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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五倫全備記》 연구사에 대한 검토

90년대 초 그간 중세 언어 자료로만 주목 받았던 韓國奎章閣圖書館所藏 《伍倫全備諺解》

(이하 언해본)로부터 규장각 소장 《新編勸化風俗南北雅曲五倫全備記》(이하 규본)1)가 한국에 

수용된 중국희곡으로서 주목받고 연구되기 시작한 이래 약 20여년이 흘렀고, 그 ‘남희 연출

본’으로의 성격은 이미 중국학계에 수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미진한 논의들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 최근 다시 《五倫全備記》자료를 확인하던 중, 계명대

에 소장된 《五倫全備記》1질(이하 계본)2)과 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는 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5527)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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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奎本은 四卷본으로, 現在 元亨二卷 二冊이 남아 있다. 木板本이며, 32.5cmⅹ22.5㎝, 四周單邊, 판면은 21.3

ⅹ14.9㎝, 테두리가 있고, 한 면에 9行17字, 版心은 上下內向黑魚尾에 教誨廳의 刊印이 있다. 二十八段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서문과 범례 3조와 일부만 남은 것 1조가 있다. 

2) 啓本은 卷一, 二, 四가 귀중본으로 한 세트로 소장되어 있고, 卷三은 따로 古書室에 소장되어 있었다. 모두 

木板本이나, 권 1,2,4와 권 3의 서책 크기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 卷一, 二, 四는 29cmx18.7cm, 四周單

邊, 판면은 21.6x14.9cm, 테두리가 있고, 9行17字, 판심은 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卷三은 29.1cmx19cm, 四

周雙邊, 판면은 22.3x15.6cm, 테두리가 있고, 9行17字, 판심은 內向黑魚尾로 동일하다. 이들이 완전한 한 질

은 아니나, 여타 판본들과의 면밀한 대조 결과, 글자체와 내용에 있어 이 4권이 공통적으로 규본이나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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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동양어학원 소장 《五倫全備記》1질(이하 중도본)을 접하게 되었다.3) 이 두 판본은 상당히 

귀한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상세한 고증의 결과를 담은 ｢再論 《五倫全備記》｣를 

2016.4.24 대만대학에서 구두 발표하 다. 그 후 논문 투고를 위해 보완하던 중 이 두 판본이 

김민  ｢《오륜전비언해》의 서지학적 연구｣(세계어문학연구5, 2011, 177-218면)에서 이미 소개

되었음을 발견하 다. 다만 그 논문에서는 단지 이러한 판본이 있어서 元亨 2권만 남아 있는 

殘本으로의 규장각본 《五倫全備記》의 부족을 채워 준다는 의미 외에 전혀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利貞이 다 갖추어진 完本의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필자는 그 판본들과 거기 실린 序跋文을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었

기에, 이 논문을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올 2월 직접 프랑스에 가서 BULAC

도서관 소장본 《五倫全備記》를 만날 수 있었고, 대단히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판본에

서 또한 흥미로운 도서 전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프랑스로의 전파 양상까지 함께 소개

하고자 한다. 

중국희곡사에서조차 단지 說敎劇이라는 비판의 대상에 불과했던 《五倫全備記》가 중문학계

에서 새롭게 주목 받게 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하나는 書 에 의해 연출되던 

비교적 이른 南戱 演出本으로의 가치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 희곡 해외 전파의 독특한 사례

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유입된 《五倫全備記》는 ‘五倫 교과서’로서 《五倫全兄弟傳》, 《五倫全傳》, 《五倫全倫

備傳》 등 국문 및 한문 서사물의 형태로 수용되었고, 중문본 《五倫全備記》는 역관들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어 한어 교과서로서 판각, 인쇄되었을 뿐 아니라, 학습의 편의를 위해 국가 

주도의 언해 작업이 이루어져 《五倫全備諺解》가 편찬되었다. 우리 국문학계에서는 오륜 교화

의 서사물로의 수용 과정이 판소리 및 판소리계 소설의 발전에 미친 향에 관한 연구가 이

루어졌고, 중국어 교육 역에서는 譯官의 취재를 위한 조선 시대의 漢語 교육 내용과 방식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중국희곡학계에서는 徐朔方、吳秀卿、孫崇濤、周明初 等의 연구를 통해,4) 《五倫全備記》가 

본과는 완연한 차이를 보이는 이른 판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 다. 이에 이 4권을 함께 묶어 계본으로 칭

하고자 한다. 

3) 민관동 韓國 所藏 中國古典戲曲 版本과 解題(학고방, 2012, 104면)에 언급된 계명대 도서관 소장 《五倫

全備記》 1,2,4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3권이 따로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규본에 빠져 있는 3,4권이 

갖춰진 완결본을 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또한 몇 차례 계명대 판본 방문 조사 과정에서 고문헌실의 최

경훈 선생으로부터 중앙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본에 대한 정보를 얻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소장처가 현

재 프랑스 파리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INALCO)의 BULAC(Bibliotheque 

d’Universite de Langues et Civilisations) 도서임을 확인하고, 2018년 2월7일-14일 일주일간 BULAC 도서관을 

방문하여 원본을 확인하 다.  

4) 徐朔方 〈奎章閣藏 《五倫全備記》 中國戲曲史硏究的啓發〉, (《韓國硏究》第一期, 1994). 吳秀卿 〈奎章閣本 《五
倫全備記》初 〉, (《中華戲曲》제20집, 1997). 〈 《五倫全備記》新探〉, (《明清戲曲國際研討 論文集》, 1998). 孫

崇濤 〈關于奎章閣藏本 《伍倫全備記》—致吳秀卿女士〉(《戲曲硏究》, 1998). 周明初 〈 《伍倫全備記》非丘濬所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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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극이라는 단순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남희연출본이라는 인식이 보편적 동의를 받

고 있다. 그러나 《五倫全備記》가 연출본으로서 民間書  才人의 손에서 나왔다는 관점은 대

학자인 丘濬의 설교극이라는 관점과 모순되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명청 이래 

구준의 작이라 여겨져 왔으나,5) 현전 판본의 표현은 ‘腐淺’하다 할 만큼 통속적이고 평이한 

민간 문학 文體여서, 지나치게 윤리 도덕을 강조한 특성이 성리학자 구준의 이름에 기대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회의를 낳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이 미결의 《五倫全備記》 작가 문제

에 대해, 민간 작품을 기초로 문인의 각색이 이루어져 온 남희의 속성과 여러 곡보에 구준 

《五倫全備記》의 곡으로 전하는 것들이 현재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구준 

각색설이 나왔고, 실제 전승 과정에서는 민간본이 살아남고 문인본이 도태된 경우로 보았으

며,6) 그 후 실질적으로 논의는 정지 상태 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입수한 두 판본을 통해 기

존의 논의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구준의 自序가 발견되어 정확한 창작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게 되었고, 제3자의 개작 관련 정보까지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조선에 수용된 《五倫全備記》가 왜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따

라서 본문에서는 《五倫全備記》와 구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개작 및 전파의 양상을 살피

는 데 목적이 있다. 

명대 이후 중국희곡은 명초 高明의 《琵琶記》를 비롯해 문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었으나, 대

부분이 기존 민간본을 각색한 경우 다. 《五倫全備記》가 문인의 저작권이 확실한 창작극이라

면 남희사뿐 아니라 중국문학사의 명초 문학 부분에서도 새롭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어서 

그 중요성은 자못 크다 할 수 있다. 

2. 《五倫全備記》관련 새로운 자료들 

《五倫全備記》의 새로운 판본으로 주목할 것은 계본과 중도본이다. 계본은 계명대학 도서

—兼 成熟地域及年代〉,(《文史》, 2000).

5) 王世貞 《曲藻》,徐復祚 《曲論》,呂天成 《曲品》,李開先 《詞虐》等에 보인다。李開先(1502-1568) 《詞謔》開卷: “丘

仲深博洽, 又能爲 《五倫全備》戲文”。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三, 271쪽. 李焯然은 祁彪佳 《明曲品》,支鳳宜 

《傳奇匯 標目》, 《曲目新編》,笠閣 翁 《笠閣批評 戲曲》,黃文暘 《曲海總目》,梁廷枬 《曲話》。高奕 《新傳奇

品》,姚燮 《今 證》,王國維 《曲 》,傅惜華 《明代傳奇全目》 등 전적을 들어 구준 창작설을 지지하 다。 
《丘濬評傳》, 298쪽. 

6) 《善本戲曲叢刊》의 《吳歈萃雅》、 《詞林逸響》、 《增訂珊珊集》、 《月露音》等 選集本에서 모두 《伍倫記》 ‘祖

餞’ [傾杯禦芙蓉]- [前腔]- [普天 犯]- [朱錦纏]- [尾聲]一套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傾杯禦芙蓉] 등의 곡들

이 당시 꽤 유행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지금 판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 작품명을 《五倫記》 또는 

《綱常記》라 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구준이 개편한 《五倫記》 또는 《綱常記》라 불리던 작품은 이미 

도태되어 사라지고 몇 곡만이 전하는 것으로 보았다. 오수경(1997) . 孫崇濤 윗글에서도 필자의 견해에 따

라 이 작품을 ‘明人改本戲文’의 범주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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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고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으로, 기본적으로 규본과 같이 창을 작은 글씨, 백을 큰 글씨

로 인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판각된 판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글자체나 한 행의 

자수 등에 다소 출입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판각본은 아니다. 元亨利貞 4권이 다 갖추

어 있어 규본의 부족을 채워줄 뿐 아니라, 규본에 없는 再世迂愚叟의 완전한 序 1편(서1로 칭

함)이 있고, 역시 규본에 빠져 있는 3條를 포함한 凡例 7條가 남아 있어 범례의 전모를 볼 수 

있는 등,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그림1) 

중도본(BULAC본)7)은 판각과 보관 상태가 매우 양호한 완전한 4권본으로, 혹 빠진 면은 

필사체로 채워져 있다. 앞부분에 두 편의 서문과 제4권 앞에 발문이 한 편 들어 있다. 두 편

의 서문은 마이크로 필름에 2면만 찍혀 있어 모두 꼬리가 잘려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계본에 

있고, 두 번째 것은 규본에 있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서문의 꼬리가 잘려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문에 이어져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범례 부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제4권 

앞의 발문은 여기에만 실려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림2) 

그림 1 계명본 서문 그림 2 BULAC 소장본 발문1

규본, 계본, 중도본은 판식과 자체가 거의 유사하나, 규본과 중도본이 더 가깝고, 계본과 

중도본은 차이가 있다. 제3권을 예로 들어 보면, 21면 계본에는 “不寧” 두 글자가 빠져 있고, 

22면에 계본은 “晚本進”, 중도본은 “晚進本”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언해본 제5권 33면에서는 

중도본을 따르고 있다. 54면에서 계본은 “歲年久”, 중도본은 “歲頻更”이라 하여 차이를 보인

다. 계본과 중도본은 내용은 같아도 매 행의 글자수가 다른 경우는 매우 많다. 8-9, 21-26, 

35-36, 45-46면에 행의 글자수가 다르거나 글자체가 다른 경우가 보이고, 6면에 계본은 정자로 

‘國’, 중도본은 ‘囯’字를 쓰고 있다. 이 두 판본이 따로 판각되어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계본의 경우, 한 면이 아예 빠졌거나 글자가 탈루된 경우가 있으며, 후반부에 탈자가 더 심한

7) 중도본은 30.7cmX19.6cm, 판면은 21cmX15.7cm, 四周單邊에 9行17字, 판심은 內向黑魚尾로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사항은 규본, 계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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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도본은 새로 판각한 듯, 비교적 빠진 것이 적고, 제2권 16, 24면, 제3권 27면, 제4권 2

9、32、42、55、64면 등은 빠진 부분을 다시 판각 또는 필사하여 보충한 흔적이 보인다. 이 

두 판본이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언해본에 보이는 “按今本此句無挑字, 依

古本書。”8) 라는 주를 근거로 대조해 볼 때, 今本과 古本의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언해

본은 기본적으로는 규본을 저본으로 하 으므로, 규본이 今本임은 분명하며,, 당시 적어도 또 

하나의 더 이른 판본, 즉 고본이 있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오륜전이 좌천되어 도읍

을 떠날 때 말에게 짐을 지고 가라고 “你便挑去罷”라고 하는 구절인데, 계본에는 “你便挑去

罷”, 중도본에는 “你便去罷”라 되어 있어, 중도본은 규본과 같은 今本 계통이며, 계본이 규본

보다 이른 古本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고본 계통인 계본에는 再世迂愚叟

의 서문과 凡例가 있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중도본 발문에는 “五倫全備記 四卷은 迂愚叟가 

젊을 때 지은 것이다。(五倫全備記四卷, 迂愚叟 年所述也。)”라 밝히고 있어, 이 서문이 저자 

서문일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 계본 범례에 보이는 다음과 같은 언급은 발문의 언

급과 호응을 이루고 있어, 발문 저자가 迂愚叟의 서문과 凡例를 함께 보았음을 말해준다. 

“자고로 전기는 다 희학을 주로 하나 이것만은 윤리를 주로 한다. 다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써 끌어들이고자 관례대로 우스개와 풍자를 넣었다. 우스개로 이를 보도록 유도하나, 

의리로서 감동시키기 위함이다.”(계본 凡例 第一條)9) 

“이 작품은 세속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천하에 마음과 지력과 눈, 귀

가 있는 자들로 하여금 보고 듣는 동안에 강해를 듣거나 외우지 않고도 스스로 절제하고 쫓

아버려 자연스레 느껴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중도본 발문)10)

즉 계본의 서문과 범례가 본래 함께 있었음을 추측케 한다. 규본과 중도본은 같은 금본 

계통인데, 중도본에는 계본 서문과 규본 서문, 그리고 발문이 있다. 규본은 敎誨廳의 장서인

이 있지만 보존 상태는 불완전하여 규본 서문과 범례의 후반부, 그리고 본문의 2권만을 보존

하고 있다. 이제 계본과 중도본의 출현을 통해 규본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과 구준과 

현존 연출본간의 모순 등을 설명해 줄 단서를 얻게 되었다. 

또한 BULAC에 소장되어 있는 《五倫全備記》 판본은 아직 이 선장본 고서들이 디지털 목

록화되지 않아 구식 카드 목록을 뒤져 “Cor. 1. 286”의 번호를 찾아 비로소 그 책을 볼 수 있

었다. 그 과정에서 “A15073”이라는 출처 정보를 통해 소장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책들

은 1895년 2월 Dorbon이라는 서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8) 《伍倫全備諺解》(漢城, 亞細亞文化社, 1982) 464쪽. 《伍倫全備諺解》(서울大學校奎章閣, 2005) 467-468쪽.

9) “自古傳奇皆是主於戲謔, 此獨主於倫理. 蓋因人之所好尚 以化誘之, 其間不免隨俗諢剌, 蓋借此以誘之觀聽, 

而因以義理感動之。”

10) “此記之作, 蓋世俗所好尚 以誘引之, 使天下之人凡有心知耳目 , 皆得之於觀聽之傾, 不假講解誦習, 約束驅

劫, 自然有所感悟而啟發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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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도서의 서지해제서인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eenne(1894, Paris)11)에 이미 이 

《五倫全備記》판본의 서지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M. Courant은 BULAC에서 이 도서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이 판본을 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단서들을 기초로 《五倫全備記》의 창작, 각색, 공연, 각인, 그리고 전파의 문제

를 밝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五倫全備記》의 작자, 창작의 시간과 공간

규본 서문에는 “上章敦牂 즉 경오년, 嘉平月 즉 12월, 玉山 高幷이 兩峰寒翠樓에서 쓰다

(歲在上章敦牂嘉平月, 玉山高幷書於兩峰寒翠樓).”라고 서명이 되어 있다. 徐朔方 先生은 崑山

人 張情이 庚午年(1570)에 쓴 서문임을 고증한 바 있다.12) 이 규본 서에서는 ‘赤玉峰道人’이 

작가라 밝히고 있어, “赤玉峰道人=구준”에 대한 토론이 일기도 하 다. 嘉靖19年(1540)序文이 

있는 《百川書志》에 《五倫全備記》三卷이 저록되어 있다. 

“금조 赤玉峯道人 瓊臺 丘濬이 찬한 것으로, 二十八段으로 되어 있다. 모두 명언들이 담겨 

있고, 이로써 천하를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큰 윤리가 다 여기 담겨 있으며, 말도 해학적이

나 바름을 잃지 않으니, 대개 이로써 사람들을 이끌어 보고 듣게 하여서 사람들이 선하게 교

화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13)

《五倫全備記》를 3권이라 한 것을 제하고는 적옥봉도인이 구준임을 적시하고 있을 뿐 아니

라 28단의 형식과 교화의 내용이 현전 《五倫全備記》와 일치하나, 여전히 현전 판본의 남희 

연출본으로의 성격을 다 설명해주지는 못하 다. 그러나 계본 서는 더욱 명확하게 작가의 문

제를 설명해 준다. 이 작품의 작가가 再世迂愚叟라는 것과 그 창작 시간과 지점까지를 밝히

고 있기 때문이다. 

“경오년에 떠돌다 지쳐 金陵 新河 여관에 우거하다가 우연히 優戲를 보게 되었는데, 좌중

에서 흑흑하며 훌쩍거리는 자가 눈에 띄었다. 내 탄식하기를, 이것은 오락 중에서도 하잘 것 

없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는구나. 악이 대성하면, 그 감동이 또 어떠하겠는가? 선

대 유학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들의 시는 지금의 노래와 같으니,…… 세상에 보탬이 되

11) L’Ecole des Langue Orientale Vivante, Paris, 1894, pp. 76-78/Burt Franklin, Bibliography and Reference Series 

97, New York.

12) 徐朔方, 〈奎章閣藏 《五倫全備記》 中國戱曲史硏究的啓發〉, 《韓國硏究》第一期, 1994. 

13) “國朝赤玉峯道人瓊臺丘濬撰, 凡二十八段。所述皆名 , 借爲世勸天下, 大倫大理盡寓於是, 帶詼諧不失其正, 

蓋假借以誘人之觀聽, 苟存人心必入其善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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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겠는가 하셨다. 내 객지 생활하며 병치레 중에 莊子 寓 의 뜻과 사마상여 子虛賦의 예

를 따라, 큰 윤리를 담되 쉬운 말로, 지금의 소위 남북곡 곡조에 맞추어 손 가는 대로 썼다. 

…… 風化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 해 중양절 다음날, 再世迂愚叟가 新河

의 寓 軒에서 쓰다.”14) 

바로 작자의 자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럼 再世迂愚叟가 누구일까? 宋 吳曾 《能改齋漫録》卷

15 ‘方物’의 《牡丹榮辱志》條에 迂愚叟가 보인다. 　　　　　　　　　　　　　　

“寺丞 丘濬 道源은 迂愚叟라 자호하 다. 일찍이 모란꽃에 대해 책 10권을 썼는데, 洛陽貴

尚 이라고도 하고, 牡丹榮辱志라고도 한다. 말하길: 화훼가 천지간에 번성하는데, 모란보다 

더한 것이 없다. …… 迂愚叟가 조화를 보고 榮辱의 관점에서 그 일을 기록하고자 하여 姚之

黃을 왕으로, 魏之紅을 왕비로 삼았다. …… 。”15)

송대에 이 《牡丹榮辱志》가 꽤 널리 퍼져 명대에 王驥德도 때를 만나는가 아닌가의 관점에

서 곡을 논하기도 하 다.16) 《牡丹榮辱志》의 작자가 이름이 丘濬, 字가 道源, 黟縣 사람이고, 

宋 天聖 進士로 벼슬이 殿中丞에 이르렀고, 迂愚叟라 자호하 다。구준이 동명이인의 호를 

따서 다시 태어난 구준이라는 의미로 “再世” 迂愚叟라 자호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실제로 

후대 사람들이 이 두 구준을 혼동한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하다. 尤侗 《明史⋅藝文志》에서 《牡

丹榮辱志》를 명 丘濬 명의로 기록하여, 《四庫全書總目》 편자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하 다.17) 

이러한 현상에 비추어 보면 丘瓊山이 동명인 송대 구준의 호를 따서 ‘再世迂愚叟’라 자칭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게다가 丘濬이 8-9살 때 지었다는 시를 보면, 그 때 이미 《資治通鑑》

을 편찬한 司馬光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의 호가 迂叟임도 알고 있다. 

“아이들도 모두 迂叟 사마광을 아니, 초목이라도 醉翁 구양수를 존경할 만하지. (兒童到處

14) 歲在庚午, 餘倦遊, 歸寓金陵新河之旅邸, 偶觀優戲, 見座中有欷歔流涕 。嘆曰: 此 之土苴爾, 顧能感人如此

夫, 則夫 道大成之際, 其感人又何如邪? 先儒 : 古人之詩如今之歌曲。……庶有補於世矣乎。客中病起, 信筆

書此。倣莊子寓 之意, 循子虛烏有之例。一本彝倫之理, 而文以淺近之 , 拹以今世所 南北曲調 。…… 為

其於風化, 未必無 補云。是歲之菊節後一日, 再世迂愚叟書於新河之寓 軒。
15) “丘寺丞濬道源, 自號為迂愚叟。甞為牡丹著書十卷, 號洛陽貴尚 , 又為牡丹榮辱志。曰: 花卉蕃膴於天地間, 

莫踰牡丹。…… 迂愚叟, 覩造化, 意以榮辱志其事, 欲姚之黃為王, 魏之紅為妃, …… 。” 宋吳曾 《能改齋漫録》
卷十五, 清文淵閣四庫全書本。256쪽.

16) 王驥德 《曲律》卷四, 論曲亨屯第四十, 明天啓五年毛以遂刻本, 66쪽. 

17) “《牡丹榮辱志》一卷(內府藏本), 本題宋邱璿撰。 宋邱璿字道源,黟縣人。天聖五年進士, 官至殿中丞。 邵博 

《聞見後 》記當時有邱濬 , 以易卦推驗歷代, 元豐正當豐卦。 《靖康要 》記欽宗以郭京為 ,蓋取邱濬詩郭

京、楊式、劉無忌皆在東南臥白雲之識, 其字皆從睿從水。此本亦題曰字道源, 蓋即其人。而名乃作璿, 殆傳寫

誤歟? 尤侗 《明⋅藝文志》乃以是書為明邱濬作, 又誤中之誤矣。” “邱濬牡丹榮辱志, 案此邱濬 明大學士邱濬

同姓名, 故侗誤以爲明。”清永瑢 《四庫全書總目》卷八十七史部四十三, 清乾隆武英殿刻本, 1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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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迂叟, 草木尤堪敬醉翁。)18) 

迂叟에 愚 한 자를 더해 迂愚叟로서 司馬溫公에 대한 겸비를 표현하려 한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再世迂愚叟라는 자호에는 그가 높은 학문과 기상에도 불구하고 수차례나 과거

에 낙방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시절의 자조도 담겨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추론에 

따라 再世迂愚叟가 丘瓊山이라 보면, 작품 창작 의도를 밝힌 이 서문을 통해 《五倫全備記》의 

작가가 丘濬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계본 서문에는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구준이 언제 어디서 왜 이 서문을 지었는지 밝혀

져 있다. ‘歲在庚午’라 하 는데, 그의 생에는 단 한 번의 경오년이 있다. 景泰 元年(1450)이

다. ‘是歲之菊節後一日’이라 하 으니 그 해 중양절을 지난 다음날 음력 9월 10일이다. ‘書於

新河之寓 軒’이라 하 는데, 금릉은 남경이니, 남경 新河의 寓 軒에서 《五倫全備記》를 완성

하 음을 알 수 있다. 

丘濬(1421-1495)은 代宗 景泰 5년(1454) 進士로, 瓊山人(지금 海南)이다. 字가 仲深이고, 深

菴, 瓊山先生, 瓊臺 等의 호를 썼다. 國子祭酒, 禮部尚書, 太子太保, 文淵閣大學士를 거쳐 戶部

尚書 겸 武英殿大學士를 지냈고, 시호가 文莊이다. 《瓊臺類稿》, 《世事正綱》, 《大學衍義補》, 

《家禮 節》, 《朱子學的》 등의 저술이 있다.19) 

이것이 우리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구준의 이력이다. 그러나 景泰 5년 進士(1454) 급제 

후부터 기록되어 있어서, 正統 9년(1444) 향시에서 수석을 한 이후 진사 급제까지의 10년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게다가 구준은 經史 방면에 뛰어난 저작이 워낙 많다 보니, 

간혹 그가 쓴 희곡으로 《五倫記》、 《投筆記》、 《擧鼎記》、 《羅囊記》 네 편을 거론하면서도 

그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20) 구준의 평전을 쓴 李焯然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21) 사실 《大學衍義補》와 《世史正綱》 등을 찬술한 대학자 丘

濬이 희곡을 창작했다는 것을 연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우선 이 10년간 구준의 행적을 살

펴보자.22)

18) 蔣冕著 《瓊臺詩話》卷上第一則, 臺灣學生書局, 1972, 1쪽. 

19) 王國棟, 《丘文莊公年譜》一卷, 於浩輯, 《宋明理學家年譜》第9冊, 北京圖書館出版社. 王萬福 《丘瓊山之著述

思想》, 《廣東文獻》三卷一期, 《廣東先賢評論集》, 2011, 臺北:文史哲出版社. 李焯然, 《丘濬評傳》, 南京大學出版

社, 2005. 《明代名人傳(Dictionary of Ming Biography)》248-252쪽. 《方志著 元明淸曲家傳略》19-24쪽. 

20) 李焯然 《丘濬評傳》에 의하면, 支鳳宜 《曲目新編》,黃文暘 《曲海總目》,梁廷枬 《曲話》,高奕 《新傳奇品》,姚燮 

《今 證》,王國維 《曲 》,傅惜華 《明代傳奇全目》 등에서 상기 4 종의 희곡을 구준의 작품으로 기록하고 

있다. 298쪽. 莊一拂, 《古典戲曲存目彙 》卷三上編戲文 “明初及闕名作品”에도 丘濬 이름 아래 이 4종의 희

곡이 기록되어 있다. 

21) 李焯然은 年譜에서 丙寅(1446)에 《投筆記》傳奇를 창작했다고 하 으나, 《丘濬評傳》 본문에는 전혀 《投筆

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어떠한 근거로 《投筆記》창작을 1446년으로 보는지 알 수 없다. 물론 《五倫全備

記》의 창작 시기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2) 王國棟 《丘文莊公年譜》1-63쪽, 李焯然 《丘濬評傳》253-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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丘濬은 正統 9년(1444)甲子에 試에서 1등을 했고, 乙丑에 金氏를 아내로 맞았다. 丁卯

(1447)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서, 戊辰(1448)에 禮部 春試에 낙방하 다. 도읍에 남아 太學에

서 수학하며 다시 시험을 준비했다. 태학 시절 國子監祭酒 尚約居士 蕭鎡로부터 칭찬을 들은 

기록도 있다. 辛未(1451)에 다시 禮部 시험을 보았으나 다시 낙방하여 돌아와 부모님을 뵈었

다. 그 해에 부인 金氏가 사망하여, 《悼亡詩》 10여수가 있다. 癸酉(1453)에 다시 시험에 응하

여 《歲癸酉赴京至羊城有感》1수가 있고, 景泰 5년 甲戍(1454)에 드디어 進士 급제하 다. 二甲

의 1등으로 翰林院의 庶吉士로 임직하 다.

이 시기 그의 시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행적을 뒷받침해준다. 景泰 元年 庚午(1450) 《夜宿

江館詩序》에 의하면, 

“경오년에 金陵에 돌아와 新河 객저에 머물렀다. 고향 친구인 馮元吉이 宋人 周明 의 《龜山

回文詩》를 읊으며 내게 그 운에 맞추어 ‘夜宿江館’을 제목으로 시를 지으라 하 다. ……”。23) 

신미년 낙방 후에 지은 《一笑》3수에는 “신미년 낙방 후 짓다(辛未歲下第作)”라는 副題가 

붙어있다.24) 또한 《경오년 금대에서 와서 신하에 우거하며 금릉의 일을 읊은 시가 있다. 다음 

해에 다시 와서 …… 잡  2수를 지었다. (歲庚午來自金臺寓新河, 有金陵即事之作。明年復至, 

…… 雜詠二首)》에서도 경오년에 북경으로부터 금릉에 왔었고, 이듬해 신미년에도 낙방 후 금

릉을 지나갔음을 말해 준다.25)

이 기간의 시작들을 통해 파악되는 그의 경력에서 계본 서에 보이듯이 그가 경오년에 분

명 금릉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아직 평전 저자들조차 살핀 것이 없으므로 조

금 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왜 금릉에 머물렀을까? 《병이 들어 소회를 쓰다(病起

寫懷)》詩를 보면;

“천리 먼 길 매일같이 맘 졸이나, 올 가을 귀향길도 예전처럼 어렵구나. 몸은 얼어 버린 날

개처럼 날지 못하고 일은 봄 덩굴처럼 얽히기만 하네. 집으로 가는 길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나라에 보답할 재주 모자라 다시 기다려야만 하네. 몇 번이나 가련하다고 스스로 웃었던가. 

23) 丘濬, 《瓊臺 稿》卷六, 清文淵閣四庫全書補配清文津閣四庫全書本, 98-99쪽. “嵗庚午歸至金陵, 寓新河客邸。
友馮元吉, 誦宋人周明 龜山迴文詩, 命予兩和其韻以夜宿江舘為題明 詩, 曰: 潮隨暗浪雪山傾, 逺浦 舟釣

月明。橋 寺門松徑 , 檻當泉眼石波清。迢迢緑水連天碧, 藹藹紅霞映日晴。遙望四郊雲接海, 碧波千㸃數鷗

輕。用意曲折, 命辭瀏亮, 信為難及矣。但其中潮浪浦泉波水等字太多, 不免重複。既曰: 緑水連天而又有雲接

海之句, 一意而兩出矣。當 舟釣月之時, 又安得紅霞映日乎?”

24) 丘濬, 《瓊臺 稿》卷三, 39쪽. 

25) 《歲庚午, 來自金臺寓新河, 有金陵即事之作。明年復至, 因觀髙槎軒詩不意暗 之合, 有如剽竊然, 初實不知

也。用廣其意, 為雜詠二首》: “雲中雙闕俯秦淮, 天外三山 鳯臺。二水合流趨派去, 六峯飛翠過江來。金陵王氣

千年盛, 鍾阜晴雲曙色開。愧我才非班馬匹, 可能無賦奏蓬萊。” 明丘濬, 《瓊臺 稿》卷五, 清文淵閣四庫全書補

配清文津閣四庫全書本,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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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 때문에 물고기 부러워하며 깊은 못에 다가가나.”26)

사령운의 《登池上樓》시를 연상케 하는 이 시는 계본 서에서 “객지에서 병이 들어(客中病

起)”와 상황이 일치한다. 시집에는 “이 때 광서의 猺족이 바다 경계를 침범하여 길이 막혔다.

(按:時廣西猺侵海北界, 道路不通.)”라는 自注가 달려 있다. 요족의 소란에 대하여는 明 何喬遠 

《名山藏》권20 英宗 14년(1449)에 관련 기록이 있다.27) 戊辰 春試에 낙방한 후 태학에 남아 더 

시험 준비를 하던 구준이 심신이 지쳐 해남도 瓊山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이 막혀 어쩔 수 

없이 다시 남경으로 돌아와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가을 중양절을 맞아 더욱 고향 생각이 간

절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신미년에 다시 북경에 이르러 예부시에 응했으나 급제하지 못하

자, 揚州, 金陵을 거쳐 다시 고향 瓊山으로 돌아왔다. 그 여정은 《辛未歲過揚州懐古》, 《辛未下

第還至金陵寄友》, 《和李太白韻寄題金陵》 등의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경오년에 구준은 30세

로, 중도본 발문에서 “迂愚叟가 젊을 때 지은 것이다(迂愚叟 年所述也).”와 호응된다. 《九宮

正始》【正宮】 [傾杯序]注에서: “명 초 景泰 년간에 瓊山 丘先生이 지은 《綱常記》(致明初景泰朝

瓊山丘先生所撰之 《綱常記》)……”28)라 한 언급과도 호응되는데, 《五倫全備記》가 景泰년간에 지

어졌고, 《綱常記》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도 구준의 서문(계본 서)이 계속 전해 내

려왔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寓 軒은 ‘우언의 집’이란 뜻으로, 작자가 말한 대로 莊子의 우언과 司馬相如의 烏有先生

을 이어, 가상의 五倫全, 五倫備 형제의 이야기를 만들었음을 시사한다. 시작 부분의 [臨江仙]

에서는 “분명 가탁으로 이름을 지어…… 시사를 담은 노래에, 성현의 말씀을 담았다네(分明假

託名傳……借他時事曲, 寓我聖賢 )。”라 했고, 마지막 28段 [北餘音]에서는 “이 희문은 장자의 

우언과 같이 세상에 전파되어 공연되리(這戲文一似莊子的寓 , 流傳在世人搬演)。”라 하여 ‘풍

화(風化)’와 ‘세교(世敎)’에 기여하고자 하는 창작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구준은 《五倫全備記》의 

창작 목적을 “모든 이에게 널리 가르침을 베풀자(廣教於人人乎!)”, “세교를 돕자(補助世教)”에 

두고, 자서에서 밝힌 대로 쉬운 문장에, 程子의 “옛 사람의 詩는 지금의 노래와 같다.”는 언급

을 근거로, 지금 세간의 노래를 긍정하며 관중들이 좋아하는 유행음악으로 희곡을 창작하려 

했다.29) 발문 역시 이에 호응하며 구준의 의도를 부연하고 있다.30) “옛 사람의 詩는 지금의 

26) 明丘濬, 《瓊臺 稿》卷五, 《病起寫懷》: “寸心千里日懸懸, 歸計今秋又似前。身似凍翎飛不去, 事如春蔓苦相

纏。還家路梗 浮海, 報國才疏只望年。幾度自憐還自笑, 羨魚何事屢臨淵。” 75쪽. 

27) 明何喬遠 《名山藏》권12典謨記, 英宗睿皇帝十四年(1449): “是歲湖廣貴州苗賊作亂, 廣東強賊黃蕭養, 廣西猺賊

肆掠電白縣, 焚縣治殺官妻女。命靖遠伯王驥, 佩平蠻 軍印充總兵官, 剿殺貴州等處苗賊。後軍都督同知董

充左副總兵, 調遣江西兩廣官軍, 往剿廣東叛賊。”明崇禎刻本, 189쪽. 

28) 《九宮正始》【正宮】에 [傾杯賞芙蓉]과 [秦娥 ], 【南呂】에 [臨江仙]과 [香雲轉月]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綱
常記》라 제하고 있다. 또 【正宮】 [傾杯序]아래에 “致明初景泰朝瓊山丘先生所撰之 《綱常記》有 [傾杯賞芙

蓉].”이라 주기하고 있다. 

29) 啓本 서문: “一本彝倫之理, 而文以淺近之 , 拹以今世所 南北曲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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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와 같다.”는 ‘通變’의 인식은 구준의 청년 시기로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를 관통하는 사

상인 것 같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희곡 창작의 근거로서 후에 그의 대작인 《大學衍義補》에

서도 다시 발휘된다. 《大學衍義補》권44 ‘ 律之制下’31): 

“程子는 옛 사람의 詩가 지금의 노래와 같다고 하셨다. 옛 사람의 시는 지금 그 음조를 알 

수 없다. 지금의 노래는 지금 사람들 입에서 나오지만 다 계승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 
실로 지금 것에서 옛 것을 찾고, 세속을 따라 雅正으로 들어가려는 것이니, 옛 사람의 그것과 

닮은 것을 찾기 위함이다.”

이상에서 계본 서는 바로 작가 구준의 자서임을 알 수 있고, 그가 지금 세간의 희곡을 무

시하지 않고 창작하게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교화의 목적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으

로 남북곡으로 연창되는 희곡에도 옛 시의 정신과 옛 음악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희곡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서는 《五倫全備記》가 기존의 남희나 이야기를 저본으로 개작한 것이 아니라, 

구준의 창작극임을 천명한다. 당시 많은 작품들이 기존의 소설 설창 희곡으로부터 각색된 것

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대서특필할 만하다. 비록 중국 희곡에는 많은 關目이 축적되어 있어 

일정한 내용의 구상이 이루어지면, 이미 익숙한 관목들을 꿰어 손쉽게 한 편의 연극을 만들 

수도 있지만, 구준은 伍씨 집안의 네 母子, 施씨 집안의 세 父女 등의 인물을 통해 가정과 사

회,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오륜을 모두 드러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계본에는 작가의 

자서에 바로 이어 범례가 나오는데, 구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第一條에서는 앞에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윤리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나, 희학과 우스

개소리를 통해 관객을 유도하여 의리로 감동을 끌어내고자 함을 밝혔다. 三都賦, 兩京賦와 같

이 앞에서는 최대한 서사를 펼치고 마지막에 諷諫의 뜻으로 마무리 하 다고 작법을 밝혔다.”

第二條에서는 다른 희곡에 비해 곡보다 백이 많다는 특성(“白多曲 ”)에 대해 언급하며 사람

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 한 의도임을 밝혔다. 문인 창작 희곡들이 절대적으로 曲에 비중을 

둔 것과 비교된다. 三條에서는 “勸化風俗”을 위해 “諷刺”를 많이 사용하 는데, 때로는 공연

에서 생략할 필요까지 언급하 다. 第四條에서는 공연 시에도 예법을 따를 것과 함부로 가감

하여 부적절한 말이나 음탕하고 부정한 자태를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 다. 第五條는 소리가 

30) 중도본 跋文: “古人之詩如今之歌曲。古詩多出於閭巷賤隸 夫婦人女子之口, 今世之詩, 非士大夫不能爲也。
而所 南北曲調 夫人能之, 其 語易知, 其感人易入, 無以異乎古人之詩。惜乎, 所作皆淫哇之聲也。若以義

理之 , 協以時世之曲調, 使人諷詠而有所得焉, 蓋亦納約自牖也。庶有補於世矣乎? ……”

31) 《大學衍義補》券44, ‘明禮 ’ 律之制下’: “程子曰: 古人之詩如今之歌曲。古人之詩, 其音調不復可知已。而今

之歌曲, 雖出時人之口, 而亦有所沿襲。如向所 十二詩, 于鹿鳴等六詩云黃鍾清宮, 註云俗呼正宮。關睢等六

詩云無 清商, 註云俗呼越調。所 黃鍾清宮、無 清商, 世俗固不知所以為聲。而正宮越調之類, 宋世所 詩

餘, 金元以來所傳南北曲 , 雖非古之遺音, 而猶有此名目也。夫人能為之而聞之 , 亦能辨別其是否。誠因今

而求之古, 循俗而入於雅, 以求古人之所彷彿 。” 清文淵閣四庫全書本, 438-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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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의리에 중점을 두었으니, 창할 때도 발음을 분명히 하여(“曲中有字”) 관객이 잘 알아들

을 수 있게 하도록 당부하 다. 심지어 음악 선율에 맞지 않아도 된다(“不闔家數”)며, 민중 관

객들이 잘 알아듣고 “감동”하여(“今人所易曉 , 以感動之”), 깨달음이 있기를 바랐다(“聞之耳, 

感於心, 庶或有所警發”). 문학성과 음악성에서의 성취를 추구하는 士大夫文人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창작 목적과 태도를 보인다. 후대 曲家들의 《五倫全備記》에 대한 평가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陶輔(1441-1523)가 《桑楡漫志》에 남긴 丘濬作 《五倫全備記》에 대한 언급이 丘濬 自序 및 

극의 내용을 잘 대변해준다.  

“玉峯 丘先生은 당대의 대학자이다. 박학다식하고 성품이 고결하여 그 시대의 독보적인 분

이었다. 일찍이 《世史正綱》을 편찬하 는데, 뜻이 엄격하고 이치에 맞았으며, 감추어진 의미

들을 다 포괄하여 춘추필법을 얻었다. 다른 저술들도 정통하고 심오하여 선대 학자들에 못지 

않는다. 또한 시정의 풍속이 날로 저속하여져서 음탕한 鄭聲을 많이 지어 백성들에게 큰 해

악이 됨을 염려하 다. 이에 선생이 스스로 새롭게 전기 한 작품을 창작하고 《五倫全備記》라 

이름 붙 다. 여염집에서 이를 노래하도록 하여 옛 악습을 버리고 풍속을 진작시키고자 하

다. 선생의 바른 심지와 세상을 도운 공이 얼마나 큰 지!”32)

이 언급은 실로 구준 자서에 대한 주석이라 할 만하다. 특히 陶輔가 “先生自創新意”하여 

《五倫全備記》를 창작하 다는 언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구준과 함께 진사에 급제하여 함

께 한림학사를 지낸 尹直(1431—1511) 역시 《謇齋瑣綴録》권6에서 스스로를 고지식한 선비라고 

한탄하며 구준에 대하여는 “丘仲深은 《五倫全備》까지 지었으니, 그 학식의 넓음은 내가 따를 

수 없음을 알만 하다.”라고 평하고 있다.33) 같이 벼슬하던 사람들이 그의 《五倫全備記》에 대

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게다가 弘治 6年(1493)구준 만년에 이부상서 王恕와 갈등이 있었

는데,34) 후인의 기록에 의하면 王恕가 “성리학의 대가가 사곡 같은 데 신경을 써서는 안 되지

요.”라고 하여 구준의 희곡 창작을 비난한 데 기인했다고 한다.35) 이 일화의 진위는 알 수 없

32) “玉峯丘先生 , 盛代之名儒也。博學多知, 賦性高傑, 獨步時輩。嘗述世史正綱, 義嚴理到, 括盡幽隱, 深得鱗經

之旨, 及他註述, 精詳偉奧, 不減先儒。又惡 井時俗汚下, 多作淫放鄭聲, 爲民深害；先生自創新意, 譔傳奇一

本, 題曰 《五倫全備記》, 欲使閭閻演唱, 化回故習振啓風。其於先生心跡之正, 輔世之功, 又何如哉!” 《今獻彙

》第四冊, 《叢書集成初編》第2957中所收 《桑楡漫志》, 乃據 《今獻彙 》本影印。 
33) “然邱仲深乃能撰 《五倫全備》, 則其學織愽涉, 非予可及, 於是益可知矣。”明尹直 《謇齋瑣綴録》卷六, 明鈔國朝

典故本。36쪽. 

34) 이 사건은 《明孝宗實 》 弘治6年에 보인다. 周明初, 287쪽. 

35) 明沈德符 《萬曆野獲編》卷二十五, 清道光七年姚氏刻同治八年補修本, 476-477쪽. “邱文莊塡詞: 邱文莊淹博, 

本朝鮮儷。而行文拖遝, 不爲後學所式。至塡詞, 尤非當行。今五倫全備是其手筆, 亦俚淺甚矣。初 王端毅同

朝, 王 理學大儒不宜留心詞曲。邱大恨之, 因南太宰王㒜爲端毅作王大司馬生傳, 稱許太過。遂云, 若有豪傑

駁之, 禍且不測。又端毅所刻疏稿, 凡成化間留中之疏, 俱書不報。邱又 王故彰先帝拒諫之失, 禦醫劉文泰得

邱語, 因挾仇特疏, 而王遂去位。所以報五倫之怨也。五倫記至今行人間, 眞所 不幸而傳矣。”



《五倫全備記》의 창작과 전파에 관한 재고찰  139

으나, 구준의 동시대인들이 그의 희곡 창작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李焯然의 《丘濬評傳》에서는 구준 26歲 때 《投筆記》를 썼다고 하나, 전혀 증거를 밝히지 

않았다. 尹直이나 陶輔 등이 모두 《五倫全備記》만 언급하고 《投筆記》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가 없다. 만약 젊은 시절 먼저 《投筆記》를 썼다면, 구준은 어렸을 적부터 희곡 공연이나 대본

을 접하며 성장하 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에 대하여는 당시 해남의 연극환경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앞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4. 《五倫全備記》의 각색과 해외 전파

이상 계본 서문 등을 근거로 진행한 고증을 통해, 丘濬이 서른 살에 남경에서 《五倫全備

記》를 썼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또한 그 주변에서 그가 희곡 창작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陸容 《菽園雜記》: 

“듣자 하니 근자에 한 높으신 분이 《五倫全備》戲文을 지어 간행했다는데, 무엇을 보고 말

한 것인지 또 여론은 어떠한 지 모르겠다.”36) 

陸容(1436—1497)은 丘濬(1421-1495)에 비해 약간 늦지만 거의 동시대 사람이다.37) 《菽園雜

記》는 대개 1485년경에 쓰여졌으나, 최후까지 계속 보완작업을 해서, 저술의 시간은 

1485-1497까지 넓게 잡아야 한다. 陸容이 《五論全備》戲文의 간행 소식을 듣고, 士大夫들의 여

론이 어떨까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王恕의 언급이 이미 간행된 《五倫全

備》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므로, 1493년 이전에, 적어도 丘濬 생전에 《五倫全備》戲文

이 이미 간행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 초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弘治11年(1498)

白雲散仙 〈重訂慕容喈琵琶記序〉에서도 《五論全備》 開場白說中 [臨江仙]詞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서, 당시 구준의 《五論全備記》는 꽤 널리 알려졌음이 분명하다.38)

이상의 고증을 통해 《五倫全備記》에 대한 구준의 저작권은 확실해졌다. 그러나 현전 판본

이 구준의 원작이라고 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五倫全備記》에 대한 평가는 祁彪佳가 《遠

山 曲品》에서 “아름다움과 실용을 함께 갖추었다(能華實竝茂)”라 한 호평을 빼고는,39) “사 

36) “聞近時一名公作 《五倫全備》戯文印行, 不知其何所見, 亦不知清議何如也。” 明陸容, 《菽園雜記》卷十三, 清文

淵閣四庫全書本, 99쪽. 

37) 江 太倉人,成化二年(1466)進士,授南京主事,性至孝,嗜書籍, 進兵部職方郎中,遷浙江右參政, 生平尤喜聚書和藏書。
38) 弘治11年(1498)白雲散仙 〈重訂慕容喈琵琶記序〉云; “瓊臺先生云; “每見世人扮雜劇, 無端誣賴前賢。伯喈受屈

十朋寃, 九原如可作, 怒氣定沖天”。豈不信哉!”淩刻臞仙本 《琵琶記》附  《重訂慕容喈琵琶記序》, 署名 ‘白雲

散仙’。此條為胡忌先生當時讀拙作(1997)之後所提供。
39)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第6冊, 46쪽. “《伍倫》一記中盡述伍倫, 非酸則腐矣; 乃能華實竝茂, 自是大老之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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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는 것은 더 형편없다(至填詞, 尤非當行).”, “지금 五倫全備가 그의 필치지만 역시 통속적이

고 얕다(今五倫全備是其手筆, 亦俚淺甚矣。).” 등 문학성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이 많다. 구준

이 비록 “世教”와 “風化”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끌어오려고(“因人之所好

尚 , 以化誘之”), “곡이 적고 백이 많은(曲 白多)”, “풍자하는 표현이 많은( 語多有諷刺)”, 

“음악성에 중점을 두지 않은(不主於聲音)” 작품을 썼다지만, 팔고문을 배운 정통 문인의 창사

가 그렇게 속되고 쉬울까(俚淺)? 

《吳歈萃雅》、《詞林逸響》、《增訂珊珊集》、《月露音》 등 명대 희곡선집들은 모두 《伍倫記》 

‘祖餞’의 [傾杯禦芙蓉]- [前腔]- [普天 犯]- [朱錦纏]- [尾聲]一套를 싣고 있는데, 그 표현이 매

우 전아하며, 《南詞新譜》에서는 ‘丘瓊山作’이라 밝히고 있다.40) 《九宮正始》 【正宮】 [傾杯序]注

에서도 “명초 景泰 년간 瓊山 丘先生이 지은 《綱常記》”의 곡으로 [傾盃賞芙蓉]을 인용하고 있

다. 呂天成 《曲品》에서도 같은 예를 들어 “‘步躡雲霄’곡을 노래하는 이들이 익힌다.”하고, 注

에 “以上 두 작품은 丘瓊山이 지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41) 이러한 언급들로 볼 때, 丘濬

의 “步躡雲霄”曲은 당시에 꽤 널리 알려진 곡인 것 같다. 이들 《吳歈萃雅》、《詞林逸響》 같은 

곤곡 선집에 실린 노래들은 당시 곤산강으로 연창되었던 것일 텐데, 현전 판본 어느 것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로부터 《五倫全備記》는 구준의 창작본과 현전 판본에 차이가 있으며, 그 사

이에 수정 또는 각색의 과정이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한국에 전파된 판본이 남희연

출본의 특색을 지녔음은 이미 졸문 〈 《五倫全備記》新探〉(1998)에서 밝힌 바와 같다. 이미 구

준(문인)의 창작임이 확인되었으나, 현전 판본이 민간 연출본이라면, 현전 판본과 구준의 원작

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가 구준의 창작극을 손봐서 공연

에 붙 고, 그 후 그 공연본이 널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중도본의 발문에 이 문제를 설명해 줄 단서가 보인다. 발문은 “《五倫全備記》4권은 

迂愚叟가 젊은 시절에 지은 것이다。”로 시작해서 말미에는 “是歲 嘉平月 點溪葉疊青錢父가 

적다.”라고 서명하고 있다。이 발문의 저자인 青錢父는 구준의 자서를 보았고, 구준이 젊은 

시절에 《五倫全備記》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젊은 시절에 지은 것”이란 표현은 구준

이 등과하기 전임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 구준은 이미 젊지 않음을 말한다. 또한 “어른이 이 

작품을 짓고 어찌 자랑스러워했겠는가? 한 단계 낮추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와 “내가 이렇게 한 것 역시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겠는가? 다시 한 단계를 낮춘 것이라. 허

허! 갈수록 낮아지니 세상의 변화(世變)를 엿볼 수 있구나.”라는 구절이 호응한다. 위의 표현

…… 《龍泉》節義忠孝之事, 不可無傳. 沈君手筆, 絶肖丘文莊之 《五倫記》.”

40) 《南詞新譜》卷四【正宮】에 《五倫全備記》의 [傾杯賞芙蓉]和 [普天 犯]를 싣고 있으며, 《伍倫全備記》아래에 

‘丘瓊山作’이라고 주기하고 있다. 《九宮正始》【正宮】에도 [傾杯賞芙蓉]와 [秦娥 ]([秦娥 ]은 ｢祖餞｣ [普天

犯]이다)를, 【南呂宮】에는 《綱常記》 제하에 [臨江仙]과 [香雲轉月]을 싣고 있다. 

41) 呂天成 《曲品》: “內 ‘ 行’ “步躡雲霄”曲, 歌 習之。(源注: 以上二本, 丘瓊山所作)” 《中國古典戱曲論著集

成》第6冊,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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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 발문은 구준의 창작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 회고의 투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

다.42)

발문에서 “是歲”는 구준 자서에 “歲在庚午”와 “是歲之菊節後一日” 두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앞에 언급한 경오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世變’이란 말로 미루어 볼 때 이 해는 구준

이 《五倫全備記》를 창작한 1450년 이후 경오년인 1510년, 1570년 등의 가능성이 있다. 규본 

서문의 시간이 “歲在上章敦牂嘉平月”로 되어 있고, “上章敦牂”이 경오년이며, 嘉平月이 十二

月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구준의 창작년도와 규본 서문의 연도가 모두 경오

년임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 발문의 “이 해(是歲)”라는 표현이 저자 서문의 경오년과 연

계될 수 있다고 보인다. 계본 서문 저자(작가) —중도본 발문 저자—규본 서문 저자가 의도적

으로 계승의 태도를 유희적으로 시사한 것이라 짐작된다. 특히 발문 서명과 규본 서문의 서

명에는 연계 의도가 매우 뚜렷이 드러난다. 규본 서에는 “歲在上章敦牂嘉平月, 玉山高幷書於

兩峰寒翠樓”라는 서명이 있고, 중도본의 발문에는 “點溪葉疊青錢父”라는 서명이 있는데, “點

溪荷葉疊青錢”구와 “玉山高並兩峰寒”구는 모두 杜甫의 詩句를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다.43) 玉

山高並에 관하여는, 서삭방 선생이 明代 崑山人 張情으로 고증한 바 있고, 규본 서를 쓴 시간

은 1570 경오년설이 유력하다.44) 이에 근거하여 보면, 이 세 편의 서발문은 구준 자서의 “歲

在庚午”, “是歲之菊節後一日”에서 발문의 “是歲嘉平月”을 거쳐 “歲在上章敦牂嘉平月”로, 더욱 

수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張情이 이 발문의 “點溪葉疊青錢父”라는 서명을 보고 “玉山高並兩

峰寒”으로 자신의 서명을 삼은 것으로 유추된다. 비록 “點溪葉疊青錢父”가 누구인지 아직 밝

혀지지 않았으나, 青錢父가 발문을 쓴 시간은 1510년이거나 적어도 1570년보다 늦지 않으리

라 생각된다. 

발문이 쓰여진 시기가 규본의 張情 서문이 쓰인 시기와 동일한 1570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 판본이 한국에 수입된 시기가 그리 늦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南戲本 《五

倫全備記》의 한국 전파 시기를 朝鮮 中宗朝(1506-1544)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 살핀 바 있다.45) 

漢文 說 《五倫全傳》의 洛西居士 序文(1531, 가정 10년)에 “이 책은 지금 서로 다투어 베끼고 

익히며, 집집마다 소장하고 사람마다 읊조린다(是書時方爭相傳習, 家藏而人誦。)”46)고 했기 때

문이다. 즉 《五倫全備記》의 조선 전파는 嘉靖 初거나 그보다 빠를 것이니, 발문의 ‘是歲’는 

42) “叟之為此記, 豈得已哉? 蓋降下一等以教人也.”, “嗚呼!予之為此, 亦豈得已哉? 是又再降下一等矣。嗚呼!愈移

愈下, 亦可以觀世變矣夫!”

43) 唐杜甫 《杜工部集》卷11 近體詩115首: 《絕句漫 》九首之第七, 117쪽. “糝逕楊花鋪白氈, 點溪荷葉疊青錢。筍

根稚子無人見, 沙上鳧鶵旁母眠。”, 杜甫 《九日藍田崔氏莊》: “ 去悲秋强自寬, 來今日盡君歡. 羞 短髮還

吹帽,笑倩旁人爲正冠. 藍水遠從千澗落,玉山高並兩峰寒. 明年此 知誰健, 醉把茱萸仔細看.” 

44) 徐朔方, 〈奎章閣藏 《五倫全備記》 中國戱曲史硏究的啓發〉, 《韓國硏究》第一期, 1994. 

45) 吳秀卿, 〈奎章閣藏本 《五倫全備記》初探〉, 《中華戲曲》第20輯, 1997. 

46) 《五倫全傳》에는 4편의 서발문이 있다. 1. 嘉靖辛卯孟冬(中宗26年, 1531) 洛西居士序文. 2. 嘉靖庚戌五月(嘉

靖29년, 明宗5年, 1550) 柳彥遇跋文. 3. 保庵散人沈守慶跋文. 4. 乙巳(顯宗6年, 1665), 載寧郡守韓希卨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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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년 규본 또는 그 저본 보다 빠른 1510년이 된다. 

青錢父는 발문에서 당시 구준 《五倫全備記》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며, 작품 수정의 필요성

을 제기한다. 

“혹 말하기를 《五倫全備記》에 경전의 구절과 윤리에 관한 일들이 많이 인용되어 있으니,, 

어찌 경전을 빌어 외설되게 쓰임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는가? 모욕적이 아닌가? 라고 한다. 

…… 또 혹자는 말하기를, 어른의 마음은 실로 선하다. 이 작품이 실로 세상의 교화에 유익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숙하고 아정한 표현이 많아, 보는 이들이 끝까지 보기도 전에 자고 싶

어질까 염려된다. 그리하여 세속에서 말하는 우스개소리를 중간중간 넣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보고 들을 때 혼미함에서 깨어나게 할지니, 이를 통해 전하려는 의미를 얻을 수 있

게 될 것이오 하며, 내게 붓을 대기를 청하 다. 내가 마침내 내 생각대로 대신 단락마다 우

스개소리를 보충하 다. 그러나 평이하고 바른 표현에 동방생이 어쩌구저쩌구하는 우스개만 

좀 더하 을 뿐, 시경에 “희학을 잘 하되 지나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다. 세속에서 쓰는 희

학과는 확실히 같지 않다.”47)

혹자가 비록 ‘世敎’의 작용을 인정한다 해도 ‘正 雅詞’가 많아 끝나기도 전에 자고 싶어

지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자신에게 수정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출판업자나 극단주

가 青錢父에게 수정을 부탁한 것으로 이해된다. 青錢父는 자신이 매우 신중하게 평정한 언어

로 약간의 골계를 더해 대본을 다듬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발문이 개작자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연극사에서는 개작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대개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하나는 《琵琶

記》처럼 민간의 작품을 문인이 손을 대서 문학성을 높이는 경우와 또 하나는 문인의 案頭劇

을 공연을 위해 정리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무대의 일이므로 실제로 그 기록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五倫全備記》가 대학자의 작품이다 보니 특별히 그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여 

둔 것 같다. 과연 이 개작을 통해 《五倫全備記》는 16세기 이래 중국 무대에서 살아남았다. 설

교극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되는 비평들이 보이는 이유이다. 清 焦循은 《劇説》

권3에서 “문장공 구준의 《五倫全備》전기”에 대해 “고명을 본받았으나, 희학과 우스개는 고명

보다 심하다.”고 평하 다.48) 바로 青錢父가 “肆意”, “逐段以補入”, “稍加滑稽”한 결과로 보인

다. 이념에서 출발한 작품이므로 더욱이나 풍자와 골계를 더하여 연극적 효과를 제고시킴으

47) “或曰: 記中所引多聖經賢傳之語、倫理之事, 豈可假為經典之 , 豈容褻用, 不幾於侮乎? …… 或 又曰: 叟之

心, 固善矣。其為是記, 誠有益於世教矣。但其中多正 雅詞, 但恐觀 不終場而思睡也。蓋放世俗用所 諢刺

, 錯置其間, 以此誘致夫人之觀聽, 而醒其昏倦, 庶幾因此而得以入焉。請屬筆於予, 予遂肆意代為之逐段以補

入, 然亦皆平正之 , 稍加滑稽, 亦如東方生之云云 耳。詩所 : 善戲謔兮, 不為虐兮, 殆此類也。其 世俗所

用 , 固自不同。”

48) “丘文莊濬作五倫全備傳奇, …… 五倫記雖法高明, 而謔浪戲笑尤甚高明。”焦循 《劇説》卷3, 民國誦芬室讀曲叢

刊本,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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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비로소 규본 서에 보이는 바, 張情이 士大夫의 집에서 본 《五倫全備記》 공연에 “왕왕 

감동하는 자들과 분발하는 자, 후회하는 자, 슬퍼 탄식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 등이 있었

다”고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49) 

1450년 구준의 창작, 1510년 靑錢父의 개작, 1570년 張情이 사대부 집에서의 공연을 보고 

서문을 쓰기까지 《五倫全備記》는 南戲 聲腔으로 연창되며 전파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가정 

후기부터 곤강이 유행하 으며, 張情도 곤산 사람으로 당시 曲家들과 교류하 지만, 곡보다 

백이 많은 작품 특성상 곤산강의 매력을 드러낼 수도 없었을 것이며, 구준 스스로도 腔調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沈德符(1578-1642?)가 “《五倫記》가 지금도 유행하

고 있다.”50)고 한 것으로 보아 《五倫全備記》가 萬曆 후기까지도 민간에서 생명력을 지니고 있

었음을 말해준다. 

조선에 처음 전파된 것은 아마도 구준 생전에 간행된 판본이 아니라, 青錢父의 개작을 통

해 남희 무대에서 공연되던 연출본이었던 것 같다. 《五倫全傳》 洛西居士의 1531년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 책은  뭘 모르는 자에게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문사가 형편없고 서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 내가 여러 차례 앞뒤를 살펴 의미는 있으되 말이 순창하지 않은 것을 다듬고 말이 

저속하여 도에 맞지 않는 것을 다듬었다. 중복되고 쓸데없는 말과 음탕하고 거친 말을 다 떨

어내고 싣지 않았다”51)

낙서거사가 본 것은 분명히 민간 연출본이었던 듯, 그래서 이 작품이 구준의 것이리라 생

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조선 사대부들 사이에 큰 향을 끼치게 되자 이를 정리하여 

《五倫全傳》으로 축약해 놓았다. 그 후 張情의 서문과 함께 迂愚叟序, 凡例 및 青錢父의 跋이 

있는 판본이 들어왔고, 구준의 자서를 통해 이것이 구준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司譯

院의 漢語教科書로 채택되었다. 1493년 구준이 아직 살아있을 때 조선의 校書館에서 이미 

《大學衍義補》를 간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해 작업을 할 때 두 가지 판본을 참고할 수 있

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판본은 기본적으로 동일 계통의 판본이다. 朝鮮 李德懋

(1741-1793) 《青莊館全書》에 관련 기록이 있다. 

“詞曲 가운데 [迎仙客]이란 노래가 있다: ……다 《五倫全備記》에 보인다. 이 작품은 구경산

이 세상을 풍자하는 연극이다. 그런데 葉疊靑錢이란 자가 단락단락 보완을 했다. 4권이다. 지

49) 奎本序: “往往有感動 、有奮發 、有追悔 、有惻然嘆息 、有泫然流涕 。人非一人, 人莫不有一事之切其

身, 無脫然無 。” 2쪽. 

50) “《五倫記》至今行人間.”明沈德符 《萬曆野獲編》卷25, 清道光七年姚氏刻同治八年補修本, 476-477쪽. 

51) “此書出於不甚知道 所爲. 故措辭荒拙, 敍事舛錯. 余於是反覆窮究. 有意而不暢於語 潤色, 語俚而不合於道

釐正. 凡重複浮誕之辭, 淫戲俚野之說, 並斥削而不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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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중국어로 번역하여, 노걸대 박통사와 함께 역관을 가르치는데 쓰인다.”52)

18세기에 이덕무가 본 《五倫全備記》는 구준 자서와 범례, 青錢父의 跋文이 있는 판본이었

다. 계본은 현재 구준 자서와 凡例만 있고, 教誨廳 인장이 찍혀 있는 규본은 현재 온전치 않

지만, 중도본과 같은 계통이라 판단되어 두 편의 서와 범례, 그리고 발문이 다 있는 판본이었

을 것이라 생각된다. 교회청은 숙종 3년(1677) 사역원 대청 동쪽에 7간 규모로 세워진 司譯院 

소속 기관이다. 사역원에서 역관을 교육하기 위한 중국어 교과서로 채택된 후 17세기 후반부

터 교회청에서 관리하던 책이 후에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 보인다. 사역원에서 중국어교과

서로 채택된 이래 《五倫全備記》는 매년 역관의 취재에 사용되었으므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

었고, 그로 인해 여러 차례 판각 내지 간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1720년 언해가 이루

어진 후에는 주로 언해본이 사용되었겠으나, 원본 대조를 위해서도 《五倫全備記》의 수요는 

계속되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중도본이다. 

중도본은 BULAC 소장 원본을 살핀 결과, 육안으로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새 책으로 

간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 다. 목판의 형태나 자체 등은 계본이나 규본과 크

게 다르지 않지만, 찍어낸 시기는 19세기 경으로 보인다. 목록 카드에 남아 있는 소장 경위 

정보를 확인한 결과 1895년 2월 Librairie Dorbon(도르봉 서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

다. 그러나 1894년에 출판된 Maurice Courant의 Bibliographie Coreenne53)에 이미 이 《五倫全備

記》판본의 서지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Dorbon에서 조선의 책들을 입수한 후 M. 

Courant의 정리와 해제를 거쳐 BULAC에서 이 도서를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Dorbon 서점이 본격적으로 상호를 내걸고 출판사와 서점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이고, 그 후 상당한 명성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시기에 한국 서책의 수집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의 한국 왕래 및 1866년 丙寅洋擾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는 강화도 외규장각 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1,007종 5,067권 가운데 의궤 

등을 포함하여 가장 아름다운 책 395권을 탈취해갔다. 2011년 그 중 297종이 대여 방식으로 

반환되었으나, 당시 입수한 조선의 서책들이 프랑스 학계에 관심을 불러 일으켜 Courant과 같

은 학자들이 정리 작업에 임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히 흥미로운 발견은 BULAC 본의 표지 안쪽의 배접지를 비추어본 결

과, 배접지에 사용된 것이 “海州 吳氏”의 족보 고, 4책 8면의 표지 배접지를 통해 이 판본의 

간행 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족보는 생졸 시기를 표시하므로 연대를 추측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卷元 앞표지 배면에는 “子慶一……純廟甲申九月十五日生”, 

52) “詞曲有名迎仙客曰: ……俱見 《五倫全備記》。記卽丘瓊山諷世之演劇。而葉疊靑錢 。逐段補之, 凡四卷。今

漢語諺翻同 乞大朴通事。課講譯官。”

53) L’Ecole des Langue Orientale Vivante(L.O.V.), Paris, 1894, pp. 76-78/Burt Franklin, Bibliography and Reference 

Series 97,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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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亨 앞표지 배면에는 “健默 哲廟甲寅十二月”, 뒷배면에 “哲廟壬子二月九日生”, 卷利 앞표지 

배면에 “䂓煥 憲廟壬寅生”, 뒷배면에 “陸煥 哲廟甲寅生”, 卷貞 앞표지 배면에 “海州 吳氏”라는 

글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25대 철종(1849∼1863)의 묘호까지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규

장각본과 같은 기존목판을 이용하여 1863년 이후 1890년경 사이에 다시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찍어낸 서책이 프랑스 신부들을 통해 유출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매 책

의 첫 면의 인장 부분이 칼로 도려내진 것으로 보아, 공기관의 소장본일 가능성이 크며, 또는 

개인 장서일지라도 장서인 부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중도본의 출현은 

가장 완전한 판본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언해본이 아닌 중국어본도 조선 시

대 말까지 수차 재간행되었음을 반증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5. 결론

새로운 자료를 접하며 과거 《五倫全備記》에 대한 일부 견해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구준의 창작으로부터, 출판과 개작, 그리고 유통과 전파의 과정을 재구해 보

았다. 이로부터 중국희곡 《五倫全備記》의 창작과 조선의 수용 과정, 그리고 또 다시 조선 판

본의 해외 전파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五倫全備記》는 구준이 삼십 세 때 과거에 낙방하고 여의치 않게 남경에 머물다가 민간의 

공연을 보고 연극의 감화력에 대해 느낀 바 있어 민간에 유행하던 남북곡의 체제로 창작한 

작품이다. 대부분의 희곡 작품처럼 과거부터 전해오던 민간의 이야기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구상한 창작극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나름 연극적 효과를 고려하 으나, 

당시 문단이나 극단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다. 그의 생전에 이미 그의 자서와 범례를 포함

하는 판본이 간행된 것 같다. 주변에서 이미 성리학의 대가 던 그의 명성에 향을 끼칠까 

봐 염려하는 기사도 보인다. 그러나 일부 곡들은 인정을 받아 전파되고 희곡 선집에도 수록

되었으나, 공연을 위해서는 수정의 필요가 있었다. 이미 구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이

며, 青錢父가 골계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개작본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五倫全

備記》는 민간에서 남희연출본으로 유통되고 널리 공연되며 조선에까지 전파되었다. 계본이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공연을 본 張情이 서문을 쓰고 재간행하 으니, 이 

판본이 다시 조선에 전파되었다. 조선에서는 창사를 작은 글자로 각한 독특한 판본이 만들어

져 몇 차례 간행되었는데, 구준 자서와 범례만 수록한 고본이 계본이고, 규본과 중도본이 금

본 계통의 판본이다. 규본은 현재 1편의 서와 범례 일부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불완전한 판본

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중도본은 조선 말기 프랑스로 건너가 《五倫全備記》의 해

외 전파에 또 하나의 내용을 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선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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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五倫全備記》의 연구를 통해 중국희곡의 해외 전파의 독특한 사례를 살피는 동시에, 

중국연극사의 인식을 더할 수 있었고, 특히 명초 연극사의 공백을 채워가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맥락 확보를 위한 고증 작업이 더 필요하며,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도 관

심을 기울일 필요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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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文 摘 要 】

關於《五倫全備記》創作 傳播的再探析

A Study on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Wulunquanbei-ji through new materials

吳秀卿 Oh, Sookyung

明初說教劇 《五倫全備記》的評價, 一直有毀譽參半, 否定意見更多。1994年本人報告韓國奎章

閣圖書館本而引起討論, 但之後沒有更多材料進一步說明問題而討論也停止下來了。但 近又發現

新材料, 可以澄清久擱著的丘濬 《五倫全備記》一案了。根據新發現的兩個版本包括一篇序和凡例

三條半及一篇跋, 可以說明 《五倫全備記》是在景泰元年庚午年(1450)丘濬三十歲時南京寓 軒為 

‘世教’採用南戲形式而創作的。第一次印行早在丘濬在世時, 後來經青錢父 亦在庚午(1510)改編付

演出和印行, 再後的庚午(1570)張情不但說出該劇演出的信息, 還假 此改編本并寫序肯定 ‘化民

成俗之意’。傳播到朝鮮的就是后兩個本子, 都是改編本系統。早期接受的方式是傳抄及改寫成

說, 嘉靖初被選為譯官們的漢語教科書, 屢次被刻印, 因此留存幾種版本, 還被翻譯出版 《五倫全備

諺解》。本文通過  《五倫全備記》的創作、改編到傳播接受問題的澄清, 確認了 《五倫全備記》的

作 爲丘濬, 又說明了這文人的南戲劇本為適應觀眾而經過改編, 得到舞台生命的經過, 及傳播到

朝鮮之後的接受情況。希望本文 久在缺如的中國戲劇史中明初部分增加認識有所幫助。

關鍵詞: 《五倫全備記》的創作, 丘濬, 奎章閣本, 改編 傳播, 世教, 明初戲劇史

Keywords: Creation of WuLunQuanBei-JI, Qiu Jun, Kyujanggak Library version, adaptation and 

disemmination, education, history of theatre of early M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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