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효 사설 청계본에 대하여｣에 대한 토론문

김석배(금오공과대학교)

김종철 교수께서 2020년 9월 2일 그동안 신재효 및 판소리 연구자들이 사라진
것으로 여겼던, 일찍이 김삼불이 ‘淸溪本’으로 명명한 신재효 판소리 사설본의 完帙
을 발굴했다. 1999년에 새터 강한영 선생이 소장하고 있던 김삼불의 학사학위논문
인 ｢신오위장연구서설｣1)과 2017년에 동리유집초2) 발굴에 이은 쾌거로, 우리 학
계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청계본을 발굴한 김 교수님께 축하드리고, 사본 일체
를 고창판소리박물관에 기탁하도록 주선한 노고에도 경의를 표한다.3) 아울러 청계
본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애지중지하던 청계본이 더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고창판소리박물관에 기탁한 소장자의 용단에도 박수를 보낸다.
토론자는 신재효 판소리문학 연구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청계본 발굴 소식을
당시 매스컴 보도를 통해 알고 환호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오늘 김 교수께서 발표하시는 ｢신재효 사설 청계본에 대하여｣는 그 연구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1. 청계본 재등장 계기와 고창, 2. 청계본이 그동안 잊혀진 이유, 3.
청계본의 필사자, 4. 청계본의 개별 작품과 필사 연대, 5. 청계본과 <신오위장본집>
과의 관계, 6. 청계본의 의의’ 등 청계본 전반에 대한 자세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
해 청계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후속 논문도 기대된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평소에 신재효 판소리 사설에 대해 궁금
했던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소
임을 면하고자 한다.
첫째, 필사기 가운데 ‘淸溪新抄’(<남창 춘향가> 丁未), ‘淸溪洞記’(<남창 춘향가>
庚午), ‘淸溪新刊’(<심청가> 丙午) 등에는 ‘淸溪’로 되어 있고, ‘杞洞新抄’(<심청가>
壬子, <옹고집전> 甲寅, <적벽가> 丙寅, <박타령> 庚戌 등)와 ‘起洞新抄’(<동창 춘
향가> 戊申)에는 ‘杞洞’(起洞은 誤記)으로 되어 있다. 淸溪는 본 사본의 필사자 및
소장자가 한때 세거하던 곳인데, 杞洞은 청계동과 같은 곳인지 아니면 다른 곳인
지?
1) 김삼불, ｢신오위장연구서설｣,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2) 김종철, ｢동리유집초(桐里遺集抄)의 자료적 가치｣, 판소리연구 43, 판소리학회, 2017.
3) 청계본은 2020년 9월 18일 고창판소리박물관에 기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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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계본은 박경림(1864~1932)이 필사한 것인데, 당시 저본으로 삼은 이본
은 어떤 것인지?
셋째, 청계본과 신재효 후손이 필사한 소위 申氏家藏本(심청가, 토별가, 박타령,
적벽가)과의 관계는?
넷째, 청계본 <옹고집전>도 신재효가 정리한 사설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다섯째, 조운4)과 정노식,5) 고정옥6) 말한 <여창 춘향가>의 존재 가능성은?
여섯째, 가람본 申五衛將本集一 표지의 “春香歌 童唱 男唱 女唱”과 <동창 춘향
가>의 첫째 면에 “春香歌 童唱 一云 女唱”이 기록되어 있고, 난외에 “女唱과 童唱
은 辭說이 같되 혹 넘나들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청
계본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지?
아울러 김 교수께서 구상하고 있는 청계본과 관련된 향후의 연구 계획 등에 대해
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논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해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본 발굴을 계기로 <여창 춘향가>와 동리 신재효가 필사한 원본도 찾을 수 있
기를 기대해 본다.

4) “一, 소리 여섯 마당. 춘향가 남창 여창 동창 –중략- 춘향가는 남ㆍ녀ㆍ동창 三種이 있으니 남창은
문장이 웅건하고 간결하여 남성적이요, 여창은 유려하고 섬세하여 여성적인 특색이요, 동창은 童伎
나 아이광대에게 적당하도록 제작한 것입니다.”, 조운, ｢近代歌謠 大方家 申五衛將｣, 新生 2권 2
호, 1929, 28쪽.
5) “고금 창극조=심청가 흥보가 토별가 적벽가 춘향가 등을 改纂 潤色하여(춘향가는 남창, 여창, 동창
의 三類에 분함)”, 정노식, 조선창극사, 조선일보사출판부, 1940, 256쪽.
6) “신재효의 판소리 대본 창작 사업은 춘향가를 남창, 녀창, 동창의 세 종류로 갈라서 세 개의 이본
으로 이것을 발전시킨 사실에서 또 하나의 다른 업적을 남기었다. 리별의 장면을 례를 들어 세 종
류의 춘향가의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창에서는 리몽룡이 춘향을 찾아와서 리 부사의 전임 소
식을 전하고 부용당에서 비통한 리별의 장면을 보이며, 춘향은 몽룡을 대문 밖에서 전송하는 데 대
해서, 녀창에서는 리 도령이 인사도 없이 서울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불러다가 방
안에서 주렴을 반만 걷고 점잖게 리별하며, 동창에서는 먼저 대문 밖에서 일단 리별한 다음 리 도
령이 서울로 가는 길목에 나와 기다리다가 다시 정열적인 리별을 한다.“, 고정옥, ｢동리 신재효에
대하여｣, ｢고전작가론｣ 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397-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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