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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개요>
본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신자료인 태평판 <춘향전>은 극단 태양극장의 배우
들이 대사를, 판소리 창자 김남수가 창을 맡아 녹음한 음반극이다. 일부 신문 광고나 음반
표지에 그 갈래가 창극으로 소개되기도 했으나, 여타의 창극 음반과 비교해볼 때 판소리 창
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바, 현재 통용되는 갈래 범주에 따르면 창극 음반보다는 연극 음반에
가깝다.
이 음반은 1933년 5월 말, 오사카로 공연을 떠났던 태양극장 단원들이 그 일정에 겸하
여 근처 니시노미야에 위치해 있던 태평레코드 본사에서 취입한 것이다. 녹음 당시 이소연
이 이도령 역, 석금성이 춘향 역, 양백명이 방자 역, 최승이가 향단 역, 강석제가 춘향모 역,
* 이 논문은 2016년 4월 30일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열린 한국구비문학회 2016년 춘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주신 서유석 선생님을 비롯해 소
중한 조언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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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가 본관 역, 유장안이 운봉 역, 김진문이 임실 역을 맡았으며, 음반은 같은 해 9월에
발매되었다. 한편 김남수는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이모로, 이 작품의 ‘이별편(하)’에 수록된
창을 통해 송만갑을 직접 사사하였거나, 또는 송만갑 계열의 소리, 더 넓게는 동편제 계열
의 소리를 학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수가 이 녹음에 참여한 계기와 관련해서는 그가
태평레코드에 소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태평판 <춘향전>의 갈래적 성격을 고려해 구성, 인물, 대사를 중심으로 그 특징적 면모
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평판 <춘향전> 음반은 광한루편-춘향집편-이별편-옥중편
-출도편의 구성으로 되어있는바, 그 편명만 보면 만남-사랑-이별-수난-재회로 설명되는 춘
향전 일반의 구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사 전개의 구심점이 되
는 중심인물이 춘향이 아닌 이도령으로 바뀌어 있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옥중편의 경우 춘향
이 변사또의 강압에 항거하는 장면이나 옥에 갇혀 이도령을 그리는 장면이 모두 생략된 채,
바로 이도령과 춘향의 옥중 재회에서 극이 시작된다. 태평판 <춘향전>은 이도령이 광한루
에서 춘향을 보고 반하여(광한루편)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인연을 맺었으나(춘향집편), 아버
지의 승직으로 춘향과 이별하였다가(이별편), 옥에 갇힌 춘향을 잠시 만난 뒤(옥중편), 변부
사의 잔칫날 출또하는(출도편) ‘이도령의 이야기’로, 철저히 이도령을 중심에 둔 구성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태평판 <춘향전>의 인물을 살펴보면, 자극적인 대사와 행동을 수반한
춘향모의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오히려 주인공인 춘향의 인물 형상이 그에 비해
약화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춘향집편’, ‘이별편’, ‘옥중편’에 등장하는 춘향모는 변덕스러운
태도와 방정맞은 행동, 맛깔스럽게 구사하는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극중 분위기를 전환시
키며 주목을 끈다. 반면 춘향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모로 인해 그 존재감이 좀처럼 드러
나지 않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대사상에 나타나는 특징적 면모는 <옥중화>, <고본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거 차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박승희는 토월회 당시 <춘향전> 대본의 집
필 과정을 회고하며, 자신이 이 두 편의 <춘향전>을 참조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재미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넣어 보느라 그야말로 재주를 다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토월회 극본과
태양극장 극본 간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옥중화>와 <고본춘향
전> 소재의 재담을 대사로 차용하거나 극적 장면으로 연출하는 내용과 방식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대사나 장면이 작품의 감정선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
기도 하나, 이는 작품의 지향 자체가 일반의 정극(正劇)과 달랐던 데 기인한다.
이상 살펴본 태평판 <춘향전>의 의의는 춘향 서사를 소재로 한 음반극들과의 관계 속에
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창극 음반으로서 일종의 연쇄극 형식을 시도한 시에론판
<춘향전>의 기획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춘향 서사를 소재로 한 음반극들
이 단편적인 희극 양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기점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 대중
극의 대본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태양극장의 대표적인
흥행작이자 박승희의 각색작인 <춘향전>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주제어: 고본춘향전, 김남수, 박승희, 옥중화, 춘향전, 태양극장, 태평판 춘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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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지난 2005년,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과 한국고음반연구회는 8월 2일부
터 27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공동으로 음반자료 특별전 ‘한민족의 발자
취를 소리에 담다’를 개최했다. 전시는 ‘역사의 소리’, ‘삶의 소리’, ‘아리랑의
소리’, ‘고통의 소리’, ‘해방의 소리’, ‘희망의 소리’ 등 여섯 개 주제로 나뉘어
열렸는데, 이중 음반사적으로 중요하거나 귀중한 음반들을 전시한 ‘역사의
소리’에 ‘토월회 연극 <춘향전>’이라는 제명의 자료가 출품되었다. 실제 자
료명은 ‘TaiheiGC-3025 不朽의名劇 春香傳(五) 春崗朴勝喜先生脚色 土月會
俳優總出演, 唱付朝鮮名唱網羅’으로, 총 10매의 <춘향전> 중 다섯 번째 음
반이었다. 현재로서는 이 음반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태평판 <춘향
전>1)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자료인바, 아래 소개글 전문을 인용한다.

토월회의 박승희가 각색한 춘향전이 태양극장에서 공연이 되었다. 이 공
연에는 태양극장원과 명창들이 합작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토월회는 다
이헤이에서 이를 음반으로 발매하였다. 모두 5장 10쪽으로 구성한 토월회 춘
향전은 이번에 출품한 다이헤이 GC-30○○ 번호 체례 이외에 80○○ 번호체
계로 발매된 바 있으며, 다이헤이와 같은 모회사를 가지고 있던 기린에서는
토월회의 1932년 이후 변경 명칭인 태양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춘향전을 또
발매하기도 하였다. 위 음반은 오리정 이별가 대목이 들어있다.2)

1) ‘한민족의 발자취를 소리에 담다’ 전시 및 음반에서는 이 작품을 ‘토월회 연극 <춘향전>’이
라는 자료명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이 음반이 무대극으로서의 연극 실황을 녹음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음반극으로 기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토월회 연극 <춘향
전>’은 실상에 부합하는 자료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 작품이 지니는
음반극으로서의 특징에 주목해 ‘태평판 <춘향전>’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 <수록곡 해설>, ⟪한국고음반연구회 음향자료선집(11) 광복 60주년 기념 음반자료 특별전
[유성기음반 복각 CD음반] 한민족의 발자취를 소리에 담다⟫, 한국고음반연구회ㆍ국립국
악원, 2005, 12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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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반명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승희가 각색
한 <춘향전>을 대본으로 삼았고, 둘째, 출연진으로는 토월회 배우들이 전부
참여했으며, 셋째, 많은 판소리 명창들이 나와 여기에 창을 덧붙였다. 이어
서 기념음반의 소개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넷째, 전체 5장
10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섯째, 태평레코드에서 GC-30○○과 80○○ 번
호 체계로 발매되었으며, 이후 기린레코드에서 다시 발매될 때에는 태양극
장의 이름이 내세워졌다.

그림 1 음반 자켓 표지

그림 2 음반 자켓 뒷면

그림 3 음반 앞면

필자는 모 중고음반 판매처를 통해 이 <춘향전>을 이후 10인치 LP로 복
각한 음반인 <唱劇과 演劇 春香傳(全二枚)>을 입수할 수 있었고, 이로부터
본 논문의 발표를 구상하게 되었다.
음반 자켓 표지(그림 1)의 ‘창극’이란 판소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화중
선의 춘향가 토막소리 녹음이 그에 해당되는 음반이다. 태평판 <춘향전>은
‘연극’에 해당되는 음반으로, 이때의 ‘연극’은 오늘날 통용되는 의미와 다르
지 않다. 음반 자켓 뒷면(그림 2)에는 전체 10쪽의 음반 구성, 그리고 참여
자를 ‘唱ㆍ金南洙 演ㆍ土月會一同’이라고 밝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음
반 앞면(그림 3)에는 ‘不朽의名劇 春香傳’, ‘春崗ㆍ朴勝喜脚色’, ‘土月會俳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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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出演’, ‘唱付테평唱劇団’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발매처는 KI태평레코드로,
동일한 음반을 소장하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에서는 그 제작 시기를 1950
년대로 추정하였다.3)
그런데 필자가 음원 및 관련 기사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 ‘한민족의 발자
취를 소리에 담다’에 전시되었던 음반과 <唱劇과 演劇 春香傳(全二枚)>에
표시된 정보 가운데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 우선 출연진이토월
회가 아닌 태양극장의 배우들이라는 점이다. 극단 태양극장은 토월회의 후
신으로, 1932년 2월 6일 창단 공연을 열었다. 80○○ 번호 체계로 발매되었
던 태평레코드의 정규반은 1932년 10월에 처음 나왔고, 이 때는 시기상 이
미 태양극장의 창립 이후이다. 토월회는 1920년대 조선의 연극계에 신극을
소개한 공로가 있는 극단이나, 운영상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점차 상업극단
으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태양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는 완연히 대중극
단의 면모를 띠게 되었다.4) 과거 토월회는 1925년 9월 10일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10막 규모의 대규모 공연을 펼쳤고, 이를 통해 재정과
인지도 면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5) 이들 음반에서 출연진을 태양극
장이 아니라 토월회라고 밝힌 데에는 옛 토월회 <춘향전>의 명성과 인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이다. 다음 ‘朝鮮名唱網羅’나 ‘唱付테평唱劇団’과 같
은 설명만 보면 여러 명의 명창들이 이 음반의 녹음에 참여했을 것으로 예
상되나, 여기서 실제로 창을 녹음한 이는 김남수(金南洙) 한 명 뿐이었다.
김남수는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이모로, 대동권번(大同券番), 조선권번(朝
鮮券番) 등에 이름을 올리고 활동했던 기생이다.6) 경성방송국 국악방송에
3) 국악음반박물관 사이트(http://www.hearkorea.com)에서는 <演劇과 唱劇 春香傳(全二枚)>
(소장 관리번호 MI10LP-0202~0203)이라고 소개했는데, ‘演劇과 唱劇’은 ‘唱劇과 演劇’의 오
기로 보인다.
4) 태양극장의 공연사에 대해서는 김남석, 조선의 대중극단과 공연미학 1930~1945, 푸른사
상사, 2013 참조.
5) 김남석, 위의 책, 237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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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주 출연했으며, 유성기음반도 십수 매 남겼다.
태평판 <춘향전>은 전술한 전시회나 기념음반을 제외하면 학계에서 제
대로 소개된 적 없는 신자료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태평판 <춘향전>에 대
한 본격적인 소개와 개관을 목적으로 하는바, 2장에서 이 음반의 녹음 경위
를 살핀 뒤, 3장에서 구성, 인물, 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적 면모를
고찰하고, 4장에서 작품이 지니는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태평판 <춘향전>(1933)의 녹음 경위
대일본축음기주식회사의 조선 영업소 격인 태평축음기주식회사 즉 태평
레코드는 1932년 10월부터 광복 전까지 680종 가량의 음반을 발매한 중견
음반회사로, ‘Taihei8001~’의 정규반이 주력 음반이었으며, ‘Taihei3001~’의
GC記號盤, ‘Taihei5001~’의 KC記號盤, ‘Kirin151~’의 보급반도 있었다.7) 태
평판 <춘향전>은 이 가운데 1932년 10월부터 1937년 말까지 발매된
‘Taihei8001~’의 정규반, 1940년 8월부터 1943년까지 발매된 ‘Taihei3001~’의
GC記號盤, 1933년 말부터 1935년 무렵까지 발매된 ‘Kirin151~’의 보급반의
3종으로 발매되었으며, 음반 사항은 아래와 같다.
태평(太平, Taihei) 정규반 태평(太平, Taihei) GC기호반
1

2

기린(麒麟, Kirin) 보급반

Taihei8053-A 唱劇 春香傳
Kirin C213-A 唱劇 春香傳(一)
(一) 廣寒樓篇 朴春崗脚色,
廣寒樓篇 朴春崗脚色ㆍ指揮
TaiheiGC-3022~TaiheiGC-302 太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指揮 太陽劇場
7 春香傳 土月會出演
Taihei8053-B 唱劇 春香傳 ※ 음반 미발견
Kirin C213-B 唱劇 春香傳(二)
(二) 廣寒樓篇 朴春崗脚色ㆍ
廣寒樓篇 朴春崗脚色ㆍ指揮
指揮 太陽劇場
太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6) 이규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 현암사, 1996, 193쪽.
7) 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 5: 해제ㆍ색인, 한걸음더, 2011, 126-132쪽 참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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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aihei8054-A 唱劇 春香傳
(三) 春香家篇 朴春崗脚色,
指揮 太陽劇場

Kirin C214-A 唱劇 春香傳(三)
春香집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4

Taihei8054-B 唱劇 春香傳
(四) 春香家篇 朴春崗脚色,
指揮 太陽劇場

Kirin C214-B 唱劇 春香傳(四)
春香집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5

TaiheiGC-3025 不朽의名劇
Taihei8055-A 唱劇 春香傳
春香傳(五) 春崗朴勝喜先生
(五) 離別篇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5-A 唱劇 春香傳(五)
離別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6

TaiheiGC-3025 不朽의名劇
Taihei8055-B 唱劇 春香傳
春香傳(六) 春崗朴勝喜先生
(六) 離別篇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5-B 唱劇 春香傳(六)
離別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7

TaiheiGC-3026 不朽의名劇
Taihei8056-A 唱劇 春香傳
春香傳(七) 春崗朴勝喜先生
(七) 獄中篇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6-A 唱劇 春香傳(七)
獄中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8

TaiheiGC-3026 不朽의名劇
Taihei8056-B 唱劇 春香傳
春香傳(八) 春崗朴勝喜先生
(八) 獄中篇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6-B 唱劇 春香傳(八)
獄中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9

TaiheiGC-3027 不朽의名劇
Taihei8057-A 唱劇 春香傳
春香傳(九) 春崗朴勝喜先生
出到篇(九)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7-A 唱劇 春香傳(九)
出到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TaiheiGC-3027 不朽의名劇
Taihei8057-B 唱劇 春香傳
春香傳(十) 春崗朴勝喜先生
10 出到篇(十) 朴春崗脚色,指
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
揮 太陽劇場
付朝鮮名唱網羅

Kirin C217-B 唱劇 春香傳(十)
出到篇 朴春崗脚色ㆍ指揮 太
陽劇場員一同 唱金南洙

음반에 명시된 정보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1933년에 녹음ㆍ발
매된 5장 10매의 태평판 <춘향전>과 동일본이다. 그리고 필자가 입수한
<唱劇과 演劇 春香傳(全二枚)>의 경우, 한 매의 LP에 위의 녹음이 모두 담
겨있다. LP 앞면에는 위 표의 1~5까지, 뒷면에는 6~10까지 수록되어 있다.
한편 정규반과 기린의 보급반에서 이 작품의 갈래를 ‘창극’이라고 밝혔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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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실상에 부합하는 갈래명이라 할 수 없다.
정노식의 조선창극사라는 저서명에서도 볼 수 있듯, 창극이라는 용어가
판소리를 지칭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창극은 여러 명의 배우가 등
장해 배역에 따라 연기하면서 판소리를 부르는 연극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
인바, 창극이라는 갈래명을 붙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판소리 창
자가 참여해야 한다. 1934년에 시에론레코드에서 발매한 시에론판 <춘향
전>의 경우, 대사 부분을 연극배우가 담당해 심영이 해설과 남자 배역을,
남궁선이 여자 배역을 맡는 식이었으나, 김정문이 도창과 이몽룡ㆍ월매 역,
신금홍이 춘향 역의 창을 나누어 맡아 녹음했기 때문에 창극반으로 분류된
다.8) 단순히 판소리 창이 삽입되어 있어 창극이라는 갈래명을 붙였다고 보
기에는, 창 자체의 비중이 지나치게 적다. <唱劇과 演劇 春香傳(全二枚)>에
서 춘향전 ‘연극’에 태평판 <춘향전>을 선정한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제 태양극장의 태평판 <춘향전> 녹음 경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기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이 녹음은 태양극장의 일본 순회공연에
겸하여 진행된 것이었다.

조선신극운동의 제一선봉으로 만흔공헌을 쌋코잇는 태양극장(太陽劇場)
에서는  전에 북선순회를 마치고 돌아왓는데 금번에는 대판(大版)과 동경
(東京)에 잇는 동포위로출연을 하기로 되엇다고 한다. 정든 고향을 나 반
만리 리역에서 그리운 고향의 푸른 하날을 바라보며 그날그날을 근신히 보
내고잇는 동포들의 애닯은 가슴을 잠시라도 위로하고저 막대한 비용을 히생
하고 주무 박승히(朴勝喜)씨와 최승일(崔承一)씨 인솔 하에 장원三十여명이
금三十일 오후 九시 四十분발 경성역발 열차로 출발할 터이라 한다. 금번에
상연할 작품은 조선의 유일한 향토미를 가지고 잇는 고대소설을 극화한 춘
향전(春香傳)을 비롯하야 공표시대(恐怖時代) 아리랑 전쟁여문(戰爭餘聞)
8) 배연형, ｢시에론판 춘향전 전집 사설｣, 한국어문학연구 43,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4,
295쪽.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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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十편이라 하며 이 기회를 리용하야 극대사를 태평(太平) 레코드에 취
입지 하기로 되엇다 한다. 그리고 장원의 씨명은 다음과 갓다.
▲李素然 ▲廉夢男 ▲金振門 ▲李東胡 ▲全一 ▲柳長安 ▲石金星 ▲金蓮
實 ▲姜石齊 ▲姜石燕 ▲崔承伊 ▲外二十餘名9)

태평레코드의 본사인 대일본축음기주식회사는 일본 오사카 근처의 니시
노미야에 위치해 있었다. 박승희에 따르면, 당시 오사카에 있던 제주도민들
의 초청으로 공연을 떠났으며, 태평레코드 측에서 먼저 <춘향전> 전막의
취입을 권했다고 한다.10) 태양극장은 이렇게 무대극으로서의 <춘향전>을
공연하는 한편, 음반극으로서의 <춘향전>도 녹음했던 것이다. 극단이 1933
년 5월 30일 일본으로 떠났고 음반이 그 해 9월에 발매되었으므로, 녹음은
여름 중에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왼쪽은 조선일보에 실린 태
평레코드의 신보(新譜) 광고11)이
다. 앞의 기사에서 20여명이 일본
공연에 동행했다고 하였는데, 그
배우들의 이름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도령 역은 이소연, 춘
향 역은 석금성, 방자 역은 양백
그림 4 태평레코드 신보(新譜)

명, 향단 역은 최승이, 춘향모 역

9) ｢東京, 大阪同胞들고자 太陽劇場出發 그곳동포의 신산한 살림을 演劇으로 慰安줄터｣, 매일
신보 1933.5.31. 2쪽.
10) 박승희, ｢토월회 이야기｣, (春岡)朴勝喜文集, 서암출판사, 1987, 66쪽. 이 글은 사상계
1963년 5월호, 6월호, 8월호에 연재되었다. 그는 이 글에서 <춘향전> 전막을 12매에 취입
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실제 발매 매수와 다르다. 혹 ‘이별편’과 ‘옥중편’ 사이에 춘향이
변사또의 수절 요구를 거부하다 형장을 맞는 ‘수난편’이 들어 있다가 어떤 사정으로 발매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11) ｢태평레코-드 六回新譜｣, 조선일보 1933. 9. 22, 2쪽.
9

280 구비문학연구 제42집 (2016. 6. 30)

은 강석제, 본관 역은 이동호, 운봉 역은 유장안, 임실 역은 김진문이 맡았
으며, 이중 이소연, 석금성, 양백명은 토월회 시절 <춘향전>에서도 주요 배
역을 맡았던 배우들이다.12)
그렇다면 태평판 <춘향전> 녹음에서 판소리 창을 맡은 김남수는 누구일
까? 사실 그의 이름은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명고수이자 명무로 유명했던 한성준(韓誠俊)
에게 김소희를 소개해 조선성악연구회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을 해주었던 이가 바로 이모 김남수였다.13) 김남수는 박록주 등과 함께 기
생 동인지 장한(長恨)의 필진으로 참여했고, 연극배우였던 복혜숙(卜惠
淑)과도 친구 사이였던바 일제강점기 대중예술계의 여러 인사들과 교유가
두터운 편이었다.14)
김남수가 태평판 <춘향전> 녹음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다음의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김남수가 태양극장의 전신인 토월회 시절부터
이 극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했듯 김남수는 토월회
출신의 여배우 복혜숙과 친구였으며, 이소연, 석금성, 양백명, 강석제, 유장
안, 최승이 등 태양극장 단원들이 녹음에 참여한 기린레코드 <추풍감별
곡>(1)~(4)(Kirin C176-AㆍB, Kirin C177-AㆍB)에서도 창을 했다. 김남수가
태양극장의 전신인 토월회 시절부터 연극 공연 중에 또는 막간 공연으로
종종 판소리 창을 해왔다면, 그 관계에 따라 녹음에 참여했을 수 있다. 하지

12) 태양극장 이전 토월회 시절 <춘향전>에서는 이소연이 이도령 역, 석금성이 향단 역, 양백
명이 방자 역을 맡았다. 박승희, 위의 글, 48쪽.
13) 이규원, 위의 책, 같은 곳.
14) 경성신문사(京城新聞社)의 사장이었던 아오야나기 고타로(靑柳綱太郞)가 1918년 발행한
조선미인보감에 한남권번 출신의 김남수(金南壽)가 소개되어 있다. 그도 <춘향연의>,
<구운몽연의> 등 판소리 연행에서 주요 배역을 맡기는 하였으나, 태평판 <춘향전> 녹음
에 참여한 김남수(金南洙)와는 동명이인이다. 송미경, ｢1910년대 판소리 여성 연행주체
의 형성과 성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75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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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김남수가 토월회, 태양극장과 관계된 인사였다면 박승희의 ｢토월회 이
야기｣나 극단의 오사카 공연을 알리는 매일신보 기사에 그의 이름이 짧
게라도 언급되었어야 자연스럽다. 다음으로 김남수가 태평레코드 소속이
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唱劇과 演劇 春香傳(全二枚)>의 음반
앞면(그림 3)에는 분명 ‘唱付테평唱劇団’이라고 되어 있었다. 녹음 당시 창
을 덧붙인 이는 김남수 한 명이었지만, 그의 소속이 태평창극단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음반 취입은 전부 태평레코드에서 이루어졌다.
기린레코드는 태평레코드의 저가 보급반이므로 태평레코드 계열이라 할 수
있고, 뉴코리아 레코드, 쇼지꾸 레코드 등 군소 회사 음반이 몇 종 있으나
이 역시 태평레코드 음반의 재발매에 해당되며,15) <추풍감별곡>도 기린레
코드의 음반이었다. 따라서 정황상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태평판 <춘향전> 녹음 당시 김남수는 총 13회에 걸쳐 판소리 창을 하였
다. 특이한 것은 고수의 북장단 없이 소리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인지
어떤 곡에서는 장단의 한 배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실수가 빚어지기도
했다. 창의 길이도 상당히 짧은데, 이는 음반 한 장당 녹음 시간이 3분 ~
3분 30초 정도에 불과했던 사정과 관련된다.
김남수의 경우 1930년대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방송 및 신문 상의 공연
광고 기록에서 어렵지 않게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있으나, 현재 전하는 음원
만으로는 그의 사승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파악하기 부족한 점이 있었다.
15) 태평레코드에서 단가 <편시춘>(Taihei8063-A), <만고강산>(Taihei8070-A), <소상팔경>
(Taihei8631-A),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 자탄’(Taihei8063-B), 춘향가 중 ‘춘하추동’
(Taihei8070-B), 민요 <육자배기>(Taihei8066-A), <자진육자배기>(Taihei8066-B) 등이 발
매되었으며, 이것이 기린레코드, 뉴코리아레코드, 쇼지꾸레코드로 재발매되었다. 본고의
논의 대상인 <춘향전> 음반과 앞서 언급한 <추풍감별곡> 음반 역시 태평레코드에서 나
온 것이다.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단, 한국 유성기음반 4, 한걸음더, 2011에 수록된 내
용을 참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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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태평판 <춘향전>의 아래 대목을 살펴보면 송만갑이 부른 ‘이별가’와
그 사설이나 음악이 상당히 유사한 편이어서, 그가 송만갑 계열의 소리를
사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별편 (하), 태평판 <춘향전>

송만갑, 離別歌(上)(C.40175-A)

【중머리】㉠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분의가
달르기로 너를 첩이라 하건만은 정
리로 의논허면 결발헌 부부로서 잊
일 마음 있겄느냐.

【중머리】 (…)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 행실이
원수로구나.” “여보시오 되련님, 되련님은 사대부요, 춘
향 나는 천인이라, 함부로이 바르셔도 아무 탈도 없느니
까?” “오냐 이애야, 그말 말어라. ㉡분의가 달랐기로 너
를 첩이라고 헌다마는, 정지로 의논하면 결발헌 부부로
서 잊을 마음이 내가 있겠느냐? 서러 말고 잘 있거라.”
(…)

위의 밑줄 친 ㉠은 여러 편의 ‘이별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설이나,
㉡은 송만갑의 ‘이별가’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가사로 위의 콜럼비아 음반은
물론 그가 남긴 빅타 음반(Victor KJ 1001-B)에도 삽입되어 있다. 송만갑은
이 ‘이별가’를 부를 때 경드름을 구사하는데, 김남수 창 역시 그러하며 구체
적인 선율까지 유사하다. 이로부터 김남수가 송만갑을 직접 사사하였거나,
또는 송만갑 계열의 소리, 더 넓게는 동편제 계열의 소리를 학습했으리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16)

16) 김남수가 남긴 춘향가 중 ‘춘하추동’(Taihei8070-B)의 경우 가사지만 확인 가능한데, 그 사
설만 놓고 보면 이화중선의 ‘동풍가(東風歌) 상(上)ㆍ하(下)’(C.40077-AㆍB, O.1713-AㆍB,
V.49080-AㆍB)와 거의 같다. ‘동풍가’ 더늠의 전승과 변용상을 살펴볼 때, 이화중선의 ‘동
풍가’는 송만갑의 ‘동풍가’로 대표되는 동편제 계열에 속한다. 이 역시 김남수가 송만갑
계열의 소리, 동편제 계열의 소리를 사사했음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송미경, ｢<춘향가> 중 이날치 더늠 ‘동풍가’의 전승과 변용｣, 판소리연구 34, 판소리학
회, 2012, 22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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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평판 <춘향전>(1933)의 특징적 면모
태평판 <춘향전>은 음반극이다. 태양극장에서는 무대극으로 공연했던
연극 <춘향전>을 일부 다듬는 한편, 김남수의 창을 부분적으로 덧붙였다.
물론 음반사의 제안이 먼저 있었던 만큼, 이 모든 과정은 음반 녹음을 염두
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이 작품이 지니는 극으
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구성, 인물, 대사에 나타나는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
기로 한다.

3.1. 구성: 광한루편-춘향집편-이별편-옥중편-출도편,
이도령 중심의 장면 구성
앞의 2장에 목록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태평판 <춘향전>은 총 10매로
구성된 음반이다. 이 작품은 창작이 아닌 각색이므로 그 구성도 춘향전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춘향전은 만남-사랑-이별-수난-재회의
서사로 구성되며,17) 태평판 <춘향전>의 경우도 그 편명만 놓고 보면 이와
유사하다. ‘광한루편’이 ‘만남’에, ‘춘향집편’이 ‘사랑’에, ‘이별편’이 ‘이별’에,
‘옥중편’이 ‘수난’에 ‘출도편’이 ‘재회’에 각기 대응되기 때문이다.
<춘향전>의 일반적인 구성
태평판 <춘향전>의 구성

만남

▶

사랑

▶

이별

광한루편 ▶ 춘향집편 ▶ 이별편

▶

수난

▶

재회

▶ 옥중편 ▶ 출도편

상

이도령

이도령,
춘향모

이도령,
춘향모

춘향

-

하

방자

이도령

춘향,
이도령

-

-

판소리 창(唱)의 주인공

17) 송미경, ｢춘향가 소리 대목 및 더늠의 전승 양상과 판소리사적 의미｣, 고려대 박사학위논
문, 2015, 4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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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작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세부적인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각 구성마다 일부 주요한 장면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춘향과 관계된 것들이다. 김남수가 부르는 창이 누구의 목소리인가를 따져
보더라도, 주인공인 춘향의 창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태평판 <춘향전>의 서사 전개에서 구심점이 되는 중심인물은 자연
춘향이 아닌 이도령으로 바뀌게 된다.
생략이 가장 심한 부분은 ‘수난’에 해당하는 ‘옥중편’이다. <춘향전>의 ‘수
난’ 서사에서 주요한 대목이라 하면 춘향이 변사또의 강압에 극렬히 항거하
는 장면, 옥에 갇힌 춘향이 이도령을 그리는 장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평판 <춘향전>의 ‘옥중편’은 김남수의 창 ‘파루는 뎅뎅’으로 시작
된다. 앞의 장면들이 모두 생략된 채 바로 이도령과 춘향의 옥중 재회가
이루어진다.

㉠ 이도령: 아 이 사람아.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불르면 들리나?
춘향모: 쓸데없이 떠들지 말어. 본관이 아시면 고두리뼈가 부러진다.
(옥중편(상))
㉡ 춘향: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 뒤에 누가 왔어요?
춘향모: 왔단다. 자세히 봐라. 그 잘 되고 그 이 되고 고맙게 되고 가이
없이 되고 불쌍하게 되고 흥나게 되고 더럽게 되고 좋은 거지
되어 왔단다.
춘향: 아니 누가 말씀이에요?
춘향모: 니 평생 그리워하고 보고싶어하던 서울 이서방인지 서캐서방인
지 왔다. 잘된 얼굴 자세히 좀 봐라. 이가 놈의 자식이 아니면
(옥중편(상))

어떤 놈의 자식인가?
㉢ 춘향: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대리야. 그럼 어디 보자.

춘향모: 경 칠 년. 아 저 잘된 것 보고 단박 미치는구나. (옥중편(상))
㉣ 이도령: 춘향아. 고생이 어떠허냐? 모다가 네 죄가 아니라 내 죄다. 이
제 와서 바라보고 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장모. 여기 잠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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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디소.
춘향모: 거 아주 잡것이로군. 왜 날더러 엎디리래?

(옥중편(상))

㉤ 춘향: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천리에 오신 서방님의 마음이 편하시리
까? 내 성미를 아시거니와 이만 당부합니다.
춘향모: 경 칠 년. 에미더러는 술 한 잔 담배 한 단 사먹으라는 말도 없
(옥중편(하))

던 년이.

㉥ 이도령: 오냐. 오늘만 지나면 좌우간에 무슨 뜻이 있겠지. 느이 어머니
도 잘 보아주마.
춘향모: 너 따라 댕기다가 머 빌어먹기 똑 알맞게?

(옥중편(하))

게다가 ‘옥중편’의 대사, 특히 ‘옥중편(상)’의 대사 대부분은 춘향모가 이
도령을 구박하거나(㉠, ㉡, ㉣, ㉥) 춘향을 야속해하는 장면(㉢, ㉤)에 치중되
고 있다. 이러한 장면의 반복으로 인해 옥중 재회의 극적인 감정마저 온전
히 전달되지 못할 정도이다. 꿈에도 그리던 임인 이도령이 자신을 찾아왔다
는데 갑자기 “아이구 가려워. 이 적삼이나 앞냇물에 좀 빨아주세요.”(옥중
편(상))라고 하는 춘향의 대사도 이 상황과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태평판
<춘향전> ‘옥중편’의 중심 사건은 주인공 춘향이 목숨을 걸고 버티며 겪어
내는 수난에 있지 않다. 어사가 되어 내려온 이도령이 옥중 춘향과 재회하
는 것이 이 편의 중심 사건이며, 위에 인용한 대사들에서 볼 수 있듯 춘향모
에 의한 구박도 비중 있게 다뤄진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차례로 살펴보자. ‘만남’의 서사에 해당되는 ‘광한루
편’의 경우, 상편은 그네를 뛰는 춘향을 발견한 이도령이 그의 정체를 묻자
방자가 딴청을 피우며 너스레를 떠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부
챗발’과 ‘미륵님발’, ‘눈’과 ‘티눈’, ‘자세히(자시)’와 ‘축시’ 등으로 짝을 맞춘
재담이 오간다. 하편은 이도령의 명에 따라 춘향을 부르러 온 방자과 따라
갈 수 없다고 거절하는 춘향 간의 대화로 구성된다. 방자의 회유가 주요
내용인 만큼 분량으로 보더라도 방자의 대사가 더 길다. 따라서 ‘만남’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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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광한루편’의 중심 사건은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한
눈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춘향집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김남수: (진양조) 이애 야 방자야. 네. 춘향 집이 얼마나 남었느냐?
이도령: 이놈아. 네 말만 듣고 남의 집에를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왔으니 어
떻게 하느냐?
방자: 아 언제 소인이 오자고 했소? 도령님이 죽네 사네 오자 해놓고 인제
와서 내 탓만 하시오?
이도령: 얘 이러다가는 망신허겠다.
방자: 그러게 망신하기 전에 도령님이 왈칵 뛰어들어가서 춘향의 가는 허
리를 꽉 껴안고 맘껏 원껏 허시구려.
이도령: 이놈아. 아무리 무지한 상한이기로 말조차 무지허냐?
(춘향집편(상))

‘춘향집편’은 이도령이 춘향집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아내고 있
다. 방자의 대사를 통해 이도령은 기생과의 하룻밤 연정을 꿈꾸며 한껏 들
뜬 풍류남아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특징은 춘향과
이도령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진진하게 묘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처
럼 태평판 <춘향전>에는 춘향의 고난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인 사랑까지도 크게 약화되어 있다.

춘향: 소녀가 비록 천인이오나 남의 부실 가소롭고 노류장화 원치 않으며
먹은 마음 있사오니 더 늦기 전에 단념하시지요.
이도령: 사양지심은 예지단이나 잔말 말고 나와 살자.
춘향: 도고학박하야 덕망이 만세에 끼치거나 출장입상하야 공업이 인세에
덥힐 만한 서방님을 맞으려고 합니다.
이도령: 얘. 내 간장 고만 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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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지금은 정욕을 못 이기어 이러시다가 아차 한 번 버리시면 청춘소년
생과부 독수공방 어이허리까? (…)
<개소리>
춘향모: 이 개. 왜 이렇게 짖어? 요 개. 짖지 마라. 요 개. 아 요 개야. 짖
지 말어 요 개. 왜 이렇게 짖어? 짖지 말어 요 개. (춘향집편(하))

춘향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잔말 말고 나와 살자.”, “얘. 내 간장 고만
녹여라.”하는 이도령의 대사에서 춘향에 대한 진지한 사랑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이도령과 춘향의 사랑 장면도 기존 사랑가의 다채로운 사설이 아니
라, 시끄럽게 짖는 개를 나무라는 춘향모의 대사로 우스꽝스럽게 대체되었
다. 마치 사극 영화나 드라마에서 첫날밤의 장면을 연출할 때 촛불을 불어
끄는 것으로 그 장면을 대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 뒤로는 이도령이 삼
강오륜과 거문고를 두고 벌이는 재담이 이어지며, 말미에 김남수의 창 ‘자
진사랑가’가 불린다. ‘자진사랑가’의 경우 길이가 짧기도 하지만 재담 뒤에
바로 이어지는 관계로, 둘의 사랑과 관계된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별편’은 여타의 장면들과 비교할 때, 춘향전의 일반적인 짜임과 비교
적 유사한 편이다. 신물(信物) 교환의 장면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사의 비중 면에서도 이도령과 춘향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비슷하
다. 다만 ‘옥중편’에서와 유사하게 극중 맥락을 벗어난 춘향모의 대사 또는
행동이 작품의 감정선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춘향모: 내 들으니 도련님댁에 경사이면은 내 집에도 영화인데 무엇이
서러 우느냐? 너는 행차 앞에 가지 말고 오리만큼 떨어져서 낮
이면은 걸었다가 밤이면은 만날 테인데 욕심 많은 도적년이 낮
에 못 만난다고 우느냐? 나도 소싯 적에는 서방 이별 하룻밤에
쉰도 해봤다. 능간능수 있는고로 개개이 미쳐서 돈을 주다가

17

288 구비문학연구 제42집 (2016. 6. 30)

건달이 되면 신주까지 가져와서 한참 적에는 갖고 있는 신주가
열 섬은 되더라.
춘향: 도련님이 못 데려 가신대요.
춘향모: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딸 춘향이가 인물이 밉더냐, 행실이 그르
더냐, 잡스럽더냐? 군자 숙녀 버린 법 칠거지악 없으면 못 버린
줄 너는 모르냐? 이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이도령: 아야 아야.
춘향모: 이가 빠졌으면 어서 물리라.
(이별편(상))

이도령: 아야 아야야야.
㉡ 춘향: 어머니, 왜 또 나오세요?

춘향모: 내 방에 가서 다시 생각하니 아까는 잘못했다. 도련님, 용서하
시오. 천하잡년 지하잡년 더럽게도 늙은 잡년, 생이별 몇 천 번
에 죽지 않고 왜 살았는지 모다가 팔자이지. 대하장강 흐르는
물을 뉘라 살마가재리요?

(이별편(하))

오리정 이별의 장면으로 전환된 뒤에는 “아 이렇게 떨어지기 어려울 것을
왜 세 살 적에 못 만났습디까?”, “글쎄 두 말 말고 어서 좀 나와요. 원 뛰어오
느라고 숨이 차서 죽겠소.”, “어 원 저리 다 춘향 생각에 글공부도 힘들겠
소.”하는 방자의 대사가 앞서 춘향모의 대사가 했던 역할을 이어간다.
‘출도편’은 그 제목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온전히 이도령 중심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춘향은 ‘출도편’에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어사가 되어
내려온 이도령이 춘향을 구원하는 장면이 아예 생략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상편에서는 이도령이 변사또의 생일잔치에 찾아가 시비를 거는 내용이, 하
편에서는 이도령의 어사 출도로 한바탕 난리가 벌어지는 내용이 그려진다.
‘출도편’에는 이도령이 변사또, 운봉, 기생 등과 주고받는 대화 뿐, 김남수의
창도 없다.
이렇게 보면, 태평판 <춘향전>은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반하
여(광한루편)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인연을 맺었으나(춘향집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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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으로 춘향과 이별하였다가(이별편), 옥에 갇힌 춘향을 잠시 만난 뒤(옥
중편), 변부사의 잔칫날 출또하는(출도편) ‘이도령의 이야기’인바, 철저히
이도령 중심의 구성으로 되어있다고 하겠다.

3.2. 인물: 월매의 부각, 춘향의 약화
태평판 <춘향전>이 ‘춘향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도령의 이야기’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전개되는 사건의 구심점에 이도령이
있다면, 자극적인 대사와 행동으로 시선을 끄는 인물인 춘향모가 있다. 이
렇게 각색이 되다보니 춘향의 캐릭터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
에 없다.
‘춘향집편’, ‘이별편’, ‘옥중편’에 등장하는 춘향모는 변덕스러운 태도와 방
정맞은 행동, 맛깔스럽게 구사하는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극중 분위기를
전환시키며 주목을 끈다. ‘춘향집편’의 춘향모는 춘향과 이도령의 결연을
적극 주재하는 주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 춘향모: 거 누구이냐? 선동이냐 인동이냐 봉래 천태 채약동이냐? 어떠
한 아이들이냐? 필연코 도적이지? 왜 아무 소리도 없느냐?
방자: 휘이. 사또 자제 도령님이시요.
춘향모: 이 자식 너는 방자가 아니냐? 이것 참 너무나 죄송하구나. 도련님
이 늙은 것이 눈이 어둬서 잘못 보고 한 말이니 용서하십시요.
이도령: 이런 때는 그런 욕도 먹어 싸지.
춘향모: 아이고 원 저래 쉬 풀어질 줄 알았으면 욕이나 좀 더 할걸. 도
련님 내 집에 찾아오시기 천만의왼디 누추하오나마 어서 내 방
으로 좀 들어갑시다.
이도령: 오늘은 달도 밝고 하기에 나왔는데 거 날과 같은 젊은 아이 있
으면 모르거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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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 이거 왜이러쇼? 시치미를 뚝 떼구서.
춘향모: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해. 내 대신 춘향방도 싫소?
이도령: 나는 그 말을 듣잔 말일세.

(춘향집편(상))

㉡ 춘향모: 얘 춘향아. 너의 문장 말을 들으시고 사또 자제 도련님이 찾아
오셨으니 나와서 영접해 드려라.
이도령: 어쨌든 폐스러운 말은 낭종 허고 올라가지. (…)
이도령: 그 춘자 좋지 좋아. 도중에 송모춘은 마상에 객이 실어가고 낙
일 만가춘은 어둠침침 경이 없고 춘래불사춘은 왕소군이 느끼
었으니 그 춘자 다 버리고 천하태평춘이란 춘자인가? 향기 향
자 더욱 좋지. 이화백설향 그 향자 버리고 월중탄개향이란 향
자로구나. 좋지 좋아. 그래 나이는 몇 살이고 생일은 언제라?
춘향모: 왜 대답을 못 하느냐? 나이는 열여섯살이고 생일은 사월 초파
일이예요.
이도령: 허허 거 참 신통한 일도 많다. 내가 나흘만 더 지나 나왔으면
사주 동갑이 될 뻔했지. 원 이런 일도 세상에 있나?
(춘향집편(상))

㉠은 <옥중화>의 해당 장면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춘향모는 이도령의
정체를 알고 난 뒤 돌변하는 태도, 이도령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자며 능청
을 떨었다가 갑작스레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자탄을 늘어놓는 말로 웃음을
유발한다. ㉡의 춘향모는 춘향의 모친으로서 이도령과 춘향의 결연을 성사
시키는 데 적극성을 보이는 반면, 춘향은 이도령의 물음에 대답이나 겨우
하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한다.
‘이별편’에서도 춘향모는 변덕스러운 태도와 방정맞은 행동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앞의 절에 인용했던 대목에서 볼 수 있듯, 춘향모는 이도령의
넓적다리를 깨무는 패악을 부리는가 하면,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의 말을
나누는 중에 별안간 등장해 용서를 구한 뒤 ‘천하잡년 지하잡년 더럽게도
늙은 잡년’이라는 말로 자신을 비하하며 한탄을 늘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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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편’의 경우, 춘향모가 이도령을 구박하거나 춘향을 야속해하는 장면
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앞에서 확인했다. 춘향과 이도령의 눈물
겨운 재회가 이 단락의 중심 사건이지만, 욕설과 비속어가 맛깔나게 곁들여
지는 춘향모의 대사가 그로부터 야기되는 감정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차단
한다. 대개의 춘향전에서도 ‘옥중 재회’ 장면에서 춘향모의 이러한 면모를
볼 수 있으나, 태평판 <춘향전>의 경우 전편이 30분 가량이고, 한 편의 길이
가 6분 정도임을 고려할 때 감정 흐름의 차단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춘향집편’, ‘이별편’, ‘옥중편’에 함께 등장하는 월매의 개성적인 인물 형
상이 부각됨에 따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춘향은 그 존재감을 좀처럼 드러
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밋밋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3.3. 대사: <옥중화>, <고본춘향전> 소재 재담의 대거 차용
(…) 나는 극본 준비에 착수하고자 춘향전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간신히 서둘러 이해조의 옥중화와 고본춘향전과 또 新聞館에서 출판
한 崔南善의 번역판 춘향전을 얻었다. 이것들을 재료로 불철주야 서둘러
8막의 연극을 만들었다. 될 수 있는대로 재미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넣어 보
느라 그야말로 재주를 다내어 내 일생일대의 대장편을 만들었다. 이 연극은
장면의 변화도 많았지만 배역이 많아서 한 사람이 두 역을 맡게 되어서 연습
하기에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정열을 부었다.18)

토월회 시절 <춘향전> 대본 집필에 대한 박승희의 회고이다. 물론 토월
회의 <춘향전>, 태양극장의 <춘향전>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태평판 <춘향
전>을 살펴보면 <옥중화>와 <고본춘향전>, 특히 <옥중화>의 내용과 상당

18) 박승희, ｢토월회 이야기｣, (春岡)朴勝喜文集, 서암출판사, 1987, 47-48쪽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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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유사하다.19) <옥중화>의 경우 20세기 들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춘향
전 판본이라는 점, <고본춘향전>의 경우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던 최남선의
주도 하에 개작된 작품이라는 점이 저본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다.20)
박승희는 “될 수 있는대로 재미있는 장면이나 대사를 넣어 보느라 그야말
로 재주를 다” 내었다고 하였다. 태평판 <춘향전>은 무대극이 아닌 음반극
으로 기획ㆍ녹음된 작품이다. 오로지 청각에 의존하여 향유가 이루어지는
음반극에서 우스꽝스러운 몸짓이나 행동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재미의 획득은 거의 대사에 의해서만 가능한바, 박승희는 <옥중화>,
<고본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거 차용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광한루에서 춘향을 발견한 이도령이 그의 정체를 두고 방자와 벌이는 재
담, 깜짝 놀라 ‘낙상’할 뻔 했다는 춘향을 향해 방자가 ‘낙태’를 운운하는
재담, 이도령이 부친의 동부승지 당상을 두고 남원부사에서 ‘자빠지셨다’고
하는 재담, 옥중에서 춘향모가 무수한 비속어로 이도령을 비하하는 재담,
이도령이 운봉의 갈비뼈를 치며 갈비 한 대 달라하는 재담, 기생이 ‘천만
년이 지나도 이 모냥으로만 빌어먹’으라 하며 사설을 바꾸어 부르는 권주가
재담, 임실현감이 서둘러 자리를 뜨기 위해 아흔아홉살 대부인이 ‘낙태’했다
고 둘러대는 재담 등은 <옥중화>에서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춘향의 이름
‘춘’자, ‘향’자를 두고 이도령이 그 말을 풀이하는 재담, 이도령이 삼강오륜으
19) “新聞館에서 출판한 崔南善의 번역판 춘향전”이란 바로 앞의 “고본춘향전”을 지칭한
것인바, 서술상의 오류임을 알 수 있다.
20) 28종 71개에 이르는 활자본 춘향전의 출판 현황 내에서 <옥중화>를 포함한 <옥중화> 계
통본은 21종 60개로 총 85%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바 막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8회라는 재판 횟수는 <옥중화>가 거둔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증명한다. <고본춘
향전>은 소위 ‘소설본’ 계통인 동양문고본을 개작한 것으로, 재판 없이 단 한번 발행되는
데 그쳤다는 사실로부터 그리 널리 읽히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최남선의 개작
본이라는 점에서 분명 주목을 끌었을 것이다. 서유석, ｢20세기 초반 활자본 춘향전의 변
모 양상과 그 의미｣, 판소리연구 24, 판소리학회, 2007, 136-14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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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강 이름, 벼슬 이름을 열거하는 재담, 이도령이 거문고를 두고 벌이는
재담, 어사 출또 후 부사, 현감들이 허둥거리며 말의 앞뒤를 바꾸어 하는
재담 등은 <고본춘향전>에서 수용한 것이다.
재담을 대사로 그대로 차용하는 외에 그것을 특정 장면으로 연출함으로
써 재미를 얻고자 한 부분도 있다.

<옥중화>

태평판 <춘향전> 중 이별편(하)

와락 여드러 道令任도령님 넙적다리을 함부
이도령: 아야 아야.
루 무러 春香母츈향모가 少年落齒소년
춘향모: 이가 빠졌으면 어서 물리라.
락치야 압니가 졋스니 아모리 무러드
이도령: 아야 아야야야.
도 간즈럽기만 지 압흐지 아니다
<고본춘향전>

태평판 <춘향전> 중 출도편(상)

이윽여 속에셔 별안간에 이륙좌긔
소처 로 주루록 탁탁 별별 소가 다
나더니 속이 굼틀며 방귀가 나오려 고
밋궁글 지라 발 뒤축 잔 괴엿던 거슬
슬며시 터노흐니 부스스 고 그져 뭇여 련
속히 나오 방귀가 왼 동현에 다 퍼지니 그
가 엇지 독든지 곧 코를 쏘지라 좌즁이
저마다 코를 가리오고 응소가 련속다 본
관이 호령
이거시 필시 통인놈으 조화로다 사여
밧비 몰아치라
어 통
통인은 하오 가 과연 방귀자론지 엿소
고 번 통 후 그져 무한이 슬슬 퉁퉁
여바리니 왼 동헌이 모다 구린내라

변사또: 저런 것이 양반 망신은 다 시키지. 아
니 이게 무신 냄샌고?
운봉: 그래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변사또: 이놈 통인놈아. 네가 함부로 방귀를
뀌었구나.
통인: 잘 ** 보십시오.
이도령: 통인은 애매하오. 그저 내가 방귀자
루나 내 놓았지요.

<옥중화> 위 재담의 묘미는 춘향모가 이도령의 넓적다리를 물어뜯는데
실은 앞니가 다 빠져 간지럽기만 하였다는 데 있으며, <고본춘향전>의 경
우는 들끓던 이도령의 뱃속에서 방귀가 새어나가는 과정을 여러 의성어,
의태어로 실감나게 묘사한 데 있다. 그러나 태평판 <춘향전>에서는 전자에
서 춘향모가 이도령의 넓적다리를 물어뜯었다는 사건, 후자에서 이도령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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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중에 방귀를 뀌었다는 사건만 가져와 그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장면화했다. 본래 재담상의 언어적 묘미를 살리기보다 단순화시킨 사건으
로 즉각적인 웃음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다.
<옥중화>와 <고본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사로 차용하거나 장면으로
연출한 부분은 태평판 <춘향전>에 매우 자주 등장한다. 작품 전편의 길이
가 32분 정도, 음반 한 매당 녹음 시간이 3분 정도인데 각 편마다 이러한
대사 및 장면이 수차 배치된다. 때로는 이러한 장면과 대사가 작품의 감정
선 진행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작품의 지향 자체가 일반의 정극
(正劇)과 달랐던 데 기인하는 특징으로 해석해야 한다. 태평판 <춘향전>은
진지한 정통연극의 면모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막간으로서의 희가극적 면
모를 수시로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이다.

4. 태평판 <춘향전>의 의의
태평판 <춘향전>은 무대극이 아닌 음반극으로 기획 및 제작된 작품이다.
따라서 그 의의 역시 이러한 장르적 특질과 연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춘향 서사 소재의 근대극에 기반을 둔 음반극의 범주 내에서 태평판
<춘향전>이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해볼 수 있겠다.21) 이 분류에서 가장 앞
에 놓이는 작품은 연극배우인 박영환, 이애리수, 윤혁, 그리고 판소리 명창
박록주가 녹음한 영화극 <춘향전>(Columbia 40146~40147)이다. 1931년에
발매된 이 음반에서는 춘향 서사 전체가 아닌 일부만 극화하였다. 춘향 서
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첫 근대극 음반은 본고에서 다룬 태평판 <춘향전>
21) 춘향 서사를 소재로 한 근대극을 녹음한 음반극의 취입 현황은 우수진, ｢유성기 음반극:
대중극과 대중서사, 대중문화의 미디어극장｣, 한국극예술연구 48, 한국극예술학회,
2015, 56쪽-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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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이후에 몇 편의 근대극 음반이 나왔지만, 가요극 형식의 <춘향
전>(Okeh 31116~31120)을 제외하면 대개 ‘만극’, ‘폭소극’, ‘넌센스’ 등의 표
제를 앞세운 희극적인 작품들이다. 만극 <유선형 춘향전>이나 폭소극 <요
절 춘향전>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작품의 길이도 1~2매도 매우 짧다. 박승
희는 활자본 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거 차용하는 방식으로 태평판 <춘향
전>에서도 막간으로서의 희가극류와 유사한 재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태
양극장은 과거 토월회 시절에는 신극의 정도를 지킨다는 명분에 따라 드러
내놓고 시행하지 못했던 막간을 본격적으로 확대ㆍ강화하였다. 이러한 막
간극적 특성이 태평판 <춘향전>에도 일부 도입된 것이다. 태평판 <춘향전>
이후의 음반극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아예 웃음 유발을 목적으로 한
단편적인 희극 음반들이라는 점에서, 태평판 <춘향전>은 춘향 서사를 소재
로 한 음반극들이 희극 양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기점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태평판 <춘향전>의 경우 희가극류의 대사 또는 장면들이 때에 따라
작품의 감정선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춘향전 전편이 아닌
일부만을 가져와 짧게 극화한 희극 음반에서는 그러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다음 태평판 <춘향전>은 춘향전 창극 음반의 성격 변모에도 일정한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1920년대 중반, 음반 시장의 성장에 따라 판소리
에서도 전곡을 녹음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극적ㆍ입체적
효과를 살리면서 판소리 완창 감상에 대한 대중의 욕구에도 부응할 수 있는
양식인 창극 녹음이 도입, 유행하였다.22) 1927년 일축판 <춘향전>이 처음
나온 이후 1934년 시에론판 <춘향전>, 콜럼비아판 <춘향전>. 1937년 빅타
판 <춘향전>, 1938년 오케판 <춘향전>이 발매되었다. 가장 먼저 발매된 일

22) 배연형, ｢창극 유성기음반의 녹음과 음악적 변화 양상｣, 한국어문학연구 58, 한국어문
학연구학회, 2012, 3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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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판 <춘향전>은 소리 위주로 짜여있어 본격적인 창극이라기보다는 입체
창에 가까우며, 대사도 연극보다는 판소리의 아니리처럼 구사하고 있어 신
파극 어투의 대사법이나 후일의 사실주의적인 창극과 많은 차이를 보인
다.23) 그 다음 나온 시에론판 <춘향전>의 경우, 소리로 하는 부분은 판소리
명창들이, 대사를 주고받는 부분은 연극배우들이 맡는 독특한 방식에 따라
녹음되었다. 콜럼비아판 <춘향전>은 창극 음반의 분수령이 되는 작품24)으
로, 이 이후부터 나오는 창극반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창극적 면모를 띠게
되었다. 시에론판 <춘향전>은 판소리에 가깝던 창극이 점차 연극적 면모를
획득해가던 과도기에 놓여있는 작품으로, 그 독특한 양식도 판소리와 연극
의 중간적 성격을 보여준다. 태평판 <춘향전>과의 영향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에론판 <춘향전>이다. 물론 태평판 <춘향전>의
경우 김남수의 판소리 창이 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연극 중간중간에 판소리
창이 아주 짧게 곁들여지는 정도이므로 창극 음반의 범주에 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소리와 연극이 혼합된 그 특수한 녹음 방식이 시에론판 <춘향전>
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선 그 발매 연도가 각각 1933년,
1934년으로 태평판이 앞선다. 또 당시 시에론레코드의 문예부장이었던 이
서구가 박승희와 함께 토월회 창립에 기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시에론
판 <춘향전>의 기획에 태평판 <춘향전>이 참조되었으리라는 가설을 뒷받
침해준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 대중극의 대본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 상
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대중극단 태양극장의 대표적인 흥행작이자 박승
희의 각색작인 <춘향전>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음반극은
대중극의 대본 대부분이 유실된 지금, 그 당시의 대중극과 대중문화의 면모

23) 위의 논문, 379쪽.
24) 위의 논문, 3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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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로 중요한 표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25) 비록 30
여분 남짓의 음반극이지만 태평판 <춘향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박승희는
토월회, 태양극장의 공연을 앞두고 무수한 대본을 집필했지만 현전하는 것
은 <혈육>, <홀아비형제>, <이 대감 망할 대감>, <고향> 등 몇 편뿐이다.
<춘향전>의 경우, 토월회와 태양극장이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태평판 <춘향전>의 녹음 경위와 특징적 면모,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소개되는 신자료인 태평판 <춘향전>
은 극단 태양극장의 배우들이 대사를, 판소리 창자 김남수가 창을 맡아 녹
음한 음반극이다. 일부 신문 광고나 음반 표지에 그 갈래가 창극으로 소개
되기도 했으나, 여타의 창극 음반과 비교해볼 때 판소리 창의 비중이 현저
히 낮은바, 현재 통용되는 갈래 범주에 따르면 창극 음반보다는 연극 음반
에 가깝다.
이 음반은 1933년 5월 말, 오사카로 공연을 떠났던 태양극장 단원들이
그 일정에 겸하여 근처 니시노미야에 위치해 있던 태평레코드 본사에서 취
입한 것이다. 녹음 당시 이소연이 이도령 역, 석금성이 춘향 역, 양백명이
방자 역, 최승이가 향단 역, 강석제가 춘향모 역, 이동호가 본관 역, 유장안
이 운봉 역, 김진문이 임실 역을 맡았으며, 음반은 같은 해 9월에 발매되었
다. 한편 김남수는 판소리 명창 김소희의 이모로, 이 작품의 ‘이별편(하)’에
수록된 창을 통해 송만갑을 직접 사사하였거나, 또는 송만갑 계열의 소리,
25) 위의 논문,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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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게는 동편제 계열의 소리를 학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남수가 이
녹음에 참여한 계기와 관련해서는 그가 태평레코드에 소속되어 있었을 가
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태평판 <춘향전>의 갈래적 성격을 고려해 구성, 인물, 대사를 중심으로
그 특징적 면모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평판 <춘향전> 음반은 광
한루편-춘향집편-이별편-옥중편-출도편의 구성으로 되어있는바, 그 편명만
보면 만남-사랑-이별-수난-재회로 설명되는 춘향전 일반의 구성과 유사하
다. 그러나 작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서사 전개의 구심점이 되는 중심인
물이 춘향이 아닌 이도령으로 바뀌어 있는 차이가 있다. 특히 옥중편의 경
우 춘향이 변사또의 강압에 항거하는 장면이나 옥에 갇혀 이도령을 그리는
장면이 모두 생략된 채, 바로 이도령과 춘향의 옥중 재회에서 극이 시작된
다. 태평판 <춘향전>은 이도령이 광한루에서 춘향을 보고 반하여(광한루
편)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인연을 맺었으나(춘향집편), 아버지의 승직으로
춘향과 이별하였다가(이별편), 옥에 갇힌 춘향을 잠시 만난 뒤(옥중편), 변
부사의 잔칫날 출또하는(출도편) ‘이도령의 이야기’로, 철저히 이도령을 중
심에 둔 구성에 그 특징이 있다. 한편 태평판 <춘향전>의 인물을 살펴보면,
자극적인 대사와 행동을 수반한 춘향모의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오히려 주인공인 춘향의 인물 형상이 그에 비해 약화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춘향집편’, ‘이별편’, ‘옥중편’에 등장하는 춘향모는 변덕스러운 태도와 방정
맞은 행동, 맛깔스럽게 구사하는 욕설과 비속어 등으로 극중 분위기를 전환
시키며 주목을 끈다. 반면 춘향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면모로 인해 그 존
재감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대사상에 나타나는 특징
적 면모는 <옥중화>, <고본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거 차용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박승희는 토월회 당시 <춘향전> 대본의 집필 과정을 회고하며,
자신이 이 두 편의 <춘향전>을 참조하여 “될 수 있는대로 재미있는 장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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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사를 넣어 보느라 그야말로 재주를 다내”었다고 술회한 바 있다. 토월
회 극본과 태양극장 극본 간에 어느 정도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
나, <옥중화>와 <고본춘향전> 소재의 재담을 대사로 차용하거나 극적 장면
으로 연출하는 내용과 방식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때로는 이러한 대사
나 장면이 작품의 감정선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나, 이는
작품의 지향 자체가 일반의 정극(正劇)과 달랐던 데 기인한다.
이상 살펴본 태평판 <춘향전>의 의의는 춘향 서사를 소재로 한 음반극들
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창극 음반으로서 일종의 연쇄
극 형식을 시도한 시에론판 <춘향전>의 기획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춘향 서사를 소재로 한 음반극들이 단편적인 희극 양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기점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20세기 전반 대중극의 대본들
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태양극장의 대표적
인 흥행작이자 박승희의 각색작인 <춘향전>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도 가
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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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ckground of recording Taihei
Chunhyangjeon(1933) and its distinctive feature
Song, Mi-Kyoung(Korea Aerospace University)

Taihei Chunhyangjeon is a new material for the first time will be introduced
to the academic world through this paper. This work, by the actors of the
theater company Taeyanggeukjang were in charge of the dialogue of the play,
the pansori singer Kim Namsu sang pansori songs, was SP records drama.
Members of the theater company Taeyanggeukjang went Osaka for a show
on tour about the end of May in 1933, and recorded this album in the Taihei
record headquarters located near Nishinomiya. At that time, Lee Soyeon(the cast
of Lee Mongryong), Seok Geumseong(the cast of Chunhyang), Yang
Baekmyeong(the cast of Bangja), Choi seungi(the cast of Hyangdan), Gang
seokje(the cast of the mother of Chunhyang), Lee Dongho(the cast of the
newly-appointed governor), Yu Jangan(the cast of the district magistrate of
Unbong), Kim Jinmun(the cast of the district magistrate of Limsil) participated
in recording. And, it estimates Kim Namsu, the pansori master singer Kim
Sohui’s aunt, was pansori singer, learned pansori under Song Mangap or his
disciple, or maybe Dongpyeonje pansori singer. It is possible she was a singer
from Taihei Record. This Taihei Chunhyangjeon was released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The distinctive features focused on its configuration, character, words of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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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hei Chunhyangjeon are follows. This record is composed of Gwanghallu
pyeon-Chunhyangjip pyeon-Farewell pyeon-Prison pyeon- Appearance of royal
secret inspector pyeon. Each name is similar to normal Chunhyangjeon
narrative, but the reality is different. Central character, as the pivotal figure of
development of narration, turned into Lee doryeong, not Chunhyang. And in
this work, the character of the mother of Chunhyang was strengthened with
exciting lines and acts, while the character of Chunhyang was weakened with
passive and half-hearted attitude. The mother of Chunhyang changes of scene
and attracts attention through fickle manner, frivolous action, delicious slangs.
Relatively, Chunhyang has difficulty in getting extraordinary presence. The
distinctive feature of lines in this play came from a borrowing joke and witticism
from Okjunghwa(獄中花) and Gobon Chunhyangjeon. These lines or scenes
became disablers of being absorbed in its feeling, but Taihei Chunhyangjeon
doesn’t aim for an orthodox play.
The significance of this work needs to be understanded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of SP records drama. Taihei Chunhyangjeon had an effect on short
comic opera records and Sieron records Chunhyangjeon, changgeuk records.
And it is worth recalling, being a major work of the theater company
Taeyanggeukjang and an adapted version by Park Seunghui with a shortage
of public drama scripts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Key words : Gobon Chunhyangjeon, Kim Namsu, Park Seunghui, Okjung-

hwa(獄中花), Chunhyangjeon, Taeyanggeukjang, Taihei records Chunhyang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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