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선생님의 ‘일본 동경대 오구라문고[小倉文庫] 소장 <옥중화>의
자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토론문
엄태웅(고려대)
송미경 선생님께서는 그간 학계에 알려지긴 했으나 본격적으로 다뤄진 바 없는 ‘일본 동
경대 오구라문고 소장 <옥중화>’를 살펴보셨습니다. 이 자료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
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이 이본을 ‘여규형’이 ‘校閱’했으며, ‘박승옥’이 ‘譯’했다는 것이 그것
입니다. 지금까지는 <옥중화>를 논할 때면 당연하게도 ‘이해조’를 주로 떠올렸습니다. 그리
고 이해조가 참고한 저본에 대한 정보가 명확치 않아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나 오구라문고
소장본의 이 기록을 통해 저본의 문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오구라문고 소장본 몇몇 작품의 해제를 맡아 진행한 적이 있음에도 <옥중화>에 큰
관심을 갖지 못했던 저 스스로를 반성하며, 그리고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료들
에도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신 송미경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며 궁금한 사
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여규형과 박승옥이 짝을 이루어 <옥중화>라는 <춘향전> 이본을 만들게 된 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발표문에서도 언급하였듯 여규형은 굳이 <옥중
화>가 아니더라도 <춘향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춘향전>의 내
용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서사를 다각도로 변개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여규형은 주로 한문 텍스트로서 <춘향전>을 다루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박승옥과 만나 교열을 거쳐 번역을 수행했다면 그것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가 이해조에게까지 계승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위 1번 질문과 관련한 사소한 궁금증인데요, 발표문에서도 밝혔듯 조선통속문고에 실
린 <광한루기>의 저본이 <옥중화>라는 사실을 선행 연구에서 밝혀냈는데요, 선생님의
발표문을 참고하여 생각해본다면, 혹시 그 저본이 여규형 교열 <옥중화>는 아닐런지요?
3. 박승옥의 몰년은 <옥중화> 이본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규형 교열 및 박승옥 번역 <옥중화>가 시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
다는 사실이 거의 명백한 상황에서, 그 뒤에 등장한 이해조 산정 <옥중화>가 여규형 교
열본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분명
관련성이 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3장의 논의를 전개해나가시는 것
은 어떨까 싶습니다. 3장에서 여규형 교열 <옥중화>와 이해조 산정 <옥중화>를 비교하
시면서 영향 관계 및 선후 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발표문 속 정보
만을 갖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후자가 전자를 의식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
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주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히 작성하느라 고민이 깊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