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제 동편제의 전승과 가람본 <鱉兎歌>의 성격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이해진(서강대학교)
이진오 선생님의 발표문은 가람본 <鱉兎歌>와 세 판으로 전승되어 온 동편제 수궁가 창본
들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이 작품에 덧붙어 있는 한시, 소상팔경가, 필사기, 감상평 등의 정
보를 종합하여,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전승에서 가람본 <鱉兎歌>가 차지하는 위상을 밝힌 연
구입니다. 이른 시기 수궁가 창본의 모습을 간직한 중요 이본으로 평가되어 온 가람본 <鱉兎
歌>의 존재 가치와 의의를 더욱 세밀하게 정립한, 의미가 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끼전 전
문가이신 선생님께서 발표문에서 꼼꼼한 원전 검토와 흥미로운 추론을 해나가시는 과정을 따
라가며 많은 배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 발표문
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을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을 여쭈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1. 선생님은 가람본 <鱉兎歌>와 이선유 창본, 송만갑 판 박봉술 창본, 유성준 판 임방울 창
본이 각각 공유하는 더늠들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가람본 <鱉兎歌> 속 고제 동편제 수궁
가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셨습니다. 발표문에서 비교되고 있는 더늠들은 분명 가
람본 <鱉兎歌>와 고제 동편제 수궁가와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더늠들 간 비교에 더해 가람본 <鱉兎歌>의 전체적인 지향을 이들 세 개 창본과 비교해 보
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울러 풍부한 사설을 자랑하는 가람본 <鱉兎歌>인 만큼, 이
작품에서만 발견되는 독자적인 대목들이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전승과 관련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궁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선생님이 언급하신대로 별주부 모친 만류 대목,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대목은 동편제
수궁가와 보성소리 수궁가를 구분하는 표지로서, 별주부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하는 입장
차이와도 관련이 될 텐데요. 현재 발표문 2장에서 별주부가 울며 여짜오되 대목에 비해 별주
부 모친 만류 대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창본 교차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부
모친과 부인의 육지행 만류 양상을 비교할 때 포착되는 유의미한 특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 대목은 특히 별주부가 대변하는 忠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긴
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주제의식 관련해서도 주목해 볼 만한 중요
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선생님은 가람본 <鱉兎歌>가 충청 지역에서 활동한 명창들이 개발한 더늠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과 필사기의 ‘華川’이라는 지명 및 ‘錦南’이라는 필사자의 호가 이곳 지명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을 통해, 충청도에서 전승되던 고제 동편제 수궁가에 기반한 작품이라는
견해를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선생님의 분석 내용대로 가람본 <鱉兎歌> 속 심청가 더
늠들과의 교섭 흔적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고제 동편제 수궁가의 완성 시기는 언제쯤으로 비정
할 수 있을까요? 가람본 <鱉兎歌>에서 별주부가 호랑이를 따돌리고 난 뒤 산신제를 지내며
읊는 축문에 “甲辰 八月 乙酉朔 初七日 乙卯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갑진년(1844?)이라는
작중 정보 역시 하나의 참조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문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