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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초기 판소리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판소리사에 나타난 명창은 전부가
남성이다. 전기 8명창과 후기 8명창 그리고 근대 5명창에는 여성이 한 명도 들어
있지 않다. 본래 판소리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여성이 판소리를 하는 법은 없
었다. 판소리 공연을 주도한 계층은 재인, 광대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巫業에 종사
하는 집안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는 송만갑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그가 巫
系 출신임을 분명하게 밝힌 적이 있다.1) 이는 그의 제적등본 윗면에 ‘巫’라고 표시
된 데서 알 수 있었던 것인 바,2) 代를 이어 명창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
1) 민속국악진흥회 주최 송흥록의 달 기념 판소리 학술행사, ｢宋門一家의 판소리史的 意義와 동편제
의 脈｣, 1998, 6. 20.
송만갑의 제적등본은 그의 출생지인 전남 구례군 구례읍사무소와 그가 이사했던 전남 순천군 낙안
면사무소에 각각 보관되어 있다.
2) 송만갑의 제적등본이 들어 있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른 사람의 것 가운데에서도 醫生, 飮食業,

288

口碑文學硏究 제7집

집안이 무계 출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로써 宋門一家의
출신 성분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소리의 중시조로 평가되는 송
흥록이 巫系 출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巫系 출신의 ‘동간네’가 아닌 양반 출신의 광
대를 별도로 ‘비가비’라 일컬었다는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조선조 판소리 명창의
대부분이 巫系 출신이라고 보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巫業은 주로 부
인의 몫이었으며, 부인과 함께 巫業에 종사하지 않는 남성 가운데 일부가 판소리
창자의 길로 들어서서 명창이 되는 것이 전통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판소리에서는 사설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음악적 표
현 능력이 중시된다. 그런데 형성기라 할 수 있는 18세기까지만 해도 판소리가 공
연되는 공간은 주로 外庭이었다. 탁 트인 공간에서 청중에게 효과적으로 소리를 전
달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공력과 음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폭
넓은 음역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판소리를 전담하게 된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
다고 본다.
그런데 19세기 중반에 여성이 판소리를 부른 예가 확인되고, 20세기에 들어오면
다수의 여류 명창이 출현하게 되며, 오늘날에는 數的인 면에 있어서 여류 명창이
남성 명창을 압도할 정도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남성 창자냐 여성 창자냐를 가르
는 것이 단순히 성별을 구분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판소리에 있
어서 이른바 ‘남자 소리’와 ‘여자 소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일종의 가치 개념이 내
포되어 있다. 그것은 性이 다름에 따라, 즐겨 부르는 대목, 사설의 내용, 음악적 지
향 등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맥락에 따라서는 예술성의 우열을 의
미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판소리사에 있어서 여류 명창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은 무엇이며 19세기 후반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류 명창의 활동양상은 어떠
한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여류 명창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雜貨商, 面小使, 宿室業 등 직업을 표시해 놓은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송
만갑의 제적등본 윗쪽에 있는 ‘巫’는 일제시대 때 호적을 정리한 직원이 특징적인 직업이라 판단하
여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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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류 명창의 등장과 활동 양상
2-1. 여류 명창의 등장과 그 배경
여류 명창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정노식은
<조선창극사>에서 ‘女流광대의 鼻祖’라 하여 진채선을 최초의 여류 명창으로 소개하
고 있다. 진채선(1843 - ?)은 판소리 명창의 후원자로도 활동한 신재효의 지침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신재효가 진채선을 총애하고 판소리 명창으로 길
러낸 것에 대하여, 여전히 남자 명창이 판소리를 전담하고 여류 명창이 전무한 상
태에서 신재효의 특별한 실험정신이 발동하여 진채선이라는 여류 명창을 탄생시킨
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여성이 판소리를 부르기 시작한 최초의 시기를 추적
해 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진채선보다 이른 시기에 여성이 판소리를 부른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안민영(1818 - ?)의 <금옥총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그
것이다.
내가 향려에 있을 때 이천 이오위장 기풍이 퉁소 신방곡의 명창 김군식으로 하여금
한 歌娥를 뽑아 들이게 하였다. 그 이름을 물으니 금향선이라 하였는데, 외양이 못생겨
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당대 풍류랑이 지목하여 보낸 터여서 본체만체하기
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모모 친구들을 청하여 산사에 올랐는데 여러 사람들이 금
향선을 보고 얼굴을 가리고 웃었다. 그러나 그녀가 춤을 추자 그치라고 하기가 어려웠
으며, 다음 그녀에게 시조를 청하니 그 계집아이가 단정한 자태로 앉아 蒼梧山崩湘水
絶의 句를 불렀다. 그 소리가 애원처절하여 불각중에 구름도 멈추고 티끌이 날리며 앉
은 이들 모두 눈물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시조 삼장을 창한 후 이어서 우조 계면조
한바탕을 불렀다. 또 잡가(판소리)를 부르니 모흥갑과 송흥록 등 명창과 견주어 조격
이 신묘함을 꿰뚫지 않은 것이 없으니 진실로 절세의 명인이라 할만하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눈을 씻고 다시 보니 잠시 후에 추한 모습은 홀연히 아름다운 용모가 되어,
비록 오희와 월녀라도 이에서 더할 수는 없었다.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모두 주목하
여 춘정을 보냈으며 나도 또한 춘정을 금하기가 어려웠다.(밑줄 필자)3)
3) 余在鄕盧時 利川李五衛將基豊 使洞簫 神方曲 名唱 金君植領選一歌娥矣 問其名則曰 錦香仙也
外樣醜惡不欲相對然以當世風流郞指送有難개然 卽請某某諸友 登山寺而諸人見厥娥 皆掩面而笑
然旣張之舞難以中止 第使厥娥 請時調厥娥斂容端坐 唱蒼梧山崩湘水絶之句 其聲哀怨悽切 不覺遏
雲飛塵 滿座無不落淚矣 唱時調三章後續唱羽界面一編 又唱雜歌 牟宋等名唱 調格莫不透妙 眞可
謂絶世名人也. 座上洗眼更見則 俄者醜要令忽丰容 雖吳姬越女莫過於此矣 席上少年皆注目送情
而余亦難禁春情 ---후략 ---(밑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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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향선이라는 기생이 시조창에 이어 잡가를 불렀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잡가는
판소리를 말한다.4) 그녀의 판소리 演唱 능력은 대단하여 모흥갑과 송흥록 등에 비
견할 만큼 빼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니 대단한 기량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
림없다. 그런데 안민영이 이 작품을 남긴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그가
젊은 시절에 지은 것만은 틀림없다. 본문 중 자리에 있던 젊은이(少年)들이 금향선
에게 春情을 보냈다는 구절이 있는데, “請某某諸友登山寺”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
듯이, 그들은 바로 안민영의 친구들이다. 따라서 안민영 역시 젊은이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작품은 1840년대를 전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닐까 추정
되는데, 이로 볼 때 금향선은 진채선보다도 이른 시기인 19세기 중반에 이미 판소
리를 부른 명창이라 할 수 있다.5)
여류 명창의 출신 신분을 살펴보면 敎房에 소속된 기생에서 배출된 경우가 압도
적으로 많다. 기생은 본래 時調나 歌詞와 같은 聲樂과 伽倻琴과 같은 絃樂 그리고
무용 등을 학습하였으며, 잡가나 판소리와 같은 민속악은 부르지 않았다.
만일에 기생으로서 잡가나 창극조를 입밖에 내인다면 기생의 신분은 아주 破滅이
다. 四處所 오입쟁이 입에서 한번 그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것이 곧 破門이다.
그리하여 朝鮮에서 唱劇調가 發生한 以來 數百年間 女流界의 劇唱家는 싹 터 본 일
이 없었다.6)

이렇듯 기생들은 주로 正樂을 위주로 학습했던 것인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
이 적어도 19세기 중반에는 잡가나 판소리와 같은 민속악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악과 민속악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된 조선 후기의 상황
에 비추어 볼 때, 정악을 위주로 학습했던 기생들이 잡가나 판소리와 같은 민속악
을 학습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양반, 중인, 부호층
등이 판소리의 향유층으로 등장하는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면 이들은 기생의 주요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판소리를 즐기게 되어 기생들
역시 민속악에 속하는 판소리를 배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을 터이기 때문이다.
4) 판소리를 雜歌라고 부른 사례는 윤달선의 <광한루악부>에서도 확인된다.
5) 송혜진 역시 이 자료에 주목하여 금향선을 판소리 명창으로 추단한 바 있다.
송혜진, ｢안민영의 시에 나타난 19세기 음악문화의 양상｣, 제2회 효산국악제학술대회 발표 원고,
1997.
6) 정노식, 앞의 책,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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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8명창에 속하는 송흥록과 맹렬의 연애담과 고수관의 공연 일화는 19세기
전반에 이미 기생이 판소리의 주요 향유층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송흥록이 대구감영에 불려가 소리를 할 때, 人物과 歌舞의 一等 名妓로 당시 守廳
으로 있는 맹렬이도 청중의 한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판소리를 감상할 줄 아는
안목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송흥록을 명창이라고 칭찬할
때에도 맹렬이만은 “그대의 소리가 名唱은 名唱이나 아직도 未盡한 대목이 있으니
피를 세동우는 더 吐하여야 비로소 참 名唱이 되리라”7)고 평하였으며, 맹렬의 말
을 듣고 송흥록은 각고 정진한 끝에 마침내 득음할 수 있었다. 그 뒤 송흥록이 대
구 선화당에서 소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소리를 들은 맹렬은 넋을 잃은 사람
같이 坐不安席하였다. 이 일화에서 맹렬이 직접 판소리를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대
단한 귀명창이었음에는 틀림없다. 평소 가무를 연마하여 예술적 안목이 있었을 것
임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니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의 깊은 속을 모
르고 감탄할 때에도 맹렬이는 그 미진한 부분을 인식하고 품평할 수 있었던 것이
다. 고수관은 ‘딴청일수’로 불릴 만큼 임기응변에 능한 명창인데, 大邱監使到任初宴
席에 불려가 <춘향가> 중 기생점고 대목을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기생 이름을 넣
어 사설을 엮어 나갔다고 한다. 송흥록의 연인 맹렬이나 고수관의 소리판에 청중으
로 참여한 기생은 물론 官妓이다. 官妓는 鍼灸를 施術하는 藥房기생이나 針線婢
인 尙方기생과는 달리 노래와 춤에 능한 기생으로, 技藝에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판소리 청중층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어느 누구보다 판소리
에 대한 비평적 안목이 높았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여성이 판소리 창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 특히 주목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기생들도 판소리의 주요한 청
중층이었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귀명창으로서 판소리에 대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歌舞를 익히고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기생이 귀
명창이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기회만 주
어지면 직접 판소리를 부를 수도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판소리 공연 공간의 변화이다. 주로 外庭에서 공연하던 판소리
는 양반 좌상객이 주요 청중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19세기에 들어와 房中 소리
로서 실내 공연의 성격을 띠게 된다.8) 이러한 변화는 판소리의 예술적 흡인력에
7) 정노식, 앞의 책,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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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려 들어온 양반 좌상객이 이번에는 판소리를 外庭에서 房中으로 끌어들인 데
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이러한 판소리 공연 공간의 변화는 판소리 자체
에도 여러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 바, 진중하고 절제된 미의식이 강화되고 음
악적 세련도 한층 더하게 되는 방향으로의 변모를 보여주고 있다.9) 그리고 실내
공연은 폭넓은 음역을 가지고 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청중과의 교감이 비교적 용
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이 여성도 판소리를 부른 수 있는 외적 조건으로 작
용하였으며, 당시까지만 해도 잠재적인 唱者에 머물러 있던 기생 가운데 일부가 판
소리를 부르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점차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금향선에 관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적어도 19세기 중반에는 여류 명
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진채선이 활동한 19세기 후반에는 여성이 판소리를 부르
는 일이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진채선이 명창으로 활약할
무렵에는, 이미 妓房을 중심으로 여성이 판소리를 부르는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진채선은 신재효의 지침을 받아서 음률과 가무 뿐만 아니라 판소리를 특출하
게 잘하였는 바, 여자이면서도 웅장하고 진중한 남성적인 창법을 구사하여 남자 명
창 못지않은 기량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10) 게다가 대원군의 경복궁
낙성연 축하 공연에까지 참석할 정도로 우뚝하였기 때문에 정노식은 그녀를 최초의
여류 명창으로 소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여류 명창의 배출 창구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기생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도 기생조합 혹은 권번이라는 제도를 통해 조직화되어, 여전히 여류 명창을 배출하
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소리 전승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2-2. 여류 명창의 활동 양상
20세기에 들어오면 실내극장이 생기고 창극이 분화되는 등 판소리의 전승환경에
8) 판소리 공연 공간의 변모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이보형, ｢판소리 공연 문화의 변동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 한국학 연구｝7, 한국학 연구소, 1995).
9) 김기형, ｢판소리에 있어서 미의식의 구현양상과 변모과정｣, 민속학회 발표요지, 민속학회 ,1998, 12.
11).
10) 정노식의 조선창극사에 나오는 “聲音의 雄壯한 것과 技倆의 多端한 것은 當時 名唱 광대로 하여
금 顔色이 없게 되었었다” 라는 언급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정노식, 조선
창극사, 조선일보사, 1940,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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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다. 1902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극장인 협률사는 왕실의
재정적 도움에 힘입어 설립되었는데, 1907년 관인구락부로 지정되었다가 1908년
원각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칭되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그런데 협률사는 공연장소
로서만 기능했던 것이 아니라 기생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傳說을 聞 則 近日 協律司에셔 各色 娼妓를 조직 太醫院 소속 醫女와 尙
衣司 針線婢 등을 移屬여 名曰 官妓라 고 無名色 三牌 등을 幷付야 名曰 藝妓
라 고 新音律을 교습  근일 官妓로 자원 新入者가 有면 名曰 預妓라 
고 --- 후략 --- (밑줄 필자)11)

그런데 협률사에 소속된 기생들이 판소리를 배웠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들이 무대에서 공연한 것은 판소리가 아니라 춤이었다. 당시 판소리는 독립적으
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 다른 전통적인 연희 종목과 어우러져 공연되었는데, 별도로
모집된 남성 唱夫들이 있어서 이들이 판소리 공연을 담당하였다.
기생들이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부르게 된 것은 1907년경 서울에 광무대, 단성
사, 장안사 등과 같은 사설극장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이들 사설극장을 설립한 이
들은 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나 평민부호층들인데, 이들은 풍속을 교정한다는 명분
을 내세우며 기생들을 후원하고 가르쳤다.
연희개량 근일에 전기철도회사 임원 李相弼 郭漢承 郭漢英 제씨 등이 我國에 遺來
 제반 演戱等節을 一新 改良기 위야 영남에서 上來한 唱歌 女誓兒 蓮花(13
세)와 桂花(11세) 고용야 各項 打令을 연습케 데 미려한 용모와 청아한 歌喉
는 眞是 기묘야 令人 可愛 상태를 包有얏고 또 아국 명창으로 칭도하는 김창환
송만갑 양인을 교사로 정하여 해 女兒 등의 타령을 교수야 長短節奏를 조정
해 임원 등이 其唱和之節을 參酌야 개량 事에 착수얏다는데 기 목적인즉 동서
양 문명국의 연희를 效倣야 觀聽人의 이목을 유쾌케  뿐 아니라 心志를 挑發야
愛國思想과 人道義務를 감흥케  터인데 위선 춘향가부터 개량야 일주일 후에 동대
문내 전기창에 부속한 활동 사진소에서 該施戱를 演設다더라.12)

여기에 나오는 李相弼 郭漢承 郭漢英은 광무대를 설립한 이들인데, 근대 5명창
에 속하는 김창환과 송만갑과 같은 대명창이 여성에게 소리 지도를 하였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명창에게 판소리를 배운 기생들이 무대에서 판소리 공연
11) 황성신문, 1902. 8. 25.
12) 만세보, 1907.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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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사례는 1910년대에 들어와 더욱 빈번해진다.
광무대 박승필 일행은 녀유칠팔명을 가라쳐 신파연극의 우슘거리 본셔 일 밤
에 구경 손의 입을 담으지 못게 야 비샹 환영을 밧으면서 다시 거름 나가
이젼 쟝안샤 일의 명챵 명우와 련합야 일밤 구연희와 신연희의 우슘거리 갈마
드려 흥며 그 외에 가무조가 하로 저녁에 십여종이오 무에 나오 우가 총합
삼십여명 중 흔 녀우가 십여명이라 山玉 玉葉의 손을 호리 아름다운 소와
錦紅 海仙의 사을 케  명챵의 노와 기타 남녀 우의 명챵 명가 모다 밤
마다 만쟝 갈 밧 바로 경셩에 다만 아 잇 구연희장은 이와치 번창하며 --(후략) (밑줄 필자)13)

이 시기 각 극장에 소속된 기생으로는, 광무대 소속에 玉葉, 山玉, 蓮香, 暎月,
錦仙, 桃花 등, 장안사 소속에 錦紅, 紅桃, 海仙, 錦仙, 련련, 初香, 瓊佩 등, 단
성사 소속에 채란, 梨花, 紅桃, 采姬 등이 있다. 각종 가무와 기예에 능한 이들 가
운데에는 판소리를 잘하는 이도 포함되어 있다. 매일신보에서 ‘藝壇一百人’이라 하
여 藝人 100명을 선정하여 1914년 1월 28일자 - 1914년 6월 11일자에 걸쳐 소
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 선정된 인물은 남자 8명14)을 제외하고 모두 기예에 뛰어
난 기생이다. 이 중 판소리에도 能한 것으로 소개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ㅇ 初香 : 대구 출신. 판소리, 육자백이, 새타령, 단가, 성주풀이, 허튼춤 등을 잘
함.15)
ㅇ 山玉(1898 - ?) : 경기도 수원 출신. 승무를 잘하며, <춘향가> 중 ‘이도령 노름’
과 ‘사랑가’, 시조, 가사, 잡가 등을 잘함.16)
ㅇ 海仙 : 경북 고령 출신. <춘향가>와 <심청가>, 시조, 흥타령, 육자백이, 놀령사
거리, 잡가, 승무, 검도 등을 잘함.17)
ㅇ 吳玉葉(1900 - ?) : 경남 창녕 출신. 승무, <춘향가> 중 ‘방자노름’, 잡가 등을
잘함.18)
ㅇ 錦紅 : 황해도 봉산 사리원 출신. 수심가, 놀령사거리, 육자백이, 황주난봉가, 판
소리를 잘함.19)
13)
14)
15)
16)
17)
18)
19)

매일신보, 1914.
임성구, 지룡구,
매일신보, 1914.
매일신보, 1914.
매일신보, 1914.
매일신보, 1914.
매일신보, 1914.

10. 31.
심정순, 리병문, 박춘재, 김덕경, 서상호, 이한경이 그들이다.
4. 29.
4. 25.
3. 8.
2. 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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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藝人으로 소개한 인물 가운데 평양 출신 기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판소리를 잘한 것으로 소개된 이는 한명도 없고, 판소리를 잘했다고 한 인
물의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지역에 따라 기생의 특장이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온 일인데, 경상도 출신 기생이 판소리를 잘했다
는 사실은 ‘영남의 기생이 광대의 短歌를 잘 불렀다’는 기록20)과 관련하여 어떤 필
연적인 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기생조합의 효시는 1911년 하규일에 의해 설립된 茶洞조합인데, 1910년대 후반
에 오면 여러 기생조합이 결성되면서 기생들의 판소리 공연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
어진다. 1917년 2월 다동조합의 기생 중 영남 기생 30여명이 독립해 漢南기생조
합을 세우며, 1918년 1월 廣橋조합이 漢城권번으로, 新彰조합이 京和권번으로,
茶洞조합이 朝鮮권번으로, 京華기생조합이 大同권번으로 각각 이름을 바꾸어 활동
하였다. 지방에도 곳곳에 권번이 설립되었는 바, 평양의 箕城권번을 비롯하여, 광
주, 남원, 달성, 경주, 개성, 함흥, 대구, 진주 등에 권번이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1910년대에 들어와 기생조합(권번)이 활성화되면서 기생들의 활동 기반이 마련되
고 이들이 당시 인기있는 공연물로 각광받던 판소리를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여성
창자의 수는 전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었다. 그 중에는 지방에
서 鄕妓로 활동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京妓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본래 당골 출신
인데 기생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조산옥이라는 기생을 들 수 있다. 당골인
그의 어머니는 무가를 잘 불렀다고 한다.
조산옥이라는 옛날 기생이 있는디 거그 어머니가 어정얼 잘헙니다. 무속들 굿허는
거. 근디 레콧드에 넣었단 말이여. 긍깨 송감찰이 판얼 딱 들어 보더니 “그 여편네 못
나무래겄구만. 좋아”, 김창룡은 “형님 말씀이 옳소. 잘허요” 그러먼서 들었어요.21)

판소리를 ‘패기성음’이라고 하는 데 비해 무당 소리를 ‘어정소리’라 하여, 판소리
하는 목으로 금기시한다. 그런데 그 소리속이 좋으니까 명창들이 들을만 하다고 했
다는 것이다. 당골 출신이 기생이 되는 까닭은 당골이라는 신분을 떨쳐 버리고 판
소리 창자로 나아가는 것이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거나 신분 변화에 유리하다고 믿

20) 이능화,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312면. “영남의 기생은 단가를 잘 부른다. 평양 기생은
<관산융마>를 잘 부르고, 선천 기생은 <항장무>를 잘 추는 등이다.”
21) 김명환,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뿌리깊은 나무, 1991,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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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다.
기생조합(권번)에서는 당시 각 분야의 명창 명인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생들에게 시조, 여창 가곡, 가사, 판소리, 가야금 등 각종 기예를 가르쳤
다. 하지만 본래 一牌 기생을 위주로 조직된 기생조합에 三牌 기생과 당골 출신이
참여하게 되면서,22) 기생들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점점 심화되어 갔다. 사
실 기생조합(권번)은 세계 2차대전이 치열해질 무렵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폐쇄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류 명창을 배출하면서 판소리 전승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
는데, 이 때 형성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여류 명창
이 성취한 예술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기생의 범주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존하게 된 것이다.
① 春香演義가 잇스니 그날  막은 삿도 도영고 기졈구 마친 후에 군로령
이 츈향이 잡으러 가 데라 -- 中略 -- 악공들이 무 우에 느러 안졋든 것을 막 뒤로
게  것도 매우 각 것이니 당연히 그러 것이다 데 특히 쳥 것은 악공이
막 뒤로 드러감과 가치 제반 긔구도 뒤로 차여 무를 쳥결게 고 산게 며 우
에도 말 바와 가치 뒤막을 고치면 조흘 즛다. (一記者, <茶洞妓生演奏會>)23)
② 단셩샤에셔 한남권번기의 츈긔연쥬회가 열녓 -- 중략 --  나종에 춘향연
의를 시쟉 남수라 기의 방노릇은 진경이 근엿스나 죠곰 섯투른 곳이
잇섯고 로 황금란과 김산옥의 창 소에 실로 감흥이 깨지 안케 잘 엿다
리도령을 분장 기은 그 표정과 긔거동작이 죠금 어울니지 안엇스나 과히는 섯투르
지 안엇다 그 즁에 볼 만한 것은 방와 춘향이 노릇 기의 표졍이라 하겟고 더
욱 창는 기의 도와 동작이 슈관의 갈를 밧엇다.(밑줄 필자)24)

여기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기생들이 배역을 나누고 남자역까지 도맡아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형태는 후에 나타나게 되는 여성국극의 그것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역을 나누어 극적 요소를 살리려고 했지만 방자와 이도령과 같이 남자
배역을 맡은 부분에 대하여 연기가 서툴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아, 같은 권번에 소
속된 단원들의 정기 연주회 성격을 지닌 공연일 뿐 아직 여성들만의 공연을 본격적
으로 시도한 것은 아닌 듯하다. 1920년대에 들어와 전반기 동안에는 1910년대의

22) 新彰조합은 삼패를 기생으로 승격시켜 조직한 단체이다.
23) 매일신보, 1917. 10. 17.
24) 매일신보, 19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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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계속 이어진다.
① --전략-- 다오뎡 대정권번에서 이달 십팔일부터 오일간 우미관에서 성대한 온습
회를 최하고 기의 가무가 잇슬 외라 고대소설에 가쟝 유명 옥루몽과 춘향뎐 심
청뎐 등의 연극으로 대대뎍 연주를 거한다더라.25)
② 년례를 아 한남권번에서 츈긔온습대회를 금이십일 밤붓터 관텰동 우미관에서
일헤 동안을 두고 흥을 한다대 이번에 특히 구운몽 춘향가 등 연희 폐지하고
그외 력사극이라 각본으로 썩 자미 잇도록 연하야 환영을 밧고져 달포 동안을 연습
엿다대 가무 등도 이왕 것과 전혀 다르게 하야 기들의 별별 희극이 만타 하며
신구파 병하야 만든 연극도 잇서서 자못 볼만 즁에 더욱이 처음의 가극이 잇다더라.
(밑줄 필자)26)
③ 령에 유슈한 능 특이한 기으로만 죠직된 한남권번에서 지 십구일 첫날
의 연예를 우미관에서 열엇섯는대 그 밤에 관은 무려 일쳔여 명에 달하야 상하층
관람석에 박박이 드러안진 셩황이엿고 무대 우에 기 여명이 번가라 츌연하야
여러 가지 연예를 한 바 더욱이 볼만한 것은  나죵에 특별히 각 춘향연의(春香
演義)가 잇대 대목대목이 포복절도 장면이 만히 잇셔서 이젼에 하던 것과 대단
볼 만하다 갈가 야단이엿스며 김츄월(金秋月)의 방노름과 명창노며 됴홍련(趙
紅蓮)의 익살스런 재담화극은 더욱 관의 우슘을 자아내엿대 --- 후략 ---.(밑줄 필
자)27)

<춘향가>나 <심청가>와 같은 고전 작품을 공연하는데 머물지 않고 역사에서 소재
를 취하여 새롭게 짠 각본으로 공연하였는가 하면, 기생들이 재담화극까지 공연하
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춘향가> 공연이 포복절도할 장면이 많아 전에 하던 것
과 달랐다는 것과 김추월이 ‘방자노름’을 잘했다는 언급을 통해, 고전극 공연이 해
학적인 성격과 극적 요소가 강화된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관중의 호응을 얻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1920년대 후반에 와서 명창대회가 열리면서 판소리 공연의 기회가 자주 마련되
었는데, 이 무대에는 여성 창자도 다수 참여하였다.
① 名唱名妓網羅해 朝鮮音樂大會, 십구 이십 량일밤 우미관서, 朝鮮音樂協會 第二

25) 매일신보, 1921. 11. 15.
26) 매일신보, 1922. 5. 20.
27) 매일신보, 19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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回 공연 --- 樂士 李東伯 沈相健 池龍九 姜小春 金秋月 金雲仙 金海仙 李花中仙 李
錦玉 李素香 牟秋月 朴綠珠 申海中月 尹玉香 表蓮月 李宰珪 李民澤 李彦積 외 朝鮮
正樂大家全也.(밑줄 필자)28)
② 한자리에 노래 부를 長安의 名妓名唱, 오늘밤 우미관에서 - 金海仙 李錦紅 牟
秋月 李錦玉 李花中仙 尹玉香 金雲仙 池龍九 姜笑春 沈相健 李東伯 金秋月 李素香
朴綠珠 李中仙 金(?)鳳 申海中月 表蓮月 朴容玉 曹山玉 우와 가튼 장안의 명기명창
을 모와 신춘남녀명창대회를 금십오일밤 우미관에서 조선음악협회주최로 성대히 개최하
리라는대 입장권은 일원과 오십전 두가지요 개연시간은 하오 七시부터라고.29)

이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며 여류 명창이 대거 출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준 이가 바로 이화중선(1898 - 1943)이다. 이화중선은 어릴 적부터 소리를 한 것
은 아니었고, 결혼 생활 중 협률사 공연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소리꾼의 길로 들어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남원에서 장득주라는 광대에게 소리를 배운 후 상경하여 송만
갑과 이동백 등에게 소리를 배워 명창이 되었는데, 성음이 美麗하고 거침이 없어
청중으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얻었다.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주최로 열린 전국판
소리대회에서 이화중선은 <심청가> 중 ‘추월만정’을 불렀는데, 심사를 맡은 박기홍
명창은 그녀의 소리를 듣고 “배설향이 소리계의 여왕이라면 자네는 정말 여자중의
선녀”라는 칭찬을 했다고 한다. 그 후 그녀가 부른 ‘추월만정’은 유성기 음반으로 취
입되어 십만장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기 어렵
지 않다. 이화중선은 여성도 판소리 명창으로서 대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진중함보다
는 여린 듯 하면서도 구슬픈 느낌을 잘 표현한 그녀의 소리는 일제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더욱 대중들의 공감을 살 수 있었다.
1930년 조선 가곡의 수정, 신곡의 발표, 음악회 개최, 음악회와 가풍의 개선 정
화, 동서음악의 비연구, 조선음악에 관한 잡지 발간 등을 목표로 하여 조선음률협
회가 조직된다. 김창환 명창이 회장을 맡은 이 조직에는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조학진, 오태석, 강태홍 등과 같은 판소리 명창과 가야금병창의 대가가 참가하였는
데, 권번에 속한 여성들도 조직의 한 축을 이루었다. 조선권번 소속의 金雲仙(김죽
파), 金海仙, 金小香, 金錦玉, 李玉花, 金南洙, 한성권번 소속의 朴綠珠, 牟秋月
28) 매일신보, 1928. 3. 18.
29) 매일신보, 1928.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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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34년 조선음률협회를 계승하여 조선성악원이 창설될
때에도 金楚香, 朴綠珠, 金採蓮 등의 여류 명창이

창설멤버로 참여하였으며, 이

어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가 발족되었을 때 여류 명창으로 朴綠珠, 金採蓮이 발
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조선성악연구회가 발족된 1934년 이후 창극 공연은 더욱 활
기를 띠게 된다. 그리고 창극 공연에 있어서 여성 배역은 당연히 여성의 몫이었기
때문에 창극에서 여류 명창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남자 명창을 능가할 정도가
되었다. 1930년대 - 1940년대에 활동한 대표적인 여류 명창으로는 박녹주, 김여
란, 김소희, 임소향, 조농옥, 김옥련, 오양금, 김경자, 김봉, 성미향, 김순희, 박추
월, 한영숙 등을 꼽을 수 있다. 창극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창극단의 결성
이 뒤를 이었다. 1936년경 임방울, 박초월, 박귀희 등이 중심이 되어 <동일창극단>
을 만들었으며, 해방 후인 1946년경 <김연수창극단>과 <조선창극단>이 생겨났다.
이 시기에 창극 음반도 활발하게 출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작품과 출연한 명창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ㅇ일축조선소리반 창극 춘향전(1926년) : 이동백(도창, 월매), 김추월(이도령, 춘
향), 신금홍(방자, 춘향).
ㅇ씨에론 창극 춘향전(1934년) : 김정문, 신금홍.
ㅇ콜럼비아 창극 춘향전(1934년) : 김창룡(도창, 이사또, 변사또), 이화중선(춘향
모), 오비취(춘향), 권금주(이몽룡), 방자와 향단은 이화중선과 권금주가 상황에
따라 번갈아 맡음.
ㅇ 빅타 창극 춘향전(1937년) : 정정렬(도창, 변학도, 이도령), 임방울(이도령), 이
화중선(월매, 방자, 춘향), 박녹주(월매, 춘향, 이도령), 김소희(춘향).
ㅇ오케 창극 흥보전(1940년) : 이화중선, 오수암, 임방울, 김록주 등.
ㅇ오케 창극 심청전(1940년) : 정남희, 김연수, 박록주, 김준섭 등.

사실 이 시기에 여류 명창을 배출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가 근대 5명창 가운데
한명인 정정렬이다. 정정렬은 타고난 목은 궂으나 엄청난 독공으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창극 발전에도 많은 공로를 세운 그는 특히 <춘향전>을
개작하여 정정렬제 <춘향가>를 완성하였는 바, 그래서 “정정렬 나고 춘향가 났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래서 당시 많은 제자들이 정정렬에게 몰렸는 바, 특히 여자
제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는 송선생님(송만갑 - 필자), 여기는 이동백씨, 여기는 김창룡씨, 저기는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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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씨, 이렇게 방이 쭈욱 있어. 방 위에 이름이 쭈욱 써져 있어갖구. 그러면은 사무실에
가서, 이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표를 팔아요. 책이 요
만큼 길쭉하게 생겼는디, 전차표 팔듯기 표가 있어. 안가는 날은 안떼주고. 책은 한권
을 사야지. 그 때 돈으로 3원인가 얼매. 내가 가서 공부하는 날은 그거 하나 떼 주고
가서 공부를 하고. 표에 선생 이름이 딱딱 적혀져 있어. 그 때에 정정렬씨가 제일 제자
가 많지. 그 때 김소희씨도 가니께 <춘향가> 배우고 있더라. 그 때 김소희씨도 젊어서.
다른 양반들은 별로 제자가 없어. 김창룡씨니 이동백씨니 이런 분들은 제자가 없어. 송
만갑씨한테 더러 제자가 있고. 나이는 송만갑씨가 제일 많지.30)(밑줄 필자)

그렇다면 왜 정정렬 명창이 특히 여성의 인기를 얻었는가. 그것은 그의 창법이
기교에 능하고 계면 위주로 소리를 짜 나가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화하기에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1900년대부터 해방 무렵까지 여류 명창의 활동상에 대해 살펴 보았는
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 활동한 여류 명창의 출신지를 보면 호남 이외의 출신
이 많다는 점이다. 출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여류 명창을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ㅇ허금파 : 전북 고창. ㅇ강소춘 : 생몰연대 불분명. 경상도 대구. ㅇ권금주 : 생몰
연대 불분명. 경남 항양에서 태어났다고 하나 불분명. ㅇ신금홍 : 경남 거창. ㅇ배설향
(1895 - 1938) 전북 남원. ㅇ김녹주(1896 - 1923) 경남 김해. ㅇ이화중선(1898 1943) 경남 동래. ㅇ김초향(1900 - ?) 대구. ㅇ박녹주(1906 - 1981) 경북 선산. ㅇ
김여란(1907 - 1983) 전북 흥덕. ㅇ신숙(1911 - 1970) 경남 함양. ㅇ오비취(1911
/ 1914? - 1988?) : 경남 진주 / 대구 / 전주 ?. ㅇ박초월(1917 - 1983) 전남 순
천. ㅇ김소희(1917 - 1995) : 전북 흥덕. ㅇ조소옥(1918 - 1978) : 전북 남원. ㅇ
조농옥 (1920 - 1971) 서울. ㅇ김추월 : 생몰연대 불분명. 경기.

전기 8명창 시대 이후 대부분의 명창이 호남에서 나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외 지역, 특히 경상도 지역 출신의 여류 명창이 제법 많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
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듯이, 1910년대에 판소리를 잘했
던 기생들 가운데 호남 출신이 없는 대신 경상도 출신이 많다는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우연의 소산으로 볼 수는 없다. 이는 대구, 마산, 진주 등지에 권번이 있었
30) 박향산 여사 증언. 박향산 여사는 본명이 박정례로, 박봉래 명창의 외동딸이다. 이 자료는 박향산
여사의 따님인 송화자 선생님(현재 남원 거주)이 1997년 여름 어느날(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
는다고 함) 녹음해 둔 것인데, 1998년 10월 14일 남원시내 <배리하우스 레스토랑>에서 필자에게
이 자료를 빌려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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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전통적으로 색향이거나(진주) 일제 시대 시장 기능이 활발하여 경제적인
토대가 단단하고 유흥 공간이 많은 지역(마산, 창원 등)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남자 명창 못지않은 기량을 지닌 여류 명창이 많아지자, 창극 공연을 통해 축적
된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들만의 조직을 모색한 결과 1948년 여성국악동호회가 결
성된다. 박녹주, 김소희, 박귀희, 임유앵, 임춘앵, 김경희 등 여성 단원이 주축이
되어 조직된 이 단체는 여성국극의 시초가 되는 셈인데, 단체를 조직하게 된 배경
에 대해 박귀희 명창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해방 전에 일본에 레코드 취입하러 갔을 때에 <송죽 가극단>이라고 하는 여자들만으
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하는 공연을 구경했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연기며 의상이며
노래며 춤이며 나무랄 데가 없고 관객들의 반응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
나라에도 저런 단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하
고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연애를 하고 애기를 낳아서 애기까지 끌고 다니는데 여관의
좁은 방에서 애기 귀저귀 널어 놓고 복작거리는 생활이 지겹다 못해 환멸감까지 느낄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자들만으로 만들어진 창극단을 만들고 싶은 생각
이 있었는데 해방 뒤에 박녹주 선배하고 상의했더니 대뜸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소희, 임유앵, 임춘앵, 김경희씨와 함께 여성국악동호회를 만들었는데 뜻밖에 관중들
의 반응이 좋았어요.31)

일본 <송죽 가극단>의 공연이 여성국극의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는데, 그동안 다양한 공연 활동을 통해 축적해 온 여류 명창들의 역량과 자신감
이 여성들만의 공연 단체를 만들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여성
국악동호회를 결성한 해에 춘향가를 각색한 <옥중화>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으나
이듬 해 서울 시공관에서 공연한 金亞夫 作 <햇님 달님>이 공전의 히트를 하게 되
었다. 햇님왕자에 박귀희, 달님공주에 김소희, 영왕 정유색, 햇님 아버지는 박녹주
가 배역을 맡은 이 공연은 대형 무대장치와 호사스러운 의상․소품 그리고 여성들
만 출연한다는 점 등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성 국극단
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명창들의 설 자리는 좁아져 갔으며 판소리
또한 이른바 ‘창극 소리’로의 俗化가 심화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955년-1958년
에 문교부 공연과에 등록된 여성국극단의 수가 15개에 달한다.32) 결국 50년대 후
31) 김명곤, 광대열전, 도서출판 예문, 1988,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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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이르러 김연수, 박후성 등이 이끌던 창극단이 모두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러
판소리의 침체가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여성국극단은 설화나 야담에서 소재를 취
하고 주로 애정 중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림으로써 대중의 호기심과 신기성을 자
극하여 한 때 인기를 얻는데는 성공하였으나,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판소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재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1962년 중앙국립극장의 전속단체로 국립창극단이 창설되어 국가 재정의 뒷
받침을 받으며 창극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는 바,33) 이 단체에도 많은 여류 명창
이 참여하였다.34) 1964년에는 판소리를 중요무형문화재로 보호하고35) 판소리 명
창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판소리를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되었다. 그리고 박동진이 일련의 완창 판소리 발표회를 시도하여,36) 이전 시기까지
침체된 판소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로 토막소리로 부르던 관습에 충격을 가하면서
공력을 들인 소리보다는 기교만 勝한 소리가 대중의 호응을 얻는 상황에 일대 경종
을 울렸다. 이후 완창발표회는 관례처럼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대명창으로부터 제대로 학습을 받고 공력을 쌓은 여류 명창들은 더욱 진가
를 발휘하며 현대 판소리 전승의 흐름을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여류 명창이 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여류 명창이 판소리에 끼친 영향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류 명창의 등장은 남성 명창들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여류 명
창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명창은 그 설자리가 점점 좁아져
갔다. 우선, 여류 명창은 후원자가 있어서 경제적인 곤궁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2) 박황, 판소리 二百年史, 思社硏, 1987, 292면.
33) 창설 당시의 명칭은 원래 ‘國劇團’이었으며, 1973년 ‘唱劇團’으로 개칭되었다.
성경린, 현대창극사, 국립극장 30년, 국립극장, 1980, 344면 참조.
34) 김연수를 단장으로 하여 총 21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에 참여한 여류 명창의 면면을 보면, 부단장
에 김소희, 간사에 박귀희, 단원에 박초월, 임유앵, 김경애, 김경희, 남해성, 박봉선, 박초선, 김정
희 등이 있다.
35) <춘향가>는 1968년, <심청가>는 1968년, <수궁가>는 1970년, <적벽가>와 <흥보가>는 1971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6) 박동진은 1968년 <흥보가>를 5시간 동안 완창하고, 이어 <춘향가>를 8시간에 걸쳐 완창하였다.
그리고 1970년에는 <심청가>를, 1971년에는 <적벽가>를, 1972년에는 <수궁가>를 완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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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후원자는 대개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 국악을 좋아하는 부류로서, 머
리를 얹어 주는 대가로 학채를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명창의 반열에 오르
거나 어느정도 실력을 쌓은 경우에는 권번의 소리 선생이나 공연 활동을 통해 보수
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리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가령 예를 들면, 박녹주와 강도근이 김정문에게 <흥보가>를 배울 때, 박녹
주는 김성수의 부친 김경중의 경제적인 후원에 힘입어 학채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
지 소리만 배울 수 있었으나, 강도근은 머슴 노릇을 하면서 배워야 했던 것이다.
① 송만갑씨 헌 말 있어. 그전에 명창으로 오직 소리럴 환영얼 받고 그 모두 질거워
라 안 쌌소. 히도, 잘 못히도 고랑내 난 치마자락이 더 득세럴 허그등. 그렁게는 송만
갑 말이 “명창 목구맥이 당창 묵은 년 - 매독성 가졌다 그 말이여 - 당창 묵은 년 씹구
녕만 못 히어” 혔어. 그 썩구 썩은, 곯아 빠진 매독성 있는 년 벌이가 더 낫다 그것여,
그 금액이. 명창 목구멍보다 돈도 더 벌고 더 대접얼 받응게 오직이 분하야 그려.37)
② 돈두 여자 소리는 100원을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남자 소리는 40원을 줘
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명창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같은 쫄대기들이야 뭐 돈 줍
니까? 십원 주면 많이 줍니다. 남자들 소리하는 것을 그렇게 천대를 했어요. 그래 그게
관례가 됐어요. 참 안타깝지요.38)

지금은 여류 명창이 남자 제자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류
명창을 길러낸 것은 남자 명창이었다. 그런데 남자 명창이 여자 제자에게 남자 소
리로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여성의 목에 맞게 소리를 집어 넣어주었던 것이
니, 이제 여류 명창이 다수 배출된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는 전통적인 판소리 창법
을 변형시킨 점이라든가 남자 명창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
함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남성 명창의 수난은 여성국극이 기승을 부린 1950년대에 극에 달한다. 여성 국
극단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명창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으며,
김연수, 박후성 등이 이끌던 창극단이 모두 해체되는 등의 곤욕을 치룰 수 밖에 없
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이후 인간문화재를 지정하여 판소리 전승

37) 김명환, 내 북에 앵길 소리가 없어요, 뿌리깊은 나무, 1991, 70면.
38) 판소리 인간문화재 증언자료, 판소리 명창 박동진, 판소리 연구｝2, 판소리학회, 1991,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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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박동진 명창의 완창 판소리 발표
를 계기로 판소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렇지만 이미 판소리 전승
의 주도권은 여성에게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
성 창자가 남성 창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전주대사습에서 장원한 이
들을 성별로 나누어 볼 때, 1998년 24회 대회에 이르기까지 남성 장원자가 8명이
고 여성 장원자가 16명이라는 사실이 그 실상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여성 창자(唱者)가 대거 출현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는 골계적인
표현이나 외설스러운 사설이 축소 내지 삭제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우리 판소리는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참 외설적인 거, 그 남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세계, 옛날에 사랑방에서 앉아 가지고, 부인들은 판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내외하느라고요, 감히 들을라고도 안하고요. 그러니께 사랑방에서 남자들끼리만 소리를
하고 이래 놓으니께, 그 잡탕소리며 뭐 그런 것이, 민요는 물론이요 판소리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비장타령>이라든지 또한 <변강쇠타령>이라든지 이런 걸 그땐 한
창 했었는데, 여자들이 소리를 배우고 나니까 그거를 감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
자 얼굴로서는 부끄럽고 면구스럽고 그래 안해가지고 그냥 젖혀 놔 버렸어요. 그래 그
것이 사장이 되고 말았거든요. 썪어요.39)

失傳된 <배비장타령>이나 <변강쇠타령>과 같이 재담이 많고 외설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는 바디는 여성 창자가 부르기를 꺼려했거니와, 현전(現傳) 판소리에 있어
서도 여성 창자가 재담소리나 외설스러운 대목을 축소 내지 삭제시킨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박녹주의 <흥보가>를 들 수 있다. 박녹주는 동편제
명창인 김정문으로 부터 <흥보가>를 전수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놀보가 제비 후리
러 나가는 대목’까지만 배웠고, 그 뒷부분인 ‘놀보 박타령’은 배우지 않았다. 왜냐하
면 ‘놀보 박타령’은 그야말로 재담소리이고 갖은 발림을 곁들여 골계적인 표현을 소
화해 내야 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부르기가 난처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녹
주 <흥보가>에는 ‘흥보 밥타령’도 들어 있지 않다. ‘흥보 밥타령’은 흥보가 제비 박에
서 나온 쌀로 지은 밥을 공처럼 만들어 공중에 던져놓고 받아먹는다는 익살스러운
내용인데, 휘모리로 불리면서 골계적인 웃음을 자아내는 이 대목이 여성이 부르기
에 적합치 않다고 하여 뺀 것이다. 이는 박녹주와 함께 김정문으로부터 <흥보가>를
배운 강도근이 육담이나 골계적이고 외설스러운 대목을 그대로 살려 부르는 것과
39) 1993년, 9월 19일, 박동진의 국악당 소극장 공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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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것이다.
여류 명창의 등장은 음악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 바, 그것은 일차적으로 남
성과 여성의 신체구조가 다른 데서 생긴 생래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남자 명창이 여자 제자를 지도할 때에는 그 역량에 맞게 소리를 집어 넣어주었다.
① 이통정이 여자들헌티 소리 갈치는 것 보고 누가 “임마, 물소 미련한 놈아, 가시내
들헌테 그 남자 성음얼 갖다 그렇게 초가집 밀어넣드끼 갈키면 쓰것냐? 여자는 여자
목에 맞게 갈쳐야 한다”고 그래요. 바람이, 물결이, 파도가 많으면, 직선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람 따라서 요리 돌아서 가디끼 직접 가르치면 못 받겄응께 오래 오래 걸려서
가르치야 헌다고 혀. 그렁께 여자 소리는 달체. 감찰도 그렇게 얘기했고.40)
② 같은 내용이라도 예를 들어 적벽가의 삼고초려 대목 같은 것에서 남자 선생님들
은 엄숙하고 웅장한 성음으로 음성깊게 장비, 현덕, 관운장 등의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
러내려고 하는 반면 여자 선생님은 음악적인 면을 강조하시죠. 이런 경우 저는 작중 인
물로서 행동하고 소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이지만 남자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41)

①은 스승이 여자 제자에게는 남자 제자에게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목으로 넣어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실제로 스승이 제자의 性別에 따라 그리고 능력에 따
라 소리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판소리의 전승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
이다. ②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는 남성이 폭넓은 음역을
바탕으로 각각의 등장 인물이 지니고 있는 성격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내는 데 비
해, 여성은 상청은 강하지만 하청이 약한 약점이 있어 고운목으로 음악적인 세련을
추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음악적 세련의 추구야말로 여류 명창이 판소리에 끼친
중요한 영향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여류 명창 가운데, <춘향가>와 <심청가>에 능
한 명창이 많다는 점, 계면 위주의 슬픈 대목에 특히 장기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른바 ‘타루친다’고 하는 창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은 모두 이와 관련
이 있다.
이렇듯, 여류명창의 등장으로 판소리에 있어서 재담적 요소가 약화되고 음악적
세련이 더해지게 되면서 생겨난 가장 큰 변화로 ‘소리판의 정형화’와 ‘역동성과 즉흥
성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
40) 김명환, 앞의 책, 94～95면.
41) 안숙선, ｢만정 김소희 선생과 판소리｣, 동리연구｝3, 동리연구회, 1996, 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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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역동성과 즉흥성이 있어서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광대는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인데, ‘여성적 특질’이라 부를 수 있는 얌
전함, 맵씨, 절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여류 명창의 소리는 점점 정형화되어
갔고, 그러다 보니 역동성과 즉흥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지 또한 점점 축소되어 간
것이다.

4. 여류 명창의 의의
이상에서 여류 명창의 등장 및 그 배경, 활동양상 그리고 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여류 명창이 판소리사에 끼친 영향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
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실내극장이나 요정 등이 여류 명창의
주된 공연 공간이었는 바, 이렇듯 닫혀진 공간에서 고운목으로 기교적인 소리를 추
구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기존의 소리판이 지니고 있던 ‘판’의 역동성, 즉
흥성 등이 약화된 것은 여류 명창이 끼친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판소리사에서 여류 명창이 지닌 가장 큰 의의는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판소리가 고사되지 않고 대중과 호흡을 함
께 하는 민족예술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승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는 데 있다.
여류명창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법통 있는 소리가 온전히 전승될 수 있었다고 해
도 과언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보자.
ㅇ김세종제 <춘향가> - 성우향 - 김수연, 김영자
성창순 - 이추월, 김명자, 이은하.
ㅇ정정렬 <춘향가> - 김여란 - 최승희, 박초선.
ㅇ김정문 <흥보가> - 박녹주 - 한농선 - 김영옥.
박송희 - 정순임.
ㅇ김정문 <흥보가> - 박초월 - 남해성, 최난수, 김경숙, 전정민.
ㅇ박동실 <심청가> - 김소희 - 신영희, 김동애, 안숙선, 이명희, 강정숙.
한애순, 장월중선.
ㅇ정응민 <심청가> - 박춘성, 안채봉, 성우향, 성창순 - 박양덕, 김수연, 김영자.
ㅇ김연수 다섯바탕 - 오정숙 - 이일주, 조소녀, 민소완.

판소리와 다른 장르이긴 하지만, 가야금 병창의 전승자인 박귀희 명창의 공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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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단한 것이다. 판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떨치면서 국악 발전에 많은 공헌을 세
운 박귀희는 오태석, 심상건, 박팔괘 등이 정립한 가야금 병창을 계승하고 많은 제
자를 길러내었다. 그의 제자 안숙선 명창이 1998년 가야금 병창 인간문화재로 지
정되어 전승을 이어가고 있다.
1964년 이후 상당수의 여류 명창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는 바, 그 명단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ㅇ김여란(1964) : <춘향가>. ㅇ박녹주(1964) : <흥보가>. ㅇ박초월(1967) : <수
궁가>. ㅇ김소희(1964) : <춘향가>. ㅇ오정숙(1991) : <춘향가>. ㅇ성창순(1991) :
<심청가>.

이 외에 성우향, 남해성, 김영자, 신영희, 한농선, 박송희, 강정자 등이 인간문화
재 후보로서 현재 대부분 활발한 공연 활동과 아울러 제자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오늘날 판소리 창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쪽은 여성이다. 남자 명창으로부터
남자 소리로 교육을 받은 여류 명창들은 남자 못지 않은 공력을 쌓아 통성을 위주
로 하여 판을 이끌어 갔다. 박녹주, 김여란, 성우향 명창 등이 이러한 평가에 걸맞
는 역량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류 명창들은 통성을 쓰기
보다는 고운목으로 기교를 구사하며 소리를 한다든가 여성이 지닌 소극성으로 인해
무대를 얌전하게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여류 명창들이 <춘향가>, <심청가>
등에 특장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적벽가>나 <소적벽가>라고 부르는 <수궁가> 그리
고 재담을 제대로 구사해야 제맛이 나는 <흥보가> 등의 전승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걸쭉한 재담은 가능하면 제외하면서 판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판의 ‘역동성’ 내지는 ‘즉흥성’이 많이 소멸된 것도 여류 명창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
면서 생겨난 현상이라 하겠다. 통성을 위주로 한 소리, 판의 역동성과 즉흥성, 걸쭉
한 재담 등 소리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
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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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성기 음반을 남긴 여류 명창
1. 일츅죠션소리반 제비標朝鮮레코드
金秋月

적성가

李素香

短歌 釣魚換酒 (伽倻琴並唱) K853-A

K529-B

李素香

春香傳 박석틔 (伽倻琴並唱) K853-B

申錦紅

판소리 백구타령

B53-A

申錦紅

판소리 秋風曲

B53-B

2. 콜럼비아 리갈
이화중선

南道 短歌 瀟湘八景

40028-A

이화중선

南道 短歌 楚漢歌

40028-B

김초향

短歌 白鷗야 날지마라

40194-A

김초향

春香傳 적성가

40194-B

창극 春香傳 : 이화중선, 김창룡, 오비취, 권금주 40540 - 40557
한농선

가야금병창 장부한

40472A

이봉희

단가 편시춘

40479A

이봉희

단가 운담풍경

40479B

김갑자

가야금병창 客來問我興亡事

40486B

김갑자

가야금병창 이별가

40502B

한농선

흥보전 제비 강남 가는데

40503A

한농선

春香傳 춘향이 그네 뛰는데

40503B

김갑자

가야금병창

40509A

오비취

단가 편시춘

40519A

권금주

단가 소상팔경

40519B

오비취

春香傳 사랑가

40524A

권금주

春香傳 이별가

40524B

김옥선

단가 초한가 상, 하

40525A, 40525B

권금주

春香傳 옥중가

40569-1

권금주

春香傳 춘향모 나오는데

40569-2

톡기화상

여류 명창의 활동양상과 판소리사에 끼친 영향

오비취

가야금병창

화용도 상, 하

40570-1, 2

권금주

단가 초한가

40627-1

권금주

春香傳 옥중상봉

40627-2

김갑자

가야금병창

몽중가

40669-1

김갑자

가야금병창

쑥대머리

40669-2

3. 빅타
이화중선

단가 만고강산

49004-A

이화중선

심청전 추월만정

49004-B

김초향, 김소향

春香傳 이별가 (병창)

49101-A

김초향, 김소향

春香傳 춘향모와 어사 대면

49101-B

김초향

흥부전 興夫卜居 상, 하

49131-A, B

김초향

단가 초한가

49147-A

김초향

심청전 심봉사자탄가

49147-B

이소향

단가 靑春怨 (가야금병창)

49165-B

申玉桃

단가 진국명산, 客來問我 (가야금병창) 49170-A

申玉桃

春香傳 동풍가 (가야금병창) 49170-B

4. 폴리돌
박녹주

春香傳 추월강산 상, 하

19021A, B

崔素玉

가야금병창 靑春怨 상, 하

1501-A, B

崔素玉

흥부전 가난타령 (가야금병창) 1524-A

崔素玉

흥부전

金錦玉

가야금병창 客來問我

1533-A

徐暎珠

春香傳 이별가 상, 하

1560-A, B

이소향

가야금병창 호접몽(장부한) 상, 하 1579-A, B

이소향

가야금병창

5. 오케

돈타령 (가야금병창) 1524-B

화용도 조자룡 활 쏘는데 상, 하 1639-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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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녹주

春香傳 춘향자탄가 상, 하

박녹주

흥부전 박타령(흥보 家出篇) 상, 하

이중선

흥부전 흥보 자탄가 상, 하

1698-A, B

박녹주

단가

1780

김소희

심청전 심봉사황성행

1780

이화중선

春香傳

12004

만고강산
십장가 상, 하

1663-A, B

6. 씨에론
이화중선

단가 초한가

60-A

金玉眞

심청전 심황후 사친가

60-B

이화중선

春香傳 춘향모 나온다(이별가) 89-A

李玉花

단가 東園桃梨 (가야금병창) 89-B

이화중선

春香傳 獄中哀怨

208-A

이화중선

수궁가 용왕의 탄식

208-B

씨에론판 春香傳 전집 : 唱 김정문, 신금홍

501A-512B

演 심영, 남궁선

7. 다이헤이
金南洙

단가 만고강산

8070-A

金南洙

春香傳 春夏秋冬(옥중가)

8070-B

박녹주

단가 운담풍경

8093-A

박녹주

단가 대관강산

8093-B

1670-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