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 유파의 개념과 현실”에 대한 지정토론
이태화(고려대)

사실상 이번 기획 주제의 기조 발제에 해당하는 배연형 선생님의 발표에 굳이 토론자를 지
정한다는 것, 더구나 질의자처럼 격에 맞지 않은 인사를 매칭한 상황에 참으로 난감합니다.
‘발표자의 논의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로 시작하는 통상적인 예의성(性) 멘트로 갈음하기에도
너무 옹색한 처지입니다. 선생님의 ‘중고제론’을 처음 접했을 때에 이미 사숙하기로 마음먹었
고, 이후의 ‘소리책 연구’에 이어 지금의 ‘유파 재론’에까지 따라온 판국이라, 논쟁을 이끌어내
기 보다는 우선 경청해야겠다는 것의 저의 진심입니다. 선생님의 연구 성과에 수혜를 입은 많
은 연구자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지정질의자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수행해야 할 텐데,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발표문
은 아직 서론의 단계에 머물러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후의 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급증을 조금 내 보자면, 가결론이 궁금합니다.
서론에 머물고 말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방대한 서론’은 20세기 전반부까지의 판소리
사를 주로 현장론에 입각하여 설명한 짧은 개론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을 담고 있습니
다. 하나하나 검증해 본다면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적지 않을 것도 같지만, 아시다시피 그러
자면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합니다. 하여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1) 신재효와 정현석의 판소리 음악관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단히만 언급하신 탓에 마치 두 사람의 생각이 의도치 않게 유사함을 드러냈다는 식의
어조로 읽힙니다. 정현석으로 상징되는 판소리 향유층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효가 나름대
로 이론적 기반을 정립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이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 선생
님은 두 사람의 음악관이 교류 이전부터 이미 유사했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당시에 이
미 판소리계 일반에 상당한 비평적 담론이 존재했고 두 사람이 그것을 각기 구체화한 것
이라 생각하시는지요?
2) 우리나라에서 ‘극장을 통한 공공성(公共性)’이 그럴싸하게 실현된 것은 1920년대에 이르
러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활동사진이 대중화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10년의 장안사 풍경을 묘사한 기사를 두고 사회 각층의 말초적인 싸움의 현장
으로 읽은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값싼 공연에 신이 난 대중”이란 판단이 사실에 부합할
지는 의문입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대중은 “음탕한 남녀”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로부터
약 8년 전의 다른 기록(에밀 부르다레)에 따르면 공연 관람은 안중에 없이 부유함을 과
시하며 이를테면 ‘부킹’에만 몰두하는 이들의 모습이 일상화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전
시대의 젊은 한량들이, 극장에 출입하는 ‘날라리’들로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을 따름인 셈
입니다. 또한 저는 이것이 현대의 음성적 클럽 문화에까지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값싼 공연과 그것을 즐기는 대중이 이후로 점차 늘었을 것이고 경성에 처음 극장이 생겼
을 당시에도 상등석(上等席)과 가격차가 큰 하등석이 존재하긴 했지만, 저 음탕한 남녀
를 대중으로 치환하는 것, 나아가 1910년 무렵을 “값싼 공연에 신이 난 대중”의 시대로

읽기엔 아직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봅니다.
3) 이해조의 말 “근래 사랑가에 情자 노래, 風자 노래가 있으되, 너무 난하여 풍속에 관계
도 되고, 춘향 烈節에 욕이 되겠으나 아주 빼면 너무 무미하니까 대강대강 하던 것이었
다”에서 “근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조가 기존 사랑가의 내용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 ‘음탕한’ 표현들이 특히 강조되거나 유행했다는 뜻
일까요?
4) “옛 판소리 음반을 대할 때 동편이냐 서편이냐 하는 관념의 잣대를 대고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게도 늘 거슬리는 지점인지라 매우 공감하며, 특히 선생님의 음
반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므로 다른 데에서도 더욱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
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법은 비단 고음반의 소리뿐 아니라 요즘 활동하는 젊은 소리꾼을
대중에게 소개할 때조차 매우 편의적으로 사용됩니다. 사승 계보를 꿰어 소개하는 것만
으로도 대략 그 소리꾼의 소리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이 암묵적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전공이든 애호이든) 판소리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판소리 분류’의 틀로는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