소상팔경가는 정춘풍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러한 특징들은 가람본 <鱉兎歌>가 이선유와는 다른 기반에서 전승된 고제 수궁가라는 점
을 반증한다. 가람본 <鱉兎歌>는 박봉술 또는 임방울에게 전승되었던 고제 동편제를 기반으
로, 심청가 등을 활용한 변화를 추구한 작품이었을 알 수 있다.
필사본 중에서도 창본은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람
본 <鱉兎歌>의 말미에 적혀 있는 필사기와 뒷표지 내지에 적현 감상평을 주목하고자 한다.
右 丁亥 臘月 旬望間 華川新社 錦南筆
오른쪽의 글은 정해년 섣달 보름간 화천신사의 금남이 쓴 것이다.
錦南未知何許先生 而自頭至尾筆法緃橫 有若老龍飛騰雲霄之状 可敬亦可羡也
금남은 어떤 선생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서두로부터 말미에 이르기까지 필법이 종횡하여
늙은 용이 하늘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형상이니 공경할 만하고 또한 부러워할 만하다.
위의 필사기와 감상평(감상평은 이병기가 부기한 것일 수 있음)을 통해 가람본 <鱉兎歌>는
華川新社에서 錦南이라는 사람이 필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華川은
어디일까. 화천이라는 지명은 얼핏 강원도 화천군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강원도의 화천은 원래 낭천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다가, 1902년 고종의 명으로 화
천이라는 지명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한다.38) 가람본 <鱉兎歌>는 1887년에 필사되었으므로 필
사기의 화천은 강원도 화천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충북 옥천군 옥천읍과 군서면 일대를 서화천(西華川)으로 부른다. 서화천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의 하천명에서 유래한 것인데, 원래 화천에서 서쪽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서화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충북 옥천에서 발원하여 금강으로 합류하는 지천을 원래 화
천(華川)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한데 하천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대청호가 조성되면서 서쪽
의 일부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서화천으로 부르게 된 것이다.
필사기의 지명이 충청북도 옥천 근방이라면, 이 책을 필사한 錦南이라는 사람의 출신지나

35) 이보형, ｢수궁가 고고천변 대목의 더늠과 3명창 3조｣, 한국음반학 24, 한국고음반연구회, 2014,
36) 이보형, ｢고음반에 제시된 판소리 명창제 더늠(Ⅱ)｣, 한국음반학 4, 한국고음반학회, 1994,
37) 임방울, 박동진 등은 범피중류를 부르기에 앞서 이 대목을 소상팔경이라고 칭하고 있다. 특히 임방
울은 박기홍이 잘 불렀던 소상팔경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들의 발언은 그들이 수궁가를 배울
무렵에는 해당 부분이 초기 심청가처럼 소상팔경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이들이 수궁가를 배울 무렵
정형화된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 같다.
38) 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5월 10일. 낭천군을 화천군으로 개정할 일에 관한 안건〔狼川郡華川郡
改正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검색(http://sillok.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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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도 알 수 있다. 금남은 이 글을 필사한 사람의 호로 보이는데, 금남이라는 호는 자신이
태어나거나 자신의 거주했던 지명으로 호를 짓는 방식인 소처이호(所處以號)로 작명했을 것이
다. 금남이라는 지명은 금강의 이남 지역을 말하는 것일 터인데, 현재 충북 옥천군과 그리 멀
지 않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금남면이라는 행정구역이 있다.
요컨대 가람본 <鱉兎歌>는 세종특별시 금남면 출신의 어떤 이가 1887년 겨울 충청도 옥천
에 위치한 華川新社에서 필사한 것이 된다. 여기서 新社라는 명칭으로 볼 때 어떤 전문적인
단체일 수도 있겠는데, 전문적인 창본(소리책)이나 세책본을 만드는 곳일 수도 있다. 가람본
<鱉兎歌>가 필사 지역인 충청도에 전승되던 수궁가를 기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면, 이 작품이
갖는 고제 동편제의 성격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가람본 <鱉兎歌>는 19세기 후반 충청 지역의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전통에서 필사본으로
기록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상팔경가, 심청가의 범피중류 등을 흡수하면서 전승의 기반을 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가람본 <鱉兎歌>에는 충청도 지역에서 활동한 염계달의 더늠이 거의 모두
들어 있다. 유성준(劉成俊, 1873~1944)은 정춘풍(鄭春風, 1834?~1901?)에게 판소리를 배웠는
데, 정춘풍과 그의 문도 역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범피중류, 수궁풍류, 소상팔경가 등의
더늠을 개발하고39) 전승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가람본 <鱉兎歌>는 이러한 충청 지역
의 판소리 문화 속에서 필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19세기 후반에는 가람본 <鱉兎歌>, 박봉술 창본(박만순-송만갑)과 같은 형태의 고제
동편제 수궁가가 득세하였는데,41) 이후 이를 기반으로 정춘풍과 같은 명창이 개발한 심청가의
더늠을 수용하면서 현행 유성준제 동편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이다.42)

4. 결론
가람본 <鱉兎歌>는 1887년 겨울에 충북 옥천군에서 필사된 작품으로, 19세기 중후반 수궁
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즉 동편제가 서편제와 양립하기 이전, 고제 동편제의 모습을 갖
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고제 동편제로 지목할 수 있는 창본은 없으나, 이선유, 박봉
술, 임방울의 창본을 통해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모습과 가람본 <鱉兎歌>의 성격을 추정하고
자 하였다.
이선유 창본은 송우룡의 수궁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람본처럼 가자 어서가
와 소지노화에 혼령상봉을 끼워 넣은 확장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초기 심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삼득, 신만엽, 염계달 등의 더늠을 확인할 수 있다. 이선유 창본의 출
판시기는 가람본보다 40여년이 늦지만, 창본의 내용과 사설의 구성은 더 이른 시기의 형태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봉술 창본은 송만갑(박만순)의 수궁가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39) 김석배, ｢동편제 정춘풍 더늠 연구｣, 문학과언어 17, 문학과언어학회, 1996,
40) 정춘풍, 유공렬 등 해당지역에서 활동하였던 명창. 최혜진, ｢충청지역 판소리 문화 유적 현황｣, 구
비문학연구 48, 한국구비문학회, 2018,
41) 토끼전의 70여 종의 이본 중 필사본의 대부분은 가람본 <鱉兎歌>와 박봉술 창본의 고고천변과 같은
형태를 띤다. 그리고 이중에서 가람본 <鱉兎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필사본은 11종에 이른다.
42) 강한영과 유기룡은 1970년 무형문화재보고서에서 수궁가의 특징을 ‘희귀한 중고제와 경제가 많은 비
중으로 작곡되어 있고, 계면조와 진양조를 지양하고 경쾌한 장단으로 조곡되어 있다’고 하였다.[문화
재관리국 편.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 수궁가 11. 한국인문과학원. 1998. 265쪽(강한영·유기룡, ｢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78호, 197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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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박봉술 창본은 가람본 <鱉兎歌>와 공통점이 많은데, 고고천변의 경우 새타령이
붙어 있는 형태로 정형화 되어 있으며, 관대장자가 토끼가 육지로 귀환 직후에 위치한다. 그
리고 이선유 창본보다 더 많은 염계달의 더늠이 사설에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박봉술 창본
은 가람본 <鱉兎歌>와 공유하는 점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임방울 창본은 유성준(정춘풍)
의 수궁가를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방울 창본은 가람본 <鱉兎歌>와 범피중류 부분이
비슷하다. 고고천변은 가람본과 박봉술 창본보다 더 길게 부연되어 있고, 관대장자의 위치는
토끼의 그물위기 뒤로 밀려나 있다. 이는 유성준제 창본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임방울
창본은 가람본 <鱉兎歌>보다 후대에 형성된 고제 동편제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람본 <鱉兎歌>와 가장 근접한 것은 박봉술 창본이다. 그럼에도 가람본 <鱉兎歌>의 소상
팔경은 박봉술보다는 임방울의 범피중류처럼 되어 있는데, 이는 가람본 <鱉兎歌>가 박봉술과
같은 고제 수궁가에서 범피중류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
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는 가람본 <鱉兎歌>의 필사 지역인 충청도에서 활동한 정춘풍
(범피중류, 수궁풍류, 소상팔경가) 등의 역할이 반영되었고, 이는 이후 유성준제 수궁가 형성
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동편제의 기본적인 짜임과 더늠의 구성은 가람본
<鱉兎歌>에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주와 참고문헌은 차후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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