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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재생연(再生緣)》 속 남장여자 형상인 맹려군(孟麗君)과 위용아(衛

勇娥)를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왜 남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

인을 분석했고, 남장 이후 그녀들에게 일어난 변화에 주목했다. 또한 《재생

연》뿐 아니라 동시기에 출현한 유사한 작품을 소개하고 이것과 《재생연》을 

비교함으로써 남장여자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보여주는 당시 사회문화 현상

을 이해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주요 상 텍스트는 청  탄사 작품 《재생연》이다. 《재생연》은 

청  건륭연간 항주 여성 작가 진단생이 창작하 다. 명청 시기에는 남장여

성을 주인공으로 한 탄사 작품들이 강소성과 절강성 일 에서 많이 나타났

고, “재녀(才女) 숭배”의 기풍이 사회에서 성행하 으며, 많은 여성 작가들이 

문학을 창작하기 시작하 다. 《재생연》은 탄사 작품 가운데 표작으로 작가 

생전에 이미 동시 인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작품 중의 여성 인물들은 각

각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남장을 하게 된 원인도 그들의 결말도 각각 

다르다. 이런 다양한 인물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남장여자 형상을 살펴 볼 

수 있는데, 특히 맹려군이 보여주는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맹려군은 그 당시 

전통사회가 여자에게 부여한 한계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남성의 부속품처럼 사는 삶에서 벗어나

고 싶었다. 그리고 위용아도 의미 있는 분석 상이라고 판단되었기에 본고

에서는 두 인물을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았다.

남장여자에 한 최초의 기록은 춘추전국 시 의 《안자춘추(晏子春秋)》에

서 볼 수 있다. 남제(南齊) 시기 남장 여성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

다. 당 (唐代)에는 개방적인 사회풍조로 인해 남장 여성이 등장하는 문학 작

품들이 상당수 출현하 다. 송원(宋元) 시기에는 사회가 혼란해져 여성들이 

남장을 하고 종군하거나 관직을 하는 등 자신의 힘으로 국가에 이바지하려 

하 다. 명청(明淸) 시기에는 재녀를 숭배하는 기풍이 생겼고 이로 인해 재능

이 출중한 여성들이 문학 작품 속에 빈번히 등장하 으며, 더 나아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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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가 작가가 되어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본고의 전반부에서는 《재생연》의 저자와 창작배경을 소개하고 남장 여자

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후반부에서는 《재생연》 속 남장여자 형상의 구현 양

상과 그 의의를 분석하 다. 먼저 맹려군에 해 살펴보면, 초반의 맹려군이 

거부한 것은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皇甫 華)를 음해한 유규벽(劉奎璧)

이라는 인물이었으나 후반의 그녀는 결혼 그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후반의 

맹려군은 이미 남성의 삶을 경험한 후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 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여인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위용아(衛勇娥)에 해 살펴보면, 그녀는 유규벽에게 누명을 쓴 부

친을 신해 원수를 갚고자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산적 두목이 되었다. 무

예에 능통했던 위용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군 를 인솔하여 부친을 구하고 

복수를 완수하 다. 또한 맹려군은 자신의 재능으로 과거 시험에 붙어 관직

에 올라 황보소화가 조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썼다. 맹려군의 도움으로 

황보소화는 떠돌던 처지에서 조정에 돌아왔고 결국에는 장군이 되어 유규벽

에게 복수하고 자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 다.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인간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의 순서로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초

반의 맹려군은 하위단계의 욕구인 존경의 욕구 내지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후반의 그녀는 상위 

단계의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나 부모님, 심지어는 황제와 갈등을 빚는 것도 마

다하지 않았다. 이것은 맹려군의 욕구가 존경의 욕구와 애정과 공감의 욕구

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변했기 때문이다.

주요어:《재생연》, 남장여자, 맹려군, 용아, 혼인제도 거부,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학 번: 2014-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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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동기 및 연구 목적

‘의식주(衣食住)’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의(衣)’이다. ‘의(衣)’는 

옷을 가리키는 것으로 《석명⋅석의복(释名⋅释衣服)》에 “상체에 입는 것을 

의(衣)라 하 으며, 추위와 더위를 피한다는 의미이다. 하체에 입는 것을 상

(裳)이라 하 으며, 몸을 가린다는 의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1) 하지만 옷에

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몸을 가리는 이런 기초적인 기능 외에도 입는 사람

의 신분⋅지위⋅재산⋅나이⋅성별 등을 표현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에는 차이가 있었고, 다수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별에 맞는 옷차림을 하 다. 하지만 중국의 춘추전국 시

기부터 청 까지의 역사기록에서 남장을 한 여자의 기록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역사 자료뿐 아니라 여러 문학 작품, 특히 명청(明淸) 시기 문학작

품에서 남장을 한 여성 인물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명청 시기 

강소성(江 省)과 절강성(浙江省) 일 에서 남장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탄사

(彈詞) 소설이 량으로 출현하 으며 이런 소설을 쓴 작가 중에서는 여성도 

적지 않았다.

《재생연(再生緣)》은 여성 작가에 의해 창작된, 남장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청  탄사소설의 전형이다. 남성과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각자의 옷

이 있었는데 왜 《재생연》 속의 일부 여성들은 남장을 했을까? 남장 후 이런 

여성들의 성격⋅행동 등에 변화가 생겼을까? 만약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변

화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런 변화가 남장 여성의 생활에 어떤 향을 주었을

까? 그리고 이렇게 남장을 한 여성 개개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회문

화적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을까? 

본고는 《재생연》의 남장여자 인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여성

 1) “上曰衣, 衣, 依也, 庇寒暑也. 下曰裳, 裳, 障也, 所以自障閉也.” 劉熙注, 畢沉疏證, 

王先謙補, <釋衣服>, 《釋名疏證補》 권5, 北京: 中華書局, 2008,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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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왜 남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남장을 함으로써 그녀들

에게 일어난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이 소설의 배후에 숨

겨진 사회문화 현상을 유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재생연》뿐 아니

라 동시기에 출현한 유사한 작품을 소개하고 이것과 《재생연》을 비교함으로

써 남장여자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보여주는 명청 시기 시 상황과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런 현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

다면 우리는 《재생연》을 통해 명청 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한 걸

음 더 나아갈 수 있다. 

본 논문의 주요한 상 텍스트는 청  탄사 작품 《재생연》이다.2) 탄사는 

남송시기에 강창문학(講唱文學)으로 기원하 으나, 청 에 가서는 두 가지 

형식으로 분화하 다. 하나는 노래로 부를 수 있는 형식으로 술집(酒樓)이나 

서관(書館)에서 공연하던 창본(唱本)이다. 다른 하나는 노래로 부를 수 없는 

형식으로 독자가 집에서 읽었던 새로운 소설 문체이다. 현재 부분의 학자

들은 《재생연》 등의 장편탄사를 소설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장페이헝(章培恒)과 뤄위밍(駱玉明)의 《중국문학사(中國文學史)》, 위안

싱페이(袁行霈)의 《중국문학사(中國文學史)》, 뱌오전페이(鮑震培)의 《청 여

작가탄사연구(清代女作家彈詞研究)》에서 모두 탄사를 운문체(韻文體) 장편 

소설로 분류하 다.3) 그러나 ‘탄사’라는 문체에는 서술성(敘述性)과 오락성

 2) 《재생연》에 한 내용은 제2장 제1절에서 상세하게 말할 것이다.

 3) “탄사의 편폭은 왕왕 길고 내용은 제3인칭으로 서술한다. 문자는 체로 평이하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탄사는 운문체의 장편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彈詞的篇幅

往往很大, 內容通行用第三人稱敘述. 文字大多淺近. 在某種意義上, 彈詞可以說是

一種韻文體的長篇 說).” (章培恒⋅駱玉明, 《中國文學史(下)》, 上海: 復旦大學出版

社, 1996, 566-567쪽.); “일종의 레저와 오락에 치우치는 곡예양식으로, 탄사의 연
주는 비교적 간편하여 여성들이 집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길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일종의 문학적인 읽을거리로서 사실상 
운문체의 장편 통속소설이다(作爲一種偏於消閑娛 的曲藝樣式, 彈詞的演唱 爲

簡便, 可供婦女們在家庭中觀賞, 以此打發無聊漫長的時光. 而其文本作爲一種文學

讀物, 實際上是一種韻文體長篇通俗 說.).” (袁行霈, 《中國文學史》 권4, 北京: 高

等教育出版社, 2003, 449쪽.); “책상 위에서 읽을 탄사는 틀림없이 운문체 장편소
설에 속하는 것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운문체’

이지 ‘시체’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체’는 확실한 문체의 
의미가 있지만 변문(變文)⋅도진(陶眞)⋅사화(詞話)에서 탄사(彈詞)에 이르기까지 
채용한 칠자구(七字句)는 칠언시(七 詩)가 아니다. 때로는 칠언배율과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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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娛 性)이 있어 보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없다.4) 운문체로 쓰 다 하더라도 

탄사는 소설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을 가졌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탄사가 소

설에 속한다는 관점을 따를 것이다.5) 탄사 소설은 속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속문학은 전통적인 사 부(士大夫) 문학에 비해 서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내용이 많아 그로 인해 중 독자에게 친 하게 다가갈 수 있었다.

《재생연》은 청  탄사 작품 가운데 표작으로 작가 생전에 이미 동시 인

으로부터 호평을 받던 작품이었다. 또한 작가인 진단생(陳端生) 스스로도 작

품을 창작한 후 작품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오로지 이 책만이 이해된 지 

오래되었고 절강성(浙江省)에 두루 널리 전해졌다. 어렸을 때 장난으로 쓴 글

은 특히 비웃을 만한데 도리어 그 쇠락하여 가치가 없는 문장보다 낫다. 규

방의 지음들이 많이 읽고 집 안의 연장자도 모두 얼굴을 활짝 폈다”라고 말

하 다.6) 20세기에는 진인각(陳寅恪, 1890-1969)와 곽말약(郭沫若, 1892-1978)

의 호평을 바탕으로 《재생연》은 다시 한 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본고가 《재생연》을 연구 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첫째, 남장여자가 한 명 

정도 등장하는 동 시 의 다른 유사한 작품에 비해 여러 명의 남장여자가 집

단적으로 출현하여 보다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생연》 속 

남장 여성들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해 남장을 하게 된 원인과 그로 인한 결말이 모두 다르다. 이런 다양한 인물

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남장여자 형상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맹려군이 보

여주는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맹려군은 그 당시 전통사회가 여자에게 준 한

계를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프다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

만 더 통속적인 것이다(用於案頭閱讀的彈詞無疑就是屬於韻文體長篇 說的文類, 

應注意, 這裏我們使用的是‘韻文體’而不是‘詩體’的概念, 因爲中國的‘詩體’自有確切

的文體內涵, 而來自變文､ 陶真､ 詞話至彈詞所采用的七字句並非七 詩, 有時近似

於七 排律, 但 之更爲通俗.).” (鮑震培, 《清代女作家彈詞研究》, 天津: 南開大學

出版社, 2008, 72쪽.)

 4) 徐念慈, <餘之 說觀>, 《 說林》, 1908, vol. 9.

 5) 章學誠, <章學誠遺書>, 《文史通義⋅書教下》, 北京: 文物出版社, 1985, 4쪽.

 6) “惟是此書知音久, 浙江一省遍相傳. 髫年戲筆殊堪笑, 反勝那淪落文章不值錢. 閨閣

知音頻賞玩, 庭帷 長盡開顏.” 陳端生著, 趙景深主編, 劉崇義編校, 《再生緣》, 鄭

州: 中州書畫社(1983년 12월 12일에 中州書畫社는 中州古籍出版社로 개명하 다. 

아래도 이와 같다.), 1982,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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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남성의 부속품처럼 사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위용아도 의

미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되었기에 본고에서는 두 인물을 주요 분석 상으

로 삼았다. 둘째 《재생연》에서 그려진 여성 인물의 자아의식이 당시 전통 사

회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다. 《재생연》의 여성 인물은 비교적 자기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남성에게 부속되는 것을 거부한다. 본고는 《재생연》

의 이런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본 논문은 앞으로 《재생연》 속 남장여자 형상을 통해 명청 시기의 사회문

화 현상과 함께 여성의 자아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에

서는 일부 존재하지만 소수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거

의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가 관련 역 연구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으

리라 기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재생연(再生緣)》은 청  건륭연간에 항주 여성 작가 진단생(陳端生)이 창

작한 탄사 작품이다. 작가는 전 17권의 작품을 창작하 는데 당시에 절강(浙

江) 지역일 에서 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양덕승(梁德繩)(1771- 

1847)이 후 3권을 속편으로 집필하여, 총 20권 80회의 각본이 도광(道光) 2년

(1822)에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당시 민간에 큰 향을 미쳤다. 

《재생연》이 현 에 중요시되는 원인 중 하나는 진인각과 곽말약이 이 작품

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인각은 <論《再生緣》>에서 이 작품

을 ‘천축(天竺)과 그리스의 글’과 비교했다.7) 곽말약은 <《再生缘》前十七卷和

 7) “내가 커서 여기저기 遊學하 는데, 천축과 그리스의 글을 배우고 그 서사시의 
명작을 읽어서 말한 종교와 철리에 진실로 우리나라의 탄사 7자창보다 훨씬 나
은 것이 있음을 비로소 알았고 그 문장 구성과 어휘 구사는 반복되고 길어서 사
실 칠언 탄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어렸을 때부터 이런 소설을 싫어하
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바뀌었다(及長遊學四方, 從師受天竺希臘之文, 讀其史詩名

著, 始知所 宗教哲理, 固有遠勝吾國彈詞七字唱 , 然其構章遣詞, 繁複冗長, 實

彈詞七字唱無甚差異, ……, 而 時厭惡此體 說之意, 逐漸減損改易矣).” (陳寅恪, 

《寒柳 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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它的作 陈端生>에서 《재생연》을 《홍루몽(紅樓夢)》과 비교하여 ‘남연북몽(南

緣北夢)’이라고 병칭했다.8)

《재생연》은 그 내용과 예술성, 사상적 측면에서 탄사소설의 표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중국 속문학사와 여성문학사의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재생연》에 한 연구는 중국에서 일부분 

이루어지기는 하 지만 공백이 많이 남아 있는 편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 

외부의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학자들이 발을 들

여놓지 않은 역에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 다.

아래 표는 《재생연》의 판본을 정리한 것이다.

 8) “만약에 《홍루몽(紅樓夢)》과 비교한다면 ‘남화북몽(南花(《天雨花》)北夢)’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남연북몽’이라고 하는 것이 낫다(如果要和《紅樓夢》相比, 其說

‘南花(《天雨花》)北夢’, 倒不如說‘南緣北夢’).” (郭沫若, <《再生緣》前十七卷和它的作

陳端生>, 北京: 光明日報, 1961, 05-o4쪽.)

유형 본 시간 편자

수초본 

(手抄本)
정진탁(鄭振鐸)장본 가경(嘉慶)년간

몇 사람이 장본을 합쳐 

베껴서 쓴 것이다.

각본

(刻本)

보인당(寶仁 )각본 도광(道光)이년(1822)

미상

단계당(丹桂 )각본 동치(同治)년간

삼익당(三益 )각본 도광(道光)삼십년(1850)

문취당(文聚 )각본 함풍(咸豐)이년(1852)

경여당(經畬 )각본 함풍(咸豐)이년(1852)

세덕당(世德 )각본 광서(光緒)이년(1876)

학고산방(學庫山房)

각본
광서신묘(光緒辛卯)(1891)

석인본

(石印本)

보신서국(普新書局)

석인본

민국(民國)년간 미상

상해진보서국(上海進

步書局)석인본

상해광익서국(上海廣

益書局)석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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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많은 학자들이 《재생연(再生緣)》 판본에 관하여 연구하 다. 《재생

연》에는 수초본(手抄本), 각본(刻本), 석인본(石印本), 산개본(刪改本), 정리본

(整理本) 등 여러 판본이 있다. 곽말약의 연구와 고증이 매우 치 하기 때문

에 아래의 판본 구분은 체로 곽말약의 관점에 따랐다.

《재생연》 전17권은 이전 필사본 형식으로 절강 일 에서 70-90년간 유행하

여 큰 향을 끼쳤다.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정진탁(鄭振

鐸)이 수장한 가경(嘉慶) 연간의 수초본이다.9) 이 판본은 총 20권으로, 전17

권은 각본과 같고 후3권은 양덕승(梁德繩)이 지은 속편과 완전히 달라 이 판

본의 후3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완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사본은 “앞에 

제목이 없고 뒤에 후기도 없을 뿐더러 목차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으며, 

속편에서도 저자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첫 권 권목과 20권 끝 부분

에 ‘요(姚)’자가 있는 빨간색으로 그려진 사각형 표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책 소장자의 것으로 추측된다.”10)

《재생연》 최초의 판본은 도광(道光) 2년(1822) 추보당(秋寶 ) 각본이다. 각

본 앞에 향엽각주인(香葉閣主人)이라는 글자가 있어 이 판본의 서를 후지(侯

芝)(1768?-1830)가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판본은 20권, 총 80회로, 후3권

 9) 이 판본은 이후에 정진탁 선생이 북경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 다. 

10) “無前題後跋, 無目 , 也無作 和續作 姓名, 僅在第一卷開始的卷目下和第二十

卷煞尾的卷目終, 各印有朱文‘姚’字方形圖章, 蓋是書主的鈐記.” 郭沫若, <再生緣前

十七卷和它的作 陳端生>, 北京: 光明日報, 1961: 05-o4쪽.

유형 본 시간 편자

진무서국(振茂書局)

석인본

산개본(刪改

本)
회고당(懷古 )간본 도광(道光)사년(1824) 후지(侯芝)

정리본(現代

排印本)

북경고적(北京古籍)

출판사
2002

곽말약(郭沫若)교정(校

訂)

중주서화사(中州書畫

社)
1982

유숭의(劉崇義)점교(點

校)

화하(華夏)출판사 2000 두지군(杜志軍)정리

《재생연》 본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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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덕승이 지었다. 이 각본은 《재생연》의 통행본(通行本)이 되었고, 이후 

유행한 《재생연》 판본은 다수 이 판본으로부터 번각되었다. 또 동치(同治)

년간의 단계당(丹桂 )각본, 함풍(咸豐)2年(1852)의 문취당(文聚 )각본과 경

사당(經畬 )각본, 광서(光緒)2년의 세덕당(世德 )중간각본(重刻本), 광서신

묘(光緒辛卯, 1891)의 학고산방(學庫山房)각본 등의 각본이 있다. 정리하면, 

현존하는 각본은 총 7가지이다. 이 과정에서 판본들은 주로 이익을 추구하는 

도서 출판업자들에 의해서 유통되면서 오탈자가 생기거나 일부 페이지를 분

실하는 등의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었다.

석인본은 모두 민국(民國)시기에 출판된 독본으로, 보신서국(普新書局) 석

인본, 상해진보서국(上海進步書局) 석인본, 상해광익서국(上海廣益書局) 석인

본, 진무서국(振茂書局) 석인본이 포함된다. 이 석인본들은 편성과 관계없이 

모두 20권으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은 진단생에 의해서 창작된 전 17권과 그

후 양덕승이 창작한 3권이 합쳐져 발행된 것이다.

산개본은 후지가 창작한 《김규걸(金閨杰)》로, 총 16회 16冊이 포함된 도광

(道光)4년(1824) 회도당(懷古 ) 간본이다. 《김규걸》의 서문에 따르면 후지는 

《재생연》의 내용과 서법 그리고 속편의 결말에 불만이 많아 이를 수정하여 

《김규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부분의 학자들은 후지가 작품

의 본뜻을 완전히 왜곡하 다고 비판하 고 이 판본 역시 저평가를 받고 있

다.11)

《재생연》의 정리본(현 배인본)은 현재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곽말약(郭

沫若)이 교정한 판본으로 2002년에 북경고적출판사(北京古籍出版社)에서 출

판되었는데 진단생이 창작한 전 17권만을 포함한다. 또 하나는 유숭의(劉崇

義)가 교정한 표점 교감본으로 1982년에 중주서화사(中州書畫社)에서 출간하

으며, 총 20권이다. 이 판본은 진단생이 창작한 17권과 량덕승이 지은 속편

을 후3권을 합쳐 상, 중, 하 3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석이 없다. 마지막은 

두지군(杜志軍)이 정리한 판본으로 2000년에 화하출판사(華夏出版社)에서 출

판되었다. 이 판본도 20권인데 상, 하 두 책으로 나누었고 원본의 어려운 단

어와 전고, 역사 인물 등 어려운 내용을 주해하여 중 독자들이 더 쉽게 읽

11) 위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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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게 하 다.1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낙선재( 善齋) 필사본 《재생연전(再生緣傳)》 

52권 52책은 본고에서 연구 상으로 삼은 《재생연》 20권 80회를 번역한 것

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판본이다. 2004년 이회문화

사에서 출판된 교주본 《재생연전》은 낙선재 판본을 정리해서 한글 고어로 발

행한 판본이다.13) 교주본 《재생연전》은 낙선재 필사본과 비교하면 주요한 내

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국어 고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현 의 독자에게는 

여전히 읽기 어렵다. 낙선재 필사본에는 여러 설명들이 추가되어 있고 다량

의 주석이 있어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낙선재 필사본으로 인하여 한국의 판본과 중국의 판본 중 어떤 것이 먼저

인가, 혹은 두 판본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가에 한 논쟁이 한국에서 일어났

다. 아직 학계에서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필자는 중국의 판본이 먼저

이고 한국 판본은 중국 판본에 한 번역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판본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과 작품의 줄거리가 거의 일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 

판본은 20권 80회로 되어 있는데 한국 판본은 52권 52책으로 되어 있다. 또

한 “요동원수(遼東元帥) 우필개(鄔必凱)가 고려(高麗)의 장수로 나온다든지 

소 설( 映雪)을 구한 사람이 양감(梁監)이 아니라 양감의 부인으로 나오며 

맹려군(孟麗君)을 아들로 삼은 사람이 강약인(康若仁)이 아니라 강신인(康信

仁)으로 나오는 것과 웅호(熊浩)가 무현왕(武憲王)이 된 것이 아니라 황보경

(皇甫敬)이 무현왕으로 나오는 것”이 다르다.14) 또한 《재생연》이라는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을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앞서 이미 언

급하 다. 따라서 이 탄사소설의 근원을 중국이라고 판단하 다.

본고는 1982년 중주서화사에서 출판된 판본을 분석 상으로 선택하 다. 

이 판본을 고른 것은 작가의 본의와 가까우며 내용이 완전한 편이라 판단되

었기 때문이다.15) 또한 진단생이 창작한 전17권과 량덕승이 지은 후3권은 모

12) 張思揚, <《再生緣》思想研究>, 山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14.

13) 진단생 저, 이재홍, 김 , 박재연 교주, 《재생연 상권》, 이회문화사, 2004, 머리말.

14) 정병설, <樂善齋本《再生緣傳》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vol. 12, 1991.

15) 조경심(趙景深)은 자신이 편집한 中州書畫社에서 출판된 《재생연》의 머리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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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문학적으로 비교적 인정을 받았으며, 현  정리본이라 독해와 연구에 유

리하며, 가장 일찍 출간된 판본이라 비교적 널리 전해졌다는 장점이 있다.

학자들은 판본 외에 《재생연(再生緣)》의 내용에 해서도 상세히 연구했

다. 1950년  이전, 《재생연》은 주로 탄사 독서 목록과 소량의 탄사 연구 작

품에서 일부 언급되는데 그쳤다. 1927년, 정진탁(鄭振鐸)이 문학사 최초로 탄

사 목록을 발표하 는데, 그것이 바로 《서체소장탄사목록(西諦所藏彈詞目

)》이다. 이 목록에 《재생연》이 수록되었지만 구체적인 소개는 없었다.16) 30

년 에는 탄사를 주목한 학자들이 많아졌고 탄사가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위

를 인정받았다. 아 (阿英)의 《탄사소설평고(彈詞 說評 )》와 담정벽(譚正

璧)의 《중국여성문학사(中國女性文學史)》에서 유명한 탄사 작품을 소개하

는데 《재생연》이 포함되었다.17) 정진탁의 《중국속문학사(中國俗文學史)》에서

는 특별히 한 장의 분량을 할애하여 《재생연》을 분석하 다.18)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이번 교감에서는 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아래 다섯 가지 
판본만 참고하 다. 청  도광원년(1821)의 보녕당각본(도광 연간에 출간된 것으
로 생각되는데 속표지가 떨어져나가 정확한 연원을 알 수 없다.)으로 총 20권 80

회인데 제23회에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으니 사실은 79회다. 하지만 더 좋은 
판본을 찾기 못해서 정회의 구분은 이 판본을 따랐다. 경사당 함풍 중각본의 내
용은 보 당 각본과 차이가 없고, 20권으로만 분류하 다. 이 두 가지 각본에는 
모두 후지가 도광 원년 가을에 작성한 서문이 있다. 이 외에는 세 가지의 석인본
이다. 상해진보서국의 판본은 20권이며, 회를 분류하지 않고 일부분을 지웠다. 상
해광익서국의 판본은 20권 80회이지만 보 당 각본과 분류가 다르다. 작업하는 
판본은 조경심 선생이 제공한 석인본이다. 이 판본을 선택한 이유는 이 판본이 
오류가 적어서가 아니라(오류가 다른 판본과 비교하면 또 같고 회수를 구별하지 
않았다.) 다른 판본보다 이 판본의 필적이 가장 분명하고 마음 로 방점을 한 정
황도 없기 때문이다.”(在自己主編的1982年由中州書畫社出版的《再生緣》前 中寫

道: “這次校點, 由於條件所限, 只用了以下五種本子: 清道光元年(1821)寶寧 刻本

(估計爲道光年間所刻, 但因扉 脫落, 未知確切年月), 二十卷, 八十回. 第二十三回

有目無文, 實爲七十九回. 既然 覓不到更好的本子, 分回全依此本. 經佘 咸豐二

年重刻本, 內容 寶寧 本無異, 書分二十卷而不分回. 以上兩種刻本均有侯芝於道

光元年秋所作序文. 此外是三種石印本: 上海進步書局本, 二十卷, 不分回, 有 段刊

落. 上海廣益書局本, 二十卷八十回, 但 寶寧 本分得不同. 工作本則是趙景深先

生提供的家藏石印本. 之所以用這個本子, 並不是因爲它的錯落 一些(錯落處同其

它石印本一樣多, 且不分回), 只是因爲幾種本子比 下來, 它的字跡 爲清楚, 也沒

有其它石印本上亂加圈點的情況.”) (위의 책, 22쪽.)

16) 胡士瑩, 《彈詞寶卷書目》,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31쪽.

17) 阿英, 《彈詞 說評 》, 北京: 中華書局, 1937, 6쪽;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 天
津: 百花文藝出版社, 2001, 362-3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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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진인각(陳寅恪)은 5만여 자로 학술논문 <논재생연(論再生緣)>을 썼

다. 이 논문은 《재생연》의 작가, 창작 시기 등에 해 상세히 고증하 으며, 

작가 진단생에 해 “당시 수많은 여성 중에 사상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當日無數女性中思想 超越之人也)”라고 평가하 다.19) 또한 《재생연》의 예

술가치도 극찬을 하여, “탄사 중에서 첫 번째 책(彈詞中第一部書)”이며 그리

스와 인도의 서사시(敍事詩)와 비견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 다. 1960년, 

궈모뤄는 세 번째로 《재생연》을 읽었으며, 전17권을 교정하 다. 1961년, 궈

모뤄은 <《再生緣》前十七卷和它的作 陳端生>, <再談《再生緣》的作 陳端生>, 

<陳端生年譜>를 발표하 는데 주로 진단생의 생평을 고증하 다.

근래 들어 일부 학자들이 《재생연(再生緣)》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 고, 이

와 함께 이 작품을 연구 상으로 선택한 학원생들도 점점 늘고 있다. 이 

논문들은 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재생연》의 여주인공 孟麗

君의 형상과 사상에 한 분석으로, 陳娟娟의 <女性自我意識覺醒道路上的遠

行 ——《再生緣》中孟麗君形象論析>과 王佩娟의 <陳端生和《再生緣》中的孟麗

君>, 趙延花의 <女性追求平等的先聲--論彈詞《再生緣》中主人公孟麗君的思想

價值> 등이 표적이다.20) 이 논문들은 독자들이 맹려군의 형상과 사상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는 진인각과 곽말약의 《재생연》 연구 내용

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표적인 논문으로는 穆欣의 <郭沫若 證《再

生緣》>, 荊竹의 <陳寅恪 《論再生緣》>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재생연》을 전면

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전체적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21) 

셋째는 《재생연》의 결말과 이야기의 비극성, 그리고 여성의식을 중심으로 고

찰한 것으로, 趙 娟의 <關於《再生緣》結局的一點看法>과 王亞琴의 <沒有圓

滿結局的圓滿——彈詞《再生緣》結尾探析> 등이 표적이다.22) 체로 《재생

18)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上海: 東方出版社, 1996, 534-539쪽.

19) 陳寅恪, <論《再生緣》>, 《寒柳 集》,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1쪽.

20) 陳娟娟, <女性自我意識覺醒道路上的遠行 --《再生緣》中孟麗君形象論析>, 《藝術百

家》, 第2期, 2006; 王佩娟, <陳端生和《再生緣》中的孟麗君>, 《中山大學學報》: 哲學

社 科學版, 第3期, 1989; 趙延花, <女性追求平等的先聲——論彈詞《再生緣》中主人

公孟麗君的思想價值>, 《內蒙古大學學報》: 人文社 科學版, vol. 7, 2004.

21) 穆欣, <郭沫若 证《再生緣》>, 《世纪》, 第9期, 2006; 荆竹, <陈寅恪与《論再生緣》>, 
《朔方》, 第1期, 2003.

22) 趙 娟, <關於《再生緣》結局的一點看法>, 《長春師範學院學報》, 第9期, 2004; 王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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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의 결말에 하여 개인적인 관점을 표현하 고, 작품에 드러난 여성의식

과 비극성에 관해 상세하게 분석하 다. 넷째는 《재생연》이 여러 시 에 걸

쳐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표적인 논문으로는 李秋菊의 

< 《再生緣》之戲曲及影視改編現狀的思 >와 陳娟娟의 <論《再生緣》及其戲曲

改編> 등이 있는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희곡, 화와 텔레비전, 극본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 범위를 확 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3)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재생연》 연구로는 Zou, Ying의 어 논문 <Cross- 

dressing and Other Disguises in Zaisheng yuan>이 있다.24) 이 논문은 주로 《재

생연》 속 남장 여자 현상에 해 논하 지만 남장 여자의 형상만을 분석하

을 뿐 여성의 의식에 관한 분석은 미흡하 다. 그밖에는 학위논문이 몇 편 

있다.25) 한국 논문으로는 최경수의 <19世紀 前期 侯芝의 탄사 출판과 그 의

미>에 《재생연》에 한 연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26) 그러나 

중국 외의 국가에서의 《재생연》 관련 연구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라 할 수 있

다. 

중국 국내에는 《재생연(再生緣)》에 한 연구가 적지 않고 맹려군의 형상

을 분석하는 논문도 있지만 작품에 나타난 집단적인 남장여자 형상을 연구

하는 내용은 거의 없었다. 동시에 작품에서 맹려군과 다른 여성 캐릭터의 남

장 유형과 남장의 원인을 계통적으로 연구한 예 또한 없었다. 그로 인하여 

본고는 남장여자 현상을 출발점으로 《재생연》 속에 드러난 맹려군과 위용아

琴, <沒有圓滿結局的圓滿——彈詞《再生緣》結尾探析>, 《渝州大學學報: 社 科學

版》, 第2期, 2001.

23) 李秋菊, < 再生緣之戲曲及影視改編現狀的思 >, 《大舞台》, vol. 10, 2012.; 陳娟

娟, <論再生緣及其戲曲改編>, 《藝術百家》, vol. 11, 2007.

24) Zou Ying, Cross-dressing and Other Disguises in Tsai-sheng-yuan, Late Imperial 

China, vol. 33(2), 2012, 119-153쪽.

25) Marina H. Sung의 박사 논문 The Narrative Art Tsai-sheng-yuan: A Feminist Vision 

in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Ph. D diss, University of Wisconcim, 1988)는 작품
의 서사적 측면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연구한 논문이고, 여성의 의식에 한 내
용이 들어간다.; Bender, Mark Allen의 박사논문 Zaisheng yuan and Meng Lijun; 

Performance, Context, and Form of Two Tanci (Ph. 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는 서면 텍스트로서의 Zaisheng yuan과 실제 탄사 공연의 《재생
연》을 비교한 내용이 있고 이 방면에는 참고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26) 최수경, <19世紀 前期 侯芝의 탄사 출판과 그 의미>, 《중국소설논총》, vol. 3, 

2011, 145-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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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장 여자 형상을 분석하고 그들의 구현 양상과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 중에는 《재생연》이란 작품에 한 연구 말고 문학 작품 속 남장

여자 현상에 한 것도 있다. 중국에서 남장여자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명청

시기의 문학 작품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희곡 등 당시의 문학작

품에 드러난 남장여자 현상 및 주인공들의 변장의 동기에 해서 분석하

다.27) 서구의 연구로 표적인 것으로는 루돌프 엠 데커(Rudolf M. Dekker)와 

롯데 시 반 데 폴(Lotte C. Van de Pol)의 연구이다. 여기서는 인물 전기에 출

현한 119명의 남장한 여성을 분석하여, 16-19세기 유럽에서 나타난 남장 여

자라는 특별한 현상과 발전과 동기 등에 해 총괄적으로 연구하 다.28) 발

레리 아르 호치키스(Valerie R. Hotchkiss) 역시 서구의 남장여자의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여성들이 변장을 하게 된 동기와 변장을 해야만 했

던 시 적 이유를 규명하 다.29) 다만 이와 같은 연구에서 도출해낸 결론들

은 서로 별 반 차이가 없었다. 한국의 연구 상황에 해 살펴보면, 전용문이 

한국의 여성 웅소설을 분석하면서, 그 속에서 남장여자가 나타나게 된 원인

과 유형 등에 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논문으로 이윤경의 <여성

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임철호의 <고소설의 男裝女人들

(1)>과 <고소설의 男裝女人들(2)>, 최어진의 <고전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

구> 등이 있다.30)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살펴본 바, 본고의 연구 상

인 《재생연(再生緣)》에는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텍

27) 이 부분 내용은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을 열거할 것이다: 梁麗丹, <試論古典戲曲中

的女扮男裝現象>, 하문 학교(廈門大學), 박사논문, 2006; 高巧林, <中國古代女著

男裝現象>, 《文史天地》  001 (2017): 58-59쪽; 盛志梅, <清代女性彈詞中女扮男裝現

象論析>, 《南開學報: 哲學社 科學版》  3(2004): 21-28쪽; 李良勇, <中國古典文學中

女扮男裝作品的敘事內容模式>, 《瀘州職業技術學院學報》 2(2015): 81-84쪽.

28) Rudolf M. Dekker & Lotte C. Van de Pol,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9.

29) Valerie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6.

30) 전용문, 《한국여성 웅소설의 연구》, 목원 학교출판부, 1996; 이윤경, <여성 웅
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2005; 임철호, <고소설의 男裝女人들(1) — 
《양산백전》의 시도와 좌절>, 《인문과학연구》 7, 단일호(2002): 255-274쪽; 임철호, 

<고소설의 男裝女人들(2)>, 《국어문학》 38(2003): 133-159쪽; 최어진, <고전 장편
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 학교, 석사논문, 2013; 박혜숙, <여성 웅소
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단일호(2006): 156-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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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를 연구 상은 선택하 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재생연》 작가의 개인 생평과 그녀가 살던 당시의 사

회 문화 배경에 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남장 여자의 역사적 발전

과 문학적 발전을 논의하고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재생연》에 맹려군

과 위용아를 중심으로 남장여자의 형상과 작가가 이런 인물 형상을 통해 무

엇을 전단하고자 했는지에 해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총결하여 논문을 마무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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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생연(再生緣)》의 창작 배경

제1절 작가의 개인적 배경

《재생연(再生緣)》 전17권의 작가 진단생(陳端生)에 한 정보는 진인각(陳

寅恪)과 곽말약(郭沫若)이 상세하게 고증하 다. 이 밖에 정진탁(鄭振鐸)의 

《중국속문학사(中國俗文學史)》와 담정벽(譚正璧)의 《중국여성문학사(中國女

性文學史)》, 그리고 장서조(蔣瑞藻)의 《소설고증⋅부속편습유( 說 證⋅附

續編拾遺)》 등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다. 각각의 논의를 총결하면 진단생의 

생평은 략 아래와 같다.31)

진단생(陳端生, 1751-1790?1791?)의 자(字)는 춘전(春田)이며, 절강(浙江) 전

당(錢塘, 오늘날 절강성 항주(杭州)) 사람이다. 그녀는 청 (清代)의 유명한 

여성 시인이자 탄사(彈詞) 작가로 탄사 《재생연(再生緣)》과 시집 《회 각집

(繪影閣集)》을 창작했다.32) 진단생은 로 사 부 가문의 출신으로 진단생

의 조부 진조윤(陳兆侖, 1700-1771)은 옹정(雍正) 시기에 명성이 높았다. 부친 

진옥돈(陳玉敦, 생졸년도 미상)은 과거 시험에 급제했고 산동(山東)과 운남

(云南) 등 지역의 지방관을 역임하 다. 모친 왕씨(汪氏, 생졸년도 미상)는 절

강성 수수(秀水)의 명문가문 출신으로 운남부(云南府)와 리부(大理府)의 지

부(知府)를 역임하 던 관리 왕상육(汪上 )의 딸이다. 왕씨는 명문가 출신으

로 교양 수준이 높았고, 전통 예교에 엄격했던 수도 북경(北京)에서 멀리 떠

나 오랜 동안 운남에서 생활하여 사상적으로도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진단생

은 어려서부터 문사가 뛰어났고 부모와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

을 하여 다른 이들에 비해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 어린 시절 전통적인 

도덕관념의 속박을 크게 받지 않았던 덕분에 그는 자유로운 사상을 발전시

31)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北京: 東方出版社, 1996, 535-537쪽.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1, 362-365쪽.

蔣瑞藻, 《 說 證⋅附續編拾遺》,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309-310쪽.

32) 《繪影閣集》은 현재 실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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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었다. 

곽말약(郭沫若)은 “《재생연(再生緣)》의 글쓰기 방법은 권마다 시작하는 부

분과 끝내는 부분에 작가 자신의 신변 상황과 계절과 물후를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작가가 창작한 연월을 명확하게 보존하고 있다.”라고 하 다.33) 진인

각(陳寅恪)과 곽말약의 고증을 따르면 진단생(陳端生)은 열여덟 살에 북경(北

京) 외랑 (外廊營)의 고택에서, 즉 건륭(乾隆) 33년(1768) 가을에 《재생연》을 

창작하기 시작하 다. 실제로 작가는 제1권 권두에 “규방에서 할 일이 없어 

창문 앞에 앉았는데, 가을밤에 막 추위가 일어나 잠이 오지 않네. …… 오늘

밤 편안하고 한가로우며 유유자적하니 잠시 붓을 들어 좋은 인연을 쓴다.”라

고 하 다.34) 이듬해인 1769년 음력 2월 5일에 전3권을 완성하 다.35) 이후, 

2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4권부터 8권까지 완성하 다. 얼마 뒤, 진단생은 

지임(知任)에 부임하는 부친과 함께 북경을 떠나 등주(登州)에 도착하 다. 

중추(仲秋) 이후 진단생은 꾸준히 창작에 매진하여 설날 전후까지 9권부터 

14권까지, 모두 6권을 완성하 다. 건륭 35년(1770) 초에 진단생은 2개월간 

계속해서 창작하여 15권과 16권을 완성하 다. 권마다의 자수(字數) 차이는 

많지 않은데 한 권당 거의 4만자정도로, 16권을 합치면 총 60만자가량 된다. 

진단생은 거의 일 년 반의 시간 동안 전16권, 약 60만자의 작품을 창작한 것

이다. 이런 창작 속도는 집필 도구가 현저히 발달한 현재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이후 14년간 진단생의 창작 활동은 중단된다. 

애초에 그녀가 《재생연》을 창작하게 된 동기는 모친을 즐겁게 해 드리려 했

던 것으로, 즐겁게 모친으로부터 지도를 받았다.36) 실제로 진단생의 창작 과

정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주었던 향은 막 하다. 당시 진단생은 

부친의 관직 때문에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녔지만, 부분의 시간에는 규방에

33) 郭沫若, <《再生緣》前十七卷和它的作 陳端生>, 北京: 光明日報, 1961: 05-o4쪽.

34) “閨幃無事 窗前, 秋夜初寒轉未眠……今夜安閑權自適, 聊 彩筆寫良緣.” 위의 책, 

157쪽.

35) 제 3권의 권미에 “지금 중춘 2월 5일인데 등불 앞에서 책을 완성하여 책권이 쌓
여 있다(時值仲春初五日, 燈前成卷費推裁).”라고 기록하 다. (위의 책, 157쪽.)

36) 제 2권 권미에 “이 일이 끝내 무익함은 원래 알았으나 다만 잠시 어머니 입을 열
어 웃으시도록 하 을 뿐이네(原知此事終無益, 也不過, 暫博慈親笑口開).”라고 기
록되었고 제 17권 권두에는 “모친으로부터 자주 지도를 받았다(慈母解頤頻指

教).”고 쓰고 있다. (위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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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머니와 자매가 같이 보냈다고 한다.37) 진단생이 자술한 바에 따르면 그

녀가 독서와 습작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모두 그의 모친으로부터 받은 향 

때문이었다. 그의 모친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드물게 여성이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에 해 너그러워 딸을 지도하고 지지해 주었다.38) 그러나 이후 진단

생의 모친 왕씨의 병세가 위중해졌고 건륭 35년(1770) 7월에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진단생의 나이 불과 스물이었다.39) 진단생은 예교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했고 당시 명문가의 사람은 복상 기간 동안에는 결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3년상이 끝난 후 진단생은 범담(范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40) 이 동안 진단생은 습작을 중단하고 십 사년이 지난 뒤에야 제17권

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17권의 서문에서 “세상의 모든 힘듦과 

서러움을 겪어보았다”라고 적었다.41)

결혼하고 오래되지 않아, 진단생(陳端生)은 딸을 하나 낳았고 후에 자식을 

또 하나 낳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 없다.42) 곽말약(郭沫若)의 추측에 

따르면 두 아이를 낳았던 기간에 남편은 제생(諸生)이 되었다가 과장(科場)에

서의 일 때문에 누명을 써서 변방으로 유배를 갔던 것으로 보인다.43) 진단생

의 창작은 연이은 사건에 의하여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는데, 아마도 일련

의 사건을 겪으면서 작가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륭 49년(1784)에 진단생(陳端生)은 다시 글쓰기를 시작하 는데 그 때 나

이 34세 다.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중춘(仲春)부터 눈이 왔을 때까지 지었으

니 이 한권을 완성하는 데만 1년의 시간이 걸렸다.44) 어린 시절과 달리 이 시

절의 진단생의 창작활동은 단속(斷續)적이었던 것 같다. 17권 끝 부분에서는 

37) 위의 책, 431쪽과 924쪽 참고.

38) 위의 책, 106쪽.

39) 제 3권에서 “마침 모친이 돌아가셨다(遂使芸緗彩筆捐).”라고 기록되었다. (위의 
책, 157쪽.)

40) 또는 계모에게 불효했다는 죄목이라는 설도 있다. 

41) 위의 책, 157쪽.

42) 제 17권에서 “딸이 한 명이 태어났는데 몸에 지니고 다니는 보배다(明珠早問掌中

懸)”의 말을 기록되고 “애써 두 아이 키우니 뜻은 절로 견고해졌네(強撫雙兒志自

).”의 말도 있는 것이다. (위의 책, 924쪽.)

43) “以科場事牽累而謫戍”라는 말이 있다. 

44) “하얀 눈이 내려 섣달을 보내려하고 홍매 만개하여 붐을 맞이하려하네(白雪菲菲

臘, 紅梅灼灼欲迎春).”라고 작품에서 기록되었다. (위의 책, 9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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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들이여 나를 아낀다면 재촉하지 말아라, 내가 한가할 때 꼭 이어서 완

성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하 다.45) 이를 통해 진단생은 친구나 지인들의 

재촉을 받고 있었고 17권과 그 후의 내용을 이어서 써 나갈 예정이었다. 하

지만 이후 6-7년을 더 살면서 진단생은 결국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진단생(陳端生)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에 해서는 아직도 논쟁 중이다. 

《청고종실록(清高宗實 )》에 의하면 건륭 45년(1780) 9월 과거 시험에서의 부

정행위 때문에 범담(范菼)이라는 사람이 이리(伊犁)로 유배되었다.46) 진인각

(陳寅恪)의 추측을 따르면 이 사람이 바로 진단생의 남편이다. 그리고 건륭 

55년(1790)에 고종(高宗)의 80세 생일을 기념하여 사면을 시행한 적이 있

다. “유배된 범인들 중 이미 10년을 넘겼고, 본분과 법을 지켜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 없는 사람(其在配軍流人犯, 已過十年, 安分守法, 別無過犯 )”은 

사면을 받을 수 있다.47) 당시 범담은 유배 기간이 10년을 넘은 상태 으니 

사면이 시행된 해(1790)나 그 이듬해(1791)에 집에 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범담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진단생이 이미 죽어있었다면 아마도 

건륭 55년이나 56년, 즉 향년 40세, 혹은 41세에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제17권의 어조는 앞의 16권에 비해 확연히 무거워졌다. 이것은 진단생(陳

端生)이 “한 천진난만한 소녀로부터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또 부부 이

별의 고통과 우울한 심정을 경험한 후의 정서 변화 등이 그녀의 창작에 큰 

향을 준 것”48)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진단생의 생애

는 남편이 유배가기 전의 비교적 유복했던 삶과 유배 간 후의 고통스러운 

삶,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재생연(再生緣)》의 여주인공 맹려군(孟麗君)은 본래 남주인공인 황보소화

(皇甫 華)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황보소화와의 경쟁에서 진 유규벽

(劉奎壁)이 불만을 갖고 황보 가문을 모함하 다. 이에 황보 가문의 사람들은 

45) “知音愛我休催促, 在下閒時定續成.” 위의 책, 976쪽.

46) 施之紀 , 《清高宗實 選輯》, 台北: 台灣大通書局印行, 1964, 672쪽.

47) 施之紀 , 《清高宗實 選輯》, 台北: 台灣大通書局印行, 1964, 672쪽.

48) “從一個天真爛漫的閨中 女到為人妻為人母, 又經歷夫妻分離的斷腸 苦猴心態呈

現出的顯然的變化, 這也極大地影響了她的創作.” 張思揚, 《<再生緣>思想研究》, 山
東師範大學, 碩士論文,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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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집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고, 원(元) 성종(成宗)은 맹려군에게 유규벽과 

결혼할 것을 명하 다. 맹려군은 이 혼인을 피하기 위하여 남장을 한 채 집

을 떠나 도망쳤고, 후에 과거 시험을 거쳐 마침내는 재상(宰相)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맹려군은 다른 이에 의해 여성이라는 것이 두 번 폭

로되어 황제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으나 죽음의 위험에도 포기하지 않았으

며, 맹려군이 여자임을 알게 된 황제가 그녀를 왕비로 삼으려 하 지만 단호

하게 거부하며 피를 토하 다. 하지만 이후의 결말은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작중 인물인 맹려군이 다시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

지 않았으나, 이런 맹려군의 욕망은 당시의 시  상황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모호한 결말 또한 《재생

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문화적 배경

과거 시험이 정주이학(程朱理學)을 표준으로 했기 때문인지 명말청초(明末

淸初)의 사회는 진부한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서학동점(西

學東漸)의 향으로 서양의 과학 기술이 점차 들어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들의 시야가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또한 발달된 인쇄술과 경제적 수준의 상

승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도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었다. 여성의 문화 수준

이 높아짐에 따라 문학을 향유하는 여성 독자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더 나아가 스스로 작품을 창작하는 여성 작가도 늘어났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으로 여성의 재능을 칭찬하는 분위

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노신(魯迅)의 《중국소설사략(中國 說史略)》은 이 시

기를 이렇게 총괄하 다. “여성을 칭송하고 그들의 특별한 재능을 찬양하

다(顯揚女子, 其異能).” 이런 분위기에서 “재능이 있는 여자를 숭배(才女崇

拜)”하는 창작 풍조가 성행하 다.49) 서위(徐渭, 1521-1593), 이지(李贄, 1527- 

1602), 그리고 전겸익(錢謙益, 1582-1664)라는 명말청초(明末淸初)를 표하는 

49) 魯迅, 《中國 說史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1,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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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의 선도 하에 이 시 에는 재능이 있는 여자를 숭배하고 칭찬하는 풍조

가 형성되었다. 이지는 “부인의 소견이 짧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不可止以婦

人之見爲見短也)”, “좋은 여자가 있으면 가문을 세울 있는 것이니 반드시 남

자가 필요한가(有好女子便立家, 何必男兒)”라고 하 다.50) 그는 또 다른 저서

에서 고 의 걸출한 여성을 “재주가 남보다 뛰어나고 식견도 탁월하다(才智

過人, 識見絕甚)”, “남자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다(男子不如也)”라고 칭찬

하 다.51) 이지는 전통적인 “남존여비(男 女卑)” 사상 반박했다. 명말청초 

문단의 지도자 전겸익 또한 여성의 재능을 크게 추앙하 다. 그는 당시 재능 

있는 수많은 여성들의 기초가 튼튼하여 그들의 시 작품은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不服丈夫勝婦人)” 기개가 있다고 평가하 다. 전

겸익은 박식하고 다량의 저술을 짓는 등 문학적 성취가 높아서 당시 사람들

은 그를 “문종(文宗)”이라 칭송했다. 이러한 지위와 명망을 가진 전겸익의 여

성에 한 평가는 당시 문단에도 큰 향을 미쳤을 것이다. 서위(徐渭, 1521- 

1593)는 이지와 함께 명말(明末)의 저명한 사상가로 전통에 순응하기를 거부

한 호탕불기(豪宕不羈)한 사람이었다. 유학(儒學)이 주류를 이루었던 전통 사

회에서 서위는 늘 ‘유학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不爲儒縛)’ 하 다. 특히 

그는 여성 해방문제에 주목하며 전통 예법을 미워하고 여성의 비참한 처지

를 동정하 다. 서위가 창작한 잡극 <자목란 부종군(雌木蘭代父從軍)>과 

<여장원사황득봉(女狀元辭凰得鳳)>에서는 남장을 한 여성이 무예로 나라를 

지켜 공훈을 세우고 장원에 급제하기도 한다.52) 그는 여자 주인공의 성공을 

통해 오랜 동안 정치 무 에서 무시를 당해 온 여성을 변하여 사회의 이런 

불공평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그는 작품을 통해 전통사상의 속박에 저항했

다. 이에 따라 소설이나 탄사(彈詞)에서 남장 여자 소재를 사용하는 풍조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청조(淸朝)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

자 더 많은 여성들이 독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었다. 

50) 李贄, 《焚書⋅續焚書》, 北京: 中華書局, 1974, 59쪽.

51) 李贄, 《李氏文集⋅初潭集》,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0, 16쪽.

52) 徐渭 著, 周中明校注, <雌木蘭代父從軍>, 《四聲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44-59쪽.; 徐渭 著, 周中明校注, <女狀元辭凰得鳳>, 《四聲猿》, 上海: 上海古籍出版

社, 1984, 62-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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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남성들은 지식이 남편을 돕고 자식을 가르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해 여성에게 교육을 시켰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딸을 위해 가정교사를 구

해와 딸에게 문학을 가르쳤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회적으로는 여자들 사이

에 독서 붐이 생기기도 하 다. 여성을 교육시켰던 남성들의 원래 의도는 여

자가 식자능력을 가지고 남성을 보좌하는 정도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여

자는 재능이 없는 것이 미덕이다(女子無才便是德)’는 사상적 속박에서 벗어

난 여성들이 파죽지세로 문단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재녀(才女)’라는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다. 또한 청조가 관리의 기생집 출입 금지를 강화하자 관리들

은 집에서 아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작사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런 분위기가 만연하자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아 부부지간에 문화

생활을 즐기는 것이 당시 문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이 되었다. 딸을 가

진 집안에서는 딸을 “언젠간 서생에게 시집가서 서로 화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他日嫁一書生, 不枉了談吐相稱)”53)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시켰다. 이

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여성은 수준 높은 문학적 소양을 가지게 되었고, 이

로써 수많은 규방(閨閣) 시인이 탄생하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명 에는 이런 

현상을 간혹 볼 수 있었으나 청 에 와서는 보편화되었다.

작품 속 이상화된 여성 주인공들에는 비할 수 없었지만, 이런 작품을 쓴 

여성 작가들도 재녀(才女)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만큼 문재(文才)가 있었다. 

이런 여성들은 보통 가족 내 아버지의 허락 혹은 격려를 받고 남자 형제들과 

함께 혹은 따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이런 교육을 통해 “여성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픈(欲申世上坤娃志)” 바람이 생긴다.54) 하지만 여성의 문

재를 펼칠 공간은 사회 밖에는 없었다. 그녀들의 글쓰기는 규방 안에 머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을까? 그런 고

민을 했었을 그녀들에게 남은 방법 중 하나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고 그 속에 

자신의 이상을 신 이루어줄 여성 인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여성들이 

역사적인 존재하 다. Wai-yee Li는 명말 청초 시기 때 유숙(刘淑), 주경(周

琼), 이인(李因) 등 일곱 명 여성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53) 湯顯祖, 《牡丹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7쪽.

54) 魯薇, <清代 說中女扮男裝現象研究——以男女作家作品比 爲探討中心>, 河北師

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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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학 창작을 선택하 다고 말하

다.55) 그런 상황에서 《재생연》 작품 여성 인물들이 규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는 남장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재생연(再生緣)》은 원 (元代)를 시 적 배경으로 한다. 진단생(陳端生)이 

원나라를 시  배경으로 선택한 이유는 청 (淸代)의 사람으로서 청나라를 

소설의 배경으로 설정하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원 에는 

여성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 참여에 큰 장

애가 없었던 것 역시 주된 원인 중 하나 을 것이다. 가령 정치참여에 해당

하는 부분의 조례를 보면 몽고족의 통치 하에서 여성들은 조정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원나라의 시조라 할 만한 칭기즈칸은 딸들에게도 

나라를 통치할 권한을 주었고,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딸들을 적

극적으로 교육시켰다. 그는 정복한 나라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아들보다 딸들에게 더 의지하는 모습도 보 다.56) 원나라는 시작부터 정치 

무 에 여성을 등장시켜 그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물론 칭기즈칸 이전

에도 몽골 사회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풍조가 있었음은 물론이려니와, 칭기즈

칸은 딸들의 치국능력을 믿었다. 그는 딸들을 정치인으로서 인정했고, 그녀

들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렇기에 진단생은 원나라를 자신이 창작한 여성 인

물들이 재능을 펼칠 시 적 배경으로 적합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논의하게 될 여성인물들은 그 신분계층이 모두 공주

나 왕후로서 상류 사회의 엘리트 여성에 해당한다. 또한 이밖에 전쟁 속에서 

나타난 많은 걸출한 여성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족의 상황을 살펴보자

면, 가령 《송사(宋史)》의 <이전전(李全传)>에서 주인공 이전(李全)의 아내 양

묘진(杨妙真)이라는 인물에 해 살펴볼 수 있다. 양묘진은 금나라 말기의 무

55) Grace S. Fong& Ellen Widmer Editor, The Inner Quarters and Beyond: Women 

Writers from Ming Through Qing, Leiden⋅Boston: Brill, 2010, pp.179-213.

56) “She and her mother-in-law, Hoelun, are attributed with raising their children, and 

she, much more than Genghiss Khan, instilled in their daughters the duty to serve the 

nation. ...... As Borte's father explained: the Khongirad did not depend on the 

strenghth pf their sons; they trusted instead in the beauty and cleverness of their 

daughters to protect them”. (Jack Weatherford, Mongol Queens-How the Daughters of 

Genghis Khan Rescued his Empire, New York: Broadway Paperbacks, 2010,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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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이고 지금 산동성(山东省) 익도(益都)사람으로서, 홍오군(红袄军)의 수령 

양안아(杨安儿)의 여동생이고 별명이 “사냥자(四娘子)”이었다.57) 양안아가 죽

은후에 양묘진은 군 를 거느리어 이전과 합류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

녀는 이전과 함께 선차적으로 송나라에게 귀의하고, 또 몽고에게 귀의하여 

남송을 진공하 다. 양묘진은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하여 이화창(梨花枪) 을 

만들어 “천하무적수(天下无敌手)”라는 칭호를 부여받았으며 후세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역사기록에는 당시 많은 도독(都督)들이 양묘진에게 패했다

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즉 여성 웅으로서 양묘진은 모략적으로나 무술에서 

모두 남자에게 지지 않았다. 결국 원나라에게 귀의한 후에 양묘진은 원나라

의 통치자로부터 산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관직을 받았는데, 이 관직을 받게 

된 것은 양묘진의 개인적 재능을 원나라가 인정 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

다.58)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우리는 송나라 말, 원나라 초기에는 여성이 정치

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남장 여인이 사회를 종횡무진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원나라

가 가장 그럴듯한 시 던 것이다.

57) 脱脱, <李全传>, 《宋史》 권476, 北京: 中华书局, 1995, 13818쪽.

58) Wu, Pei-Yi. Yang Miaozhen: A Woman Warrior in Thirteenth-century China, Nan nü 

4.2, 2002,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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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복식을 통한 성별의 표현과 크로스 드레싱 

(Cross-dressing)

본 절에서는 복식과 성별, 그리고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의 개념과 

이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1960년  이후로 급격한 발

전을 보인 여성주의에 따르면 성(sex)과 젠더(gender)는 다른 것이다. 성은 생

물학적 성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남자(male)와 여자(female)로 구분된다. 반면 

젠더는 사회적인 성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회 문화가 정한 특징적 심리 차

이에 따라 남성적인(masculine) 것과 여성적인(feminine) 것을 구분한다.59) 이

원론적 성 이론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차이를 강조해 왔으나, 최근에

는 둘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학자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60) 본고에

서 언급한 성별은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 복식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주요하

게는 사회적 성별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성별은 

“사회적 성별”이라는 젠더의 정의를 표준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복식이라는 것은 협의로는 몸에 걸친 옷을 말하지만 광의로는 옷 이외의 

장신구, 얼굴에 하는 화장, 문신, 장식을 넣은 생산용 도구, 호신용 무기 등의 

모든 일상용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61) 일반적으로 복식은 두 가

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더위⋅추위⋅상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실용

적인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착용한 사람의 신분⋅지위⋅재산⋅나이⋅성별 

등을 드러내는 사회적인 기능이다. 초기의 인류에게는 복식의 실용적인 기능

이 더 중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사회가 복잡해지며 복

식의 사회적 기능의 비중이 커졌다. 복식의 사회적인 기능이 커지며 이를 통

59) Fausto-Sterling Anne, Myths of gender: Biological theories about women and men, 

New York: Basic Books, 2008, 88-89쪽.

60) 李玉萍, <從性別二元 立到雙性同體——弗吉尼亞⋅伍爾夫《到燈塔去》的女性主義

讀解>, 《作家》, vol. 8, 2010, 89-90쪽.

61)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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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은 더 활발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고, 원활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해 약속이 되어버린 특정 집단의 특정 복식

은 마침내 사회적 압력이 되어 집단의 구성원을 구속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

적 압력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약세에 처한 여성이란 집단에게 더 크게 작용

하 다.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이란 남녀가 사회가 정해준 각 성별의 복식에

서 벗어나 이성(異性)의 복식을 입음으로 사회적 성별을 모호하게 하고자 했

던 특별한 현상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크로스 드레싱이 보편적이거

나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나,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공개적⋅일

반적인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도 하 다.62) 본고에서는 특히 여자의 

남장이라는 크로스 드레싱에 주안점을 두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 에 따라 복식도 바뀌어 왔으나 이런 변화 속에서도 

남녀 간 복식은 일정한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남성의 복식은 남성성

(masculinity: 기개, 이성, 용감, 과단 등)을 표현하고, 여성의 복식은 여성성

(femininity: 감성, 부드러움 등)을 나타냈다.63) Connell, Raewyn W.에 따르면 

일반적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준 성별과 의복의 연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인다고 한다. 예컨  가죽 재킷을 입고 장화를 신는 것은 남성성을 표현하

는 것이고, 옷깃에 레이스나 프릴 장식이 달린 상의에 주름진 치마를 입는 

것은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가 정한 이런 남성성⋅여성성

의 구분에 근거해서 어렸을 때부터 격려와 징벌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

며, 이를 통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성별 특질, 예를 들어 헤어스타일, 말투, 행

동거지 등을 익히고 사회적 성별을 체화(the gendered body)하게 된다.64)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사람의 사회 역할이 표현(performance)을 통

해 실현된다고 하 다.65) 사회는 성의 차이를 고정시키고 남녀 역할에 따라 

62) Marjorie Garber, Vested Interests: Cross-Dressing and Cultural Anxiety,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65-66쪽.

63) Connell, Raewyn W.,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John Wiley & Sons, 2014, 122쪽.

64) Connell, Raewyn W.,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John Wiley & Sons, 2014, 122쪽.

65) 柏棣, <平等 差異: 西方後現代主義女性主義理論>, 鮑曉蘭主編, 《西方女性主義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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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별의 복식을 결정한다. 백체(柏棣)는 《平等 差異: 西方後現代主義女性

主義理論》에서 “……버틀러는 남권을 타파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크로스 

드레싱(cross-dressing)을 꼽았다. 사회는 옷차림, 헤어스타일, 행동거지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정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수 있는 주요 표준을 만든다. 그

러나 누군가 일단 그 성별의 경계선을 넘으면 다른 성별의 역할과 특징을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부여받은 한 가지 성별의 틀에서 벗어

날 수 있다.”라고 말한다.66) 버틀러의 이 주장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 복식이 개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크로스 

드레싱을 한다고 해서 그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

지만 복식을 바꿈으로써 개인은 이번에는 그 바뀐 복식에 맞는 사회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은 그 개인의 정체성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수반하 다. 정해진 복식을 입으며 겪은 사회화 과정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

에 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성별의 복식을 입음으로써 경험한 

사회적 역할 역시 개인의 정체성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이다.

복식이 사회 역할의 형성에 하여 매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개

인은 자신의 성별을 인정하지 않거나 어떤 변화를 원할 경우, 혹은 어떤 특

별한 시기의 필요에 의해서 변화를 희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전쟁시기와 사회적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여성들이 남장하는 현상은 매우 

뚜렷이 증가하게 된다. 루돌프 엠 데커(Rudolf M. Dekker)와 롯데 시 반 데 

폴(Lotte C. Van de Pol)은 전쟁 중에는 사회의 보편적 규칙을 쉽게 타파할 수 

있으며 이 속에 성별 역할의 규칙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67) 이와 같

은 시기에는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별을 변화 시

키는 방법이 그들에게 한 가지 선택이었다. 예를 들어 해브록 엘리스

究評介》,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5, 11쪽.

66) “…… 巴特勒認爲破除男權制度 爲有效的方法是男女混裝(cross-dressing). 衣物､ 
發式､ 止是社 區別男女的主要標准, 一旦打破了其中的性界線, 人們就 習慣其

他種種性別角色和特征, 就 從一個性別角色中解放出來.” 柏棣, <平等 差異: 西

方後現代主義女性主義理論>, 鮑曉蘭主編, 《西方女性主義研究評介》, 上海: 生活⋅
讀書⋅新知三聯書店, 1995, 12쪽.

67) “......War makes it relatively easy to set aside the usual norms, including those 

concerned with gender roles.” Rudolf M. Dekker & Lotte C. Van de Pol,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p.32.



《재생연(再生緣)》 속의 남장 여자 형상 연구

- 26 -

(Havelock Ellis)가 크로스 드레싱이 자신이 가진 성별 아닌 것에 한 특수한 

숭배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 다.68) 또한 특수한 사회적 시기에

서,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전쟁이나 사회 혼란 시기에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강건한 상징을 부여받아 여성에 비해서 상 적으로 안전할 수 있었다. 그러

므로 남장여자의 현상의 출현은 이해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쟌 다르크

(Jeanne D'arc)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전쟁시기에서 행동함에 있어

서 보다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장을 선택하 다.69) 이와 같은 점은 다양

한 상황에서 그로스 드레싱 특히 여자가 남장을 하게 된 필요성에 해서 알 

수 있도록 한다. 

제2절 역사 기록 속 남장 여자

본 절에서는 역사 기록에 남아 있는 남장 여자에 해 살펴볼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 여자의 남장이 특정 시점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역사를 가지

고 있으며 이것이 시 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

목해야 하는 것은 중국 고  역사에 기록된 남장하는 여자들의 부분은 명

문망족(名門望族) 혹은 황제의 가솔과 친척의 출신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사회적 계층을 부여받은 즉 상류계층 여성들은 더 많은 사회 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신분의 여성들보다 자유에 한 추구와 함께 자아의

식의 표현을 강렬하게 가지게 된다. 만약 이와 같은 상류층 여성들이 바깥 

출행과 활동을 원할 경우 남장으로 변장하면 많은 불필요한 부담을 피할 수 

있어 출행에 편리할 수 있게 된다. 

《안자춘추집석(晏子春秋集釋)》 권6에는 공(靈公)이 여자의 남장을 금지

68) “Transvestism arises from extreme admiration of the other sex.” Havelock Ellis,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New York: Random House, 1936, esp. Vol. 2. 

69) “To the defense that it was necessary for warfare, Jeanne adds that male clothing 

protects her from sexual advances or abuse.” Valerie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6, p.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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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있다.

공(靈公)의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을 좋아하니 백성들이 모두 따라하

다. 그러자 공이 관리들을 시켜 남장을 금지하게 하 다. “만약 여자가 

남장을 하면, 옷을 찢고 허리띠를 끊을 것이다.” 그러나 옷을 찢고 허리띠

를 끊어도 서로 바라보며 계속하여 그치지 않았다. 안자(晏子)가 공을 알

현할 때 공이 “내가 관리들을 시켜 여자의 남장을 금지시키고 남장하는 

여자의 옷을 찢고 허리띠를 끊을 것이라 하 네. 그러나 옷을 찢고 허리띠

를 끊어도 서로 바라보며 그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라고 물었다. 안자가 

답하 다. “공께서 궁 안 여자에게는 남장을 허락하고 궁 밖 여자에게는 

금지시키는 것은 소의 머리를 문 앞에 걸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공께서는 어찌 궁궐 안부터 남장하는 행위를 금지시키지 않으십니까? 그렇

게 하면 밖에서도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공이 말했다: 

“좋다.” 그리고는 궁궐에서 남장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몇 달이 지나 전

국에 남장하는 여자가 없어졌다.70)

공(靈公)이 남장하는 여자를 좋아하자 전국적으로 여자가 남장하는 풍조

가 일어났다. 이런 풍조를 막고자 공이 백성의 남장을 금지시켰는데 효용

이 없었다. 그 후에 안자(晏子)의 충고에 따라 궁 안에서부터 여자의 남장을 

금지하자 궁 밖에서도 남장하는 여자가 없어졌다. 이 사례에서 언급한 여성 

역시 궁정에서의 상류계층 여성에 해당한다. 비록 궁정 밖에 일반 계층의 여

성들도 있지만 궁정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되는 움직임이 하층계급의 여성 단

체들이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이 남장 여자에 한 현존하는 최초의 역

사기록이다. 

남장 여자에 한 또 하나의 비교적 이른 기록은 《진서⋅오행지(晉書⋅五

行志)》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 따르면 하(夏)나라의 군주 걸(傑)의 총비가 남

70) “靈公好婦人而丈夫飾 , 國人盡服之, 公使吏禁之, 曰: ‘女子而男子飾 , 裂其衣, 

斷其帶.’ 裂衣斷帶相望, 而不止. 晏子見, 公問曰: ‘寡人使吏禁女子而男子飾, 裂斷

其衣帶, 相望而不止 何也?’ 晏子 曰: ‘君使服之於內, 而禁之於外, 猶懸牛首於門, 

而賣馬肉於內也. 公何以不使內勿服, 則外莫敢爲也.’ 公曰: ‘善.’ 使內勿服, 踰月, 

而國莫之服.” (劉向, 楊家駱主編, <內篇雜下第六⋅靈公禁婦人爲丈夫飾不止晏子請

先內勿服第一>, 《晏子春秋⋅集釋卷第六》, 台灣: 鼎文書局印行, 1977, 3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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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을 좋아하 다는 기록이 있다.71)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이시기의 

남장한 여자들은 단지 오락을 위한 목적 혹은 사회풍조와 연관될 뿐 그 외의 

다른 심층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 다. 

그런가하면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 에는 전국이 혼란해 하나의 왕조

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다. 안정적인 권위의 부재 속에서 통일된 도덕 표

준도 흔들렸으며 남녀 역할의 구분도 모호해져 여성의 활동 반경도 넓어지

고 맡을 수 있는 역할도 다양해졌다. 이에 여성의 적극적인 외 활동도 비

교적 비판을 덜 받게 되었다.72) 《남사(南史)》에는 남장한 여자가 정치에 참여

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남제(南齊) 때) 동양(東陽) 여자 누령(婁逞)이 남장하고 남자의 신분으

로 속 다. 바둑을 강 알고 문장의 의미를 잘 풀었는데 삼공구경(三公九

卿)을 두루 방문하여 양주(揚州)의 의조종사(議曹從事)에까지 올랐다. 일이 

밝혀져 명제(明帝)가 동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누령이 

비로소 여성의 옷을 입고 떠나가며 탄식하기를, “내가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데, 다시 늙은 여자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은가.”라 

하 다.73) 

이와 같은 사례의 배경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남제(南齊) 여자 루령(婁逞)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동시에 변장 후에야 사도(仕途)에 들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엘리트 여성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고  사회

의 한계라 할 수 있으나, 남장을 통해 이 여성은 남성의 역에 발 들이고 자

신의 능력을 펼쳐 볼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이지만 남성의 옷을 입음

으로써 남성의 사회적 역할을 맡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당 에 들어와서 비슷한 사례도 존재하 다. 《구당서( 唐書)》에 따르면 

71) 房玄齡 等, 《晉書》, 北京: 中華書局, 2012, 519쪽.

72) 袁行霈, 《中國文學史》 권2,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3, 1-22쪽.

73) “(南齊)東陽女子婁逞, 變服詐爲丈夫, 粗知圍棋, 解文義, 遍遊公卿, 仕至揚州議曹從

事. 事發, 明帝驅令還東. 逞始作婦人服而去, 歎曰: ‘如此之伎, 還爲 嫗, 豈不惜

哉!’ ” (李延壽, 《南史》, 北京: 中華書局, 1983, 1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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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어느 날 당고종(唐高宗)과 무측천(武則天)이 잔치

를 열었는데 사랑하는 딸 태평공주(太平公主)가 남장을 하고 등장했다. 자주

색의 장삼(長衫)을 입고 옥 허리띠를 찼으며 변관(邊官)과 오품(五品) 이상 

무관(武官)의 장식물 일곱 개를 패용해서, 위풍당당한 자태로 노래하면서 고

종 앞으로 걸어갔다. 당고종과 무측천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성은 무

관이 될 수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입은 것이냐?”라 하 다.74) 그러나 《구당

서⋅여복지( 唐書⋅輿服志)》에는 “(당현종(唐玄宗) 때 궁정에) 어떤 여성들

이 남자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니 존비, 내외가 모두 같아졌다(或有著丈夫

衣服靴衫, 而 卑內外, 斯一貫矣).”라는 기록이 있다.75) 이와 같은 역사적 기

록과 당전기(唐傳奇)에 남장 여자가 종종 소재로 쓰 던 것을 통해 당나라 

때는 여성의 남장이 아주 희귀한 일은 아니었음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

한 내용에서 보아낼 수 있다시피, 당 의 역사기록에서 여자들이 남장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오락적인 목적

을 지녔고 혹자는 개인적 원인을 지녔는데, 체적으로 이렇듯 남장여자현상

이 보편화되고 또한 남장한 원인이 다양화의 출현은 당나라의 개방한 사회

풍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점에 해서는 본고의 제2장 제2절

과 제3절에서 구체적으로 규명하 다. 

명청(明淸) 시기에 이르면 이러한 남장 여자에 한 기록이 더욱 많아진다. 

본고의 제2장 제2절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명말 청초(明末淸初)에는 “여자

숭배(女子崇拜)” 관념이 유행하여 상당수의 여성이 남장을 했다. 남장을 통

하여 여성도 자유롭게 교유하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실현시킬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아래 제3절에서 문학 작품에 나타난 남장 현상을 살펴 볼 것이다.

제3절 문학 작품 속 남장 여자의 기원과 발전

제2절에서는 역사 기록에 해 다루었는데, 본 절에서는 문학 작품 속 남

74)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五行志》, 北京: 中華書局, 1975, 878쪽.

75) 劉晌 等撰, 《 唐書⋅輿服志》, 北京: 中華書局, 2000, 1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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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여자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장 여자라는 소재는 여러 시 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데, 이 남장 여자의 형상을 분석하여 작품 이면의 깊은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또한 이런 분석의 상이 여러 시 에 걸쳐 있기 때

문에 문학 작품 속 남장 여자 형상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에 해서도 정리할 

것이다. 

남장 여자가 등장하는 문학사상 최초의 문학 작품이자 널리 알려진 걸작

은 악부시가( 府詩歌) <목란시(木蘭詩)>이다.76) 화목란(花木蘭)이라는 여성

이 부친을 신해 군 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이다. <목란시>의 

남장여자 형상에는 아직 전통 예교의 흔적이 깊이 남아 있다. 종군 과정에서 

화목란의 사회적 신분은 남성이었고, 전쟁에서 공을 세운 후에는 다시 여성

의 신분으로 돌아간다. 화목란의 이런 선택은 “조용하고 단정하며, 절개를 지

키며 가지런하고, 행동함에 부끄러움이 있어 움직이나(動) 멈추나(靜) 절도가 

있다”라는 “부덕(婦德)” 사상의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77) 하지만 화목란

이라는 남장 여자 형상이 혼란한 북조(北朝) 시기의 특수한 사회 바탕 위에

서 탄생한 평범하지 않은 여성 형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

도는 곧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화목란은 결국 다시 규방이라는 자신의 재능

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정리하면, <목란시>는 전통적 여성의 역

할 범위 밖에서 큰 성공을 거둔 화목란이라는 여성 웅을 만들어내며 문학

사 큰 향을 주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화목란이 돌아간 곳은 여성의 역, 

규방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 작품이었다. 

<목란시> 외에 남장 여자가 등장한 문학 작품 중 유명한 작품으로 양산백

(梁山伯)과 축 (祝英臺) 이야기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축 는 동진(東

晉) 화(永和) 년간의 인물로, “축 의 아명은 구낭(九娘)이며 상우(上虞)

의 부유한 집안 외동딸로 재능과 외모가 모두 뛰어났다. 부모님이 딸에게 배

우자를 골라 주려 하자 축 가 ‘저는 마땅히 집을 떠나 유학하여 현명한 

사람을 찾아 그를 모실 것입니다.’라 하 다.”78) 당시에는 여성이 집을 떠나 

76) 鄧 軍 等, 《漢魏六朝詩鑒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2, 1570-1573쪽.

77) “幽閑貞靜, 守節整齊, 行己有恥, 動靜有法.” (班昭(漢), 《女誡》, 《蒙養書集成》(二), 

西安: 三秦出版社, 1990, 44쪽.)

78) “祝英台, 字九娘, 上虞富家女, 生無兄弟, 才貌雙絕, 父母欲爲擇偶, 英台曰: ‘兒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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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축 는 남장을 하고 이름도 구관(九官)으로 

바꾸었다. “역시 유학 중이던 회계( 稽)의 양산백을 만나 함께 의흥(宜 ) 

선권산(善權山)의 벽선암(碧鮮岩)에 가 공부하 다. 같이 동거한 지 삼년이 

지났는데 양산백은 축 가 여자라는 것을 몰랐다. 이별할 때 축 가 양

산백에게 ‘모월 모일에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시면 저는 부모님께 제 여동생을 

당신과 결혼시켜 주십사 말씀 드릴 것입니다.’라 약속하니, 사실은 스스로를 

양산백에게 허락하는 것이었다.”79) 후에 양산백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방

문하겠다고 한 날짜를 미뤘다. 그 사이 축 는 마문재(馬文才)와 결혼하게 

되었고, 양산백은 그 사실을 알고 후회하다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다. 이듬해 

축 가 시집가며 양산백의 무덤에 가서 애도하 는데 무덤이 갑자기 갈라

지자 축 는 거기로 몸을 던졌고, 그 속에서 나비 두 마리가 날아올랐다. 

이렇게 남장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던 축 의 시

도는 비극으로 끝이 났다. 이를 축 라는 여인의 작은 반항이 결국은 전통

에 굴복한 것이라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축 라는 여성의 개인적인 바

람은 시 의 요구에 너무나 반하는 것이라,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는 축

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80) 이 이야기의 작가는 이 두 주인공의 비극에 

분노하며 마음속의 복잡한 심정을 나비 두 마리로 표현하 다. 양산백과 축

가 나비가 되어 날아오르는 결말을 통해 남녀 주인공의 행복을 바랐을 

당시 독자들의 요구를 반 하 으나, 한편으로는 그런 요구는 현실적으로 실

현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보여준 것이다. 나비가 되는 결말을 통해 현실에서

는 전통 예고에 굴복하 으나 마음으로는 그것에 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표현하 다. 

당(唐)나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평화를 유지한 안정적인 왕조 으나, 특이

하게도 전통 예교를 엄격하게 숭상하지는 않았다. 그 원인은 당나라의 황족

이 이민족이었던 탓에 한족의 전통 예교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던 것으

出外遊學, 得賢士事之耳.” (張鶴 輯, 《仙蹤記略》, 文玉 刻本, 清光緒六年影印.)

79) “遇 稽梁山伯亦遊學, 遂 偕至宜 善權山之碧鮮岩, 築庵讀書. 同居同宿三年, 而

梁不知爲女子. 臨別, 約梁曰: ‘某月日可相訪, 告父母, 以妹妻君’. 實則以身許之

也” (司馬光, 《家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51쪽.)

80) 周靜書, <《梁祝》“化蝶”成因及其文化意義>, 《寧波大學學報: 教育科學版》, vol. 2, 

1996, 2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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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이런 지배층의 태도로 인해 조정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

되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타 민족과 그들의 문물에 관 한 모습을 보 다. 

또한 민족 간 혼인도 비교적 자유로웠고, 여성의 지위도 상 적으로 높아져 

심지어 일부 집단에서는 여존남비(女 男卑)라는 현상도 나타났다. 일례로 

안록산(安祿山)의 “오랑캐의 풍속은 모친을 부친보다 먼저 생각한다(蕃人先

母而後父).”81)라는 말을 들 수 있는데, 이 말을 통해 당시 일부 집단이나 민

족 사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당 (唐代) 필기(筆記)에는 부모나 친족의 간섭 없이 본인이 스스로 결혼의 

상 를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성의 이혼과 재가(再嫁)도 빈번하게 보

인다. 《개원천보의사( 元天宝遗事)》 권상 <선서창选婿窗>의 내용을 따르면 

이런 기록이 있었다. 당 나라의 재상(宰相) “이임보(李林甫)가 딸이 여섯 명

이 있고 각각 자색이 있었는데, 큰 은혜를 받은 집에서 구혼하 으나 허락하

지 않았다. 임보는 객실의 옆에 방에서 창 하나를 만들었고 다양한 구슬을 

장식하고 비단을 문발을 만들었다. 평일에는 딸들이 창 밑에서 놀라고 시켰

고, 귀족 자제들이 경과할 때 임보는 딸을 불러서 자기 마음을 든 사람을 골

라라고 하 다.”82) 이 사례는 당 나라 때 상류 사회 관직 집안의 여성들이 자

기 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고무된 당나라의 여성은 다른 시기의 여성에 비해 보다 높은 지위

와 더 많은 자유를 얻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향을 받아 당(唐)의 문학에서도 새로운 여성 형상

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남장 여자를 등장시킨 당전기(唐傳奇) 두 작품을 소개

하고자 한다. 하나는 이공좌(李公佐)의 작품 <사소아전(謝 娥傳)>이고,83) 또 

하나는 두광정(杜光庭)의 작품 <규염객전(虬髯客傳)>이다.84) 

이공좌(李公佐)의 <사소아전(謝 娥傳)>은 소매상인의 열 네 살 된 딸 사소

81) 劉晌 等撰, <安祿山傳>, 《 唐書》 卷二百上, 列傳 第一百五十上, 首爾: 景仁文化, 

5369쪽.

82) “李林甫有女六人, 各有姿色, 雨露之家, 求之不允. 林甫厅事壁间, 一横窗, 饰以杂

珠, 幔以绛纱, 常日使六女戏于窗下, 每有贵族子弟入谒, 林甫即使女于窗下自选 可

意 事之.” 范 , <辭雍氏>, 《雲溪友議》 卷中,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33쪽.

83) 李昉 編, 《太平廣記》, <謝 娥傳>, 台灣: 文史哲出版社, 1981, 4030-4032쪽.

84) 李昉 編, 《太平廣記》, <謝 娥傳>, 台灣: 文史哲出版社, 1981, 1445-1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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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謝 娥)가 가족들이 살해당하고 집안의 재산을 모두 강탈당하는 참혹한 

일을 겪은 후 복수를 위해 남장을 한 이야기이다. 사소아는 가족 중 유일하

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홀로 힘들게 유랑하면서도 가족이 살해당한 것을 

잊을 수 없었다. 이후 사소아는 우연한 기회에 가족을 죽인 원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 다음에 소아가 남장을 하여, 

강호에서 돌아다녔다( 后 娥便为男子服, 傭保于江湖间.).”85) 사소아는 남장

을 하여 원수를 죽이고 수십 명의 도적 일당을 체포함으로써 마침내 복수하

고 한을 풀었다. 

사소아(謝 娥)는 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남

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사회적으로 남성의 역할을 수행

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심지어는 기괴한 일이었기에 <사소아전(謝

娥傳)>에서는 사소아가 남장을 하게 된 원인으로 ‘복수’라는 부득이한 상황

을 설정한다. 다시 말해, <사소아전>의 방점은 남장을 경험한 여성 인물 그 

자체에 있기 보다는 복수에 있었다는 것이다. 사소아의 남장은 복수를 위한 

효율적인 도구 을 뿐,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 작품 이

후 ‘복수’라는 소재는 후 의 다수 청 (淸代) 탄사소설(彈詞 說)에서 여

주인공들이 남장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로 종종 등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사소아(謝 娥)는 역경을 극복해 내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남장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맘껏 발휘해 

보고도 이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보려고 한다는 등 새로운 단

계로 넘어가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사소아는 남장이라는 경험을 통해 스스

로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지거나 이를 변화시키려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

론 고전 작품 속 인물이 작중에서 정체성의 변화를 겪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에, 이것은 사소아라는 인물 혹은 이공좌(李公佐)의 한계라기보다는 시 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규염객전(虬髯客傳)>은 수(隋)나라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배경

으로 한다. 홍불(紅拂)은 양소(楊素)의 애첩이었으나 혜안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부러울 것 없는 양소의 첩이었음에도 이정(李靖)을 눈여겨보았다. 어느 

85) 李昉 編, 《太平廣記》, <謝 娥傳>, 台灣: 文史哲出版社, 1981, 4030-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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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밤, 홍불은 남장을 하고 양소를 떠나 이정에게로 가 그에게 몸을 의탁했

다. 또한 홍불은 객잔에서 처음 만난 규염객(虬髯客)이 비범하지 않음을 알아

보고 그와도 범하게 친구의 의를 맺었다. 이후 이정은 이세민(李世民)을 보

좌하여 혼란한 나라를 수습하고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

다. 

홍불(紅拂)은 초인적인 담력과 탁월한 식견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녀는 자

신만의 독특한 정치 안목으로 시  상황과 인물을 명확하게 판단해 내는 통

찰력을 갖추고 있었다.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갖출 만큼 

뛰어난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적으로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으

며 그녀의 공헌은 주로 이정을 통하여 드러났다. 남장을 통해 스스로를 위한 

미래를 개척하기 보다는 이정을 보좌하는 데 그쳤으니, 끝내 사회가 정해준 

“남편을 돕는(相夫)”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것 역시 당나

라의 관련한 제도 때문이다. 비록 여성의 지위와 기타 방면의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 개방적이었지만 전통적인 제도, 예를 들어 재산상속과 혼인 선택방

면에서 법률은 여성에게 제한이 있는 것이다.86)

앞서 언급한 두 이야기 속 여성을 새로운 여성 형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남장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더해 전통 예교에 반항을 해 보았으나, 결국 비극

으로 끝이 나거나 남성에게 자신의 공적을 갖다 바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

만 명 (明代) 단편소설(短篇 說)에는 새로운 남장 여성이 등장한다. 풍몽룡

(馮夢龍, 1574-1646)의 <이수경의결황정녀(李秀卿義結黃貞女)>와 <유소관자

웅형제(劉 官雌雄兄弟)>에는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여성 황선총(黃善聰)과 

유방(劉方)이 등장하 다.87) 두 여성은 남장하고 장사를 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출중한 재능과 경  능력을 드러냈다. 황선총과 유방의 상황은 상당

히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남장하고 부친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가 장사를 도

우며 본인과 가족의 살 길을 도모하 다. 부친이 도중에 병사하자 각자 가업

을 떠받치게 된 둘은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 다. 동업을 통해 장사를 

86) 段塔麗, 《唐代婦女地位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0, 25-116쪽.

87) 馮夢龍, 魏同賢主編, <喻世明 ⋅李秀卿義結黃貞女>, 《馮夢龍全集(第21冊)⋅古今

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1081-1108쪽.; 馮夢龍, <第十卷⋅劉 官雌雄

兄弟>, 《醒世恆 》,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197-216쪽.



제3장 남장여자 형상의 등장과 그 의미

- 35 -

계속하게 된 둘은 이야기의 결말에 가서는 각각 각자의 동업자와 결혼을 하

다. 독특하게도 두 편의 작품 모두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인물보다 임기응

변과 계략에서 더 뛰어나며,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냉정하게 문제를 처

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는 억압된 현실에서 벗어나 

남성보다 지혜로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이밖에도 능몽초(凌濛初, 1580-1644)는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의 

<동창우인가작진, 여수재이화접목(同窗友認假作真, 女秀才移花接木>에서 문

무를 겸비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하는 남장 여자 문준경(聞俊

卿)을 만들어냈다.88) 이 인물의 출현이 변하는 것은, 여성에게 달릴 수 있

는 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통 예교의 속박 때문에 달릴 능력을 잃어버렸다

는 것이다. 더 나아가 소설은 “남존여비(男 女卑)”의 전통 관념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재능을 긍정적인 평가하 다. 작품에서 문준경이 뛰어난 점은 남성

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을 선택하여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전통 예교의 속박을 뛰어넘어, 담하게 스스로 행동했다는 점이

다. 문준경이 남장한 이유는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축 (祝

英臺)처럼 남성과 직접 교류하고 함께 공부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편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 문준경이 축 와 다른 점은 더욱 담하

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으며, 운이 조금 더 좋았다는 점이다. 전

통예교에서는 “남주여종(男主女從)”이라 하여 남성은 선택의 주체, 여성은 

선택의 상이었다. 하지만 문준경은 마음에 든 남자를 몇 명 골랐고, 그들을 

비교하여 더 뛰어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 다. 문준경이라는 인물 형상은 

전통 예법과 혼인 관념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행복을 쟁취하는데, 이를 통

해 현실의 억압이 얼마나 사람을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강력하게 비판하

다.

이지(李贄)는 왕학(王學, 왕양명(王陽明)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여 “동심설

(童心說)”과 “진심설(眞心說)”을 제창하고, 사람의 정상적인 욕망을 긍정하

다. 여성에 한 이지의 진보적인 관념은 능몽초(凌濛初)에 큰 향을 준 것

88) 凌濛初, <同窗友認假作真, 女秀才移花接木>, 《二刻拍案驚奇》, 哈爾濱: 哈爾濱出版

社, 2000, 193-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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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89) 능몽초는 《이박(二拍)》을 편집하게 된 동기 중 하나로 “마음

속에 맺힌 불평을 펼쳐내기(聊舒胸中壘塊) 위해서”라고 했다. 이 불평은 어

두운 현실에 한 작가의 불만을 말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소설에서는 

특히 여성을 옥죄는 전통 예교의 억압에 한 불만을 토로했다.90) 그리고 능

몽초는 다음과 같이 여성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천하의 일에는 불공평한 부분이 좀 있다. 만약에 남자가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다시 재가하면 정절을 잃어 이름과 몸을 더럽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여겨 많은 이들이 헐뜯는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아내가 

죽으면 오히려 마음 로 다시 결혼하고 돈을 써서 첩을 들여,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다시는 언급도 하지 않는데 그가 박정하다 말하는 이는 하나도 

없다. 생전에 집에 있었을 때도 여자는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적고 아주 추

한 일이라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에

는 아내를 버리고 음란한 것을 탐하고 호색하여 창기를 들이는 것을 하지 

않는 이가 없건만 늘 시비를 가리는 이들이 큰 위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

리하여 여자들은 더욱 가련하고 남자들은 더욱 방종하니, 이러한 것 또한 

여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이다.91) 

명 (明代)에는 경제적 번 과 출판업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계층의 사

람들이 출현함에 따라 옛 도덕관념, 특히 정조 관념이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가치 관념이 생겼다. 능몽초(凌濛初)의 작품에서는 젊은이들만 전통에 저항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모님도 그들의 저항을 지지하 다. 가장인 아버지

89) 曹亦冰, <從《二拍》的女性形象看明代後期女性文化的演變>, 《明清 說研究》, vol. 

3, 2000, 89-105쪽.

90) 曹亦冰, <從《二拍》的女性形象看明代後期女性文化的演變>, 《明清 說研究》, vol. 

3, 2000, 89-105쪽.

91) “天下事有好些不公平的所在, 假如男人死了, 女人再嫁, 便道是失節, 玷了名, 汙了

身子, 是個行不得的事, 萬口訾議. 乃至男人家喪了妻子, 卻有憑他續弦再娶, 置妾買

婢, 做出若幹的勾當, 把死的丟在腦後, 不提起了, 並沒人道他薄幸負心做一場說話. 

就是生前房室之中, 女人稍有外情, 便是 大的醜事, 人世羞 . 及到男人家撇了妻

子, 貪淫好色, 宿娼養妓, 無所不爲, 總有議論不是的, 不爲十分大害. 所以女子愈加

可憐, 男子愈加放肆, 這些也是服不得女娘們心理的所在.” 淩蒙初, <滿 卿饑附飽, 

焦文姬生仇死報>, 《二刻拍案驚奇》,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2000, 167-168쪽.



제3장 남장여자 형상의 등장과 그 의미

- 37 -

는 권위적으로 자식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문제에서 자

식의 의지를 존중하 다. 이 소설에서 문준경의 부모는 딸이 주체적으로 혼

인 상 를 결정하는 데 찬성하 을 뿐만 아니라 결혼 문제에서 딸의 행복을 

결혼을 통한 신분의 상승이나 재산의 증식보다 우선하 다. 딸이 스스로 혼

인 상 를 결정했다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반 하기 보다는 

“이것은 비로 남자는 재능이 출중하고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우니 아주 잘 어

울리는구나(這也是郎才女貌, 配得不枉了!)”라고 격려하 다.92) 독자는 이 소

설을 통해 송명이학(宋明理學)과 첨예한 립각을 세울 수 있었다.93) 

문준경(聞俊卿)의 재능은 일반 남성보다 뛰어났으나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

이 과거 시험을 통해 공명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도 결국 규방으

로 돌아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도우며 자녀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삶을 산다. 이러한 결말은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의 

작품 속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걸출한 재능을 보여주었고 여러 방면에서 남

성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소설 속 여성 인물을 통해 사회적으

로는 어느 정도는 여성의 재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으며, 개인적으로는 자

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하는 여성 의식이 발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청 (淸代) 탄사(彈詞)에 와서 남장 여자라는 소재는 더욱 크게 번성하여, 

거의 모든 탄사가 남장 여자라는 소재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을 

출현한 이유는 보고 제2장 제2절에서 이미 언급하 다. 《옥천연(玉釧緣)》, 

《필생화(筆生花)》, 《봉쌍비(鳳雙飛)》, 《금어연(金魚緣)》 등의 작품에서는 애정

과 혼인의 자유, 스스로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 공훈을 세우고 업적

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는 여성 의식의 각성을 보여주었다. 《옥천연》

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모녀가 함께 쓴, 비교적 이른 시기의 탄사 작품으로, 

사옥휘(謝玉輝)와 사상하(謝湘娥) 남매의 이야기이다. 모함을 당한 사옥휘는 

여장을 하고 사상아는 남장을 하여 경성에 들어갔는데, 기회를 얻고 인연이 

92)淩蒙初, <同窗友認假作真, 女秀才移花接木>, 《二刻拍案驚奇》, 哈爾濱: 哈爾濱出版

社, 1993, 268쪽.

93) 盧振傑, <論中國文學中“女扮男裝”母題的嬗變>, 《重慶教育學院學報》, vol. 18(1), 

2005, 16-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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닿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미담의 주인공이 되었다.94) 여성의 재능에 한 언

급도 많은 《옥천연》이지만 여전히 남성이 작품의 중심이었다. 

《옥천연(玉釧緣)》의 주인공들은 감정을 간직하고 인연을 이어가 다음 생애

에 다시 인간 세상에서 만났다. 사실상, 진인각(陈寅恪)은 이 탄사 소설은 

“길고 언어가 마음 로 썼으며, 체계와 구조가 없다(冗长支曼, 殊无系统结

构.).”는 말이 있었다.95) 하지만 이 책이 “ 향이 크고 작가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운문체소설중의 하나이다. …… 더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재생연(再生缘)》의 작작에게 직접적인 항을 주었다. 이야기의 

근원으로써 《재생연》은 《옥천연》의 속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96)

《필생화(筆生花)》도 남장 여자가 위 한 공훈을 세웠다는 이야기이다. 내

용은 《재생연(再生緣)》과 거의 비슷한데 주인공의 이름이 모두 바뀌었으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상에서 차이를 보인다.97) 작가 구심여(邱心如)는 제1

회 서두에서 “《재생연》이 새로 나왔을 때 당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 

다투어 서로 전하 다. 문장과 감정이 완약하고 속되지 않았으며 문장이 풍

류스러워 읽을 만하 다. 이 작품은 모든 탄사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의

도가 좀 잘못되었다. 유연옥(劉燕玉)이 스스로 혼인 사를 정함으로 삼종의 

도를 잃으니, 어떻게 ‘절효부인(節孝夫人)’라는 미칭을 받을 수 있는가? 《여

칙(女則)》에 이르기를 ‘하나의 행동이 실수하면 모든 행동이 잘못되는 것이

다.’라 했다. 그런데 하물며 중매 없이 시집을 갔는데 어찌 현명하다 할 수 

있겠는가? 맹려군은 재능과 절조가 모두 완벽하고 정치와 글쓰기에도 뛰어

나다. 하지만 그는 허물을 택하여 불효하 으니 끝내 저 좋은 천성을 버렸다. 

나는 전에서 맹려군이 관직을 그만뒀다고 하 을 때 부친을 욕되이 하고 

군왕을 속이는 것이 너무 하다고 생각하 다. 참으로 옥에도 티가 있는 것이

다. 예로부터 인간 세상에서 효도가 제일 먼저라 하 으니 이에 내가 이 뜻

을 뒤집어 새로운 어조로 써서 무지함을 몰래 비웃으며 잠시 마음 로 말하

94) 西湖居士 著, 《玉釧緣》,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95) 陳寅恪,  《寒柳 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2쪽.

96) “影响颇大, 它是 早的作 确知为女性的韵体长篇 说之一, ……更为重要的是, 它

直接影响了弹词经典名作《再生缘》的创作, 从故事本源来说, 《再生缘》是《玉钏缘》的
续书。” 鲍震培, 《清代女作家弹词研究》, 南 大学, 박사논문, 2002, 72쪽.

97)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1, 3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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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작가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98) 《필생화》의 

작가는 전통 예교의 입장에서 진단생(陳端生)을 비판하고 그녀의 거만한 여

성독립의식을 바로 잡고 싶어 하 다. 

이상의 내용으로 시 에 따라 남장 여자의 현상과 내용이 살펴보았다. 여

자의 남장은 “남존여비(男 女卑)”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서 여성의식

의 각성까지, 점차 변화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재생연》에서는 전형적인 

남장한 여자가 두 명인 위용아와 맹려군이 나타난다. 위용아는 부친한테 복

수하기 위하여 남장을 하 으며 그 목적을 성취한 후에는 다시 여자 신분으

로 돌아갔다. 이에 비해 맹려군의 형상은 그의 남장하여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상, 감정과 심리가 모두 변화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글의 제4장

에서는 《再生缘》의 이 주요한 두 명 남장여자 형상에 하여 구체적으로 분

석할 것이다.

98) “新刻《再生緣》一部, 當時好 競爭傳. 文情婉約原非俗, 翰藻風流是可觀. 評遍彈詞

推冠首, 只嫌立意負微 . 劉燕玉, 終身私訂三從失, 怎加 , 節孝夫人褒美焉. 《女
則》雲, 一行有虧諸行敗, 何況這, 無媒而嫁豈稱賢? 酈保和, 才容節操皆完備, 政事

文章各擅兼. 但摘其疵何不孝, 竟 那, 劬勞天性一時捐. 閱當金殿辭朝際, 辱父欺君

太覺偏. 實乃美中之不足, 從來說, 人間百善孝爲先. 因翻其意更新調, 竊笑無知姑妄

”. 邱心如, 《筆生花》,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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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과 그 의의

남녀 구분이 엄격했던 중국 고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자유를 누리려

고 하면 남장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부분 여성 

탄사(彈詞) 작가들은 이것을 알아차렸고, 남장이란 소재를 통해 규방 밖 사회

에서 성공을 이룬 여성 인물 형상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요즘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탄사 작품의 시 적 한계는 분명하 다. 바로 남장을 하지 않았더라

면 이 여성 인물들에게는 재능을 펼쳐 볼 기회 자체가 없었을 것이란 것이

다. 하지만 이런 탄사 작품들은 억압된 사회 구조 속에서 신음하던 여성 독

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왜냐하면 이 작품들은 여성에게 부족한 것은 

재능을 펼칠 기회일 뿐, 재능 그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암시는 여성 독자들에게 현실의 불공정함을 새삼스럽게 인식

하고 분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 으며,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의적으

로 또 자의적으로 낮게 유지되었던 자존감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

다. 

본고의 제4장은 《재생연(再生緣)》의 남장 여자 형상 맹려군과 위용아를 중

심으로 분석 상으로 삼았다. 앞으로 여성이 왜 남장을 했는지 이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이러한 행동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제1절 혼인 제도에 대한 거부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크로스 드레싱은 바깥출입에 제한을 받았던 당

시 여성들에게 집에서 나와 바깥세상을 경험하고, 남성과 접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다. 가령 루돌프 엠 데커(Rudolf M. Dekker)와 롯데 시 반 데 

폴(Lotte C. Van de Pol)이 이런 사실에 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것은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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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는 남장은 항해하여 원행하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은 여성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여성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은 

혼인을 피할 구 있는 한 가지 수단이었다.99) 남장을 통해 직접 바깥세상에 

접촉해 본 여성에게 연애와 혼인의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무척 고통스

러운 일이었다. 명청(明清) 소설, 특히 재자가인(才子佳人)을 소재로 한 작품

에서는 부모의 명령과 중매인의 중매를 거부하는 여성 인물들이 빈번히 출

현하 다. 그들은 전통적 혼인제도에 한 불만을 분명하게 표현할 뿐만 아

니라, 남장을 하고 밖에 나가 주도적으로 결혼 상 를 고르려하고 또한 부모

가 원하지 않는 혼인을 강요하면 집에서 나와 도망치기도 하 다. 물론 이런 

작품 속 여성 인물의 관심이 온통 연애나 결혼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재

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공명을 추구할 수 없었던 

당시의 여성에게 있어 결혼은 그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또는 적어도 

개악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재생연(再生緣)》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맹려군이다. 맹려군이 처음 남

장을 하게 된 이유는 원하지 않는 혼인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想當初, 宋朝正值寧宗帝. 송나라 종(寧宗) 때

有二位, 女扮男裝蓋世人. 남장을 한 걸출한 여인이 두 명 있었는데

一個是, 落蕊奇才謝氏女. 하나는 낙양(洛陽)의 재인 사상아(謝湘娥)이고

一個是, 廣南閨秀柳卿雲. 다른 하나는 광남(廣南)의 규수 

류경운(柳卿雲)이다.

具因事急施良計, 모두 환난을 당하여 좋은 계책을 만들어 

接木移花上帝京. 남장하여 경성으로 갔다. 

金榜标名都及第, 두 분이 모두 전시(殿試)에 급제하 으며 

到后来, 团圆骨肉有芳名. 마침 골육과 단원을 이루었고 이름도 세상에 

널리 퍼졌다.

...... …(중략)…
奴若改裝 出去, 만약에 내가 남장하고 도망쳐

學一個, 謝湘娥 柳卿雲. 사상아와 류경운 중 하나를 따르면

99) Rudolf M. Dekker& Lotte C. Van de Pol,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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倘然天地垂憐念, 천지도 나를 가련히 여겨 도와주시어

保佑得, 皇甫全家不受刑. 황보가문 전체가 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那其間, 蟾宮折桂朝天子. 그 사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황제를 배알하자.

方顯得, 繡戶香閨出俊英.100) 그러면 규방에서 출중한 재능이 나왔음이 

분명해지리라. 

남주인공 황보소화(皇甫 華)는 맹려군(孟麗君)과 결혼을 약속하 는데 유

규벽(劉奎壁)의 모함을 받아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유규벽은 원성종(元成宗)

의 권위를 등에 업고 맹려군을 아내로 얻고자 하 지만, 마음이 이미 황보소

화에게 향해 있는 맹려군은 유규벽과 같은 간사한 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사상아(謝湘娥)처럼 남장을 하고 집에서 떠날 것을 결심하 다. 이때의 맹려

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피하고, 황보소화 가문을 형벌에서 구하

기 위해 남장을 하고 밖으로 나간다. 당시만 해도 맹려군은 혼인 자체에 

한 거부감이 없었고,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혼자의 가문을 구하

고 싶다는 동기로 남장을 감행하 다. 

若得時來逢際遇, 만약에 운을 얻어 귀인을 만나면

奴好把, 金花雙插上烏紗. 나는 오사모에 금화를 쌍으로 끼울 수 있을 

것이다.

那時宗祖增光彩, 그 때가 되어 조상께 광채를 더하고

方顯我, 一點真心爲 華. 내가 한 점의 진심으로 황소보화를 위했음이 

드러나리라.

望乞先人憐此志, 바라 건데 조상께서 이 뜻을 가련히 여기시어

姣娥白璧免沾瑕.101) 아름다운 백옥에 먼지가 묻지 않게 하소서.

맹려군(孟麗君)은 남장 후 여러 변화를 겪었다. 과거 시험에 통과해 상서

(尙書)가 되고 승진하여 마침내 재상(宰相)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맹려군은 혼인을 “부모의 명령이요, 중매쟁이의 말이라(父母之命, 媒妁

之 )”고 생각했으며, 일부다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 다. 남장 초기 맹려군

100) 위의 책, 129쪽.

101) 위의 책,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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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장한 자신과 결혼한 여인을 데리고 황보소화

에게 시집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102)

하지만 맹려군(孟麗君)이 재상에 올라 황보(皇甫) 가문을 위해 복수한 후 

황보소화(皇甫 華)가 유연옥(劉燕玉)과 자발적으로 혼약을 맺은 것을 알게 

된다. 이 때 맹려군은 황보소화의 입장을 고려하며 양보하는 듯 했지만 사실

은 이미 결혼 자체에 한 회의적인 시각을 조금 드러냈다. 그래서 맹려군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미루고 신 황보소화가 어떻게 행

동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103) 여기서 맹려군의 사상은 점차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아낼 수 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 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인

즉 자아가치의 발견의 문제인 것이다. 

이후 원성종(元成宗)이 황보소화(皇甫 華)와 유연옥(劉燕玉)의 결혼을 하

명하자 맹려군(孟麗君)의 생각은 또 변하 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吾爲當世奇才女, 나는 당 의 뛰어난 재녀(才女)인데

豈作無羞這等人. 어찌 부끄러움 없이 이런 사람이 되겠는가?

自此安然居相位, 지금부터 편안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

不得, 孝心未盡盡忠心. 효심을 다하지는 못하더라도 충성을 다하며,

調和鼎鼐君臣職, 군주와 신하의 직분을 천천히 조화시키고

燮理陰陽佐聖君. 음양(陰陽)을 잘 다스려 군주를 보좌하지 않을 

수 없다.

何 嫁夫方爲要, 어찌 남자에게 시집가는 도리를 중요히 

여겨야만 할까?

就做個, 一朝賢相也傳名.104) 한 시 의 현명한 재상이 되어 명성을 

남겨야겠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맹려군(孟麗君)이 결혼에 해 가졌던 생각이 완전히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남장을 막 시작했을 때의 맹려군에게 남장은 임시적 

102) 위의 책, 142쪽.

103) 위의 책, 381쪽.

104) 위의 책,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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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었다. 남장을 통해 유규벽(劉奎壁)을 피하고, 황보소화(皇甫 華)의 집

안을 돕고, 결국에는 여성으로 돌아와 황보소화와 가정을 꾸려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얻는 것이 맹려군의 막연한 목표 다. 하지만 그녀는 남장을 통해 실

로 놀라운 경험을 했고 결혼과 여성의 삶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 다. 왜 여

성은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 왜 한 남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다투어야 하는

가? 황보소화는 맹려군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적인 남편감이 아니

었다. 그렇다면 그런 남자를 위해 지금 재상으로서 자신이 누리는 것을 버려

야만 하는 것일까? 결혼 후에는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다른 여자와 다투어

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맹려군을 고민하게 했고, 급기야는 본래 수단으로 

생각했던 재상의 직분을 평생의 업으로 삼는 것에 해 생각하게 되었다. 

“부위처강(夫爲妻綱)”, “종일이종(從一而終)” 등의 전통적인 관념은 결혼이

라는 제도를 통하여 여성을 단단히 옭아매고 있었다. 그리고 맹려군(孟麗君)

은 남성으로서 규방 밖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 현실에 차차 눈 뜨게 되었다. 

그리고 맹려군은 다시 한 번 결혼이란 무엇인지에 해 생각하게 되었다. 

爹娘呵, 世人說做了婦道家, 아버지, 어머니, 세상 사람이 말하길 시집을 

가면

隨夫榮辱. 남편의 광과 치욕이 곧 부인의 것이 된다고 

하더군요.

想當初孩兒不避風塵, 당시에 딸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全身遠走, 멀리 나가

也算 皇甫門中同受患難了. 황보(皇甫) 집안과 환난을 함께 했어요.

今日伊家烘然而發, 이제 그의 가문은 불이 붙은 듯 일이 잘 

풀리고 있지만

孩兒倒不在乎 他同享榮華. 딸은 그와 함께 화를 누리는데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麗君雖則是裙釵, 나 려군(麗君)은 비록 여자로 태어났지만,

現在而今立赤階. 지금은 붉은 계단에 섰고,

浩蕩深恩重萬代, 넓고 깊은 은혜가 만 에 쌓 다.

惟我爵位列三台. 오직 내 작위만 삼공(三公)과 나란히 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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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 必要歸夫婿, 어찌 반드시 남편에게 돌아가야만 할까?

就是這, 바로 이런데

正室王妃豈我懷? 정실(正室) 왕비(王妃)가 되는 것을 내가 마음에 품을까?

況有那, 宰臣官俸嵬嵬在, 하물며 재상의 녹봉이 높으니

自身可養自身來.105) 나는 스스로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시기의 맹려군(孟麗君)은 황보소화(皇甫 華)와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

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스스로의 생계를 꾸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버지니아 울프

는 자신의 표적인 작품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에서 “소설을 

쓰려고 하는 여자에게는 반드시 돈과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

데,106) 맹려군은 이 때 이미 자신의 돈과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남편

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여성의 삶은 이

제 더 이상 그녀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다. 

맹려군(孟麗君)의 남장은 부모나 사회제도의 압력에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독립적 여성주의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107) 그리고 명청(明清) 시기

의 문학 작품에서는 여성 인물의 남장을 소재로 자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남장이 가진 이중적 의미를 잘 표현해냈다. 작품 속 남장 여인들의 재능 그 

자체는 여느 남성 못지않았으며, 남장을 통해 사회적인 업적을 이룬 이 여성 

인물들을 통해 여성주의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남장을 해야만 사회적인 활동과 성공이 가능했으며, 남장을 더 이

상 못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여성은 그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성

공을 잃어야만 했다. 이 점에서는 남장이라는 소재가 오히려 남성이라는 사

105) 위의 책, 607쪽.

106) “A woman must have money and a room of her own if she is to write fiction.”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OUP Oxford, 2015, 2쪽.)

107) “혼인관에서 여성주의의 첫 번째 물결이 주장하는 관점은 가부장제가 여성들을 
압박하는 것에 반 하고 여성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것을 지지하
는 것이다.…… 그들은 일부일처제의 합리성을 주장하 고 혼인상황의 좋고 나
쁨의 정도를 행복여부의 기준으로 보았다. (在婚姻觀上, 第一次浪潮的女性主義

反 家長制 婦女的壓迫, 主張女性的獨立自主, 持 愛自由. …… , 他們依然

持一夫一妻制的合理性, 把婚姻狀況的好壞當作人幸福 否的標志.)” (譚永, <論女

性主義婚姻觀的發展曆程>, 《商業文化(上半月)》, vol. 10, 2011,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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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성별의 중요성을 강조⋅강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여성의 남장이라는 

소재는 여성주의의 맹아로도 해석될 수 있음과 동시에 가부장제의 강화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복수를 위한 발분도강(發憤圖强)

《재생연(再生緣)》 속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 했다. 

남장을 통해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표

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임박한 어려움을 피한 이들에게 남은 목표는 이

제 복수를 통해 자신의 삶은 원래 로 돌려놓는 것이 되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3장 3절

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장여자 소재를 사용하여 여주인공의 복수를 다룬 문

학작품들이 등장하 다. 남장을 하면 여성이지만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통 문학 작품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들은 보통 다른 존재

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거하려 했다.108) 여성들은 억울할 때 

“일단 울고, 안 통하면 난리를 피우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목을 맨다

(一哭二鬧三上吊).”는 속담이 만들어져 널리 쓰일 정도로, 전통 사회에서 여

인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없애버리려 하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109)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었을 것이나, 이런 수동적 여성의 모습은 문학 작품 속에 차용됨으로써 확  

재생산의 과정을 거쳤다. 여인이라 사회적으로는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서가 아니라, 여인이라면 응당 이런 방식으로 억울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혹

108) 《聊齋誌異》 권2의 <聶 倩>에서 여 주인공 소천( 倩)은 서생(書生) 채신(寧

采臣)의 도움을 받아 요괴(妖怪)의 순을 탈출하 다.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聊齋誌異》,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107-111쪽.)

109) 《紅樓夢》  44회에서 왕희봉(王熙鳳)이 자기 남편 가련(賈璉)이 다른 여자와 부적
절한 남녀관계를 맺은 것을 알게 된 후에 난리를 피우었다는 사례가 있다. (曹

雪芹, 高鶚 著, 《紅樓夢》, 長沙: 嶽麓書社, 2006, 294-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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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해결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복수는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식 중 하나이며, 자신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

한 상 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해를 돌려주는 행위이다. 관용을 베풀고 넘

어갈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힘이든 누군가의 도움이든 복수를 위해서는 힘

이 필요하다. 전통적 여성상은 처음부터 복수를 바라지 않거나, 복수를 바라

는 경우에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남성에게, 권력자에게,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호소하고 그들의 힘에 기 어 복수를 하려고 한다. 하

지만《재생연(再生緣)》 속 여성 인물들은 복수를 위해 스스로 힘을 기른다. 

《재생연(再生緣)》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맹려군이다. 하지만 위용아

(衛勇娥)라는 인물도 고찰해볼 가치가 있다. 위용아 또한 맹려군처럼 남장을 

선택하여 규방 밖으로 나간다. 위용아가 맹려군과 다른 점은 산적 두목이 되

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집은 원래 장수 집안으로 어렸을 때 모친이 돌아가셔

서 숙부 에서 자라며 여러 무예를 익혔다. 부친이 황보장군과 함께 모함을 

당하게 되자, 부친에 연루되어 붙잡히고 싶지 않아 남장을 하고 도망쳤다. 본

래는 절강에 있는 친척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했으나, 온주(溫州) 취 산(吹臺

山)을 지날 때 한 무리 강도를 만났다. 위용아는 이 때 자신의 뛰어난 무예로 

산적 두목을 죽 는데, 이를 본 다른 산적들은 그녀의 위용에 감복하여 그녀

를 왕이라며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후 위용아는 산적 두목을 하

면서 부친을 위해 복수하기로 한다. 

아래는 위용아(衛勇娥)가 산적 두목이 된 과정을 보여준다.

皇甫督台因奉旨, 사촌 고모부 황보독 (皇甫督臺)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表姑夫, 薦奴家父共征東.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었는데, 부친을 

추천하여 함께 갔다.

父親只爲家資薄, 부친은 집에 재산이 적다고 여겨 

意中要, 幹立功名再顯榮. 공을 세워 다시 출세하고자 하 다. 

不道中途慘遭禍, 하지만 모함을 당해 

家君 , 督台同陷外邦中. 부친과 고모부는 모두 다른 나라에 

억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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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嬸娘叔父雖然好, 숙부와 숙모는 좋은 분들이셨으나

事到疑難不肯容. 이런 일이 생기자 나를 더는 감싸주지 

못하 다. 

俺本是, 生長 門奇女子, 나는 본래 장군 가문에서 자란 특별한 

여인인데

豈甘束手等鋼鋒. 어찌 기꺼이 추포 당하기를 가만히 

기다리겠는가? 

便同 仆名尤慎, 그래서 남장을 하고 우신(尤慎)이라는 늙은 

하인과 함께

女扮男裝去避凶. 도망쳐 환난을 피했다. 

…… …(중략)…
年 家人遭此故, 연로한 가족들은 이러한 재난을 당하자 

全仗我, 有才女子自調停. 나에게 의지하 고 재녀(才女)인 나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 다.

恐防諸寇生他意, 여러 도적이 혹시 딴 마음을 먹을까

女扮男裝不透風. 내가 남장한 여인이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았다.

道寡稱孤如帝王, 나는 제왕과 같은 호칭을 썼고, 

禮賢下士作英雄. 부하를 현자나 웅 하듯 존중하 다.

部前 士心俱服, 부하들은 모두 내게 복종하며 

都說道, 定要真龍奪假龍. 진정한 용이 가짜 용이 가진 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한다고 말했다. 

因此在山多安 , 그래서 나는 산에서 안락하게 지내며

廣招豪傑制 鋒. 널리 호걸을 부르고 무기를 만들었다. 

立心要破朝鮮國,110) 조선국을 격파하고 부친의 원수를 갚아

好報親仇暢此胸.111) 이 마음을 후련하게 하리라 결심했다.

위용아(衛勇娥)는 자기 손으로 부친을 위해 복수를 하리라 결심했다. 그걸 

110) 조선: 원(元)나라시기에는 “고려”라고 칭하 지만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청(淸)나라시기로서 당시에 직접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명칭을 
직접 작품에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111) 위의 책,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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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남장을 하고 도망치던 중 산적 두목이 되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위용아가 단순히 겉에 한 꺼풀 남성의 옷을 입었을 뿐인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위용아가 처하는 상황은 전쟁환경과 비슷하다. 발레리 아르 호치키

스(Valerie R. Hotchkiss)는 쟌 다르크(Jeanne D’Arc) 에 해서 논할 때, 전쟁

에서 여성들이 남장하면 더 편하게 행동할 수 있고 남성과 함께 지내는 것도 

유리하다고 언급하 다.112)

안 맞는 옷을 입고서는 연약한 알맹이를 숨기려 전전긍긍하는 신 위용

아는 자신만만했고, 그녀의 외모에는 위엄이 넘쳤다. 아래는 남장을 한 위용

아의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다. 

黃金凱甲身中掛, 황금 갑옷을 몸에 입고 

紮額平分龍兩條. 이마 가운데를 나눠 두 갈래로 머리를 묶었다.

金線細盤紅箭袖, 금색 비단 끈으로 붉은 소매를 묶고,

征衣輕罩錦雲袍. 군복으로 구름을 수놓은 비단 옷을 감쌌다.

粉底烏靴斜踹足, 분홍색 밑창이 달린 까만 신발을 신고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瓊田寶帶半垂腰. 구슬이 달린 보석 허리띠를 허리에서 반쯤 

늘어뜨렸다.

左邊暗佩青鋒劍, 왼쪽으로는 청풍검(青鋒劍)을 차고

右首明懸金背 . 오른쪽 어깨에는 금배도(金背 )를 맸다.

結束鮮明奇打扮,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기이한 복장을 한

生成英偉美豐標.113) 아름다운 웅의 모습이었다.

위용아(衛勇娥)의 모습에서는 부득이하게 남장을 하게 된 여인의 어색함이 

없었다. 아름답고 우람한 모습을 보며 황보부인도 다음과 같이 경탄했다. “이

렇게 나 아름답고 위엄 있는 사람이 어찌 녹림에 뿌리를 내렸는가. 호걸의 

기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제왕의 형상도 겸비하고 있다. 혹시 원 나라의 운

이 끊어지려 하여 흥하고 망하는 운이 새 시 를 열 패자를 정한 것일

112) Valerie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p.53.

113) 위의 책,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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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114) 황보부인의 안목이 아주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원나라의 일품

부인으로서 여러 귀인을 보아 온 황보부인의 눈에도 위용아는 범상치 않게 

보 다. 

아래는 황보소화(皇暜 華)와 황보소화의 누나인 황보장화(皇暜長華)의 어

머니인 황보부인(尹良貞)이 남장을 하고 산적 두목이 된 위용아를 만난 후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我想適才頭目語, 방금 산적 두목의 말을 생각해보니,

要 吾女獻成婚. 내 딸을 바쳐 결혼하게 해 달라는 것 같아.

今觀這位山中主, 지금 이 산적 두목을 보니

配得我, 親生嬌女膝前人. 곱게 기른 내 딸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

想當初, 長華落草多佳兆, 생각해보니 장화가 태어날 때 좋은 징조가 

많았지.

滿室香風仙 鳴.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고, 신선의 음악소리가 

울렸지.

況復生成如后貌, 하물며 장화의 모습에는 황후의 풍모가 

엿보이고,

參差猶是未聯婚. 혼기가 찼는데 아직 약혼자도 없지.

今朝山寨逢英傑, 이제 산채에서 웅을 만났으니

莫是姻緣在此人. 이 사람이야말로 인연이 아니고 뭐겠어.

他若果然成好事, 이 산적 두목이 정말 성공할 수도 있으니

妾身只得就應承. 나는 그의 요구에 응하는 수밖에. 

招兵買馬居山寨, 두목은 병사와 말을 모아 산채에 머무니

有一日, 圍困燕京討佞臣. 언젠가는 수도를 포위하고 간신을 벌할 수도 

있어.

若得報仇和雪恨, 집안의 원수를 깨끗이 갚으면,

那時解甲 明君.115) 그 때는 갑옷을 벗고 명군을 섬길 거야.

위풍당당한 위용아(衛勇娥)의 모습을 보며 황보부인은 심지어 자신의 딸을 

114) “看他如此美豐神, 豈是根基在綠林. 不但生成豪傑貌, 更兼還有帝王形. 莫非元運

應該絕, 正出 亡定霸人.” (위의 책, 103-104쪽.)

115) 위의 책,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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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아에게 아내로 주고, 위용아의 도움을 받아 사병을 모집하고 말을 사 간

신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며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 다. 위용아의 겉모습

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남성으로서, 산적 두목

으로서 위엄이 넘쳤다. 

위용아(衛勇娥)의 이런 위풍당당한 모습은 스스로 힘을 길러 자신의 힘으

로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겠다

는 위용아의 결심은 남장한 그녀를 남자 중의 남자, 웅호걸처럼 보이게 했

다. 상류층 출신 황보부인이 보기에도 그랬고, 오랜 세월 산적질을 하며 잔뼈

가 굵은 산적들이 보기에도 그랬다. 복수를 위해 스스로 발분도강(發憤圖强) 

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위풍당당한 외모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된다. 위용아

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산채에서 드러낸 능력 이외도, 그녀가 부친을 구하기 

위해 조선까지 동정을 해서 복수하는 과정에서도 막강한 개인적 능력을 보

여주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위용아가 오로지 자신 개인의 

힘을 통해 복수의 목적을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전용문의 한국여성 웅소설 연구에 따르면 여주인공 웅화의 필요

에 따라서 “음조 웅형(阴助英雄型)”, “일시만장 웅형(一时男装英雄型)”, 

“남장 웅형(男装英雄型)”과 “남성지배 웅성(男性支配英雄型)” 등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남장 웅형(男装英雄型)”의 여주인공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남장하여 직접 적과 전하여 그들의 용을 보여주는 것이

다. 위용아가 이 특징과 비슷한 점이 있다.116) 

이제 맹려군(孟麗君)의 복수에 해 이야기해보자. 아래는 맹려군이 아직 

남장을 결심하기 전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倘若夫家俱被害, 만약 남편의 가문이 모두 해를 당한다면

孟麗君, 何妨做了報仇人. 나 맹려군이 복수자가 된들 어떠리?

奴若不, 轟轟烈烈為奇女, 내가 만약 장렬한 기세로 특출난 여인이 되지 

않을 거라면,

要此才華待怎生.117) 이 재능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야?

116) 전용문, 《한국여성 웅소설의 연구》, 서울: 목원 학교출판부, 1996, 25-27쪽.

117) 위의 책,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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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려군(孟麗君)은 유규벽(劉奎壁)과 결혼하기 싫어 남장하여 도망치기로 

한 후 황보소화(皇暜 華)의 가문을 위해 복수하기로 한다. 아직은 맹려군 자

신에게 복수를 할 만한 힘은 없다. 하지만 맹려군은 자신에게 그만한 힘을 

얻을 만한 재능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도망친 후 과거 시험을 봐 관

리가 되려 한다. 이 힘을 얻은 것이 점점 변화해졌다.

다음은 맹려군이 남장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상서가 된 후, 황제가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하자, 맹려군이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다.

當今國內良 , 현재 국내에는 뛰어난 장수가 많지 않으니

倒不如, 拜請君王掛榜招. 황제께 방을 붙여 인재를 구하면 어떠냐고 

청하는 건 어떨까.

聖旨一傳天下曉, 성지가 천하에 알려지면,

芝田或 到皇朝. 황보소화가 황제가 계시는 이 수도로 올 수도 

있어.

果然皇甫郎君至, 정말 황보소화가 오면,

也放他, 建功立業把仇消. 그가 성공하여 원수를 갚도록 하자.

公私兩盡惟如此, 공과 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면 이 

방법뿐이야.

我何妨, 就在君前奏一遭. 더구나 황제 앞에 상소 한 장 올리면 되는 

거니까 해봐도 좋을 것 같아.

找來 華來闕下, 황보소화를 찾아 궐로 오게 하고 

也是我, 提攜天主上雲霄. 나는 황제를 도와 하늘로 오르자.

願夫隨我心中志, 약혼자인 황보소화가 내 마음 속 뜻을 따라

免使英雄久避 .118) 오랜 도망 생활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맹려군은 조정의 관리로서 여러 정보에 접할 수 있었다. 마침 조정에 인재

가 필요해지자 맹려군은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를 떠올린다. 맹려군의 계

획 로 황보소화가 조정에 돌아와 공을 세운다면, 황보소화의 억울함을 풀 

118) 위의 책, 277-2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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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이렇게 맹려군은 자신의 재능으로 관직을 얻었고, 관직을 통해 얻

은 정보로 복수 계획을 세운다. 발분도강(發憤圖强)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복

수를 한 것이다.

다음은 맹려군(孟麗君)의 계획 로 공을 세운 황보소화(皇暜 華)에 의해 

유규벽(劉奎壁)의 음모가 드러나 유규벽과 유규벽의 부친이 감옥에 갇힌 후, 

부친이 아들인 유규벽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萬般起事多因此, 세상만사에는 원인이 있다더니,

一旦遭殃久爲伊. 하루아침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게 된 건 네가 

오래 전에 한 짓 때문이야.

早知 袍原不中, 그 활쏘기 시합에서 과녁을 맞추지 

못했으면서

爲什麼, 傷天害理 玄機? 왜 천리를 해치며 나쁜 술수를 부린 거냐?

竟非皇甫爭人配, 결국에는 황보소화가 네 짝을 빼앗은 게 

아니라,

反是癡兒奪友妻. 오히려 네가 친구의 아내를 뺏으려 한 거라니.

我在皇都難細曉, 나는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몰랐으니

怎知 語盡皆虛. 네가 하는 말이 전부 거짓인 줄 알았겠니?

千方百計依隨你, 그래서 모든 수단을 써서 네 뜻을 이뤄주려 

했다.

到今朝, 報應臨頭要喪身.119) 이제와 보니 업보가 돌아와 몸을 해치는 구나.

맹려군(孟麗君)의 복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그 결과 유규벽(劉奎壁)과 유

규벽의 부친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규벽의 부친

은 이 일을 인과응보(因果應報)라며 하늘의 섭리로 여겼다는 것이다. 

아래는 남장한 맹려군(孟麗君)과 결혼한 맹려군의 아내가 유규벽(劉奎壁)

의 집안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119) 위의 책, 379-3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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咳, 這叫做天網恢恢, 疏而不漏. 이런게 바로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고 

성글지만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구나.

當年我若嫁奸人, 만약 당시에 내가 유규벽 그 간신에게 시집을 

갔더라면

今日相同下獄中. 지금은 그들과 같이 감옥에 갇혔겠지.

報說午時三刻了, 사형 집형 시간이 되면 

一個個, 法場斬首血流紅. 하나씩 하나씩 형장에서 목이 잘려 피가 붉게 

흐를 것이라고 들었다. 

幸虧立意投池死, 다행히 당시에 뜻을 굳게 하고 연못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기에, 

免得清名一旦空.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꼴을 면했다. 

難得朝廷憐孝義, 조정이 효(孝)와 의(義)를 가련히 여겨 

公私立斷佞和忠. 공과 사, 충신과 간신이 분명하게 가려졌다. 

三年兩變真奇怪, 삼 년 사이에 두 가지 기이한 변화가 

있었으니, 

一處亡時一處隆.120) 한 집안이 망할 때, 다른 한 집안은 흥했다.

맹려군(孟麗君)의 아내도 유규벽(劉奎壁) 집안의 몰락을 하늘의 섭리로 여

겼다. 유규벽의 부친이나 맹려군의 아내는 황보소화 집안의 복수에 맹려군이 

관여했음을 몰랐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늘의 뜻처럼 

여겨졌다.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의 활동에 기 어 

결과를 해석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맹려군이라는 인물의 특출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맹려군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하늘의 뜻이라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수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을 길렀고, 그 힘을 사용하여 복수를 완수하 다. 맹려군은 복수를 위

해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하나를 이

루어나가는데, 여기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그의 재능은 절  남성에 못지 않

는 것이다. 

다음은 황보소화(皇暜 華)가 황제에게 유규벽(劉奎壁)을 제외한 유씨 집

안의 다른 사람들을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맹려군(孟麗

120) 위의 책, 380쪽.



제4장 《재생연(再生緣)》 속 남장 여자 형상의 구현 양상과 그 의의

- 55 -

君)이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呵唷東平, 아, 황보소화야! 

好一個做義夫的東平王了!121) 의로운 황보소화야!

父母之仇竟是忘, 부모의 원수를 결국 잊고

隨朝保奏懇君王. 조정에서 원수 집안의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황제께 하다니.

劉侯夫婦蒙恩赦, 유규벽의 부친과 모친은 은혜를 입어 

석방되고,

半月中, 奉旨成婚入洞房. 보름 만에 황제의 명으로 딸 유연옥을 

황보소화와 결혼시켰다.

守義一端忘卻了, 한 끝단의 의로움은 지켰으나, 부모의 원수는 

잊었다.

可見得, 男兒容易變心腸. 이로써 이 남자의 마음은 쉽게 변함을 알 수 

있다. 

幸虧前 吾多智, 다행히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총명하여

力勸芝田娶繼房. 먼저 황보소화에게 유연옥을 둘째 아내로 

맞으라고 권했었다.

如若其時無主意, 만약 당시에 내게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면, 

今朝懊悔也徒然.122) 지금에 와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황보소화(皇暜 華)는 공을 세우고 돌아과 복수를 할 절호의 기회를 맞는

다. 하지만 유규벽(劉奎壁)의 여동생인 유연옥(劉燕玉)을 사랑하게 된 황보소

화는 유규벽을 제외한 유씨 집안 사람들을 구하려고 한다. 겉으로는 황보소

화가 복수를 한 셈이니 그에게 유씨 집안을 위해 사면을 청할 권리가 있었

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맹려군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맹려군에

게 있어 황보 집안을 위한 복수는 그녀 자신의 일이었으며, 그녀 자신의 공

로 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맹려군은 허탈함을 넘어서 화가 났다. 왜냐하

121) 동평왕: 황보소화가 조선을 이긴 후에 돌아가자 황제가 그에게 “동평왕”의 칭호
를 하사하 다.

122) 위의 책,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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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성공적이어야 할 자신의 복수에 황보소화가 끼어들어 반쪽의 복수로 만

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장한 여인의 한계가 드러난다. 맹려군(孟麗君)은 발분도강(發憤

圖强)을 통해 복수를 완성했다. 하지만 맹려군이 자신을 도왔음을 모르는 황

보소화는 맹려군과 상의 한 마디 없이 황제께 원수 집안을 구해 달라 요청한

다. 맹려군이 남장하지 않고 여성인 그 로의 자신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다. 맹려군은 자신의 힘으로 복수를 이루었으나 이것을 당당히 밝히고 황보

소화와 소통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약자 던 여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 있는 존재에게 호

소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본절 앞의 부분에서 언급한바 

있듯이 《요재지이(聊齋志異)》의 섭소천(聂 倩)과 《흥루몽(红楼梦)》의 부분 

여성형상들은 불행을 당하면 모두 외적인 힘에 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

다. 하지만 《재생연(再生緣)》 속 여성 인물들은 힘 있는 존재에게 자신의 

문제를 신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했고, 발분도강(發憤圖强)을 통해 이 다짐을 현실로 만들었다. 바로 이 

점이 《재생연》이 여타 작품에서의 남장여자 형상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자아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비

교적 앞서 나간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취했던 여성상에서 벗어난 흥미로운 인물 형상이다. 

제3절 욕구의 변화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 Maslow's hierarchy of needs에 따르면 자아의 실현은 

가장 상위 단계의 욕구이다.123)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고 

하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된 후에야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고 

123) Huitt⋅Wiliam, Maslow's hierarchy of needs, Educational psychology interactiv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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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물론 매슬로의 이론은 각 욕구 단계의 구분이 모호하다거나, 인간이 

이론 로 욕구를 차례로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례가 제시됨에 

따라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인간의 행동 동기를 학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려 

한 기초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재생연(再生缘)》의 맹려군(孟丽君)은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조금 욕구

를 보인다. 각 단계의 욕구 경계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는 매슬

로의 욕구 단계설이지만, 맹려군의 달라진 욕구를 이해하는 데 이 이론은 상

당히 유효한 도움을 제공한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의 초반에 맹려군이 남장

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존경의 욕구 내지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위해서

다.124) 하지만 이야기의 후반에 가면 맹려군은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

(皇暜 華)나 부모님, 심지어는 황제와 갈등을 빚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

의 길을 가고자 한다. 

황제가 맹려군(孟麗君)과 유규벽(劉奎壁)의 혼인을 명하자, 약혼자인 황보

소화(皇暜 華)의 집안이 변고를 당해 맹려군이 시집을 가지 못할까봐 걱정

이 많았던 맹려군의 부친은 맹려군을 유규벽과 결혼시키려 한다. 아래 인용

문은 이 때 맹려군이 부친과 모친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장면이다. 

呵呀爹娘呀, 아, 아버지, 어머니!

兒亦今當十六春, 딸은 이제 열 여섯이 되어

閨幃大體也分明。 규방의 도리를 알게 되었어요.

縱然聖旨難回覆, 비록 성지를 물릴 수는 없겠지만,

我完一命保全名。 저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명예를 지키겠어요.

孟氏麗君雖不孝, 저 맹려군은 비록 불효하게 되겠지만,

豈堪叫, 爺娘門第失清聲。 어찌 부모님과 가문이 명성을 잃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今朝明示其中故, 이제야 부모님께서 제가 유규벽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건,

124) 이 점은 프르투 엠 데커(Rudolf M. Dekker)와 롯데 시 반 데 폴(Lotte C. Van de 

Pol) 언급한 내용에 따라 17세기 전쟁시기의 유럽에 많은 여자들이 남장하여 자
신의 명예를 위하여 싸웠다. (Rudolf M. Dekker& Lotte C. Van de Pol,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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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是雙親愛女恩。 두 분께서 이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奉告一 無別意,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孩兒是, 待時守節重聲名.125) 이 딸은 그저 절개를 지키고 이름을 드높일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맹려군은 이야기의 초반부터 자신의 뜻을 부친에게 전달하는 데 망설임이 

없는 당찬 여성이었다. 맹려군은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를 위해 평생 독

수공방하겠다거나, 심지어 목숨을 버려서라도 명예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

를 보인다. 원 부터 여성의 정조에 한 장려제도를 설치하 는데 이는 명

청 시기에 까지 계속 유지하여 존재하 다.126) 이 때문에 맹려군이 아직 정

조는 여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오는 강한 의

지의 동기는 황보소화와 결혼하기로 한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명예

를 위해 부친의 뜻에 반 하고 나섰으니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에서 말하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보다 존경의 욕구가 더 컸다고 할 수 있을까? 맹려군이 

결혼을 거부하고 도피하 을 때, 그녀는 아직 중국 전통 여덕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욕구 사이의 경계는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이 경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아직은 맹려군에게 있어, 자기 자신보다는 약혼자인 황보소화 그리고 그와의 

약속이었다는 것이다.

맹려군(孟麗君)은 결국 유규벽(劉奎壁)과의 결혼을 피하려 남장을 하고 집

을 나간다. 본장 제2절에서 위용아의 남장한 모습을 설명하 는데 맹려군이 

남장을 한 후 변화한 자신의 모습에 한 내용이 작품에서도 묘사하 다.127)

125) 위의 책, 127쪽.

126) Susan Mann,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23.

127) “유가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품위 있게 입으니 멋진 군자처럼 보인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를 신선이라 할 것이다. 당시의 류경운(柳卿云)과 
사상아(謝湘娥)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여인이었으나 멋
진 품위가 있어 각각이 봉황을 타고 신선이 되어 선계에 들어갈 것 같았다(儒巾

雅服倍翩翩, 誰道相逢不是仙. 當日卿雲和謝女, 可能如此美容顏. 想她們, 身爲女

子多瀟灑. 一個個, 跨鳳登仙及洞天.).” 위의 책,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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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을 한 후 맹려군(孟麗君)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부득이하게 

시작한 남장이었으나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신선처럼 멋있다. 《재생연

(再生緣)》의 마지막에 가면 맹려군은 다시 여인의 신분으로 돌아가길 거부하

게 된다. 어쩌면 남장한 자신의 모습이 멋있다며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서부터 맹려군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맹려군은 재능도 뛰어났다. 다음의 사례는 맹려군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태후의 병을 잘 치료한 내용이다.128) 전국에서 선발

되어 궁에 모인 어의들도 태후의 병을 치료하지 못해 황제는 조정의 신들

에게 명의를 추천하라고 말한다. 그만큼 태후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는 뜻이

라 신들은 감히 태후의 병을 치료해 보겠다며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남장

한 맹려군(孟麗君)을 사위로 맞이한 양승상은 이 어려운 자리에서 입을 연다. 

다음은 양승상의 말이다. 

臣婿翰林修撰酈君玉,129) 제 사위 한림수찬(翰林修撰) 여군옥(酈君玉)이 

頗知醫道. 의술에 통달합니다. 

臣門一宅適遇不安, 제 집안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지면 

俱是酈君玉看視. 모두 여군옥에게 가 진료를 받습니다. 

128) “지금은 짐이 한창 태후를 잘 모셔야 할 시기이나 오히려 모후께선 몸이 불편
하시다. 아들로서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마는 안타깝게도 모후를 치료할 
인재가 없다. 여러 신들께선 오늘 함께 이 일에 해 이야기해 보고 추천할 
만한 명의를 짐에게 불러주시오. 관직에 있든 평범한 서민이든 의술에 통달한 
사람이면 되오. 관직에 있는 자가 모후를 치료한다면 작위를 올려 주고, 짐이 
그를 국사(國士)처럼 우할 것이오. 평범한 서민이 모후를 치료하면 관직을 내
리고 수도에서 관직생활을 하도록 해 줄 것이오. 여러 현명한 신들이여 꼭 상
소를 올리시오. 짐이 즉시 그에 따라 약을 짓도록 할 것이오. 황제가 조정에서 
말을 마치자 모든 신들은 함께 절을 했다. 그저 황태후를 위해 의사를 추천하
는 일이었으나 다들 감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는 자가 없었다. 이 때 양승상
(梁丞相)이 황제를 배알하니,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열어 황제에게 말을 했다
(正當奉養慈親日, 聖體無如反欠安. 爲子之心寧不痛, 苦無良士治娘娘. 諸卿今日

同相議, 可薦名醫見朕躬. 不論官員和士庶, 只 通達諸岐黃. 官宰治痊加顯爵, 朕

他, 待如國士降恩光. 民人醫好加衣祿, 給一個, 帶前程在帝邦. 諸位賢卿 保

奏, 寡人立刻配良方. 朝廷座上傳宣畢, 卿相齊齊伏殿旁. 只爲薦醫皇太后, 俱皆不

敢奏岩廊. 當時拜倒梁丞相, 首開 啟聖王.).” 위의 책, 260-261쪽.

129) 맹려군이 남장한 후에 이름을 여군옥(酈君玉)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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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 , 有彼同年何 伯近染傷寒, 게다가 저와 같은 해 과거에 급제한 

하흥백(何 伯)이 최근에 독감에 걸려 심하게 

앓았는데

醫士盡皆回絕. 의사들이 모두 거절하 습니다. 

臣婿不信, 親自去看, 제 사위는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직접 가서 

보더니

下了三四劑藥, 약을 서너 번 처방했고, 

今已輕可如故. 이제 하흥백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然雖如此, 臣亦不敢擅薦, 그럼에도 신은 감히 제 사위를 함부로 

추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惟願聖心裁奪, 오로지 폐하께서 결정하시길 바라며 

冒瀆上奏.130) 감히 상소를 올립니다. 

이 부분을 통해 맹려군의 의술(醫術)이 고명함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뛰어난 개인적 능력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양승상이 집에 돌아가 이 일을 맹려군에게 말하자 맹려군이 

여기에 반응하는 장면이다.

明 微笑欠身云, 맹려군은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薦 深蒙岳父情. “저를 추천해 주신 장인 어르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婿即當赴宮內, 그러면 사위는 당장 궁으로 가 

以觀病體重和輕. 태후의 병세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縱然未熟岐黃術, 비록 제가 의술에 정통하지는 못합니다만, 

斷不致岳父身當錯薦名.131) 장인 어른께서 사람을 잘못 추천했다는 말을 

듣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맹려군(孟麗君)은 남장을 하고 과거에도 급제하고 결혼도 한다. 맹려군의 

남장은 어찌나 자연스럽고 장인인 양승상(梁丞相)은 자신의 벼슬길에 어려움

130) 위의 책, 261쪽.

131) 위의 책, 260-261쪽.; 장원(狀元): 맹려군이 과거시험을 쳐서 장원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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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황제 앞에서 사위를 추천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맹려군은 난색을 표하거나 망설임 없이 태후의 병을 치료

하겠다며 입궁한다. 여인의 신분을 숨기려고 부득이하게 남장을 한 사람의 

행동이라기에는 당돌한 감이 없지 않다. 어쩌면 맹려군은 이미 자신이 남장

한 여인이라는 사실은 잊어야 되는 것이다.

자신의 재능에 한 자신감에 더해 태후의 병을 치료하여 공을 세우고 싶

다는 존경의 욕구에, 장인의 기 에 부응하겠다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 등의 

동기를 가지고 맹려군은 입궁을 한다. 다음은 태후의 병을 치료하여 황제에

게 상을 받고 궁을 나가면서 맹려군이 혼잣말을 하는 장면이다.

明 轎內端然坐, 맹려군은 가마에 단정히 앉아서

吐氣揚眉心自歡。 뿌듯한 표정으로 속으로 기뻐했다.

我本深閨一弱女, “나는 본래 깊은 규방 속의 약한 여인인데, 

竟能夠, 三元及第拜天顏。 해원(解元), 회원( 元), 장원(壯元) 급제 후 

황제를 배알했다.

今朝復任尚書位, 이제 다시 상서(尚書)의 자리에 올랐으니

也算得, 世上裙釵第一人。 세상 여인 중 최고라 할 만하다. 

何 洞房花燭夜, 그렇다면 반드시 화촉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까?

安心且做幾年官。 몇 년 편안히 관직에 있자. 

九重丹陛皇恩重, 황궁의 붉은 섬돌에서 황은을 무겁게 

입었으니

做一個, 赤膽忠心保國臣。132) 일편단심으로 보국하는 신하가 되어야겠다.”

태후의 병을 고쳐 조정에 공을 세운 맹려군(孟麗君)은 득의양양해 하며 집

으로 돌아간다. 이 부분에서부터 맹려군은 여인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는 것

에 해 의문을 가진다. 남장을 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데로부터 만족감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남장을 한 채

로 관직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후 맹려군은 재상의 자리에까지 

132) 위위 책,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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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데, 다음은 맹려군이 제상이 된 후의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다. 

咳! 我乃深閨女子, 아! 나는 깊은 규방의 여인이었는데

怎麼奇奇巧巧忽有今日之榮. 어찌 기이하게도 갑자기 오늘의 명예를 얻게 

되었을까. 

連中三元133)入翰林, 해원(解元), 회원( 元), 장원(壯元) 급제하여 

한림(翰林)에 들어갔다가

飛升兵部到槐廳. 승진하여 병부(兵部)에 갔다가 다시 재상이 

되어 괴청(槐廳)에 오게 되었다. 

胞兄草詔余爲相, 내 친 오라비는 나를 재상으로 임명한다는 

조서를 쓰는 관직에 있고

榜同年尚未升. 같은 해에 급제한 동료들은 아직도 승진하지 

못했다.

況又我身還是女, 하물며 나는 여인이니 

這一番, 驚人事業算奇聞.134) 이 일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기이한 

소식이다.

재상이 된 맹려군은 본래 여인이었던 자신이 재상이 된 데 놀라워하며 기

뻐한다. 게다가 자신의 오라비나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동료들에 비해서

도 자신의 승진은 빠르기에 더욱 기쁘다.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어 기쁜 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기에 더욱 만족감이 크다. 자

신의 재능으로 이룬 업적을 바라보며 맹려군은 타인에게 기 지 않고 본인

의 힘으로 사는 기쁨을 만끽한다.

황보소화(皇暜 華)는 재상이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약혼녀 맹려군(孟麗

君)이라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린다. 맹려군이 황보소화의 상소문 

내용을 들은 후 혼자 생각하는 장면이 있다.135) 조정에서 황보소화(皇暜 華)

133) 三元: “향시(鄕試)⋅회시( 試)⋅전시(殿試)”에서 잇달아 “해원(解元)⋅회원(

元)⋅장원(狀元)”으로 수석 합격하다.

134) 위의 책, 406쪽.

135) “나와 황보소화 너는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어찌 경솔하게 황제께 말씀드린단 
말인가. 설령 내가 누군지 알았다 하더라도 나와 상의했었어야지. 왜 기다리지 
않고 조정에 바로 고한단 말인가. 한 장의 상소문을 황제께 올리다니. 황보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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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맹려군(孟麗君)보다 아랫사람이다. 맹려군이 먼저 조정에 들어왔고 맹려

군이 황제에게 요청해 조정 밖에서 인재를 구했기에 황보소화는 비로소 조

정에 들어올 수 있었다. 관직에 올라 자신의 재능을 맘껏 펼치는 삶에 만족

을 느끼고 있던 맹려군은 자신의 원래 신분을 밝히려는 황보소화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화를 낸다. 아래는 맹려군이 황보소화의 상소문을 찢어버리

고, 조정에서 황보소화를 훈계하는 장면이다. 

紫袖一扯拿起本, 자줏빛 소매를 휘두르며 상소문을 잡아채어

嗤嗤嗤, 連聲幾響 撕開. 북북 소리가 여러 번 나도록 찢어버렸다.

巍然站在金鑾殿, 위풍당당하게 금란전(金鑾殿)에 서서 

眼看著, 忠孝王爺把手抬. 황보소화를 보고 손을 들어 그를 가리켰다.

呵呀忠孝王, “아! 충효왕아! 

你怎麼這樣荒唐? 네 어찌 이런 황당한 짓을 한 게냐?

我是你個 師, 나는 네 스승인데, 

如何竟戲 起來! 어찌 이렇게 나를 희롱한단 말이냐! 

…… …(중략)…
蓋世功名莫自誇, 설령 세상을 다 덮을만한 공을 세우고 명예를 

얻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輕行妄 就多差. 경거망동하면 신세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劉門榜樣今猶在, 유씨 집안의 예가 아직 앞에 있다. 

你休 , 忠孝清名去學他. 너는 충효라는 맑은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배우지 말아라.” 

酈相 完容發怒, 맹려군이 화난 얼굴로 말을 마치고

勒了勒, 紫羅袍袖挺烏紗. 자줏빛 관복을 단정히 잡아매고 오사모를 

단정히 했다.

正顏厲色金階立, 화난 얼굴을 하고 계단 위에 서서

唬倒王親一 華. 황보소화를 겁먹게 만들었다.

너는 기세로 나 맹려군을 괴롭히려 하는구나. 아, 황보소화야! 내가 너에게 이
런 멸시를 당해야 한다니! 이제 도리를 따져보고, 네 유치함을 혼내주어야겠다
(我今 你是師生, 怎便輕輕奏了君. 就曉也該觀個實, 如何不等出場中. 一 表奏

元天子, 你竟是, 以勢來欺孟麗君. 阿, 忠孝王, 我酈明 豈是被你藐視的! 今朝論

個理兒, 也該制服制服你的 年心性.)!” 위의 책, 679-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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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려군(孟麗君)은 조목조목 황보소화를 몰아붙이는데, 그녀의 맹렬한 분노

는 황보소화를 놀라게 했다. 이는 처음 맹려군이 남장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상한 장면이다. 왜 남장을 하고 유규벽과의 혼인을 피했던가? 왜 황보 집

안의 복수를 도왔던가? 모두 다 유규벽의 모함으로 황보 집안이 몰락하기 이

전으로 돌아가 황보소화와 결혼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황보소화

가 맹려군의 원래 신분을 밝히고 그녀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린 것

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왜 맹려군은 황보소화의 상소문에 이렇게나 화가 났

을까? 그건 맹려군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맹려군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

상 여인으로서 명예를 지키며 원래의 약혼자인 황보소화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다.

맹려군은 조정에서 자신의 본래 신분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맹려군

의 모친은 말하는 내용이 있다.136) 맹려군(孟麗君)의 모친은 맹려군을 원망하

고 심지어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남장을 하고 계속 

관직에 있고 싶은 딸의 마음을 알 리 없는 모친은 전통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딸을 이해하지 못한다. 맹려군에게 닥친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보소

화는 꾀병을 부려 맹려군이 진료하러 자신의 집에 오게 한 후, 고의로 맹려

군의 유모를 맹려군과 만나게 한다. 이에 맹려군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신분

을 부인하고, 아래와 같이 말한다.

呵唷, 真真好計! “아, 정말 묘책입니다!

國丈, 君侯, 무헌공과 네가

都是這般足智多 的, 이렇게나 꾀가 많다니, 

今日下官拜服了! 저는 아주 감복했습니다! 

136) “어찌 이런 불효한 딸을 낳았을까? 헛되이 뱃속에서 키우고 낳았더니 모진 마
음을 가진 웬수 구나. 작위를 탐해 황궁에 거하며 권력에 빌붙어 황제를 섬기
다니. 부모가 키워 준 고생은 생각지 않고, 부부 간에는 여전히 구분이 있다는 
것도 생각지 않으니. 그 녀석은 결국 이런 은혜와 도리를 버리고, 어미도 아비
도 없다 우기는구나. 이런 것을 딸로 인정해서 뭐할까? 나는 이제부터 다시는 
그 것과 이야기하지 않겠다. (怎麼生出這樣不孝女兒! 枉枉懷胎養下他, 實是個, 

狠心狠意惡冤家. 貪圖爵位居皇閣, 倚仗 權事翠華. 全不念, 父母劬勞何等苦. 全

不念, 夫妻伉儷尚然差. 他竟是, 絕情絕義丟開去, 他竟是, 無父無母咬定牙. 如此

女兒還要甚? 妾身也, 從今不語這冤家.)” 위의 책, 761쪽.



제4장 《재생연(再生緣)》 속 남장 여자 형상의 구현 양상과 그 의의

- 65 -

就此相辭要轉家,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真正是, 下回不敢到潭衙.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여기 못 오겠습니다.” 

明 訖匆匆別, 맹려군은 말을 마치고 총총히 나가려 했다. 

武憲王, 色變心驚一把拉. 그러자 무헌공의 안색이 변하며 맹려군을 

잡아 끌었다. 

…… …(중략)…
呀, 罷了! “아, 됐습니다! 

忠孝王是病人, 충효왕(忠孝王)은 아픈 사람이고, 

奶奶是坤道, 유모는 여인이니, 

下官也一概不計 了. 제가 그들과 시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酈相 完息下嗔, 맹려군은 말을 마치고 노기를 거둔 후 

了 , 紫羅袍袖出房門. 자줏빛 옷자락을 펄럭이며 방을 나갔다.137)

맹려군(孟麗君)은 먼저 황보소화의 꾀에 응한다. 황보소화(皇暜 華)는 

맹려군의 유모를 이용해 맹려군의 원래 신분을 폭로하려고 했다. 하지만 맹

려군은 냉소적으로 황보소화의 얕은 수작을 비꼬며 오히려 상 방을 난감하

게 만든다. 초반의 맹려군이라면 황보소화와 황보소화의 부친과 친 한 관계

를 맺고픈 애정과 공감의 욕구에 흔들려 이렇게나 냉소적으로 그들을 비판

하고 단호하게 그들의 집에서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맹려군

은 달라졌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 나

가고픈 자아실현의 욕구가 맹려군을 움직인다. 

다음으로 맹려군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찾아간다. 아래는 맹

려군이 부모님과 만나 자신이 왜 원래 신분을 회복하고 싶지 않은지 설명하

는 장면이다. 

孩兒已到三臺位, 딸은 이미 삼공(三公)의 자리에 올랐는데

怎麼好, 幾載重新改女裝? 어찌 다시 여인의 옷을 입는 것을 

감당하겠어요? 

況且未知君喜怒, 하물며 폐하께서 좋아하실지 화내실지 

모르는데 

137) 위의 책, 817-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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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何冒險便傳揚? 어찌 이 일을 퍼뜨리는 모험을 감행하겠어요?

若還天子龍顏怒, 만약 폐하께서 분노하시면 

我死還 累爹娘. 제가 죽는 건 물론이려니와 부모님께서도 

연루되세요. 

爲此立心權不認, 그래서 부모님의 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결심한 거예요. 

並非是, 貪圖名利負高 .138) 명리를 탐내 부모님을 배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다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부모님과 

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애정과 욕감의 욕구와 충돌하고 있다. 맹려

군(孟麗君)은 여인의 신분으로 돌아가 전통사회의 다른 여성들처럼 남편에게 

의지하여 살고 싶지 않다. 여기를 보면 이제 맹려군의 생각이 점점 다르고 

있는 것이다. 발레리 아르 호치키스(Valerie R. Hotchkiss)에 따르면, 여성이 

남장하여 남성 신분으로 변하면 개인이 사회, 문화와 자신의 의식 등에 다한 

인지들까지도 신분 변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발생할 수도 있다.139) 

하지만 이미 전통적인 성별 관념에 사로잡힌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맹려군은 황제를 기만한 죄를 함부로 폭로했다가는 모두가 벌을 받

을 것이라며 부모님을 설득한다. 물론 이 와중에도 맹려군은 자신의 재능이 

삼공(三公)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남을 어필하며 이런 재능을 가지로 다

시 규방으로 돌아가야겠느냐며 반문한다. 

맹려군은 이렇게 부모님을 잠시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 한 소문

은 조정에서 끊이질 않는다. 맹려군은 자신의 원래 신분에 한 논란이 끊이

지 않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今日微臣謝赭袍, “오늘 저는 관복을 벗겠습니다. 

荷蒙枉用再當朝. 헛되이 조정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實指望, 年時節勤王事. 실제 제가 바라던 것은 젊어서는 폐하를 위해 

138) 위의 책, 605쪽.

139) Valerie R. Hotchkiss, Clothes make the man — Female Cross Dressing in Medieval 

Europ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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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實指望, 練精神盡壯勞. 실제 제가 바라던 것은 노련해지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再不想, 眾口一時傳怪語.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실 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再不想, 風波四野起邪謠. 사방에서 사악한 소문들이 퍼질 줄은 생각 못 

했습니다.

念微臣, 涓埃未報皇恩重. 생각해보니 저는 미약하여 폐하의 큰 은혜에 

아직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念微臣, 犬馬當酬聖澤高. 생각해보니 저는 폐하의 높은 은혜에 

부응하기 위해최선을 다했습니다. 

今日掛冠辭駕後, 오늘 제가 관직을 그만둔 후 

請明君, 撥賢重襲紫羅袍. 폐하께서는 인재를 발탁하여 자줏빛 옷을 

다시 입게 하십시오.”

…… …(중략)…
明 訖變蓮花, 맹려군이 말을 마치고 관복을 벗자, 속에 입은 

하얀 옷이 드러났다.

袖三呼別翠華. 맹려군은 소매를 들어 세 번 절하고 황제에게 

작별을 고했는데 그 모습은 다음과 같았다.

烈烈轟轟寬玉帶, 장렬하게 허리띠를 벗고 

赫赫挺烏紗. 위풍당당하게 오사모를 꼿꼿이 세워 썼다.

金翅轉, 紫袍斜, 금색 장식물은 벗어났고, 자줏빛 옷은 

흘러내렸다. 

立脫朝衣要返家.140) 이렇게 맹려군은 관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해진 맹려군(孟麗君)은 자신의 신분에 한 소문으로 

조정이 시끄러워지자 관직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맹

려군에게는 이제 여성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그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사느니, 설령 재상직에서 물러나게 되더라도 이 기회에 자

신의 결백을 확실히 해 두고 싶었다. 그래야 이 소문이 잠잠해지고 나면 다

140) 위의 책, 7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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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직에 오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맹려군은 재상직에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서 쉬던 맹려군은 병이 

났는데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맹려군의 병문안을 왔다. 아래는 맹려군의 병

문안을 온 황제와 맹려군이 화하는 장면이다. 

呵, 酈相賢卿, “아, 현명한 재상이여,

你是聰明慧黠之人, 그 는 총명한 사람이라 

知道朕躬之事. 짐이 왜 직접 왔는지 반드시 알 것이오. 

既寬罪重復加恩, 짐은 이미 그 의 큰 죄를 용서해주고 또 

은혜를 베풀었소. 

可 賢卿 愛卿. 이는 신하를 존경하고 아낀 것이라 할 만 

하오. 

在相位, 手握大權宜正己. 그 는 재상의 자리에 있을 때 큰 권력을 

쥐었음에도 또한 스스로 바르게 행동했소. 

作王妃, 便當婉 合君心. 왕비가 되면 마땅히 온순하게 내 뜻에 따라야 

할 것이오. 

揀萬死, 그 는 만 번 죽어 죄를 저질렀으나 

得重生,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소. 

報王家再造恩. 그러니 그 는 반드시 내가 베푼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오. 

況復敕 妃子位, 하물며 왕비의 자리에 봉하니, 

婦人家, 嫁夫如此亦爲 . 여자로서 황제에게 시집가는 것은 존귀한 

일이오. 

呵, 賢卿, 你休違我命. 아, 현명한 재상이여, 내 명령에 거역하지 

마시오. 

入禁承恩作貴妃, 황궁에 들어가 은혜를 입고 귀비가 되면 

朕 汝, 相親相愛不分離. 짐과 그 는 다정하게 지내며 헤어지지 않을 

것이오. 

…… …(중략)…
酈相一聞如此語, 맹려군은 이 말을 듣고도 

他竟是, 漠若渾然不相聞. 마치 못 들었다는 것처럼 침착했다. 

無懼怯, 沒羞慚, 무서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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止襟懷坦坦然. 거동도 속마음도 담담했다. 

也不答, 敕令貴妃從 否, 귀비로 봉한다는 데 순응도 거절도 하지 

않았고, 

也不謝, 恩寬大罪若爲 . 큰 죄를 사해 준다는 황제의 말에도 감사하지 

않았다. 

容莊重, 貌安閑, 표정을 진지하게 하고 태도는 편안하게 한 후, 

良久抬身 聖 . 좀 있다가 몸을 일으켜 황제에게 말했다. 

感謝皇上天高地厚之恩, “폐하의 넓고 깊으신 은혜와 

特宣聖諭. 특별한 명령에 감사드립니다. 

念微臣業重罪深, 신의 죄가 무거운 것을 생각할 때 얼마 남지 

않은 목숨으로 

殘喘敢望重生? 어찌 다시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只臣實是 華妻, 그저 신은 원래 황보소화의 아내로서 

易服爲男乃著緋. 남장을 하고 관복을 입었을 뿐입니다.

待罪保和丞相職, 죄를 지은 몸이나 뜻을 지키기 위해 재상이 

되었습니다. 

竟不料, 難 睿監此形軀. 제 신분을 알아보실 황제의 현명함에서 

도망가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既經敗壞毋他議, 이미 죄가 발각되었으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微臣是, 原伏天誅待罪宜. 신은 폐하의 형벌을 받고 마땅한 죄 값을 

치르길 바랐습니다. 

敢是聖恩加寵了, 그러나 생각지 못하게도 폐하의 은혜는 

총애를 더하시어 

乃欲 , 臨刑罪惡敕爲妃. 형벌을 받을 죄인을 왕비에 봉하려 하십니다. 

寒灰複焰終成燼, 식은 재에서 다시 불꽃이 일길 바라도 결국은 

재뿐이고, 

枯木生華盼望非. 마른 나무에서 꽃이 피길 바라도 꽃은 피지 

않을 것입니다. 

有姻盟難奉詔, 예전에 내리신 혼인 명령도 받들지 

못했습니다. 

伏惟王命降 臾. 엎드려 바라건  제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 

容臣妾上陳情表, 신에게 진술서를 써 올릴 시간을 주시면, 

限臣在, 三日之中奏袞衣. 삼일 이내에 폐하께 상소문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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陛下大恩無以報, 폐하의 큰 은혜는 제가 갚을 길이 없으니, 

臣死後, 銜環含血願爲駒.141) 제가 죽은 후에 입에 구슬을 물고 피를 머금고 

망아지가 되어서라도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맹려군(孟麗君)이 여인임을 알게 된 황제는 맹려군에게 자신의 왕비가 될 

것을 명령한다. 하지만 맹려군은 황제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 황제의 왕비가 

존귀한 자리이긴 하지만 여인으로 돌아가 황제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긴 

마찬가지이다. 존경의 욕구가 강했더라면 왕비라는 고귀한 자리에 혹해 황제

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강했더라면 자신

을 아끼는 황제의 기 를 저버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니, 만약 이런 욕구가 

강했더라면 훨씬 전에 이미 황실의 인척이자 조정에 공을 세운 황보소화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맹려군을 움직이는 동기는 자신의 힘으

로 길을 개척하며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고 삶에 보람을 느끼는 자아 실

현의 욕구이다. 맹려군의 욕구는 변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여자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재생연(再生緣)》의 작가 진단생(陳端生)은 맹려군(孟麗君)이 황제의 명령

에 불복하여 피를 토하는 것으로 《재생연》을 끝마친다. 아니, 끝마치지 못하

고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맹려

군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장을 하고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자신

의 길을 걸어 본 여인이 다시 규방으로 돌아가 발을 묶고 절룩절룩 걸어야 

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맹려군은 이미 생겨버린 자아실현의 욕구를 

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존경의 욕구나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주로 가져야 할

까? 상위 단계의 욕구를 가져보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본 

사람에게 다시 하위 단계의 욕구 충족만 가능한 삶을 살라고 할 수 있을까? 

형벌로 그 사람을 위협하고 강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설

득하여 진심으로 그런 삶을 원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야기의 초반에 

맹려군의 부친이 맹려군을 유규벽(劉奎壁)과 결혼시키려 했을 때, 맹려군은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했다. 맹려군의 인물 성격상 위협에 굴복하여 자

141) 위의 책, 965-9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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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뜻을 꺾을 리가 없었기에, 진단생은 맹려군을 죽이거나 혹은 그녀를 설

득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만 했다. 하지만 진단생은 맹려군을 설득하는데 실

패했고 《재생연》은 미완의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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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청  건륭연간 진단생(陳端生)의 탄사소설 《재생연(再生緣)》을 

연구 상을 삼았다. 본고에서는 먼저 고 로부터 명청 에 이르기까지 남장

여자 현상의 출현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고, 명청 에 이르러 남장여자를 주

제로 한 문학작품이 성행하게 된 현상에 주목하 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의 

배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 다. 본고에서는 《재생연》에 나타난 남장여자인 

맹려군(孟麗君)과 위용아(衛勇娥)라는 두 주인공에 한 집중적인 분석을 바

탕으로 이런 형상의 중요성과, 이 여성들이 보여준 자립성에 해 고찰하

다. 

본고에서는 《재생연》의 저자와 창작배경을 소개하 으며, 심층적 의의를 

담은 남장여자 형상의 구현 양상과 그 의의를 분석하 다. 첫 번째는 원치 

않는 결혼에서 도망치기 위해 남장을 하게 된 여성 인물에 해 다루었다. 

이 때 맹려군은 황보(皇甫) 가문을 음해한 유(劉) 가문에 시집가고 싶지 않아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갔다. 초반 맹려군의 이런 모습은 이후 결혼 자체에 회

의를 가지고 황보소화(皇甫 華)와의 혼인마저 거부하게 되는 후반의 모습과 

확연히 비된다. 그러나 후에는 남성의 삶을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눈을 뜨게 된다. 

두 번째는 남장한 여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복수하기 위해 발분도강(發憤

圖强)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위용아(衛勇娥)는 유규벽(劉奎璧)의 가문에 의해 

누명을 쓴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산적 두목이 되

었다. 무예에 능통했던 위용아는 자신의 능력으로 군 를 인솔하여 부친을 

구하고 복수를 완성하 다. 또한 맹려군은 약혼자인 황보소화의 가문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 다. 먼저 과거 시험을 통과하 고, 황보소화가 조정

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황제께 자신의 생각을 상주하 다. 맹려군의 도움으

로 황보소화는 장군이 되어 결국 유규벽에게 복수하고 자기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 다. 

세 번째는 맹려군의 욕구 변화에 해 살펴보았다. 맹려군은 이야기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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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됨에 따라 각기 다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매슬로의 욕구단

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하위단계의 욕구와 상위단계의 욕구로 구분

될 수 있으며, 인간은 하위 단계에서 상위 단계의 순서로 욕구를 충족하려 

한다. 맹려군은 초반에 존경의 욕구 내지는 애정과 공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그러나 후반의 그녀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약혼자인 황보소화나 부모

님, 심지어는 황제와 갈등을 빚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맹려군의 욕구가 존

경의 욕구와 애정과 공감의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로 변한 것이다.

본고는 《재생연》의 창작배경 및 내용에 해 소개하 고, 남장여자 현상이 

역사 기록과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논의하 다. 또한 《재생

연》 속 남장여자 형상의 구현 양상을 분석하 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독

자는 더 용이하게 《재생연》이란 작품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남장 여자라는 소

재에 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 74 -

참고문헌

1. 원전 및 주석서

진단생 저, 이재홍, 김 , 박재연 교주, 《재생연 상권》, 이회문화사, 2004.

진단생 저, 장경남, 이재홍, 김  교주, 《재생연 하권》, 이회문화사, 2004.

班昭, 《女誡》, 《蒙養書集成》(二), 西安: 三秦出版社, 1990.

不題撰人, 魏武揮鞭, 《麟兒報》,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2011.

曹雪芹, 高鶚 著, 《紅樓夢》, 長沙: 嶽麓書社, 2006.

陳端生 著, 趙景深 主編, 劉崇義編校, 《再生緣》, 鄭州: 中州書畫社, 1982.

範 , 《雲溪友議》 卷中,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範曄撰, 《後漢書》, 北京: 中華書局, 1965.

房玄齡 等, 《晉書》, 北京: 中華書局, 2012.

馮夢龍, 《醒世恆 》,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馮夢龍 編, 《警世通 》,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2.

馮夢龍 編, 《醒世恆 》, 海口: 南海出版公司, 2002.

馮夢龍 編, 《喻世明 》,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7.

馮夢龍, 魏同賢主編, 《馮夢龍全集(第21冊)⋅古今 說》,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李昉 編, 《太平廣記》, 台灣: 文史哲出版社, 1981.

李延壽, 《南史》, 北京: 中華書局, 1983.

李贄, 《焚書⋅續焚書》, 北京: 中華書局, 1974.

李贄, 《李氏文集⋅初潭集》,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00.

淩濛初, 《初刻拍案驚奇》,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2000.

淩濛初, 《二刻拍案驚奇》, 哈爾濱: 哈爾濱出版社, 2000.

劉熙注, 畢沉疏證, 王先謙補, 《釋名疏證補》, 北京: 中華書局, 2008.

劉晌 等撰, 《 唐書⋅輿服志》, 北京: 中華書局, 2000.

劉向, 楊家駱 主編, 《晏子春秋集釋》, 台灣: 鼎文書局印行, 1977.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五行志》, 北京: 中華書局, 1975.

蒲松齡 著, 朱其鎧 主編, 《聊齋誌異》,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邱心如, 《筆生花》,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4.



참고문헌

- 75 -

司馬光, 《家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湯顯祖, 《牡丹亭》,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95.

魏武揮鞭, 《宛如約》, 北京: 中國經濟出版社, 2011. 

西湖居士 著, 《玉釧緣》,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7.

徐渭 著, 周中明校注, <女狀元辭凰得鳳>, 《四聲猿》,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張鶴輯, 《仙蹤記略》, 文玉 刻本, 清光緒六年影印.

張文修編著, 《禮記⋅內則》,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5.

褚人獲, 《隋唐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2. 단행본

Bray, Francesca. Gender and technology: Women, science, and technology. New 

York: Routledge, 2013.

Connell. Raewyn W.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4.

De Beauvoir, Simone (HM Parshley trans.). The Second Sex. Harmondsworth: 

Penguin, 1972.

Dekker, Rudolf M. & Lotte C. Van de Pol, The Tradition of Female Transvestism.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9.

Ellis, Havelock. Studies in the Psychology of Sex. New York: Random House, 

1936.

Fausto-Sterling, Anne. Myths of gender: Biological theories about women and men. 

New York: Basic Books, 2008.

Finnane, Antonia. Speaking of Yangzhou: A Chinese City, 1550-185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4.

Fong, Grace S. & Ellen Widmer (eds.). The Inner Quarters and Beyond: Women 

Writers from Ming Through Qing. Leiden: Brill, 2010.

Garber, Marjorie. Vested Interests: Cross-dressing and anxiety. New York: 

Routledge, 1997.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Hotchkiss, Valerie R. Clothes make the man — Female Cross-Dressing in 



《재생연(再生緣)》 속의 남장 여자 형상 연구

- 76 -

Medieval Europe.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6.

Huitt⋅Wiliam, Maslow's hierarchy of needs, Educational psychology interactive, 

2004.

Levy, Michael, I. (ed.). Encyclopedia Britannica: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s. 

New York: Rosen Educational Services, 2010.

Mann, Susan.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Mou, Sherry J. (ed.). Presence and Presentation: Women in the Chinese Literati 

Tradi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Weatherford, Jack. Mongol Queens-How the Daughters of Genghis Khan Rescued 

his Empire. New York: Broadway Paperbacks, 2010.

전용문, 《한국여성 웅소설의연구》, 서울: 목원 학교출판부, 1996.

정출헌,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서울: 소명출판, 2003.

阿英, 《彈詞 說評 》, 北京: 中華書局, 1937. 

鮑曉蘭主編, 《西方女性主義研究評介》, 上海: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5.

鮑震培, 《清代女作家彈詞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8.

波伏娃, 《第二性》, 北京: 中國書籍出版社, 1998.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北京: 商務印書館, 1998.

陳寅恪, 《寒柳 集》,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鄧 軍 等, 《漢魏六朝詩鑒賞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1992.

段塔麗, 《唐代婦女地位研究》, 北京: 人民出版社, 2000.

方立天, 《中國佛教 傳統文化》,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3.

賀桂梅, 《女性文學 性別政治的變遷》,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4.

黑格爾, 《美學》, 北京: 商務印書館, 1979.

胡士瑩, 《彈詞寶卷書目》,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胡文楷, 《歷代婦女著作 》,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蔣瑞藻, 《 說 證⋅附續編拾遺》, 上海: 古典文學出版社, 1957.

李銀河, 《女性主義》,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05.

魯迅, 《中國 說史略》, 北京: 商務印書館, 2011.

毛海瑩, 《江南女性民俗的文學展演研究》, 北京: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5.

施之紀 , 《清高宗實 選輯》, 台北: 台灣大通書局印行, 1964.



참고문헌

- 77 -

譚正璧, 《中國女性文學史》,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1.

王純飛, 《中國性別理論 女性文學批評》, 北京: 社 科學文獻出版社, 2014.

吳爾夫著, 賈輝豐譯, 《一間自己的房間》,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3.

謝無量, 《中國婦女文學史》, 北京: 中華書局, 1933.

袁行霈, 《中國文學史》,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3.

章培恒⋅駱玉明, 《中國文學史(下)》, 上海: 複旦大學出版社, 1996.

章学诚, 《文史通义⋅书教下》, 北京: 文物出版社,1985.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北京: 東方出版社, 1996.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4.

3. 학위논문

Bender⋅Mark Allen. <Zaisheng yuan and Meng Lijun; Performance, Context, and 

Form of Two Tanci>.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5. 

Marina H. Sung. <The Narrative Art Tsai-sheng-yuan: A Feminist Vission in 

Traditional Confucian society>. Ph.D diss, University of Wisconcim, 1988.

최어진, <고전 장편소설의 복장전환화소 연구>, 서울 학교, 석사논문, 2013.

陳渠蘭, <陳寅恪論《再生緣》>, 四川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耿佳佳, <論《再生緣》在中國古代女性文學史上的地位>, 重慶工商大學碩士學位論

文, 2009.

黃曉霞, <論《再生緣》>, 天津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雷霞, <江南女性彈詞 說創作研究>,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李秋菊, <彈詞《再生緣》結局新析>, 湘潭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梁麗丹, <試論古典戲曲中的女扮男裝現象>, 廈門大學, 博士論文, 2006.

魯薇, <清代 說中女扮男裝現象研究——以男女作家作品比 爲探討中心>, 河北師

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羅微, <古代漢族女性服飾研究>, 中央民族大學碩士學位論文, 2003. 

王海榮, <《再生緣》中女扮男裝模式的淵源 拓展>, 上海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魏淑贇, <明清女作家彈詞 說 明清社 >,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14.

張俊, <《再生緣》三論>, 重慶師範大碩士學位論文, 2009.

張思揚, <《再生緣》思想研究>, 山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재생연(再生緣)》 속의 남장 여자 형상 연구

- 78 -

4. 일반논문

Wu, Pei-Yi. “Yang Miaozhen: a woman warrior in thirteenth-century China”, Nan 

nü (4.2), 2002.

Zou Y., “Cross-dressing and Other Disguises in Zaisheng yuan”, Late Imperial 

China, vol. 33(2), 2012.

박혜숙, <여성 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31)》, 

단일호, 2006.

최수경, <19世紀 前期 侯芝의 탄사 출판과 그 의미>, 《중국소설논총》, vol. 33, 

2011.

______, <淸代 女性彈詞에 나타난 ‘여성적 글쓰기’의 한 양상 — 陳端生을 중

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vol. 30, 2005.

정병설, <樂善齋本《再生緣傳》연구>, 《관악어문연구 16》, 第12期, 1991.

이윤경, <여성 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2005.

이지 , <조선시  하소설과 淸代의 탄사소설의 비교를 통해 여성⋅문자⋅
소설의 상관관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vol. 10, 2005.

임철호, <고소설의 남장여인들(1) — 《양산백전》의 시도와 좌절>, 《인문과학연

구》 7, 단일호, 2002.

______, <고소설의男裝女人들(2)>, 국어문학(38), 2003.

曹亦冰, <從《二拍》的女性形象看明代後期女性文化的演變>, 《明清 說研究》, vol. 

3, 2000.

陳娟娟, <女性自我意識覺醒道路上的遠行 ——“再生緣”中孟麗君形象論析>, 《藝

術百家》, 2006, 第2期.

______, <論《再生緣》及其戲曲改編>, 《藝術百家》, 第11期, 2007.

高巧林, <中國古代女著男裝現象>, 《文史天地》 001, 2017.

高蓉, 張競瓊, <晚清至民國時期異裝現象及其性別意識研究>, 《浙江理工大學學報: 

社 科學版》, vol. 34(1), 2015.

顧英嬌⋅張宏邦, <從性別視角看服飾的 說>, 《延安教育學院學報》, vol. 21(1), 

2007.

郭沫若, <再生緣前十七卷和它的作 陳端生>, 《光明日報》, 1961.

荊竹, <陳寅恪 《論再生緣》>, 《朔方》, 第1期, 2003.

李良勇, <中國古典文學中女扮男裝作品的敘事內容模式>, 瀘州職業技術學院學報

(2), 2015.

李秋菊, < 《再生緣》之戲曲及影視改編現狀的思 >, 《大舞台》, 第10期, 2012.



참고문헌

- 79 -

李玉萍, <從性別二元 立到雙性同體——弗吉尼亞⋅伍爾夫《到燈塔去》的女性主義

讀解>, 《作家》, vol. 8, 2010.

盧振傑, <論中國文學中“女扮男裝”母題的嬗變>, 《重慶教育學院學報》, vol. 18(1), 

2005.

穆欣, <郭沫若 證《再生緣》>, 《世紀》, 第9期, 2006.

盛志梅, <清代女性彈詞中女扮男裝現象論析>, 南開學報:哲學社 科學版(3), 2004.

日娜, <蒙元服飾研究綜述>, 《黑龍江民族叢刊》, 2007(3), 2007. 

譚永, <論女性主義婚姻觀的發展曆程>, 《商業文化(上半月)》, vol. 10, 2011.

王佩娟, <陳端生和“再生緣”中的孟麗君>, 《中山大學學報》: 哲學社 科學版, 第3

期, 1989.

王亞琴, <沒有圓滿結局的圓滿——彈詞《再生緣》結尾探析>, 《渝州大學學報: 社

科學版》, 第2期, 2001.

徐念慈, <余之 说观>,  《 说林》, 1908年, vol. 9.

趙 娟, <關於《再生緣》結局的一點看法>, 《長春師範學院學報》, 第9期, 2004. 

趙延花, <女性追求平等的先聲——論彈詞《再生緣》中主人公孟麗君的思想價值>, 

《內蒙古大學學報》: 人文社 科學版, vol. 7, 2004.

智緒燕, <中國傳統服飾之清代官員服飾的特點>, 《山東紡織經濟》, 2009(4), 2009.

周靜書, <《梁祝》“化蝶”成因及其文化意義>, 《寧波大學學報: 教育科學版》, vol. 2, 

1996.



- 80 -

中文摘要

《再生緣》中女扮男裝形象的研究
— 以孟麗君與衛勇娥為例

蔣青君(장청군)

首爾大學 研究生院

中語中文系 古典文學專業

本文主要是通過對《再生緣》作品中女扮男裝的兩位典型的女主人公孟麗君

與衛勇娥的形象進行分析，總結她們女扮男裝的主要原因以及探究這些現象背

後的深層意義，從而幫助讀者更好地理解該作品以及同時期的其它類似作品。
除此之外，我們也能從這些作品中窺探出在當時或者文學作品所描述的時代的

背景下，這種現象出現的原因，幫助大家更好地了解相關的社會文化現象。
本文研究的文本是清代彈詞作品《再生緣》，由清代乾隆年間杭州女性作家

陳端生撰寫完成。明清時代，以女扮男裝的女性為主人公而創作出來的彈詞小

說作品在江浙一帶大量出現，“才女崇拜”的風氣漸漸在社會中盛行，許多女性

作家也開始進行創作。《再生緣》就是一部典型的女性作家創作的以女扮男裝的

女主人公為主角的一部清代彈詞小說作品，同時該作品早在作者生活的時代，
就已獲得盛譽。《再生緣》中的女性擁有不同的性格特點,易裝的原因與最終的結

局也都相互迥異,因此形象多樣,分析角度廣。特別是孟麗君，所表現出的自我

意識已經突破了當時傳統社會的束縛，開始具有自己獨立的思想，不再作為男

性的依附而存在。衛勇娥的形象在此也有一定的意義。因此本文以孟麗君與衛

勇娥為中心進行分析。
女扮男裝的內容並不是在明清時代才出現，最早的關於女扮男裝的內容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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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晏子春秋》中，當時還只是作為一種娛樂和時尚的背景出現。到了南齊則

出現了關於女性女扮男裝之後參政的史實。唐朝由於社會風氣開放，對女性的

包容性較強，因此不論是在社會現實中還是文學作品中，女扮男裝的情況都大

大增多。宋元時期，由於社會動亂，有許多女性通過女扮男裝的方式或征戰沙

場，或占據官場，一則為國效力，一則實現自我價值。到了明清時代，由於對

女性才華的崇拜，女扮男裝的情況出現在大量女性作家進行創作的作品之中，
出現的類型既有逃婚，也有復仇。

本文對《再生緣》的作者和創作背景以及女扮男裝的發展曆史進行介紹之

後，也同時對這部作品中的女扮男裝的情況進行了分類。第一種類型是由於逃

避婚姻甚至於逃避婚姻制度所進行的女扮男裝。孟麗君先是不願意嫁入陷害了

皇甫門家的劉府，因此改裝成男性逃出家門，但是後來隨著自己身份的轉變，
她逐漸找到自己的個人價值，甚至開始反抗傳統的婚姻制度，不願意跟不尊重

她的皇甫少華締結婚姻，身上的自我意識也逐步覺醒。
第二種類型是為了通過自己的力量進行複仇而選擇的發憤圖強。衛勇娥為

了給被劉家陷害的父親報仇，女扮男裝離家出走，成為了山寨頭目。由於衛勇

娥精通武藝，而陰差陽錯成為山賊頭目的她，借此機會將山賊組成一支軍隊，
通過自己的努力帶領軍隊東征朝鮮將自己的父親解救，報仇雪恨。除此之外，
孟麗君雖然女扮男裝的初衷是為了逃婚，但也同時有為皇甫家報仇的意願，她

也利用自己的才能，先是參加科舉考試然後三元及第，然後為了讓皇暜少華能

夠順利報仇，孟麗君則向皇帝上奏廣納賢士進行東征。正是在孟麗君的幫助

下，皇暜少華才能成為將軍，之後報仇雪恨恢複家門榮譽。
最後一種類型是自我訴求發生改變之後的女扮男裝。在女扮男裝之後，孟

麗君逐漸有了不同的認知，在這種認知過程中也開始有了不同的訴求。根據馬

斯洛需求層次理論，人類的社會需求會由下至上有不同的層次，只有下位的需

求得到滿足之後才會有更高層次的需求。孟麗君在最開始的時候進行逃婚的行

為是一種出於對愛和歸屬感的一種需求，但是隨著自己女扮男裝之後，認知發

生了變化，自己的歸屬感甚至得到尊重的需求感都得到了滿足，她便希望能夠

追求最高層次的自我實現。為了達到這個需求，她甚至與皇暜少華，自己的父

母以及皇帝都產生了不同層次的矛盾。因此這些顯示出了她女扮男裝之後整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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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自我訴求的變化。

關鍵詞：《再生緣》，女扮男裝，孟麗君，衛勇娥，抗婚，發憤圖強，自我實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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