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博士學位論文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2015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최

지

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指導敎授

朴 熙 秉

이 論文을 文學博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
4年 1
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文學專攻
崔 智 女

崔智女의 文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
5年 1
月
委 員 長

印

副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委

員

印

ii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질과 이념적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이 소설 연구의 주류를 이루던 80년대 이래로 현재까
지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선편(先鞭)을 잡은 연구들에서
제시한 유형론을 벗어나 여성영웅소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 연구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사원리, 인물의 형상화 방식, 이념적 성격이라는
세 가지 부면을 설정하여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배경과 향유
맥락을 탐색해 보았다. 여성영웅소설의 핵심적인 모티프인 남장(男裝)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남장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면서 여성영웅소설이 유행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또 조선후기의 여협서사(女俠敍事)는 여성영웅소설과 그 계보를 달
리하면서도 ｢부낭(夫娘)｣과 같은 작품을 통해 여성영웅소설과 일정한 관련이 맺고 있음
이 확인된다. 여성영웅소설에 미친 중국 여성영웅서사의 영향은 서사구조의 유사성이나
국내에 유통된 국문 번역본의 존재 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규합총서(閨閤叢
書) , ｢녀탄｣,

의유당관북유람일기

등을 통해 본 여성의 자의식은 여성영웅소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남성의 삶을 희구하는 여성의 의식이 이미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었으
며, 여성영웅소설의 주제의식과 상호교섭 했음을 보여준다.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원리 가운데 가장 명시적인 것은 여성영웅소설이 일대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영웅의 일대기는 남성영웅의 그것과는 달리 영웅의 좌절을
수반함으로써 여성영웅서사를 남성영웅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서사로 변형시킨다. 여성
영웅소설은 애정과 결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최종적인 행복의 요인을 결혼의 완성으로
귀결시키는 결혼서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여성영웅소설은 서사의 최종적인 도착점인
남녀의 완전한 결합이 외부의 조건이나 남녀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서사의 동력
을 얻으며, 한편 숨겨졌던 여성영웅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서사의 추
동력을 얻는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인물로는 여성영웅, 여성영웅의 배
우자이거나 동생인 남성인물, 여성영웅의 조력자가 있다. 여성영웅은 남성과 여성의 특
질을 구유(具有)한 인물이자, 소녀에서 장군, 그리고 규중(閨中)의 부녀로 지위와 역할의
변화를 경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남성인물의 유형은 크게 영웅과 풍류남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가 성공에의 지향을 가지고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욕망의 표현에 적극적이며 윤리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여성영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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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는 여성영웅이 영웅적 행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조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특히 동성 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여성 배우자라는 인물형은 여성영
웅에게 남성으로 가장(假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외적 명분이나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
영웅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며 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비군(侍婢群) 역시 여
성영웅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규방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인
물이다. 따라서 시비군이 수행하지 않는 여성영웅은 그 자율성과 개성이 특별히 강조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이념적 성격은 다층적이며 모순적이다. 여성영웅서사는 기본적으로 실
세(失勢)한 아버지를 위한 딸의 서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자아성취의 동기가 강하고
남성적 삶을 경험한 여성은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데, 이때 여성은 자신이
복권시킨 아버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가부장에 해당하는 남동생이나 남편의 규제를 받고
가정에 속박된다. 유교의 핵심적 이념인 충․효․열은 여성이면서 남성인 여성영웅을 통해
조화롭게 체현(體現)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일부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열이 부각되면
서 이념간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난다. 또한 여성영웅은 상하(上下), 남녀, 내외(內外) 등
유교의 고유한 이분법을 교란하고 나아가 해체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여성의 순결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남녀의 신체 접촉과 혼전의 만남이 부각된다는 점, 보수적인 의도
에서 설정된 전생담(全生談)이 젠더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 또한 여성
영웅소설의 이념이 담지한 모순점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이형태(異形態)로서 영웅소설과 공존하면
서도 서사구조, 인물 형상화 방식, 이념적 성격에 있어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당대 민중과 여성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나아간 개성적
인 문학사적 행보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여성영웅소설은 장르 내부에서의 다양한 변
모와 가문소설과의 외적 교섭을 통해 문학사적 편폭을 확대하면서 조선후기 소설사의
역동적 면모를 보여준다.
주요어: 한국고전소설, 여성영웅소설, 영웅소설, 서사, 이념, 남장(男裝)
학 번: 2003-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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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사 검토
우리는 여성영웅이라는 말에서 과거에 주로 남성의 독점적 영역이었던 전쟁, 정치, 모
험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을 떠올린다. 한국고전문학에서 여성영웅이란 조
선 후기 소설에서 주로 남장을 하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충효열의 이념을 실현하는
여성을 가리킨다. 이들은 남장을 통해 자신의 성을 숨긴 채 세상을 유랑하고, 과거에 급
제하는가 하면 대원수가 되어 전장을 누비기도 한다. 그 결과 이들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며 정혼자와 재회하여 혼인하게 된다.
여성영웅소설은 국문학 연구의 발흥기에 안자산(安自山)과 천태산인(天台山人)이 ｢박
씨전｣, ｢정수정전｣, ｢하진양문록｣ 등에 대해 언급한 이래로 꾸준히 연구의 대상이 되어
이미 상당한 수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1) 그렇다면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이제 완숙
기에 이르러 새로운 연구는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어
떤 연구 대상이든 새로운 자료와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통해 쇄신될 수 있다는 원론은
접어두더라도, 수백 편에 육박하는 여성영웅소설 연구의 화려한 외적 성과의 이면은 기
대에 비하면 영성한 편이어서, 여성영웅소설을 표제로 한 종합적 연구서를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일이다.2)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의 방향이 여성영웅소설의
기원,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여성영웅소설의 독자, 여성영웅소설의 유형 등
연구의 초기부터 관심이 되어 온 몇 개의 연구 영역에 고착된 나머지 적지 않은 수의
연구가 선편을 잡은 일부 연구를 답습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의 흐름을 주
도한 빼어난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새로운 자료의 발굴도, 새로운 방법
론의 도입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양이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른 것
이다.
그러나 영웅소설 및 여성영웅소설의 방대하고도 복잡다단한 연구사에 기대거나 저항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여성영웅소설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뒤집어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온라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검색어를 대입하면 학위논문과 국내 학술지 논문에 한해서만 400건을 훨씬 상회하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이 영웅소설 일반의 연구에서 함께 다루어져 온 점과 개별
작품론이 상당하다는 점,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고전소설 전반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
하면 실제 연구 성과는 훨씬 더 방대할 것이다.
2) 전용문, 한국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 목원대학교출판부, 1996이 대표적인 연구서이며, 정병헌·이
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 태학사, 2000은 본격적인 연구서는 아니지만 5편의 여성영웅
소설과 논문 2편을 수록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입문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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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대면하여 수용하거나 대립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여성영웅소설 연구를 일일이 검토하고 총괄하는 것은 불
가능에 가까운 작업이기에 여기서는 역대의 연구경향을 시기별, 특징별로 파악하고 연구
성과를 포괄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연구사 검토에 갈음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한 경우
본론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을 전후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 이
시기의 연구는 ‘여성계 영웅소설’, ‘여성영웅소설’, ‘여호걸계 소설’, ‘여장군 소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영웅소설을 독립적인 범주로 설정하고 종합적으로 연구하려는 경
향이 우세하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을 남녀의 우위, 여성영웅이 남성
의 역할을 수행하는 양상, 주제의식 등에 따라 유형적으로 분류한 위에서 남성영웅소설
과 구분되는 여성영웅소설의 개성과 특징을 드러내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성영
웅소설을 지칭하는 용어의 다양성에서도 볼 수 있듯이4) 이 시기는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가 공존하는 연구의 발흥기였다고 할 수 있다.5) 이는 이미 ｢박씨전｣과 같은
작품이나 여성영웅소설의 기원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있었고,6)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
설의 하위 범주로 종속시켜 다룬 다수의 연구가 공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7)
3) 주요 연구로 전용문, ｢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 어문연구 10, 어문연구회, 1979; 양인실, ｢한국
고대여성영웅소설연구｣, 어문집 11, 건국대학교 대학원, 1980; 정명기, ｢여호걸계 소설의 형성과
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여세주, ｢女將軍 登場의 古小說 硏究｣,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손연자, ｢朝鮮朝 女將軍型 小說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민찬, ｢女性 英雄小說의 出現과 後代的 變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등을 들
수 있다.
4) 여기서 용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면,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는 여성영웅/소설이냐 여성/영
웅소설이냐는 질문처럼 중의적인 성격을 띠는 가운데 영웅소설의 문학사적 자장과 여성의 활약을
함께 포괄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용어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여성영웅’의 외연이 다소 모
호한 가운데에도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된 까닭이 아닐까 한다. ‘여성
영웅’은 ‘여성영웅소설’ 속에서 ‘여중영웅’, ‘영웅의 여자’ ‘영웅녀’ 등으로 언급되기도 하기에,
이 용어는 작품의 실상에도 부합하는 면모를 지닌다. 전용문이 ‘여성계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후, 이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처음 사용한 연구자는 양인실이며, 민찬의
연구 이래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는 대다수의 경우에 통용되고 있다. 여전히 논의의 초점의
차이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다양한 용어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의 협애성을 적절히 보완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양에서
도 female hero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5) 여러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표의 차이가 아닌, 대상의 속성과 문학
사적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여성계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는 이른
바 여성영웅소설이 영웅소설 일반의 하위 장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호걸계 소설’, ‘여
장군 소설’ 등의 용어는 통념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의 활약, 특히 전쟁에서의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장군이 구체적인 직위에 해당하므로 호걸은 상대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며, 따라
서 더 많은 작품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에 해당할 것이다.
6) 주요 연구로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
귀전｣, 국어국문학 62·63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3; 사재동, ｢박씨전의 형성과정｣, 장암 지
헌영 선생 고희기념 논총 , 형설출판사, 1980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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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에 포함시켜 다루는 연구 방식은 장르적 성격을 공유
하는 두 개의 범주, 곧 여성영웅소설과 남성영웅소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동이(同異)
를 따져보는 데는 유리한 면이 있었지만 여성영웅소설을 그 고유한 특성에 입각하여 이
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성영웅소설’이 ‘영웅소설’
에서 파생했음을 전제함으로써 ‘여성영웅’을 ‘영웅’의 특화된 범주로서만 인식할 뿐 그
개별적 성격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던 것이다.8) 이에 여성영웅연구는 더욱 연구대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와 학계에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의 연구 방법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소설’이라는 새로운 범주로 편입되어 연구 대상
이 되기도 하고,9) 동시에 유형론에 바탕을 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된 개별
작품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이학사전｣, ｢홍계월전｣, ｢정수경전｣ 등10)
진취적이고 강한 개성을 지닌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작품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여성영웅 소설 가운데 가장 비전형적이면서도 문제적인 작
품인 ｢방한림전｣에 대한 논의가 양산되었다.11)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학사전｣, ｢홍계월전｣, ｢정수경전｣, ｢방한림전｣ 등에 대한 관심
은 여성중심적 시각에서의 접근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남성의 권위에 순순히 복종하
지 않는 여성영웅을 통해 여성의 능력과 사회적 한계, 나아가 가부장제의 모순 등에 대
해 적절한 문제제기가 가능한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또
하나의 작품은 ｢하진양문록｣이다.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용이한
장편이면서, 남녀 주인공의 개성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고 녹책류(錄冊類) 소설로서
가문소설의 성격까지 지님으로 해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
7) 주요 연구로 조동일, ｢영웅소설 작품구조의 시대적 성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5; 박일
용, ｢英雄小說의 類型變異와 그 小說史的 意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임성래, ｢영웅
소설의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등을 들 수 있다.
8) 이는 우리 소설 연구에서 인물의 유형이나 형상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
정과도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 한국고소설학회 엮음, 한국 고소설의 주인공론 , 보고사, 2014
와 같은 저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로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의 진척 상황과 남은 과제를 잘 보여준
다.
9) 주요 연구로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김연숙, ｢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등을 들 수 있다.
10) 방대한 개별 작품론의 극히 일부만 들면 다음과 같다.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연구, 고소
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
어국문학과, 1992;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상, 집문당, 1998.
11) 주요 논의로 차옥덕, ｢｢방한림전｣의 구조와 의미: 페미니즘적 시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장시광, ｢｢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6, 국문학
회, 2001;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知己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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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하진양문록｣은 주로 단편인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편폭을 뛰어넘어 등장인물과 사건,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 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역사적 전개
라는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12)
2000년대 이후의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부장양문록｣이 학계에 소개되면서 작은 전기
(轉機)를 맞이하였다.13) ｢부장양문록｣은 진일보한 여성의식과 생동하는 인물, 서사의 다
채로움을 고루 갖춘 작품으로,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서사의 지평을 확대하여
가부장제와 고정된 성역할에 대해 새로운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또 이 작
품이 ｢이학사전｣, ｢방한림전｣, ｢하진양문록｣과 보이는 친연성은 여성영웅소설의 역사와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로서 꾸준히 탐구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최근의 다기한 연구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기존에 관
례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이라는 범주로 편입되던 작품들의 장르적 성격 나아가 소설사적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14) 실상 학문적 대상으로서의 작품의 범주화는 이
러한 문제를 늘 안고 있다. 특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가 ‘영웅’, ‘가문’, 혹은 ‘애정’ 가
운데 특정 요소에만 집중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로, 남성영웅소설보다는 가문소설이나
애정소설로 경사될 소지가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여성영웅소설
을 단일 범주에 가두지 않고 이들이 내포한 다양한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준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어떤 이본을 선택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는가가 문
제가 되며, 이는 다음에 소개할 연구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는 여성영웅소설의 이본 연구이다.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 이본 연구는 가장 기초
적인 작업 가운데 하나로 새삼스러운 경향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여성영웅
소설의 이념적 지향이나 장르적 성격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필히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
로, 다시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상 여성영웅소설의 이본에 대한 연구는 그간 개
별 작품론 안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15) 새로운 이본의 발견과 새로운 학설의
12) 주요 연구로는 서대석, ｢｢하진양문록｣｣, 한국고전소설작품론 , 집문당, 1990; 박숙례, ｢｢하진양
문록｣ 연구: 필사본과 활자본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
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이경하, ｢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 주인공의 기질 연구｣,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등을 들 수 있다.
13) 이 작품은 정병설 교수가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傅張兩門錄)｣, 고전문학연구
19, 2001에서 처음 소개하였며,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래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도출되었다.
14) 주요 연구로는 이지하, ｢<玉珠好緣>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43, 한국고전문학
회, 2013; 김정녀, ｢〈이대봉전〉의 이본 고찰을 통한 소설사적 위상 재고｣, 우리文學硏究 42, 우
리문학회, 2014 등을 들 수 있다.
15)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된 대표적 연구는 근자의 것은 아니나 사진실, 앞의 글이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정수정전｣의 이본을 취합하여 그 계통을 밝힘은 물론 변모양상과 의미를 밝힘으로써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식의 해명까지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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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등을 통해 확충되고 확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그래야만 여성영웅소설의
장르와 주제의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경전｣의 이본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모범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다.16) 이본의 편차가 큰 작품의 경우
에는 특정 이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반성을 통해 여
성영웅소설의 이본 간의 차이를 다시 확인하여 작품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연구 경향도
동일 선상에 있다.17) 이러한 접근법은 특정 이본에 대한 연구가 해당 작품의 일반적인
성격으로 무조건적으로 통용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비판의식의 발로로, 통용되는 선본
(善本) 및 선본을 선택하는 과정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이자 나아가 선본과 선본이 아닌
작품이 각기 연구대상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등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포괄하고
있다.
셋째는 여성영웅 소설 간의 비교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유사한 두 작품 간
의 비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유형이 유사한 두 작품을 견주어봄으로써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와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다.18) 그런데 이 비교연구
는 조선의 여성영웅소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여성영웅서사’
를 비교하는 작업도 포함한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기원을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양국 여성영웅서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한바 국내 중국문학
전공자나 외국인 학자들에 의해 제출된 연구 성과도 적지 않다.19) 이러한 연구 경향은
여성영웅소설 연구가 심화된 단계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한 예증이며, 여성영웅소설의 역
사를 재구함에 있어 긴요한 대목이다.

2. 연구 목표 및 연구 방법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의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연구의 토대를
재점검하면서 개별 작품론에 치중하여 전개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여성영웅소설의
16)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7; 강
승묵, ｢<김희경전> 異本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7) 김경숙, ｢｢이대봉전｣ 異本考-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을 예로 들 수 있다.
18) 주요 연구로 김용봉, ｢｢정수정전｣과 ｢홍계월전｣과의 대비 고찰｣, 청람어문교육 10, 청람어문학
회, 1993; 김나혜,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차이와 그 의미｣, 어문연구
5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가 있다.
19) 주요 연구로 최길용, ｢한중 고소설 ｢방한림전｣과 ｢요화전｣에 나타난 혼인기피담의 비교 연구｣,
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김명신, ｢｢호구전｣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
구｣, 중국소설논총 29,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김홍영, ｢한중 여성영웅소설 비교 연구｣, 강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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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적 정체성, 연구 대상, 작품 간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며 개별 작품에 주목하는 일
종의 ‘상향식’ 연구 경향인 것이다. 이는 초기 여성영웅소설 연구를 지배했던 종합적 유
형론과는 대조적인데, 유형론적 방법은 대체로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들 만한 작품을
망라한 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작품의 집합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추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은 여성영웅소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
는 데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으나,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내용 이외의 개별 작품의
속성은 사장되어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역으로 개별 작품론을 중심으로 하는 연
구경향은 작품의 개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작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
해하고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장르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을 장르의 차원에서 다루면서도 선험적 기준으로 작품을
유형화하지 않고 소설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여성영웅소설을 구
성하는 보편적 원리와 속성을 추출하고자 한다.20)
본고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은 작품의 구성 원리, 인물 형상화 방식, 이념적 지향
의 세 가지이다. 작품의 구성 원리는 영웅의 일대기 내지 영웅소설의 서사적 구조를 논
의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온바 본고에서는 특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적 특질에 주목하여 그 구성 원리를 살필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의 인물 형상화 방식에
있어서는 그간 학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홍계월전｣, ｢정수정
전｣, ｢이학사전｣ 등을 대상으로 개성적인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하진양문록｣
의 남녀주인공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이루어졌지만 여성영웅이 과연 어떤 성격과 자질
을 지닌 인물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재했다. 그 외의 인물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실상 본고의 논의 전반이 여성영웅의 형상을 밝히는 작업과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여성영웅을 구성하는 객관적 지표에 우선 관심을 두었고,
남성인물과 조력자의 기능과 형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끝으로 이념적
지향에 대한 분석은 여성영웅소설의 표면적 주제인 충효열과 여성의 욕망 및 그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 등의 이면적 주제 요소들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남성영웅
소설과는 다른 여성영웅소설의 다층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이
러한 제요소의 서술에 있어 그간 통속소설로 치부되면서 문예학적 관심에서는 상당부분
소외되었던 여성영웅소설을 정교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방법에 유의하여 진행될 것이다. 첫째, 단편
과 장편의 범주와 특성에 유의해 접근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 작품들은 다양한 내적

20) 여성영웅소설 일반에서의 차이‧평등‧성별 정체성을 문제 삼은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
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1, 2006 및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
를 다룬 전이정, ｢여성영웅소설연구-서사 단위와 구성 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9의 접근법이 본고와 상통하며 본고에 시사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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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단편과 장편의 차이는 단순한 작품 길이의 차이 이상
의 차이를 수반한다.21) 단편과 장편은 여성영웅의 성격과 활약상, 주변인물, 이념적 지
향 등에서 크고 작은 차이가 나며, 이는 단편들 간의 차이 또는 장편들 간의 차이에 비
해 상대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장․단편의 차이 및 그 차이가 발생한 배경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여성영웅소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따라
서 장편과 단편의 특징을 변별하고 그 차이를 매개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특질을 획
일화하지 않고자 한다.22)
둘째, 젠더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을 논함에 있어 여성의 자
유와 자아실현, 여성해방 의식 등은 핵심적인 주제이며, 이러한 주제는 현대의 페미니즘
이론의 관심사와 닿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영웅소설 연구 또한 심중한 문제의식이
나 정치한 방법론에 입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개 크고 작은 페미니즘적인 관심사를 다
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이 고유
의 성과 사회적 성 사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에 초점을
맞춘 젠더 연구의 관점에 더욱 주목하였다. 젠더연구는 확정된 性 개념을 전제하지 않
으며 성의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개념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묻는다는 점
에서23) 여성영웅의 남장과 여성임이 드러난 이후의 삶에 대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방
식이 될 것이다.
셋째 여성영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여성영웅은 조
선후기 소설사에서 돌출한 인물형이 아니며, 여성영웅의 활약상을 담은 여성영웅서사 또
한 마찬가지다. 일국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영웅은 조선 이전의 설화나 민담, 야담 등에
서도 익히 발견되는 통시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며,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
아시아 및 歐美 여성영웅과 상통하는 공시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영웅을 모티프로 삼은 여타 문학과의 직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특
히 중국 설화 및 소설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할 것이다.

21) 장편여성영웅소설이 단편여성영웅소설과 많은 점에서 이질적이고 따라서 “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은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과 동일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2001에서 지적한 바 있
다. 이러한 지적은 물론 본격적인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하여 가문소설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여
성영웅형 인물 일반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좁은 의미의 여성영웅소설에 국한하여 생각해도 유효
한 지적이다.
22) 단편과 장편의 구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한다.
23) 크리스티나 브라운‧잉에 슈테판 편, 탁선미 외 역, 젠더연구 , 나남출판, 20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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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과 대상의 범주
이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구체화함에 있어,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들
가운데 어떤 작품을 단편과 장편에 소속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연구자
들이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하는 작품은 대략 30편 내외이다. 그런데 모든 연구자들이 예
외 없이 여성영웅소설로 다루고, ‘여성영웅소설’이라는 명칭으로만 부르는 작품은 ｢홍계
월전｣, ｢이학사전｣, ｢정수정전｣, ｢방한림전｣에 불과하며 ｢음양옥지환｣, ｢옥주호연｣, ｢박
씨전｣ 등을 포함시켜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잡더라도 10편을 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
다. 남녀 주인공이 대등한 활약을 펼치고 작중 비중이 엇비슷하며 더군다나 남성의 이름
을 표제로 한 ｢이대봉전｣·｢황장군전｣이나 애정 주제가 강하게 부각된 ｢백학선전｣·｢정비
전｣, 장편이며 다수의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하진양문록｣·｢부장양문록｣·｢김상서전｣ 등
은 경우에 따라 남성영웅소설, 애정소설, 가문소설 등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즉 여성 인물이 단독 주인공이 아니거나, 여성영웅서사의 핵심적인 모티프라고 여겨지는
내용 이외의 내용이 특히 부각되거나, 장편으로서 가문소설의 성향을 지닌 작품들은 여
성영웅소설의 범주를 넘나든다. 심지어 ｢옥루몽｣이나 ｢육미당기｣와 같이 여성영웅이 등
장하는 서사가 작품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경우 여성영웅소설로 편입시켜 연구
하는 경우도 보인다. 드물게는 ｢임화정연｣, ｢현씨양웅쌍린기｣, ｢유씨삼대록｣, ｢남정팔난
기｣, ｢벽허담관제언록｣과 같이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장면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여성영웅소설로 다루기도 한다.
요컨대 연구대상을 선정함에 앞서 여성영웅소설의 외연은 상당히 유동적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절대적으로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에 대한 연구도, 위에서
언급한 작품들 모두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며 의미가 있다. 다만 전자를 선택한다면 여성
영웅소설의 다양성을 너무 축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며, 후자를 택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함에 있어 너무 많은 단서 조항이 부가되어 연구의 결론이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일대기를 구조적 특징으로 하며
‘남장’과 ‘출전’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국문소설을 기본 연구 대
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르면 여성인물이 한시적으로 남장을 하고 출전을 하지만 그것이
작품의 주된 구조가 되지 않는 장편가문소설이나 ｢박씨전｣이나 ｢금방울전｣과 같이 여성
주인공이 남장 혹은 출전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는 작품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
나 이들 작품은 본격적인 연구대상은 아닐지라도 여성성영웅소설의 특징을 상대적으로
고찰할 때 참조점이 될 수는 있다.
모든 이본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연구대상이 되는 이본의 선택에 있
어서는 대표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따라서 최신의 이본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선본에
가까운 1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이본 간의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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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널리 통용되는 것을 선정하였다. 다만 작품의 분량이나 서사적 결구, 혹은 주제
의식에 있어 이본 간의 격차가 심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연구 대상을 설정하
되 2~3종의 이본을 함께 검토하기도 했다.24) 이에 따라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하진양문록｣ 일본 동양문고본 세책본 29권 29책
(이대형 교주, ｢하진양문록｣Ⅰ‧Ⅱ‧Ⅲ, 이회, 2004)
2. ｢부장양문록｣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 5권 5책
3. ｢김상서전｣(김희경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권 4책
4. ｢방한림전｣ 김동욱 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 보경문화사, 1991.
5. ｢이학사전｣(이현경전)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 아세아문화사, 1977.
6. ｢홍계월전｣ 新舊書林 1913 및 단국대 소장 103장본
7. ｢정수경전｣(정수정전) 박순호 편, 한글필사본자료총서 , 보경문화사, 1986.
8. ｢음양삼태성｣(옥주호연)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 아세아문화사, 1977.
9. ｢음양옥지환｣(유일본) 新舊書林, 1918.
10. ｢이대봉전｣ 박순호 편, 한글필사본자료총서 , 보경문화사, 1986.
11. ｢황장군전｣ 東美書市, 1925.
12. ｢이봉빈전｣ 김동욱 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 보경문화사, 1991.
13. ｢최익성전｣ 김동욱 편, 나손본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 보경문화사, 1991.
14. ｢석태룡전｣(유일본)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 아세아문화사, 1983.
15. ｢백학선전｣ 방각본 한남서림, 1920(大正九年).
16. ｢정비전｣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아세아문화사, 1977.
끝으로 선정한 연구 대상을 작품의 길이에 따라 대략 장편과 단편 혹은 중간형으로
나누어 논의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하진양문록｣은 25권 25책으로 이루어진 장편소설
이며, ｢부장양문록｣ 역시 ｢하진양문록｣에 비하면 적은 분량이지만 5권 5책으로 300여 장
에 이르는 장편이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여주인공인 하옥윤과 장벽계의 일대기가 핵심이
되고 두 사람이 여자임을 밝힌 후에도 일종의 영웅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편여성영웅
소설로 명명한다.25) 다음으로 분량과 작품의 구성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모두 단편에서
24) 이본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논문들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
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교육연구회, 2007; 서정현, ｢황실을 소재로 한 고전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주제의식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권인숙, 「<백학선전> 연구｣,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5) 장편여성영웅소설이 유독 ‘양문록’이라는 표제를 달게 된 것은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의 결합이라
는 여성영웅소설 특유의 서사구조가 두 가문의 결합에 잘 대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장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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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하는 성향을 보이는 세 작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김상서전｣은 4권 4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40장을 조금 상회하는 분량이므로
선뜻 장편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또 이 작품은 전책(傳冊)인데다가 ｢김상서전｣의 이본 가
운데 단편 분량의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도 장편으로 편입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
을 단편으로 분류하기 또한 곤란하다. 이 작품의 이본 가운데 하나인 낙선재본 ｢금환기
봉(金環奇逢)｣은 6권 6책으로, 분량에 있어서나 제목으로 보아서나 가문소설의 면모를 띠
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상서전｣은 그 내용에 있어서 여주인공인 장선빙의 혼인 후의 이
야기가 상당한 분량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남주인공인 김희경의 아내들도 독립성을 가지
고 개성화 되어 있는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김상서전｣을
설사 장편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장편여성영웅소설’로 부르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단편의
범주로 보되 가문소설로서의 성향을 지니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따져보아야 할 또 하나의 작품은 ｢방한림전｣이다. ｢방한림전｣은 74장 1책으로 분량상으
로는 장편으로 볼 여지가 없으나 관주의 아들인 낙성의 혼인과 삶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
술되어 있고, 작품이 3회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단편으로 남기기보다는 장편
의 흔적이 있는 작품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황장군전｣은 활자본 138
장 1책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장편으로 전화(轉化)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
장군전｣은 왕조와 신하의 2대에 걸친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2세대들이 후반부의 서
사에 핵심적으로 간여하고 있다. 따라서 ｢김상서전｣, ｢방한림전｣, ｢황장군전｣은 단편이
나 장편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니는 작품으로 보고, 나머지 작품들은 분량에 있어서나 서
사의 구조에 있어서 통상적인 여성영웅소설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으므로 단편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이와 같은 범주 설정은 논의의 결과를 의미화하기 위한
대전제로 준비한 것이지 이 범주 안에서 작품 간의 동이를 따로 살피고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의 성격이 강한 ｢김희경전｣의 이본이 대부분 ‘전’을 표방한 가운데 낙선재본만이 ｢금환기봉｣이라
는 제목을 달게 된 것 또한 남녀의 헤어짐과 만남이 ‘기봉류’ 소설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소지
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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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성 배경과 향유 맥락
1. 남장 및 여협 서사의 전통
여성의 활동이 남성에 비해 구체적 공간으로서의 가옥(家屋), 추상적 공간으로서의 가
정(家庭) 내에 제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보편성을 띠는 현상이다. 따라서 여성이
집 밖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거나 위험을 피할 때, 혹은 여성에게는 제한되어 있는 행
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남장을 하는 것 또한 보
편적인 현상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성경에서 이성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경계가 등장하
고,1) 셰익스피어의 희곡2) 이래로 수많은 작품에서 남장 여인의 활약이 작품화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최초의 여전사로 상(商) 나라 무정왕(武丁王, B.C.
1250~1192)의 비(妃)인 부호(婦好) 이래로 오월춘추(吳越春秋) 의 월녀(越女), 당(唐) 전
기(傳奇)와 청대 요재지이(聊齋志異) 의 여협 등 수다한 남장여성들이 등장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사기(三國史記)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서

(史書)에서부터 남장 여성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
봄 3월에 왕후는 왕이 주통촌 여자와 관계한 것을 알고 질투하여, 몰래 군사를 보내 죽이려
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주하였다.4)
신우는 김비(金鼻)란 회회(回回) 사람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으며 회회의 아들에게 안장과 말을 주고 이어 그에게 머리를 땋고 시종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 그 집 딸도 데려다가 남자의 의복을 입히고 데리고 다니었다.5)
진원군(珍原郡) 백성의 딸 도리장(都里莊)이 그 부친이 성 쌓는 역사에 갔다가 병이 들었다
는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아무 형제도 없으니 내가 가서 보아야 혹시나
살아 돌아오실 것이다.”하고, 남복(男服)으로 바꿔 입고, 즉일로 길을 떠나 길가에서 병들어 누
1)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구약성서 ｢신명
기｣ 22장 5절)
2) A Midsummer Night's Dream, The Taming of the Shrew, The Merchant of Venice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David E. Jones, Women warriors: a history, Washington DC : Brassey's, 1997,
PP.23~29.
4) “春三月, 王后知王幸酒桶村女, 妬之, 陰遣兵士殺之. 其女聞知, 衣男服逃走.” 삼국사기 권16 ｢고
구려본기｣ 산상왕 13년.(한국정신문화연구원, CD-ROM 역주 삼국사기 )
5) “禑如金鼻回回家, 索其女, 不得. 賜回回子鞍馬, 仍令編髮侍從. 後又取其女著男服隨之” 고려사
권136, ｢열전｣49, 신우 4년.(북한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번역, WEB-DB 고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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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꼭 들어가서 보았다. 판교원에 이르러 그 부친을 보게 되었는데, 병
이 위태하므로 마음껏 구료해서 부축하고 돌아오니, 고향에서 효녀라고 칭찬했다. 이 소문이
조정에까지 들리게 되어 도리장에게 면포(綿布)를 내려 주었다.6)
황주(黃州)의 양가녀(良家女) 김자근련(金者斤連)은 나이 20세가 되도록 출가(出嫁)하지 않았
는데, 그 이웃 사람이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여 그 부모에게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
이웃 사람은 원래 완패(頑悖)한 자로서 처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겁간(劫奸)하고자 하였으나 처
녀가 큰 소리로 외쳐 모면하였는데, 그 이웃 사람이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그 처녀
와 간통(姦通)했으니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없다.’고 하였다. 처녀가 그 소문을 듣고 억울하여
분통하여 스스로 월파루(月波樓)의 절벽 아래에 투신(投身)하였으나, 남의 구원을 얻어 회생(回
生)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들은 친족이 번성하지만 나는 몹시 잔약하여 마침내
그 수욕(羞辱)을 받을 것이니, 차라리 한 칼로 같이 죽어 흔쾌히 억울함을 씻는 것만 못하다.’
하고, 드디어 남장(男裝)하여 칼을 품고 새벽에 이웃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를 찔러 죽이고, 스
스로 잡혀서 관가(官家)에 나아갔다. 도신이 그 정상을 계문하니, 임금이 친히 판부(判付)하기
를, “살인(殺人)에 대해 상명(償命)하는 것이 비록 법문(法文)에 실려 있으나, 절개를 세워 세상
을 권장함은 왕자(王者)의 도리이니, 특별히 용서하도록 하라.” 하였다.7)

과

는 각각

삼국사기 와

고려사

소재의 남장에 대한 기록이다.

상황에 처한 여성이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남장한 사례이며,

은 곤란한

는 맥락이 다소

불분명하지만 역시 여성을 시종과 같이 데리고 다니기 위해 편의상 남장을 시킨 사례로
보인다. 두 사서에서 남장에 관련된 기록은 인용문 이외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렇다고 해서 두 기록에서 남장을 괴상한 일로 특기(特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추측
건대 남장이 도피의 수단이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용인되는 수준
이었던 것 같다.
,
실록

는

조선왕조실록 의 기록으로 각각 태조와 영조대의 기록이다. 남장에 관련된

소재 기록은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주로 남녀의 비밀스런 만남에 사용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이며8) 다른 하나는 위의 예들과 같이 여성이 ‘모험적’인 행
6) “珍原郡民女都里莊聞其父赴城役得病, 卽痛哭曰: ‘我無兄弟, 當往省之, 庶得生還’ 乃假男服, 卽日
發行. 每於道傍, 見人病臥者, 輒入視之, 及至板橋院, 乃見其父, 病幾殆. 盡心救療, 扶携以還, 鄕
里稱其孝. 事聞, 賜都里莊緜布.” 태조실록 권9 태조 5년 3월 4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7) “黃州良家女金者斤連, 年二十未嫁, 有隣人欲娶之, 請於其父母, 不許. 其隣人素悖悍, 潛入女家欲
刼之, 女叫號得免, 其隣人乃揚言曰: ‘吾已奸某女, 當不得他歸.’ 女聞之, 冤憤自投於月波樓絶壁下,
救之得生. 而自念 ‘彼族黨盛, 而吾甚孤弱, 終必受其辱, 不如同死一刃, 快雪此冤’, 遂扮男服, 懷刃
晨往隣人家, 剌殺之, 就縛詣官. 道臣以其狀上之, 上親判曰: ‘殺人償命, 雖在三章, 樹風礪世, 王者
之道, 其特宥之.’” 영조실록 권58 영조 19년 11월 23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8) 세종 때 문승유가 숙직하는 날 사통하는 여자에게 남장을 시켜 숙직소로 데려와 잠자리를 함께
한 일, 숙종 때 김세룡(金世龍)의 아내가 남장을 하고 시비와 희롱하면서 거짓 실성한 체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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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의 도리장은 아마도 먼 곳에서 병이 든 부친을 찾으러 가는 데 세간의 이목을 피하
여 몸을 보호하고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남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의 김자근

련 역시 기동성과 완력이 요구되는 행위를 잘 해내기 위하여 남장을 했을 것으로 보인
다. 우리는 도리장과 김자근련의 예를 통해 여성이 비일상적인, 통념적으로 남성에게 가
능할 법한 대담함이 요구되는 행위를 할 때 남장을 할 개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런데 공교롭게도 두 여성의 행위는 각각 효와 열이라는 이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도리장
의 부친에게는 포상이, 범죄행위를 한 김자근련에게는 사면이라는 가상적인 포상이 주어
졌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의 남장은 당대의 이념적 덕목과 결부되어 여성의 한계를 넘
을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또 용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도를 벗어난 복식을 칭하는 ‘복요(服妖)’라는 어휘의 존재만 보더라도 남장에
대한 금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9) 조선시대의 기본 교육서의 하나였던

소학

에도 남녀가 옷을 바꾸어 입는 것에 대한 금기가 등장한다.10) 남장의 금기와 과련하여
성종(成宗)은 다음과 같은 전교를 내리고 있기도 하다.
“무릇 의복의 제도는 남녀를 분별하고 존비(尊卑)를 등급 짓는 것이다. 근일에 부인이 남복(男
服) 입기를 좋아하여 남자와 구별이 없으니, 그것을 금하게 하라.”11)

여기서 의복은 남녀‧존비의 사회의 차별적 질서를 표시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따라서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것은 이 차별적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
세종 대의 양성지 또한 상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 관료의 복색을 정하고 사회
계층에 따른 복색 및 여복(女服)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할 것을 청하고 있다.12) 이러한
등이 그러한 예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今文承宥, 職在鎭撫, 出入宮門, 專掌禁亂之任, 非不知
宮禁之爲不可犯, 而反當入直之夕, 將所私之女, 詐着男服, 濫入宮門, 率宿直所, 恣行無忌” 세종
실록 권106 세종26년 12월 21; “世龍妻妖甚, 如其母詛呪事覺, 孝宗不誅而定配。 變着男服, 與
侍婢相戲, 佯若失性, 稱爲往來天上.”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7월 9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
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9) 세조 때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의 상소에는 여성이 남성과 같이 장의(長衣)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복요라는 단어를 써서 비난하고 있는 다음의 내용이 있다. “禁服妖. 蓋衣裳之制, 所以別男女貴賤
也, 非下民之所敢擅便者也. 今國中女子喜着長衣若男子然, 或以長衣着於衣裳之間, 成爲三層, 轉
相慕效, 擧國皆然, 疑此卽史文所謂服妖者也. 前日中原女子多服左衽之衣, 見聞者皆以爲非吉兆,
今女着男服, 亦豈嘉祥也哉? 況後世唯女服上衣下裳, 最爲近古, 若如此從心爲之, 則男女衣服, 可
以自相制度, 無所不至矣, 何至今不變乎? 乞命攸司定限禁止, 其如前穿着者, 收其衣分置東西活人
院, 以爲貧病者之服.”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10) “外內不共井, 不共湢浴, 不通寢席, 不通乞暇, 男女不通衣裳.”( 小學 卷之二, ｢明倫｣二)
11) “傳于司憲府曰: ‘凡衣服之制, 別男女, 等尊卑也. 近日婦人好着男服, 與男子無別, 其禁之.” 성종
실록 권13 성종 2년 12월 25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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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 연장선상에서 조선 후기의 반가 남녀의 실제 복식은 이형화(異形化)되고 특징적
인 부분이 부가되어 점차 성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13) 그러나 남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수반하거나, 남성사대부들 사이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의외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예컨대 여성의 남장이 공공연히 사회 문제가
되어 이와 관련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16-17세기 영국과 달리 조선에서는 남장이 사
회의 질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의 사건이자 독립적인 관심사가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정황은 여러 문학 작품에 남장 모티프가 삽입되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남장은 현실의 특수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 방식이며,14) 합
당한 명분이 있는 한 무조건 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자
신의 죄를 밝히며 기군의 죄를 청하는 여성영웅을 단 한 명의 천자도 꾸짖거나 처벌하
지 않았다. 이는

의 영조의 판부(判付)와 상통하는 바다. 또한 조선후기에 여성영웅소

설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 대중의 정서가 어떤 식으로든 여성의 남장 활동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의미한다.
현실에서의 남장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은 문학 작품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간 여
성영웅소설의 선행 형태로 언급된 설화·야담류는 여성영웅소설과 서사적 친연성이 있는
열녀담(烈女談), 여성 이인담(異人談) 류인데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남장 여성 역시 충효
열의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임진왜란(1592)을 배경으로 한 ｢사명당과 세 여자｣,
이괄의 난(1624)을 소재로 한 ｢부낭(夫娘)｣ 등은 전란을 배경으로 하여 남장 여성이 활
약하는 대표적인 예이다.15) ｢사명당과 세 여자｣는 복잡한 구성의 설화인데 ‘운’(雲),
‘련’(蓮), ‘월’(越)이라는 세 여성이 병법과 무예를 수련하여 이순신, 권율, 곽재우 장군을
돕고 전공도 세운다는 부분이 여성영웅소설과 유사성을 띤다.16) ｢부낭｣은 특히 그 구조
가 여성영웅소설과 혹사한데 이제껏 그 유사성이 면밀하게 검토된 바가 없으므로 아래
12) “定服色. 蓋服色之定, 所以辨上下, 一風俗不可不嚴也. (…)乞依公服制度, 堂上官以上爲一色, 六
品以上爲一色, 流品員ˎ成衆官ˎ衣冠子弟爲一色, 諸衛軍士爲一色, 京外良人ˎ吏胥爲一色, 公私賤口ˎ
工匠爲一色, 以此依品漸次穿着, 或純用一色, 以齊國俗, 至於女服, 亦皆詳.”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28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13) 이경미, ｢남녀유별 예의식 [내외법]이 복식생활에 미친 영향｣, 복식 vol.57 no.1, 한국복식학
회, 2007, 112∼113면 참조.
14)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남사록 (南槎錄)에 의하면 제주에는 17세기 이전에 ‘女丁’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여군(女軍)이 존재했다. 해당 기록에 의하면 “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에서 건강하고
씩씩한 부녀자를 뽑아 화살받이터에 보내 세웠다”고 한다. 제주는 일찍부터 여성의 자립성과 강
인함이 두드러졌던 지역으로, 여성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김오순 외, 제주여성 문화유적 100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9, 21~23면.
15) ｢사명당과 세 여자｣ 및 ｢부낭｣이 여성영웅소설과 친연성이 있음은 여세주, 앞의 글, 17~18면 및
정명기, 앞의 글, 36~37면에서 처음 지적하였다.
16) 조동일 편, 『한국구비문학대계』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87~6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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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피기로 한다.
娘이 自幼로 好談武事야 每之牧場에 與兒童으로 設部伍 作戰陳狀호 自跨馬爲大將고
折樹枝爲弓矢鎗刀器械等야 分與諸兒고 號令이 嚴 而紀律이 整야 日以爲常 父母ㅣ
責之曰 此 男子事라 胡祠汝本分고 而學此焉用고  娘曰 他日에 脫國有警이면 兒ㅣ顧
代父從軍노이다 (…) 於是에 娘이 請於父曰 父無健兒고 兒ㅣ年旣長成니 顧代父從戎노
이다 父ㅣ始不許라가 强而後可어 娘이 乃變着男子服고 編伍至适營( 일사유사 , 209
면)
乃夜에 乘間言야 曰 妾은 實非男子라 念老父不能從戎故로 敢行木蘭之行이러니 幸得爲公
收用야 周旋行間다가 賴公英武야 獲有今日오니 如其不棄시면 願效命帷下 노이다
忠信이 敬歎曰 同居有月에 朦不之覺니 吾固肉眼也로다 (…) 今日은 正吾吉日也라 諸君은 可
具繡襦羅裾來야 爲夫娘粧飾고 宜亟辦花燭盛事라( 일사유사 , 213면)
臨發에 問計於娘 (…) 娘이 終三年喪고 遂祝髮爲尼야 入妙香山不知所終이러라( 일
사유사 , 213~214면)

,

,

은 장지연의

발췌한 것이다.17)

일사유사(逸士遺事) 에 실린 ｢부낭｣에서 몇 대목을 순차적을

에서 부낭은 외동딸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전쟁놀이를 하면서 대

장이 되어 호령하기를 좋아했다. 부모가 이를 책하자 훗날 부친을 위해 종군하겠다고 말
하고 실제로 이괄의 난이 일어나 부친이 징집을 당하자 남장을 하고 이괄의 막하로 들
어간다. 그러나 부낭은 곧 도망하여 정충신(鄭忠信)에게로 가 난을 평정할 방법을 알린
다. 정충신은 난을 평정한 후 많은 재물을 하사하며 계속 막하에서 함께 하기를 권한다.
이어지는 대목인

에서 부낭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정충신과 혼인하게 된다.

은 부

낭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의 이야기이다. 정충신은 금나라 군사가 쳐들어
왔을 때 부낭에게 계책을 묻는데 부낭은 화친을 맺으면 물러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일
러준다. 정충신이 죽자 부낭은 3년상을 치르고 묘향산으로 들어가 종적을 알 수 없게
된다.
｢부낭｣이 표면적으로 여성영웅소설과 다른 점은 집의 세업(世業)이 목축수렵이라는 것
으로 보아 부낭이 아마도 평민일 것이라는 점, 그리고 천자와 정혼자의 존재가 한 사람
에게 압축된 형상으로 보이는 정충신이라는 인물과 혼인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부
지소종’(不知所終)의 결말을 맺는다는 점이다. 그 외에 어릴 때부터 병법이나 진법에 관
심을 두는 점, 남장을 하고 출전한다는 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혼인한다는 점, 혼인
후에도 지혜를 발휘하여 남편을 돕는다는 점 등은 모두 여성영웅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특히 천자와도 정혼자와도 대응될 수 있는 정충신과의 관계는 여성영
17) 장지연 편, 일사유사 , 태학사, 1982, 209~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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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소설의 클라이막스를 형성하는 ‘본적 상소-천자의 탄복과 재물 하사-여장-혼인’이라는
구조와 세밀한 부분까지 유사하다. 더구나 ｢부낭｣은 목란의 예와 같이 아버지를 대신하
여 출전하는 ‘효’와 반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는 ‘충’, 남편 정충신을 위한
삼년상과 위승(爲僧)과 관련되는 ‘열’에 이르기까지 여성영웅소설이 담지하고 있는 이념
적 요소들도 유사하게 가지고 있어, 주제적 유사성도 크게 느껴진다.
｢부낭｣은 현재

일사유사

소재 국한문 혼용체의 기록만 남아 있고, 그 유래를 정확

히 알기 어려우나 18세기를 전후해 유행했던 여협서사의 계보에 포함시켜 이해하더라도
큰 결격이 없을 듯하다.18) 여협서사는 작품의 분량과 장르적 성향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통적인 전(傳)에 가까운 부류이며, 다른 하
나는 소설적 윤색이 상당히 가해져 야담계 소설에 가까운 부류이다. 예컨대 임윤지당(任
允摯堂,

1721~1793)의

｢최홍이녀전(崔洪二女傳)｣은

전자에

속하며,

안석경(安錫儆,

1718~1774)의 ｢검녀(劒女)｣는 후자에 속한다. 전자의 경우 ‘협행’(俠行) 이후 여성의 삶
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효’(孝) 혹은 ‘열절’(烈節)
에 의한 행동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해친 죄를 용서받고 남성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이후 삶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추측해보더라도 평범한 부인으로 살
아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녀｣의 궐녀 역시 응천과 이별한 후 남장을 하고 떠났
으며 그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결말은 얼마간 비극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으며, ｢부낭｣의 결말과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이렇게 능력에 있어서도 비범할 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특
별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비교적 안정적인 사대부 가문의 여성에 덧씌워 그들이 규방
을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규방에서 안착하는 방식의 이야기로 변화
한 듯하며, 그 변화의 과정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설화와 남성영웅소설의 개입을 통해 간
접적이며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중소설로서의 성
격을 가진 여성영웅소설과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이되 사대부 남성의 기록물로서 유통되
던 여협서사물 사이에는 분명 상거(相距)가 있지만, 또한 ｢부낭｣과 같은 작품을 통해 연
결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협서사로 분류될 만한 작품은 안석경의 ｢검녀｣,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기
이검희사(記二劍姬事)｣, 임매의 ｢여협(女俠)｣ 등 다수가 있지만 그간의 연구에서는 ｢검녀｣
만이 주로 언급되어왔다.19) 그러나 ｢검녀｣에 나타난 여성의 강렬한 자의식과 작품의 미
18) 강혜규, ｢삽교 안석경의 검녀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2008, 447면에서는 여
협서사를 ‘협녀(俠女)의 행적이 중심 되는 서사물’로 다시 협녀를 ‘의협심이 있는 여성’으로 원수
를 갚거나 자객활동을 하는 등의 협행을 하는 여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밖에 검녀를 중심으로 한
조선 여협서사의 개황에 대해서도 이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19) 정명기는 앞의 글, 37~39면에서 ｢검녀｣가 중국의 협사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사이에 위치하며
여성영웅소설 형성에 직접적인 촉매 구실을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전용문은 ｢漢文短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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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취와는 별개로 ｢검녀｣와 여성영웅소설은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대응관계에 있어서
는 ‘남장 여성의 무예’라는 기본적인 설정 외에는 유사성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요컨
대 ｢부낭｣을 제외하면 여협서사는 여성의 남장, 열절(烈節)·신의(信義)·효(孝) 등과 관련
된 여성의 복수 행위 등 포괄적인 설정에 있어서의 영향관계가 있 뿐 주제의식이나
구성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탐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녀｣를 특정하여
여성영웅소설과의 영향관계를 논구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여성의 자의식과 남성의 여성에 대한 관심 혹은 경계가 함께 성장하던 시기로서
의 조선 후기에 주목하고 여성영웅소설과 여협서사가 공존하며 성행한 시대 분위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 중국 여성영웅서사의 유행(流行)
여성영웅 모티프는 실상 매우 보편적이어서, 한국에 비해 작품의 수가 많고 소재가
다양한 중국 소설사에서 유사한 예를 찾고자 한다면 수 편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작품
의 세부적인 요소가 일부 유사한 경우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일찍
이 성현경은 중국소설의 번안작인 ｢설인귀전｣이 남녀관계의 설정이나 특정 장면의 구성
및 묘사에 있어 ｢황운전｣, ｢정수정전｣, ｢홍계월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는 요소를 일대일로 대응시켰을 때 개연성을 가지는 주장이다.20) 그러나 후속 연구에
서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설인귀전｣의 영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거나 강조되는 경향은
보기 어려운데, 이는 중국 소설의 광범한 영향이 인정되는 가운데 특정 작품의 영향을
예단할 수만은 없는 사정 때문인 듯하다.21) 조선에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시기를 18세
기 이후로 볼 때,22) 최소한 이보다 앞선 시기에 창작된 중국 여성영웅서사가 국내에 유
劍女｣에 對하여｣, 한국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 목원대학교 출판부, 1996, 179면에서 ｢검녀｣와
여성계 영웅소설과의 상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언급을 하였다. 김수연, ｢여성영웅소설의 서
사 형식과 사회적 의미｣,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등에서도 ｢검녀｣와 여성영웅소설의 친
연성에 대해 다루었다. 반면 여세주는 앞의 글, 19면에서 여주인공이 무술을 익혔을 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녀｣가 유사한 모티프를 지닌 다른 장르의 작품들 가운데 여성영웅
소설과의 관계가 가장 멀다고 보았는데, 본고 역시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관계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여세주의 견해와 뜻을 같이한다.
20) 성현경, 앞의 글 참조.
21) 민찬은 앞의 글, 98~99면에서 ｢설인귀전｣의 ｢설정산실기｣는 일대기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
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므로 여성영웅소설과 구조적 관련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주인공의 행동이
여성영웅의 그것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구체적 영향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22) ｢설졔젼｣이 권섭(權燮, 1671~1759)에 의해 18세기 중엽에 ｢번설경전(飜薛卿傳)｣으로 번역되었고
(최호석, ｢<설졔젼> 연구｣, 고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7면), ｢이학사전｣(이현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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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되어 읽힌 정황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작품 또한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남성영웅소설의 형
성 시기23)와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영웅소설의 형성
에 중국소설이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24) 등을 고려하면 여성영웅소설 역시 중국 소설
의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중국 여성영
웅서사 가운데 특정한 작품이 우리 여성영웅소설에 미친 영향을 부각시키기에 앞서 둘
사이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남장·여협 서사의 전통을 언급했지만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으로 ｢목란시｣(木蘭詩)를 들 수 있
다. 목란시는 宋 곽무천(郭茂倩)이 편찬한

악부시집 에 실린 작품 가운데 하나로, 늙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딸 목란이 남장을 하고 12년 동안 수자리를 살러 갔던 이야기를
읊은 시이다. 조선에서도 정두경, 이익 등이 악부시에 목란의 고사를 인용한 구절이 보
이거니와 목란 고사는 조선의 문인들에게는 주지의 내용으로, 목란은 ‘남장여성의 출전’
또는 ‘남장여성의 효’를 상징하는 인물로 현실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인용되는 인물이
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조의 기록에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남복을 한 여

성의 행동에 대해 영조가 목란과 제영의 고사를 들어 논평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이 그
예이다.25) 또 목란은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친모인 영빈이씨(暎嬪李氏, ? ~
1764)의

여범 (女範) <무녀(巫女)> 편에 소개되어 있으며,26)

규합총서

｢열녀록｣의

<효녀>편에도 “부정”(代父征塞)라는 설명과 함께 실려 있어 상층 여성들에게도 친
숙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목란의 고사를 내용으로 하는 ｢정목란전｣이라는 소설 작품 또한 존재했다. ｢정목란전｣
은 현재 국문활자본으로만 전하는데, 세책가의 대출 장부에도 작품명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27) 조선후기에 제법 대중적으로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 목란의 이야기는 조선에 널
의 창작 시기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한다면(지연숙, 장
편소설과 여와전 , 보고사, 2003, 248~249면) 여성영웅소설의 본격적인 출현 시기는 18세기 이
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3) 김연호, ｢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에 관한 연구: 판각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1992, 41면.
24)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 이
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265~312면에서 ｢삼국지연의｣, ｢설인귀전｣과 영웅소설의 관련을 다루
었고,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관련 양상｣,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 월인, 2003, 78
면에서는 중국 화본소설 및 재자가인소설과 영웅소설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25)“上親臨試士試所, 忽有擊鼓鳴寃者. 上卽令秋曹捧供, 蓋女人之詐裝男服, 攔入圍中, 欲訟父寃 (…)
敎曰: ‘聞漢有緹縈上書, 唐有木蘭從軍, 而兄弟變着男服, 殿庭上言, 于今初聞.” 영조실록 영조
47년 10월 27일.(한국학데이터베이스 연구소,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 )
26) 윤분희, ｢규훈서 여범 연구｣,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27)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10, 1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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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유행했다는 점에서도 여성영웅소설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작품 내에
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과 구체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준
다.28) 실제로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의 남장 활약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
는 목란 고사이다.29) 따라서 목란의 고사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를 개연성 있게 구축하
고,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여성영웅소설
은 남성영웅소설에 ‘목란’으로 상징되는 여성이 대입되면서 파생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웅소설의 남성영웅과 ‘남장여성’이라는 고유의 서사
전통에 목란과 같은 중국 여성영웅서사의 주인공들이 준 외래적 자극이 여성영웅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영웅소설과 유사한 작품들을 소개함으로써 조선의 여성영웅소설과
중국의 여성영웅서사를 대비해 보도록 하자. 소개할 중국 여성영웅서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그 하나는 우리 여성영웅소설과 전체적으로 구조가 방불한 것, 다른 하
나는 부분적인 유사성을 지니는 것들이다. 우선 전자의 예로 아영(阿英)의

소설삼담(小

說三談) 의 ｢소설수기록(小說搜奇錄)｣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차기(犀釵記)｣(｢玉葵記｣)30)
라는 작품을 살펴보자. 작품의 주요한 내용 및 이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으로 우
리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이봉빈전｣의 경개를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차기>
ⓞ 주문미는 비구니 오진(悟眞)과 평생을 기약
① 주문미(周文美)는 사촌 누이 장혜청과 정혼
② 장원급제 후 조정의 간신 양첨(楊瞻)이 주문미를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 함
③ 주문미와 장인이 이를 거부하자 양첨은 주문미를 먼 곳으로 원정 보내고 그 장인을 조선
선무사(宣撫使)로 파견해 죽이려 함
28) 전이정, 앞의 글, 85~92면에서는 목란의 이야가 여성영웅소설에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며 이를 ‘내적거울반영’ 에피소드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용어의 함의는 다소 불분명하
다.
29)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그   위미 아니라 효의와 명졀을 위미라 목
난 졔영의 지난  잇시니 비록 셩인긔 질졍나 뉘 시비리오 진짓 녀즁영웅이라”(｢하진양문록｣,
권12 23면); “만의 댱혜 갓 여듕긔린이  잇가 셕일 목의 유명만셰  년긔 장셩고
블과 일 군 되어 아비 신엿거 장혜 황구유취을 계요 면녀 녀화위남고 의셔
으로 강젹을 물이쳐 부모 구고 큰 지 오히려 궁진아녀 규리약녀로 진의 들어가 싀랑갓
흔 적병을 셕은 플 버히듯 고”(｢부장양문록｣, 권3 29a~29b); “유뫼 소왈 셕일 목란에 일을 
각지 못니잇가 만일 이 일을 각시면 엇지 우리 소져를 니러타시 고이히 녀기시리오(｢
이학사전｣, 216면)
30) 阿英, 小說三談 , 상해고적출판사, 1979, 20~21면에 의하면 이 작품은 아영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줄거리는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淸小說硏究中心會 編, 中國小說硏究會 譯,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3, 울
산대학교출판부,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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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혜청은 아버지가 떠날 때 남장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떠남
⑤ 도중에 정씨(程氏의) 집에 들르게 되는데 정씨는 혜청을 사위로 삼고자 함
⑥ 혜청은 우연히 황석공(黃石公)의 병서를 얻어 이를 습득함
⑦ 천자가 변방을 다스릴 인재를 구하고 혜청이 선발됨
⑧ 혜청이 변방의 적을 대파하고 주문미를 구출하고 부친도 귀환함
⑨ 개선한 혜청은 저간의 사정을 아뢰고 남장을 하여 임금을 속인 죄를 구함
⑩ 천자가 양첨을 유배 보내고 정씨의 딸 약온(若韞)을 둘째 부인으로, 오진을 셋째 부인으로 삼도록
명함

<이봉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상서의 딸 이봉빈과 운상서의 아들 운기가 정혼함
강희가 이상서에게 청혼하여 거절당하자 운상서를 모함하여 유배가게 하고 이상서 부부도 기세
강희가 혼인을 겁박하자 이봉빈이 남장을 하고 떠남
한어사댁에 유숙하며 병서에 잠심하고 그 딸과 정혼
과거에 급제하고 운남의 침임에 자원 출전하여 활약
천자에게 표를 올려 정체를 밝힘
이봉빈이 강희 부자를 죽이고 운상서 부자를 찾아감
운상서와 이상서 부부를 소생시키고 함께 경사로 돌아옴
이봉빈이 1부인, 한소저가 2부인이 되어 혼인함

서차기 는 현재 자료의 종적이 묘연한 때문인지 중국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유사성
이나 영향관계를 논할 때 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소개된 줄거리만
살펴본다면 주요한 화소의 대부분이 여성영웅소설과 일치하여, 필자가 견문한 범위 내에
서는 여성영웅소설과 가장 흡사한 작품이다. 여성영웅소설 가운데는 특히 ｢이봉빈전｣과
가장 유사하다고 보았는데, 정혼-간신의 양가 부친 모함-간신의 아들과의 혼인 강요-남
장 유랑-병서 탐독-조력자의 딸과의 정혼-과거 급제 또는 인재 초빙-전공-부친의 귀환
-본적 상소-혼인-남자 주인공과 남장 시절 정혼자의 혼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가 거
의 정확히 대응된다. 남자 주인공이 비구니와 인연을 맺는 대목만이 우리 소설에서 보기
드문 화소로, 중국 소설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서차기｣의 구체적인 서술을 확
인할 수 없어 결론은 유보해야겠으나 ｢서차기｣와 여성영웅소설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은 필히 전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20세기 초에 출간된 ｢난화몽(蘭花夢)｣31)을 주목할 수 있다. ｢난화몽｣에는
송학사의 2남 2녀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보주(寶珠)라는 딸은 작품의 주인공 격이며
‘여성영웅’의 면모를 강하게 띠는 인물이다. 작품 전체가 보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
는데, 작품의 주요 내용을 순서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음매산인(吟梅山人), 난화몽 , 상해 문원각서장(文元閣書莊),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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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주는 어려서부터 사내아이처럼 자랐다.
② 13세 때 보림의 정혼자 이문한(李文翰)과 함께 향시를 치러 경괴(經魁)로 합격한다.
③ 14세 때 부친이 기세하자 계속 남장을 하고 자매 보림과 함께 집안팎의 일을 처리한다.
④ 회시(會試)를 보아 보주는 탐화(探花)로, 이문한은 이갑제일(二甲第一)로, 이문한의 친구
허한장(許翰章)은 장원으로 급제하고 보주는 한림을 제수받는다.
⑤ 보주가 허한장을 연모한다.
⑥ 유삼공자가 보주가 여자임을 의심한다.
⑦ 보주는 함정을 피해가지만 마음의 병이 들고 만다.
⑧ 허한장이 보주가 여자임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평생을 기약한다.
⑨ 묘족(苗族)이 침입하자 보주가 총지휘관이 되어 출전하여 전승을 거둔다.
⑩ 개선하여 보주는 황제에게 본적을 상소한다.
⑪ 보주와 허한장이 혼인하나 얼마 안 가 보주는 허한장의 통제를 괴로워하다가 자식도 없이 세상을
떠난다.

이 작품 역시 전체적인 흐름은 여성영웅소설과 매우 흡사하다. 보주의 인생이 일대기
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보주가 과거에 급제한 후 출전하여 승전하고 황제에게 자신
의 정체를 밝히고 혼인한다는 점 등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는 ｢서차기｣보다 더 우리
여성영웅소설에 가까운 점이 있다. 그러나 보주가 먼저 허한장을 연모한다든가 자식 없
이 괴로움 속에 생을 마감한다든가 하는 설정은 여성영웅소설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결
혼 전에는 보주를 사랑하던 허한장이 결국 보주의 재능을 질시하여 그녀를 학대하고 폭
력을 행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 대목은 비극적 결말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
거니와 작품의 주제의식에 있어 조선의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32) 특히
이 작품은 20세기 초의 작품으로, 우리 여성영웅소설의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근
거는 없다. 이는 창작연대와 국내 유입 상황이 불분명한 ｢서차기｣ 역시 마찬가지다. 그
러나 두 작품 모두 일부 모티프만 제외하면 여성영웅소설과 거의 같은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영향관계나 공통의 기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가능성으로 남겨둘 수 있다. 조선과 중국의 여성영웅서사가 매우 흡사한 문
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간과하기 어려운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여성영웅소설의 핵심적인 모티프를 공유하는 중국 소설에 대해 검토해보자.
재자가인 소설, 신마소설, 협의소설의 범주에 드는 몇몇 중국 소설들은 여성의 남장, 남
장여성의 과거급제, 남장여성의 무예 및 출전 등의 모티프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설 작품의 영향관계가 모티프 단위에서 종종 발견된다는 점을 참조하면 이 역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예를 모두 거론하기는 어려우므로 조선에서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는 작품을 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32) 김명신, ｢｢蘭花夢奇傳｣의 여성영웅과 비극성｣,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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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화연구 26,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우선 들 작품은 청대의 재자가인소설 ｢백규지(白圭志)｣이다. ｢백규지｣에는 부친이 정
혼자와의 결혼을 반대하자 자결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남장 모험을 행하는 국영(菊英)
과 어려서부터 남장을 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한 난영(蘭英)이라는 여성이 등장
한다. ｢백규지｣는 1805년에 최초로 간행되었는데 조선에는 19세기 초중반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여러 종의 중국 판본이 전하는 가운데 최근 민간에서 유통되
던 필사본 ｢규지｣가 발견되어 19세기에 비교적 널리 읽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33) 19
세기는 여성영웅소설이 널리 유행하던 시기로, 중국 재자가인 소설 가운데 여성영웅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여성영웅의 형상이 유행하고 대중에게 수용되던
시대적 분위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백규지｣에서는 다수의 여성
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는데 이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여성 2~3인이 모두 남장을
하고 활약하는 ｢부장양문록｣이나 ｢김상서전｣과 유사한 설정으로 장편 여성영웅소설과
재자가인 소설 사이의 영향 관계를 짚어보게 한다.34)
｢성풍류(醒風流)｣ 또한 국문으로 번역된 7권 7책의 낙선재본 ｢셩풍뉴｣가 존재한다.
｢성풍류｣의 서명은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1762)의 서문에도 등장하는바 비

록 현재까지 확인된 중국본은 없지만 ｢성풍류｣ 또한 18세기에 조선에 유입되어 읽혔음
은 분명한 사실이다.35) 성풍류의 전반적인 결구 역시 여성영웅소설과 유사성이 있다. 여
주인공인 풍규영이 늑혼을 피해 남장을 하고 달아나 천자에게 거란을 물리칠 계책을 올
리고 규합학사를 제수받은 후 옛날의 정혼자와 혼인한다는 뼈대가 되는 설정이 그것이
다.36) 특히 풍규영은 여자임을 밝힌 후에도 벼슬을 제수받는데, 이는 ｢하진양문록｣, ｢부
장양문록｣ 등 여성영웅이 본적 상소 후 문한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공적 활동을 지속하
는 작품들과 유사성이 엿보인다.
｢弁而釵｣또한

중국소설회모본 과

소설경람자 (1762)에 그 서명이 보이는바 18세기

중반 이전에 유입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몇 편의 소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33) 국내에 소장된 ｢백규지｣ 판본에 대해서는 민관동‧장수연‧김명신, 한국 소장 중국통속소설의 판
본목록과 해제 , 학고방, 2013, 424~427면 참조, 한글본에 대해서는 박재연, ｢조선시대 재자가인
소설의 전래와 수용: ‘백규지’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51,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을 참
조.
34) ｢부장양문록｣에서 부계가 장벽계의 글을 보고 찾아가 지기의 관계를 맺는다는 설정 또한 재자가
인 소설의 자취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방한림전｣에서 방관주와 영혜빙이 시를 수창하는 대목
또한 여성영웅소설에서 보기 어려운 대목이므로 다른 경로, 즉 재자가인소설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애정소설로서의 면모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肖偉山, ｢中國才子佳人小說
과 한국애정소설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의 논의가 참조가 된다.
36) 작품의 전체적인 경개는 다음과 같다. ㉠ 매오설은 부친이 간신의 모함으로 세상을 떠나자 풍씨
집안의 종 노릇을 하게 된다. ㉡ 풍낙천은 매오설을 사위감으로 생각하고 시비 대월도 이들을 결
연시키려 한다. ㉢ 정모안이 풍규영을 아내로 삼고자 하자 규영은 시비를 대신 가마에 태워보낸
후 남장을 하고 길을 떠난다. ㉣ 규영은 거란을 물리칠 계책을 천자에게 올리고 규합학사를 제수
받는다. ㉤ 두 사람은 예전의 주종관계로 혼인에 곤란을 겪지만 천자의 명으로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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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俠紀｣가 남장을 한 장혜청(張惠淸)이라는 인물이 동성과 정혼을 하고 변방에서 적을
대파한 후 남편을 구하고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줄거리를 취하고 있어 우리
여성영웅소설과의 친연성이 보인다. ｢운중안삼료태평장전전(雲中雁三鬧太平莊全傳)｣에
등장하는 운소휘(雲素暉) 역시 늑혼을 피해 남장을 하고 훗날 과거에 응시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작품인 여웅(呂熊)의 ｢여선외사(女仙外史)｣에 역시 무예와
전술에 뛰어난 여장들이 다수 등장한다. 특히 ｢여선외사｣는 낙선재 고소설 목록 가운데
도 보이는바 조선에서 널리 읽혔던 작품으로, 포괄적인 영향력 면에서는 다른 작품보다
우위에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들 작품에서 여성의 남장이나 전쟁체험은 복잡다기하게
전개되는 사건의 일부로 소략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영웅의 성장, 남장, 출전,
혼인 등을 뼈대로 사건이 집중적으로 결구되는 조선의 여성영웅소설과 정확하게 일치하
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에 유입된 중국소설과 국문 번역본의 존재양상 등을 고려할 때
중국소설의 영향은 여성영웅소설 곳곳에서 감지되며, 자료확충과 면밀한 비교연구를 통
해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리라 본다. 아래에 여성영웅소설의 모티프와 유사한 모티프
를 포함하는 주요한 중국 소설 작품의 목록을 소개함으로써 추후 본격적인 논의의 여지
를 남겨두기로 한다. 이 목록은

중국고전소설총목제요 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폭

넓은 참조를 위하여 조선에서의 독서 기록이나 국역 여부, 창작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내용을 망라하였다.

작품
熊龍鳳四種小說

작자
熊龍鳳 刊
吳還初 編

天妃濟世出身傳

涂德

校

熊龍鳳 刊
三寶 太監西 洋記 通
俗演義

二南里人

창작/간행시기
嘉靖 년간(?)
(1522~1566)
萬曆 년간
(1573~1619)
萬曆 년간
(1573~1619)

楊家 府世代 忠勇 演

秦淮墨客

萬曆34

義志傳

(紀振倫)

(1606)

淸隱道士

天啓 甲子

(沈會極) 編

(1624)

七曜平妖傳

弁而釵 中 情俠紀

醉西湖心月
主人

?

핵심내용
素香[여]의 남장, 舜美[남]를 찾지 못해 투신하려다
가 여성의 구출을 받고 암자에 기거하다 순미와 해
후함.
적강한 玄眞[여]이 修道에 뜻을 두고 혼인하지 않음.
오빠 二郞에게 전투의 계책을 일러주고 毒水를 마신
군사들을 구출하여 황제가 벼슬을 내림.
百里雁 부부가 함께 전투에 나섰다가 남편의 폭격당
하자 百夫人[여]이 紅套索과 幌心鈴으로 明軍을 물
리쳐 남편의 원수를 갚음.
楊六郞의 누이 楊八姐, 楊九妹가 宋君을 승리로 이
끎 楊九妹는 남장을 하고 胡元으로 이름을 고쳐 요
나라 승상 부중에 들어가 내통하려다 발각됨.
白蓮軍 裵月娥(여)가 전투에 참가했다가 明軍 장수
허정국을 사모하여 혼인 백련군을 대패시킴.
王飛豹의 딸 女英과 女杰는 교양과 학문이 깊고 용
감. 세도가가 왕비표의 처를 빼앗고자 비표를 모함
하자 세도가의 가족을 몰살하고 딸들과 산채에 정착
하고 두 딸을 張機했에게 시집보냄. 비표가 곤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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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했을 때 장기와 여영 여걸이 군사를 이끌고 승리
無聲戲合集

李

漁

(1610~1680)

1650년 전후

하고 부친을 구함.
闕里候의 두 부인 鄒소저와 何소저가 精舍로 들어
가 동성부부가 됨.
아름답고 다재한 山岱가 규중에 묻혀있음을 탄식하
다가 천자를 알현하고 “天子有道”시를 지음. 천자가
천하의 인재를 가늠하고 폭행을 방지하는 일을 맡

平山冷燕

天花藏主人

김. 산대와 冷綱雪이 화합하고 천자는 냉강설의 시

명말청초

를 보고 女中書의 칭호를 내림. 두 여인이 시녀로
가장하고 두 선비를 平如衡과 燕白頷 시험하나 두
여인의 시재가 더욱 뛰어남.
白紅玉은 남자의 시문을 보고 결혼상대를 고르려
함. 盧夢梨는 소우백이 마음에 들어 남장을 하고 후
玉橋梨

天花藏主人

청대

원에서 그를 만나 거짓으로 여동생이 그에게 시집가
고 싶어한다고 말함. 백홍옥과 노몽리는 의기투합하
여 두 사람 모두 소우백과 혼인.
趙本이 36세에 딸 如子를 낳음. 10세 무렵에 부모
구몰 이웃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노복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감. 여공 이외에도 叔祖에게서 글을 배
워 학문이 뛰어남. 좋은 신랑감을 얻기 위해 趙白으
로 개명하고 남장을 하고 여행을 떠남. 사공학사가

才美巧相逢宛如約

미상

청초

자신의 딸을 부탁하나 그 아들 사공약을 흠모 여자
임을 밝히고 정혼. 趙宛子가 문재 있는 신랑감을 찾
는데 조여자는 남장으로 사공약을 따르다가 자신의
누나가 조완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하여 허락을
얻어냄. 조여자와 조완자는 언니 동생으로 칭하며
함께 살며 사공약과 혼인.
梅傲雪은 부친 梅馥이 간신의 모함으로 죽자 신분
을 숨기고 풍낙천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함. 풍낙천은
매오설을 딸 馮閨英의 짝으로 생각하며 규영의 시비
待月이 두 사람을 이어주려 하나 풍규영은 꾸짖음.
程慕安은 풍규영을 희롱하고 청혼하나 풍규영은 대

醒風流

鶴市主人

강희11(1672)

월을 대신 가마에 태워 보냄. 규영은 남장을 하고

부터 집필

서울로 올라가 공명을 이루어볼 요량을 함. 조정에
서 외적을 물리칠 계책을 구하자 글을 지어 올리고
閨閣學士 벼슬을 제수받음 규영이 성지를 받들어 부
모의 유골을 고향에 안장.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르고 정혼했다가 명교에 어긋난다하여 합방을 거
부하나 임금이 명으로 정식 부부가 됨.
幸居賢은 廉淸을 사위로 삼고 아들 幸天寵 딸 幸昭

麟兒報(葛仙翁全傳)

미상

강희11
(1672)?

華와 함께 공부하게 하였으나 행부인은 그를 싫어하
고 다른 사람을 사위로 택함. 행소화가 이를 알고
몸종과 함께 남장을 하고 염청의 부모에게 가다가
毛羽를 만나 경사로 감. 모우는 행소화와 딸 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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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를 수창하게 하고 사위로 맞이함. 행소화가 부
모에게 먼저 고해야한다고 모소연을 속여 첫날밤을
미룸. 염청이 장원급제하고 두 여인이 염청의 아내
가 됨.
馮雨田의 딸 玉如는 무예에 정통하고 병법에 뛰어
나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병사를 이끌고 싸움에
生花夢

娥川主人

강희12(1673)

나가 적을 죽였으나 전군이 몰살. 옥여는 몸종과 남
장하고 馬玉이라는 가명으로 쓰며 葛萬鐘에게 의탁
했다가 雲珠라는 여성과 결혼하도록 강요받았으나
부친상을 핑계로 잠자리를 하지 않음.
居敬이 오십에 딸 掌珠를 얻었는데 총명하고 민첩하
여 남장을 하고 스승을 초청하여 宜男이라는 이름으
로 가르침을 받음. 의남은 秀才에 합격. 도중에 만

人間樂

天花藏主人

?

난 許汝器라는 소년과 서로의 아름다움에 감탄 장주
와 허여기는 법계사에 써놓은 시로 소통하고 여기가
의남이 여자가 아닌지 의심함. 의남은 來소저와 정
혼했다가 사실을 밝히고 함께 허여기의 아내가 됨.
過學士가 鐵中玉과 水氷心이 과거에 합방하였음을

好逑傳

名敎中人

?

의심하였으나 남녀가 한 방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황제가 황후에게 검사하게 하니 수빙심은 처녀였음.
어려서 어머니를 여읜 賽兒는 총명하고 영리하여 여
공 대신 무예를 익힘. 九天玄女는 새아에게 天書 7

呂熊
女仙外史

(1640?~1722

강희47(1704)

飛英聲 中 투鬧靑

釣鰲璿客

?

五便風

五一居主人

?

鐵花仙史

雲封山人

청대

樓

권과 단약을 주고 검법을 전수 산동에서 군사를 일
으켜 황제를 보호. 隱娘‧公孫大娘 두 여장군의 활약

?)

으로 왜적 섬멸.
慧英이 총명하고 문무를 통달하여 아들 취급을 받
음. 여제갈, 女仙童이라 불림.
寒素가 남장하고 들어가 회시와 전시에서 일등을 차
지함.
儒珍과 若蘭은 동년동일에 탄생. 어릴 때 정혼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하여 하녀를 대신 보내고
자신은 남장하여 도망함. 馨如와 강제로 결혼했다가

離合劍蓮子甁

미상

건륭1842판본

嶺南逸史

花溪逸士

嘉慶14(1809)

형여가 약란의 가슴을 만져보고 여자임을 알게 됨.
陸雲霞는 여종과 남장을 하고 서울로 가 부친을 만
나고 돌아가다가 산에 들어가 도적이 됨.
李小環은 무예가 뛰어난 공주. 梅映雪은 무예가 뛰
어난 미인. 이소환과 매영설은 힘을 합하여 군대를
일으켜 승리함. 張貴兒는 남장을 하고 남편을 찾아
가다가 강제로 도적의 사위가 되었다가 결국 세 여

草木春秋演義
蟫史
白圭志

云問子 또는
江湛
屠紳
(1744~1801)
崔象川

?

인은 한 남자 黃逢玉의 아내가 됨.
密蒙花娘娘과 馬蘭花가 건장한 장수를 이끎. 女貞
女와 金銀花가 도술을 저지.

?

木蘭이 도술을 써서 적을 제거하고 전승을 거둠.

1805

蘭英은 어려서부터 남장을 하여 그을 배웠고 시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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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여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함. 建章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싶은 마음에 짐짓 누이를 건장에게 출가시
키고 싶다고 뜻을 비춤. 秀英은 미옥을 만나려고 남
장을 하고 나섬 황제가 난영을 江西學政에 임명하자
난영은 사직함. 秀英과 菊英은 남장을 하고 형제 행
세를 하며 庭瑞를 찾으러 다니다가 縣始에 응시하고
황제와 진왕은 공주를 남장한 국영과 수영에게 하가
玉蟾記
蕩寇志
平閩全傳

忠孝勇烈奇女傳(木
蘭奇女傳)

崔象川
兪萬春
(1794~1849)

시키려 하나 결국 이들의 정체가 밝혀짐.
倭將 百花娘娘이 요술을 부려 明軍을 물리침. 心蘭

1827

馨과 의자매를 맺고 함께 무예를 익히러 감.
陳麗卿은 남장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화를 피함. 여

1847

미상

1821

미상

1878

제갈 려경과 사촌 劉慧娘은 文武로 서로 도움을 주
고 려경과 혜랑은 각각 전투에서 활약을 펼침.
宋霞婆, 方飛雲, 金精娘 등의 여성들이 술법과 계책
으로 전투에서 활약함.
朱木蘭은 어려서 삼교의 도와 묘법을, 무예를 익힘.
남장을 하고 부친 대신 군대에 가고 武昭將軍으로
봉해져 대군을 이끌고 나가 적을 격파함. 조정으로
돌아와 공후의 작위를 받고 진정표를 올려 여자임을
밝힘.

雲中 雁三鬧 太平 莊
全傳(大明奇俠傳)

미상

1864

張紹賢

1850

雲素暉는 늑혼의 위험에 처해 하녀를 대신 가마에
타게 하고 남장을 하고 피난 과거에 응시해 합격.

1864
北魏奇史閨孝烈傳
犀釵記
兒女英雄傳(俠女奇
緣)

미상

燕北閑人

花木蘭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從軍 전장에서 승리하

道光

고 12년만에 돌아와 사실을 밝힘.
張惠淸은 남장을 하고 고향으로 가다가 程翁의 사

( 1 82 1~1 85 0)

위가 됨. 병서를 연구하여 변방으로 가서 적을 대파

연간 필사본

하고 남편을 구한 후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힘.
何玉鳳이 十三妹라는 가명으로 부친의 원수를 찾아

道光 말년 이
후

群英傑

미상

民國 년간?

忠烈全傳

미상

청대

나서고 강도를 물리쳐 훗날의 배우자 안공자를 구출
함.
申月霞와 하녀 杏桃가 남장하여 과거에 응시. 반란
이 일어나자 楊門女將 穆桂英이 원수로 출전.
孫夢蘭은 혼인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해하고 꿈에
서 검술, 병법, 戰策, 도술을 배운 후 선봉대장이 되
어 교지국을 토벌.
李夢雄, 李桂金 남매가 무예가 뛰어남 계금이 남장

前明正德白牡丹傳
臺灣幗英雄傳初集

翁山
古鹽官伴佳
逸史

1891
1895

續兒女英雄傳

미상

1898

才子奇緣

미상

1899

을 하고 남매가 나갔다가 여자임이 발각됨. 남매가
산동의 도적을 퇴치하며 활약함.
장씨는 남편의 복수를 위해 부인 부대를 만들어 왜
적을 물리치고자 함.
歐家의 딸들, 하옥봉, 육씨, 伍秋芳 등 무예에 뛰어
난 여성들 등장.
미혼의 여도적 峨媚大王, 남장을 하고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아가 의형제를 맺은 文若霞 등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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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擧人

如如女士

1903

蘭花夢

吟梅山人

1905

閨門秘術

미상

1907

三門街前後傳

미상

1913

如如女士가 하녀와 함께 남장을 하고 회시에 응한
뒤 활약한 뒤 다시 여자로 돌아옴.
보주가 어려서부터 남자로 자라 향시에 합격한 후
관직생활을 하고 전장에 나섬.
瑤雲 慶喜 노주가 결혼을 피해 남장하고 달아나다
수적에 의해 강물에 빠져 구사일생으로 소생.
이광과 초운은 어린 시절 정혼했으나 초운이 남장으
로 떠돌며 변성명하여 서로 알아보지 못함. 초운이
황제를 보위하여 관직을 받고 훗날 이광과 결연.

蜜蜂計

儲仁遜
(1874~1928)

미상

3권은

1903년부터
필사

봉영이 남성을 사칭하여 과거에 응시하여 합격. 나
중에 기군죄를 처벌받음.

3. 조선후기 여성의 상상적 자아
여성영웅소설은 18~19세기에 유행하였으며 주된 독자층은 하층계급의 남성과 상층계
급의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의 연구자들이 여성영웅소설이라는 큰 범주에서
이해하고 있는 작품들은 주제의식이나 형성경로에 있어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예컨대
방각본이나 활자본으로 유통되어 대중에게 널리 읽힌 ｢홍계월전｣과 이본이 거의 존재하
지 않으며 가장 개성적인 면모를 지니는 ｢방한림전｣, ‘록책’(錄冊)의 표제를 달고 있는
｢부장양문록｣ 등은 각각 여성영웅의 성격, 작품의 구조, 주제의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
다. 이러한 차이는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이 작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37)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이 작품마다 완전히 균질적일 수는 없겠으나 그 가운데
여성독자가 상당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필사기
에는 책주(冊主), 필사자로서의 여성 독자들의 존재가 자주 확인된다는 점에서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여성영웅의 형상에 상층 여성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
으리라는 견해가 통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조선시대 여성이
직접 쓴 글을 통해 성별에 대한 여성들의 사유방식과 그들의 ‘상상적 자아상’38)을 살펴
봄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주는 여성상과의 구체적인 접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37)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류준경, 앞의 글, 7~12면에서 다루었다. 류준경은 여성영웅소설의 출현에
있어 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기반을 둔 여성영웅소설과 그렇지 않은 여성영웅소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에 대한 차별적 고찰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38) ‘상상적 자아’라는 표현은 개인 또는 집단적 자아가 그렇게 되고자 희망하는 자아라는 의미로 범
박하게 이해되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여기서 ‘상상적 자아’가 뜻하는 바는 유희적 공상이 아닌,
현실의 결여를 보충하는 의식적 지향에 가깝기에 다음과 같이 라깡의 상상계가 지시하는 바와 그
의미가 상통한다. “상상적이라는 말은 가상이나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지들을 매
개로 구성되는 주체의 현실 세계를 말하며 의미의 세계이기도 하다.”(김석, 에크리: 라캉으로 이
끄는 마법의 문자들 , 살림출판사, 2007,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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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대한 여성들의 사유방식과 상상적 자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성을 구분하
는 범주에 대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빙허각 이씨(憑虛閣李氏,
1759~1824)의

규합총서(閨閤叢書) 를 살펴보자.

규합총서

봉임칙(縫紝則)의 뒤에는

｢열녀록(列女錄)｣이라는 글이 덧붙어 있다. 빙허각 이씨는 “규합 가운데 어찌 인재 없으
리오”39)라고 말하며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여성 가운데 뛰어난 이를 소개하고 있는
데, 그 주요한 항목을 대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녁대셩후현비｣, ｢슉덕｣, ｢네｣, ｢효녀｣, ｢효부｣, ｢녈졀｣, ｢튱의｣, ｢모교｣(母敎), ｢녀품｣(女品)
② ｢디식｣, ｢의긔｣, ｢문댱｣, ｢예｣, ｢션셔부인｣(善書夫人)
③ ｢검협｣, ｢녀션｣, ｢마녀｣, ｢여불｣(女佛), ｢승니｣, ｢봉후녀｣(封侯女子), ｢집졍녀｣(執政女子),
｢녀쟝｣(女將), ｢남소임녀｣

이 가운데 ①은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권장되는 덕목을 실현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
다. ②는 지식, 문장, 글씨 등 경우에 따라 여성에게 허용되기도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았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여성들이다. 그리고 ③은 통념적으로 평범한
부녀의 영역을 벗어난 무예, 정치, 종교 등에서 활약한 여성들이다. 이는 빙허각 이씨가
여성의 능력과 그 가능성을 남성에게 허락된 영역까지 확대하여 사고하고 있었으며 그
범주 또한 비교적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여성영웅의 형상과 관
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풍부한 독서를 통해 교양을 지니고 있던 상층 여성에
게 여성의 능력 발휘나 자아실현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상존하고 있었며, 여성영웅소설
의 여성영웅이 보여주는 이미지도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③에는 검
협, 여장, 남자소임여자 등 전쟁영웅으로서의 여성의 면모와 관련된 내용 및 봉후여자,
집정여자 등 관료로서의 여성의 면모와 관련된 내용이 개념화되어 있다. 그리고 실상 여
성영웅은 ①, ②가 보여주는 미덕도 함께 지닌 인물로서 여성영웅은 빙허각 이씨가 상정
한 ‘규합의 인재상’과 상통하는 면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빙허각 이씨가 총서의 서문
에서 “드여 이  서 야 분[문]예 녀부 쥬노라”40)라고 한바 적어도 남편
서유본(徐有本, 1762∼1822)의 가문인 달성(達成) 서씨 가문의 딸과 며느리들은 ｢열녀록｣
에 실린 여성들의 면모를 숙지하고 있었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여성의 상상적 자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에 살펴볼
것은 영남지방에서 유통된 신변탄식류 가사 가운데 한 편이다.

인간남 되여던들 셩현호걸 호리라
시셔예악 익혀고 입신양명 올졔면
39) 빙허각 이씨, 정양완 교주, 규합총서 , 보진재, 2006, 196면.
40) 위의 책,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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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댱공명 일삼아며 군의 실고
입상 출장여 문호광 오리라
년화고 계화고 텬문금방 놉히올나
은옥당 즛발부며 쥬문화각 여올나
일인지하 만민상 부귀영화 도샤
우흐로 충효돕고 아로 만민치졍
태평셰를 여러노코 슈역츈대 오르교져

셔삼경
시셔용코
칠양거예
오로
연지월분
녹의홍샹

어가고
잘쓴들
낸운금
사긴슈결
단쟝들
며낸들

언문고담
녀장원
녜악문물
장부문
쟝부풍골
군복

외오고
닷말가
달손가
결워볼가
당손가
흘손가

엇디 듕문밧글 일을 못보고
셔황은 어멘고 지옥이 여긔로다
니현경 왕홍벽의 녀화위남 일업셔
벽사창 구지닷고 침션만 잡고안자
가난셰월 모거든 오시졀 어이알니41)

규방가사, 특히 신변탄식류 가사에는 집안과 집안일을 답답하게 여겨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여성의 욕망이 드러나 있다. 바깥세상을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 자신의 재주를 세
상에 나가 펼치고 싶다는 생각, 친정 부모와 동기를 가까이 두고 함께 지내고 싶다는
생각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존재는 남성이기에, 어쩌면 여성은
남성에게서 이러한 욕망을 모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자연 남성
으로 태어나지 못한 데 대한 한탄 내지 동경으로 이어졌다.
인용한 작품의 내용도 마찬가지다.

에서 화자는 남자가 되어 하고 싶은 일을 설명

하고 있다. 학문을 익혀 벼슬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시서
예악과 성현의 글을 배우고 과거에 급제하여 문호를 빛내며 충효를 실현한다는 것은 남
성 가운데도 소수의 인물에게만 가능한 지극한 영화일 것이다. 애초에 남자가 된다는 불
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긴 하지만 “초야한사 부녀되어 가난조차 심할시고”라고 표현
된 화자의 고단한 처지와는 더더구나 동떨어진 상상이다. 이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탈
41) ｢녀탄｣, 권영철 편, 閨房歌辭 : 身邊嘆息類 ,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110~113면의 세
부분을 순서대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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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자하는 상상과 바람이 고통의 크기에 비례하여 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으
로 나타난 것일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상은 규방가사에서 여성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학적 수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42) 그런데 여성이 남성이 되어 남성의 학문을 배우고 입신양명한다는 줄거리는 여
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상통하는 것으로,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은 소설 속 여성
영웅의 활약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어지는

는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비관 내지 한탄이다. 이 한탄 가운데 몇 구

절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는 구절의 대조적인 나열로 구성되어 있다. 언문고담/사서삼
경, 연지월분/장부풍골, 녹의홍상/군자복식 등이 그것이다. 각각 독서와 문자활동, 외모
와 풍채, 의복 등에 대한 쌍인데, 이는 화자가 남성과 여성의 상황을 대비되는 속성의
짝패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화자는 둘 가운데 남성과 관련된 물건에 긍
정적 가치가 부여됨을 인지하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규중에 갇혀 여공만 하는 신세에 대한 한탄이다. ‘지옥’으로 표현할 만큼 답답하
고 괴로운 상황을 벗어날 길은 남자가 되는 것밖에 없다. 그 방편은 바로 ‘여화위남’을
하는 것인데, 화자가 할 수 없는 여화위남을 한 인물은 바로 ‘니현경’과 ‘왕홍벽’이다.
니현경은 ｢이학사전｣의 주인공인 이현경인 것으로 보이며, 왕홍벽은 미상이나 마찬가지
로 여성영웅이거나 최소한 남장여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작자가 ｢이학사전｣을 포함한 여성영웅소설을 읽었으며, 이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처지에 대한 자의식이나 남성이 된다는 가정 등이 적어도 상당부분 여성영웅서사에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이런 가정 하에 작품을 다시 검토해보면 작품 초반
부의 “이글을 지엇시니 진실졍 녀라”라는 구절의 “여학사”,

의 “녀장원” 등의

어휘들도 여성영웅소설과 친연성을 지니는 구절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녀탄｣의 주
요한 서술은 여성영웅소설의 독서 배경 하에서 나온 것이며, 다른 신변탄식류의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이 되고 싶은 소망 또한 여성영웅소설의 여성 형상과 일정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43)
그렇다면 여성은 남자가 된 상상 속의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있었
을까? 조선 후기 여성의 상상적 자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의령 남씨(宜寧
南氏, 1727~1823)의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통해 이를 재구성해보자.
42) “이몸이 남아대여 우리부모 귀동로 슈복부귀 겸젼하여 차셜원 하오리라”(작자미상, ｢여자탄
식가｣, 권영철 편, 규방가사Ⅰ-가사문학대계③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에서 유사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43) 작품의 말미에 “시셰 무진 월 염 칠일 필셔 묵과 붓과 눈 어두어 괴다”라는 기록이 있는
데 ‘무진’은 이 작품이 권영철 교수가 1955년부터 수집한 규방가사 가운데 들어 있다는 점과 규
방가사의 창작시기가 영조조까지 소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위의 책, 7면) 1748, 1808년, 1868
년, 1928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녀
탄｣이 여성영웅소설의 독서에 영향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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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악은 귀를 이아이고 초롱빛은 됴요하니 마암의 규듕쇼녀자믈 아조 니치고 허리의 다섯 인이
달리고 몸이 문무를 겸전한 장상으로 훈업이 고대하야 어듸 군공을 일우고 승전곡을 주하며
태평궁궐을 향하는듯 좌우 화광과 군악이 내 호긔를 돕는 듯 몸이 뉵마거듕의 안자 대로의
달리는듯 용약환희하야 오다가 관문의 니르러 아내 마루 아래 가마를 노코 장한 초롱이 군성이
양긔를 마자 떠러딘 듯 업스니 심신히 황홀하여 몸이 절로 대청의 올라 머리를 만져보니
구룸머리 꿔온 것이 고아잇고 허리를 만디니 치마를 둘러시니 황연히 이몸이 녀자믈 깨다라
방듕의 드러오니 침선방적 하던 것이 좌우의 노혀시니 박댱하야 웃다 복뤼 불붓고 다시 지으니
녀옥 굉걸하고 단청이 새롭더라44)

인용은

의유당관북유람일기

가운데 ｢북산루｣의 한 대목이다. 작자는 북산루를 구경

한 다음 날이 저물자 시종들이 밝힌 초롱을 앞세우고 관아로 돌아온다. 북산루와 일대의
풍광을 구경하며 한껏 기분이 고조된 작자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부신 불빛을 보며
가마를 타고 가는 길 위에서 현실의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상상에 빠져
든다. 상상 속의 작자는 전투에서 승리하고 승전곡을 울리며 궁궐로 귀환하는 장군이다.
그는 허리에 다섯 개의 인을 찬, 문무를 겸전한 장상(將相)으로 여섯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큰 길을 신나게 달리는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의령 남씨는 상상 속의 자신을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닌 남성의 모습,
그것도 장군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45) 이는 우선 작자가 ‘문무를 겸전한 장상’을 가장
영예로우면서도 멋진 모습으로 은연중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문무를 겸전
한 장상’은 ‘규중소녀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의미화 되고 있는데, 자세히 살피면 이 대목
전체의 구조가 둘의 속성의 대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체

문무를 겸전한 장상

규중소녀자

의상(허리)

다섯 인

치마

업적, 일

훈업, 군공

침선방적

공간

태평궁궐

방중

탈것
태도, 분위기

육마거
용약환희

가마
고여있다

44) 의령 남씨, ｢븍산누｣, 의유당관북유람일기 , 류준경 교주, 신구문화사, 2008, 45~46면.
45) 김종철, ｢<玉樹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62~63면에서는 남성의 행위에 의거
한 여성의 환상적 욕망 성취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로 인용한 대목을 들고 있다. 김종철 선생
은 의유당의 환상의 발현 방식이 문무를 겸전한 장상, 즉 영웅으로 자신을 치환시키는 것임에 주
목하고 이를 여걸의 등장을 설명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의유당이 관북(關北), 즉 함흥 일대를 유람하면서 현지의 여악(女樂)들이 남장을 한 채 말을 달리
고 칼춤을 추는 광경을 보아온 것도 이러한 상상을 가능케 한 한 가지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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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별 정체성에 따른 속성들이 명백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앞서 살핀
｢녀탄｣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무를 겸전한 장상’이라는 이미지가 입신양명한 사람의 일
반적인 표상인 동시에 특히 여성의 존재양식과의 대비 하에서 성립한 표상임을 의미한
다. 즉 ‘문무를 겸전한 장상’이란 ‘규중소녀자’와는 다른, ‘규중소녀자’에게는 없는 것을
지니고 ‘규중소녀자’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심신이 황홀하여
몸이 절로 대청에 올랐다거나 머리와 치마를 만져보고야 자신이 여자임을 깨달았다는
구절은 다소 과장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바깥에서의 유람을 통해 현실에서 아주 벗어
난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동시에 그만큼 현실과의 괴리를 느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 마찬가지로 손뼉을 치며 웃었다는 것 역시 표면적으로 잠깐 동안의 환상이 매우 즐
거웠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그 이면에는 ‘남루한’ 현실로 돌아온 데 대한 서글픔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이미지를 여성영웅소설 속의 여성영웅과 관련지어 다시 검토해보자. 문무
겸전한 장상으로서 승전고를 울리며 경사로 돌아오는 대목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일반적
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여성영웅의 세속적 성공이 가장 고조된 대목이다. 왜냐하면 많은
작품에서 승전 이후 부친이 억울한 고초에서 풀려나거나, 천자가 사혼을 제안하면서 여
성영웅은 통상적인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의령 남씨가 황홀경 속에서 승전
장군의 이미지를 체험하고 다시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은 여성영웅이 승전 뒤에
남복을 벗고 여성임을 밝히는 서사의 구조와 유사하다. 의령 남씨가

의유당관북유람일

기 를 쓴 것은 대략 1769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여성영웅소설이
크게 유행한 시기와 겹친다. 의령 남씨는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외에도

의유당유고 를

남기는 등 문필 활동을 활발히 한 인물이었며, 그 질녀(姪女)가 정조의 비 효의왕후
(孝懿王后)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다양한 소설 작품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46) 따
라서 ｢북산루｣에 나타난 의령 남씨의 상상적 자아와 여성영웅소설 독서는 연관시켜 볼
개연성이 충분해 보인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다 해도 의령 남씨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를 대조적 속성을 통해 매개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승전한 장군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한
다는 점은 여성영웅소설이 당대 여성의 사고 및 욕망과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한 예
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조선후기 여성이 직접 쓴 두 편의 글에 나타난 욕망과 상상적 자
아의 상은 여성영웅의 형상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두 작품이 창작된 시
기가 18~19세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영웅소설을 읽은 결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남녀에 대한 대비적 인식이나 장원급제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입신양
46) 류준경, 앞의 책,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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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인물의 형상이 작품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된 것일 수는 없다. 여성들은 빙허각 이씨
의 예에서 보듯이 여성영웅소설과는 별개로 남녀의 차이와 여성의 능력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곧 ｢녀탄｣이나

의유당관북유람일기 에 나타난 여성

영웅소설의 흔적은 상층의 여성독자들이 남성과 달리 규방에 갇혀 지내며 자신의 재능
과 기호를 펼치지 못했던 불만과 괴로움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에 대응시킨 결과이다.
조선시대 여성의 내적 욕망과 여성영웅소설 사이의 관계는 조선시대 여성이 직접 쓴 글
이 상대적으로 희소하여 충분한 수의 자료를 통해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몇몇 구체
적인 자료를 통해 둘 사이의 관계를 여성문학의 상호성이라는 측면에서 짚어보았다는
점에서 이상의 논의는 여성영웅소설이 당대 여성의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견해를 보다 구
체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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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사원리
1. 여성영웅의 일대기
1) 좌절한 영웅의 서사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조동일 교수의 논의는 연구사에서 이른바 ‘영웅의 일생’
내지 ‘영웅의 일대기’에 대한 규준(規準)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의 모든 영웅서사 연구
는 그의 논의에 직간접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1) 이에 의하면 고귀한 혈통을 지난 탁월
한 능력의 영웅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죽음을 피하고,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여 승리자
가 된다.2) 전용문 선생은 이러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여성영웅소설에 맞게 부분적으
로 확장·개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3)
㈎
㈏
㈐
㈑
㈒
㈓
㈔
㈕
㈖

고귀한 혈통의 무남독녀로 출생한다: 출생주지
어려서부터 재질이 뛰어나다: 천품주지
고난을 만난다: 수난주지
남장가출로 고난을 극복한다: 가출주지
수학에 의해 남성적 능력을 갖춘다: 수련주지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다: 출세주지
국가적 위기를 당한다: 국난주지
대원수로 출전하여 위기를 해결한다: 대승주지
여성의 본체를 드러내어 남성과 결합한다: 결연주지

위의 내용은 기존의 영웅의 일생을 여성영웅소설의 특성에 맞게 일부 부연하고, (라)
에서의 남장을 통한 여화위남, (자)에서의 정체의 드러남에 해당하는 단락을 추가한 것
이다. 그런데 이 여성영웅의 일대기는 남성영웅소설과 구분되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전
개 상의 특질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장과 그것의 해소가 여성영웅소
설의 가장 특징적인 모티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남성영웅소설의 전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4)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은 그 기본적인
1) 서인석, ｢영웅소설 연구사의 담론들-논쟁과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61~66
면에서는 ‘영웅의 일생’이 가지는 연구사적 비중에 대해 언급하며 영웅소설의 서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웅의 일생’의 변주라고 하였다.
2)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 1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71에서 처음
제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 ㈏ 비정상적으로 잉태
되거나 출생했다 ㈐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 났다 ㈑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 ㈒ 구출, 양육자를 만나서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쳤다 ㈔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었다
3) 전용문, 韓國 女性英雄小說의 硏究 , 목원대학교출판부, 1996,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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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남성영웅소설을 이루는 화소는 여성주인공의 성격에 맞게
변화·조정되거나 추가된다. ‘영웅의 일생’이 각편의 디테일이나 변이를 소거한 채 서사의
공통적인 뼈대를 추출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영웅의 일생과 남성영웅의
일생은 차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5) 예컨대 여성영웅서사에는 동성
혼인 모티프가 존재한다는 점, 남성영웅이 과거 급제 후 승승장구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
영웅이 소기의 목표를 성취한 후에 심적인 좌절, 남편 및 시댁과의 갈등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점, 적지 않은 수의 작품에서 결연 이후에도 서사가 진행된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성영웅의 일대기와 구분되는 여성영웅의 일
대기를 변이 형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고귀한 혈통의 무남독녀로 출생한다
부친의 적거 및 늑혼의 시련을 겪는다
남장 가출한다
조력자를 만나 병법과 무예를 수련한다
장원급제하여 벼슬에 오른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원수를 처결하고 가족과 재회한다
여성(공주)과 정혼한다
천자에게 본적을 상소한다

㈗
㈘
㈙
㈚

정혼자와 혼인한다
남편과 갈등을 겪는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한다
부귀다자녀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4) 민찬, 앞의 글, 11~15면에서는 ‘영웅의 일생’에 의거하여 여성영웅소설을 단락화하고 여성영웅소
설이 영웅의 일생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사건단락의 배열과 유무에
의해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진정한 의미를 포착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본고 역시 견해를 같이한
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민찬 선생은 영웅의 일생에서는 ‘자라서의 위기’와 ‘투쟁에서의 승리’
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여성영웅소설에서는 ‘기아와 죽음’ 및 ‘죽음에서의 극복’이 차지하는 비
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여성영웅소설은 여주인공의 영웅적인 투쟁과 입공을 드러내는
작품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 점 본고가 여성영웅의 영웅적 활약 및 이후의 과정에 관심을 두고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5) 이와 관련해 서인석, 앞의 글, 64~65면에서는 7개의 서사단락으로 이루어진 ‘영웅의 일생’ 모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작품에 한 단계 더 낮은 층위의 구체화를 요한바 서대석 선생과 전
용문선생은 개별 작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려는 조동일의 방법론과는 달리 영웅소설 및 여성영
웅소설에 맞게 ‘영웅의 일생’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전용문 선생이 구안한 ‘여성
영웅의 일생’은 ‘영웅의 일생’의 표현을 여성에 맞게 고치고 남장 관련 서사단락을 삽입한 데서
그친바,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것이 본고의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 영웅의 일생의 각 항목
의 추상성을 낮추고 세부적인 변이 형태를 제시하여 구체성을 확보한 모형을 제시한 서대석, 앞
의 책의 논의도 참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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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웅의 일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아), (자)의 ‘남장과 남장의 해소’의
과정이며, 새롭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아) ‘여성과의 정혼’이다. 이때의 여성은 대부
분 공주인데, 공주와의 정혼은 여성영웅이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인 계
기가 된다. 공주와의 정혼은 비록 실현되지는 않으나 동성 결혼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라) 뒤에 배치될 경우에는 조력자의 딸과의 정혼의 형태로 삽입되기도 한다. 공
주나 조력자의 딸은 여성영웅이 여자임이 밝혀진 후에는 남주인공의 처가 된다. (카),
(타), (파)는 본적 상소와 혼인 이후에도 서사가 계속 전개되는 ｢홍계월전｣, ｢정수경전｣,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등의 작품에 해당되는 서사단락이다.
그런데 ‘남장과 남장의 해소’ 단계는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영웅이 남장의 해소를 통해 내외적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
인데, 이는 영웅서사의 흐름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영웅서사는 일정 기간의 고
난 후에 영웅의 세속적 영광이 점점 커지며 행복한 결말을 맞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이
다. 이는 영웅의 일생이 행과 불행, 고난과 극복을 반복하는 구성인 것과는 달리 여성영
웅의 일생에서는 남성으로서의 삶이 좌절됨으로 인해 결혼 이후의 삶에 불행이 잠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성영웅의 좌절은 영웅이 입신양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육체
적 정신적으로 보다 성숙해지기 위한 수난의 과정과는 거리가 있다. 물론 어릴 때부터
남성의 삶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이는 여성영웅의 학문과 병법에 대한 관심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가 남동생 장원흥과 함께 천문서와 육도삼략
을 읽고 문장을 익히자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여 되어 침션 여공을 폐고 남의 학
문을 잠심여 더옥 쳔문셔와 병법은 여의 가쇠라”(｢부장양문록｣, 권1 6b)라는 말로
딸을 경계한다. 장벽계가 “한번 쥭기 가쇠오련이와 진실노 이 명교 봉치 못하리로
소이다”(｢부장양문록｣, 권1 6b)라며 당돌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부모는 어이 없이
여겨 내버려둔다. 그리고 장벽계는 검무를 만들어 혼자 익히고 이를 부모에게 숨긴다.
이렇게 남성의 세계에 대한 소녀시절의 관심은 이를 얼마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부모
의 용인과 여성영웅의 은닉에 의해 결정적인 좌절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음양삼태
성｣에서도 세 자매의 무예 수련은 모친의 비호 아래 얼마간 유지되며, ｢홍계월전｣, ｢이
학사전｣, ｢방한림전｣에서도 여성의 남장은 부친의 용인 하에 이루어진다.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부모의 죽음 또는 부친이나 정혼자의 유배로 인해 도피하
거나 도로에 유리하면서 최초의 고난을 경험한다. 이 고난은 여주인공이 학문과 무예를
습득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전공을 세우는 계기가 된다. 부친이나 정혼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에 공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공을 세운 후 여
성영웅은 천자에게 표를 올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며 청죄(請罪)하고 부친이나 정혼자
의 명예 회복을 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영웅은 심적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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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연이 이에 혼신 은지를 밧오니 마음이 송구야 녀의 종젹을 감츄지 못가 울울
야 이에 소를 지어 올니니 왓스되 신쳡 셜연은 돈슈옵고 일쟝 표를 황뎨 탑하에 올니
이다(｢황장군전｣, 56면)

인용은 ｢황장군전｣에서 설연이 공주와의 결혼을 앞두고 본적을 상소하려 하는 대목이
다. 설연의 심경은 매우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모든 여성영웅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
는 두 가지 감정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 ‘송구’와 ‘울울’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두려움과 슬픔이 그것이다. 여성영웅은 임금과 세상을 속이고 공주와 결혼까지 하게 된
자신이 처지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유롭게 살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서 슬픔을 느낀다. 이는 결혼을 통해 지위와 부귀가 더욱 상승하는-더구나 그
것이 공주와의 결혼이라면-남성영웅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 지점에서 여성영웅은
남장을 한 이후 최초이자 결정적인 좌절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은 여성영웅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기에 여성임에 대한 혐오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밖
에 없다.6)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여타의 여성영웅과 달리 죽기 직전까지 여성임을 은닉하고 살
아간다. 따라서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좌절과 슬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방관주는 모든 영웅소설 혹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부부가 장수하며 자손 대
대로 복록을 누리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인 영혜빙과 함께 고작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7) 방관주가 이렇게 단명한 이유는 작품 속의 다음과 같은 대목을 통해 이해
해 볼 수 있다.
음양을 변야 임군과 를 쇽이 그 벌이 읍지 안이리로다 쳔궁의셔 호기를 방이
니 의 금실지낙을 쳐슨니 스스로 희을 아난다 그릇시 면 넘치고 영화 극면 슬푸미
오난니 옥졔 옛 신을 보시고 시난도다 원컨 공은 명연 삼월 쵸일 만나게 라 얏
더라 승상니 보고 앙쳔 탄식 왈  일 안여로 셰 임니 오란지라 읏지 쳔벌이 읍스리요
극비희라 (…) 안셕의 의지여 쳔를 바라보며 상양 남아 못되물 늣기더라(｢방한림전｣,
62~63면)
이달붓터 식음의 맛시 읍고 용모 슈쳑야 장 상셕의 이지 못니 영부인과 부 망극
야 쳔명만 기디라더니 일야 비몽간의 그 션친을 맛난이 갈아 네 일 쇼녀로 이갓치 영귀
6) 우에노 치즈코에 의하면 “여성 혐오(misogyny)는 남녀에게 있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 남성에
게는 ‘여성 멸시’, 여성에게는 ‘자기 혐오’이기 때문이다.”(우에노 치즈코,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
나일등 옮김, 은행나무, 2010, 13면)
7) 예를 들어 ｢이학사전｣의 이현경 부부는 80세, ｢김상서전｣의 장선빙 부부는 70여세, ｢부장양문록｣
의 장벽계 부부는 90여세에 세상을 떠났다. 더군다나 영혜빙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것으
로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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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쳔명이연이와 됴흔 일니 오라들 안이니 네 슈골니 안니라 이 병의 이지 못린니 읏
지 릿고 승상이 뭇고 던니 우왈 오라지 안야 맛날진니  밧비 가노라 고 나아난니 승
상니 여 몽 분명고 부모를 맛나 일언을 펴지 못고 훌훌이 난니 탄식고 부인다려
일으고 슬퍼니 부인니 간담니 다 녹난 듯 강잉여 위로더라(｢방한림전｣, 65면)

은 현산도사가 방관주의 관상을 보고 돌아가며 남긴 글과 그 글을 읽은 방관주의
반응이다. 도사는 음양을 바꾸어 임금과 세상을 속인 벌로 관주가 단명할 것임을 암시하
고 있고, 관주 또한 이를 수긍하면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다시금 탄식하고 있
다.8)

역시 같은 맥락의 삽화로 관주의 부친이 현몽하여 관주가 장수하지 못할 것을

이르는 대목이다. 인용 가운데 “일개 소녀로 이같이 영귀하니”와 같은 구절은

과 마찬

가지로 남장을 하고 출세한 것을 은연중 비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부친이 관
주가 질문을 할 틈도 없이 떠나는 장면 역시 자애를 느끼기 어려운 부친의 냉담한 태도
를 보여줌으로써 관주가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부각시킨다. 결국
방관주는 죽기 직전까지 남성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영위했으나 ‘단죄로서의 단명’이라
는 또다른 방식의 좌절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방한림전｣을 비롯하여 ｢이학사전｣, ｢부장양문록｣ 등에서 여성영웅이 마지막 연회를
여는 장면 또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세 작품의 주인공인 방관주와 이현경,
장벽계는 죽음 또는 본적 상소를 앞두고 연회를 벌인다.
방승상니 연을 셜고 삼일을 만됴붕관과 고구 친쳑을 모 질길 승상니 다시 이 갓
튼 경연을 보지 못할쥴 슬어이 역여 옥를 잡아 츄연니 비가를 음영 옥셩니 쳥아신쇽고
낭낭쇄연야 기난 구름을 멈츄고 봉황니 무난 듯 관광 연 강 쵸창야 슈탄더라
(…) 학니 본 긔질니 약고 질병니 잇셔 인간니 오라지 안일지라 비록 쳥츈이나 각건
다시 이갓치 질기지 못할지라 연 비회로 가을 지여 졔공의 염여를 일우미라 인야 쥬반을
물이치고 안셕의 의지야 연 쵸창여 봉안의 누슈의 메를 젹신니(｢방한림전｣, 63면)
소연 이십 여명 친우을 쳥 오직 부사도 쳥치 아니하니 공 외당 춘화현의 베풀고 동
졍만 보더라 (…) 좌위 댱후을 권여 음영여라 니 댱후 추다가 쳥음을 길게 혀 도
원명의 귀거라를 음영니 소 웅의쳥고여 공산의 쇄옥셩이라 좌위 졔셩여 다 무심되
공 지긔 불샹고 다여 더라 장후 음영을 맛고 홀연 옥안이 쳑쳑저상여 오 말
을 아니타가 (…) 표를 올여 벼을 갈고 빈을 사졀려 니 졔우 나의 업스믈 웃지
말고 셕일 동하던 졍을 잇다감 각라(｢부장양문록｣, 권3 22a~23a)
일일은 가에 영을 나리와 대연을 셜고 만조관을 다 쳥니 뉘 아니 모도리오 (…)
8) 이는 ｢이학사전｣에서 이현경이 중병에 걸렸다가 여도를 행하면서부터 회복된다는 설정과 상통하
는 점이 있다.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리휘 후로브터 녀의 도를 코니 병셰 날노
감셰되니 가히 을 슌죵  창셩다  말이 허언이 아니러라”(｢이학사전｣,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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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후 홀노 쳑연 불락야 거 졔이 모다 가무를 권되 리휘 답왈 나 노 불을 쥴을
아지 못니 녯 가를 읇허 노를 화답리라 고 도연명에 귀거를 읇흐니 그 소 쇄
락야 단산에 봉황이 새벽달 빗 우 듯지라 졔이 다 층찬되 장상셔 그 벼살을 바
리고 물너갈 쥴를 임의 알더라 셕양의 산기에 밋쳐 리휘 잔을 잡고 좌우를 도라보며 눈
물을 흘여 오 후이 드르니 흥진비고 고진감라 니 학생이 연급약관에 작녹이 분
외 지난지라 족 쥴을 아지 못면 위미 잇니 명일에 표를 올녀 직고 죵젹을 감초
아 홍진을 직고 니 오 졔공이 모히여 즐기 후 졍을 엇지 이리잇고(｢이학사전｣,
222~223면)

은 ｢방한림전｣의 방관주가 도사와 부친으로부터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듣고
연회를 여는 장면이며,

와

은 각각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이학사전｣의 이현경이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기로 결심한 후 연회를 여는 장면이다. 연회의 정조는 슬픔이다.
연유를 모르고 참석한 손님들은 연회의 주인공에게 가무를 권하며 즐기지만 여성영웅은
의미심장한 노래로서 응대한다. 방관주는 비가(悲歌)를 지어 부르는데 그 노래에서는 아
마도 여자이기에 맞아야하는 죽음과 이별의 슬픔을 표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현경과
장벽계는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부르는데 이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연명
에게 여자로 돌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빗댄 것이다. 세 여성은 모두 비통한 모습
을 보이며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혹은 벼슬을 그만두고 은둔할 것임을 벗들에게 알리
고 있다. 이 마지막 연회는 조선후기 상층 여성들의 실제 삶에서의 관계집단이 주로 가
족 내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소설 속의 여성영웅들은 남성으로 활약하면서 그
에 걸맞은 관계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영웅이 여자가 됨
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에는 지위와 명예, 부귀뿐 아니라 벗과 동료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여성영웅은 연회를 통해 이러한 인간관계의 단절은 선언함으
로써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을 수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작품에서는 여성영웅의 심경이 벗들 향한 방백과 같은 노래로 표현됨으로써 비장미가
한층 강화되어, 독자가 느끼는 공감의 폭 또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성영웅의 절망은 본적 상소를 결심하고 천자에게 표를 올리는 순간까지 계
속된다. 장벽계는 표를 지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9) ｢이학사전｣의 이현경과 ｢김상서전｣
의 장선빙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심정을 토로한다.10) ｢홍계월전｣의 홍
9) “표을 지을 광슈을 드러 안슈을 로 거두니 슬푼 비치 좌우를 동더라”(｢부장양문록｣, 권3
23b)
10) “리휘 즁당에 드러와 간을 치며 통곡니 연경이  유니 답왈 십년 공업이 부운이 되
고 에 득 일홈과 황상에 은총을 뉘게 젼며 헌헌 장부의 으로 녀의 도를 엇지
아 리요 녯날 국가의 원훈이 오관의 읏듬이러니 이졔 녀복을 초고 거울을 드러 얼골을
빗최니 당당 장상에 골격이 이럿틋 가 옥를 어로만지며 탄식을 마지 아니고 인야 표
를 지어 의 너코 장찻 구러에 아가 올니고 하더라”(｢이학사전｣, 224면); “일됴의 건곤
이 밧고여 옥당 신이 심규여 되리이 엇지 비감치 아이리오 칠년 공명이 쇽졀 읍시 되엿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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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월도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부모가 이를 위로한다.11) 따라서 “여성의
본체를 드러내어 남성과 결합한다”는 여성영웅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모티프는 ‘결연주
지’이기도 하지만 실상 여성의 ‘좌절주지’이기도 하다. 이 좌절은 심적인 좌절인 동시에
남성으로서 가졌던 지위와 명예를 포기해야하는 신분지위상의 좌절로서 명백히 하강적
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결혼은 ‘미완의 해피엔딩’으로서 여성영웅소설의 서
사를 영웅의 부귀와 명예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남성영웅소설의 그것과 구분하는 핵심
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2)
부친의 신원과 복권, 벼슬과 재물, 혼인 등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 여성영
웅을 좌절한 영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성별과 그에 따른 성역할의 문제가 끝까지 해
결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이 여성임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남성의 가면을
쓰고는 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불가능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해 ｢최고운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임경업전｣ 등에서 “주인공이 비극적 패배를 겪는 것은 그들이
후대의 통속적 영웅소설과 달리 가족과의 재회 및 부귀공명이라는 개인적 지향가치 획
득을 위해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질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루어지기 힘든 목
표를 위해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이들 작품을 민중적 영웅소설로 명명한 바
있다.13) 여성영웅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이른바 ‘통속적 영웅소설’과 유사하게 가족의
신원 및 가족과의 재회, 개인과 가문의 부귀공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여성
영웅이 여성의 위치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개인의 부귀공명은 그 지점에서 단절되거나
제한적인 것이 된다. 여성으로서는 이전의 지위를 지속하거나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현실적 조건이 바
뀌지 않는 한, 여성영웅이 ‘개인적 지향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장을 벗음으로써 이전에 가능했던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다는 설정은 성차별적인 현실 질서가 바뀌지 않는 한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그대로 발
다”(｢김상서전｣, 권2 68면)
11) “이젹에 평국이 병셰 졈졈 나흐 각되 어의가 나에 을 보왓스니 필시 본이 탄노지라
인졔일업시 되엿스니 녀복을 고 규즁에 몸을 슘어 셰월을 보미 올 고 즉시 남복
을 벗고 녀복을 닙고 부모 젼에 뵈와 늣기며 양협에 쌍루 종횡거 부뫼  눈물을 흘니며
위로더라 계월이 비감야 우 거동을 츄구월 연화가 셰우를 먹음은 듯 쵸텬월이 수운이 잠
긴 듯며 요요 도 당셰 졔일이라”(｢홍계월전｣, 33면)
12) 민찬, 앞의 글, 113~121면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영웅으로 설정됨으로써 주변적 삶에
대한 관심이 대폭적으로 수용되어 영웅성이 소멸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남성영웅소설을 준거로
할 때 이러한 경향은 ‘영웅성의 소멸’로 이해할 수 있겠으나, ‘주변적 삶’으로 언급한 내용인 남
녀의 결연이나 여성의 예속된 생활 거부 등은 영웅성이 표출되는 방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 다루고 있는 ‘영웅의 좌절’ 또한 단순한 ‘영웅성의 소멸’이 아닌 여성
영웅의 영웅성이 가지는 특수한 굴곡이라고 할 수 있다.
13)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176~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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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이 성차별적 사회 질서의
재편이라는 완결될 수 없는 목표에 도전하다가 끝내 좌절하는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2) 결혼서사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흥미로운 장면은 남장여성이 장원급제를
하고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겠지만 그러한 삶은 결국 결혼으로 귀결된다. 이는
결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삶의 대안이 없는 당대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14)
여성영웅의 남장 활약이야말로 그러한 현실에 대한 상상적 대응이라 할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이 아니더라도 고전소설에서 여성 등장인물의 삶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성원의 재생산을 통해 가문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을 서사의 주요한 추동력으로 삼고 있는 가문소설 일반의 경우는 물론
이고 ｢구운몽｣과 같이 고전소설의 백미로 손꼽히는 작품에서도 여성의 삶의 종착점은
훌륭한 배우자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이다. 소설 속의 여성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에 이르는
과정은 예컨대 8선녀의 개성과 양소유와의 결연 과정이 모두 다르듯 제각기이지만 이러
한 차이들도 종국에는 결혼을 위한 과정을 흥미롭게 만드는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
일 뿐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여성 인물의 개성과 의
식, 서사 전개는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성을 가진다. 이는 ｢춘향전｣의 춘향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사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 여성영웅소설 속의
여성들의 최종 목표는 결혼인 것으로 보인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향한 여성들의 여정은 ‘결혼플롯’ 또는 ‘결혼서사’라는 이름으로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결혼서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하
나는 미성숙하던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을 함으로써 완결되는 서사와 다른 하나는 불완
전한 결혼생활이 완전해지는 서사이다.15) 이는 비극성이 두드러지는 몇몇 전기소설을
제외하고는 고전소설 속의 여성서사에도 잘 적용되는데, 단편과 장편을 막론하고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대부분은 결혼은 향한 험난한 과정 중에 있거나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며 완전한 결혼을 성취하는 도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상 이 가운데
전자의 개념은 성장소설의 성격을 띠는 작품에 잘 적용된다. 탐색적 결혼서사(marriage
plot)의 흔한 예로 제인 오스튼의

오만과 편견 이 거론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16) 여

14) 조선시대 독신 여성의 대표적인 존재방식은 여승이 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지영, ｢조선
후기의 ‘변두리’ 여성들: 과부, 재혼녀, 첩, 독신녀｣, 젠더, 경험, 역사 , 조옥라·정지영 편, 서강
대학교출판부, 2004, 156면을 참조.
15) 캐롤린 하일브런,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다면 , 김희정 역, 여성신문사, 2002, 57면․ 88면.
16) 조선정, ｢결혼플롯과 그 불만: 제인 오스튼의 오만과 편견 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욕망을 중심
으로｣, 영미문학연구 6, 영미문학연구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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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영웅소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장소설은 아니지만 자아의 성숙, 세계와의 접촉과 대
결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장소설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규중약질’로 자라던 어린
소녀가 남장을 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 온갖 모험을 겪고 귀환하여 결혼에 이르는 구조
이기 때문이다.
남장을 하고 여성영웅으로서의 삶을 위한 첫발을 내디딜 즈음의 여주인공은 대개 10
대 초반의 소녀이다. 본래 소녀에게 주어지는 평범하면서도 절대적인 과제는 두 가지이
다. 자아실현과 결혼이 그것이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은 현실에서는 종종 배타적 관
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은 공존이 어려운 성취
목표이지만, 그러기에 둘을 모두 성취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과제가 된다. 여성영웅소설
은 여성의 자아실현이 남성적 삶의 재현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마저 지속되지
못한다는 제약 내지 한계를 안고 있긴 하지만 여성의 자아실현과 결혼의 관계를 문제
삼는 전형적인 여성서사로서의 면모를 지닌다.
여성영웅에게 결혼이 지상과제가 되리라는 점은 세상을 떠나는 부친의 유교가 여성영
웅이 좋은 짝을 만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찍부터 드러난다. 애초에 대부분의 여성영웅
소설은 결혼 상대를 찾아가는 결혼서사가 아니라 정해진 결혼상대와의 재회와 결합을
도모하는 결혼서사이다. 이는 아버지의 유언, 신물 등의 요소를 통해 강화된다.
소져을 불너 옥슈을 잡고 쳑누을 려 이르되 네 아비 불여 북 죄슈 되엿스니 네 일
을 쳐치 못고 가니 너는 셰쇽 아여의 붓그리는 을 여 죵신 을 헛도이 각지 말고
스스로 가리여 연을 헛도이 말나(｢김상서전｣, 권1 11면)
늣게야 두어 셩혼 양을 보지 못고 구쳔의 도라가니 더옥 슬픈지라 네 몸이 라나거든
의 원을 일워여 쥭은 아비을 위로라 (…) 장연으로 졍혼을 일위여 아비의 유원을 좃게 
옵소셔(｢정수경전｣, 630면 및 682면)

은 ｢김상서전｣에서 북해로 적거하게 된 장선빙의 부친이 딸의 혼처를 정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당부하는 대목이다.

는 ｢정수경전｣의

일부로, 정수경의 부친이 적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딸에게 꼭 성혼하도록 이르는 대목이
다. 장선빙은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훗날 김희경과 정혼하고, 정수경은 천자에게 본적을
상소한 이후 정혼자인 장연과 결연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죽음을 앞둔 부모가 자녀의 혼
사를 걱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는 특히 혼인에 대한 부모의 열
망이 강한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여주인공이 부모가 40세가 넘어 낳은 만득자이자 딸
인 때문이며, 또 부친의 유배와 모친의 죽음이 의미하는 가문의 몰락은 혼인을 통하여
극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가 구몰한 상태에서의 혼인은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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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지배층 남성들이 처녀가 혼인하지 않은 이유로 든 것은 가난, 부모의 구몰, 재산
상속 분쟁, 불교에의 귀의 등이다.17) 이 가운데 가난과 부모의 구몰은 비자발적이며 상
대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요인으로서 여성영웅이 처한 처지와 대응된다. 여성영웅
에게는 주혼자가 부재하며, 혼례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흔
히 영웅소설의 작자로는 몰락 양반 이하 서얼, 중인, 평민 계층 남성이 거론되며,18) 여
성영웅소설의 작자로는 이에 더해 상층 여성 작자의 존재가 상정되기도 한다.19) 그렇다
면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주는 혼인에의 지향 또한 현실에서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계층
의 욕망의 투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외동딸이 남장을 통해 실현한 개인적 영달은
지속될 수도 없고, 자녀 생산을 통해 가문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여성영웅소설
이 결혼서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내외적 필연성을 지닌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종류의 결혼서사가 단독으로, 혹은 함께 나타난
다.

일군의 작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결혼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다른 일군의 작품에

서는 결혼이후에도 유의미한 서사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이 해소되면서
완벽한 결혼 생활에 도달하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백학선전｣, ｢정비전｣, ｢음양삼태성｣ 등의 작품은 전자에 해당하며 결혼과 동시에 모
든 문제가 해결된다. 보다 정확히 말해 모든 결혼 이후에는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겨를이 없이 서사가 마무리되고 만다. ｢이학사전｣, ｢정수경전｣, ｢홍계월전｣, ｢김상서전｣,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등의 작품은 결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
다. 이 작품들은 부부 사이의 불화, 처첩갈등, 여성영웅의 동성 정혼자 등 결혼 생활의
몇 가지 불안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요소들이 극복되면서 여성영웅의 삶은
최종적인 행복으로 나아간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남녀 주인공의 잠자리와 자녀 출산
이다.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면서 곧바로 결혼을 하든지, 혹은 결혼 생활 이후를 다루든
지 최종적으로는 부부의 화합과 자손 출산이 행복의 징표가 된다.20) 다만 자유롭게 남
성적 활동을 하던 여성영웅의 삶에 대한 관심은 후자에 더 많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7)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
학 20 no.3, 한국여성학회, 2004, 17면.
18) 박일용, ｢영웅소설의 작자층과 향유층 논의｣,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 월인, 2003, 106면.
19) 민찬, 앞의 글, 127면에서는 ｢홍계월전｣, ｢방한림전｣, ｢정수경전｣ 등의 여성 소작 가능성을, 정
병설, 앞의 글, 229면에서 ｢부장양문록｣의 여성 소작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0) 오늘날의 T.V. 드라마에서도 갈등이 중첩된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임신 소식이 순식간에 갈등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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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의 이합과 결연의 지연
1) 운명적 만남과 이합(離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는 남녀 관계의 변화‧발전을 가장 지속적인 중심축으로 한다. 작
품에 따라 주인공 남녀의 관계가 소략하게 묘사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남성영웅소설
에 비하면 남녀 관계가 중심서사로 훨씬 더 부각되어 있다.21) 남성영웅소설에는 군담
및 적대자와의 대결이 보다 핵심적인 화소로 등장한다. 예컨대 ｢유충렬전｣이나 ｢조웅전｣
에는 정한담, 이두병과 같이 단순한 간신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획득하려는 강
력한 반영웅이 등장한다. 정한담은 천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유충렬과 대등한
수준의 지략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며 이두병 역시 간신이자 모반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는 남성영웅과 반영웅의 대결이 강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서사를
주도하게 된다. 남성 간의 패권 게임으로 읽히기도 하는 이러한 대결 구도에서22) 남녀
관계는 부수적인 흥미 요소이거나 남성의 영웅성을 부각시켜주는 부가적 요소인 경우가
많다.
반면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에게 적대적인 인물은 다소 무능하고 지리멸렬하게
그려지며, 종종 형식적으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인물 간의 강렬한
대립이 적어도 여성영웅과 그 적대자 사이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물론 부친이나 정
혼자의 원수에 대한 감정적 적대감이 강렬하게 표출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들과 여성영
웅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대립하고 겨루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여성영웅
소설에서 여성영웅과 적대자의 대립은 대등한 능력의 두 인물이 권력이나 ‘여성’과 같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희소한 가치를 두고 싸우는 패권 게임이 아님으로 인해서 서사를
추동하는 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성이 중심인물이
21) 이에 대해 민찬, 앞의 글, 12~15면에서는 영웅소설의 중추적 흥미소였던 투쟁-입공에 관련된 군
담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녀 이합에 의한 새로운 흥미소로 대체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
명하며, 여성영웅소설 전반을 이합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비자발적 헤어짐-자발적 다시 만남’,
‘자발적 헤어짐-비자발적 다시 만남’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전체 논의를 이끌고 있다. 여
성영웅소설에서 남녀관계와 애정담이 강조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로, 본고 역시 이러
한 논의를 받아들여 남녀의 이합이 핵심적인 서사원리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다만 ‘군담’
이 ‘애정담’으로 작품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는 견해는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관계를
문제 삼음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여성영웅소설 전반의 특성과 문제의식을 포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2) 우에노 치즈코는 앞의 책, 31면에서 “남자는 남성 세계의 패권 게임 속에서 다른 남자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평가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패권 게임에는 지위를 놓고 다투는 권력 게
임과 부를 놓고 다투는 치부 게임, 명예를 놓고 다투는 위신 게임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패권
게임의 승자가 되기만 하면 여자는 전리품처럼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권력, 부, 명예 등이 남성이 경쟁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가치임을 의미하
며 여성 역시 남성이 승자임을 증명하는 물화된 존재임을 의미한다. 영웅소설에서의 남성들 간의
대결 및 여성인물의 존재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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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또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거나 정혼한 관계임으로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본
격적으로 문제가 되며 이들의 결연 과정이 서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된다. 이 과정은 최
종적인 결합을 향한 이합의 구조이다. 특히 ｢음양삼태성｣, ｢음양옥지환｣, ｢백학선전｣ 등
의 작품은 제목에서부터 남녀의 결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남녀 주인공의 인연은 대개 천정연(天定緣)으로 설정되어 있다. 천생연분의 표지는 상
투적인데 두 사람이 동년동월에 태어나거나, 선녀나 도사 등이 미리 점지된 연분을 일러
주거나, 혹은 두 사람이 전생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음양삼태성｣에서는 각각 쌍둥이인 세 자매와 세 형제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것으로 천정연을 암시하고 있는데,23) 이는 남녀의 특별한 인연을 가장 손쉽게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동월 동일 동시에 태어났음을 굳이 명기하지 않은 작품에서도 남녀주
인공의 탄생이 나란히 서술되고 동갑내기로 설정됨으로 해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경우
가 많다. 또 동월 동일 동시 생이라는 설정은 단독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다른 신이한 징
조와 함께 사용된다. ｢김상서전｣에서는 해산을 도우러 온 선녀가 장선빙의 배필이 문창
성의 적강임을 알려주는데, 문창성이 벽도촌(碧桃村) 김씨와 석씨 부부 사이에 태어나리
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24) ｢음양옥지환｣에서는 제목에 걸맞게 신이한 빙물을 등장시
켜 두 사람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25)
남녀 주인공의 정혼은 태어나자마자 이루어지기도 하고(｢부장양문록｣), 5세를 전후한
어린 시절에 이루어지기도 하며(｢이봉빈전｣), 혼기에 다다른 10대 중반에 이루어지기도
한다.(｢음양삼태성｣, ｢백학선전｣, ｢김상서전｣) 이들은 순조로운 혼인을 방해하는 요소들
에 의해 일단 이별을 경험한 후 다시 결합하게 되는데 이때 이합의 양상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별에서 결합에 이르기까지 남녀 주인공의 만남이
거의 없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직간접적인 만남이 있는 경우이다. 전자에 속하는 작
품은 ｢백학선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음양옥지환｣ 등이며 후자에 속하는 작품은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김상서전｣, ｢정수경전｣, ｢최익성전｣, ｢황장군전｣ 등이다.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는 작품, 즉 일단 만난 후에는 이별의 과정이 없는 작품으로는

23) “쥐 신묘년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니 극히 비상지라”; “ 여아를 일시에 니  신
묘년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라”(｢음양삼태성｣, 548면 및 550면)
24) “션예 옥병 약슈을 기우려 기을 씩겨 누이고 부인게 직왈 쳔상 문창셩이 빈낭을 라 푸른
복숭화 가온 금셕 이예 러졋니 쳔졍을 어긔지 말” (｢김상서전｣, 9면) 한편, ‘금석(金石)
사이’라는 표현은 남녀 주인공의 사이가 금석과 같이 견고하리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기도
한다.
25) “소 문챵셩군이옵더니 옥뎨 득죄고 인간에 젹강 의탁 곳을 아지 못더니 금
산 칠보암 부쳬 이리로 지시기로 왓샤오니 바라건대 어엿비 넉이소셔 낫 지환을 드리며
왈 이 지환은 옥뎨 잇 음양옥지환이오니 그늘음 쓴 지환  은 월궁션애 가지고 다른 집
으로 가고 볏양 쓴  은 이것이오니 심심 쟝지엿다가 후일 가연을 자 일우게 소셔”
(｢음양옥지환｣, 6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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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림전｣과 ｢음양삼태성｣이 있다.26)
두 사람이 조속한 결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핵심 요인은 ‘부친의 환란’이다. ‘부
친의 환란’은 주로 간신의 모해에 의한 양가 부친의 유배나 죽음을 가리킨다. 주로 왕희
나 진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적인 간신은 주인공의 부친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여성영웅의 부친이 청혼을 거절했을 때의 복수로서 이들을 모함한다. 대개
의 정혼은 두 주인공의 부친이 주선한 것이기 때문에 부친의 부재는 두 사람의 결연을
어렵게 하며, 무엇보다 혼인에 앞서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것이 주인공들의 대의명분이 된
다. 부모의 부재 상황을 맞이한 주인공들은 도로에 유리하게 되며 방황하다가 무예를 연
마한 후 과거에 급제하고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이 부친의 부재에서 촉발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황졔 왕희의 말을 올히 너기 이익을 삭탈관직고 쳘니 무인지경 도의 안치라 고 니
익의
면위션닌라 고 니익의 아달 봉은 오쳘리 졀도에 졍고 니익 분[부]을
셩화갓치 쵹니 시랑 부 을 타고 젹쇼로 할(｢이대봉전｣, 9면)
봉이  슈즁의 자 쥭기 되야든니  동자 을 타고 급피 와셔 공을 예 올려거
늘(｢이대봉전｣, 19면)
소졔난 단장을 너머 좌우을 살피보니 젹젹문[무]인니라 계우 길을  남으로 리라(｢이
대봉전｣, 24면)

세 인용문은 모두 ｢이대봉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간신 왕희를 비판하다가 모함을 받
게 된 이대봉의 부친 이시랑은

과 같이 아들 이대봉과 함께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

러나 선상에서 왕희의 모함으로 두 사람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이대봉이
동자의 구함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져 홀로 남게 된 것이

의 대목이다. 한편 이시랑

의 벗이자 장아황의 부친인 장한림과 그 부인도 이시랑의 소식을 듣고 분하여 세상을
떠난다. 장아황은 왕희가 아들 석연과의 혼인을 강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결국 남장
도주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 대목이다. 요컨대 왕희의 모함에 시작된 양가 부친의 유배

또는 기세로 인해 이대봉과 장아황은 혼인에 이르지 못한 채 이별하고 각자의 길로 가
26) ｢이학사전｣, ｢홍계월전｣, ｢정비전｣은 처음부터 두 사람이 천정연으로 설정되지 않은 작품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만남 이후 이별이 없는 작품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유형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
유형, 곧 이별 후에 만남이 있는 유형과 상통한다. 나머지 두 작품은 천정연으로 설정되어 있으
나 작품의 관심이 남녀의 이합에 있지 않다. ｢방한림전｣은 완벽하게 남성으로 살고자 했던 여성
의 내면과 자아실현에, ｢음양삼태성｣은 내면의 발로로 인해 여성의 질곡을 벗어나고자 했던 자매
의 여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음양삼태성｣은 ｢방한림전｣에 비해 설정
이 진부하고 문제의식이 예각화되어 있지 않으나 두 작품은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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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과 입신양명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앞서 살핀 첫 번째 유형의 이
(離)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에서 합(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흉척 놈도 쥭음을 죠와 아니커든 하물며  람이야 엇지 원통치 안이할이요 역젹
왕희난  칼을 바드라 할  문득 엇드 장슈 사검을 들고 급피 들어와 왕희을 막으며
칼을 들어 을 치며 왈 상공은 뉘신지 아지 못압건이와 역젹 왕희난 일즉 역일  안
이라 불공쳔지 원슈오니 엇지 남의 숀의 쥭게올 원컨 공 왕희을 간 빌리오면 
의 금이 일즉 슈만명을 당젹하여오이 젹장 버히듯 와 졀도의 가신 시부와 가장의
원슈을 갑와 의 분믈 씻고 상공의 슈고을 들가 나이다(｢이대봉전｣, 123~124면)

역시 ｢이대봉전｣의 마지막 부분이다.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정혼하고 이별해야 했던
이대봉과 장아황의 만남은 왕희를 처단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대봉이 왕희를 베려는
순간 나타난 장아황은 자신이 왕희를 처단하고자 하고 이에 두 사람은 짧은 순간 서로
의 정체를 모른 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잠시 뒤 서로의 정체를 인지한 후에는 급작스
럽게 혼인과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이봉빈전｣의 주인공인 이봉빈과 운기 또한 이
봉빈이 원수인 강희의 삼족을 멸한 후에야 재회하게 된다. ｢백학선전｣과 ｢음양옥지환｣에
서도 두 사람의 만남은 원수를 처결한 후 또는 외부의 적을 완전히 물리친 후에 이루어
진다. 요컨대 첫 번째 유형의 작품들은 두 사람을 이별하게 만든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
기까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다가 결합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에서 분리되어 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과거이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에서는 과거를 통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짐
작할 수 있겠는데, ｢이대봉전｣에서는 이대봉이, ｢이봉빈전｣에서는 운기가, ｢백학선전｣에
서는 조은하가 과거에 응시하지 않는다. ｢음양옥지환｣은 남녀가 서로 다른 때에 과거를
보고 서로 다른 때에 출전한다는 설정을 통해 남녀를 분리시키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곧 첫 번째 유형에서 남녀의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있다. 또 이렇게 남녀가 분
리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합하는 구성을 취한 작품에서는 여성의 남장은 순수한 도구
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에 남녀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성은 쉽게 남장을 포기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과거를 통해 두 사람이 재회하고 조정과 전
장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잇 김이 글졔을 응녀 즉시 다 짓고 두루 여 만장을 구경되 젹수 업더이  곳
의 이르이 일위 쇼연니 쳥의 흑건을로 옥슈 셤지의 산호필을 드려 쓰그을 다고 읇푸거을 
이 보이 극히 놀나온지라 심의 차탄고 혜오 쳔의  젹슈 읍슬가 여더니 금일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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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와 이런  맛날 쥬를 읏지 라스리요 그 글을 다 밧치 시이 밋쳐 글을 지은 션
읍스니 다름이 아니라 이 장쇼져 쥬인의 권믈 마지 못야 경셩의 관광미러라(｢김상서전｣,
6~7면)
차시 텬 황금에 젼좌시고 문무졔신을 모으 장에 조를 보실 승상을 명야 갈
히려  슈를 졍라 시니 승상이 명을 바다 황운 셜연으로 죠를 시험라 대 량인니
결속을 단단이 고 년무졍에 나오니 (…) 텬 칭찬시고 문녜을 시험 조와 묘산이 황
운 셜연의 우헤 덥  읍더라(｢황장군전｣, 23~24면)

은 ｢김상서전｣에서 서로의 종적을 모르고 있던 김희경과 장선빙이 함께 과장에 나
온 대목으로, 이들은 정혼한 이래로 처음 만나는 것이다. 김희경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는 이 대목에서 희경은 장선빙의 재주에 감탄하여 맞수로 여기고 있으며, 동반 급제한
후 두 사람은 벗으로 지내게 된다.

는 ｢황장군전｣의 일부로 두 사람은 과거에 응시한

것은 아니지만 천자가 영웅을 널리 구하는 시험에 참여하여 서로 만나게 된다. 이후 두
사람 역시 대원수와 부원수로 함께 출전하여 전장에서 함께 지내게 된다. 곧 두 번째
유형에서는 과거와 혼인 사이에 두 사람이 남성과 남성의 관계로 만나는 일정한 기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합(合)은 아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이른바 지기 관계로 묘사되
는 남녀 주인공의 관계의 묘미는 이(離)도 합(合)도 아니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남녀로
서 결합한 것은 아니되, 다분히 남녀 관계와 유사한 친밀함을 가지게 되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결연은 지속적으로 암시된다. 예컨대 ｢부장양문록｣의 부계와 장벽계의 남녀로
서의 결연은 장벽계가 남장을 하고 정체를 숨기고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암시된다.
뎨 문견이 고루여 연 오슌의 장원의 표치 풍광과 방블  븍 젹딘 듕 포장군
후 다시 신션의 풍를 구경치 못가 엿더니 금일 장원이 만됴관의 표표히 버셔나 셕은
플의 지란니 소슴갓니 로이 흠미 젼의 람 갓여 맛치 포쇼장과 면목이 흡년니
엇지 반갑지 아니리오 (…) 잇 댱원이 가희셔 시 듯고 흠신여 심의 한번 븍 쇼장
어더보기를 가만니 츅원더라(｢부장양문록｣, 권1 31a~32a)
글  장을 지어 노승을 주어 여 양식을 당라니 이 부한님이 지나다가 그 글을
보니 문득 문 졍신이 흣허지고 버거 사의 완곡 쳥고 격졀 상쾌여 뇽이 셔리고 봉이 춤추니
보기를  못여 탄식 본  문쟝을 부더니 가히 하날리 음을 고 양을 미라 이
엇던 사람이고(｢부장양문록｣, 권2 2a)

은 부계가 장원급제한 후 벌어진 연회에서의 장면이다. 정필은 부계의 부친 부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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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일찍이 대원수로 출전했다가 장벽계의 도움으로 호군을 물리친
바 있다. 정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장벽계를 조정에 보고하여 백포소장으로 칭하고 존
경의 염을 품고 있는데 마침 부계와 장벽계의 면모가 흡사하다고 느낀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이 발군한 기질로 서로 짝이 될 만함을 말해주며, 특히 부계로 하여금 무의식중 장
벽계를 그리게 하는 계기가 된다. 백포소장과 만나기를 축원하는 부계의 마음은 스스로
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독자에게는 장벽계를 향한 그리움과 애정으로 읽힌다.

는 부계

가 장벽계의 글을 보고 감탄하는 대목이다. 청계산 태운사에 거하고 있던 장벽계는 양식
을 마련하기 위해 노승에게 글을 팔아 오도록 하는데, 부계는 이 글을 우연히 보고 자
신과 짝이 될 만하다고 여긴다. 여기서 부계가 두 사람의 기질을 양과 음으로 표현한
것은

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자에게는 두 사람의 남녀로서의 결연을 예비하는 것으로

읽힌다. 결국 부계는 이 글을 보고 글쓴이를 벗으로 사귀기 위해 직접 찾아 나선다.
한님이 장을 쳐음 만고 맛치 젼의 친니 녀 셔로 말 심담이 녀합니 부이 크
[게] 랑여 갈오 소졔 비록 유관의 지긔 업 벗 사랑 풍되 고인의 효측고져 
되 년 삼오의 지긔을 만지 못니 쳔의 사람 업믈 탄더니 작일 형의 문을 경
혹녀 이르러 상졉니 진실노 만 다이라 이졔로붓터 심두의 셰니 형이 만일 더럽
다 아니시면 마녁지푀 되여 평의 져바리지 아니녀 도원삼결을 효측녀 라 영욕 비환을
한가지로 고 쥭으 한가지로 도라가 귀신이 동낙계[게] 믜 엇더잇가(｢부장양문록｣, 권2
4a~4b)

장생을 직접 만난 부계는 그의 풍모에 깊이 빠져 평생을 함께 하는 우정을 맹세한다.
두 사람은 함께 역사와 문장을 논하고 시부를 창화하며 서로의 재주에 탄복한다.(2-5b)
이때 전에 친하던 사람 같다거나, 유비·관우·장비 및 도원결의를 언급하는 부분은 두 사
람의 전생에서의 인연을 곧바로 연상시킨다. 두 사람은 전생의 절친한 벗이었며 장벽
계의 전생의 벗인 진도람은 이미 두 사람의 교우를 유관장에게 빗댄 바 있기 때문이다.
살아서도 함께 하고 죽어서도 함께 돌아가자는 약속 또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 하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별과 결합 사이에 남녀의 지속적인 만남이 있는 경우, 두 사람의 결
합을 방해하는 요인은 부득이한 외적 요인에 그치지 않는다.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
｢이학사전｣, ｢정수경전｣, ｢홍계월전｣ 등의 작품에서는 여성영웅의 의지와 감정이 두 사
람의 혼인 또는 혼인 후의 완전한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이러한 유형에서는
남장이 여성영웅의 자아실현과 관련해 도구적인 용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요소로 등
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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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의 거부와 삼각관계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이학사전｣, ｢정수경전｣, ｢홍계월전｣ 등의 작품에서는 여
성영웅이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즉각적인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혼인 후에도 갈
등이 지속된다. 이들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혼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부득이한 선택으로 혼인을 한다.
내 몸이 비록 녀나 황샹이 총하시고 작록이 러지지 아니얏스니 규즁에 잔몰 
이 아니라 이몸으로 셰를 지며 삭망으로 텬게 조회야 쳔안을 뵈옵고 로 음풍영월
야 죵신토록 즐기다가 후에 묘에 색이기를 대명쳥쥬후학 리현경지묘라 리니 엇지 장
연의 안 되기를 원리오(｢이학사전｣, 228면)
댱후 머리을 두다려 슬피 비러 오 소녀 진졍 소을 짓고 인슈 드리고 두문블츌오믄
인의 명로 오려니와 육년 남장의 당당 공후 분칠 녀되여 부한림의 슈건 밧드
소님은 아 녹녹고 갑갑녀 못리로소이다 복원 야야 어린 식의 구구 사졍을 구버
피소셔(｢부장양문록｣, 권2 18a)
소녀의 마음은 평을 홀노 늙어 부모 슬하에 잇다가 부모 만셰후에 죽어 다시 남되야
공의 실을 오고 얏더니 근본이 탄로야 텬 하교 여옵시니 부모 슬하에 다
른 식이 업셔 비회를 품고 션영봉를 젼 곳이 업오니 식이 되야 부모 령을 엇지 거역
오며 텬에 하교를 엇지 거역오리잇가 하교를 좃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지일
이나 갑올가 오니 부친은 이 연으로 텬게 상달옵소셔” 며 락루고 남 못됨을
한탄더라(｢홍계월전｣, 34면)

,

,

은 각각 ｢이학사전｣, ｢부장양문록｣, ｢홍계월전｣에서 여성영웅이 여자라는 사

실이 밝혀진 후 남자주인공과 혼담이 오갈 때의 상황이다.

의 이현경은 자신감에 찬

태도로 공후로서 조정 출입을 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자신에게 혼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현경은 표를 통해 정체를 밝힌 후에도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후세
까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당당한 공명심을 표현하고 있다.

의 장벽계는 누구

보다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싶어 했던 인물이지만 부친의 명에 따라 본적을 상소
하고 어릴 적 정혼자인 부계와의 결혼조차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장벽계는 규중에서
의 삶은 감수하고자 하나 혼인을 통해 남성에게 속박되는 삶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의 홍계월은 남장을 하고 지내던 시절부터의 벗인 보국과의 혼인을 일단 수용하고 있
다. 그러나 홍계월의 진정한 소망은 이현경 및 장벽계와 상통하는 바가 있어 부모 생시
에는 규중에서 지내더라도 다시 한 번 남성으로의 삶을 살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
내고 있다. 곧 이들 여성은 자아실현의 소망을 품고 있며 혼인의 속박을 거부하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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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다.
여성의 이러한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세 작품의 남자주인공인 장연, 부계, 보국은 혼인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장연과 부계는 열정적인 감정을 지니고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데, 이러한 열정은 여자주인공의 거부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홍계월전｣의 경우 홍계월의 정체가 밝혀지자마자 천자가 주혼을 하고 홍계월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국의 태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지만 여공이 보국에게 정혼 사실을 알
리자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보아 홍계월과의 혼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세 명의 여성은 모두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결국 혼인을 하게 된다. 이현경
은 장연과 천자가 낸 글제에 누가 더 빨리 글을 써내는가 하는 내기를 했다가 지는 바
람에 억지로 혼인을 승낙하게 되나 이는 사실 천자와 장연이 미리 계획한 일이다. 장벽
계는 천자의 차남 위왕과의 혼인을 거부하기 위하여 차선으로 부계와의 혼인을 선택한
다. 홍계월은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보국과의 혼인이 천자와 부모의 명이며 자신의
스승이자 보국의 부친인 여공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여겨 혼인을 승낙한다. 그러나
혼인이 여성의 자발적인 의지나 수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결혼생활에서의
갈등을 예고한다.27)
이들 남녀의 결혼 생활에서의 갈등은 삼각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나타난다.28) 일
반적으로 삼각관계는 세 남녀의 애정 관계를 의미한다. 고전소설의 세계에서는 일부다처
가 용인되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주인공 남녀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남자 주인공이 다른 처첩을 두지 않는 경우이다. ｢백학선전｣, ｢음양삼
태성｣, ｢음양옥지환｣, ｢석태룡전｣ 등이 그 예가 되거니와 이들 작품에서는 두 사람의 애
정 갈등에 의한 혼인의 지연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영웅 외에 한 사람 이상의
처첩이 있는 경우에도 처첩 간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남녀의 결연에 큰 문제가 생
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처첩과의 관계로 인해 혼인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지연이 발
생하기도 한다.
졔 임의 를 쥭엇다 야 다른 녀을 야스나 심[신]졍니 오히러 급지 못지라 이련 
의  일 알면 감은 유신군라 녀어 반다시 문군의 두시을 읇플지라  엇지 남의 원을
치일뇨 일어므로  아즉 몸을 감초와 한님을로 어금 신을 일치 말고져 미요 자연 나죵
이 잇스리인이 여등은 근심치 말나(｢김상서전｣, 권2 15면)

27) 인용을 통해 다루지 않은 작품 가운데 ｢하진양문록｣에는 혼인의 거부가 나타나지만 ｢정수경전｣
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정수경이 자신을 찾는 장연에게 정수경이 죽었다고 알리는 대목
등에서 약간의 흔적이 나타난다.
28) 갈등 상황은 혼인 전에 발생하기도 한다. 남녀 주인공의 혼인 이전에 남자주인공이 혼인하는 경
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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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은 ｢김상서전｣에서 김희경이 최소저와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선빙이 두
시비에게 한 말이다. 장선빙은 김희경이 자신을 그리워하여 계속 행적을 탐문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혼인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정체를 숨긴다. 이는 희경이 자신
의 존재를 알면 신혼의 아내를 저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최소저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한참 후에 결연하게 되지만 희경의 아내로 인해 두 사
람의 결연은 일시적으로 지연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삼각관계로 세 사람이 갈등하는 관계에 있는 경
우이다. 이때의 갈등 양상은 매우 다양한데 다양한 갈등의 결과로 남녀 주인공의 혼인은
지연되거나 혼인 후에도 완전한 정서적 혹은 육체적 결합이 지연되게 된다. 이러한 삼각
관계는 크게 여주인공을 둘러싸고 두 명 이상의 남성이 있는 관계와 반대로 남주인공을
둘러싸고 두 명 이상의 여성이 있는 관계로 나눌 수 있다.29)
전자는 우선 작품의 초반부에 늑혼 모티프의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 권력자나 간신이
이미 정혼한 여주인공에게 혼인을 청하고 거절당하면서 앙심을 품게 되는 것이 전형적
인 설정이다. ｢이대봉전｣, ｢이봉빈전｣, ｢황장군전｣, ｢백학선전｣ 등에 이런 모티프가 등장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삼각관계는 여주인공이 늑혼을 피해 도주함으로써 이별한 두 사
람을 만남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된다. 군왕이 정혼자가 있는 여성영웅에게 애정을 품는
형태의 삼각관계도 있는데, ｢부장양문록｣에서 위왕이 장벽계에게 구혼한 것이나 ｢하진양
문록｣에서 천자가 하옥윤과 진세백의 혼인을 반대하며 하옥윤을 차지하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군왕이 개입한 삼각관계는 심각한 갈등을 부른다. 여성영웅이 군왕을 거부하
고 정혼자를 선택함으로써이다. 그러나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 여성영웅의 정혼자를 선택
하고 그에 대한 집념을 표현하는 극적인 계기가 됨으로써 두 사람의 결합을 촉진한
다.30) 요컨대 여성을 둘러싼 두 남성이 있는 삼각관계는 두 사람의 애정성취에 방해요
인이기보다는 촉매가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논의했듯이 삼각관계가 남녀 주인공의 혼인이나 완전한 결
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 한 남성을 둘러싼 두 여성의 관계에서 발
생한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혼인 거부와 삼각관계의 발생이 연동된다는 것이다. 여성
영웅이 혼인을 거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삼각관계가 등장하는데, 이
는 여성영웅의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가정 내의 갈등을
처첩간의 갈등이라는 전형적인 갈등의 형태로 삽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9) ｢부장양문록｣에는 특별한 성격의 삼각관계가 등장한다. 장벽계와 윤선강이라는 두 여성의 관계
로 인해 부계와 장벽계의 혼인이 지연되는 것이다. 결국 부계는 두 여성을 함께 아내로 맞아들임
으로써 이 상황을 해결한다.
30) 남장을 한 여성영웅에게 천자가 사혼하는 가상의 삼각관계에서도 여성영웅이 부득이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결국 남녀 주인공의 결합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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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월이 비록 네 안 되얏스나 벼살이 그져 잇셔 노치 아니고 의긔 당당야 족히 너를
부릴 이로 례로써 너를 셤기니 엇지 심를 그르다 리오 영춘이 네 쳡이라 고 졔 스
로 교만다가 쥭엇스니 뉘를 한며  계월이 그릇 궁로 궁비를 쥭인다 야도 뉘라셔
그르다 리오 너 조금도 과렴치 말고 마음을 변치 말나 만일 영츈을 죽엿다 고 혐의를 두
면 부부지의도 변 거시오  텬 쥬장신 라 네게 로오미 잇슬 거시니 부 조심
라 신 보국이 엿와 왈 부친게셔 부당지셜을 시이다 셰상에 쟝부 되야 계집에 괄
셰를 당오릿가 고 그후로븟터 계월의 방에 드지 아니니 계월이 각되 영츈의 혐의
로 아니오도다(｢홍계월전｣, 38~39면)
군후 영츈으로 여곰 날을 능멸더니  영츈을 버혓시니 오즉 련시잇가 장후 노왈
벼을 밋고 구고의 랑시 시녀을 쥭이니 부녀의 슬이 안니로다 뎡후 로왈  부모의
유언을 고 황상의 명을 거젹지 못야 그로 더부려 부부 되엿시나 엇지 녀복을 입고
거울을 드려 미을 다려 군후를 셤기리요(｢정수경전｣, 702면)

삼각관계로 인한 갈등은 남자 주인공이 첩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전형적이다.

,

는

각각 ｢홍계월전｣과 ｢정수경전｣에서 첩을 사이에 두고 남녀 주인공이 갈등을 빚는 장면
이다. 두 첩의 이름은 공교롭게도 영춘으로 같은데,31) 두 작품 모두에서 여주인공은 첩
이 자신을 백안시하며 공경하지 않는 방자함에 노하여 군복을 갖추어 입고 무사를 호령
하여 영춘을 베게 한다. 보국과 장연은 모두 첩을 총애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여주인공이 첩을 죽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애정 갈등의 성격을 띤다. 영춘의 처결을 애정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하지만, 이는 ｢이학사전｣이나 ｢정수경전｣에서 첩의

방자한 태도가 드러나 이를 징치하는 정황히 유사하면서도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
다는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홍계월전｣의 영춘 역시 문면에 충분히 드러나 있
지만 다른 작품의 첩들과 마찬가지로 방자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다. 또 실제로 조선시대에 사족(士族)의 처가 남편과 사통한 비(婢)를 살해한 예는 드물
지 않았다. 영춘은 남자주인공의 첩이자 그 모친의 시비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조
선왕조실록 이나 정조대에 편찬된

추관지(秋官志)

등에는 여비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해한 여성들의 처벌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32) 따라서 이들 여성의 내면에 있는
애정 욕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구나 어린 시절부터 수난을 겪으
며 강인함을 요구 받으며 성장한 이들 여성이 종종 애정결핍적인 면모를 보이는 데서도
여성영웅에게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한편 첩이 무례한 것은
남자주인공의 위세를 믿고 한 행동으로 해석되므로 첩을 사이에 둔 갈등은 남편과 아내
의 힘겨루기의 성격을 가진다.33)
31)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춘은 첩의 이름으로도 시비의 이름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 여성영웅소설들
간의 영향관계나 장르관습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이 있다.
32) 심재우, ｢조선시대의 법과 여성의 몸-여성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51, 역사실학
회, 2013, 159~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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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힘겨루기에 있어 아내인 여성영웅은 가장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택
한다. 군복을 차려입고 호령하여 수하 무사에게 첩을 베도록 명령하는 것은 대원수 시절
전장에서 적을 제압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녀의 행실을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여성영웅은 여전히 남성으로서 활약하던 시절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삼각관계는 질투에서 비롯한 단순한 애정 갈등이 아닌, 자아를 억누르고 혼인한
여성영웅과 남편 사이의 갈등을 담고 있다. 영춘을 처결한 사건 이후 보국은 홍계월의
처소를 찾지 않고, 정수경은 봉지인 청주로 감으로써 여성영웅은 다시 남성의 삶으로 복
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두 사람 모두 다시 출전하여 전장에서 활약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여성영웅이 규중의 삶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도 어긋나 있지만 서로 처소를 달리함으로써 육체적으로도 멀어지는데 결국 여성영웅이
부도(婦道)에 충실하겠다고 마음을 돌린 뒤에야 화해와 동침이 이루어진다.
쟝휘 (…) 바라건 현후 노심을 풀고  말을 드르라 며 눈물을 흘니니 리휘 그 거동
을 보고 감동야 심의 생각되  종시 을 변치 아니코 얏더니 이졔 이럿탓 니 
 감격지라 그러나 그 긔상이 구니 장부의 쾌 아니며 녀필죵부라 니 내 엇지 
리오 고 왈 상공이 칼노써 나를 죽이고 더니 금일은 엇지 걸시뇨 장후 이에 
례 리후 비로소 금침을 베풀고 누으니 장휘 희이 만연야 이날부터 동침니 견권이
여산약 더라(｢이학사전｣, 253~254면)
부인이 졍후의 손을 잡드려가 위로 왈 북젹을 평졍고 몸을 빗나이 마의 길거온지라 노
부인 무삼 혐의 잇관 번 도라와 보지 안니야난요 (…)  불명고 식이 미련야 그
의 마을 노케 니 그을 붓기려 노라 졍후 다시 이러 사례 왈 쳡이 무식여 구고으게
불효을 깃치오니 원컨 쳡의 을 쇼셔 이후난 외람 슬 치리다 (…) 장휴 뎡후의
츰슬의 드려가 희롱야 왈 그 오날은 녀 되얏시니 의법 의 알라 이번 좃 날을 업
슈히 가 더라(｢정수경전｣, 726~727면)

과

는 각각 ｢이학사전｣과 ｢정수경전｣의 한 대목으로 남녀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

하고 화락한 부부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현경과 정수경은 남편의 첩을 죽인
이후로 남편은 물론 시모와도 사이가 멀어진 상태에 있었다. 이들이 부녀의 자리로 돌아
오는 데는 우선 상대의 진심어린 토로와 사과가 선행한다.
지난 일을 사과하고,

의 장연은 눈물을 보이며

의 시모 역시 윗사람으로서의 체통을 버리고 진솔하게 지난날의

핍박을 사과하고 있다. 이현경과 정수경 등 남편과의 갈등을 강하게 보이는 여성 인물은
33) 이러한 점은 이인경, 앞의 글, 235~239면에서 지적했다. 한편, 살해는 극단적인 경우이겠으나
첩에 대한 예민하고 분노에 찬 반응은 실제로도 존재했다. 가령 16세기의 여성인 이문건의 부인
은 “평소에 기생을 가까이한 남편 때문에 이부자리를 칼로 찢어 불에 태우고 남편과 맞고함을 치
면서 말다툼을 했으며 심한 화증과 복통, 흉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내용은 박미해, 유교 가
부장제와 가족, 가산 , 아카넷, 2010, 11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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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을 죽여버릴 만큼 과격하고 대담한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애정에 대한
갈구도 강하게 보인다. 이현경과 정수경 역시 진솔한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리고 감동하
여 순순한 태도를 취하며 이후 남편과 원만한 관계로 지내게 된다. 여성영웅은 이제야
비로소 혼인을 통해서도 완전히 타협하지 못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
한다. 혼인의 거부에서 예견되던 결혼 생활의 갈등은 시댁 식구들의 인간적인 화해와 애
정을 통해 극복되는 것이다. 이에 혼인을 거부하는 유형의 여성영웅은 혼인과 가부장제
의 회유와 타협이라는 두 가지 기제에 의하여 가부장제 하의 여성의 삶으로 포섭됨을
알 수 있다.

3. 정체의 은폐와 탄로
1) 고백하기와 밝혀내기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한 소설적 긴장은 남자 행세를 하는 여성영웅의 정체가 언제 어
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영웅은 천자에게
올리는 표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힌다. 이 표에서 여성영웅은 자신의 과거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밝히고 여화위남함으로써 기군(欺君)한 죄를 청한다.34) 이 경우 표는,
곧 여성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공적이면서도 자기고백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천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여성영웅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고백한 셈이
된다.
｢이대봉전｣, ｢석태룡전｣, ｢음양옥지환｣ 등이 이러한 설정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대봉전｣의 장아황은 선우를 물리친 후 천자가 대사마대장군겸이부상서의 직첩을 내
리자 직첩을 다시 올리며 다음과 같이 상소한다.
장원슈 군을 거날이 회음당의 셤즁의 웅거고 다시 직쳡을 올이여 쳔계 쥬달고  사소
한이라 시의 조관이 올나와 이부상셔 직쳡과 원슈 장계을 올이거날 쳔 견신이 그 셔의
여시되 소쳡 장아황은 근돈슈 압고 국가 무망하온 죄와 원통온 졀 올이난이다(｢이
대봉전｣, 92면)

장아황은 전승을 치하하여 천자가 내린 벼슬을 물리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
히고 있다. 본래 장아황은 장해운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여기서는
‘소첩 장아황’으로 자신을 지칭하며 자기 규정을 달리 하고 있다. 여성영웅이 상소를 올
34) 천자에게 올리는 표는 그 길이는 상이하나 대개 줄거리를 요약하는 기능과 여성영웅의 자기서사
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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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우선적인 목적은 국가에 대한 공훈을 대신하여 부모나 정혼자를 신원하고 종적을
탐문하는 것이다. 장아황은 상소에서 자신과 강제로 혼인을 하려했던 왕희 부자의 처결
과 시부인 이익과 그 아들이자 정혼자인 이대봉의 사면 및 그들과의 상봉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하기 위해 여성영웅은 자연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하며 더불어 ‘천
자의 총명을 가리고 조정의 벼슬을 더럽힌 죄’35)를 청하게 된다.
그런데 여성영웅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상황은 ｢이대봉전｣과 같이 자발적인 경우보
다는 부득이한 사유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천자의 사혼(賜婚)
이다. 전공을 세우고 돌아온 여성영웅은 공주와의 혼인을 앞두고 이를 거절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다. ｢황장군전｣, ｢설소저전｣, ｢홍계월전｣, ｢김상서전｣
등에서 여성영웅은 공주와의 혼인을 앞두고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황장
군전｣의 해당 대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셜연이 이에 혼신 은지를 밧오니 마음이 송구야 녀의 종젹을 감츄지 못가 울울
야 이에 소를 지어 올니니 왓스되 신쳡 셜연은 돈슈옵고 일쟝 표를 황뎨 탑하에 올니
이다(｢황장군전｣, 56면)

설연이 본적을 상소하는 표를 짓기로 결심하는 것은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비
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연은 당혹감과 불안감 속에서 부득이하게 사실
을 밝히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정체 밝히기는 비록 스스로
선택한 것이긴 하나 자율적인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소설의 전체적인 전개 안에서 작
자의 무심한 듯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의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구체적인 인물이 사실을 인지하고
여성영웅이 정체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는 어의
와 여성영웅의 정혼자가 있다. ｢홍계월전｣과 ｢이학사전｣에서는 어의(御醫)가 그런 역할
을 하는데 우선 ｢홍계월전｣을 통해 어의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어의 황명을 밧자와 평국의 침소에 와 병셰를 집니 병셰 위즁치 아니지라 약을 가라쳐
쓰라 고 도라와 텬게 쥬더라 셜 어의 도라오 텬게 쥬 평국에 병셰 위즁치 아
니옵기로 약을 가릇쳐 쓰라 옵고 왓오나  괴이 일이 잇셔 수상여이다 텬 놀나
문왈 무 연고가 잇나뇨 어의 복디 쥬왈 평국의 을 보오니 남에 이 아니오 이상여
이다 텬 그말을 드르시고 왈 평국이 녀면 엇지 젹진에 나가 적진 십만병을 소멸고 왓
스리오 시며 평국에 얼골이 도화이오 쳬신니 잔약니 혹 미심거니와 아직은 누셜치 말
나 시고 자조 문병시니라 이젹에 평국이 병셰 졈졈 나흐 각되 어의가 나에 을 보

35) “패의 춍명을 가리압고 죠졍 즁온 벼살을 더업피여오이 무망한 죄난 셕고무지로소이
다”(｢이대봉전｣,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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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스니 필시 본이 탄노지라 인졔 일업시 되엿스니 녀복을 고 규즁에 몸을 슘어
셰월을 보미 올 고 즉시 남복을 벗고 녀복을 닙고 부모 젼에 뵈와 늣기며 양협에 쌍루
종횡거 부뫼  눈물을 흘니며 위로더라 계월이 비감야 우 거동을 츄구월 연화가
셰우를 먹음은 듯 쵸텬월이 수운이 잠긴 듯며 요요 도 당셰 졔일이라 이젹에 계월이
텬게 샹쇼얏거 상이 보시니 얏스되 한림학 겸 원슈 좌승상 쳥쥬후 평국은 돈슈
 옵고 한 장 글월을 올니옵나이다(｢홍계월전｣ 32~33몀)

｢홍계월전｣에서는 어의는 홍계월의 여맥(女脈)을 감지하고는 즉시 천자에게 이를 고한
다. 홍계월의 비밀은 홍계월이 손쓸 겨를도 없이 타인에 의해 즉각 누설되고 만다. 홍계
월 또한 이를 직감하고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어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홍계월의 정체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야
기한다면 의사는 가치중립적인 캐릭터로 보이나 이른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로서, ｢홍계월전｣에서도 홍계월을 여성으로 호명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의 남성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수단은 단연 의복이다. 홍계월은 여복을 갈아입음으로써 그 태도 또한 이른바 여성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이렇게 의도에 반하여 정체가 노출되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후 홍계월은 상소를 통해 상황을 정리한다. 이때의 상소는 홍계월의 결단이나 선택이
아닌 일종의 강제성을 띤 행위에 가까운 것이 된다.
｢이학사전｣의 양상은 달라 보인다. 어의는 이현경의 여맥을 알아차린 후 남동생인 이
연경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린다. 이연경은 어의에게 이를 발설하지 않도록 당부한 후
이현경이 남장을 그만두고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직접 설득한다. 이현경은 어의의
말을 ‘괴언’으로 치부하고 발설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기도 한다.36) 곧 ｢이학사전｣에서
어의의 認知는 이현경의 정체를 직접 누설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이현경의 불안
을 고조시키고 남동생으로 하여금 이현경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또 어의가 이현
경이 여자라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거나, 이현경에게 먼저 말하여 의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홍계월전｣과 상통하는 면도 있다. 곧 여성영웅의 비밀과 그에 대한 처결은
가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남성의 소관이 되는 것이다.
이제 여성영웅의 정체는 여성영웅의 자의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도, 어의의 우연한 발
견에 의해서 누설되는 것도 아니다. ｢이학사전｣, ｢음양삼태성｣, ｢부장양문록｣, ｢하진양문
록｣ 등의 작품에서는 여성영웅의 정체를 고의로 노출시키거나 밝혀내고자 하는 인물들
이 존재한다.
｢음양삼태성｣의 여주인공은 ‘三台’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자주, 유벽주, 유
36) “셩상게옵셔 널노여금 대신에 병을 보라 시니 공경야 다릴 이어날 여러 말노 대신을
훼만니 엇지 이치 무례뇨 내 초려의 잇셔 병이 낫거 네 감히 괴언을 지여어 녀이라
은 엇진 일인고 셩샹이 보시미 아니면 결단코 큰 죄를 면치 못리로다(｢이학사전｣,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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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의 세 쌍둥이 자매이다. 자매는 시서와 무예를 익히다가 부친의 반대에 부딪혀 가출
한 후 역시 세 쌍둥이인 채완, 채윤, 채경 형제와 함께 송 태조 조광윤의 휘하에서 활약
하게 된다. 조광윤은 처음부터 자매가 여자임을 눈치 채고 ‘화슈장군’, ‘쟝군’, ‘유두
쟝군’ 등의 여성을 연상시키는 별호를 내리기도 한다. 어느날 조광윤은 6인의 남녀에게
못에 들어가 헤엄치며 즐길 것을 명하는데, 자매가 어쩔 줄 몰라하며 명을 이행하지 못
하자 조광윤은 거짓 노한 척하며 자매를 곤경에 몰아넣는다.
인의 본젹을 좌즁에 현로코  룡안에 엄이 가득 왈 신 군젼에 다언야 님군을
촉훼니 군지되 아니라 시니 명 고두쥬왈 이졔 폐 만승지위에 즉 츙간을 불납
시니 쟝찻 텬하를 엇지 려 시잇고 복원 폐하 슉찰지 소셔 쥬파에 읍혈고두니 상이
익로 힘센 무로 하야금 삼인에 옷슬 벗기고 물에 너흐라 불연즉 여러번 거역 죄로 군
법을 졍히 리라 (…) 상이 더욱 로샤 니 옷슬 벗기라 시니  이에 일업셔 탈관하
의고 복디 쳥죄니 상왈 경의 쳥죄이 무어시뇨 인이 읍주왈 신등이 텬디를 속이고 음양
을 변야 양 엇지 긔망리잇고 신등이 과연 남 아니오라 강쥬 류원경의 녀라(｢음양삼
태성｣, 577~578면)

조광윤은 의도적으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방식을 택하여 자매의 정체를 드
러내고자 하고 있다. 이 작품의 세 자매에게는 여타의 여성영웅들과 달리 억울한 누명을
쓴 가족도 정혼자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자기실현과 일반적인 가문의 영달을 위해 가출
을 하고 남장을 선택했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 정체를 노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조광윤은 중인환시리에 이들에게 옷벗기를 강요하며 잔인하
게 고백을 강요하고 있다. 상황을 견디지 못한 자매가 표를 대신하여 말로써 자신들의
내력과 정체를 밝히자 조광윤은 그와 같은 희롱을 한 까닭은 “음양을 변야 인륜을 폐
 듯”(｢음양삼태성｣, 578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자매가 혼인을 하지 않고 계
속 남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음양삼태성｣에는 권위적인
존재가 여성영웅의 정체를 폭력적으로 노출시키며 속박시키려 하고 있다.
｢이학사전｣,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의 여주인공들은 정혼자인 남자주인공에 의해
일차적으로 정체가 노출된다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이학사전｣의 장연, ｢부장양문록｣의
부계, ｢하진양문록｣의 진세백은 모두 자신의 정혼자인 이현경, 장벽계, 하옥윤이 세상을
떠났다고 여기고 남장을 하고 나타난 이들 여성에게 벗으로서의 지극한 애정을 쏟는다.
남자주인공들은 죽은 정혼자에 대한 애정을 남장을 한 상대에게 투영하면서 두 남녀는
점점 가까워지고 여주인공의 정체는 노출될 위기를 처한다. ｢이학사전｣에서는 유모와 이
현경의 아우 이연경이 장연과의 혼인을 끝없이 권유하다가 끝내 유모가 장연을 찾아가
이현경의 정체를 밝히기에 이른다.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에서는 남자주인공이 거
리낌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두 사람이 가까이 지내는 과정에서 남자주인공이 여주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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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를 통해 직접 성별을 확인하게 된다. ｢이학사전｣과 ｢부장양문록｣의 관련 대목을 들
어 이러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유뫼 우음을 먹음고 좌우을 도라보아 묵묵거 쟝휘 유모를 닛그러 방에 드러가 졍셩으
로 무러 오 이 엇지 일으 말인고 셰히 일너 나의 의혹이 업게 라 유뫼 임의 소져의
죵신를 념녀야 져근 혐의를 도라보지 아니코 젼후를 셰솀히 고왈 우리 소졔 고집미
이러틋 오니 샹공은 조흔 묘을 각시와 그 깁흔 을 유케 야 년가긔를 졍옵소
셔(｢이학사전｣, 215면)
부은 주량이 너른 고로 더 과음여시되 몬져 여보니 댱후 취침여 그져 지 못여
  용뫼 더옥 긔이지라 크게 사랑여 댱쇼졔를 각고 심회 못 어러워 그 겻
잠화여 댱후의 손을 잡고 누어 비상을 어로만지 옥비의 혈이 완연니 경여 그 후
를 보니 의심업 여이라(｢부장양문록｣, 42b~43a)

은 이현경의 유모가 장연을 찾아가 이현경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다. 여성영웅이
여화위남한 사실은 현실계의 인물 가운데는 주로 유모나 여종 등과 가족들만이 알고 있
는 사실이다. 부모가 구몰한 이현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유모와 남동생 장연이
었는데 그 가운데 유모가 돌연 이현경의 비밀을 장연에게 밝히고 만다. 유모는 이현경의
혼사를 이루는 것이 이현경을 위하는 길이라 여기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지만 이로 인해
이현경은 크나큰 심적 고통과 원치 않는 구속을 당하게 되었다.
의 ｢부장양문록｣에서는 정혼자 부계가 매개자 없이 장벽계의 정체를 직접 알게 된
다. 두 사람은 대취하여 함께 잠이 들었다가 먼저 일어난 부계가 장벽계의 팔목을 잡다
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장벽계는 부계와 가까이 지냄으로써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계속 염려했으며, 혼인을 원치 않았지만 역시 타의에 의해 정체를 노출당하
고 만 것이다.
그 밖의 작품 가운데 ｢정비전｣, ｢백학선전｣은 여성임을 밝히고 출전하는 구성을 취하
고 있으므로 예외로 두고, 마지막으로 ｢방한림전｣에서 방관주의 정체가 드러나는 대목을
살펴보자.
승상니 병부의게 붓드러 일어나 은고  긔 본을 후 누셜즉 군상을 속이미 예
안이라 쥬의를 증고 병신 강작고 쥬왈 신니 오날 용안을 망죵 뵈온니 쇼회를 진달린니
승상은 를 용셔쇼셔 상니 가라 경니 무슨 쇼회 잇난요 승상니 귀밋 옥누 방방야
오열진달 왈 신은 본 여라 부모 일즉 쥭삽고 어린 쇼견의 부모 후 몰물 스러 십이셰
의 젼 인를 시물 듯고 구경코 나와다가 폐의 승은을 입와 오날가지 일으나 본젹을
마 쥬달치 못압고  영공의 핍박물 입와 부득한 연고 잇삽고 영년  쳐음의 신을
알아보미 잇스되 승품니 고이와 발언치 안코 낫 지긔 되와 외인의 시비를 쇽인 졔 오란지
라 오날날 앙화를 입어 황쳔의 가온니 쇼회를 진달압난니 낙셩은 신의 자 안이라 쳔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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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요 신니 양휵은 니 쥭기의 일으러 맛참 폐을 긔망치 못와 신상을 고압고
 신니 규즁녀로 몸을 현현히 가져 예법을 흣터난지라 감히 비상 쥬표로쎠 뵈압고 긔망
을 쳥나이다(｢방한림전｣, 66~67면)

｢방한림전｣은 실상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특이점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으로 정체가 드
러나는 대목 또한 여느 작품과는 다르다. 방관주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
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강요도 없으며, 고백 후의 어떠한 신분과 역할의 변화도
없다. 천자는 방관주가 자신의 정체를 고백한 후 대승상 인수를 바치자 천자는 비록 여
자지만 처신을 남자로 하였니 어찌 벼슬을 거두겠냐며 병이 나은 후 처리하겠다고 말
한다. 방관주의 고백은 조정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거나 표라는 공식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방관주는 자신
을 병문안 온 천자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자신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천자에 대한 예를

지켰을 뿐, 남성으로서의 삶은 온전히 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는 순전히 방한림의 선택
으로서 ｢방한림전｣은 여성이 자발적이며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소설적 공간을 가
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여성영웅의 정체 노출은 진정 표를 통해 최초로 노출되는 것에서부터 무심한
중간자인 어의에 의한 노출, 유심한 중간자인 유모나 천자에 의한 노출을 거쳐 결국 정
혼자에 의한 노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정체 노출은 자의에 의한 것에서 타의에 의한 것으로 변화하고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정도도 점점 강해져 때로는 폭력적인 성격을 지니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천자나
정혼자는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가부장의 권력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의 의식적
원심력과 가부장의 통제가 동시에 강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곧 자발적 고백은
단순한 숨김과 짝한다면 비밀을 밝혀내려는 노력은 의식적 은닉, 속이기와 관련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영웅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은 숨기기-고백하기와 속이기밝혀내기의 스펙트럼 상에 있다.

2) 아이러니의 효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영웅이 정혼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의도적으로 숨겨 속
이기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 결국 여성영웅의 정체는 정혼자에 의해 밝혀지는 형국을 취
하게 된다. 그리고 정체를 속이고 이를 밝혀내고자 하는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동안 두
사람은 知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때 남자 주인공은 자신의 정혼자와 벗이 같은 인
물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만 여성영웅과 독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대화 및 행동은 독특한 이중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아이러니(irony)라고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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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터 토마스 만이

윤리학 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부

소설론 (Die Kunst des Romans)에서 언급한 소설의[낭만적] 아이러

니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매우 복합적이다.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
이 아이러니의 핵심적 본질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태의 아이
러니가 말과 의미, 행동과 결과, 외양과 실제 사이의 불일치 혹은 부조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37)
상황의 아이러니와 말의 아이러니는 아이러니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상황의 아이러니는 말 그대로 “어떤 일의 상태나 사건이 아이러니칼하다
고 보여지는 아이러니이다.”38) 이러한 설명은 동어반복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하자면
아이러니하게 설정된 전반적인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자 주인공이
정혼자인 여자 주인공을 친구로 두고 늘 만나고 대화하면서도 그 행방을 궁금해 하고
그리워하는 상황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상황의 아이러니이다. 남장한 여성영웅과
남자 주인공이 대면하는 거의 모든 경우가 모두 해당되겠으나39)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
여 구체적인 예를 ｢김상서전｣에서 확인해보자.
그러나 어늬 의  됴각 마음과 슬푼 회표을 이즈리요 금일 현형을 보니 영와 용모 방불
디라 니러무로 비회 발고  형니 츄호도 뎡을 긔이지 아니시니 읏디 슬푸디 아니리오
비록 영 쥭어스니 바라건 관포을 본다 기리 사괴면 녕의 신을 져리디 아닐 니
(｢김상서전｣, 권2 13~14면)

이 장면은 김희경과 수정[선빙]이 함께 장원급제 한 후 김희경이 수정을 찾아와 나눈
대화의 한 대목이다. 김희경은 수정을 외가에서 자란 장상서의 아들로 알고 누이와 정혼
한 사연, 최소저와 혼인한 사실을 세세히 말한 후 위와 같이 벗되기를 청한다. 여기서
김희경이 수정을 장선빙과 매우 닮은 그의 남동생이라 여기고 수정이 속마음을 조금도
속이지 않는다고 믿고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전체가 상황의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수정
에게 자신이 누군지 밝히고 장선빙과 정혼한 사정을 세세히 이르는 일은 김희경에게는
처남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누이의 지난 사연을 알려주는 지극히 중요한 행위이지만 수
정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반복하여 들려주는 불필요한 일이다. 또 두 사람 사이
의 신(信)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부부지정이 아닌 관포지교를 맺는다는 사실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김희경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얼마간 우스꽝
37) Karl Beckson & Arthur Ganz, A reader’s guide to Literary Terms, THAMES AND
HUDSON, 1961, pp.106~108;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and Literary theory,
Edited by J.A. Cuddon, 4th Edition, Blackwell, 1998, pp.429~430.
38) D.C. Muecke, 아이러니 , 문상득 역,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81면.
39) 예컨대 ｢홍계월전｣에서 평국[계월]이 보국과 함께 수학하는 장면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행위나
대화가 직접 설정되지 않음으로서 아이러니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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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것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어떤 사건의 표면과

실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

러니는 발생한다.
상황의 아이러니는 서사의 성격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아이러니를 포함하
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말의 아이러니가 있다. 말의 아이러니는 자신이 뜻하지 않은 것
을 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존슨(Johnson)은 말의 아이러니를 의미가 말에 반하는 형
태의 발화라고 정의했다.40) 본래 아이러니는 플라톤의 국가 에 처음 등장하는 말로 ‘경
박하고 음흉한 방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바 상대를 속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개념이다. 이때 아이러니에는 속이는 사람(ironist)과 속는 사
람이 존재한다. 그리고 속는 사람은 일종의 ‘무지한 상태’에서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된
다. 위에서 인용한 ｢김상서전｣의 예에서 김희경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정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의 희생
자라고 할 수 있다.
장편여성영웅소설인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이 지연
되면서 지기 관계를 가장한 두 사람의 연애가 지속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재옥을 향한
진세백의 애정어린 말과 행동은 중층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다음 인용을 보자.
원간이 갓트니 혹 잇다 들 엇지 이리 한판의 박은 듯뇨 그 나의 부인 슉인으로 조금도
다르미 업니 만닐 그 갓흔 안 어드면 비로쇼 나의 심우 풀니니  그 나히 동년이
라 엇지 신긔치 아니리오 하시 니별 후 그 쳐음 보나니 셔 몽몽여 바 상운 갓트
니 일 승 듯니 그 엇지 녀 되지 못뇨 히 원니 그로 동쳐여 년을 즐기면
다시 다른 여망이 업리로다 하이 어이업셔 혜오 나의 종젹을 졔 만일 알면 긔 요란
바 근심여 강잉쇼왈 형이 취엿냐 비록 방불니 잇다들 남녀의 쳬용이 엇지 갓흐리
오(｢하진양문록｣, 권8 26~27면)

위의 인용문은 진세백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된 재옥에게 하옥윤과 정혼하고 이별
한 사실을 고백하고 재옥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부분이다. 진세백은 이른바 ‘무지의
상태’에서 재옥이 여자가 아님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나, 실은 재옥과 자신과 독자들이 모
두 알고 있는바 재옥은 여자이다. 또 재옥과 같은 아내를 얻었으면, 혹은 만일 재옥이
여자라면 아내로 얻고 싶다는 진세백의 소망은 그의 입장에서는 장난스러운 망상에 불
과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며 독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하
고 바라는 사건이 된다. 즉 말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가 어긋나는 효과가 발생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는 실상 역전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재
40) A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and Literary theory, p.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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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 아이러니의 근원을 제공하는 속이는 자이다. “형의 취하였느냐 비록 방불한 이 있
다 한들 남녀의 체용이 어찌 같으리오”라고 한 재옥의 말이야말로 진세백을 속이는 말
이며, 진세백은 ‘아이러니의 희생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의 희생자가 내뱉는 무지에 근
거한 발언이 의도치 않게 정곡을 찌름으로써 또 한번의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진세백의
희망사항은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실제로는 실현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
로 이중의 아이러니는 오히려 속이는 입장에 있는 재옥을 근심하게 만든다. 재옥은 비밀
을 손에 쥐고 있지만 형세를 관망하여 주도권을 잡는 입장에 있기보다는 종종 쫓기고
추궁당하는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이는 후에 여성영웅의 정체가 남자주인공에 의
해 강압적으로 밝혀지는 상황에 대한 복선이기도 하다. 아이러니의 조건을 만든 것은 여
성이지만 새로운 아이러니로서 그것을 무화시키는 것은 남성인 셈이다. ｢하진양문록｣의
다음 장면들에서도 아이러니의 효과는 극대화되어 있다. 여기서는 속이는 자로서 하옥윤
의 면모가 어느 정도 살아나 있다.
형이 실셩오닙여냐 남녀의 의형이 다르거  하시와 아랑곳치랴 져 심이 고이 즁
가쇼롭도다 형이 아마 하쇼져 혼이 눈의 덥혀 뵈 거시 모다 하시갓튼가 뵈도다 상셰 미
쇼왈 하쇼졔 업거든 네가 녀 되거나 네가 남로 잇실진 하쇼졔 라잇거나 든들 조흘거
살 양 이닐 곳 각면 셩화발광리로다 시랑이 잠쇼부답니 상셰 시랑의 숀을 잡고 왈
 하 답답니 하쇼져 업살진 그로 여 한곳의 잇셔 여년을 늘글가 노라 학 쇼왈 형
은 밋치게 번뇌치말나 하쇼져 혹 만날 동 알니오(｢하진양문록｣, 권9 24면)
부원슈 근일은 실혼 람 갓흐니 가장 고이토다 져리 고 능히 봉젹 승믈 바라
리오 하휘왈 진공이 공쥬 가긔 오다가 이졔  젼장으로 가 도라올 긔한니 머러지물 낙
담여 남모로 시름이 잇셔 그러도다 졔장이 쇼이 왈 하 맛당여이다 니 진이 어
히업셔 봉목을 흘니 원슈 보며(｢하진양문록｣, 권13 17면)

에서 재옥은 자신과 하옥윤과의 연관을 부정한다. 진세백은 자신의 결연을 위하여
“재옥이 여자가 되거나”, “하소저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역시 사실로서 진
세백의 발화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재미있는 것은 재옥이 이번에
는 혹시 하소저를 만날지도 모르니 너무 번뇌치 말라는 말을 하는 대목인데, 이야말로
비밀을 가진 자가 상대를 몰래 희롱하는 전형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전장에서 재옥이 여자임을 알게 된 진세백은 재옥을 가까
이하지 못해 혼자 괴로워하고 다른 장수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장수들이 정신이
나간 듯한 진세백을 보고 의아해하자 재옥은 거듭된 출전에 공주와의 혼인이 미루어져
서 그러하다고 능청을 부린다. 이때 재옥의 발화는 실제와 불일치하는 아이러니에 해당
하며 무지의 상태에 있는 인물은 진세백이 아닌 장수들이다. 그러나 재옥은 비밀을 차마
말하지 못하는 진세백을 놀림으로써 장수들과 진세백을 다른 방식으로 ‘바보’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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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를 발휘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장양문록｣의 한 대목을 보자.
부이 웃고 소졔의 사을 잡고 갈오 “원아 네 얼골이 졀 미인 갓니 네 만일 남화위
여면  장씨을 위 졀을 훼여 부뷔 되여 수동낙의 여한 업사리라.” 소졔 심의 비록
면괴나 지 아니코 강잉 소왈 “긔괴다  비록 남화위여들 규중의 혼 늘글지언졍
화촉지의 일이우지 아니고 죽은 규수를 직희여 수졀려 용열 운의 수건을 마
엇지 녹녹히 밧들이오 가히 운은 말 나” 양인니 소고 주호을 드러 음주 달논하고(｢부장
양문록｣, 권2 9a)

인용은 부계가 장벽계가 여자가 되면 부부가 되고 싶다고 말하자 이 말은 들은 장벽
계가 난처함을 짐짓 숨기는 대목으로, ｢하진양문록｣과 설정이 유사한 대목이다. 다만 차
이가 있다면 장벽계가 상황을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않고 당차게 역공을 한다는 점이다.
장벽계는 여자가 되더라도 혼자 살지언정 용열한 부계와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농담처럼 던지는 장벽계의 말 속에는 실제로 부계와의 혼인을 거부하는 강한 의도가 담
겨 있다. 장벽계와 혼인하고 싶다는 부계의 말도, 부계와 혼인하지 않겠다는 장벽계의
말도 강한 복선이 되고 있는 셈이다.
단편여성영웅소설에도 부분적으로 위의 예와 유사한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가령 ｢음양
삼태성｣의 주인공 삼주와 삼옥은 의형제를 맺은 후 서로 술을 권하며 대화를 나눈다.
이때 3형제의 둘째인 채윤은 3자매 가운데 둘째인 벽주에게 “형의 용모 갓튼 숙녀를 만
나 일을 쾌히 지리라”는 소망을 피력한다. 이 말은 채윤의 입장에서는 유쾌한 농담
에 불과하지만, 이는 삼주가 여성임으로 인해 아이러니가 되고, 채윤과 벽주가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복선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음양삼태성｣에 나타난 아이러니는 다소 단편
적이지만 ｢이학사전｣에서는 그정황이 보다 구체적이다. ｢이학사전｣의 남자주인공 장연이
자신이 원하는 결혼 상대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졔 내 히 십오셰에 륙녜를 초지 못야 항여를 두지 못얏스니 평의 원기를 치
비록 고으 소인고 이 광 잇스 되 업시며 옥이 비록 고으 안면에 고은 거시 업
니 그에 원 바와 다를지라 규슈로 의논진 셔자튼 숙녀를 구고 남자로 의론진
 리현경 갓튼 을 엇고자 하되 셔자 죽은 넉도 보지 못거니와 리현경 튼 안 엇기
를 원노라.” 졔이 소왈 “군에 말 트면 현경이 변야 녀 되여 장군에 안 되미
맛당리로다.” 장과 졔이 박쟝소기를 마지 아니니 리학  우으 심에 깃거아
니야 장의 말이 유의민가 의심더라(｢이학사전｣, 200~201면)

장연은 자신의 배우자로 여자로는 서시(西施), 남자로는 이현경을 얻고 싶지만 서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 이현경 같은 아내를 얻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자 같이 모였던 사람
들이 이현경이 여자가 되어 장연의 아내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며 박장대소한다. 여기서

- 64 -

장연은 물론 함께 모인 사람들 모두가 1차적으로는 아이러니의 희생자이다. 그러나 이
들이 장연의 말을 실현 불가능한 농담으로 여기고 박장대소하는 장면은 사실을 모른채
웃고 떠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이현경에 대한
간접적인 압력 내지 위협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이현경은 겉으로는 웃으면
서도 속으로 불쾌해하며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다.
단편여성영웅소설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여성영웅과 남자주인공이 긴밀하게 교유하
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체를 밝히기 전에 아예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함께 출
사하거나 출전을 해도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경우가 많다. 반면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
는 남녀가 정체를 숨긴 채 교유하는 장면이 길고 상세하여 말의 아이러니가 발생한 만
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위에서 든 ｢음양삼태성｣과 ｢이학사전｣은 정체를 밝히기 전의
여성영웅과 남성이 비교적 깊은 교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로 볼 때 두 작품에서
는 장편으로의 경사가 어느 정도 감지된다. 특히 ｢이학사전｣은 ｢부장양문록｣과의 친연성
이 두드러지는 까닭에 이런 추측은 보다 강한 설득력을 얻는다.
이렇게 작품 가운데 숨겨진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 발화에서 발생하는 이중성이 아이
러니의 효과이다. 이는 경우에 따라 어떤 인물에게는 긴장감을, 어떤 인물에게는 당혹감
을, 또 어떤 인물에게는 즐거움-놀려먹는 재미를 유발시킨다. 곧 복선의 역할을 하며 서
사의 긴장감을 높이고 종종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아이러니의 효과
이다.

4. 소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는 남성영웅소설과 이른바 ‘영웅의 일대기’라고 불리는 서사구조
를 공유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남성영웅소설에 비해 애정과 결연의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작품 내적으로는 여성이 남장을 하고 활약할 수
있는 대의명분 가운데 하나가 정혼자와의 결연이기 때문이며, 작품 외적으로는 이러한
애정 모티프가 여성 독자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계층의 독자를 포섭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남성영웅소설 가운데도 ｢조웅전｣과 같은 작품은 다른 남성영웅소설에 비해 애정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조웅전｣의 서사를 애정서사, 나아가 결혼서
사로 명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느껴진다. 이는 비록 상대적으로 애정 및 결연과 관련된 서
사의 분량이 많다고는 하나 주인공의 근본적인 지향이 입신양명 자체에 있고 애정과 혼
인은 필수적이나 부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혼인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우선 본래 남장의 목적이 애정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혼인은 여성영웅의 여정의 종결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애정 성취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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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목적을 위해 남장을 하거나, 애정 성취를 위해 시작한 남장 활약의 과정에서 여성
에게만 가해지는 사회적 제약에 대해 자각한 경우에는 혼인에 이르는 과정은 번민과 좌
절을 수반한다. 이러한 경향은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혼인이 남
성에서 여성으로 사회적 역할이 변화하는 지점의 역할을 하며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
에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는 행복한 결혼 생활에 이르는 장애, 가령 남편과 시부모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달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결혼
서사’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영웅서사의 주요한 추동력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결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남녀 주인공의 예정된 만남은 주인공의 도주, 늑혼, 출전 등의 요소에 의해 지
연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빈번할수록 결연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여성영웅이 남장을 한
상태에서 남녀 주인공 사이에 지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나 여성영웅이 자신의 본래
성별을 밝힌 후에도 혼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 전까지 전혀 만남이 없다가 만남과
동시에 결연하는 경우에 비해 완전한 결연에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전자는
주로 단편여성영웅소설에, 후자는 주로 장편여성영웅소설에 해당한다. 결연의 지연은 신
속한 결연에 비해 많은 흥미요소를 수반한다. 남녀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여곡절이 있는 쪽이 훨씬 흥미진진하기 때문이다. 결연을 거부하는 여성은 자신의 정
체를 스스로 드러내기보다는 부득이하게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작품에 긴장
감을 부여하는 요소가 된다. 특히 여성이 남성에게 정체를 숨긴 채 우정을 가장한 연애
관계를 펼치는 장면은 표면적 상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아이러니를
유발하게 된다.
단편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영웅은 대부분 혼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의심의
여지 없는 당연한 일로 여긴다. 따라서 중요한 갈등은 혼인을 방해하는 객관적인 조건에
서 발생하는 것이고, 방해 요소가 제거되고 정혼자와 재회한 이후로는 신속하게 혼인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혼인 전의 남녀는 거의 만날 기회가 없거나 만나더라도 여성영웅이
남장을 한 상태로 정혼자와 만나는 시간은 매우 짧다. 또 서사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혼
인인 까닭에 혼인 이후에는 서사가 급격히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갈등 또는 화합하는 시간이 적고 혼인 후의 서사도 대부분 생략되는 구성에서는 이야기
의 편폭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 단편여성영웅소설의 서사원리는 단·장편의 서사원리의
교집합에 해당한다.
장편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주체적이며 남성의 예속을 거부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 정혼자와 재회한 후에도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오래도록 벗으로 지낸다.
장편으로의 경사를 보이는 ｢김상서전｣, ｢부장양문록｣과 친연성이 있는 ｢이학사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은 1차적으로 지연되며 정체가 드러난
후에 다시 여성영웅의 혼인 거부로 인해 2차적인 지연이 일어난다. 두 사람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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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당기는 연애 관계는 작품의 서사를 추동하는 원리인 동시에 상당한 흥미소이다. 특
히 장편소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의 서사를 확대함으로써 장편화의 원리로 기능하기도
한다. 실제로 ｢하진양문록｣에서는 하옥윤이 여성임이 밝혀진 후에도 전장에서 오랜 시간
을 보내며 사건이 전개되고, 하옥윤이 혼인을 거부하여 선계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
과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 작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부장양문록｣에서도 이런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편여성
영웅소설에서 특유하게 발생하는 서사원리가 바로 아이러니이다. 아이러니는 속는 남성
과 속이는 여성 사이의 상황과 대화에서 발생하는 효과이며, 지기로 만난 두 사람의 관
계를 이어가는 동력이다.
이와 같은 장·단편의 서사원리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강한 자아성취 동기를 가진 여
주인공이 등장할수록 서사의 편폭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체를
타의에 의해 드러내고 여성임을 밝히기까지, 또 여성임을 밝히고 혼인에 이르기까지 많
은 갈등을 겪고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에서는 결혼 후의 삶 또한 흥미롭게 구성될 여지가 많다. 이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
의 제 서사원리는 여성영웅의 성격과 기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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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인물의 형상화 방식
1. 여성영웅의 형상
1) 양성성(兩性性)의 표현
여성영웅은 우리 소설사에서 유형화될 수 있는 대표적 인물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개별 작품의 서사적 개성에 따른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영웅’의 특징
에 공통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탐색되어온 여성영웅의 특성은 주로
그 외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여성영웅의 남장, 과거급제, 전투, 애정 갈등
등 서사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유형화를 위한 기준점들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여성영웅의 형상화 방식을 탐구함에 있어, 인물 자체의 속성
에 보다 유의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영웅의 외모와 행동에 나타나는 특질은 ‘양성성’이
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양성성(androgyny)은 “양성의 특징이나 남성
혹은 여성이 표출하는 충동이 각 성에 엄격하게 귀속되지 않는 상태”1)를 가리킨다. 이
를 하나의 인물에게 대입해 말한다면 한 사람의 여성 혹은 남성이 그 성에 고유하다고
여겨지는 특성만을 지니지 않는 상태, 나아가 양성의 특성을 함께 지닌 상태를 의미한
다. 여성영웅을 형상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은 ‘비녀꽂은 장부’(｢홍계월전｣), ‘호걸의 규
수’(｢하진양문록｣)와 같이 여성영웅을 묘사하는 이중적인 표현에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여성영웅의 외모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지향이나 자질을 함축
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여성영웅의 외모와 자질을 통해 양성성을 규명하는 데 그 초점
을 둔다.
먼저 여성영웅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작품의 곳곳에서 등장하지만 과거장, 전장, 혼례
장 등에서 빼어난 모습을 과시할 때 주로 나타난다. 기본적으로 여성영웅은 아름다운 존
재로 묘사된다. 그런데 여성영웅의 아름다움은 많은 경우 완전히 남성적인 것으로도, 완
전히 여성적인 것으로도 그려지지 않는다.
만조 졔신이  번 보 양의 부상의 도닷난 듯 갓가이 보니 미목이 강산의 영긔 얼의엿
고 그 윤은 츄슈의 부용이요 은계의 화왕이라 윤 화려은 신슈 츈풍의 휘듯난 듯 긔상
이 담연여 졍직고 수려침즁한이 일우 응젼치 못할너라 상이 희 즁사 각가이 불으
어화 쳥삼을 쥬시고 쥬신이 댱원이 임의 반하 셩안이 몽농고 옥갓튼 귀 밋틔 쥬긔
얼의여 불근 긔운이 옥을 침노니 옥분연화 퓌여난 듯 어화을 주시고 젼계의 사슉사야
쳔은을 사례할 풍 헌츌고 법도 유여여 을진군이 옥경의 조회함 갓튼이 만조 눈을 옴
1) Carolyn G. Heilbrun, Toward a recognition of androgyny, New York: Norton, 1982, p.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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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칭찬 안니 리 읍더라(｢방한림전｣, 11면)
그 겻  일위 쇼년쟝군이 머리에 금투구 졋겨 쓰고 몸에 오 안령갑에 록금젼포
닙고 손에 셜화창을 들엇스니 얼골은 곤산옥을 근 듯 별흔 두 눈은 슈호 야광이 셔
 붓그리며 원산량미 일 화공이 필로 그린 듯 잠간 은은히 살긔 여 긔 듯 아
릿다온 용모 당홰 봄 조으름을 못이긔 듯 어엿 도 월 셰 동풍의 싀긔 듯
오척 향신에 일만가지 고혼 것을 듸엿스니(｢음양옥지환｣, 645면)
계월이 록의홍상으로 단쟝고 시비 등이 좌우에 부야 나오 거동이 엄슉야 비녀 
진 쟝부러라 아름다온 도와 요요졍졍 형상은 당셰에 제일일너라(｢홍계월전｣, 37면)

에서 방관주의 외모는 대체로 아름다우면서도 맑은 기상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그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서는 흔히 남성적인 미를 표현하는 언어와 여성적인 미를 표현
하는 언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2) 외모를 솟는 해에 비유하거나 기상이 담연, 정직, 수
려 침중하다고 한 것은 남성에게도 두루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 특히 그 태도를 옥경
에 조회하는 태을진군에 비긴 것은 전형적으로 남성에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면 부용,
화왕 등 아름다움에 꽃에 비긴 것은 전형적으로 여성적인 비유이다. 어사주를 마시고 얼
굴이 붉어지는 모양에 대한 묘사도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는

대원수로 출전한 화수영을 묘사한 대목이다. 투구, 갑옷, 전포를 차리고 창을 든 모습은
장수의 것이며, 얼굴에 대한 묘사도 남녀에게 공히 적용될 만한 것이지만 묘사의 후반부
로 갈수록 ‘아리따운 용모’, ‘어쁜 태도’ 등 화수영이 여성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의
식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도 여성에게 보편적인 상관물로서 꽃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미모를 이 해당화가 봄에 졸음을 못이기는 듯하다고 묘사하여 전장에 출
전한 장수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은 혼인식에서의 홍계

월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다. 홍계월 역시 의복과 외모에 대한 묘사는 여성의 것이지만
작자는 ‘엄숙한 거동’이라는 말을 통해 남성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홍계월이 비녀
꽂은 장부가 되는 것은 어떤 기상이나 몸집에서 나옴직한 엄숙함과 외양의 아름다움이
결합함으로써이다.
세 가지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영웅의 외양은 남녀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표현
혹은 남성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표현과 여성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표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남장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안에 여성적인 분위기나
미모가 은근히 드러나는 것으로, 여장을 하고 있을 때는 여성의 외모에 남성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묘사된다.3) 이는 여성영웅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성영웅
2) 방관주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김하라,
앞의 글, 227면에서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3) 최기숙 선생은 ｢여성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 독자의 취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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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전히 여성적인 존재로도, 완전히 남성적인 존재로도 그려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묘사 방식을 통해 여성영웅은 전통적인 남녀의 이분법으로는 정확히 포착되
지 않는 새로운 지점에 선 인물이 된다.4) 다만 그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서
여성영웅의 양성적 특질이 적절히 혼효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과

은

에서는 남성

과 여성에 대한 묘사들을 단절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음양옥지환｣은 관습적
수사에 의존하여 ｢방한림전｣이나 ｢홍계월전｣에 비해 인물의 종합적 형상화에 미숙한 면
모를 보인다. 이는 여성에게 내재한 ‘남성적’ 능력이 작품 내에서 어떻게 주제화되는지
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방한림전｣이나 ｢홍계월전｣이 보여주는 여성영웅의 심적 갈
등 및 주변 인물과의 갈등 양상을 ｢음양옥지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곧 여성영웅의
양성성이 가지는 조화 혹은 갈등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여부는 여성영웅의 외모를 묘사
하는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성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묘사된다고 해서 여성영웅이 성별을 구분하기 어
려운 이른바 중성적인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성영웅의 양
성성은 남성이라는 가면 속에 여성의 탁월한 미모가 숨어 있는 형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묘사되며, 이로 인해 여성영웅의 아름다움은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
회적인 욕망의 대상이 된다. 남장이라는 장치가 여주인공이 직접적인 욕망의 대상이 되
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남성 못지않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여주인공이 절
세미인이라는 설정의 또 다른 효과는 여성영웅이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나타
난다. 남장을 벗고 다시 여장을 했을 때의 여성영웅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다소 급
작스러우면서도 극적이다.
계월이 비감야 우 거동은 츄구월 연화가 셰우를 먹음은 듯 쵸 텬월이 수운이 잠긴 듯
며 요요 도 당셰 졔일이라(｢홍계월전｣, 33면)

인용한 ｢홍계월전｣의 한 대목에서 계월은 어의의 진맥을 받은 후 자신이 여자임이 탄
로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부모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계속 평국으
로 지칭되던 호칭도 즉시 계월로 급변하고 계월을 표현하는 말들도 여성을 묘사하는 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85~390면에서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이
남장을 하고 있는 경우를 주로 대상으로 하여 그 외모가 ‘남성 안의 여성’, 또는 ‘여성을 숨긴 남
성’의 형용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는 ‘남성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수사가 일상적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설적 발견이자 여성성에 대한
재탐색의 소설적 결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여성영웅형 인물을 형상
화할 때 종종 사용되는 방식으로 상투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4) 이지하 선생은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 고소설연구 31, 한국고
소설학회, 2011, 115~121면에서 국문장편소설의 여주인공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의 외모를
대비·분석하면서 전자는 외양의 아름다움과 여성의 부덕(婦德)을 함께 지닌 것으로, 후자는 남성
의 외모와 기질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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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바뀐다. 미모는 고전소설의 여주인공, 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소설의 여주인
공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요소인 동시에, 특히 여성의 덕성이나 선(善)과 직결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남성과 같은 활약을 하는 여성이 일탈적이고 부정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히 빼어난 미모를 갖춘 여성으로 그려져야 할 필요까지 있다. ｢옥
루몽｣의 손삼랑과 같이 남성에 방불하는 용력을 지니는 여성 인물이 육체적으로 강인하
고 남성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영웅은 체격이나 외
양에 있어 특별한 강인함이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평균적인 여성에 가깝고, 무엇보다
빼어난 미모를 여성임의 최후의 보루로 삼는다.
그런데 여성영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식은 단·장편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
성영웅 외에 주목할 만한 여성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단편의 여성영웅소설에서 여
성영웅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여러 여성인물
이 등장하는 장편의 작품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곧 여성영웅과 다른 여성의 대비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하진양문록｣에서
공주와 하옥윤의 미모를 대비하여 묘사하고 있는 대목을 보자.
녜 파 후 좌 졍니 모다 보건 유용화뫼 념념쇄락여 짐짓 폐월슈화지오 침어
낙안지용이오 장단쳬지 숑옥 동가녀와 방불고 조신의 낙신이라도 못밋칠 듯니 가히 경국지
이오 만신쥬취 홍광이라 슈연이나 진녀군으로 비 봉과 오작이 듯 쇼양지간 갓트니
션랑 압 노류댱홰 뫼신 그 념은 의논도 말고 덕요위풍이 군와 쇼인이라 만좌 빈이
공쥬 찬양나 진비 로이 흠앙탄복더라(｢하진양문록｣, 권23 24면)

인용의 전반부는 공주의 아름다움에 대한 서술이다. 그러나 “슈연이나” 이하의 내용에
서 그 아름다움은 하옥윤에 비하면 극히 초라하고 경박한 것으로 묘사된다. 하옥윤과 공
주는 각각 난봉(鸞鳳)과 오작(烏鵲), 선랑(仙娘)과 노류장화(路柳墻花)에 비견되고 있는
데, 둘의 차이는 아름다움의 절대량의 차이인 동시에 도덕과 품위의 차이이다. 신이한
새인 난새·봉새와 까막까치의 차이가 단지 미의 고하와만 관련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랑과 노류장화, 곧 선계의 미녀와 창기라는 비유에서 더 노골적이며
결국 두 사람은 군자와 소인에 비견된다. 이후 공주가 하옥윤을 질시하고 살해하려는 점
을 고려하면 여기서도 여성의 아름다움과 덕성은 비례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며, ｢하
진양문록｣에서 가장 전범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은 하옥윤임을 알 수 있다. ｢
김상서전｣에서도 장선빙은 2처인 최소저, 3처인 공주에 비해 더 아름답고 재능이 빼어
난 것으로 그려져 있다.5) 이와는 달리 ｢부장양문록｣에서는 장벽계에 비해 부월혜의 외
5) “댱의 찬란 용광니 오히려 공쥬의셔 일층이 더더라 최시 각되 이 두 살암[장선빙
과 공주를 가리킴]은 쳔고의 쌍이 업살지라 엇지 도로여 붓그렵지 아니리오 그러 댱시 측냥
업 을 가져시니 니  되음을 실로 혜아리지 못 라”(｢김상서전｣ 권3 23면), “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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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6) 이는 부월혜가 극단적인 열녀형 인물로서
장벽계에 비해 유교적 윤리에 훨씬 잘 부합하는 인물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여성영웅의 양성성은 그 성격에서도 드러난다. 여성영웅의 성격은 작품에 따라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각 작품에 드러난 여성영웅의 개성에도 차이
가 있지만 여성영웅은 대체로 내적 강인함을 지닌 활달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서 내적 강인함을 지녔다는 것은 의지, 신념, 고집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효, 정절, 자아실현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구체적
인 행동이 활달함에 해당하는데, 여기서의 활달함이란 단순히 신체적 활동성을 말함이
아니라 묵묵한 인고에 대비되는 일종의 적극성을 의미한다. 작품 속의 몇 가지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 여성영웅의 성품에 대해 살펴보자.
장후 그 답셔를 올닌 시랑이 보기를 다고 오 져의 평 셩졍이 걸걸야 마음을 곳
치 아니하니 셔를 보아도 혼 되지 못지라(｢이학사전｣, 229면)
녀 고쳬여 아시로븟터 비례 원슈가시 아라 일동일졍을 녜 아닌즉 치 아니코 비록
그 아비라도 가야이 넉이지 못나니 (…) 한 엄열기 평 픔질이라 화 가온 엄
고 온 즁 여(｢하진양문록｣, 권23 1면 및 권24 19면)
부공이 머리 흔드러 왈 형니 비록 부녀간이나 지긔일이오 미지게로다 댱후의 사람되미 추샹
갓여 준졀강직며 추호도 부직구미 업고 남의 안 될 우인이 아니라 일을 당여 결
은 수히 고 결 후 부월이 님나 고치지 아니고 화 젹은 춘풍이 양춘을 부침
나 번 미온 북풍한셜이 골졀을 침노여 죽기을 홍모갓치 알믄 조졍육경이 히 아니
엄부의 위엄이나 그 은 앗지 못리라(｢부장양문록｣, 권 37a~37b)

은 ｢이학사전｣의 남주인공 장연의 부친인 장시랑의 말로, 걸걸하다고 한 것은 이현
경의 성품이 강하고 거친 면이 있다는 의미이다.

는 하옥윤의 부친이 진세백에게 딸에

대하여 하는 말로 하옥윤이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
을 뜻하고 있다.7)

은 부계의 부친이 장벽계의 강인하고 엄정한 태도를 우려하는 대목

은 댱부인이오 거말은 최부인이라”(｢김상서전｣, 권3 40면) 등의 내용에서 장선빙의 미모와 자질
이 공주와 최부인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상서전｣에서는 부
덕의 면에서는 최소저를, 지성의 면에서는 공주를 각각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어 ｢하진양문록｣처
럼 자질의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6) “위왕이 놀난 졍신니 것다듬아 다시 쳠망 쟝후의 후악쇄락 엄졍싁싁과 윤시의 윤소담
되 부소졔로 우열을 졍키 어려오 그 아리다온 과 홀 용광 부쇼져 일층 더 나은듯
니”(｢부장양문록｣, 권4 18b~19a)와 같은 내용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작품 내에서
부월혜의 미모와 그로 인해 처하게 되는 정절 훼손의 위험, 열녀형 인물로서의 기질 등은 긴밀하
게 연관되어 부월혜의 서사를 축조한다.
7) 하옥윤은 여성영웅 가운데도 특히 결벽한 성품, 고집스러운 성품이 부각되어 있는 인물이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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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용한 모든 대목에서 여성영웅은 주관이 뚜렷하고 쉽게 타협하지 않는 인물로 그
려지고 있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니’, ‘고체(固滯)하여’, ‘부월이 임하나 고치지 아니
하고’ 등의 표현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완고하고 비타협적인 여성영웅의 면모
는 남성적 특질로 단순히 귀속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내나 며느리로서 부적절한 성품
으로 묘사된다. 작중에서 여성영웅의 성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인물은 부친이
나 장래의 시부인데, 이들은 ‘혼사 되지 못할지라’, ‘남의 아내 될 위인이 아니라’ 등의
말로 여주인공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순
(恭順)하고 수동적일 것을 요구하고 이를 미덕으로 여기던 당대의 통념을 반영한 것으
로, 여성영웅의 뚜렷한 주견과 꼿꼿함은 상대적으로 당대의 남성에게 어울리는 성품임을
의미한다. 곧 여성에게 남성의 기질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여성영웅의 성품은 엄격함과
온화함을 겸비하여 ‘화’(和)하면서도 ‘엄’(嚴)하고 ‘온’(溫)하면서도 ‘냉’(冷)한 것으로 서
술되어 있다. 이때 ‘엄’하고 ‘냉’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남성적 기질에, ‘화’하고 ‘온’한
것은 이와 대조적인 여성적 기질에 해당한다. 여성영웅은 남녀에게 이분법적으로 부여된
통념을 해체하며 상반된 기질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여성영웅은 대개 소탈하고 검소한 성품으로 그려지는데, 이 역시 여성영웅에게
내재해있는 남성으로서의 성역할을 드러낸다.
학 비록 장부의 잇시나 본 위의를 웟고 셩졍이 소활야 치을 즐겨 아니고 검
소을 본바드니(｢이학사전｣, 235면)
칠보단장을 물니치고 무 의상을 나오니 진짓  돕지 아니려 미러라(｢하진양문록｣,
권20 19면)
부모 즁야 아달 읍스믈 치 안니고 홍금의로 입피되 문 쇼졔 쳔셩이 소탈고
금소야 삼으로 쳬긴 옷슬 입고 난지라(｢방한림전｣, 4면)

은 ｢이학사전｣의 이현경이 검소하다는 서술,

는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이 색 없는

옷을 차려입는 대목으로 모두 두 사람의 검소함을 직접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히 하옥윤
은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검소한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이는 ‘화려함’이나 ‘장
식’이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연상시킨다.

에서 이러한 점이 보

다 분명히 드러나는데,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어려서부터 소탈 검소하여 남복을 입은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역시 화려한 색깔이나 단장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내재해
상셰 쥬찬을 나와  쥬 날녀 례 하시랑의게 밋쳐 봉미 그려 고와  긔운
니 불평여 음식이 슌치 아니니 엇지 슐을 먹으리오 고 종시 불음니 이 즁인의 먹든 잔을
닙의 이기 슬히미라”(｢하진양문록｣, 권10 1면)과 같은 대목에는 하옥윤의 예민하고 결벽한 성
품이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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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영웅의 성품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단장을
좋아하는 화려한 성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은 없다. 검소함은 소설 속 인물들이 지니
는 평범한 미덕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성영웅의 검소함은 여성을 상징하는 복색 및 치장
과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남성으로서의 성역할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
결국 여성영웅의 형상은 남성으로서의 모습과 여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분절적으로 이
해하기보다는 여성영웅이 거치는 모든 과정과 경험의 총체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
성영웅은 단순히 여성으로서 남성적인 경험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양성의 삶을 고루 경
험함으로써 여성의 속성과 남성의 속성을 구유한 인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
성영웅은 독서에 있어서는

열녀전 · 예기 · 주역 · 육도삼략 을 함께 섭렵하고, 취미와

유희에 있서는 시서(詩書)·박혁(博奕)·음주(飮酒)·가무(歌舞)·침선(針線)을 모두 익히고
즐기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조정신료·대원수·현모양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다.
또 심규(深閨)·명산대천(名山大川)·전장(戰場)을 누비며, 여성과도 혼인하고 남성과도 혼
인한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영웅은 양성적 면모를 통해 일종의 ‘총체성’을 구현
하며 다양한 욕망과 경험을 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여성에

게 부여된 양성성은 당대 사회가 남녀의 기질과 역할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서로의
영역으로, 특히 여성이 남성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제약 없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성 또한 남성이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위-역할의 가변성
이상에서 여성영웅의 형상화 방식을 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여성영웅
의 성장과 사회적 성(性)의 변동에 따른 형상화 방식의 통시적 변화에 주목해 보기로 하
자. 여성영웅은 10세를 전후한 소녀 시절에 남장을 하고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후 다시
10대 후반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혼자와 혼인한다. 예를 들어 ｢부장양문록｣의 장
벽계는 12세에 남장을 하여 이를 6년간 유지하고, ｢김상서전｣의 장선빙은 13세에 남장
을 하여 이를 7년간 유지한다. 여성영웅은 혼인의 적령기를 넘기지 않은 20세 이전까지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조정의 공후이자 대원수를 지내며 영화를 누린다. 특히 대원수로
출전하여 승전한 후에는 벼슬이 한층 높아지고, 공주의 부마로 낙점되는 등 남성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 그러나 여성영웅은 최고의 여성과 혼인하여 많은 자녀를 두고 집
안을 번성시킨다는 남성영웅의 이상을 실현하지는 못한다.8) 공주와의 결혼을 앞두고 자
8) 여성영웅이 남성영웅의 이상을 외형적으로 가장 근접하게 실현한 경우는 ｢방한림전｣의 방관주라
고 할 수 있다. 영혜빙은 비록 공주의 신분은 아니나 천하에 드문 요조숙녀이자 방한림의 지기이
며, 자녀는 비록 방낙성 1자를 양자로 두었으나 방낙성의 두 부인이 각각 칠자삼녀, 일자이녀를
두어 차츰 후손이 번성하였다. 이런 점에서 ｢방한림전｣은 남성영웅의 자리에 여성영웅을 대입하
되 일시적 흥미소로 활용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직접 남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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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의 글, 이른바 본적 상소를 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상소를 올린 후의 최종적인 처결권은 천자에게 있다. 대개의 여성
영웅은 기군(欺君)한 죄를 청하며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자 하지만 여성영웅이 벌을 받
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일부는 공적인 활동을 지속하기도 한다.9) 본적 상소 후의 여성
영웅의 거취는 크게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와 지속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지만,
공적인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벼슬의 환수 여부에 차이가 있고, 지속하는 경우에도
공적인 활동의 성격과 지속성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여성영웅의 본적 상소 후의 상황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10) (1)
공적인 지위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 (2)식읍 및 지위를 일부 유지하는 경우,
(3)지위를 유지하고 대원수로 다시 출전하는 경우, (4)조정과 궁을 출입하며 새로운 직분
을 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백학선전｣, ｢음양삼
태성｣, ｢김상서전｣ 등을, (2)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이학사전｣, ｢방한림전｣,11) ｢음양옥지
환｣ 등을 들 수 있다. 또 (3)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홍계월전｣, ｢정수경전｣, ｢정비전｣,

｢황장군전｣을, (4)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을 들 수 있다. 그
는 ‘과격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9)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천자는 한결같이 여성영웅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드문 예이지
만 중국의 여성영웅서사 가운데 ｢밀봉계｣(蜜蜂計)라는 작품에는 남성을 사칭하여 과거에 합격한
봉영이라는 여성이 기군죄로 처벌받는 대목이 나온다. 우리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의 활약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조정과 천자의 무능과 짝하는바 여성영웅은 남성의 원망(願望)을 대리 수행하
며 남성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0)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연구에서는 유형적 분류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연구가 도출된 순서대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성영웅의 능력과 남장 여부
에 따라 ‘여성영웅형’, ‘일시남복형’, ‘남장영웅형’, ‘여성상위형’으로 나는 경우(전용문, 앞의 책,
1996), 남녀의 과거 급제의 선후와 출전시의 지위를 기준으로 경우로 나눈 경우(정명기, 앞의 글,
1980), 핵심적 서사구조가 무엇인가에 따라 ‘혼사장애가 중심이 된 유형’, ‘입신양명이 중심이 된
유형’으로 나는 경우(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작품에 나타난 일대기의 성격에 따라 ‘삽화형’, ‘남성 중심형’, ‘여성 중심형’, ‘여성 단독
형’, ‘가문중심형’으로 나눈 경우(박상란, 앞의 글, 1991), ‘남녀의 힘의 우열을 기준으로 ‘절대적
우위 구조’, ‘상대적 우위 구조’, ‘복합적 구조’로 나눈 경우(김동진, ｢전란을 소재로 한 여성우위
서사물의 양상과 의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변신(남장)의 성격과 지속성에 따라 ‘외
모의 변신’, ‘일시적 변신’, ‘반복적 변신’, ‘지속적 변신’으로 나눈 경우(박성미, ｢여장군소설 주인
공의 변신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등 다양한 예가 발견된다. 이들 유형 분류는
작품 전반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본고에서와 같이 여성영웅의 본적 상소 후의 상황만을
부각시켜 유형화한 사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유형 분류는 공통적으로 여성영웅이 어떤
방식으로 영웅적 행위를 성취하고 남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실제 서술에 있어서는 본적 상소 후의 여성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만 본고의 분류 가운데 (4)는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을 장편여성영웅소설이라는 범주로 함
께 묶어 이해함으로써 새롭게 설정한 항목이다.
11) ｢방한림전｣은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방관주가 죽음을 앞두고 본적을 상
소하자 천자가 회복을 기원하며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므로 편의상 (3)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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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으로서 실상 여성영웅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에는 서사의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삶의 구체적인 양상이 소거되어 나타나는 작
품도 적지 않다. 가령 (1)에 해당하는 예 가운데 ｢백학선전｣과 ｢음양삼태성｣에서는 혼인
을 한 여성영웅들이 규중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2)의 ｢음양옥지환｣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천자가 “경등은 안심찰직며 존[조]뎡
에 대새 잇거든 남북[복]으로 조반에 오르고 쇼새어든 부즁에서 처결라”(｢음양옥지환｣,
658면)는 관대한 처분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후일담은 전혀 기술되지 않은 채 이야기
가 급작스럽게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4)유형에 속하는 작품과 유사한 전개를 가능케
하는 천자의 중요한 발언은 작품 속에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그 의미가 퇴
색되고 있다. 물론 여성을 규방에 완전히 속박시키지 않는다는 선언적 설정이 전혀 의미
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진지한 서사적 탐색이 뒤따르지 않는 이와 같은 설정은 공
허함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2), (3),
(4)의 경우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적 상소를 전후한 여성영웅의 지위의 변화를
주요 작품을 통해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다.

작품

이전 지위

이후 지위

백학선전

대도독겸대원수

충렬왕비

음양옥지환

문연각태학사겸병부상서연왕

좌동

정수경전

이부상서겸병마도총독청주후

좌동

홍계월전

한림학사겸대원수좌승상청주후

좌동

이학사전

대사마겸이부상서문연각학사청주후

이대봉전

한림겸예부상서연국공

한림학사

이봉빈전

대원수이부상서겸대도독

좌각로 평정후

방한림전

대원수병부상서태학사우승상강릉후

좌동

김상서전

태학사겸병부상서연왕태부청주후충정공

태학사

하진양문록

좌승상강주후

여총재

부장양문록

병부상서대사마영능후

영능후

문연각학사청 주
후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공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성영웅이 다시 전쟁터에 나가 활약하는 경우와 전쟁터 이외의 공간에서 활약하
는 경우가 그것이다. 홍계월, 장아황, 정수경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한림
학사겸대원수좌승상청주후’ 홍계월은 상소를 올리면서 임금이 내린 유지(諭旨)와 인수를
함께 어전에 올리지만 천자는 홍계월의 재능과 공을 높이 사 유지와 인수를 다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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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다. 따라서 홍계월은 혼인 후에도 관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한편 ｢이대봉전｣의
천자는 ‘한림겸예부상서연국공’ 장아황으로부터 한림학사의 지위만 남겨두고, 연왕의 첩
지와 예부상서의 첩지를 거둔다. 두 사람 모두 공적 지위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유지한
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벼슬 환수 여부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국가에 환란이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데, 홍계월이 국가의 명에 의하여 전
장으로 나가는 반면, 장아황은 이대봉을 통해 전후 사정을 듣고 자발적으로 출전한다.
지위와 따른 역할을 고려한다면 대원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홍계월이 국가의 위기에
부름을 받고 선봉으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한림학사의 지위에 있는 장아황이 독
자적으로 출전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여성영웅의 벼슬 환수 여부는 이후
여성영웅의 활동의 편폭을 규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수경 역시
본적 상소 이전과 완전히 같은 직책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전하고 있다.12) 또한
｢홍계월전｣과 ｢정수경전｣의 예에서 알 수 있는바 재출전은 여성영웅이 가정에서 만족과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과 직결된다. 홍계월은 “매일 시비를 데리고 박혁기국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영춘을 벤 이후로 보국과 갈등 상황에 있었고, 정수경 역시 영춘을
벤 이후로 청주로 떠나 장연과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곧 여성임이 알려진 후의 출
전은 규방의 삶에 안착하지 못하고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 여성영웅의 내면의식의
반영이다.
｢이학사전｣도 천자가 환수할 벼슬과 유지할 벼슬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마 이부상셔 녀의 쇼임이 아니라 시고로 인슈를 거두려니와 녯날 문장과 공후 등한
치 아니니 쳥쥬후와 학 인슈 도로 쥬니 부귀를 누리고 관면을 여 짐의 모 
을 져바리지 말고 직을 안령케 라(｢이학사전｣, 226면)

환수하는 벼슬 가운데 대사마는 병권(兵權)을 다스리는 직책이고, 이부상서 인사를 주
관하는 직책이므로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다만 이현경의 문장을 인정하여
태학사, 곧 문연각 학사직은 그대로 두고 그간의 공훈을 생각하여 식읍으로서 청주후의
자리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도 통용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상통하는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전쟁과 인사는 여성의 관할이 아닌 것이다. ｢김상서전｣
에서도 천자는 ‘태학사겸병부상서연왕태부청주후충정공’의 인슈는 모두 거두고 태학사의
직만 남겨둠으로써 그 공훈을 기리고자 한다. 장선빙으로부터 모든 직책을 환수하고 태
학사의 직만 그대로 두며 이를 본직이라고 한 것은 애초에 태학사가 장수정이 남장을
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처음 제수 받은 벼슬이기에 하는 말이다. 천자는 “인슈 도로
12) “젼일은 녀쥴 모고 젼장의 보엇이와 이졔 엇지 녀쥴 알고 보이요 좌우 쥬왈 이
사람이 비록 녀나 하이 폐하를 쥬신 바니 졔를 불너 젼교옵쇼셔 상이 올히 너겨 즉시 사관
을 보여 뎡후을 명쵸니 희 왈  평 원던 라”(｢정수경전｣, 705~7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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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건이와 학은 본직으로 영표니 비록 츌사을 아이나 월 초 길리의  번
식 드러와 됴회야 짐의 슬 져바라지 말나”(｢김상서전｣, 권2 77면)라고 말하고 있는
데 이로 보아, 이는 명예직에 가까우며 실제로 장선빙이 조정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남성으로 활약하던 시절의 직책을 버리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길을 간
여성영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하옥윤과 장벽계가 그런 인물인데 이들은 여자임을
밝힌 후 조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임을 부여받는다. 하옥윤은 내명부의 여총재로 활약
하고 장벽계는 규중에서 주로 문한(文翰)에 관련된 정사를 담당한다. 두 사람이 본적을
상소한 직후 이들의 지위에 대해 천자가 하는 말은 각각 다음과 같다.
셩상이 여 공을 갑지 아니시며 그 효의와 덕을 표장치 아니시리오 (…) 옥이 이졔
비록 녀나 그 덕츙냥이 금셰의 다시 업살지라 엇지 부녀라 리오 흘 버혀 진양 쳔여군
을 봉여 녀쥬굥 녀총 아 궐즁 졍 가음알게 여 황친국쳑의 녀 교훈케 리라
(｢하진양문록｣, 권14 13~14면)
상이 젼교 영능후 댱혜로 사마 병부상셔 인슈 거두시고 영능후 졔 공훈이니 여
라 녀 국가 공훈을 봉훈을 아니치 못리라 (…) 여 아니라 금수라도 공이 니실진니 곳
여라 여 공을 포치 아니면 황쳔구퇴 벅벅히 앙화를 나리오시리니 안심찰직되 묘당 졔회
 참예치 말고 부 이 졍사 묘당 됴신이 글월 보여 의논게 며 영능 졍 군관하
리 이르러 품쳥게 하라(｢부장양문록｣, 권3 30b~31a)

하옥윤과 장벽계에 대한 포상은 물질적 보상과 지위의 부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
다. 남성으로서 활약하면서 국가를 위해 세운 공에 상응하여 두 사람 보두 진양과 영능
이라는 땅을 식읍으로 받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되는데 하옥윤은 내명부를
관장하는 여총재13)가 되고 장벽계는 글을 통해 조정의 정사를 돌보게 된다.14) 여기서
주목한 점은 두 여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남성과는 분리된다는 점이다. 이는 근대
이후의 여성 고용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가부장제가 여성의 노동을 지배하는 전략으로서
의 ‘배제’와 ‘분리’라는 개념에 비추어 살펴보면 흥미롭다.15) 조선시대는 남녀의 성별 분
13) 본래 총재(冢宰)란 주나라 때 육경(六卿)을 관장하는 우두머리로, 태재(太宰)라고도 불리던 직책
이다. 곧 우두머리 중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이다. 시경 대아 ｢운한｣(雲漢)의 “鞫哉庶正, 疚
哉塚宰”라는 구절에 “塚宰, 又衆長之長也”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벽허담관제언록｣, ｢육미당기｣
등에서도 여성인물이 대원수로 출정한 후 여자임이 밝혀지자 여총재가 된다는 설정을 볼 수 있
다.
14) 장벽계의 조정에서의 직책은 분명치 않다.
15) 실비아 월비, 가부장제 이론 , 유희정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1996, 88면에 의하면 “배제 전략
은 고용의 한 분야, 혹은 사실상 모든 고용 분야에 여성의 접근을 전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삼
는다. 분리는 여성의 일을 남성의 일과 분리시키고, 보수나 지위 면에서 후자보다 더 낮게 등급
이 매겨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더 약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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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비교적 철저했던 시기이므로 여성은 남성의 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은 “여성의 진출이 마지막까지 유보되는 남성성의 성역”16)으로 여성이
전쟁터에 나가 활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다시 말해 조선 시대의 여성은 전
쟁과 관련된 일로부터 배제되어 있었고, 여성영웅은 남장이라는 기만적 수단으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여성영웅이 여성임이 밝혀진 만큼 남성성의 영역에서
여성을 다시 배제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자질을 가진 여성에게 어떤 일을 부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
다. 여기서 두 여성은 이른바 여성에게 적합한 일로 구분되는 일을 할당받는다. 이는 여
성을 가르치거나, 전통적으로 여성성에 부합하는 일로 인식되는 돌봄과 조정의 업무이
다. 여총재로서의 역할은 이미 남성과 비슷한, 혹은 월등한 능력을 인정받은 여성영웅을
공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여성의 영역의 책임자로 인정하는 남성과의 분
리 정책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17) 여총재가 비록 내명부의 수장이라고는 하나 조정
의 가장 높은 벼슬에 필적하는 권위와 영향력을 가진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옥윤은 여총재가 됨으로써 객관적인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하옥
윤은 남성과의 경쟁이 봉쇄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 여성에게 허용되는 영역은 무(武)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가깝게 여겨
졌던 文의 영역이다. ｢김상서전｣에서 천자가 장선빙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소소여 엇
지 이러 의견과 략이 잇스리요 문필은 가건이와 무예둇차 그도록 장여리뇨”
(｢김상서전｣, 권2 75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나 김희경의 부친인 김평장이 “긔며 미
로다 여즁뎡이 그도록 엇지 장녈리요 붓슬 자바 문장의 도은 혹 여라도 그
러거이와 엇지 만군즁에 칼잡고 만군 즁의 장슈을 베히기 죠판 후에 드문지라 엇지
긔특지 아리니요”(｢김상서전｣, 권2 79면)라고 한 데서 여성에게 문(文)이 얼마간은 용인
되던 영역임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장벽계는 남성과 분리된 상태에서 글을 통해 조정의
일에 관여한다. 두 여성이 여성의 자리에서 수행하는 역할의 일면모를 다음에서 살펴보
자.
쳡예 본 총명혜지라 스로 젼과 뉘웃쳐 총 닙궐시의 글을 올녀 회과 으로
 엿거 (…) 이 은 쳡이 평 졍신을 다여 셩인의 말으로 현고 녀훈젼을 지은
거시니 이 가온 악을 멀니고 덕을 나오며 화 물니고 복을 부르나니 셩현셔와 녀교전이
만흐나   셩졍을 다 드려 든 거시니 덕을 례 거시라(｢하진양문록｣, 권25 8~11면)
16)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이승희 옮김, 녹두, 1994, 190면.
17) 우에노 치즈코는 위의 책에서 여성의 풀타임 취업 형태를 전문직, 여성이 많은 직장에서의 여성
관리직, 성차를 문제 삼지 않는 경쟁적 직장의 일로 나눈 바 있는데, 여총재는 이 가운데 두 번
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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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후 귀녕 후 상방으로 구노 민 수예 올나 조회 파기를 승시여 드러가더니
불의예 명를 인여 금관 조복으로 금긔옥윤을 촉여 궐의 이르니 (…) 변 믄득 문져
그 풍신의 혼이 이쳬다가 버거 옥셩을 길긔 혀 번셔 한어로 번녁녀 읽고 다시 한번
읽으되 소 쳥고웅장고 일획 일도 거치미 업니 젼상젼 다 녁고 번 등의 이
더라(｢부장양문록｣, 권3 40a~41a)

은 하옥윤이 천자의 후궁 조첩여를 계도하는 대목이다. 하옥윤은 여총재가 된 직후
12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조첩여가 황후의 자리를 탐내어 범람한 행실을 하자 12법에
준하여 조첩여를 달초하고 직첩을 회수하는 일을 감행한다. 조첩여는 하옥윤이 계도로
완전히 회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성문을 써 하옥윤에게 바치고, 하옥윤은 다시 자신이
쓴 책을 주어 모범으로 삼게 한다. 이로써 온 궁중에 하옥윤의 위엄이 떨쳐진다. 한편
장벽계는 본적 상소 이후 가중에서 정사를 보다가,18) 아무도 해독하지 못하는 외교문서
를 읽고 답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조정에 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의 장면이다. 장

벽계는 선우가 중국을 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이체문자를 능숙하게 해독하고 선우를 꾸
짖는 답변까지 지어내어 선우의 사신과 조정의 신료들을 압도한다. 이는 대하소설에서
글을 쓰고 시를 짓는 여성이 금기의 시선을 의식하며 문필활동의 구체적 모습이나 결과
를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19)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면모로서, 여성영웅소설이 전쟁영웅
으로 활약하는 여성을 등장시켜 여성의 제한된 사회적 역할을 상상적으로 외파(外破)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문필활동을 수행하는 여성을 통해 여성에게 허용된
역할까지도 내파(內破)하여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
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공간적으로는 궁궐이나 집의 내부, 일의 성격
상으로는 문자와 글쓰기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적 상소 이전에 공간적으로는 조
정이나 전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문무를 겸하던 것에 비하면 그 역할이 축소된 것이지
만 여전히 대체 불가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영웅적
능력을 가진 여성이 혼인을 하여서도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두 가지 소설적 모델을 제
시하여 전쟁영웅으로서의 활약 이후에 대한 답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 두
18) 가중에서 정사를 보는 대목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시의 댱후 영능 급 졍 잇고 됴졍의 문댱 밀 거시
잇지라 급히 부 드러 휘필더니 샹태부인이 좌듕의 랑여 왈 스스로 흥을 돕고져 급히
부라 졍히 우려더니 학의 이라물 보고 마 쓰라 고 손으로 화관을 어라마져 바라계 
고 를 을고 쥬리를 신으며 입으로 금슈 문장을 토니 옥셩이 도도여 공샨쇄옥이오 문쟝이
호호하여 쟝강을 거후라며”(｢부장양문록｣, 권4 17b~18a)
19)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 대하소설에 나타난 미인도｣, 동방학 27,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106면.
20) 최기숙, 앞의 글, 381~382면에서는 하옥윤의 역할이 궐내의 가정인 궁중 내의 여성 인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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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모두 남편 진세백과 남동생 장원흥의 출전을 후면에서 지지해준다는 점 역시 여성
영웅의 은둔과 재출전 사이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한 결과라 하겠다.21) 요컨대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 두 작품이 보여주는 여성영웅의 본적 상소 이후의 삶은
뛰어난 능력의 여성이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상상의 산
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남성 인물의 형상
1) 전형적 영웅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영웅은 여성영웅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동시에 여성영
웅과 유사한 활약을 펼침으로써 직접적으로 대비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남성영웅의
형상은 이상적 영웅으로서의 형상과 풍류남아로서의 형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두 가지
면모는 완전히 배타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비해 우세한 형태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고전소설 연구에 있어 영웅은 통상 일상적인 인간과는 다른
탁월한 힘을 가지고 국가라는 사회 단위 내에서 자신의 지향가치를 성취해 나가는 주인
공을 의미한다.22) 이수광(李睟光, 1563~1628)은 “총명이 빼어난 것을 ‘英’이라 하고, 담
력이 남보다 뛰어난 것을 ‘雄’이라 한다.”23)라고 했는데, 다소 포괄적이긴 하나 이 또한
영웅의 자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가까운 설명이라 여겨진다. 곧 고전소설에서의 남
성영웅의 이상적인 전형은 문무를 겸전함과 동시에 그 내적 속성인 지혜와 용맹을 지닌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남성영우의 형상은 개성보다는 전형성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
영웅은 여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영웅의 전형으로부터 벗어난 면모를 보여주며 개성
이 부각되기도 하는 반면 여성영웅소설에서 전형적인 영웅성을 드러내는 남성영웅은 상
대적으로 비개성적인 인물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그 외양에서도 우선 드러난다.
 졈졈 라 용뫼 쥰아고 풍되 늠름야 용호의 긔샹이요 만 비범야 눈에 보

‘감정 조절’ 문제에 국한 되었다는 점, 전장의 남편을 몰래 도와주는 ‘내조’ 형식의 활약을 하였
다는 점 등을 들어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두 사람의
활약을 통해 당대의 통념과 소설적 관습을 뛰어넘는 상당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21) 장벽계는 상소를 통해 장원흥의 출전을 지지하고,(｢부장양문록｣, 권4 60a) 하옥윤은 편지와 약을
보내 진세백을 위기에서 구한다.
22) 박일용, 앞의 글, 1983, 12면.
23) 이수광, 지봉유설(芝峰類說) 卷十五 人物部 人才에 “聰明秀出謂之英, 膽力過人謂之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위(魏)나라 유소(劉邵)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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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모를 거시 업고 귀에 듯 바를 모를 명심 불망니 보뫼 즁고 보  귀히 여기더
라 옥이 시셔를 능통며 가르치지 아닌 무예 가장 졍숙니 진짓 쳔고 영웅이라(｢음양삼태
성｣, 548면)
부원슈 익셩은 머리의 일령쥬을
고 몸의 보신갑을 입고 우슈의 용검을 들고 좌슈의 일
근 쳘퇴을 들어시며 비룡마을 타고 군을 촉니 말은 비룡 갓고 람은 쳔신 갓트며(｢최
익성전｣, 391면)

은 ｢음양삼태성｣의 세 남성영웅의 외양을 묘사한 대목이다. 용모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용호와 같은 강렬한 기상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며, 이들은 신체적인 조건
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걸출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 남성영웅들은 대개 이미 문에 능통
한 상태에서 무예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들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남성영웅은 문보다는
무에 중점을 두고 무를 통한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의 ｢최익성전｣에서는

전장에서의 남성영웅을 묘사함에 있어 신체적인 특징을 묘사하기보다는 복식과 무기 등
을 묘사하여 화려함과 웅장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 검과 무거운 철퇴를 양손에 든 것에
서 그 완력을 짐작할 수 있며, 영웅이나 천신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비범한
능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이들은 문무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
월함이 외양에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각하
고 이를 세상에 펼치고자 하는 포부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다.
로인왈 네 도술를 호려면 구름을 타고 명산을 차지며 아에 동에 놀고 져녁에 무산에
도라와 락을 삼고 냐 황공 왈 그 쇼의 쇼원이 아니라 손오의 지모와 양평의 조
를 화 텬문디리 능통야 죄 일셰의 무젹고 용병지술이 텬하에 졀츌믈 원이다 도
쇼왈 지금 텬 인덕을 야 현인이 쓰이 텬하평거 검술병법은 화 무엇리오
황운이 왈 고인이 이른바 텬하평믈 밋지말 얏스니 황졔 헌원시도 치우의 난을 당
시고 주문왕도 훈육의 침노물 닙어 계시니 난신젹난 고유지라 평셩를 엇지 장구히
미드리오  각하오니 한낫 록록 셔으로 츌셰야 초목갓치 슬허지리잇고 로인왈 그
말이 족히 영웅의 비지라(｢황장군전｣, 11면)
시랑이 왈 셩현의 글도 무슈거늘 엇지 평셩의 귀신도 층양치 못 병셔을 원
난다 옛젹 허원씨 만고 셩인이로 치우의 난을 당시고 졔요 도당씨난 셩군이 흉의
변을 당엿오니 평셩을 엇지 장구이 미오릿가 장부 셰상의 쳐야 시셔와 육도약
을 흉즁의 통달고 용문의 올나 요슌갓탄 셩군을 도와 허리의 황금 인슈을 차고 머리의 금
투고을 쓰고 고향월과 금을 들고 젼장의 나가 변젹을 물이치고 난셰을 평졍여 고명을 쥭
의 올니고 만죵 녹을 바다 셩상의 덕과 부모의 은혜을 갑고 죵신 부귀을  거시어늘 엇지
져 만 여 셰월을 보잇가 나는 죠즁의 잇셔 시위쇼찬여건이와 너난 죡히 고인을 바
달지라(｢이대봉전｣, 6면)

- 82 -

인용은 ｢황장군전｣과 ｢이대봉전｣에서 남성영웅이 자신의 포부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은 황운의 부친과 정혼자 설연의 부친이 모두 유배된 후 도로로 나선 황운과 스승이
될 도사 간의 대화이다.

는 병서에 침잠하는 이대봉을 꾸짖는 부친과 이대봉의 대화

로, 아직 간신에 의한 위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장면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도사와 시랑이 태평성대에 병법을 배우고자 하는 까닭을 묻
는다. 이에 두 사람은 태평성태가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고사를 들어 말하고, 입신양명
하고자 하는 뜻을 밝힌다. 입신양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대봉전｣에 훨씬 자세하다. 이
러한 두 영웅의 대답을 도사와 시랑은 긍정한다. 두 사람은 수도(修道)나 경전 공부보다
는 병서에 더 관심을 둔다. 이는 치세가 계속 되지 않으리라는 객관적 판단에 의해서이
기도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난세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경서(經書)보다 병서(兵書)를 우위에 두는 행위를 통해 문(文)보다는 무(武)를 지향하는
인물은 남성영웅소설의 영웅과 거의 일치한다.24) 도사와 시랑이 ‘영웅’ 혹은 ‘고인’이라
고 표현한 이상적 인물 역시 난세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개인의 영달 또한 극에 달
하는 전형적인 영웅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남성 영웅 가운데는 특별히 유교적 윤리에 충실하여 그 이상적 성격이 더 강조되는
인물들도 있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남성영웅을 무(武)와 함께 문(文)을, 충(忠)과 함께 효
(孝)를 갖춘 인물로 그리면서, 보다 이상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인 정도로 완벽한 인물로
그려낸다. 이는 성현의 글로 상징되는 유교적 가치를 절대시하지 않는 ｢황장군전｣, ｢이
대봉전｣ 등 대부분의 단편이 지향하는 바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전쟁영웅이
면서도 도덕군자로서의 면모가 가장 강조된 인물은 장편에 등장한다.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에서는 공히 여성영웅의 남동생이 도덕군자의 형상으로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부장양문록｣의 장원흥은 도덕군자이면서 전쟁영웅으로서도 활약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25)
학사 궐의 드러가 탑젼의 알외고 일지 병마 어더 셔호 붓지라고 야야 뫼셔 도라오믈
24) 강상순, ｢영웅소설의 형성과 변모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66면에서는 이
러한 선택의 의미를 “현실을 변동의 시대로 파악하는 인식임과 동시에 무력을 통해서만 신분의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25) ｢하진양문록｣의 하백화는 은둔적 기질조차 지는 도덕군자로 전쟁영웅으로는 활약하지 않는다.
장편영웅소설에서는 남성영웅이 단 한명만 등장하는데 ｢하진양문록｣에서는 하옥윤의 배우자 진세
백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장원흥과 하백화는 모두 효성이 두드러지는 인물로 누이가 남장활
약을 하는 동안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는 역할을 하고, 열녀형 인물과 혼인한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혹사하다. 하백화의 성품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시시의 화공 년니 십셰라 효
우졍직여 을 랑미 동긔갓치 로니 진이 그 인효믈 깁히 랑더라 공 학업을 힘
쓰며 을 슈련여 겸숀졍니 명이 원근의 여 모든 람이 경고 라 구름 못
듯 하더라(｢하진양문록｣, 권1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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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달 효자 위친 누슈 방방고 듕국의 욕되물 강 튱분이 돌울니 셜셜연약고
온화던 기샹이 홀별여 녈녈강직여 보 사람으로 여곰 골졀이 져리믈 닷지 못지
라(｢부장양문록｣, 58b~59a)

인용은 ｢부장양문록｣에서 장원흥이 적지에 간 부친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자 천자에
게 눈물로 출전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결벽한 군자에 가깝던 장원흥이 전쟁영웅이 되는
계기는 다름 아닌 부친에 대한 효이다. 장원흥은 작품 속에서 “셩품이 강직단일여 장
부의 번화 풍되 젹은지라”(｢부장양문록｣권4 12a)라고 서술되는 바와 같이 본래 전쟁
영웅으로서의 호탕함보다는 유교적 윤리에 철저한 인물이다. 그러나 부친의 위기를 맞아
효와 충이 일체가 되면서 장원흥은 마치 변신을 하는 것처럼 전사의 기질을 보인다. 이
렇게 장원흥을 비롯한 모든 남성영웅은 문무를 겸전한 인물로 그려지며, 무예나 병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 인물조차도 대장군으로 출전하여 무리없이 승전한다는 설
정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모든 남성영웅들이 여성영웅에 비해 얼마간 열등한 것으로 그려지는 점은 남
성영웅의 영웅성이 작품 내에서 완벽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남성영웅은
여성영웅에 비해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다.
평국과 보국이 쥬야 불쳘고 운 평국은 삼삭만에 무불통지고 보국은 일년을 와도
통치 못니 도왈 평국의 됴 당셰에 졔일이라 (…) 평국과 보국이 다 장원에 일 평
국으로 장원을 하이시고 보국으로 부쟝원을 이시고(｢홍계월전｣, 15~16면)
즉시 상셔을 불너 상의야 왈 남왕이 이곳을 나 즁원을 범랴 갓스니 십분 위라
우리 읏디 이곳의 잇스리오  상셰 문왈 원슈 읏디 알니오 학셰 졍 왈 물읏 장수 되여
진을 당 우흐로 텬문과 가온로 샤시음양과 아로 다리을 모르고 용덜라 (…) 원
수는 짐즛 텬당이로다 날간튼 장슈야 비록 진을 님나 무어셰 쓰리오(｢김상서전｣, 2권 47면)
경일 발군여 아비를 구고 국가의 환을 풀고져미 충효의 당당나 경이 불과 일개 셔
이라  번 믈 우 기름을 더어 부 함긔 환을 당헐 거시오 듕국 위엄이 더욱 사문어인국
얘라 결단코 가지 못하리니 다만 댱후의 여줄 오날날 더욱 가탄이라(｢부장양문록｣, 59a)

인용문은 ｢홍계월전｣, ｢김상서전｣, ｢부장양문록｣에서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의 능력이
대조적으로 서술된 부분이다. ｢홍계월전｣의 보국은 평국[계월]에 비해 영민하지 못한 인
물로 그려져 있으며, 과거에서도 평국에 이어 부장원을 차지한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다
소 과장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우열만큼은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다.

는 대원수와

부원수로 함께 출전한 김희경과 장선빙의 대화이다. 장선빙은 천문을 보고 천자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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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지한 후 이를 김희경과 의논한다. 김희경은 장선빙의 혜안을 감탄하는데, 장선빙
역시 김희경의 물음에 정색하고 대답함으로써 전장에서 장수로서의 능력은 자신이 한
수 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과시하고 있으며, 김희경은 자신의 열위를 인정하고 있다.
｢부장양문록｣의 내용은 바로 위의 인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부친과 나라를 위해 출
전하겠다는 장원흥의 청을 천자는 뜻밖에도 거절한다. 천자가 결단코 가지 못한다는 강
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장원흥을 약소한 문신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원흥의 누이인 장벽계가 출전하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이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성영웅은 여성영웅소설에 비해 우월하지 못한 존재
로 그려진다. 두 사람의 역량이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과거의 장원 및 출전시의
대원수 자리는 여성이 차지하며, 이는 남성영웅의 이름을 표제로 삼은 ｢이대봉전｣이나
｢황장군전｣, 그리고 가문소설의 색채를 띠는 ｢하진양문록｣이나 ｢부장양문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로써 볼 때 남성영웅의 성격은 여성영웅의 존재와 연동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작품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의 성
격과는 별도로 소설적 장치로서 여성의 우위가 어떤 지점에서든 설정되어 있다. 여성영
웅소설에서의 남성영웅은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이되 남성영웅이 단독으로 전면에 부각
된 작품과는 다른 비중을 작품 내에서 지닌다.

2) 풍류남아
무(武)를 통해 영웅성을 강화해가는 남성, 유교적 윤리의 실천에 투철한 남성의 대척
점에는 풍류적인 기질이 강한 남성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강하
며 그 관심을 표현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성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
지 않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한다. 가령 ｢백학선전｣, ｢김상서전｣의 남자 주
인공은 노중(路中)에서 상대에게 반하여 부모의 허락 없이 정혼하게 된다.
시 뉴뇌 니를 려 셩남으로 향헐  곳의 이르 인은 업고  노랑이 소져를
다리고 안졋거 눈을 잠간 드러본즉 나히 비록 어리나 화용월는 고금의 졔일이라 번 보
마음이 황홀여 여취여광지라 그윽이 말를 붓쳐 그 을 시험코져 여 이의 나아가 유를
구니 조낭 흔연이 유랑으로 여곰 두어 유를
거 뇌 마음의 고혹믈 마지
아니고 유를 먹은 후의 학션을 여 졍표는 글 두어를 쎠쥬며 마음의 년가긔를 졍
고(｢백학선전｣, 5면)
이 번 라보 삼혼이 요요고 칠이 탕탕며 기운을 졍치 못여 왈 고금의 엇지
어[저]런 미이 잇스리오 날이 김희경을 시고  져갓튼 가인을 시믄 반다시 유의시
미로다 (…) 소졔 혜오 인셰의 엇지 이런 람이 잇스리오 며 탄며 번 보 눈이 바
고 졍신이 살난여 이윽히 라다가 홀연 창을 닷고 몸을 감쵸니 가인이 을 만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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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군을 다 연이 쳔의 잇는 듯더라(｢김상서전｣, 권1 6면 및 14면)

은 ｢백학선전｣에서 스승을 찾아 수학하러 떠나던 유백로가 조은하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는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상경하던 김희경이 장선빙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다. 두 작품 모두에서 남자 주인공은 첫눈에 상대에게 매혹된다. 이들의 만남은 남자주
인공의 시선과 욕망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여자주인공 역시 남자 주인공에게 마음을 빼
앗긴다. ‘한번 보매’라고 표현된 첫 대면에서 이들은 상대에게 반하여 사랑에 빠진다. 이
들은 첫만남에서 혼인을 약속한다. 유백로는 부친이 선세부터의 보배로 소중히 할 것을
당부한 백학선을 선뜻 조은하에게 주는데, 거기에 남긴 글은 ‘요조숙녀 군자호구’라는
구절과 유백로의 사주이다. 조은하를 보자마자 말을 붙여 시험해보려 한 데서 유백로의
적극성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여기에 더해 가보(家寶)를 망설임 없이 내어준 점, 결연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글귀와 사주를 써 준 점 등을 볼 때 이 대목에서 유백로는 부모의
교훈과 남녀 사이의 규범을 쉽게 벗어날 만큼 충동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인물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상서전｣의 김희경 역시 객점의 점주를 통해 장선빙에 대해 알아
보려 하기도 하고 선빙과의 직접 대면을 요구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결
국 외숙 석태우를 통해 배필을 구하고자 했던 부모의 원망(願望)을 따르지 않고 직접 대
면하고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유백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교훈과 남녀 사이의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하겠다.
｢하진양문록｣의 진세백 또한 적극적이며 풍정(風情) 있는 남자로 그려진다. 진세백은
好色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인데 이런 점은 진세백과 하옥윤, 그리고 하옥윤의
여동생인 교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옥윤의 부친 하위지는 부친이 기세하고
집이 불타버린 후 걸인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던 진세백을 문인으로 거두고 발월(發越)한
장녀의 배필로 삼는다. 이는 하위지의 지인지감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진세백 자신도 놀
라고 의아해 할 만큼 파격적인 일이었다.26) 이러한 각별한 호의에도 불구하고 진세백은
자신을 유혹하는 미모의 차환과 쉽게 잠자리를 함께 한다.
이 일 풍상의 골몰여 미을 보지 못다가 무망즁 경국지을 보 장셩남아로 후풍
졍을 것잡지 못여 냥구슉시의 흔년 쇼왈 네 쥬가 복쳡으로 나의 실셥믈 념녀니 가장 감
나니 모로미 너의 년치와 명자 알고져 노라 기녜 왈 셩언을 하감당이리잇고 쇼쳡
26) “각건 인의 부귀로 현슉 귀쇼져 두시고 왕공후 문의 옥인군 여 졍시려든
엇지 타향걸인으로 동상을 유의시니 가치 아니옵고 의혹되온지라 황공불안여이다”(｢하진
양문록｣, 권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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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쳔한 나히 십삼셰요 명은 교랑이니 일작 한님 상공 졍실 위부인 하 시비로쇼이다 이 함
쇼고 문득 그 숀을 닛그러 니러나며 왈  니의 무류미 심더니 금야의 나 위회미
엇더뇨 기녜 숀을 치거 이 쇼왈 네 날갓흔 남로 일야동슉진 너도 롭지 아니니
양치 말나 언파의 닛그러 방즁의 드러가 긔 침금을 펴고 미인으로 더부러 즐기니 즁지졍
이 무궁더라(｢하진양문록｣, 권2 11~12면)

인용 이전의 내용에서 취하여 난간에서 잠든 진세백을 깨워 방으로 들기를 권하면서
은근히 유혹한 이는 차환으로 꾸민 교주이지만 막상 두 사람이 수작하다가 잠자리에 드
는 장면에서는 진세백이 방탕한 기질을 지닌 인물임이 부각된다. 진세백은 자신의 몸을
염려해주어 고맙다는 말로 추파를 던진 후 교주가 자신을 하공의 정실인 위부인의 시비
라고 말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주를 잠자리로 이끈다. 더구나 교주는 하옥윤의 동
생이기에, 비록 진세백이 교주의 정체를 몰랐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진세백은 윤리적
금기를 위반한 인물이며, 貞男과는 거리가 먼 남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세백이 교주에게 동침을 요구하며 자만심을 보이는 대목을 예고하는 장면들도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27) 진세백은 현금을 타며 금슬의 호구를 구하는 뜻을 부치는가
하면 자신을 따르는 하백화를 희롱하며 “네 용뫼 졀 미인 갓흐니 너의 씨 반만 갓
틀지라도 졀 미인니 되믈 양치 아니로다”(｢하진양문록｣, 권1 31면)라고 말하기도 하
는데, 여기서도 여성의 외모에 대한 점잖지 못한 관심이 드러난다. 하위지의 후처인 주
씨 또한 진세백의 풍정을 감지하고 “져런 풍뉴긔질로 옥윤을 지어 일실의 쳐 그
혹미 남녀의 셩졍을 상키 오리로다”(｢하진양문록｣, 권2 7면)라는 말로 진세백의
호색함을 경계하기도 한다.
진세백은 전장에서 병이 든 재옥을 간호하다가 재옥이 하옥윤임을 알게 되자 억지로
하옥윤의 관을 벗기고 띠를 풀어 겁칙하려 하는 폭력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하며,28) 이
후에도 선계를 떠나 상사병이 위중한 자신을 찾아온 하옥윤을 겁탈하려 든다.
 쥬야 한니 쳐 그와 상친치 못 거시 쥭어도 명목지한이니 오날날 다시 만나니 나 님
의 쥭은 몸이라 무삼 녜졀이 잇시며 념치 도라보리오 허물며 그 부친니 그 계 허허
신 라  쥭을지언졍 영결노 상친들 무삼 멸륜상지 되리요 금야의 그 을 아 나
27) 따라서 교주와 관계를 맺은 진세백의 행동은 돌출적인 것이 아니며 진세백의 캐릭터가 상당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형성된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옥윤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영웅의 남장 이전과 이후가 단절적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 작품과는 달
리 ｢하진양문록｣의 여성영웅이 소설적 인물로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작품의 편폭이
커진 것 외에 인물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
서 이경하 선생이 ｢하진양문록｣의 남녀주인공의 기질을 본격적으로 문제삼은 것은 적절한 지점으
로 여겨진다.
28) “분년니 하후의 관을 벗기고  글너 겁칙기 급히 니 하후의  뮈여지고  어져
셰 위급지라”(｢하진양문록｣, 권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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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친 한을 푸러 원귀 되지 아닐 거시오 그 놉흔 긔운을 그리라 셜파의 분연니 이러나
신위 분발니 병잔든 거동니 경의 광풍우 갓고 침셕의 혼혼여 긔력이 엄엄더니
슈유간의 산호와 나 뇽 갓흐여 호령이 산악 흐니 하시 져의 셰요 안아 분분 거동
이 한 관[광]인 갓흔지라(｢하진양문록｣, 권19 28~29면)

‘광풍취우’, ‘태산맹호’, ‘나는 용’ 등의 표현은 예의나 은근함은 찾아보기 어려운 진세
백의 노골적이고 거친 태도를 지시하고 있다. 욕정에 사로잡힌 그는 ‘광인’으로 표현될
정도로 평정심을 완전히 잃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격정은 진세백이 하옥윤을 그리워
한 나머지 토혈(吐血)을 하고 곡기(穀氣)도 끊을 정도로 깊은 병을 얻는가 하면 하옥윤
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남몰래 보고 그리워하던 마음을 생각하면 일면 자연스러
운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세백은 예절과 염치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스스로
선비나 군자이기를 포기하고 난봉꾼과 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 부모의 향화나
가문의 영속 등 사대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진세백은 진중에서 하옥윤의 정체를 알고 난 뒤 그 곁을 떠나지 않으며 “나 의리도
모로고 리도 아지 못니 공부 친니 와셔 니르셔도 풀길이 업고 하날의셔 뇌졍으로
져히셔도 두려오믈 모르니 다시 이르지 말나”(｢하진양문록｣, 권13 1면) 라는 말에서 유
교적 예교에 얽매이기보다는 본능에 충실한 면모를 보여준다.29) 이런 점에서 진세백은
자신의 욕망에 절대적으로 충실한 인물로서,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유가
의 군자적 인물 유형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진세백은 혼인 후 하옥윤과 잠
자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잠자리를 암시하는 농담으로써 좌중을 웃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시적인 태도 역시 진세백이 예교에 얽매이지 않는 분방한 인물임을 보여준
다.30)

이러한 점에서 진세백과 가장 흡사한 인물은 부장양문록의 부계이다.31) 부계

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 부친이 “너무 호상발월하여 일을 당하매 헤아림이 없”(｢부장양문
록｣, 권1 29a)다고 하였고, 장벽계는 그를 두고 “변[번]화한 품질”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계의 성격이 적극적이며 호기심 많고 활달함을 뜻한다. 실제로 부계는 여성에 대
29) 다음의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진세백은 유교적 예교에 구애되지 않는 분방한 면모
를 보인다. “그 셰정을 모로도다 텬지됴판 음양이 시분니 남녀지졍은 인졍쳔리오 지
쇼욕은 셩인도 면치 못여시니  홀노 그르리오(｢하진양문록｣, 권13 2면); “나 일즉이 녜졀
모로노라”(｢하진양문록｣, 권23 21면)
30) “왕이 미쇼왈 반을 노도령으로 잇다가 요이 길운을 만나 년일 니 몸이 괴롭고 긔운니
곤핍여 잠간 다가 나오므로 의 만홀믈 례노라 죄즁이 쇼더라”(｢하진양문록｣,
권23 21면)
31) 대개의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영웅은 동시에 여성영웅의 배우자이다. 그러나 ｢부장양문록｣의 장
벽계의 남편인 부계는 전쟁영웅으로서의 면모가 없다. 따라서 부계는 남성영웅에 해당하지는 않
겠으나 장벽계의 배우자로서 같은 양문로계 여성영웅소설인 ｢하진양문록｣의 진세백과 유사한 면
모를 보이는 만큼 함께 고찰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또 장벽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부계의 형상에 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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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정을 품은 풋풋하면서도 저돌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한님이 나지면 직를 다리며 부모슬하의 졔형으로 즐기고 혹 친붕도 괴며 열낙하나 밤
이면 셔당의 독쳐하여 연 상심더니 일일은 월은 만지고 쳥풍은 습습니 못 심회 살
난여 장소져의 혜용광을 사상즉 이 믄득 황쳔니 격졀지라 참연상 이라 스스로
탄식왈  나히 약관이오 부뫼 구경시고 문호 구람갓거 지금 화예 길이 아득니 아지
못계라 요됴슉녀 어나곳의 이셔 연분이 차타고(｢부장양문록｣, 32b~33a)
윤소져의 셜보[부]화모와 용염를 니 위곡한 졍 새암 솟듯니 춘풍화긔 심부를 움
작여 한번 화이 웃고 이러 쳥포을 버셔 금병의 걸고 셔안 의지혀 안지며 갈오 잘하나 못하나
임의 드러온 후난 소회를 아니 듯고 가지 못하리니 밤이 고 날이 맛며 달이 밧고여도 그져
가지 못리라(｢부장양문록｣, 51b)

부계는 15세의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편수를 제수 받아 관직 생활을 시작
한다. 그간 숱한 청혼이 들어왔지만 부친 부상서는 종적을 알 수 없는 장벽계를 생각하
여 청혼을 거절한다.

에서 약관의 나이에 이른 부계는 낮에는 일과 가족, 벗들로 인해

바쁘고 즐겁게 지내지만 밤이 되면 울적함을 느낀다. 달 밝고 바람이 좋은 밤에 만날
수 없는 옛 정혼자를 그리고 또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의 청년들과 흡사
한 20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외로움과 그리움, 설렘이 교차하는 젊은이의 내면에서
감정의 자연스러운 유로가 느껴지거니와 여기서 부계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는
인물이 전연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지기로 지내던 장벽계가 여자임을 알게 된 부계가 장
벽계와 부부처럼 지내고 있던 윤소저를 찾아가는 대목의 일부이다. 부계는 장벽계가 사
라진 후 윤가에 정혼했다가 윤소저가 당시 남자로 지내던 장벽계를 찾아 수절도주하는
바람에 두 여성에게 모두 외면을 당했다가32) 이제 윤소저를 설득함으로써 두 여성 모두
와의 혼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계는 윤소저의 시비 운앵을 통하여 장벽계가 자
리를 비우는 날을 알아두었다가 한밤중에 윤소저의 처소로 들어간다.33) 부계는 한밤중
에 규수의 방에 난입한 조심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없이 태연자약한 태도로 윤소
저를 위축시킨다. 부계는 옷을 벗어 걸고 서안에 의지하여 앉기까지 하는데 이는 남녀
사이의 예의에서는 한참 벗어난 일이다. 속마음을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날이 가고 달이
32) 부계는 이때에도 두 여인에 대한 상사 때문에 번민하였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신이
라져 장소졔의 유 의용과 윤쇼져의 아리온 되 젼젼반측여 잠을 일우지 못고 식블
감미며 호긔소삭고 월여의 과 사의 덕을 겸 여 잇다여도 다시 구혼의 의 업더
라”(｢부장양문록｣ 권2, 38a~38b)
33)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비군(侍婢群)은 종종 여성영웅을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장벽계의 시비가 아니긴 하나 여기서도 운앵은 부계를 도와 두 여성이 부계의 아내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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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도 가지 않겠다며 여유를 부리는 부계는 심리적 우위에 서서 여성과의 관계를 능숙하
게 이끌어가는 남성이다. 심지어 부계는 윤소저가 “방탕무례배”(52b)로 부계를 비난하며
장벽계가 여자라는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하자 윤소저의 손을 잡아 소매를 걷고 앵혈
을 확인하려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의 남자주인공은 유교적 군자도, 일편단심의 순수한 소년도 아
닌 욕정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감정이 풍부한 남성으로 그려진다. 단편여성영웅소설의 남
자주인공들이 이념성이 강한 이상적 인물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장편의 두 주인공 진세
백과 부계는 인간의 본능적인 면을 적절히 드러내어 인간적인 체취를 강하게 풍기는 인
물들인 것이다. 공교롭게도 진세백과 부계는 모두 식욕이 왕성한 모습을 보여준다. 진세
백은 주량이 대단하고,34) 두 말 밥도 거뜬히 먹어치울 정도로 대식가이다.35) 부계 역시
술이 세고 강한 체력의 소유자로 그려진다.36) 이러한 설정 또한 이들의 강한 에너지, 적
극성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두 남성을 실감나게 그려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부계의 여성에 대한 적극성은 특유의 풍정인 것으로 여겨지며 최
소한의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데 반해 진세백의 그것은 절제에서 벗어난 충동으
로 여겨지며 폭력적이거나 금기를 위반하는 요소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사
회적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부계는 어린 시절 부친이 직언으로 천자
의 노여움을 사 잠시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시련을 전혀 겪지 않은
체 상층의 신분을 유지하며 환로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다. 반면 진세백은 비록 세대명
문이라고는 하나 이름뿐인 영락한 가문의 자손으로 걸인과 같은 행색을 하고 지내던 인
물이다. 진세백에게는 가까운 친지라고는 전혀 없으며 그는 오직 하옥윤의 부친인 하위
지의 은혜로 하옥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여기서 진세백에게서 볼 수 있는 억눌린 자
존감, 식욕과 성욕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37)와 같은 특성은 하옥윤에 대한 진세백의 열
정의 이면에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영락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으리라는 짐작을 가능하
34) “형의 쥬량이 너르니 시작면 긋칠쥴을 모르니 유닉지 아닐고 후의 졍치 못 미로
다”(｢하진양문록｣, 권9 17면)
35) “날이 져물 셕반을 올니니 즁당의 나아 식 상셔긔 두말 밥을 로 상의 노코 찬물
풍비히 여 드리니 상세 쇼왈  삼일을 네 집의셔 먹으면 네 집이 가리로다 시랑이 쇼왈
형이 거량이라  시험코 미로다”(｢하진양문록｣, 권27 28면)
36) 부계가 장벽계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부계가 “주량이 너른 고로
더 과음여시되 몬져 여”(｢부장양문록｣, 권2 42b) 장벽계의 앵혈과 여맥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7)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는 김민조, 앞의 글이 참조된다. 이 논문의 65~68면에서는 영웅적 행적보
다는 애정사에 골몰하는 모습, 엄청난 식량(食量) 등을 들어 속화된 인물로서의 진세백의 면모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111~120면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창조해낸 작가가 유랑지식인일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작자를 유랑지식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진세백이 하옥윤과의 혼인을
통해 정착한다는 점, 부귀가 귀공자들에게 반감과 우월감을 보인다는 점 등이 특히 본고의 논의
에 참조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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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다. 다시 말해 진세백은 교양과 윤리의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물, 빈한한 처지
로 인해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진세백의 언행이 전반
적으로 세련되지 못하고 자주 본능적인 충동을 표출하여 세련되지 못한 인상을 주는 것
도 여기에서 연유하며, 결국 세백의 욕망은 결핍의 충족에 대한 추구로서의 성격을 가진
다.
｢김상서전｣에서 김희경이 숙녀를 구하기 위해 경성으로 가다가 도중에 급작스레 정혼
한다는 설정 역시 김희경의 출세지향적인 욕망과 무관하지 않다.
명문가의 슉여 구여 우리 을 위로고 버거 쳥연의 계화를 거 영화을 기치면 이곳
우리의 원난 라 네 의는 엇더요 (…) 의 위인이 본 화려고 지 상활여 일편
단심의 쳔지 긔묘와 만물 영긔을 품수엿스 양 탄되  비록 말셰의 낫스나 오히려
고인들 유풍이 잇스니 어 의 월즁 단계을 거 옥계예 의을 븟치여 규방의 슉여를 구
여 금당의 쾌락을 삼고 부모게 효을 일을고  만일 어진 슉여를 어더  글을 바드면 헛도이
늑지 이고 의 풍을 욕지 이리라 하고  이르되 이곳지 흡쇼 슉여 업슬지라(｢김
상서전｣, 권1 4면)

인용은 김희경과 그 부모가 상경하여 숙녀를 구할 것을 논의하는 대목이다. 평장 부
부는 김희경이 경성으로 올라가 좋은 배필을 만나고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체적 공간의 차원에서나 추상적인 권력의 차원에서나
아들이 중심부에 접근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들이 살고 있는 하남 벽도촌은 ‘협소하여
숙녀가 없는 곳’38)으로 묘사되며 따라서 부부는 아들이 경성으로 가 과거급제를 통해
부귀영화를 얻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에는 혼인과 과거급제를 입신양명과
가문부흥을 위한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하고 있이 드러난다. 김희경의 자신감과 야심,
여성에 대한 욕망 또한 뚜렷한데 김희경은 넘치는 자부심으로 자신에게 걸맞은 여성을
선택하려 하고 있고 이것이 자신과 부모, 나아가 가문의 복이 되리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희경이 장선빙을 택하여 급히 정혼한 것은 충동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희경은 장선빙이 자신과 자신의 문호를 빛내줄 수 있는 보기
드문 숙녀임을 직감하고 시비의 중매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가능성이 높다.39)
요컨대 진세백과 김희경의 애정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는 이들의 신분상승의 욕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는 ｢하진양문록｣과 ｢김희경전｣이 실세한 계층의 신분 회복 의
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부계는 애정에 있어 적극적인 면모를
38) “이곳지 흡쇼 슉여 업슬지라”(｢김상서전｣, 권1 4면)
39) 이는 나중에 최소저와의 혼담이 나왔을 때 김희경이 무리하게 최소저를 직접 보고자 했던 점과
도 관련을 가진다. “진실노 과가는 쇼질의 쟝 즁 잇거이와 쇼질이 외람이 졍한 듯이 잇와
아모 여라도 쇼질이 친이 본 후의 인연을 허려 이다”(｢김상서전｣, 권1 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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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되 명망있는 가문의 자손, 또는 왕족으로서의 존재 기반이 분명한 만큼 욕망의 이면
에 어떤 결여나 필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부장양문록｣이 장편여성영웅소설
가운데 특히 실세(失勢)를 거의 경험하지 않은 계층의 기호에 부합하는 작품이라는 추정
을 가능케 한다. 결국 풍류남아라는 범주로 묶을 수 있는 남성인물들도 그 구체적인 형
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작자층 및 향유층의 의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남성의 형상은 경직되고 전형화된
영웅적 남성상에 비해 훨씬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남성 인물로서 작품에 생기와 웃음,
긴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3. 여성 조력자의 형상
대개의 영웅소설에는 고난에 처한 영웅을 구해주는 조력자가 등장한다. ｢이대봉전｣,
｢조웅전｣ 등의 작품에서는 ‘구할 람’이라는 표현이 공히 등장하는바 영웅소설은 기본
적으로 조력자의 존재를 요청한다. 조력자는 영웅을 고난에서 구해주고, 무예와 병법을
익히도록 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산한 가족과의 재회를 돕는 역할을 한다. 남성
영웅소설의 조력자는 주로 도사, 신령, 선녀, 승려, 그리고 세속적 구원자 등이다. 이들
은 여성영웅소설에도 마찬가지로 등장하여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여성영웅소
설의 주인공은 남성영웅과는 달리 대개 규방 밖의 세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규중약
질’(閨中弱質)로 표현되는 섬약한 존재이다. 또 여성영웅이 지닌 남장이라는 비밀은 그
것이 누설되지 않도록 도와줄 측근의 조력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영웅은 남성영
웅에 비해 조력자, 특히 여성 조력자가 필요할 개연성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여성영웅
과 고난을 함께 하며 남장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는 소설적 현실에서 여성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여성 조력자로는 여성영웅의 ‘지기’(知己)와 ‘시비군’(侍婢
群)을 들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차례로 살피기로 한다.

1) 지기(知己)로서의 여성 배우자
여성영웅이 남성으로 행세하며 여성과 정혼한다는 설정은 통속적 흥미를 자극할 만한
요소이지만 상당수의 작품에서는 아무런 극적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에피
소드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조력자의 딸이나 공주와 정혼하게 되는 여성영웅은 이
러저러한 핑계로 혼인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혼인을 무산시킨다. 특히
조력자의 딸과는 정혼을 하되 과거 응시나 부모의 허락 등을 이유로 언약만 하고 성례
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간혹 혼인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도 보인다. 두 사람 사이
에 언약이 아닌 실제 혼사가 이루어지면 두 여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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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다.
단편인 ｢정비전｣의 정비는 남장을 하고 부친의 벗인 이춘경의 집에 머물다가 그의 딸
과 혼인을 약속하게 되고 혼례까지 치른다. 그러나 시비들이 ‘침상지락(枕上之樂)’이 없
음을 눈치 채고 이공의 부인에게 이를 전하자, 결국 정비는 자신이 여자임을 실토하고
여복(女服)으로 갈아입고 명목상의 아내인 이소저와 함께 거처하게 된다.
졍비 소져 침소의 숙식을 한가지로 며 일월을 보 졍비 일일은 소져다려 왈 그 무삼 
을 영댱 양위긔 고얏나뇨 소졔 아미를 숙이고 수이 만연야 공경대왈 신쳡이 엇지 감히
낭낭의 거취를 고리잇고 시녀 즁 요망 무리의 고하민가 나이다 졍비 리소져의 말이 온공
물 보고 랑물 마지 아니터라(｢정비전｣, 569~570면)

인용은 정비와 이소저가 함께 거처하며 지내던 어느 날의 일화이다. 정비가 이춘경
부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지 한참 후에야 정비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경위
를 소저에게 가볍게 추궁하는데, 이소저의 대응을 보면 이소저 역시 정비가 남자가 아니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숨겨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묘사된 바는 없지만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온공(溫恭)’하다는 표현과 같이
이소저는 온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여성영웅
이 상대적으로 강인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할 비밀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
다는 점과 부합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계
는 다른 작품에서는 ‘지기(知己)’라는 말로 명시되기도 하는데,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성영웅의 명목상의 배우자가 여성영웅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며 배려한 결과 두 사람
이 화합한다는 점이다. ｢정비전｣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원형이 감지된다.
｢김상서전｣의 장선빙과 정혼자 이소저는 혼례를 치르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서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보여준다. 장선빙은 강물에 투신한 자신의 목숨을 구해 준 이참정의
딸과 정혼하지만 과거를 핑계로 상경한 후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이소저에게 밝히지
못하고 김희경과 혼인하게 된다. 이소저는 부모가 모두 기세한 후 남장을 하고 정혼자를
찾아나섰다가 장학사[장선빙]가 실은 여자였으며 김희경과 혼인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데, 이때 이소저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남화위녀[한] 재 몸[목]난 후로  나인가 여더니 엇지  니실줄 여시리오 가셕다
뎌 댱시여 몸을 남의게 허티 아니코 큰 을 먹어 이믜 계화을 거 뇽문의 오을진 당당튱의
을 다여 님금을 셤기며 라흘 밧드러 츌쟝입샹여 일홈니 만셰의 뉴뎐미 올커 엇지 아
람온 일을 버리고 무삼 연고로 녹녹히 아미 그리기을 달계 녀겨 옥당의 풍월을 버리고 규듕
의 팀믈여 힘힘히 셰월 보고 여 차탄믈 마지 아니더라 셜 왈 일이 이믜 그롯
되니 엇디 리잇고 쇼졔 왈 구슬니 듕에 겨스니 그 최을 바리지 못지라 이졔  곳
지 업사이 엇지리오(｢김상서전｣, 권3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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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저가 장선빙에게 느끼는 감정은 ‘안타까움’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소저
는 남장 시절의 장선빙의 행적을 ‘큰 뜻’, ‘아름다운 일’ 등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삶을
버리고 다시 여성이 된 장선빙의 처지를 ‘규중에 침몰’했다든지, ‘구슬이 해중(海中)에
잠’겼다는 말로 표현하면서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비록 장학사를 찾아 그에게 의탁
하고자 했던 희망이 사라진 절망감도 함께 표현하고 있지만, 이소저의 관심은 자신의 곤
란함보다는 장선빙의 변한 처지와 그에 대한 연민에 크게 쏠려있다. 이는 이소저가 장선
빙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성영웅의 여성 배우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모이다. 남장을 한 이소저는 장소저와 방불한 외모로 묘사되기도
하는데,40) 이 역시 두 사람의 상동성과 교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선빙 역
시 이소저에게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다음의 내용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니참뎡 부인이  여자을 다리고 계시 모셔오려 시고 위의을 갓초아 보더니 그 부인
이 마참 별셰시 그 여 의탁이 업셔 시비을 다리고 졍쳐읍시 가다 오 댱부인이 더욱
그 여자의 뎡 가련타 우나니다 소져 심의 댱시 유신믈 탄복더라(｢김상서전｣, 권3 57
면)
쇼졔 인졔 갈곳지 업고  쳡을 만낫스니 건복을 벗고 여도을 려 쳡으로 의 졍을
져 참졍과 부인의 영위을 뫼셔 연을 한가지로 졔 밧들미 엇더요 참졍과 부인의 죤영인
들 명명즁 아시미 읍스리오(｢김상서전｣, 권4 14면)

에서 장선빙은 이참정 부인의 기세한 후 딸인 이소저가 정처없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 않고 크게 통곡한다. 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은혜를
베푼 이참정 부부에 대한 죄책감이자 이소저에 대한 책임감과 연민 때문이다. 장선빙은
이소저에 대해 “가련타 니쇼졔여 소연 고이 졍이 날과 갓트니 엇지 비감치 아이리오”
(｢김상서전｣, 권4 12면)라고 말하기도 하는바, 부모를 잃고 유리하는 이소저의 모습에서
역시 부모를 잃고 방랑하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장
을 하고 우연히 김희경의 식객으로 있던 이소저 또한 이런 사정을 듣고 장선빙의 유신
(有信)함에 탄복하는데, 이로 인해 이소저의 장선빙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더욱 커졌으
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회한 두 사람은 자매의 정

을 맺고 함께 이참정 부부의 제사를 받들며 살아가기로 약조하는데, 이는 두 사람의 강
40) “쇼졔 남복을 시 거동이 젼일 댱사와 방불시니 경셩의 가시면  둔 쟤 뉘 아니 유의
면 엇지쎠 방비실고”(｢김상서전｣, 권3 48면); “긔 니 비범고 골격니 쳥슈야 별리 운무을
혓치고 쳥쳔의 흐르  영긔 은은고 양안의 쳥 영영미 얼프시 댱학와 방불지라”(｢김
상서전｣, 권3 5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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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서적 유대와 애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소저는 장선빙의 남
장 활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방한림전｣·｢부장양문록｣ 등의 작
품에서 여성영웅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적극적인 원조를 하는 여성배우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에서는 남장을 한 상태의 여성영웅과 그 여성 배우자의 혼
인 생활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방한림전｣의 영혜빙은 일찍부터 남성적 행위를 답습하
는 여성영웅의 행적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종종 언급되어 왔다. 영혜빙이 여성 간의
연대를 통해 남성의 권위를 해체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라거나,41) 독신이라는 대안적
삶을 실천하는 여성이라는 분석,42) 또 영혜빙이 관계 지향적인 인물로서 방관주의 콤플
렉스까지 포용하는 인물이라는 분석43) 등이 같은 범주 안에 있다. 영혜빙의 작중 성격
이나 역할은 방관주의 그것과 떼어서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방관주에게 있어서 영혜빙은
세상 사람의 의혹을 피하여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 절대적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할임이 괴로오미 극나  혜리 임의 남자로 셰야 죵신코  쳐을 두지 아니
면 방인의 의혹리니 차라리 아름다온 슉여을 으더 평 지긔 잇스미 맛당나 마 람을
쇽여 인윤을 희지으미 어렵고  불쵸우인을 만나면 가 본을 누셜할가 쳔만상나 계
교업셔(｢방한림전｣, 14~15면)

방관주는 이미 죽을 때까지 남자로 행세하기로 결심한 인물로서 타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평생의 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내가 될 사람을 속여 혼인하기도 어렵
거니와 혹 그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한다. ‘천사만상(千思萬想)’
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속이며 살아가려는 방관주의 숱한 번뇌를 드러낸다. 남성영웅소설
은 물론 여성영웅소설에서도 조력자나 구원자는 생명의 위협에서 목숨을 구해주거나 영
웅에게 부족한 자질을 부여하는 인물을 의미하지만 ｢방한림전｣에는 이러한 성격의 조력
자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방관주는 학문과 병법을 홀로 익히고, 세상을 유리하는 고
난이나 모험도 겪지 않으며, 전장에서의 위험도 스스로 극복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방한림전｣에는 도사나 선녀, 혹은 세속적 조력자가 자리할 서사적 공간이 없다. 방관주
에게 닥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는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남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가 바로 영혜빙이다.
물론 영혜빙 또한 어려서부터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한 인물이므로44) 방관주 역시 영혜
41)
42)
43)
44)

차옥덕,
장시광,
김하라,
“녀난

앞의 글.
앞의 글, 264~271면.
앞의 글, 231~236면.
죄인니라 의 임의치 못야 그 사람의 졀졔을 밧나이 남아 못될지 인윤을 긋치미

- 95 -

빙의 조력자이며 두 사람은 ‘상호지기(相互知己)’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할 것이다. 그러
나 영혜빙은 방관주를 대면하는 순간 그가 여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지기로 살아갈
것을 결심한 반면, 방관주는 영혜빙의 본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혼인을 한다. 또
남성으로 가장하고 살아가는 방관주에게 지기와의 혼인은 영혜빙에 비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방관주에게 있어 영혜빙은 조력자의 성격을 강하
게 띤다고 할 수 있다. “음양을 변착시물 아난니 한 번 셕신즉 쳡니 종신토록

져바리지 아이리이다”(｢방한림전｣, 22~23면)라는 말과 같이 영혜빙은 평생에 걸쳐
방관주를 내조하며, 방관주가 사람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부장양문록｣의 윤선강 또한 장벽계에게 평생을 함께 하며 그를 내조하는 역할을 한
다.
윤쇼뎨 댱쇼졔 겻 안자며 니 고왈 금일노붓터 쇼졔 형의 그림 되어 사을 형의 몸
을 을지라 진퇴을 소졔 홀노 셰여 라도 한집의 즐기고 죽어도 동향 이 되러 
니다 댱소졔 그 의사 깁흐믈 웃고 윤쇼졔의 손을 잡고 우어 왈 현졔야 우형은 진실노 부한님의
슈건 밧든 쇼님은 답답고 녹녹여 못리니 현졔 우형을 신라 뉸씨 정 왈 일지
하의 한 변 말을 고 두 번 곳치리익가 몸니 잇고 그림 타문의가지 못리라(｢부장양문록｣,
권2 24b~25a)
상이 놀나시고 못 쾌치 못시나 공신대졉은 다른 신하와 달나 졀 강박지 못시고 윤
씨로 부인 직쳡과 고명을 나리오시고 단금을 여러 수로 상하시니(｢부장양문록｣, 권2
33b)

윤선강은 장벽계의 모친의 표형(表兄)인 윤침의 딸로, 두 사람은 정혼한 사이였으나
윤침을 제외한 윤부(尹府)의 가족들이 장벽계를 박대하면서 장벽계의 가출로 인해 이별
하게 된다. 윤선강은 장벽계를 찾아 남장을 하고 가출했다가 태운사라는 암자에서 재회
하게 된다.

에서 장벽계가 여자임을 알게 된 윤선강과 장벽계는 형제지의를 맺고, 윤

선강은 장벽계를 끝까지 따를 것을 맹세한다.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지 않지만 각각 여
복과 남복을 입고 한 집에서 시사를 창화하고, 박혁(博奕)을 즐기며 의좋게 지낸다. 형
제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대외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은 천자가 장벽계를 부마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장벽계는 천자에게 윤선강과 혼인하였다고 고함으로써 사혼을 거절하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써 두 사람은 공공연한 부부가 된다. 여성영웅이 다른 여성
과의 혼인을 피하기 위하여 뜻이 맞는 동성의 여성과 부부로 생활한다는 설정은 ｢부장
양문록｣과 ｢방한림전｣이 공통적이다. 차이라면 ｢방한림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지속되며, ｢부장양문록｣에서는 두 여성이 부계라는 한 남성과 동시에
올흐이라”(｢방한림전｣,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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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함으로써 독점적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인데, 윤선강이 혼인 후에도 부계뿐만 아니
라 장벽계를 내조하여 두 사람의 녹봉으로 집안 살림으로 돌보고,45) 부계와 장벽계의
갈등 상황에서 부계의 명을 거부하고 장벽계를 따르는 등46) 장벽계의 형제이자 지기로
서 더욱 충실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다음의 대목은 부계와의 일부이처(一夫二妻)의 관
계에서도 두 여성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었을 잘 보여준다.
윤부인니 한 즐 져버 졍한 늑도록 직희여 영광의의 안거여 부인의 됸듕믈 가지
고 장후와 졍의 가지록 그림 몸 롬 갓여 녀을 거리 자녜 각각 쇼인 쥴을 아지못
여 슌[슈]츈후의 유복미 이럿틋더라(｢부장양문록｣, 권5 68b)
슌츈후 경문왈 부인니 홀연 불샹 말을 내여 흥미 손케 뇨 영능후 부답고 윤시를 보
아왈 우형이 져로 형졔의 졍과 지긔예 교도와 부부의 의을 아올나 칠십여연의 동쥬고 이졔
졍은 함긔 도라가 옥졔긔 조회고 몸은 동향 그리 되리니 자손을 도라보아 연연치 말지어
다 윤부인이 연타더라(｢부장양문록｣, 권5 69b~70a)

은 ｢부장양문록｣의 말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노년을 맞이한 주인공들의 삶을 기술
한 부분이다. 윤부인으로 지칭되는 윤선강은 여전히 장벽계의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하
고 있며, 그 관계는 자녀들이 누구의 소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하다. 작품에서
는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결국 수춘후 부계의 복록인 것으로만 서술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지기이자 형제로서의 두 사람의 관계가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는

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장벽계는 세상을 하직하고 승천할 준비를

하면서 부계는 젖혀두고 오로지 윤선강에게만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때 장
벽계의 말 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형제의 정’, ‘지기의 교도’, ‘부부의 의’로 지칭
되는바 이는 ｢방한림전｣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까지 지속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기로서의 여성 배우자는 도사나 선녀와 같은 초월적 조력자, 은인으로서의 세속적
조력자, 혹은 후술한 시비군이 주로 여성영웅이 남성으로 활약하는 한정된 시간에 조력
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영웅이 여성으로 돌아온 후까지도 조력을 제공한다. 또 그
조력의 성격은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여성영웅에게 혼인의 부담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영웅이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포함한다. 여성영웅의 여성 배우자는 본래 남성영웅이 통과하는 당
45) “부부 녹봉을 윤씨을 맛겨 듕궤로 소님여 도와 댱후를 밧들게 고 긔 침소의 유량과 두
썅 시녀로 문방을 밧들게 며 모든 시비를 윤씨긔 도라보여 소님을 직희우게 니”(｢부장양문
록｣, 권3 48b)
46) “댱후 쳐 아니라 사오온 벗지오 윤씨 댱후의 쳐라 소졔 진실노 쳐 보람 업니
당초 댱가와 결혼물 한이다”(｢부장양문록｣, 권4 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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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의례로서의 정혼과 혼인이라는 모티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점차 문제적
인물로 부각되어 여성영웅의 주요한 조력자로 기능하게 된다. ｢김상서전｣의 이소저, ｢방
한림전｣의 영혜빙, ｢부장양문록｣의 윤선강 등은 영웅소설의 관습에 의거한 형식적 인물
의 틀에서 벗어나 내면성을 지닌 개성적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2) 시비군(侍婢群)
여성영웅소설에는 주인의 곁에 그림자처럼 있는 유모나 시비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여
성영웅이 규중의 유약한 여성으로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성으로 가장하고
살아가는 고민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우리 소설에서 시비군
은 상층 여성의 일상은 물론 결연 및 수난의 극복 등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하는 경
우가 많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주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소설에 나
타난 시비군의 개성을 ‘재치있는 시비군’으로 의미화한 연구가 있어 주목을 요하는데,
이들은 신분과 성별에서 열세에 있으면서도 비범한 자질을 지닌 비범한 하층여성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상층 계급의 남성들을 골탕 먹이거나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47) 여성영
웅소설의 시비군은 이와는 조금 다르게 여성영웅의 시련과 남장이라는 요인으로 인해
특수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작중 역할은 남장 가출의 조력, 주인을 위한 희생·봉사
및 고난, 심리적 지지와 여성이 되도록 하는 설득, 주인으로부터의 포상의 네 단계의 과
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처음 살펴볼 것은 ｢이대봉전｣에서 시비 난향이 위기에 처
한 주인 장아황에게 남장 도피할 것을 권유하는 대목이다.
난향이 엿오 쇼졔는 쳔금갓튼 귀쳬을 안보옵쇼셔 만일 결코져 시면 부모 원슈와 낭
군의 원슈을 뉘 잇셔 갑푸오리가 원큰 이졔 소졔 의복을 한[환착]고 소비난 소졔 모양으
로 소졔 방의 안자시면 뉘라셔 난황인쥴 아리요 소졔난 급피 남복을 환고 단[담]장을 너며
[머] 명을 보죤옵소셔 니 소졔 왈 너의 말이 감격다마난  몸이 규즁의 장셩야 불셩
츌문이라 어로 갈쥴을 알리요 라리  방의셔 쥭으리라 니 난항이 다시 엿오되 쳔지
광고 인명어쳔이라 어로 가 명을 보죤치 못오리잇가 일리 급온니 소졔 쳔금귀쳬
을 보죤옵소셔 니 소졔왈 난항아 너의 이 탄로면 너난 분명 왕희 손의 쥭을 거시니
나와  가지로 가 니 난항이 왈 소졔 나을 다리고 도망시면 왕희 노복이 소졔의 침방
의 드어와 살피보고 아무도 업시면 근쳐로 질 것시이 죨리 어로 피시리잇가 소비 사
은 염여치 마고 급피 남복을 입고 단장을 너며 도망압소셔(｢이대봉전｣, 23면)

장아황은 자신의 아들과의 혼인을 강요하는 간신 왕희의 무리가 밤에 들이닥치자 속
수무책으로 자결하고자 한다. 그러자 난향은 부모와 이대봉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점
47) 한길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및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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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착하게 일깨우면서 남장을 하고 월장하여 도망할 것을 권한다. 난향은 장아황이 문
밖 출입을 해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자 용기를 북돋우고, 자신을 걱정하여 같이 떠나기
를 권하는 장아황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난향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가장 현
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신이 희생될 위험까지도 감수하고 있다. 난향은 세
상을 모르는 규중소녀에 불과한 주인을 설득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세계로 내보내는 희
생자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장면에서의 난향은 장아황을 능가하는 의연하고 대범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 그려
진다. 난향은 소저를 도망시킨 후 소저의 의복을 갈아입고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자신을
교자에 태우려는 왕희의 시비를 꾸짖고, 억지로 왕희의 집에 끌려가서도 왕희를 엄중히
질책한다. 당초 난향을 장아황으로 여겼던 부인들은 “어여쁘다 진짓 왕공자의 짝이로
다”(｢이대봉전｣, 25면)라는 말로 그 미모에 감탄하기도 하는데, 이로 볼 때 난향은 비록
시비이나 현명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닌 인물로 그려짐을 알 수 있다. 난향은 빈객들
이 충비(忠婢)로 일컬으며 구명해준 덕분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자 다시 돌아가 홀로 장
씨 가문의 집을 지킨다. 이후 난향은 최어사 댁에 의탁해 있다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
에 본가에 들른 장아황과 재회하는데 이때 장아황은 난향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너로 더부러 셰월을 보미 올으나  용문의 올나 황쳔의 가신 부모와 졀도의 잇난 낭군을 위
야 원슈을 갑고져 이 너난 죵젹을 누셜치 말고 집을 짓키고 무이 지면 어난 라도 차
지이라(｢이대봉전｣, 36면)

장아황은 남장을 하고 해운이라는 가명으로 기세한 최어사 부인댁에 기거하면서 경서
와 병법을 익혀 어느덧 19세가 되었다. 이제 장아황에게서는 두려움에 떨며 자결하려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수를 갚기 위하여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결의가 보인
다. 장아황이 난향에게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신의 비밀을 지켜줄 것과
다른 하나는 집을 지켜줄 것이다. 부모가 모두 기세하고 외동딸인 장아황이 집을 떠나
자유롭게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대신해 집을 지키고 조상을 받들 사람이 필요하
다. 비록 곁에서 직접적인 조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향은 목숨을 걸고 장아황을 도
운 데 이어 장아황의 활약의 이면에서 대리자이자 공모자의 역할을 하며 장아황을 돕고
있다. 이후 흉노의 침입으로 피난을 떠나게 된 난향은 장아황의 정혼자인 이대봉의 모친
이시랑 부인과 조우하게 되는데, 부인이 고단한 행로에서 삭발을 하고 여승이 되려 하자
난향도 그 뒤를 따르고자 한다.
이팔쳥츈의 용모졀이요 기질이 온화이 뉘 안이 사랑 리요 너은 여염의 들어가 언[어]진
을 만나여 인간고락과 연 평을 혓도이 보기 말나 (…) 너을 만나니 식과 갓여 
몸을 의탁코져 여더니 오날날 갈리기 되어 엇지 심치 안이리요 고 실피 낙누이 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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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울며 왈 소미 몸미 비록 천 엇지 부인과 다으리요 쳔이 타향의 외오이 단이다가 쳔으로
분인을 만나온이 부모 갓야 슬의 두실 바더이 가라압시이 어로 가 의탁올잇가
슬하의 잇셔
지 신이나 발들계 옵소셔(｢이대봉전｣, 62~63면)

봉명암이라는 암자로 가 승이 되려하는 부인은 난향을 어여삐 여겨 여염으로 돌아가
기를 권한다. 그러나 난향은 부인을 부모처럼 여기고 모시기로 결심하여 두 사람은 각각
명자와 애원이라는 승명을 얻어 스승과 상좌의 관계로 지내게 된다. 부인은 난향의 머리
를 직접 깎아 상좌를 삼는바 난향과 부인은 모친과 딸같이 친밀한 사이로 지낸다. 여기
서 난향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장아황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인다. 난향
은 장아황이 부재한 자리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여성영웅
을 배후에서 지원한다. 특히 거듭 강조되는 난향의 아름다움과 비루하지 않은 기질은 난
향이 장아황과 동일시될 수 있는 인물임을 암시한다. 활자본 ｢이대봉전｣에서는 이러한
헌신의 대가로 난향이 충열왕에 봉해진 이대봉의 후궁이 되는데, 이는 난향이 장아황에
필적할 만한 인물임으로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여성영웅의 조력자이자 대
리자인 시비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주인의 정혼자와 혼인함으로써 최대치에 이른다.
이번에는 ｢김상서전｣을 통해 시비와 유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자. 이 작품에 등장하
는 유모 설랑과 시비 영춘은 아마도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시비군 가운데 가장 적극
적인 인물로 여겨진다. 여주인공 장선빙은 10세에 모친을 잃고 13세에 부친마저 적거하
는 시련을 겪는데,

부친 장상서는 적거지로 떠나기 전 설랑과 영춘에게 딸의 혼사를

부탁하고 떠난다. 이때 장상서가 “설랑은 빙아의 어미요 영춘은 비자나 동기의 정이”
(｢김상서전｣, 11면) 있다고 한 데서 두 시비와 장선빙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설랑과 영
춘 역시 위계질서 속에서 장선빙과 뚜렷이 차별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기보다는 ‘어미’
나 ‘동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바 장선빙과 교집합을 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이다. 장선빙은 탁주의 정숙에게 의탁하러 가던 중 두 사람의 적극적인 노력과 권유로
김희경과 갑작스레 정혼하게 된다.
남의 문하을 의탁지 인젼 스로 군을 가리며 원조의 원약을 두시면 후의 졍문의 드러가셔
시랑이  임의로 쳐단치 못게 엿다가 노야 도라오시기을 기려 일노 고고 육예로
 지시면 이곳 고인의 일은바 보신지이라 벽을 는 실이 아이요 명쳘 일홈이 후셰의
젼시리니 이  의리 겸젼지라 소져의 놉흔 소견은 소비 바란 아이로 자 두을
혐의사 일윤을 살피지 이시니 소쳡이 그윽히 한심여이다(｢김상서전｣, 18~19
면)

정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장선빙을 감정적으로 자극하기
도 하는 영춘의 논리는 자못 다채롭고 흥미진진하다. 영춘은 장선빙이 형식적인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좋은 배우자를 얻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있으며, 그 언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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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논리적이다. 심지어 영춘은 장선빙의 부친이 혼처를 의뢰하도록 한 탁주의 정시랑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는 인물평까지 하면서 소저를 설득하는 대담한 판단력을 지니고 있
다.48) 이는 앞서 살핀 장아황의 시비 난향과 통하는 점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시비는 여
성영웅이 처한 고립적이고 어려운 상황의 극복을 위해 과단성을 발휘하는 인물인 경우
가 많다. 비록 영춘이 중매 역할을 하긴 하였으나 명문의 규수인 장선빙이 자발적인 의
사로 정혼하고 대면하여 신물을 교환한 것은 파격적인 일이다. 이런 파격이 가능한 것은
시비군, 그 가운데도 영춘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이런 점에서 ｢김상서전｣의 여성시비군은 작품의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장선빙과 두 시비는 탁주에서 정시랑이 기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해의 적거지
에서 부친의 죽음을 확인하고, 하남에서 김희경의 가족이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듣기까
지 곳곳을 떠돌며 온갖 고락을 함께 한다. 그리고 절망한 장선빙이 강물에 몸을 던지자
설랑과 영춘은 손을 잡고 장선빙의 뒤를 따른다. 두 시비는 장선빙의 과거 급제에 기뻐
하고 김희경과의 만남을 걱정하는 등 남장을 하고 생활하는 장선빙의 비밀을 공유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지지한다. 시비군은 여성영웅의 입신양명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던 중 장선빙이 부마로 간택되자, 혼자 고민하던 장선빙은 두 사람에게 조
언을 구하게 된다.
 비록 남라도 황친을 거역디 아니려든 허물며 본이 규즁녀라 상명을 거역기도 어렵고
죳고져 즉 져 공듀을 취야 읏디 쳐치리오  임의 녀나 몸을 둇고 셩상의  허야
벼이 공후의 일으 만됴 군산이 다 나의 지허을 둇고 승상이  사을 당나 나이 결단
을 층찬시더이 니졔을 당야 흉금이 답답고 심신이 황홀야 가지로 각나 조흔
묘이 업스니 이 실로 통한지라 여등은 비록 여나 식견이 너르며 여 놉흔 소견이 잇슬
가 문난이 엇지 야 인군의 슬 순고 나의 몸을 편안케 리뇨(｢김상서전｣, 권2 64면)

장선빙은 자신의 벼슬과 명망, 세간의 추앙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難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유모와 시비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 영춘은 장선빙에
게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장선빙이 정체를 밝히도록 유도한다. 비밀이 언젠가
는 드러나리라는 점, 공명이 화의 근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설득하는 영춘의 말은 감정
에 호소하는 것이기보다는 논리와 근거를 가진 것이고 당시의 상식에 합당하며, 중국의
문인을 끌어올 만큼 지적인 면모를 보인다. 장선빙은 결국 영춘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
는데 “너의 소견이 넓고 높은이 나의 미칠 바가 아니로다”라는 말로 존중의 뜻을 표한
48) “부모의 쥬혼을 기다리난 람과 다르니 니졔 탁쥬로 가시니 졍시랑의 의긔 너르지 시고 겸
여 괴벽인손니 어 곳의 소져의 가위 잇스리잇가”(｢김상서전｣, 권1 16면) 한편 상층 계급에
대한 영춘의 능동적이면서도 냉정한 판단은 ‘재치있는 시비군’의 면모와도 어느 정도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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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9) 이 장면은 시비군이 때로는 여성영웅보다 더 정확한 현실적인 지혜를 가졌다는
점, 노주의 친밀함이 우정에 방불한 정도로 깊다는 점, 여성영웅의 정체가 밝혀지는 과
정이 단순하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 등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특히 영춘의 조언은
장선빙이 고민에서 벗어나 행동의 방침을 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앞으로 전개
될 서사의 방향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곧 장선빙이 영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김희경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영춘의 조언은
장선빙을 보통의 부인으로 만들어 상식과 현실의 세계로 이끄는 보수적인 기능을 한다
고 할 수 있다. 시비군이 여성영웅의 지속적인 남장에 조력하는 역할, 가령 ｢방한림전｣
의 영혜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유모와 시비는 여
성영웅이 영웅적 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적극적 보조자이자 영웅적 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종결자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이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고 정혼자와 정혼한 후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시점
이 되면 여성영웅은 그동안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 보답을 한다. 여성시비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여성영웅의 조언자, 조력자, 지지자의 역할을 하던 여성시비는 결말 부
분에서 수혜자가 된다. ｢김상서전｣의 결말에서 시비와 유모는 그동안의 공로로 인해 영
화를 누리게 된다.
슬프다 너와 와 나희 셔로 갓고 을 동고던 라 우리 임의 날이 도으시믈 입엇거
이와 너희 등은 오즉 공규을 직히엿스니 마음이 쳐창지라 너희 몸믈 엇지 쳐치코뇨 셜
 등이 침음다가 함누오열 왈 쇼비 등이 노야 시의 부인을 부탁 사을 한가지로
하신 몸이라 엇지 일시 부인을 리잇고 쥭기을 다여 침셕과 신을 밧드러 잇삽고 오
니 엇지 다른 지 잇오리잇가 (…) 요이 장부인의 영츈과 이부인의 셜을 지여 보니
그 용모와 덕이 겸고 츙셩은 비록 옛람이라도 잇지 못할라  드르니 츙심이 지극여
각각 그 쥬인을 위여 죵신토록 잇스랴니 셰상의 엇지 이런 츙심이 잇스리오 믈며 그 나
히 쟝부인과 갓다니 니만 승상긔 잇스니 슈이 길일을 졍여 두게 쇼셔(｢김상서전｣, 44~46
면)

시비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재물이 하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가운데
시비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포상은 바로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이
다. 조선시대의 혼인은 기본적으로 신분내 혼인이었으므로 양반 남성이 양인 이하 신분
의 여성을 娶妻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50) 양인 이하의 여성들에게 허용된 범위는 양
49) ｢이학사전｣의 유모는 이현경이 여자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권유하며 정혼자인 장연에게 이현경
이 여자라는 사실을 직접 알려줌으로써 이현경이 다시 여자로 돌아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다음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유모 울며 왈 군휘 심규녀자로 국의 공을 셰우고 졔휘되
여 가업을 회복고 위염이 쳔의 진동니 이을 인야 표을 올려 근본을 알외시면 쳔 층
찬시인니 장후로 더부려 혼례를 일워여 션군의 유교를 져바리지 마라쇼셔”(｢이학사전｣,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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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첩이 되는 것까지였다. 작품 속에서도 시비가 처가 되는 경우는 보이지 않으므로,
시비가 남자주인공의 첩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최대치의 신분상승을 의미한다. ｢김상
서전｣에서도 장선빙의 시비 영춘과 장선빙의 정혼자였던 이소저의 시비 설앵51)은 김희
경의 세 번째 부인인 애월공주의 추천으로 김희경의 첩이 된다. 이 경우 두 시비의 혼
인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의 속량(贖良) 또한 응당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52) 이들의 신분상승은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 작품을 통해 볼 때 유모에 대한 포상이 상대적으로 미약
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53) 남자 주인공의 여성 편력을 보다 다채롭게 구성하
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시비군은 소녀인 여성영웅에게 부족한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있며, 고난은 물론 죽
음까지도 함께 하는 충직함을 지니고 있다. 또 이들은 미모와 품위를 가진 인물로 그려
지기도 한다. ｢음양옥지환｣의 시비 춘매는 주인 화수영을 돕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수
영과 유사한 행로를 밟고 비슷한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춘매는 남장 이후
매수방이라는 이름으로 수영과 함께 과거에 응시하여 갑과 3위로 급제한다. 또 남자주
인공인 이국량이 토번왕을 정벌하러 떠난 후 다시 위랍국의 왕이 침입하자 천자를 모시
고 수영과 함께 출전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전공을 세우고 돌아와 수영이 자신의 정체
를 밝히는 소를 올릴 때 수방 역시 마찬가지로 소를 올린다.
이와 같은 설정은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이 시비를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하는 것을
승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임화정연｣의 필사기에는 시비 석가월에 대해 “가월 갓
흔 이는 녀중군자로 남자 중에도 흔치 아니한지라 지모를 본밧기 어렵도다”54)라는 내용
이 있는데, 여기서 독자들이 뛰어난 능력의 시비군에게 보내는 긍정적 시각을 감지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여성영웅소설의 독자층 가운데는 시비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하층
의 독자55)나 시비군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층의 여성 독자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50) 이성임, ｢조선중기 양반의 성관념과 그 표출양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 집문당, 2003, 434
면.
51) 이소저는 장선빙이 남장하고 있던 시절의 정혼자로서 장선빙이 의탁하고 있던 이참정 댁의 딸이
다. 이소저는 남장을 하고 장선빙을 찾아나섰다가 우여곡절 끝에 김희경과 혼인하게 되는데, 설
앵은 줄곧 이소저를 보필한 인물이다.
52) 조선시대의 비(婢)는 양반 남성들의 거리낌 없는 농락의 대상이 되곤 했다. 또한 정식으로 첩이
된다고해서 비첩(婢妾)이 바로 속량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첩으로서 비의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속량은 소생의 신분귀속과 관련된 문제로 얼자녀(孽子女)를 속량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여성영웅소설에서 비가 최고의 지위에 오른 남자 주인공
과 혼인한다는 설정은 속량이라는 과정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된다. 비의 속량에 대해서는 이성
임, 위의 글, 439면 참조.
53) ｢황장군전｣, ｢최익성전｣ 등에서는 주인을 대신해 가마를 타고 소인의 집으로 가는 역할을 늙은
유모가 맡게 되는데 이들은 심지어 처참한 죽음을 당한다.
54) 정명기, 앞의 글, 77면에서 재인용.
55) 18세기에 편찬된 소화집 어수신화(禦睡新話) 에는 서울의 한 재상가의 행랑채에 사는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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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주인의 배우자와의 혼인은 하층 여성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욕망을 최대치
로 반영하고 있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비의 조력이 절대적인 작품들과는 달리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단신(單身)
으로 세상에 뛰어드는 것으로 설정한 여성영웅소설 또한 존재한다. ｢음양삼태성｣, ｢홍계
월전｣,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등의 여주인공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여성영웅은
대체로 그 활약에 있어 주체성과 자발성이 돋보이며, 이 점 이들이 시비를 동반하지 않
는다는 사실과 기본적인 관련을 가진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 작품에서 시비가 부재하
는 내적 필연성에 대해 좀더 따져보기로 하자. 우선 ｢음양삼태성｣의 세 자매가 가출을
단행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시녀 향난이 셧다가 웃고 왈 우리 쇼져 타일 쟝상이 되려 심 후원에셔 궁마지를
익히니 불구에 홰 밋칠가 이다 이 경로왈  젼일에 를 임의 금엿거 엇지
아비 말을 이럿틋 경멸이 알니요 후일에 반다시 아로 말미암아 문호를 보젼치 못리니 찰아
리 나흘 쥭여 둘을 경계리라고 중에 노긔를 것잡지 못야 칼을 혀 들고 후원으로
향코 거늘 왕씨 울며 말녀 왈 어지 아 상업슨 일노 말미아마 부녀지의를 처 골육을 상
잔케 시니 엇지 마  리요 명일에 친쳑을 모흐고 의론이 가니이다 이 셩되 본
급지라 맛참 듯지 아니커늘 왕씨 울며 만으로 걸니 이 잠 노를 낫초고 상하노복
에게 엄히 분부야 를 셩녀당에 누셜치 말나 고 후원 문을 잠가 왕씨 드러가지 못게
고 날이 기를 기다리더라(｢음양삼태성｣, 553~554면)
쥐 일시에 일봉셔를 닥가 동산 화원졍에 걸고 인이 남복을 착고 황금 냥과 
여 필을 가지고 경 에 월쟝야 다라니라(｢음양삼태성｣, 556면)

｢음양삼태성｣에서 ‘삼주’(三珠)로 칭해지는 유자주, 유벽주, 유명주의 세 자매는 어려
서부터 스스로 무예를 익히고 입신양명에 뜻을 두었으나 부친은 궁시와 병서를 불태우
며 이를 엄격히 금한다. 그럼에도 삼주는 모친 왕씨의 묵인 하에 무예를 연마하다가 이
사실을 부친에게 들키고 만다. 그런데 부친에게 이 사실을 누설하는 이는 시녀 향난이
며, 향난이 삼주가 장상이 되기 위해 궁마지재를 익힌다고 웃으며 언급하는 데서는 조소
(嘲笑)마저 느껴진다. 즉 향난은 삼주의 행동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들을 지지하거나 걱정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에서 삼주가 가출을 단행하게 하는 촉매가 된다.

애초 자아가 강한 딸과 권위적인 아버지의 대립은 필연적으로 딸의 가출로 귀결되었
부부가 자녀를 위하여 발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들은 딸이 수청시녀, 아기유모 등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로 보건대 시비나 유모는 하층 여성의 일로서는 얼마간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시
비와 유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부정적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는 정병설, ｢사랑 타령일랑 집어치워라-기생의 삶, 그 냉혹한 현실｣, 조선여성의 일생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0, 161~16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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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시비가 조력자가 아닌 방해자로 등장한다는 점, 부친이 후원의 문을 잠그는 행위
에 의해 딸들이 누구의 조력도 없이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으로 나갈 것을 결단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자매는 무언가에 쫓겨, 무언가를 피해 부득이하게 남장을 하고 세상
으로 나가는 다른 여성영웅들과는 달리 신념에 찬 적극적인 행위로서 남장과 가출을 선
택한다. 이들은 황금과 비단을 넉넉히 챙기는 여유와 현실감각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며,
담을 넘어 달아남으로써 기존의 모든 것과 작별한다. 한편 이들이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라는 설정도 시비의 부재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조력자이자 조언
자로서의 시비의 역할을 세 자매가 분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동딸인 홍계월의 경우는 어떨까. ｢홍계월전｣의 홍계월은 5세 때 반란군을
피해 모친과 시비 양윤과 함께 피란에 나선다. 양윤은 어린 홍계월을 업어주고 밥을 빌
어오는 등 시비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홍계월이 수적에 의해 물에 던져진 후 홍계월
과 헤어져 부인과 동행하게 된다. 이후로 홍계월은 남장의 비밀을 혼자 안고 남성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홍계월은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하진양문록｣의 하옥윤과 각각 비슷
한 점이 있다. 장벽계 역시 흉노의 침입으로 피난을 가는 길에 혼자 가족과 헤어져 자
신의 정체를 아는 이의 조력 없이 남성으로 살아간다. 하옥윤에게는 본래 옥매와 홍연이
라는 시비가 있어 진세백 및 동생 하백화와의 사이에서 연락책이 되기도 하였지만 하옥
윤이 두 번째 자결을 시도하여 황용의 구함을 받은 이후로는 하옥윤 역시 남장을 하고
홀로 살아가게 된다. 여성영웅은 사대부 가문의 딸이다. 따라서 유모나 시비의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설 속의 여성인물이 남장 가출할 때는 유모나 시비가
동반하고 종종 함께 남장을 하기도 한다.

임화정연 의 정소저는 사촌 정상문과의 혼인

을 피해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날 때 무려 네 명의 시비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시비군의 부재는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문소설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하진양문
록｣과 ｢부장양문록｣에서 유독 여성영웅형 인물에게 시비가 부재한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옥윤의 시비 두 사람은 오히려 하옥윤이 남긴 서찰의 내용에 따라 하옥윤의 남동생
인 하백화를 수행하며 조력한다. 장벽계의 남동생 장원흥도 누이가 사라지고 부모의 종
적을 알 수 없게 된 이후 유모 혜월과 함께 지낸다. 혜월은 새 천자 즉위 소식을 듣고
장원흥에게 경성으로 가 부시랑 댁에 의탁하라는 조언을 하는가 하면, 장원흥이 우연히
부소저와 조우했을 때에도 부소저를 보살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여
장원흥의 삶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부장양문록｣의 또다른 여성 주인공인 부월혜와
윤선강도 남장을 하고 집을 떠나 생활하지만 이들에게는 각각 교옥, 운앵이라는 시비가
딸려 있어 갖은 고초를 함께 하고 주인을 보호한다. 이렇게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
에서 다른 여성인물은 물론 남동생까지도 유모나 시비의 돌봄과 조력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장벽계와 하옥윤에게 따르는 시비가 없다는 것은 퍽 의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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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설정으로 여겨진다.56)
지금까지 언급한 네 작품의 여성영웅은 독립성과 주체성이 강조되어 있는 인물들이다.
｢음양삼태성｣의 삼주가 내적 동기에 의하여 스스로 남장을 하고 가출하였음은 앞에서
상세히 살폈거니와 ｢홍계월전｣의 홍계월은 공후작록을 누릴 것이라는 도사의 예언에 따
라 부친이 어린 시절부터 남복을 입혀 글을 가르쳤다. 즉 홍계월 또한 남성으로서의 삶
을 미리부터 준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조선후기의 여성
영웅 가운데 여성으로서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며, ｢하진
양문록｣의 하옥윤은 선가(禪家)의 도를 닦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영욕
을 멀리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성영웅소설의 시비군은 미성숙하고 의지가 확고
하지 못한 소녀가 여성영웅이 되기까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유모와 시비가 여성영웅이 순조롭게 규방을 이탈하여 남성적 활약을 벌일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장치인 동시에 여성영웅을 다시 규방으로 인도하는 가부장제의 안전장치임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다. 두 장편여성영웅소설과 ｢음양삼태성｣, ｢홍계월전｣에 이러한 안전
장치가 없다는 것은 이들 작품의 주인공이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향을 지니고 보다 험난
하고 다채로운 모험을 벌일 조건이 되는 동시에 이들의 순조로운 귀환이 쉽지 않음을
미리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영웅의 개성과 주체성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4. 소결
이 절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등장인물 가운데 ‘여성영웅’, 배우자이거나 남동생인 ‘남
성인물’ 그리고 ‘조력자’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 최
소의 인물을 여성영웅, 배우자 또는 남성영웅, 그리고 조력자로 보았기 때문이다.57) 여
성영웅소설이 공통적으로 결혼서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배우자가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성영웅소설이 기본적으로 영웅
서사이며, 여성이 규방 밖으로 나가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조
력자의 존재 또한 필수적이다. 특히 배우자인 남성 혹은 남동생과 시비군은 여성영웅에
게 물리적으로 가장 밀착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성영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
56) 여성시비군은 주인의 순결을 수호하는 상징적 존재이기도 한바, 이들 작품에 여성의 순결에 대
한 관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시비군의 부재라는 특성과 조응한다.
57) 여성영웅소설의 등장인물은 크게 다섯 개의 인물군으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영
웅과 남성영웅을 포함하는 ‘영웅적 인물’, 아버지, 천자, 남동생 등의 ‘가부장’, 탈속적 조력자와
시비군 등이 포함되 ‘조력자’, 간신‧오랑캐 등의 ‘적대자’, 처첩과 친인척을 포함하는 일군의 ‘여성
인물’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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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준거가 된다.
여성영웅소설의 유형론에 대한 소개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성영웅과 남성영웅의 관
계는 누가 힘의 우위에 있는가, 혹은 이와 관련하여 여성영웅이 주체적이고 탈가부장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여성영웅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주체적인 인물인 경우에는 그 배우
자가 풍류남아의 형상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김희경전｣의 김희경, ｢부장양문록｣의 부
계, ｢하진양문록｣의 진세백은 주체적이며 남성에의 예속을 거부하는 여성에게 적극적으
로 구애하고 욕망을 표현함으로써 애정을 성취하는 부류의 인물들이다. 주체성이 강한
여성영웅과 욕망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인 남성의 갈등과 교감, 밀고 당기는 애정의 줄다
리기가 이들 작품의 주요한 흥미소가 된다. 특히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에서는 작
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남주인공들이 애정을 갈구할수록 여주인공은 이를 거부하는 양
상이 나타나 아슬아슬하지만 적절하게 균형잡힌 윤리감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시에 남
성인물의 호탕한 기질은 같은 작품 안에서 유교적 윤리에 지극히 충실한 다른 남성 인
물이 등장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윤리적 비난을 피해가게 된다. 여주인공의 남동생인
｢부장양문록｣의 장원흥, ｢하진양문록｣의 하백화가 그런 인물이다. 장원흥과 하백화의 배
우자인 부월혜와 양소저 역시 남편 못지않게 효와 열에 충실한 윤리적 인물로 그려지는
데, 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에서 남녀의 성격이 일정하게 조응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편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문무(文武)와 유교적 윤리를 겸비한 전형적인 영웅형의 인
물의 배우자들, 다시 말해 단편의 여성영웅은 주체성과 탈가부장적 지향이 별로 드러나
지 않는 요조숙녀형의 인물이 많다. 여성영웅이라는 인물형이 남성으로 가장하고 사회적
으로 허락된 여성의 영역을 초월하는, 기본적으로 탈가부장적 방향성을 내재한 인물형임
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설정은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는 장편에 비
해 단편여성영웅소설이 이념을 부각하는 방식에 있어 전형성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남녀 주인공의 성격이 작품 내에서 조응한다는 점 또한 단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여성영웅의 여성 정혼자는 작품 내에서 존재감이 없는 경우도 많다. 조력자나 구원자
의 딸과 여성영웅의 정혼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약속에 그치거나, 작품의 말미에
여성 정혼자가 남자주인공의 처가 되는 것으로 서사적 무마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신
의 정혼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임을 알게 되었을 때 여성 정혼자가 느끼는 당혹과 충격,
이에 따른 상황의 전개는 다수의 단편에서 서사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해 여
성 정혼자는 개체로서 형상화되어 있지 못하고 영웅소설의 관습적 요소로 남아 있다. 그
러나 ｢김상서전｣, ｢방한림전｣, ｢부장양문록｣ 등의 작품에서 여성 정혼자는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영웅과 삶을 함께 영위하는 여성 배우자로서 발전하여 여성영웅
의 대외적 운신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여성 배우자는 제각기 다른 성격을

- 107 -

가지고 있으나 ｢김상서전｣의 이소저나 ｢부장양문록｣의 윤선강이 남장을 하고 정혼자를
찾아나선 대목이나, ｢방한림전｣의 영혜빙이 남성의 구속을 받지 않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자발적으로 동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대목 등을 보면 수동적이기보다는 비교적 뚜렷한
주견과 과단성을 지닌 인물들임을 알 수 있다. 장편의 성격을 지닌 작품들에서 이러한
인물형이 등장하는 것은 동성 간의 결혼이 장편에 이르러 새로운 흥미요소로 부각되면
서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상기한 세 작품의 여성영웅은 모두 여
성의 제한된 사회적 역할에 불만을 품고 남성의 지배와 억압을 거부하려는 인물들인바
이들의 지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서사적 관심과 이들에 대한 공감이 여
성 배우자라는 인물을 구축해낸 것이 아닌가 한다.
시비군은 여성영웅을 물리적‧심리적으로 지지하고 여성영웅의 결연에 주요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표면적인 서사를, 특히 결혼서사를 추동하는 조력자이다.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김상서전｣의 시비군이 장선빙과 김희경의 혼사를 성사시키고, ｢이학사전｣의 유
모가 장연에게 이현경의 비밀을 몰래 알려줌으로써 두 사람이 결연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또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에는 공히 남자주인공이 심규(深閨)로
돌입하여 여성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58) 이때에 매개가 되는 것도 여주인공의 시
비이다. 시비군은 종종 윤리적 금기를 넘어 남녀의 사사로운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
로, 여성영웅의 본적 상소와 혼인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담지하
고 있다. 여성 배우자가 여성영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조하며 이성혼을 차
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비군의 역할이 보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
은 더욱 뚜렷해진다. 이러한 시비군이 부재하는 작품으로는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
의 두 장편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 작품에서는 남장을 하고 있는 동안 충분한
자유가 보장되는 대신, 여성이라는 정체가 노출되는 순간부터 아버지, 남동생, 남편 등
여성영웅에게 보다 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가부장들이 등장하여 보수적 이념을 강화
한다.

58) ｢하진양문록｣의 진세백과 ｢부장양문록｣의 부계는 각각 하옥윤과 윤선강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시
비를 회유하여 두 사람의 처소로 찾아간다.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옥 마지 못여 을
뫼셔 드러갈 쇼져 침쇼 녀각의 니르니”(｢하진양문록｣권2, 27면); “네 주닌 침소 어오 이
왈 비 사오닌을 협실의 뫼시게 하시고 후원 망월누의 경치를 사랑셔 쳐소을 로 옴기시니
엇지 무랏시잇가 (…) 우리 소져 임의 상공긔 속현여시니 엇지 셩예 아니물 려 대사를
도모치 아니리오”(｢부장양문록｣, 권2 49a~4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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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여성영웅소설의 이념적 성격
1. 여성의식과 가부장권의 길항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관점과 강조점을 조금씩 달리하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와 관습의 체계”1)라는 정의가
남성과 여성을 얼마간 균질적이며 대립적인 집단으로 상정하고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가부장제를 이해한 것이라면, “성과 세대라는 변수 가운데서 남성 연장자에
게 권위가 배분되는 시스템”2)이라는 정의는 성과 세대라는 두 개의 변수를 두고, 집단
안에서 가부장의 권력이 가지는 성격이나 권력이 행사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이해라
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총체적인 대립이나 사회구조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남녀관계가 더 문제시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
에 나타난 가부장의 성격을 후자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접근하여 이해해 보기로 한다.

1) 여성영웅의 탈가부장적 지향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남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부모, 특히 아버지의 부재로 인
한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는 두 번째 정의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아내와 자녀들에
게 권위를 행사하는 인물이다. 여성영웅의 가문은 대개 누대의 명문이며 부귀한 관료이
거나 벼슬에서 은퇴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대봉전｣의 장한림은 명한으로 일찍부터
한림 벼슬을 한 명망 있는 인물이며, ｢음양옥지환｣의 화만수는 잠영세족(簪纓世族)의 후
손으로 이부상서를 사직하고 고향에 은거한 인물이다. 이들은 명예와 사회적 지위, 경제
력 등을 고루 갖춘 인물이지만 간신의 모함으로 인한 유배, 전란, 자녀의 비행 등으로
인해 권위의 실추를 경험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 여성영웅은 이런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과거에 응시하고 전장으로 나간다. 부친의 명예 회복이라는 과제는 대
개 외동딸인 여성영웅에게 암묵적인 당위로 설정되지만 다음의 예와 같이 부친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다.
 춘허여 강회의 간을 여 운공의 원슈을 갑고져 허여든니 죠물리 시긔허여  몸이
황쳔이 된이 원이 골수의 쳐다 네 비록 녀나 운공자의 원수을 갑푸면  쥭은 혼이
라도 한이 업쓸리로다(｢이봉빈전｣, 296면)
1) 실비아 월비, 가부장제 이론 , 유희정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1996, 41면. 소콜로프가 가부장제
를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인 권력의 총체라고 정의한 것도
이와 유사하다.
2) 우에노 치즈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 이승희 옮김, 녹두, 1994,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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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셩취 후 입신냥명여 나의 원슈을 갑푸라 간신은 니원신 졍인 초축긔 질연 무
변 황득슈 오인니니 부 긔록여 촉 셩화 갓트녀 긴말 다 못고 니 일후 황쳔의 가
부 부녀 상봉헐 기냑노라(｢석태룡전｣, 497면)

은 ｢이봉빈전｣에서 부친 이상서가 이봉빈의 정혼자인 운기와 그 부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운부인을 돕다가 끝내 기세하는 대목이며,

는 ｢석태룡전｣에서 부친 석공

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유배지에 도착한 뒤 남매 앞으로 부친 편지의 내용이다.

에서

이봉빈의 부친은 운공자와 그 부친의 원수를 갚아 자신의 한을 풀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친은 운공 부자의 원수로서 강회를 처단할 것을 명하지만, 이봉빈의 부친 또한
운공 부자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상을 뜨게 된 것이므로 강회를 처단하는 것은
부친의 원수를 갚는 일에 해당한다.

에서는 이러한 당부가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석공은 자신을 음해한 간신의 이름을 기록할 것,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입신양명을 당부
하고 있다. 여기서 ‘너희’는 여주인공 여룡과 그 남동생인 태룡인데, 석공은 자신의 원수
를 갚을 것을 남매에게 직접 당부함으로써 여룡의 과거급제와 대원수로서의 활약을 직
접 지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예시는 모두 복수의 대상을 거명함으로써 부친의
설원과 명예회복이 여성영웅의 명시적인 목표임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낸시 초도로우에 의하면 “남녀간의 차이의 원인은 여자아이는 엄마와의 성 동일시를
계속하는 반면, 남자아이는 남성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엄마와 심각하게 단절해야만 하
고, 더 멀리 있는 아버지와 동일시해야만 한다는 데 있다.”3) 즉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아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동일시 및 어
머니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영웅들은 주로 어머니의 부재 상태에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분투한다. ｢부장양문록｣, ｢음양삼태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에서 모
친은 대부분 조몰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모친이 존재하거나 여성영웅의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여성영웅의 남장과 남성적 활약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
다.4)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을 이해하는 데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관건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영웅이 처음 남장을 하고 남성적 활약을 펼치는 주요한
계기는 실세(失勢)한 부친을 복권시키는 데 있다. 소녀 시절의 여성영웅은 외동딸이거나
3) Nancy J. Chodorow, Feminism and psychoanalytic theory,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1989.
4) ｢음양삼태성｣의 모친이 부친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딸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것을 용인하고 훗날
딸들과 재회하여 부부가 함께 영화를 누린다는 사실이 다소 예외적이다. ｢석태룡전｣은 모친이 조
몰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작품과 다를 바가 없으나 양모인 정승상 부인을 통해 어머니의 존재와
영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작품이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 ｢｢석태룡전｣에 나타는 부
모의 형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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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자녀로서 부친의 총애와 기대를 받으며 성장한다.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남장을 하고 성장하는 경우에도 이는 부친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
다. 가령 이현경의 부친 이형도는 남복을 입고 아들의 도를 행하고 싶다는 이현경의 소
망을 망령되다고 책하다가 장성하면 스스로 여자의 도를 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를 허락한다.(｢이학사전｣, 197면) 즉 어린 시절의 여성영웅은 부친이 용인하는 범위에서
행동하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부친의 적거나 죽음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남
성의 삶을 경험한 후에는 여성의 사회적 한계를 자각하고 여성에게 그러한 한계를 부여
하는 가부장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향을 가진다.
내 몸이 비록 녀나 황샹이 총하시고 작록이 러지지 아니얏스니 규즁에 잔몰 
이 아니라 이몸으로 셰를 지며 삭망으로 텬게 조회야 쳔안을 뵈옵고 로 음풍영월
야 죵신토록 즐기다가 후에 묘에 색이기를 대명쳥쥬후학 리현경지묘라 리니 엇지 장
연의 안 되기를 원리오(｢이학사전｣, 32면)
댱후 머리을 두다려 슬피 비러 오 소녀 진졍 소을 짓고 인슈 드리고 두문블츌오믄
인의 명로 오려니와 육년 남장의 당당 공후 분칠 녀 되여 부한림의 슈건 밧드
소님은 아 녹녹고 갑갑녀 못리로소이다(｢부장양문록｣, 권3 18a)

인용한 대목들은 조선의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관습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는 여성
영웅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예가 아닌가 한다.
에 답한 내용으로 오만할 정도의 당당함이 드러나 있고,

은 이현경이 장연의 청혼 편지
는 여도(女道)를 따를 것을

종용하는 부친에게 호소하는 장벽계의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 분위
기를 띠지만 그 의중은 상당히 비슷하다. 두 사람은 모두 “황상의 총애”, “작록”, “당당
한 공후” 등의 말이 지시하는바 조정에서의 활약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얻은 만족감과
자부심을 지키고 싶어한다.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개인의 독립성을 잃고 타인
에게 귀속되는 일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는 장연의 아내가 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새긴 묘비를 세우겠다는 이현경의 말과 부한림의 ‘수건’을 받들지 않겠다는 장벽
계의 말에서 알 수 있다.
혼인을 거부한다는 것은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자 하는 의지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이들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이다. 따라서 부친의 위급을 구하거나 아들의 역할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여
성영웅의 남장 활약은 실제 남성의 지위와 역할을 경험함으로써 여성영웅을 새로운 자
각의 단계로 들어서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상서전｣의 장선빙이 여성으로 성장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남성의 삶을 경험한 후 여성의 삶에 대해 자각적으로 성찰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예이다. 나아가 여성의 의 주체적인 자각이 가장 뚜렷하고 급진적으로
표출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방한림전｣에서는 주인공 방관주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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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할을 거부하며, 삶의 조건 또한 남성으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설정되
어 있다. 방관주가 8세 때 방공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나면서 방관주를 구속하는 어떠
한 남성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동성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방관주에
게 어린 시절의 정혼자도, 방관주에게 사랑을 느끼는 남성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
정 때문이다. “녀난 죄인니라 의 임의치 못야 그 사람의 졀졔을 밧나이 남아
못될지 인윤을 긋치미 올흐이라”(｢방한림전｣, 14면)는 영혜빙의 말은 가부장제의 구속
을 벗어나고자 하는 ｢방한림전｣의 주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말은 자유
없이 남성의 절제를 받아야하는 여성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인을 거부한다는 의
미를 담고 있다. 혼인의 거부는 적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혈통의 계승과 상속의 개념 역
시 자연스럽게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자 방낙성을 통해 후사(後嗣)를 이어간다는
설정은 부계 혈통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의 형성을 부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탈가부장적
지향이라는 작품의 주제의식에 기여하고 있다.
비록 대부분의 여성영웅은 가부장의 위치에 있는 아버지, 정혼자, 남동생, 천자에 의
해 혼인에 이르게 되지만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은 외손봉사
모티프로 변형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팔남삼여을 탄니 (…) 차 문원은 살환의 여을 취하여 셜씨봉사을 니라(｢설저전｣,
470면)
 장자 경을 당부허여 왈 너의 외조부도 자손 업고 다만 나이라 외손봉사을 둘 아들
영으로 허여  향화을 치지 말며(｢이봉빈전｣, 361면)

,

는 각각 ｢설저전｣과 ｢이봉빈전｣의 결말부의 일부이다. 가문이 배경이 되는 모든

소설이 그러하듯 여성영웅소설에서도 결말부에는 가문의 번성과 부모 세대의 죽음, 자식
세대의 혼인과 벼슬 등이 간략하게 서술된다. 외손봉사란 말 그대로 딸의 자녀가 제사를
모시는 것을 의미한다. 손자에 의한 외손봉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아들을 두
어야 한다. 장자는 부계의 봉사를 담당해야 하므로 모계의 봉사를 담당하는 외손은 둘째
아들이다. 이러한 점은 부계 적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외손봉사가 부차적인 중요성을 띰
을 의미한다. 또 외손봉사가 궁극적으로는 외조부 혈통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부계 혈통
의 계승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손봉사
모티프는 모계 혈통에 대한 존중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가 죽음을 앞두고 장자에게 칼과 천문서, 병서를 전하는 대목이
나5), ｢김상서전｣에서 갑자기 나타난 여동(女童)이 장선빙의 5대손에게 전해주겠다며 칼
5) “인여 칼과 쳔문셔며 병셔를 쟝 위왕을 불너 쥬고”(｢부장양문록｣, 권5 6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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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서를 받아가는 대목6)은 묘한 여운을 남기는데 이 또한 남성중심적 혈통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식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가부장의 규제
여성영웅은 아버지를 복권시키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활약하지만 역설적으로 아버지
의 규제가 사라진 소설적 공간에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발산한다. 이들은 부친의 복권
을 명분으로 하여 남성에게만 허락된 영역에 들어가 최고의 영화를 누린다. 그러나 아버
지가 돌아오거나, 남동생이 장성하거나, 남편이 생기는 순간, 이들은 여성영웅의 남성적
역할을 제어하고 다시 여성의 성역할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들은 여성영웅을 다시 딸과
누이, 아내로 뒤돌려 놓기 위해 공모한다.
｢이학사전｣의 이현경은 어려서 모친을 잃고 남장을 하고 지내다가 8세 때 부친이 세
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뜻대로 계속 남장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 현경은 남성들을 벗으로
사귀고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며, 군무어사로 출전하여 전공을 세우기도 한
다. 벗 가운데 장연과의 우정이 특히 깊어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문연각에서 숙직을 하
는 어느 날 이현경의 부친 이형도가 느닷없이 장연의 꿈에 나타난다.
장상셰 이날 밤의 홀연  을 어드니  이 와셔 장상셔 다려왈 나 리형도라 의 녀
식이 어려셔븟터 남아의 을 픔어 인간의 녹녹 소장부를 안의 두고 셰샹영화를 미리 아르
미 잇지라  너를 위야 후를 졍코 니 흔 현쳐를 엇고 둘 녀의 너모 고
집을 두로히게 니 네 도를 닷가 의 영혼을 위로라 거 장연이 뭇고 다가 
다르니 남가일몽이라(｢이학사전｣, 210면)

이형도는 장연에게 자신의 딸이자 그의 절친한 벗이 실은 여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서, 이현경을 아내로 삼고, 남자로 살아가는 고집스러움을 고쳐주라고 말한다. 기세한
부친이 딸을 위하여 혹은 딸의 뜻을 꺾기 위하여 장래에 사위가 될 남자의 꿈에 나타나
는 이 장면은 ‘친숙한 낯섦’을 느끼게 한다. 이미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자신의 삶에 관
여할 수 없다고 여겼던 아버지가 벗의 꿈에 나타나 비밀을 누설하고, 그로 하여금 자신
을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이현경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을 것이다. 프로이
트는 일상과 친숙함을 뚫고 나오는 낯설고 기괴한 느낌을 ‘기괴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했
다.7)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꿈을 통해 딸의 삶을 지배하려 한다는 점에서 이형도의 등
6) “ 낫탁 조의 부린 러니 옛날 부인이 바듯신 바 칼과 쳔셔을 아즉 쓸  업오니 부인의
오 손의게 젼리니 자오라 시 왓이다”(｢김상서전｣, 권4 54면)
7) ‘기괴함’은 독일어 ‘umheimlich’ 혹은 영어 ‘uncanny’의 번역어이다. 기괴함은 ‘억압된 것의 회
귀’로서 단일한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어떤 현상, 즉 삶 가운데 있는 죽음, 친숙하면서도 낯선
것, 다정하면서도 섬뜩한 것 등과 같이 양가적인 느낌과 현상에 대한 기표이다. 보다 자세한 내
용은 지그문트 프로이트, 예술, 문학, 정신분석 , 정장진 역, 열린책들, 2004 및 여성문화이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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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기괴한’ 것이며,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는 회귀한 가부장제의 유령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로부터 이현경은 아버지 이형도, 남편이 될 장연, 남동생 이연경의 규
제 속에 점차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현경의 부모는 이후 이현경과
이연경의 꿈에도 나타나 이현경이 여자의 도를 빨리 행할 것으로 눈물로 개유한다.8) 돌
아가신 부모의 유지를 받든 이연경은 이후 누이가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와 장연과 결연
하기를 호소한다.
공 졍금고 러 왈 금일은 소뎨 간담을 비로소 진리이다 져져게옵셔 이졔 텬지를 두
루시 슈단이 잇오나 녀의 근본은 감초지 못올지라 상고에 녀와씨와 녀휘 지혜 비범
야도 녀의 도를 면치 못얏거든 물며 심상 녀로 고집 못지니 난쳐오미 네 가지
라 년긔 장셩토록 수염이 나지 아니리니 난쳐오미  가지오, 져져게옵셔 가신 후에야
소뎨 닙장올 거시니 만일 졔 취가치 아니코 소뎨 입장진 례 밧괴이니 이 도리 아니
오 난처미 둘이오 유뫼 실언야 장학가 아랏시면 어의도 의심이 잇리니 이 일이 졈졈
창셜면 두 가장 아름답지 못지라 난쳐미 셰히오 텬 아르시면 만조관이 다 의심
야 슈치를 면치 못지라 난쳐미 네히니 쳥컨 즁인이 모다 알기 젼에 진졍으로 상야
모로 화관을 밧고고 심규에 녀학새 되시미 소뎨의 원이로쇼이다 더라(｢이학사전｣, 220면)

이연경은 이현경이 계속 남자로 살 수 없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수염이 나
지 않는다는 것, 자신이 누이보다 먼저 혼인할 수 없다는 것, 장학사와 어의가 이현경의
정체를 의심한다는 것, 조정에 소문이 나면 웃음거리가 되리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연경
은 누이에 대한 예의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꿇어 앉아 간곡한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 사람들이 모두 알기 전에 규중 여자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요구이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안의 가부장권을 지닌 존재는 아들이다. 이제까지 남자로 살아가는 누이 앞
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어린 남동생은 누이의 남성으로서의 삶에 균열이 일
어나기 시작하자 적극적으로 가부장권을 행사한다. 이현경은 이연경의 말을 거부하지 않
고 “어질다 현질의 말이여”라는 말로 긍정하며 이후 여도를 닦으며 바깥출입을 하지 않
는다.
한편 장연은 이현경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이현경에게
열렬한 마음을 품지만, 결국 황제와 태자까지 나선 후에야 이현경과 겨우 결혼하게 된
다.9)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다. 비범한 이현경을 시모 여부인이 질시하고 못
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 여이연, 2003, 141~159면을 참조할 수 있다.
8) “일일은  일몽을 어드니 부모 울며 유야 왈 네 이럿틋 고집니 우리 디하에 잇셔 눈을 감
지 못노라 모르미 녀의 도를 니 면 더욱 효되 되리라 니 상셰 반겨 답고져 다가
문득 다르니 부모의 말이 이변에 고 친안이 눈에 암암니 마음이 더욱 감동고 쳐량
야 츄연탄식더니 익일에 유모와 연경이 쵸 작야 몽를 일으니 장[상]셔의 과 일반이라
비록 입으로 니르지 아니나 젼일 문연각에셔 쟝의 도  갓다던 걸 각고 쟝 깃
거 아니더라”(｢이학사전｣,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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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여부인은 “며느리 이씨는 조정대신이라 심히 방자교만하니
내 집에는 가치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현경을 냉대한다. 이후 시모와의 불화로 본
가에 돌아간 이현경에게 장연조차 불만을 품게 된다.
문을 두다려 오로니 루상 이 장후의 거동을 보고 소거 장휘 불승로야 루상으로
오르니 노복과 시녜 더욱 우은 장휘 지져 왈 너 등이 리후의 비복으로 엇지 재상을 죠롱
하다 비복 등이 죠금도 굴치 아니니 장휘 노질왈 리후 불과 긔쥬후 부인이오 나 쳥쥬
후 부가니 어이 이다지 무례고 시인이 왈 샹공이 비록 쳥쥬후 가부시나 우리 리후 원
수시오 상공은 부원수시니 직품을 일을진 뉘 더니잇고 장휘 노야 칼을 여 들고 소
며 몸을 소수아 시인을 다 쥭이려 니 시인드리 조금도 요동치 아니지라 장후 바로 당
에 드러가니 리휘 단졍이 안 칠현금을 희롱며 가이 잇거 장휘 이 거동을 보고 분야
마음에 장챵으로 지르고 십흐나 마음을 참고 나아가니 리휘 조금도 요동치 아니고 완연이 안
져 거문고만 희롱지라(｢이학사전｣, 246면)

이현경이 본가로 돌아간 이유는 여부인과 장연의 첩 운영의 질시 때문이지만 이러한
가정 내 불화는 결국 장연과 이현경의 대립으로 귀결된다.10) 장연은 첩 운영이 자객을
보내어 이현경을 해치려다가 결국 참수를 당한 이후 천자의 명으로 이현경을 찾아가지
만 이현경의 노복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하며 분노가 극에 달한다. 장연은 혼인 전부터 이
현경에게 다소 뒤지는 인물이었고11) 이현경의 거절도 여러 번 당했지만 결혼 후의 분방
한 태도는 견디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만다. 장연은 이현경을 장창으로 찌르고 싶다는
살의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통제를 벗어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버지, 남동생, 남편이 연대하여 여성영웅을 통제하는 양상은 여성영
웅의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남동생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는 가문의 적장자로서의 남동생의 권위와 누이인 여성영웅의 자아실현 욕구가 충돌하는
양상이 부각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부장양문록｣이다.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의 부친은 간신의 모함으로 적거했다가 딸의 공로로 인해 천
자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관직에 오르게 된다. 귀환한 장승상은 공후가 된 딸을 보며 자
9) 이현경이 혼례 하교를 거부하자 황제는 시 짓기 내기를 하여 장연과 이현경 가운데 먼저 짓는 사
람의 뜻을 따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장연은 이미 글제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현경은 내기에서
져 억지로 혼인을 수락하게 된다.
10) ｢정수경전｣에서도 가부장의 규제가 남편과 시부모를 통해서 이중적으로 나타난다. 장연의 모친
은 자신의 시비이자 아들의 총첩인 영춘의 수급을 벤 며느리로 인해 아들을 크게 질타하며 분노
한다. “네 벼살이 공후의 거하여 한 녀자를 제어치 못하니 엇지 셰상의 행신을 하며 백성을 다사
리리오 자식 되야 어미 신임하난 시비를 결장함도 가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참형지경에 이르니 이
난 불가사문어타인이라”(｢이학사전｣, 500면)
11) 장연은 이현경에 이어 과거에서 차석을 차지하고, 전장에는 이현경을 원수로 모시고 부원수로
출전하며, 이현경과의 시작(詩作) 내기에 이기기 위해 미리 글제를 알아두는 반칙을 저지른다. 이
학사전이나 음양삼태성에는 정혼자와 왕이라는 두 가부장이 공모하여 혼인을 성사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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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러움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결국 가족 모두가 부재할 때 장벽계가 혼자 이어오던
조선향화(祖先香火)에 장벽계를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여성으로 돌아오기를 종용한
다.
집의 어린 리 공후 되녀시니 인대변녀 심 셜허고 블안 빗치 좌우을 동더라 가묘의
올 현 댱후 관복을 졍켸고 형졔 엇 갈와 아가니 승상이 댱후을 물너가라 고
부인과 소로 현고 물너 숙소로 도라오 (…) 녜 녀화위남믄 브득이 미오 부모와 국
가 근심을 더러시니 감히 지 못려니와 다시 님군을 쇽이고 셰상을 가리와 과장의 히며
듕작을 밧드며 조상 사당의 올 신녕 람을 아오라 속이미 그 죄 가지 아니지라 아
비되여 읏지 붓그럽지 안리요 장 네 몸 쥬쳬 엇지 랴 냐(｢부장양문록｣, 권3
16b~17a)

장벽계를 조선향화에서 배제한 것은 장벽계가 남자로 처신하는 것, 나아가 아들의 역
할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장승상은 장벽계의 삶이 임금과 선조를 속
이는 죄라고 말하는데, 이는 남성 중심의 사회적 위계질서와 수직적 혈연 질서에서 여성
인 장벽계가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묘에 나아가던 남매 가운
데 장벽계를 물러나게 하고 아들인 장원흥만을 배현(拜見)하게 한 것은 가부장의 권위를
이어받을 인물이 장원흥임을 뜻한다. 나아가 장원흥은 부친이 모르고 있던 사실까지 알
리고, 부친 앞에서 누이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장벽계를 더욱 난처한 상황에 빠트린다.
공 좌의 잇다가 표년히 이러 두 번 졀고 윤씨의 셜화 비히 베퍼 알외고 부도의
발셔 아라시믈 고니 승상니 문필의 진목 즐왈 소녀 궤휼한 언담으로 기우러진 거 바로계
미지 말 (…) 명일 진졍쇼을 지어 올이고 관면을 드리며 조복을 버셔 부을 마 젼과을
죄고 일윤을 졍히 라(｢부장양문록｣, 권3 17b)
복원 형장은 당돌 죄을 용소셔 만일 형장의 이른 말과 갓치 진 져 부님은 문호
구람 갓고 부뫼 반셕 갓니 어 곳의 슉녀 읍셔 엇지 구구히 형의 알옴답지 아닌 을 굿
녀 차리요만은 윤졍 쳔금여 형으로 더부러 사진퇴 가지로 랴 그 녀 고
집이 희의 블타 쥭으믈 낫계 역인다 니 젼 윤씨 형을 직희여 슈을 그음고 가지 아니면
 유아니라 젹앙이 아니며 윤졍 부 누을 원며 졀치할 듯닛가 허믈며 부사되 윤씨
을 빙폐 졍혼엿다가 일이 공교히 되여 잇지 못여 셔간을 날이며 야의 담을 넘으 
이 못 아람답지 못여 [불가]문어타인이라 형장이 충쳔지긔로 쳔하를 안공나 부사도의
안 되문 면치 [못]리니 쳐 되여 그 지아비로 어리고 과망  나아가게 고 윤씨가지
지며 신이 업 헛일홈을 가탁야 근 셰상을 어라이고 풍화를 손샹니 옛 졀부 졍녀
게 죄인이라 어 면목으로 임어셰상리잇가 소졔 형쟝을 위야 슬허고 근심니 근
셰상을 쇽이지 못 거 음양이니 봉망 형쟝은 태산 갓 마을 두루혀 부도를 조이 마
명교의 죄닌 되지 마르쇼셔 댱후 머리를 숙여 오 말이 업더니 희허댱탄 왈 내 몸이 육연을
남로 휘로쳔하여 만군진듕을 내 집갓치 나들며 몸이 공후되여 수풀 갓 요 듕 일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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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막힌 곳지 업더니 일 쇼졔의 직언명담의 할 말이 업셔 이리 곤뇨 공 웃고 사죄위로니
승상이 아의 명쾌한 직언이 긔 각지 못 로 형의 말을 막으믈 긔특이 여겨 한 웃고
(｢부장양문록｣, 권3 18b∼20a)

에서 장원흥은 누이가 윤소저를 처로 거느리고 산다는 사실, 그리고 부계 또한 모
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등을 부친에게 고해 딸을 측은히 여기던 장승상의 마음을
노엽게 만든다. 노한 장승상이 천자에게 소를 올리고 부계와 혼인할 것을 강요하자 장벽
계는 슬피 빌며 두문불출하되 부계의 아내 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12) 부친
은 또 한 번 마음이 약해져 묵묵히 생각에 잠기는데 이때에도 장원흥은 재빨리 나서 누
이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에서 장원흥은 윤씨의 처지가 곤란하게 되어 윤부가

장벽계를 원망할 것이며, 정혼한 부계의 아름답지 못한 행실에 책임이 있음을 들어 장벽
계에게 여자로 돌아가 부계와 혼인할 것을 설득한다. 간곡하고 정중한 말이지만 논리적
인데다가 특히 여자로서의 당위보다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말함으로써
장원흥은 장벽계가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장원흥의 태도는 정중한 듯하나 그 표현
은 ‘아름답지 못한 행동’, ‘적앙’, ‘명교의 죄인’ 등으로 상당히 과격하다.13)
그런데 이 대목에서 부친의 장원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장승상은 자신도 생각지
못한 논리와 근거로 누이를 설득하는 아들을 기특하게 여기며 공감한다. 누이를 훈계하
며 혼인을 종용하는 장원흥의 태도를 부친이 승인함으로써 장원흥은 누이의 행동을 규
제할 수 있는 가부장적 권위와 역할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다. 장벽계 역시 천하를
호령하고 백료의 으뜸이던 자신의 말문을 동생이 막았음은 인정함으로써 장원흥의 권위
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장원흥은 부친이 맏딸을 이해하고 타협하려
는 순간마다 개입하여 이를 저지하고 누이를 궁지로 몰아넣음으로써 장벽계를 여성의
12) “댱후 머리을 두다려 슬피 비러 오 소녀 진졍 소을 짓고 인슈 드리고 두문블츌오믄 
인의 명로 오려니와 육년 남장의 당당 공후 분칠 녀되여 부한림의 슈건 밧드 소님
은 아 녹녹고 갑갑녀 못리로소이다 복원 야야 어린 식의 구구 사져을 구버 피소
셔”(｢부장양문록｣, 권3 18a)
13) 여성영웅인 누이를 둘러싼 ｢이학사전｣의 이연경과 ｢부장양문록｣의 장원흥을 보면 짐작할 수 있
는 바와 같이 두 작품은 서사전개 및 인물 형상화에 있어 종종 혹사(酷似)한 면모를 보인다. 두
작품은 크게 혼인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여성영웅의 지향, 남성의 적극성과 열렬
함이 두드러지는 연애관계, 남동생의 존재, 겹사돈과 이로 인한 갈등 등의 지점에서 유사한 면모
를 보인다. 그러나 ｢이학사전｣은 단편이며 ｢부장양문록｣은 장편으로서 ｢이학사전｣에 비해 훨씬
다양한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어 작품 전체적인 면모에는 차이가 많다. 다만 ｢이학사전｣은 ｢부
장양문록｣ 외에도 ｢유이양문록｣, ｢여와전｣과도 관련을 지니는바 여성영웅소설의 사적(史的) 변모
와 조선후기 소설의 장르 교섭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차점이 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6장에서 추가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학사전｣과 ｢부장양문록｣의 유사성에 대해
서는 이병직, ｢<傅張兩門錄>의 작품 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
민족문화연구소, 2009, 49면에서 언급한 바 있으며, ｢이학사전｣과 ｢유이양문록｣, ｢여와전｣의 관
계에 대해서는 차충환, ｢<유이양문록>의 구성적 성격 연구｣, 어문연구 36권 3호, 한국어문교육
연구회, 2008, 115~120면 및 지연숙,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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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로 구속함에 있어 부친보다 훨씬 강하고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이후 장원흥은 우월한 입장에 서서 누이를 감시하고 규율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벽계
가 벗들과의 이별을 위한 연회를 열자 예의 주시하다가 귀거래사를 읊는 것을 듣고 측
은지심과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14) 부계와 장벽계의 혼인이 결정된 후에도 장소저와
윤소저의 기색을 탐관하기 위해 윤소저의 거처인 망월루를 방문하기도 한다.15) 장원흥
은 부계와 장벽계의 사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결국 두 사람의 혼인을 성사시킨다. 장
원흥은 장벽계가 자신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하는 위왕의 부당함을 간하는 상소를 임금
에게 올리고자 할 때, 누이를 설득하여 부사도와의 혼인에 이르게 한다.16) 장원흥은 부
드럽고 집요한 조정을 통해 장벽계를 충과 효, 그리고 여자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지점으로 안착시키려 하는 인물이다. 실상 장원흥은 부친의 적소(謫所)에서 장벽계가 남
성의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남장을 하고 지내던 무렵부터 이를 경계했으며,17) 자형(姊
兄)이 될 부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두 사람의 혼인을 완성시킨다. 결국 ｢부장양문
록｣에서 장상서, 장원흥, 부계는 장벽계를 여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
으로 공모하는 세 사람의 가부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남동생인 장원흥이
있다. 장원흥은 장벽계가 여성이라는 정체를 밝히고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로 돌
아가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장벽계의 혼인과 생활, 감정을 규율한
다는 점에서 부친을 능가하는 가부장권을 행사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진양문록｣의 여주인공 하옥윤의 남동생인 하백화는 이연경이나 장원흥과 같이 누
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백화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집에
서 기식하던 진세백과 ‘지기상합’(志氣相合)하여 골육처럼 가까이 지낸다. 따라서 누이에
게 혼인을 강요하거나 여자로 돌아오기를 적극적으로 개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세백과
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일조한다.
네 가지록 나 농낙여 여 무례며 당쵸의  쳬 닐너 보지 아니믈 졍여거 방
히 진왕을 유인여 나의 집심을 허러바리니 이 무삼 도리뇨 (…) 이 웃고 왈 야얘 져 슈
휵 슈빙졍약이 잇신 후로 기간 우리집 가운니 불여 쳔만역경과 허다 졍을 각오
면 져졔 너무 낙오며 져바리미 만히 잘못 허물이 우리집의 만코 져 우리집과 져져의게
14) “댱후 추다가 쳥음을 길게 혀 도원명의 귀거라를 음영니 소 웅의쳥고여 공산의
쇄옥셩이라 좌위 졔셩여 다 무심되 공 지긔 불샹고 다여 더라.”(｢부장양문
록｣, 권3 22a~23a)
15) “쟝공 망월누의 이르니 (…) 공 양져의 긔을 탐관코져 여 윤소저을 대하여 조용히 갈오
대”(｢부장양문록｣, 권3 34a)
16) “부도을 조니 맛고 급 환을 면소셔 댱후 머리 슉여 쳔만상 하 아셔 과년 계
교 궁진지라 나아가 부친긔 궤고 왈 일이 니 지경의 니러시니 혈마 엇지릿고 인의 교령을
가 봉리이다”(｢부장양문록｣, 권3 44b)
17) “북 젹소의 잇슬젹 그 져의 너모 발월 긔상을 의리로 간면 소졔 미미히 우을 람일
너니”(｢부장양문록｣, 권2 58a)

- 118 -

향 의긔 젹심으로 여 이 팔구년의 츄호도 변미 업오니 이 진짓 의 군라 도로
혀 져 그르다 리잇가 이 젼혀 져졔 너모 초셰 연괴니이다(｢하진양문록｣, 권23 3~4면)

하옥윤은 혼인 전에 대면하기를 꺼리는 누이의 처소로 진세백이 들어서자 놀라며 이
를 방관한 하백화를 탓한다. 그러나 하백화는 도덕군자로서의 면모가 강한 인물임에도
누이의 질타를 괘념치 않고 오히려 진세백을 두둔한다. 앞서 부친 하공은 딸이 여총재로
서 궁중의 역모를 소탕하고 돌아오자 칭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
며,18) 여총재가 된 하옥윤 덕분에 많은 영화를 누리면서도 딸에 대한 경계를 그치지 않
았다. 또 하희지는 걸인에 가까웠던 진세백을 하옥윤의 배필로 정할 때부터 환로에 오른
진세백이 하희지와 그의 두 번째 부인 주씨 사이에서 난 1남 3녀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낸다. 곧 하공 부자 역시 하옥윤과 진세백의 혼인을
지지하고, 하옥윤의 공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함으로써 하옥윤이 여성의 삶으로 안
착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부장양문록｣의 장승상 부자의 경우와 달
리 하공 부자는 하옥윤이 여성임을 노출한 이후에 하옥윤과 재회함으로써 본적 상소 및
혼인과 관련된 심각한 갈등은 피해가고 있다. 대신 이러한 갈등은 정혼자인 진세백과의
사이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 진세백은 혼인을 거부하고 선계를 지향하는 하옥윤과의 이
별과 갈등 끝에 결국 하옥윤이 세속으로 돌아와 혼인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부녀자로
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다.
왕이 흔냔 쇼왈 현비의 신긔릉과 위무장냑으로 특츌 셰상여 광거텬하  긔상이로 홀
노 일졈 비홍을 바리지 못여 지금 규슈 장복을 구히 가져더니 으로 일야 동침 평
가졋든 바 변여시니 일노 조 장부의 능과 의 공덕이 승어현비믈 알니로다 진비 졍
고 옥슈 쳐 츄연 양구의 탄식 왈 시고로 녀 인이 구쥴 엇지 모로리오(｢하진양
문록｣, 권24 16~17면)

인용은 진세백과 하옥윤이 혼인 후에도 한참을 지나서야 동침한 후에 나누는 대화이
다. 진세백은 하옥윤의 앵혈이 사라진 것을 흡족해하고 있지만 하옥윤이 잃은 것은 앵혈
로 상징되는 순결이 아니라 진세백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재능과 장수로서의 책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옥윤은 진세백과의
혼인을 통해 ‘구차한 여자의 인생’에 예속되어 살아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암묵적으
로 승인한 것은 남동생과 부친이라고 할 수 있다.

18) “ 엇지 너갓튼 자식을 둘 쥴 알이오 네 금일 결옥 즁님을 담당야 환이 어 곳에 밋칠
쥴 모르니 자연 두리오며 침상의 안즌 듯 죵일토록 밥 먹지 못고 자리를 븟지 못얏나니 
아 모로미 삼가 로부의 근심을 깃치지 말나  너의 쵸츌야 교화에 버셔남을 두려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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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교 이념의 실현과 균열
1) 충·효·열의 조화와 갈등
영웅소설의 이념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그 표면적 주제가 충과 효라는 점, 그리고 충
은 작품 내에서 수단적 의미가 강하며 충과 효는 그 소설적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이 연
구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19) 여성영웅소설의 주제 또한 표층적으로는 충효를
벗어나지 않으며, 여기에 여성의 실천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열을 또 하나의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충효열이 여성영웅의 표층적 주제라는 점은 독자층에
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이는 작품 말미의 필사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
다.
독시여 김희경과 쟝슈졍의 츙효졀의와 흔텬동지에 츙효렬졀이 고금에 당이 업기로 긔이
사젹을 긔록야 후셰 여들노 한번 완상케 노라20)
여듕영웅과 부댱 냥가의 열여 의긔 여의 셜화와 복녹이 무량고 장소져 공덕과 신긔
조와 부소져의 졀은 만고 무쌍고 윤쇼져 의긔와 쳣  즥희미 가륵기 번셔여

,

는 각각 ｢김상서전｣의 이본인 ｢여장군전｣과 ｢부장양문록｣의 이본인 규장각본

｢부장양문열효록｣ 소재의 필사기이다.
열을,

에서는 남녀주인공인 김희경과 장수정의 충효

에서는 여성들의 의기와 절행, 공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사자의 의도는 공히

이를 여성들의 모범으로 삼고자 함이다. 소설을 필사한 이유로 교훈적인 의도를 내세우
는 것은 대체로 도덕적인 명분이라 하겠지만 적어도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들이 이러한
이념적 요소를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염두에 두고 있음도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21) 작
품 내에서도 여성영웅이 규방으로 회귀하기를 종용하는 몇몇 부친의 존재를 제외하면
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영웅의 행위를 긍정하고 칭송한다. 이는 여성영웅
의 활약이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된 징후로서, 그 문학적 도발성마저도 유교적 이념이
라는 틀 속에 잘 봉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성영웅이 실천한 이
념들은 조선 후기의 여성들에게 요구된 실천적 윤리들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22) 특히
19) 이에 대한 최초의 지적은 주명희, ｢군담소설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4, 49~70면에
서 이루어졌다.
20) 정명기, 앞의 글, 76면에서 재인용.
21) 여성영웅소설이 강조하는 덕목은 작품의 표제나 상업화된 출판물의 경우는 표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가령 필사본 ｢부장양문록｣이 ‘부장양문열효록’, ‘부장양문충열록’ 등의 표제를 달고 있
는 것이라든지 활자본 ｢녀장군전｣의 표지에 “衝義女將 戰地求郞”이라는 문구가 씌어져 있다든지
하는 것에서 이들 작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22) 이덕무는 사소절 ｢부의(婦儀)｣에서 여성의 일생에 걸친 행동양식을 “가정에서는 효녀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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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자는 충, 효, 열, 절의 이념을 실현한 존재로서 여성영웅을 적극적으로 치하한다. 재능
으로서는 ‘문무겸전’, 행위로서는 ‘충효겸전’이라는 수사는 영웅소설의 영웅성을 가장 포
괄적으로 표현한 수사라 할 것인데, 이는 보통 과거에서 문무장원을 한 후 국가에 대공
을 세우고 부모의 원수를 갚은 행적에 대해 적용되는 말이다.23) 그리고 남편이나 정혼
자를 위해 활약한 여성영웅에게는 ‘열(烈)’, ‘절(節)’에 대한 칭송도 종종 덧붙는다.
기쥬자사게 관야 효연[열]각과 열여문을 셰워 아황의 효열을 표하라 시고 아황의 상소을
등셔여 각도 각읍의 반표신이 죠증[정] 관이며 장안 인민이 뉘 안이 칭할이요(｢이대봉
전｣, 96면)

인용은 ｢이대봉전｣에서 장아황의 정체를 알게 된 천자의 반응이다. 천자는 장아황의
효열을 치하할 뿐만 아니라 효열각, 열녀문을 세워 정표하고 미담으로 반포한다. 이는
장아황의 행위를 국가가 관장하는 제도 속에 편입시켜 교화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천자는 장아황의 전장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열렬한 행위 또한 충의 범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열과 충이 결합된다는 점이 여성영웅소설의 독특한 면모라는 지적과 같
이24) 여성영웅은 남성은 수행할 수 없는 열절이라는 덕목을 실현함으로써 충효열을 함
께 체현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여성이 이러한 이념을 체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가
능태라면 여기에 구체적인 동기 및 계기를 부여하는 인물은 적대자와 천자이다.
여성영웅의 적대자는 조정의 간신이거나 오랑캐로, 모반을 일으킴으로써 토벌의 대상
이 된다. 간신들은 여성영웅의 부친이나 정혼자, 혹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을 모함하여
유배를 보내거나 죽게 만들고, 오랑캐들 역시 이들을 인질로 삼거나 위해를 가한다. 또
한 간신들은 종종 여성영웅에게 늑혼을 강요하는 존재로서, 혼담을 거절하는 것은 간신
들이 부친에게 위해를 가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간신들은 충효열이라는 가
치를 파괴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은 간신과 오랑캐를 처단함으로써 충을
위반한 국가의 원수, 효를 위협한 부친의 원수, 그리고 정절에 위협을 자신의 원수를 제
거한다.25) 한편 천자는 ｢음양옥지환｣, ｢이학사전｣, ｢김상서전｣ 등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
결혼함에 순부 숙처가 되고 자녀를 낳음에 현모가 되며, 불행히 과부가 되거나 환난을 당함에는
평소의 뜻을 변치 않게 하고 정녀 열녀가 되어 후세에 여종이 된다”(在家爲孝, 嫁人爲順婦淑. 生
子爲賢. 不幸嫠寡, 或遭患難, 不變素志, 爲貞烈之媛, 後世推爲女宗.)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는
‘忠’이 빠져있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여성에게 요구되는 행동 양식은 여성영웅의 지향과 크게 다
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3) 다음의 예들을 들 수 있다. “금셰의 이런 긔특 일이 어 잇스리오 셜연이 셤약 규슈의 몸
으로 당당 영웅의 일을 하야 국가에 공을 셰우고 부모의 원수를 갑흐니 츙효겸젼은 만고
역의 셜녀 흔 니 도시 업스리니 엇지 아름답지 아니리오”(｢황장군전｣, 57면); “평국에 
동을 뉘가 녀로 보왓스리오 고금에 업 일이로다 비록 텬하 광나 문무겸젼고 츙보국
야 츙효상쟝지 남라도 밋지 못리로다”(｢홍계월전｣, 33면)
24)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 돌베개, 2008, 100면.
25) 이와 관련해 박일용, 앞의 글, 118면에서는 “영웅소설의 표층적인 주제로 항용 등장하는 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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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이자 권력자로서 충효열의 가치가 최종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홍계월전｣을 예
로 들어보자.
“소녀의 마음은 평을 홀노 늙어 부모 슬하에 잇다가 부모 만셰 후에 죽어 다시 남 되야
공의 실을 오고 얏더니 근본이 탄로야 텬 하교 여옵시니 부모 슬하에 다
른 식이 업셔 비회를 품고 션영봉를 젼 곳이 업오니 식이 되야 부모 령을 엇지 거역
오며 텬에 하교를 엇지 거역오리잇가 하교를 좃 보국을 섬겨 여공의 은혜를 만분지일
이나 갑올가 오니 부친은 이 연으로 텬게 상달옵소셔” 며 락루고 남 못됨을
한탄더라(｢홍계월전｣, 34~35면)

인용은 홍계월이 천자가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했다는 말을 부친으로부터 전해듣고 한
말이다. 홍계월이 계속 남자로 살아가며 남성에게 허락된 학문과 수신의 경지를 배우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수락하는 까닭은 혼인이 부모의 영
이며 천자의 하교이기 때문이다. 즉 혼인이라는 사건을 통해 충과 효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게 된다. 또 여기서의 효는 홍계월의 은인이자 예비 시아버지인 여공에 대한 것으로
도 확대되어 혼인=충=효=부덕의 양상을 띠게 된다. 대개의 작품에서 천자는 여성영웅과
그의 정혼자가 혼인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부친을 복권시켜 벼슬을 내림으로써 여성영
웅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26)
그런데 이러한 충효열 이념의 조화는 열의 강조에 의해 분열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
다. 이는 열이 여성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덕목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순결’이라는 수동
적 명예에서 파생하지만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명예에 대
한 적극적 해명이나 복수를 하는 순간 남성 또는 가부장제의 권위와 충돌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7) 여성영웅소설과 연관지어 말하자면 여성이 열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다른 이념과의 충동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고로 박명홍안이 잇고 열여 만흐나 너 당 바 슈졀 고금의 업니 금일 이 거조와
개념이 조선시대 지배층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충 개념과 달라진다. 즉 충이란 주인공의 개인적 지
향가치 획득의 수단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웅소설 일반을
염두에 둔 이 언급은 포괄적 타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효의 실현이나 입신양명이라는 목표를 염
두에 둔 ‘충’의 실현이 반드시 수단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볼 수는 없으며 충과 효가 공존하는 결
과적 양상에 주목한다면 더더욱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6) 이외에도 충효열의 이념은 여성영웅소설의 중심인물이 아닌 보조인물이나 배경 또는 소재를 통
해서도 강조된다. 여성영웅을 수행하는 시비의 충절은 여러 차례 강조되며 시비는 종종 충신에
비견됨으로써 군신 간의 충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정당화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한다. 효의 이념
은 여성영웅의 동기(同氣)들에 의해, 열은 열녀형 인물로 등장하는 다른 여성인물들에 의해 강조
되는 양상을 띤다.
27) 사브리나 P. 라멧 편,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 , 노최영숙 역, 당대, 2001, 140~159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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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결기예 평 영욕비환이 달여시니 금셕 심장을 도로혀 효을 진심라 네 장시를 슈
졀치 아니나 옥의 졈이 아니되여 옛 셩인열여라도 허물치 아니리니 우린들 부모되여 엇지
큰 허물이 될딘 사졍을 구애여 그란 곳의 디오리오(｢부장양문록｣, 권1 23b)
쇼녜 불 무상오니 한 인심이라 쳑동 유아 마음이나 엇지 부모 랑시믈 모로리잇고
마 녀 졍졀이 읏듬이라 부뫼 비록 명신 언약이 아니나 명되 다쳔여 곡경을 만나스나
타연니 넉이온즉 이 옥의 하졈이라 (…) 부뫼 소녀 나흐시나  을 모로시고 불의로
핍박시니 쇼녜 능히 그 집심을 보젼치 못 거시오 다른 계 업지라 일누 잔쳔을 결단치
못여 이 계교  부모의 초조심과 의약 잡슐의 번거믈 당여 불효 고 마
음의 엇지 번뇌치 아니리잇고마 부모의 텬셩 쳐 토목갓흔 람이 되연지 삼년이라
불 클  아냐 부뫼 쇼녀의 마음을 모로시 년괴라 현미 엇지리잇고(｢하진양문록｣, 권17
2~3면)

인용은 효와 열의 갈등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은 ｢부장양문록｣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진 장원흥을 위해 수절하겠다는 부월혜를 모친이 만류하는 대목이다. 이 작품에서
열은 부계의 여동생 부월혜를 통해 부각된다. 모친은 불필요한 수절로 부월혜가 평생 외
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려하며 마음을 돌리기를 간곡히 설득하고 있다. ‘금
석 심장’이라고 표현된 부월혜의 의지는 부모에 대한 효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심지어
부월혜는 자신의 뜻을 용납하지 않는 부모 앞에서 자결을 시도하기에 이르는데, 이 역시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조금이라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효의 정신에 절대적으로 어
긋난다.28)

는 ｢하진양문록｣에서 하백화의 정혼자인 양소저가 생사를 알 수 없는 하백

화를 기다리며 거짓으로 3년 동안 폐인 행세를 하다가 하백화를 만남으로써 비밀을 밝
히는 대목이다. 양소저는 ‘부모의 사랑’과 ‘여자의 정절’, 곧 효와 열의 대립에서 후자를
단연 우위에 놓고 있다. 양소저는 부모의 혼인 강요로 3년 동안 말을 잃고 정신이 혼미
한 사람인 양 가장하고 있었는데, 부모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
는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여성에게 열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충·열 갈등은 ｢부장양문록｣과 ｢하진양문록｣에 나타난데 여기서는 갈등의 양상이 보다
본격적인 후자의 경우를 살피기로 한다. 충과 열의 갈등은 하옥윤이 천자에게 자신이 여
자임을 밝힌 후부터 시작된다. 하옥윤이 천자에게 표를 올려 사실을 밝히자 동석했던 진
세백은 천자에게 하옥윤과의 혼인을 청한다. 그러나 천자는 진세백의 청을 거듭 물리친
28) 부공자 역시 누이동생인 월혜의 행동을 효에 어긋난 것으로, 또 비현실적인 것으로 묘사하며 월
혜를 훈계하고 있다. “네 쳔품이 괴망 쥴 아란지 오거니와 작일 거조난 막블하연이라 신톄발
부난 슈디부뫼라 엇지 슈디월과 경이지화를 직희여 부모면젼의 발검문코져여 부모의 놀나시
미 능히 자리 졍치 못며 십이의 츈광의 홍안박명을 구취녀 보기실흔 거동으로 부모형졔의
 살오뇨 사와 길흉이 관슈니 소는 후 마을 널녀 부모겨 종효라”(｢부장양문록｣,
권1 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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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이 번연 졍 왈 진경이 외람다 경은 공쥬로 뇌졍엿거 엇지 다시 녯 언약을 일컷나뇨
경등이 비록 무고 의 졍혼여시나 인 밧고여 하가 상멸 집이오 쥭은 람으로 이졔
녯일이 되여거 허물며 황녀로 님의 졍혼여거 고로 부 냥쳬 업지라 경이 홀노 션왕
의 법을 곳쳐 마음로 못 거시오 딤이 한 경을 하희지의게 양치 못리니 경이 비록 졍
이 잇시나 화촉지녜 치 아냐시니 옥은 하가 규슈오 공물이라 경이 엇지 감히 그 을
탐여 짐의 압셔 혼닌을 쳥나뇨 가장 범남도다(｢하진양문록｣, 권14 18면)

거의 모든 여성영웅소설에서 천자가 여성영웅과 정혼자의 결연을 주선하고 축복해주
는 양상과는 판이하다. 천자가 혼인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진세백이 이미 공주와 정혼하
였다는 사실이 그나마 명분이 될 만한데, 이 또한 ｢김상서전｣, ｢정수경전｣, ｢이대봉전｣
등의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이 부마로 간택 받은 후 주인공 남녀가 혼인에 이르며, 여성
영웅을 첫째 부인으로, 공주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들인다는 점에서 과도한 설정이다. 천
자는 하옥윤의 부친인 하희지에게 진세백을 사위로 양보할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가 하면, ‘외람’, ‘범람’ 등의 말을 사용하여 진세백을 비난하는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천자가 재옥이 ‘공물’이며 진세백은 색을 탐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이르면 천
자의 진의가 의심스러워진다. 공물이란 곧 천자의 것이며 자신 또한 하옥윤의 색을 탐한
다는 말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천자와 진세백은 하옥윤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형국이 되었으며, 진세백과
천자는 신하가 충성을 바치는 수직적 군신 관계에서 연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된다. 결국 진세백은 군신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난신이라는 비난을 당하고,
군신의 의를 모른다는 죄목으로 하옥된다.29) 하옥윤의 태도는 진세백만큼 극단적인 결
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천자와 대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진세백의 청을
천자가 거듭 거절할 때까지만 해도 평정을 유지하던 하옥윤은 천자가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 관계를 의심하자 앵혈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발명하고 군신으로 고락을 함께 하
29) 진세백은 이전부터 혹여 천자가 하옥윤과의 혼인을 반대하면 결코 순종하지 않겠다고 다음과 같
이 호언한 바 있다. “진이 닉노 왈 님군니 막으실니 업고 만일 허치 아니신작 이 위셰로
신하 압졔미니  쥭은들 엇지 위셰의 굴며 부귀의 동리오 군상이 신하의 인륜을 어즈러
이 실진 셰코 불의의 슌죵치 아니리라 엇지 구구히 명니의 굴리오”(｢하진양문록｣, 권12
25면) 한편 이 대목은 구운몽 과의 친연성이 발견된다. 구운몽 의 양소유는 정경패와 정혼한
상태에서 난양 공주의 퉁소 소리에 화답한 것을 인연으로 부마로 간택된다. 그러자 양소유는 부
마 간택을 거두어달라는 상소를 올리고 이는 결국 천자의 분노를 사 양소유는 하옥되기에 이른
다. 남자 주인공이 첫 정혼 상대와의 혼인을 고집하며 국혼을 거부하고 하옥된다는 설정은 하진
양문록 과 구운몽 이 동일하다. 즉 하진양문록 에서 국혼을 둘러싼 갈등은 소설 속 모티프의
사적 유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단편 여성영웅소설이 아닌 구운몽 에서 비롯하는 가문 소설의
영향 하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구운몽｣과 영웅소설의 동이(同異)를 개괄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강상순, 앞의 글, 24~28에서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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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천자의 권유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다.
하공은 홍한 도량과 관일지츙으로 록록한 녀의 졀도를 바리고 짐으로 더부러 텬하를 다
려 군이 녀쥬의게 함을 효칙야 부귀고락을 일쳬코나니 경의 엇더하뇨 셩인도 경권을
쓰지라 이뉸은 현이로 하사비군이며 하사비민이리오 치역진역진야 맛참 은을 셤겨
츙량현니 되고 관즁은 텬하영결이로 쳐음은 쥬를 셤기다가 나종은 소을 셤겨 오의 읏
듬이 되얏나니 츙졀은 일체라 경이 두 람을 엇더타 나뇨(｢하진양문록｣, 권14 28~29면)
이륜은 남오 시셰 고금이 다를  아니라 걸은 망국지죄오 탕은 셩인니시라 셩탕지치 츈
츄젹의 할 어니와 녀난 실졀밧근 경권이 업난지라 녀자 두 셩을 셤기고 장차 어 에 셔
리잇고 졀을 일흔즉 금슈와 일쳬라 다시 무어슬 의논리오 폐하 사를 조림 만방을 무
휼시고 공도를 잡으사 복분에 원니 업슬진 셩쥬지덕이라 이졔 폐하 셰으로 젼을 바리
라 시고 부귀만젼시니 이난 로써 신을 바리게 하시며 신으로써 셰을 바리고 부귀를
탐라 시니 이 신하로써 두 님군을 셤기게 시니 츙과 졀의 어지로온 즁 인윤니 문허지
고 례의 상오니 장 무어스로 치국평텬를 오릿가(｢하진양문록｣, 권14 30면)

은 천자의 물음이고

는 하옥윤의 대답이다. 천자는 이윤과 관중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주군을 바꾸어 섬긴 것처럼 하옥윤도 지난 언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다. 이 비유에 따를 것 같으면 전 군주를 섬기는 것은 진세백과의 혼인에 해당한다. 그
렇다면 새로운 군주를 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문면의 의미대로라면 조정에서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하옥윤이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총재로서
내명부에 속하여 천자를 보좌한다는 것은 천자의 여인이 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천자와 진세백의 대립은 하옥윤이라는 여성을 사이에 둔 남성 간의 대립으로 읽히
기도 하며,30) 이런 맥락에서 충과 열은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 비록 천자는 충과 절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세백이나 하옥윤, 특히나 하옥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에서 하옥윤은 천자가 예로 든 이윤과 자신은 성별과 시대가 다르며 섬긴 군주의
성격도 매우 달랐다고 말한다. 이윤이 처음 섬겼던 걸은 폭군인데 반해 후에 섬겼던 탕
은 성군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자신이 이윤과 같이 행동한다면 자신은 대절을 잃
은 것으로 여자로서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곧 하옥윤이 진세백과의 정혼을 저
버리고 천자를 보좌하는 것을 자신의 열을 훼손하는 일로 여김을 보여준다. 하옥윤이 처
한 상황에서 충과 열은 하나가 아니며 열을 더욱 중요하게 여김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하옥윤이 천자의 욕망을 포장한 충보다는 열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점, 그래서 천자보다
진세백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경등 양인니 동심합의야 언어로 짐을 회방”하고 있다
는 천자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30) 서대석, ｢河陳兩門錄｣, 김진세 편, 한국고전소설작품론 , 집문당, 1990, 1002~10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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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의 또다른 이름은 신(信)이다. 남녀가 한 번 맺은 인연을 종내 고수하는 것이 곧 신
의이기도 해서이지만 열은 애초에 여성의 도덕률이기에 이와 흡사한 남성의 도덕은 여
성영웅소설에서 신으로 표현된다. 이 경우 이념의 충돌은 효와 신 사이에서도 감지된다.
공이 문왈 쳔쥬야 무릇 람이 효와 신니 어 거시 즁뇨 (…) 쇼인들 숙불변이 아니언
니 엇지 의 경즁을 모르리잇고 녀 비록 경다 나 삼강의 드러시니 부부유별인들 바히
허슈리잇고 그러나 부유친은 텬지간 륜이라 엇지 비교며 의논 리잇고 시별을 맛
기의 잇나니 비록 부부 붕우간이나 맛당이 의 의로 갑고 신은 신으로 갑흘지니 엇지 일졀노
의논리잇고 도시 그 일 만나기의 잇나이다(｢하진양문록｣, 권16 14면)

하공은 진세백이 하옥윤에게 집착하여 공주와의 혼인도 거부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을 우려하여 설득하다가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바, 이는 진세백의 내면에서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진세백은 어느 한쪽을 절대적인 우위에 두
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다. 때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가 다르다는 대답이지만 부모가 구몰하고 지금은 하옥윤의 자취를 맹목적으로 좇는 진
세백을 생각한다면 효에 비중을 둔 대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훗날 하옥윤과 재회한
자리에서 죽음까지 각오한 하옥윤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며 “ 쥭을지언졍 영결노 상친
들 무삼 멸륜상지 되리요”(｢하진양문록｣, 권19 28~29면)라고 말한 데서도 진세백
에게 효의 가치는 하옥윤과의 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공
역시 진세백의 대답을 듣고 “이는 부모를 경히 여겨 효를 버리고 한낱 여자를 위하여
신을 더욱 중히 여기”(｢하진양문록｣, 권16 15면)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에서 효와 열의 대립, 혹은 충과 열의 대립은 모두 열의
승리로 끝난다. 여성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수절을 고수하여 결국 정혼자와 결연하기 때
문이다. 또 ｢하진양문록｣에서 천자의 하옥윤에 대한 탐심에도 불구하고 하옥윤과 진세백
은 결국 혼인에 이르며, ｢부장양문록｣의 부월혜는 귄위적 왕권으로도 해석되는 가혹한
고문을 견디고 결국 장원흥과 재결합한다. 이는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국가 권력과 가문
의 대립에서 가문의 도덕적 우위이자 간접적인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장양
문록｣에서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 장부와 부부 인물들의 간곡한 청으로 위왕이 복작되
는 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부장양문록｣, 권5 33b) 이 갈등은 극단적인 지점으로
가지 않고 적절히 봉합된다. 그러나 국가 권력과 가문의 대립에서 가문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여 승리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 지점에서 장편여성영웅소설인 두 작품이
가문소설의 영향 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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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원적 대립의 수용과 해체
앞서 여성영웅소설이 충효열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충효열은 이
원적 질서를 내재하고 있는데, 임금-신하, 부모-자식, 남편-아내로 이루어진 이념의 담
지자들 간에 수직적이지만 호혜적(互惠的)이지 않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도 유교적 이념은 남녀(男女), 상하(上下), 화이(華夷), 장유(長幼) 등의 차이에 대해 엄
격한 사회적 위계를 부여하는데, 영웅소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원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 역시 이러한 이원적 대립 질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외적 질서를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거나 추수하고 있다고 여
겨지는데, 화이의 대립에 기반한 여성영웅과 오랑캐의 대결 장면에서 이런 점이 드러난
다. 전장에서의 여성영웅은 적이 단지 오랑캐라는 이유만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붓는데 이는 요조숙녀로서의 모습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모로, 여
성영웅소설이 오랑캐에 대한 소설적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결과이다. 따라
서 여성영웅은 오랑캐에 대한 폭력의 주체가 된다. 흔히 가부장제 하의 여성은 남성 폭
력의 피해자로 인식되고,

금오신화

소재의 작품들과 ｢최척전｣을 비롯한 전기소설에서

는 특히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여성은 이러한 현실과는 반대의 길을 간다.
차시예 소졔 평의 익인바 니도 츔츄어 젹병 즁의 나라드니 검광이 비여 도젹의 머리
튜풍낙엽이라 슈 군졸을 일슌의 즛치고 젹마을 아사 타고 오히려 분니 족지 못고 댱 긔
운을 것잡지 못여 진을 바라고 닷더니(｢부장양문록｣, 권1 8a)

｢부장양문록｣에서 흉노에 쫓긴 장벽계의 부모가 강에 몸을 던지려 하자 장벽계가 분
노하여 칼을 잡고 적병을 물리치는 대목이다. 장벽계는 12세의 어린 나이지만 여공을
폐하고 천문서와 병서·육도삼략을 숙독하였으며, 스스로 검무를 만들어 익히는 등 이미
무예에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다. ‘평생(平生)의 익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수련
을 가리킨다. 장벽계의 분노는 물론 위기에 처한 부모를 구하려는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
며 정의감이기도 하지만 매우 폭력적인 면모를 보인다. 장벽계는 수백의 군졸을 일시에
쫓고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솟는 기운을 걷잡지 못하여 적진을 향해 달려간다. 먼저 몸
을 피한 부모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상대 진영으로 돌진하는 모습에
서 상당한 폭력성을 읽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장벽계가 적진으로 들어가 적장 홍일대의
머리를 베어 마상에서 춤을 추었다거나 적을 씨 없이 죽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계속 이
어진다.31)
이러한 여성의 폭력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전의 장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게 나
31) ｢부장양문록｣, 권1 13b-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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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어떠한 반성적 사고도 찾기 어렵다. 상대가 오랑캐나 반역자라는 이유로 무자비
한 살상은 정당화되며, 심지어 남성보다도 더 뛰어난 지략과 용력을 지녔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많은 살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대목은 비록 영웅소설의 장르 관습에서 기인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비판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32) 직간접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 가운데 전장에서의 살상에 대해 비판적 자의식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작품
으로는 ｢하진양문록｣이 있다.
신비젼을 혀 뉴화 향여 쏘니 양미간니 마 뒤로 쳐 나가니 (…) 하휘 앙텬 탄왈
젹이 심복환이러니 이제 쇼여시니  본 일 녀로 누만녕을 쥴 알니오 니
 길죄 아니니 젹악이 되지 아니리오 고 탄고(｢하진양문록｣, 권11 26면)
션시의 진녀군니 검각의셔 오왕을 니별고 님하의 슘엇다가 양지니 상투여 교젼믈 보
고 이의 션슐노 광풍우 지어 젹션을 업질너 파니 숑병이 승셰여 월강므로 이의 장
탄왈  몸이 일녀로 젼후 녕을 살미 만의 넘으리니  신상의 덕이 되지 못리로
다(｢하진양문록｣, 권29 16~17면)

은 하옥윤이 남장을 하고 대원수로 출전했던 시절 호군(胡軍)의 술사(術士) 유화를
죽이는 대목이고,

는 혼인한 후 출전한 진세백을 도와 적선(敵船)을 전복시키는 대목

이다. 하옥윤은 많은 인명을 살생한 일을 자책하고 이를 불길하게 여기지만 이후의 전개
에서 그 대가를 치르거나, 전장의 일을 참회하는 대목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에도 이 대목은 잔인한 방식의 살해나 대규모 살상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대목으로서 의의를 지닌다.33) 하옥윤이 자신을 거듭 “여자”로 지칭하는 것은 남
자라면 그래도 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적에 대한 무조건적인 폭력에 대해 비판적 자의
식이 여성의 입장에서 투영된 것으로 이해된다.34)
32) 여성의 공격성은 가부장적 가치 체계에서는 흔히 신경증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실비
아 월비, 앞의 책, 171면), 여성이 전쟁영웅으로 활약하면서 보이는 폭력성이 이러한 점과 관련이
있는지는 보다 자세히 살펴야 하겠으나, ｢부장양문록｣의 장벽계는 전장을 떠나서도 폭력적인 면
모를 종종 보이는 만큼 장벽계의 폭력은 가부장적 억압에 의한 신경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
33) 가령 부장양문록 에는 장원흥이 전장에서의 일을 회고하여 들려주는 대목이 다음과 같이 있다.
“도 형졔로 한담여 외예 츌젼던 셜화를 비히 볘프니 간간이 단순호치 비초여 화 우
음이 좌우를 동고 유슈갓 말이 도도하여 공옥을 바 듯니 만좌 졍신을 일코”(｢부장양
문록｣, 권5 35a) 여기서 원흥의 이야기는 이른바 무용담에 가까운 것이며, 원흥의 아름다운 태도
에 의해 미화된다. 전쟁과 살육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오히려 미화하는 태도가 흔한 것에 비하면
｢하진양문록｣이 보여주는 반성적 사고는 유의할 만한다.
34) ｢정비전｣에서 정비의 아버지가 교지국 왕의 딸과 재혼하여 쌍둥이 아들을 낳는 에피소드는 화이
의 이원적 대립에서 조금 벗어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정비전｣, 594~596면) 그러나 가령 옥
루몽 에서 일지연이 강남홍과 자매와 같은 애정을 나누고 결국 양창곡의 후처가 된다는 설정이
보여주는바 화이의 이원적 대립이 와해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목은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찾아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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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민의 삶에 대한 연민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단편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차별점에도 불구하고 남성
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하층민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다. 남성영웅소설은 그 문체
나 상상력, 어조 등을 통해 볼 때 양반이 지은 것으로도, 양반의 정서나 세계관을 담고
있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데,35) 여성영웅소설 역시 그 통속적인 면모를 공유하고 있다.
하층민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삶에 떨어질 위기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 상층의 삶을 동경하고 신분 상승을 욕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 또한 상하 신분의 이분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부분적이지만 여성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데, 이는 신분 질서보다는 여성 간의 공감과 유대에 중점을 둔 시
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쳡은 션 유한의 쳐 졍씨러니 지아비 비록 션나 명거죡이오 쳡도  부지녜라 유가의
드러간 지 십년에 쟈녀를 만히 두고 년을 로코자 옴 거슬 왕셰츙이 권셰를 미더 쳥텬
일지하에 겁탈야 가오니 쳡이 죽고자 오 아비의게  밋츨가 져허야 그 집에 나아가
필경 을 결코자 옵더니 금일 로야를 만낫오니 바라옵건 급 을 구졔옵소셔
어새 이 말을 듯고 대로야 국구 가졍 십여인을 다잡아 옥즁의 가두라 고 졍씨를 부즁으
로 다려와 각별 위로고 명일에 어 궐하에 나아가 주왈 (…) 복원 폐하 왕셰츙의 죄를 
키와 일국의 인윤을 온젼케 옵소셔(｢이학사전｣, 202~203면)

인용은 ｢이학사전｣에서 국구(國舅) 왕세충에게 겁탈당한 정씨가 이현경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다. 이현경은 정씨의 말을 듣고 국구의 가정(家丁)들을 하옥시키고 천자
에게 왕세충의 처벌을 요구함으로써 부당한 폭력에 분노하고 권력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천자는 이현경의 말을 듣고 왕세충을 삭직하고 정씨 부부에게 후한
상을 내리며, 이현경을 ‘직신’(直臣)으로 일컫는데, 이는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한 영웅소
설 일반에서 주인공이 천자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는 계기가 주로 정적이자 원수인 간신
에 대한 비판이나 처단이라는 사실과 구분된다. 간신에 대한 비판 또한 임금에 대한 충
성을 부각하는 행위로서 군신(君臣) 간의 상하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학사전｣에서의 이현경의 행위는 천자와의 직접적인 대립은 아니지만 왕족과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군신의 상하 질서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하는 성격을 지니며, 특히
사실상 여성 간의 수평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관습에서 예외적
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교란하고 나아가 해체를 시도하는 이원적 대립은 무엇보다 남녀 관계
이다. 여성이 사적 공간을 벗어나 공적인 영역에서 활약한다는 설정 자체가 남녀의 전통
35) 박희병, 앞의 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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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성역할을 교란하고 있거니와 특히 혼인을 거부하고 동성애적 관계를 유지하는 대
목은 남녀 성별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종종 동성 결혼 모티프가 등장한다. 여성영웅이 다른 여성과 정혼하
는 수준에서부터 실제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수준까지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장
한 여성영웅이 다른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은 종종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
영웅은 학문과 병법에 뛰어난 아름다운 젊은이로 형상화되기 때문에 딸을 가진 부모들
의 적극적인 구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이 조력자의 딸과 정혼하지만 정혼
한 여성이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이대봉전｣과 같은 작품에서의 동성 결혼 모티프는 사
소하고 관용적인 수준에서 삽입된 것으로 심각한 전개로 연결되지 않으며, 당연히 동성
애적 관계로 보기 어렵다. ｢이학사전｣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남자주인공 장연이 거느
린 창기 운영이 이현경에게 반해 모시기를 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운영은 본래 장연을
사모하였으나 술자리에서 이현경을 보고는 장연의 아름다움으로도 미치지 못할 경지라
여기고 교태를 부리며 “원앙금 비침에 년을”(｢이학사전｣, 204면) 모시기를 청한다.
이현경은 물론 이를 거절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정혼이나 결혼에 의한 관계도 아니지만
여성이 여성에게 사랑을 느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성애적 함의를 내포한다.
동성 결혼 모티프가 사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며 동성 결혼의 상대인 여성 또한 복
합적이고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작품으로는 ｢방한림전｣과 ｢부장양문록｣을 들 수 있다.
특히 두 작품에서의 동성 결혼은 모두 아내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상대가 여성임을 미
리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여성간의 결혼과 동
거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방한림전｣에서는 동성 결혼이 작품 전체의 성격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모티프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각도의 조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의 결
혼을 작품 문면에서 표현하고 있는바 ‘지기’(知己)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과 동성애적 결
합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다.36) 이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두 사람
의 관계는 동성애적 관계로 볼 여지가 다분하며 따라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방한림전｣의 동성 결혼은 작품의 끝까지 유지됨으로써 완벽한 동성
결혼의 양상이 띠기 때문이다.
｢부장양문록｣의 동성 결합 역시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난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윤선강은 부계와 혼인하기 전까지 형제지
의를 맺고 지내지만, 각각 남복과 여복을 입고 지내는 모습은 ｢방한림전｣에서 남복과
여복을 차려입고 각각 남녀의 성역할을 하며 결혼 생활을 하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모습
36) 장시광, 앞의 글과 김하라, 앞의 글 등은 전자의 관점을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은 후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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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매우 흡사하다. 장벽계가 형제 되기를 제안하자 윤선강은 “금일노붓터 쇼졔 형의 그
림 되여 사을 형의 몸을 을지라 진퇴을 소졔 홀노 셰여 라도 한 집의 즐기
고 죽어도 동향 이 되러니다”37)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쥬야 상야 졍니
골육의 지나며”, “시도 창화며 박혁도 시혐”38)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 두 사람
이 모두 부계의 아내가 된 이후에도 윤선강은 부계보다는 장벽계를 추종하는 모습을 보
이며,39) 처음의 약속과 같이 “장후와 졍의 가지록 그림 몸 롬 갓여”40) 결국 장벽
계와 임종을 함께 하는 사람은 부계가 아닌 윤선강이 된다. 두 사람은 비록 일부다처의
혼인 제도 하에서 형식적으로 부계의 사랑을 나누어 가지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상은 부
계라는 가부장의 비호 아래 두 사람만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해 나간 셈이다. 다시 말
해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와 윤선강의 관계는 정실 부부인 장벽계와 부계의 사이에서
은밀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러 처첩 간의 화목한
관계는 가부장의 상상이자 소망으로, 남성의 축첩을 정당화하고 가문의 안정을 희구하는
가상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장벽계와 윤선강의 관계 역시 이런 혐의에서 완전히 자
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두 여성이 지향하는 목표가 남편인 부계의 사랑을 얻는 것에 있
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바 두 여성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 여부와는 별도로 이성애 중심
적이기보다는 동성애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모니크 위티그는 이성애 순종으로
유지되는 정치 체제를 '일직선의 사유'(The Straight

Mind)라고 말하며 비판하 바 있

는데,41) 이들 작품이 보여주는 동성애적 관계는 이러한 단선적 위계 구조를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성애의 거부는 종종 두 가지 선택지를 향하게 된다. 동성애와 금욕이 그것이다. ｢부
장양문록｣이나 ｢방한림전｣이 전자의 경우라면 ｢하진양문록｣은 후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부장양문록｣의 장벽계와 ｢방한림전｣의 방관주는 명백히 남성과의 혼인, 곧 제도
로서의 이성애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동성과의 결혼 생활을 선택하고 있다. ｢하진양문록｣
의 하옥윤은 혼인을 거부하면서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데, 그는 정혼자인 진세
백과의 성적인 접촉은 물론, 선계의 삶에 대한 지향을 통해 세속의 물질적이며 감각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금욕적인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 하옥윤은 진세백과의 혼인 후에도 잠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데, 이는 단순히 하옥윤의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넘
어서 혼인의 기본적인 속성으로서의 이성애적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
다.
37)
38)
39)
40)
41)

｢부장양문록｣, 권2
｢부장양문록｣, 권2
｢부장양문록｣, 권4
｢부장양문록｣, 권5
Monique Wittig,
pp.21~32.

24b.
25b.
49a.
68b.
The straight mind and other essays, Boston : Beacon Press, c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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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웅소설이 보여주는 동성애 모티프는 남녀의 성과 성역할을 구분하고 남성을 여
성의 우위에 두는 유교적 가치관에 철저히 위배되는 것이다. 이들의 혼인은 후손의 생산
을 목표로 하는 남녀의 결합을 위반하고 있며, 남편과 아내에게 차별적 역할과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생활의 모델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들 부부의 관계는 영혜빙과 윤선강
이 방관주와 장벽계를 보조하고 조력하는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지기(知己)로 일컬어
지는 우애와 상호 평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작품에서 남장을 벗은 여성
이 혼인을 통해 남녀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원적 질서 속으로 다시 편입되는 반면 이
들 작품은 남녀의 대립을 원천적으로 소거하는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성(性)과 젠더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
1) 여성의 신체와 순결에 대한 관심
남장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은닉하고, 사회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핵심적 요소인 의복이라는 기표를 통해 성별을 은닉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그 숨겨져
있음으로 인해 여성의 신체적 특성은 역설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남장여성을 소재로
한 많은 서사물에서 여성이 목욕을 하는 장면이나 상처를 입어 몸의 일부를 드러내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편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고려나 실감이 전무하다. 단편에
서의 남장은 관념적인 장치로 여겨지며 따라서 여성영웅에게서도 남장에서 비롯한 심리
적 변화나 의식을 거의 읽어내기 어렵다. 물론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도 전적으로 여성영
웅의 입장에 서서 남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장편
을 포함한 몇몇 작품에서는 남장의 비밀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여성의 심
리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다. 이는 작중 상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고려와 여성
이라는 존재를 물적인 존재로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한 번 확인하
자면 여기서의 여성의 신체란 남장 속에 숨겨진 여성의 신체이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는
여성임을-남성이 아님을 지각(知覺)하거나 확인하는 행위와 관련을 가진다. 여성영웅이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는 첫 번째 경우는 남성과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이다.
그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져 왈  만일 그 갓튼 아들 두엇슬진 금셕슈나 무한리로
다 탄기을 마지 아이거늘 소졔 그 은덕을 지극히 감나 임의 머무른지 일연이 지낫스
니 일즉 즙슈련미 업더니 금일 집슈을 당니 비록 부모갓튼 졍이나 엇지 심즁의 놀납지
이리오(｢김상서전｣, 권1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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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예 집수믈 경괴여 밧비 손을 치고 낫비치 다르거날 한님이 의혹여 그 마음 졍
결민가 더라 소졔의 충쳔지긔로 과연 남로 자쳐여 녀의 마음이 아조 업사되 남녀유
별의 자연 몸이 졀노 치이고 경괴여 방인의 의혹을 빗라게 니 여의 마음 가셕지 아니
리오(｢부장양문록｣, 권2 5a~5b)

은 ｢김상서전｣의 이참정이 남장한 장선빙에게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대목이다. 이
참정은 물에 빠진 장선빙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집에 기거하게 하였으며, 장선빙의 뛰
어난 재주를 사랑하여 사위로 삼고자 한다. 이참정은 76세의 노인으로 부모 같은 존재
이지만 장선빙은 처음 있는 신체 접촉에 내심 놀란다.42) 이는 평범한 장면이지만 단편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성 인물에 대한 탐색이자 심리에 대한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정혼자인 또래의 남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을 때의 당혹스러움은
더 빈번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는 ｢부장양문록｣의 한 대목으로, 남장을 하고 청계

산 태운사에서 글을 팔아 생활하던 장벽계의 글을 보고 절로 찾아간 부계는 평생의 우
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고, 장벽계는 이를 응낙한다. 이에 부계는 기쁜 마음에 손을 잡게
되고 놀란 장벽계는 그 손을 떨친다. 이런 반응에 대해 작자는 장벽계는 스스로를 여자
로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남녀유별이라는 도덕 때문에 저절로 몸이 반응하였다는 일종의
논평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남들의 의혹을 받게 됨을 가엾다고 말하고 있
다.43) 그러나 장벽계의 당혹감을 윤리의식이라는 틀에만 가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청춘
남녀의 신체 접촉은 늘 설레고 당황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장면은 주인공 남녀가
동성의 지기로서 오랜 사귐을 가지는 ｢하진양문록｣, ｢이학사전｣, ｢김상서전｣ 등의 작품
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여성영웅이 육체를 가진 사람임을, 여성이라는 육체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준다.
여성의 신체를 의식하게 되는 두 번째 경우는 남장여성이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때이다. 여성영웅의 외모는 남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
성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앞에서 언급하였는데, 달리 말하자
면 여성영웅은 남성의 외모를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존재이다. 수염이 나지 않는다는
42) 이 작품의 이본인 활자본 ｢김희경전｣에는 똑같이 이참정이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는 내용이
나오지만 장선빙의 반응은 “임의 일년이 지스되 참졍의 후미 한갈 갓트니 소졔 심즁의 감
격믈 이긔지 못여 다만 사례여”(光文書市本 ｢김희경전｣, 218면)와 같이 참정의 여전한 후
대에 대한 감격에 그친다. 따라서 활자본 ｢김희경전｣에 비해 ｢김상서전｣이 여성의 경험과 감정에
대해 훨씬 예민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지닌 이본임을 알 수 있다. 활자본 ｢김희경전｣은 ｢김상서전｣
에 비하여 거칠고 속화된 면을 지니고 있는바 ‘김희경전’의 다양한 이본 가운데 ｢김상서전｣ 계열
을 선행본으로 본 정준식, 앞의 글, 2007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43) 연민의 감정은 장벽계의 동생인 장원흥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여성인물에 대한 이러한 ‘연민’
혹은 ‘동정’이라는 감정은 이 작품의 독자 또는 작자를 여성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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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계속 남자로 행세하기 어렵다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소졔 이졔 이십 츈광이 계워스이 셰상을 소기미 오지 아닐지라 나희 만토녹 슈염이 읍스
면 남이 다 고히 여길 거시요 늙도록 취쳐을 아이시면 졔인이 다 의심리이(｢김상서전｣, 권2
66면)
쳡이 임이 그를 쳐음의 볼 과히 아라보아난니 이졔난 그와 한가지로 일을 지여도
죡히 쳐의 도를 일치 안이련이와 다만 군니 나히 만토록 슈염니 나지 안인즉 어 람니
모로리요 그 시졀을 당야 시러곰 읏지 릿가 할임이 츄연 희허왈 만 도여가물 바라난이
죡히 염여치 안이하나 (…) 승상니 웃던 미우를 긔고 흥미 연야 왈 부인은 들먹이지 말
나 시인니 날노쎠 환라할지언졍 궁곡히 의심치 안터이다(｢방한림전｣, 24면과 60면)

은 ｢김상서전｣에서 시비 영춘이 장선빙에게 여자임을 밝힐 것을 설득하는 대목이다.
여성영웅이 여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설득의 논리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신체
의 특성으로 인해 자연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속한다. 영
춘은 가장 가시적인 성징인 수염이 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나아가 취처하지 않는 것
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우려했다.44)
의 ｢방한림전｣에서는 이런 우려가 당사자의 입을 통해 보다 긴장감 있게 드러나 있
다.

의 ‘첩’은 방관주의 아내가 되고자 할 때의 영혜빙으로, 영혜빙은 일생을 방관주와

함께 하고자 하나 훗날 방관주가 수염이 나지 않아 정체가 밝혀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방관주는 일이 되어가는 대로 두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이는 속수무
책인 일이었을 것이다. 다만 영혜빙과 혼인한다면 취처하지 않는 혐의는 사라진다. 인용
의 뒷 부분은 영혜빙이 방관주가 스스로를 남자로 여기는 듯한 태도에 대해 “의 당치
안인  그게 홀노 당  잇스리요 맛참 져리 쾌 쳬 시난요”(｢방한림전｣, 59
면)라는 말로 일침을 놓은 데 대한 방관주의 반응이다. 방관주의 말이 뜻하는 바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남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환자라 할지언
정”이라는 말에서 사람들의 의심과 무성한 논의를 완전히 피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방한림전｣에서는 끝까지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던 방관주의 현실적인
고민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경계를 읽을 수 있다. 이는 처음 던졌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장을 한 채 들키기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남장을 하고 살아가는
여성은 어떤 고민과 걱정을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작자의 대답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서
44) 이는 ｢이학사전｣에서 이연경이 누이에게 여자임을 밝히도록 설득하는 네 가지 근거 중의 둘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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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는 신중한 고려와 안배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것이
｢방한림전｣이 흥미 위주의 통속성을 넘어 등장인물에 대한 진지한 사유와 고민이 담긴
작품임을 시사하는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여성의 신체가 드러나는 세 번째 경우는 앵혈과 관련이 있다. 앵혈은 순결의 상징인
동시에 여성 신체, 나아가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환유로, 다수의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화
소이다. 여성영웅은 남성들 사이에서 활약하는 존재이므로 여성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여
성성과 처녀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개연성이 높
다. 앞에서 다루어온 신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작품, 곧 ｢김상서전｣, ｢방한림전｣,
｢부장양문록｣ 등에는 앵혈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는 이 작품들이 여성영웅소설의 주인
공을 보다 진지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쇼연의 숀을 쥬무르고져 여 나삼을 거드치고 보니 셜 갓튼 비상의 일졈 혈이 완
연이 쳣스니 노옹이 놀나 숀을 녹코 이윽히 안더니(｢김상서전｣, 권1 43면)
쥭기의 일으러 맛참 폐을 긔망치 못와 신상을 고압고  신니 규즁녀로 몸을
현현히 가져 예법을 흣터난지라 감히 비상 쥬표로쎠 뵈압고 긔망 을 쳥나이다 언파의 광
슈를 밀고 옥비의 쥬표을 여 어람시기를 바랄(｢방한림전｣, 67면)

은 ｢김상서전｣에서 남장을 하고 북해 적거지로 부친을 찾아갔던 장선빙이 부친의
기세를 알고 충격으로 쓰러지자 탕약으로 이를 구원한 노인이 장선빙의 앵혈을 발견하
는 대목이다. 부친 장상서로부터 외동딸만 두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노인은 앵
혈을 보고 장선빙이 장상서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례와 영구 운반을 적극적으
로 도와주게 된다.

는 ｢방한림전｣의 방관주가 천자에게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면서 앵

혈을 내어 보이는 대목이다. 방관주가 천자에게 주표를 보인 것은 천자가 “경의 절행은
주표 아니 보나 어찌 모르리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자신이 남성들과 섞여 지내면서도
정절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동시에 방관주가 여자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놀라 영혜빙의 손목을 살펴 앵혈을 확인하는 대목도 나오
는데, 이는 영혜빙의 부모가 방관주가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평범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연 여성
영웅이 성적 순결을 지켰을 것인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을 작품의 수용이라는 맥락에
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곧 비록 여성영웅이 남성들과 어울려 지내더라도 성적인 관
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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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음을 소설 내에서 이미 직접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진양문록｣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경이 한갓 신의 빙거니와 아나니 군즁의셔 먼져 로미 잇도다 경이 엇지 하경이 슈졀
 쥴 미리 알고 이갓치 쥭기 쳥나뇨 경의 냥인니 한 장막 쇽의 격년 동거여 유졍 남
녜 그져 잇기 쉬오리오 응당 뉵녜 젼 니셩지합이 잇시리니 엇지 군 슉녀의 도리리오 암밀
고 음난여 셩지치 흐리미니 명교의 죄인 되기 엇지 면리오(｢하진양문록｣, 권14 22
면)

인용은 하옥윤이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진세백이 두 사람의 혼인을 청하는
중에

천자가 한 말이다. 천자는 진세백이 이미 공주와 정혼하였으므로 양처(兩妻)를 둘

수 없고, 하재옥은 천하의 공물이라며 두 사람의 혼인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진세백이
혼인을 고집하며 죽음을 당해도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자 천자는 크게 노하여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힐난한다. 여기서 “군중(軍中)의 사사로움”, “육례(六禮) 전
이성지합(二姓之合)”은 두 사람의 동침을 의미하며, 특히 “아나니”라는 단어는 ‘그것은
뻔한 일’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순결을 의심받은 소설 속 여성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
증하는 방식은 자결을 하거나 앵혈을 드러냄으로써이다. 하옥윤은 후자를 택한다.
신이 어려셔 신의 아비 은바 혈이 그져 잇거니와 어젼의셔 다시 어 본심을 밝혀지이다
(…) 신의 념치 면목을 드지 못리니 오직 혈을 쥬쇼셔 상이 말고져 나 하왕이 년여 쳥
니 상이 마지 못여 근시로 혈 가져나오니 진양왕이 옥비 거드치 도 일졈이 비상
불거  쥬필의 혈을 뭇쳐 그 엽  으니 셜 갓튼 비상의 단 두 졈이 찬란지
라 옥긔의 쳥슈 취여 씨스 홍윤니 졈졈 찰난지라 젼상젼 막불경복고 상이 크게 긔
특이 넉이(｢하진양문록｣, 권14 25~26면)

하옥윤은 여전히 남아 있는 앵혈을 보여줌은 물론 또 한 번 앵혈을 찍어 자신의 결백
을 증명하고자 한다.45) 천자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앵혈을 찍는 행위는 주인공
하옥윤은 물론 독자들이 가진 여성의 순결에 대한 강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
장면 외에도 하옥윤의 앵혈은 진세백이 하옥윤이 여자임을 확인할 때, 그리고 혼인 후
황후가 진세백과 하옥윤이 합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 등장한다. 진세백과 관계를 가
진 교주의 손목에서는 ‘사라진 앵혈’을 확인하는 대목도 볼 수 있다. ｢부장양문록｣에서
45) ｢이씨세대록｣, ｢임씨삼대록｣, ｢옥난기연｣ 등의 작품에는 사라진 앵혈을 거짓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바 앵혈을 다시 한 번 찍는 장면은 순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될 수 있다. 고전 장편소설
에서의 앵혈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에 대한 내용은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에 자세하다. 한편 통속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받는 활자본 ｢하진양문록｣에서는 한 방울의 앵혈을 더 떨어뜨린 후 칼로 자신의 살을 도려내
어 앵혈이 살 속에 묻히고 뼈에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강박적 행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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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벽계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부계가 그 앵혈을 확인함으로써 장벽계가 여자임을
알게 된다. 또 다른 여성 등장인물인 부월혜는 귀녕(歸寧)했다가 모친에 의해 장원흥과
합방하지 않았음을 들키는 장면에서, 또 윤선강은 남장을 하고 가출하였을 때 부계가 병
인(病人)으로 생각하고 진맥하려다가 앵혈이 드러나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작품들에서 앵혈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심지어 ｢김상서전｣
의 장선빙의 경우는 다른 경우에 비해 앵혈 노출의 필연성이나 극적인 효과가 적어 보
인다. 그럼에도 매우 분명한 것은 앵혈은 결국 여성의 성적 순결을 의미하는 표지라는
동어반복적인 사실이다. 즉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앵혈은 기본적으로 여
성이 남성과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시한다. 이는 이 작품들이 여성의 신체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과 상통하는바 이 작품들이 여성의 성적인 순결을
손상할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작품의 작자 및 특히 독자층
의 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김상서전｣과 ｢방한림전｣,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 ｢이
학사전｣이 성별로 따지면 여성작자 또는 여성독자, 계층으로 치자면 상류층과 관련이 있
는 작품임을 추정케 한다. 또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 ｢김상서전｣이 분량 상으로
장편에 해당하며 ｢방한림전｣과 ｢이학사전｣ 또한 장편에의 지향을 가진 작품임으로 고려
할 때 장편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과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그런
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여성의 순결에 대한 관심은 역설적으로 성적인 긴장감과 흥미
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상셰 의 무루녹지라 시랑의 옥슈 잡고 졉면교시여 셰요 후리쳐 안고 넉살 일허더니
이윽고 쇼왈 쇼뎨 열인을 만히 여시 형갓튼 니 보지 못여시니 하날이 진셰을 뮈이
넉이시고 조화옹 헌여 그 남 되어 쇽졀업시 셰의  도다 시랑이 져의 쥬흥니
광믈 괴로이 넉이나 강잉쇼왈 형이 밋쳐나냐 쇼졔 어린 아희 아니녀날 양 이러틋 괴로이
구뇨(｢하진양문록｣, 권9 18면)

인용에서 상서는 진세백이고 시랑은 남장한 상태의 하옥윤이다. 두 사람은 지기(知己)
로 지내면서 진세백의 호활방탕한 성격으로 인해 친밀한 신체접촉을 자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진세백에게는 거리낌없는 것이지만 하옥윤에게는 당혹감을 주는 것이며
나아가 독자에게는 아슬아슬한 쾌감을 주는 것이다.46) 그런데 두 사람은 혼인 전이므로
만약 남녀 사이로 만났다면 하옥윤이 이러한 행동을 용납했을 리 만무하다. 하옥윤은 진
세백이 교주의 모함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진세백을 만나는 일조차 꺼
렸을 정도로 결벽한 면모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47) 그러나 진세백이 하옥윤을 여자
46) 이러한 장면이 독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은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에서 지적하였다.
47) 그러나 진세백의 경우는 지금의 관계보다 더 조심스러웠으리라는 점을 장담하기 어렵다. 진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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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세백과의 접촉을 부득이하게 ‘웃으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 남장을 통해 혼전의 만남과 신체 접촉이 가능해지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이다. 더군
다나 남성이 여성영웅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가슴을 헤쳐 보고, 소매를 끌어올리는 등의
매우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금기는 한껏 위반된다. 앵혈을 보이기 위해 하얀 팔목을 드
러내는 여성의 모습은 관능적인 함의 또한 분명 띠고 있다. 다시 말해 남장은 불가능한
남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역설적 장치이며 ‘남녀지기’라는 이상적 관계는 그 이면에
서 남녀 사이의 성적 긴장감을 높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농밀하게 하는 기능을 한
다. 단편에서는 주로 생략되어 있는 남장 상태에서의 남녀 교류라는 모티프는 지기와 같
은 배우자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동시에 성적인 분위기를 고조하며 훗날 두 사람의 첫날
밤을 예고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순결은 더욱 가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정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부한님이 일일은 장후로 학의 번 드러다가 밤을 지 댱후 을 그르지 아니고 금이
의 쓰러져 잠드럿거날 부한님이 옷슬 벗고 누으며 댱후를 올 자원아 엇지 의를 그라지
앗뇨 잠결의 놀나 이러안지며 숙시양구의 왈 소졔 본 옷을 벗고 는 셩품이 아니니 변
요히 구지 말나 금침을 밀치고 먼니 누으니 그 괴망믈 탄여 갓이 가지 못나 그 얼골을
대여 공연 졍이 암 솟듯 차마 지 못 자탄 왈 자원이 엇지 내 마암과 다르고 달나
이 져혀 윤씨의 연괴라(｢부장양문록｣, 권2 39a)

｢부장양문록｣의 남자주인공인 부계의 성격은 상당히 활달한 것으로 그려지는바 그는
벗 사귐에 있어서도 스스럼이 없고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부계와 장벽계 사이의 아슬아
슬한 장면을 연출시키는 계기가 된다. 부계와 완전한 동성의 벗으로 지내는 장벽계는 그
와 숙직을 함께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청
하는 장벽계를 의아히 여기는 부계에게 장벽계는 괴상한 이유를 대며 냉담하게 대한다.
같은 방에서 옷을 벗고 누우며 장벽계에게 왜 옷을 벗지 않느냐고 하는 두 사람의 대화
는 자못 남녀의 합방을 연상시키며 긴장감과 성적 흥미를 자아낸다. 독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도 남성과 남성의 관계로도 체험하면서 이중의 흥미를 맛
본다.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상황이 장벽계가 부계를 거부하며 스스로 남성으로 살아가
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작품의 여성영웅에 비해 가
장 결벽하고 남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인물인 장벽계나, 이현경, 하옥윤 등이 가장
강도 높은 성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가져온 역

이 하옥윤을 강하게 겁박한 경우만도 진중에서 처음 하옥윤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와 선계로
떠났다가 진세백의 병간호를 위해 하옥윤이 돌아왔을 때의 두 차례나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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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라 하겠다.48)

2) 전생담의 보수성과 전복성
젠더(gender)는 사회문화적 성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성 성과 흔히 여
성성 혹은 남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속성을 분리하는 개념이다. 이때의 여성성 또는 남
성성이란 정서, 문화, 언어, 역사, 섹슈얼리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종종 여성성과 남
성성의 경계는 불분명하기도 하다. 여성영웅은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남성성’을 구현하
기도 하고 ‘여성성’을 구현하기도 하는 인물이므로 그 자체로 젠더의 개념을 체현하고
있는 캐릭터이다. 여성성을 수행하던 이가 남성성을 수행하고, 남성성을 수행하던 이가
여성성을 수행하는 일을 젠더역전(gender reversals) 혹은 젠더교차(gender cross)라
고 부른다.49) 따라서 여성이 남성으로 가장하고 남성적 활약을 하다가 다시 여성으로
돌아온다는 여성영웅소설의 큰 줄기 역시 젠더교차의 명료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학적
으로 형상화된 젠더교차를 통해 독자는 생물학적 성과 어떤 사람의 능력, 성격, 관심사,
복장 등은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비록 여성영웅이 종국에는 규방으로
회귀하거나 여성의 사회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려 깊은 독자는 기회
가 주어진다면 과연 여성은 남성과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남자와 여자는 얼
마나 같고 다른가? 등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여성의 삶을 살다가 남성의 삶을 경험하고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온다는 설정을 취하고 있다. 즉 젠더 역할은 여성-남성-여성으로 변
화하지만 그 이면의 생물학적 성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여성영웅은 생물
학적 성과 일치하는 젠더로 회귀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지상계에서의 생애
만 따져본 결과이다. 3.2.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 남녀는 대
개 천상에서 인연을 맺은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 간혹 주인공 남녀가 함께 승천하는 경
우도 있는데 적강 혹은 승천 어느 쪽이든 간에 천상에서의 성과 지상에서의 성이 일치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장을 하고 활약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상 성과 성역
할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천상에서의 성별과 지상에서의 성별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단 한가지인데 그것
은 바로 천상에서의 남성이 지상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경우이며, 이 인물이 바로 여성영
웅이다. 그런데 이 경우 전생담은 여성영웅이 전생에 남성이었다는 것을 말해 줄 뿐만
48) 이는 “성과 그것의 억압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결연한 위반의 태도 같은 것을 구성
한다”(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9, 27면)는 미셸 푸코의 언술을 떠올리
게 한다. 즉 남성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조심스러움, 순결에 대한 관심 등 위반의 가능성에 대한
담론 자체가 ‘위반의 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49) 사브리나 P. 라멧 편, 앞의 책, 1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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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왜 여성을 적강하게 되었는지까지 설명해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전생담을 ‘젠더교차 전생담’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젠더교차 전생담에
서는 생물학적인 성 또한 유동성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여성영웅소설의 전생담에 대해서는 소수의 견해가 제출되었다. 예컨대 ｢방
한림전｣의 전생담에 관해서는 동성결혼을 이미 천상에서 정해진 것으로 설정하여 그 현
실적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동성결혼이 당대의 부부윤리의 위반이기보다는 흥미소로 작
동하게 하였다는 견해가 있었고,50) 이와는 다르게 동성결혼도 천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동성결혼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51) 두 견해 모
두 ｢방한림전｣의 두 주인공이 천상에서 남녀관계였다는 점이 동성결혼을 정당화하고 있
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귀결에 있어서는 동성결혼의 부정과 인정으로 그 해석을
달리한다. 젠더교차 전생담이 현실에서의 동성결혼을 정당화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젠더교차 전생담의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남장 활약과 갈등을 합리
화하며 나아가 다양한 젠더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젠더교차
전생담은 단순히 전생과 현생의 관계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천상, 지상, 나아가 죽음
을 통한 천상으로의 회귀라는 측면과 관련해 보다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하진
양문록｣의 전생담과 관련해 “상하 관계로 규정될 수도 있는 부부 사이의 남녀 결정을
별 의미 없는 바둑 승부 결과라고 한 것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업보의 결과가 아니며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었을 상징적으로 보여”52)준다는 짤막한 언급 역시 이러한 관점
의 일단을 보여주는바, 중요한 것은 젠더교차 전생담이 젠더의 유동성을 복합적으로 보
여준다는 점이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작품 가운데 전생담이 설정된 작품은 ｢백학선전｣, ｢방한림전｣,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이다. 이 가운데 ｢백학선전｣의 조은하의 전신은 칠석에 오작
교를 그릇 놓은 상제의 시녀이며, 유백로의 전신은 죄를 얻은 상계의 동자이다. 이 두
사람은 천상계에서의 특별한 교분이 없으며 천상계에서의 성과 지상계에서의 성이 일치
하므로 이 절의 논의에서는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
은 나머지 세 작품으로,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천상계에서 교분이 깊었으며 대부분은
성이 바뀐 채로 지상에 태어났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전생담은 비록 그 분량은 많지
않지만 작품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작품의 상호유사성이 있는 ｢부장양문록｣
과 ｢하진양문록｣의 전생담을 살펴보자.
그 젼셰 부가 소로 교되 유관삼장읠[유관장 삼인을] 우을디라 부이 그 옥경진군으로
50) 장시광, 앞의 글, 274면.
51)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연구학회, 207면.
52) 김민조, 앞의 글,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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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셰 미을 삼모 옥졔예 랑이 과 특별이 그 원을 조치실 인셰예 나가 부부되여
젼 동쥬고 후 동혈을 희학으로 원여 옥졔 압셔 바독 두어 군니 지니 군니 스스로 부
인니 되여 팔십연 부의 건즐을 밧들곗노라 약고 나오니  봉션 군의 풍 의긔을
흠션여 군을 조 윤가의 여 되엿니 타일 쳔츄미담이 되리라 짐즛 그대을 황복밧고 격
동여 듕 엇지 우연 일이리오 그 몸이 여나 쳔셩이 장부라(｢부장양문록｣, 권1
10a)
너 젼의  읏듬 졔 화션니라  너 다리고 상뎨긔 됴회니 옥뎨 너의 옥모를 
랑 이의 광한뎐의 근시케 실 문곡셩과 일즉 바둑 두어 그 조 보실 문곡셩이 
화션과 소 심후여 긔국의 승부 닷토며 셔로 희롱야 왈 “우리 양졍이 교밀니 인간의
한가지로 하강여 부뷔 되여 보면 쾌리로다” 미홰 소왈 “년즉 그 남 되고 나 녀
되여 셔로 만나미 가리라” “그 용뫼 하 미려니  안를 삼고져 노라” 옥뎨 드르시고
져의 셰렴이 동믈 노 인간으로 젹하시니 셔로 남녀 토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
결라 시니 문곡셩은 남 되고 미화션은 하가의 녀 되니 옥뎨 양인의 향졍을 통사
그 인연니 머흘게 시고 반 간고 격게 나 품 셩덕이 츌즁여 텬의 감동케 므로
문곡은 닙신양명여 왕후댱상의 부귀 누리게 시고 너 비록 금셰 녀나 젼신니 남라
공명을 일워 텬하의 횡여 지긔 펴게 시니(｢하진양문록｣, 권3 19~20면)

은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의 옛 벗을 자처하는 진도람53)이라는 노인이 장벽계와
부계, 윤선강의 전생의 사연을 들려주는 대목이다.

는

하진양문록 의 하옥윤과 진세

백의 전생담이다. 두 작품 모두에서 주인공의 전생담은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지만, 탄생
과 더불어 소개되지는 않고 여성주인공이 자신의 행로를 결정해야하는 대목에서 밝혀진
다. 장벽계는 남자의 학문에 잠심하다가 피란길에 흉노를 처단한 직후에, 하옥윤은 못에
몸을 던져 자결을 시도한 이후에 각각 진도람과 도사를 만나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
는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여성영웅은 모두 전생과 다른 성인 여성으로 태어났으며, 진세백, 부계, 윤
선강 등은 전생과 동일한 성으로 태어난다.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전 소설
작품의 전생담에서 전생의 남성은 남성으로, 전생의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다. 즉 일반
적으로 전생담은 주로 주인공들의 탄생을 신비롭게 윤색하고 남녀 주인공의 천정연분을
강조하며, 때때로 수미상관적으로 소설의 앞뒤를 장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부장양
문록｣과 ｢하진양문록｣의 전생담 역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동시에, 여성인물의 성이 바뀐
것으로 설정되면서 여성주인공의 기질과 행로에 대한 포석이자 이념적 정당화의 구실을
한다. 일반적인 전생담에서는 주로 작품 초반에 천상계의 인물이 부모의 꿈에 나타나 태
어날 아이가 천상계 인물의 화신임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위에서 언급한 장편여
성영웅소설의 전생담에서는 신이한 인물이 여성영웅에게 직접 여성영웅과 그 정혼자의
53) 진도람은 실존인물로, 송대(宋代)의 진단(陳摶)을 가리킨다. 도람은 진단의 호인 도남의 오기이
며 그의 자는 부요자(扶搖子)이다. 저서에 지현편(指玄篇) , 삼봉우언(三峯寓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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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담을 들려주는데, 이는 전생담의 의미가 여성영웅의 사고와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 일반적인 전생담에 비해 개성적이고 탈전형적인 것으로 보
이는 장편여성영웅소설의 전생담의 의미에 대해 천착해보자.
첫째, 여성영웅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여성영웅이 본래 남성이
었다는 설정은 결국 두 여성이 펼치는 남성적 활약이 만약 이들이 본래 여성이었다면
가능하지 않거나 소설적으로 허용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 이는 “그 몸이 여
나 쳔셩이 장부라”, “네 비록 금셰 녀자나 젼에 남자라”라는 두 도사의 말에서도 드
러나는바 여성과 남성의 능력에는 본래 차이가 있다는 차별론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다
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이 가지는 의미는 이중적이다. 이른바 영웅적인 행위는 남성
만이 할 수 있다는 표면적 의미와는 달리 현세에서 영웅적 활약을 벌이는 주체는 분명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의 관심사나 취향, 기질 등은 일반적인 남성영웅의 모습에
부합하며 평범한 남성은 물론 종종 남성영웅까지 압도한다. 장벽계가 어려서부터 병법과
무예에 관심을 두고 입신양명에 뜻을 두고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여성영웅은 “여성의 육체에 남성의 정신”이라는 표현에 걸맞은 인물이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이 있다. 여성영웅은 남성이라면 결코 겪지 않을 정체성의 갈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를 경험한다. 가령 장벽계가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오기를
종용하는 부친과 남동생의 설득에 괴로워한다거나 부계와의 신체적 접촉에 당황하는 등
의 모습은, 생물학적 여성으로서 벗어날 수 없는 갈등이며 이 또한 여성영웅의 내면을
형성한다. 이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여성영웅의 정신은 그 육체로 인하여 온전히
남성적인 것이 될 수 없거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성의 육체를 가진 장벽계의 정신
에는 천상에서 경험한 남성적 의식과 지상에서의 여성적 의식이 혼재해 있다. 이는 육체
와 정신 사이에는 남녀라는 성의 이분법에 따른 1:1의 필연적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
는다는 점, 육체가 어떤 성징(性徵)을 가지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인간의 지향과 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로 인해 여성영웅은 가상의-실제로는 존재
할 수 없는 남성이므로 현실에서 남성과 같은 활약을 할 수 있었다거나, 여성영웅의 활
약은 남성화된 것으로 여성해방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생각들은 도전받게 된다.
둘째, 젠더의 유동성과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두 전생담에서 절친하던 두 천상계
의 남성은 부부가 되어 인간계로 내려오게 된다. 이 남성들은 “유관장의 교도”, “심후한
소교” 등으로 표현되는 사이이지만 지상계에서의 성별은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다.

의

두 신선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문곡성이 남자가 되고 매화선이 여자가 되는 데 동의하였
지만 실제로 적강하게 되어서는 남녀를 다투기까지 한다. 지상에서의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두 작품에서는 바둑 내기를 하는데, 양쪽 모두 진 쪽이 여성으로 태어난다. 여성이
라는 사실은 일종의 징벌인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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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이 나타난다. 바둑 내기는 물론 서로 남자로 태어나기 위한 내기인데, 이는 여성
의 현실적인 처지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열악하고 불우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바
둑을 통한 성별 결정이라는 모티프에서 상징적으로 제기되었던 여성의 삶의 질곡은 장
벽계를 둘러싼 서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부각된다. ｢부장양문록｣에서는 장벽계와 부
계가 바둑을 두는 장면이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 장벽계는 이때에도 부계에게 패하고
만다. 장벽계는 여자로 돌아가는 것과 부계와 혼인하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나 결국 수
용하고 만다. 이러한 생각은 결혼 후에 잠복해 있다가 작품의 종결부에서 죽음을 앞둔
장벽계가 지난 생을 추회하는 노래에서 다시 한 번 나타난다. 장벽계는 “장부의 으
로 몸이 녀되니 쳔만 한니 유유도다”(｢부장양문록｣, 권5 70b)라는 말로 여성으로 지
낸 생활을 한탄하며, “그릇 여 되어 (…) 구십여연 혐의롭던 셰상이 이졔 쾌활도다”
(｢부장양문록｣, 권5 72a)라고 말하며 죽음을 앞두고 여성으로 살던 세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그리고 아마도 천상에서 다시 남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한다.
다름으로 이 전생담의 이면에서는 젠더의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적강이라는
소설적 장치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남성은 바둑이라는 유희를 통해 쉽게 여성이 된다.
이 여성이 다시 현실에서 남장이라는 장치만으로 남성이 되었다가 생물학적인 여성이라
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여성이 되고, 죽음과 함께 다시 남성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생
물학적 성과 성역할의 모든 것이 유동적임을 의미한다. 이들의 전생과 이생, 그리고 다
시 이들이 돌아간 천상의 세계를 함께 생각한다면 이들의 성정체성은 무엇이라고도 규
정할 수 없는 것이 된다. 트렌스젠더, 동성애자, 양성구유자, 남장여성 등 성의 이분법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젠더의 양상이 전생담의 설정을 통해 복잡다단하게 구현된다.
이제 젠더교차 전생담이 삽입된 또 하나의 작품인 ｢방한림전｣을 통해 이러한 작품들
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자. 동성부부였던 방관주와 영혜빙은 세상을 떠
난 후 양자인 위국공 방낙성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전생담을 들려준다.
우리난 본 문곡셩과 상셩이런니 금슬이 너머 진즁 고로 슈유불이니 님흘 폐 상
졔 미여이 역이 을니 속이고 야 상졔게 쥬고 문곡셩은 방가의 치고 상셩은 영가
의 친니 문곡셩은 남 남의 업을 하고 을니 희롱야 여 되게 문 허명으로 부
부되야 쳔상의셔 너무 방자물 벌미라 지난 바를 각면 가지록 우읍고 한심지라(｢방한
림전｣, 75~76면)

여기서 방관주는 천상에서 남성이었으며 전반적인 문맥과 ‘금슬’이라는 단어를 통해
볼 때 영혜빙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금슬이 너무 좋아 상제의 미움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왔고 특히 방관주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방자함에 대한 벌이라고
했다. 즉 여성이 된다는 것은 앞서 다룬 작품에 나타난 ‘바둑에서의 패배’와 유사하게
일종의 징치로 열악한 조건에 처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방관주가 그간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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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습고 한심하다고 표현한 것이나 두 사람이 세상을 뜬 후 나오는 “ 쳔명으로 도라
기[가] 쳔상의 가 양인니 콰히 즐기도다”(｢방한림전｣, 71면)와 같은 일종의 작가 논평은
｢부장양문록｣에서의 장벽계의 소회와 유사하게 여성의 처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보여
준다. 또 영혜빙과 방관주의 관계, 장벽계와 윤선강의 관계는 현실에서는 동성애 관계가
아닌 것으로 그려지지만 전생담을 염두에 둔다면 논리적으로 실제 부부의 관계로 볼 수
있다.54)
이렇게 두 장편여성영웅소설과 장편으로의 지향이 엿보이는 ｢방한림전｣에서 다양한
젠더의 양상이 나타나는 점은 해석을 요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세 작품에 등장하는 ‘젠
더교차 전생담’은 여성영웅 모티프가 가문소설로 틈입하면서 요구한 논리로 볼 수 있다.
대중적인 성격의 단편여성영웅소설에서는 사대부가의 여성이 어떻게 남성과 같은 활약
을 펼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지만 장편여성영웅소설
은 이에 대한 일정한 답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작자는 일차적으로 여성영웅은
원래 남자라는 상징적이며 보수적인 대답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영웅이 사고와
의지는 남성의 그것이면서도 여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을 맛본다는
설정에서 성과 성역할의 모순은 역설적으로 더욱 첨예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
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한 시도 또한 다양한 젠더의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를 낳았
다. 본래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지만 단편에서의 단조로
운 서술은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편화된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
에게 보다 현실적인 캐릭터를 부여하고 그 존립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성과 젠더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게 되었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의 독자들이 여성의 잠재된
가능성과 그것의 발휘에 대해 보다 진지한 관심을 경주할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4. 소결
이제까지 살펴본 여성영웅소설의 이념적 성격은 일방적이거나 균질적이지 않고 상호
적이며 모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가부장을 복권시키기 위한 여성영웅의 활약은 결
국 보다 많은 자유에 대한 욕망과 자각을 일으킴으로써 가부장의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여성이라는 주체를 통해 통합될 수 있었던 충효열 이념의 이상은 다시 여성에게 고유한
54) 이 작품은 여러 가지 특이점과 파격성으로 볼 때 여성 동성애자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숙고를 요하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김경미, 앞의 글, 212면에서도 “우
정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지 실상은 동성애적인 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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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률인 열에 의하여 균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 유교 이념이 그 근간을 두고 있는
추상적인 이원론은 여성영웅소설에 무리 없이 수용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교란되고 해체되고 있었다. 장편여성영웅소설이 여성영웅소설에 가한 도덕적 금기 또한
역설적으로 쾌락과 성적 관심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영웅의 존재가 이런 모순 내지 이중성을 내재하고 있음으로 인
한 효과이다. 여성영웅은 열이나 충이라는 유교 이념을 구현하면서도 공적인 영역에 진
출함으로써 기실 유교적 질서를 내파(內破)하고 있으며,55) 남성을 능가하는 남성적 활약
을 펼치면서도 여성의 도덕을 지켜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성영웅이 체
현하는 이념은 한 가지 성격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작품 밖에서 이를 받아
들이는 독자 역시 여성영웅의 탈유교적 성격에 적절한 명분을 부여하고 유교적 윤리를
표장(表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는 남장 여성의 순결 및 열에
대한 관심과 남성적 활약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었으나 이는 자유연애에 대한 환상과 고
정되지 않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의 사회적 배경으로 시야를 확대해보면 거기에는 해체의 징후를 드러내기
시작한 조선 후기 사회의 혼란과 역동성이 있다. 화폐 경제의 발달과 계층 이동, 동학,
천주교 등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민중의 의식과 그 가운데 특히 여
성의 의식은 기존의 보수적 윤리의 제어를 받으면서도 성장하고 있었으며, 여성영웅소설
에도 그러한 의식의 성숙과 혼란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학사적으로 이해한
다면 여성영웅소설에 담긴 보혁(保革)의 착종된 이념들은 판소리계 소설, 야담, 마당놀
이 등의 기층 민중의 정서와 가치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과 여전히 강고한 유교적 이념
을 고집하고 있던 한문학 텍스트들 사이의 거리만큼의 균열을 담고 있을 것이다. 여성영
웅소설의 작자층의 상당 부분은 넓은 대역의 중간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상하층의 이
념과 정서를 함께 지닌 이들이었기에 이러한 점이 작품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단·장편여성영웅소설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이념적 특성은 몇 가지 첨언을 요한다.
단편여성영웅소설에 주로 나타나는바 천자에게 본적을 상소하고 자발적으로 여성의 자
리로 돌아가는 여성영웅의 형상이 의미하는 것은 향유층의 의식 속에서 여성영웅의 남
장과 남성적 활약은 일시적이고 수단적인 것이며 여성은 여성에게 주어진 사회적 한계
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여성에게 남장을 포기하라고 권유하는 시비와 가
부장이 없이도 여성영웅은 당연히 가부장의 지배 아래에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장편여성영웅소설과 ｢김상서전｣, ｢이학사전｣ 등에서 시비와 가부장들이 여성영웅을 타율
적으로 규방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여성의 강한 자아실현욕구를 직접적으로 억누를 필요
성에 의한 것이다. 강력한 가부장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가부장권에 대한 강한 저항을 의
미한다. ｢이학사전｣의 이형도, 이연경과 장연, ｢부장양문록｣의 장문백, 장원흥과 부계,
55) 박희병, 앞의 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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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양문록｣의 하희지, 하백화와 진세백 등 여성영웅의 아버지, 남동생, 남편이 공모하
여 여성영웅에게 여성다움을 강요하는 장면은 여성의 자아실현과 해방에 대한 보다 강
한 욕망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열과 충의 갈등은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위에서는 ｢하진양문록｣
의 충·열 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루었지만 ｢부장양문록｣에도 황실을 상징하는 천자의 차남
위왕이 장벽계와 부월혜 두 사람을 차례로 탐하면서 갈등이 빚어진다. 장벽계는 부득이
한 방편으로 부계와의 혼인을 택하지만 부월혜는 위왕에게 납치를 당하여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뜻을 꺾지 않고 정절을 지킨다. 이러한 충과 열의 갈등은 왕권과 신권 혹은
국가와 가문의 갈등이라는 성격도 가지는데 이는 가문소설의 성격을 지닌 두 장편만이
견지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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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여성영웅소설의 문학사적 의미
1. 여성영웅소설의 소설사적 지평과 한계
영웅소설1)과 여성영웅소설 사이에는 명백히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며, 많은 논자들은
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소설이 파생한 것으로 보았다.2) 그러나 과연 남성영웅소설 일반
이 여성영웅소설 일반에 선행했는가 하는 것은 의문스러운 사실이다. 물론 여성영웅소설
이 남성영웅소설에 선행하였다고 볼 근거 또한 전혀 없다. 다만 ｢설졔전｣과 ｢이현경전｣
이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창작되었고 뒤이어 남녀를 주인공으로 한 많은
영웅소설이 쏟아져 나왔다면 영웅소설의 원형은 남성영웅소설에 있을지 몰라도 둘은 이
란성 쌍둥이와 같이 거의 같은 발전 단계를 밟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일조웅 이대봉’이라는 말로 흔히 짝지어지는
｢조웅전｣과 ｢이대봉전｣도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고 유행하면서 상호 보족적인 관계를 유
지했을 가능성이 높다.3)
임성래 선생은 ｢조웅전｣이 조선후기 방각본 소설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작품으로,
그 대중소설적 요소로 군담과 결연담을 들었다. 특히 ｢조웅전｣의 결연담은 당시로서는
용납되기 어려운 파격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애정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1)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의 하위 범주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영웅
소설의 범주 또한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이는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로 남성영웅소설만을 의미할
것인가,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을 포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된다. ｢유충렬전｣이나
｢조웅전｣과 같이 남성영웅만이 등장하는 작품과 ｢방한림전｣과 같이 여성영웅만 등장하는 작품,
혹은 ｢홍계월전｣과 같이 남성영웅과 여성영웅이 함께 등장하나 여성영웅의 작품 내 비중이 상대
적으로 월등하여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 사이에는 ｢이대봉전｣이나 ｢김희경전｣과 같
이 남녀의 활약이 비교적 대등하게 펼쳐지면서 비록 표제로 남성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어느 한쪽에 기계적으로 편입시키기 어려운 작품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점이지대에 있는 작품
을 제외하고 영웅적 주인공이 명백히 남성 1인인 작품에 대해 경우에 따라 남성영웅소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영웅소설과의 구분을 명백히 하기로 한다.
2) 전용문, 앞의 책, 11면의 “여성 독자들의 취향과 요청에 영합하기 위하여 여성 중심의 소설, 나아
가 여성 주인공의 소설이 다수 형성·유전되었다. 기실, 여성 독자층에서는 즐겨 이러한 여성영웅
소설을 수용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감상하는 동안에 그 작품들의 인기와 흥미가 퇴색되면서 획기
적인 여성계 소설의 출현을 요구했을 것이다. 한편 남성 독자를 의식하여 출발한 영웅소설이 여
성독자들에게도 보급·감상되어 오다가 그 반응이 평범하게 저하되면서 또한 색다른 영웅소설의
등장을 기대했을 터이다”라는 언급 이래로 정명기, 앞의 글, 1980 및 임병희, 앞의 글, 1989 등
다수의 논자가 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소설이 파생했다는 전제 위에서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다.
3) ｢조웅전｣의 창작 시기는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초반이며(조희웅 옮김, 조웅전 , 지식을만드는
지식, 2009, 24면), ｢이대봉전｣의 창작 시기는 1904년 이전이다.(최지연, ｢<李鳳彬傳>의 이본 특
성과 변개적 성격-<李大鳳傳>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고소설학회, 2003, 26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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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았다.4) 애정 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사랑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그 이
전에 어느 정도 주체성과 개성을 지닌 여성 인물이 필요하다. 남성에게 수동적으로 반응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조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생동감 있는 여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조웅전｣의 장소저가 조웅과 곡조를 주고받으며 교감하고 망설임과 밀고
당김 끝에 잠자리를 함께 하는 장면은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웅의 모친 왕부인은 예지능력을 지닌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남성영웅소설 내에
서도 뛰어난 자질을 지닌 여성의 존재 및 그러한 여성의 수난과 유전(流轉)이 부분적으
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여성인물을 남성인물과 흡사
한 능력을 가지도록 설정하여 군담과 결연담의 흥미를 더욱 고조시킨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굳이 여성 향유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성분의 남성 독자들을 충분히 만족시
킬 만한 소재였다고 할 수 있다.5)
여성영웅소설 가운데 특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여성영웅은 분명 여성의 기호
에 더 부합했을 것이다. 상층의 여성들은 남성을 압도하는 논리와 주견을 지닌 보다 영
민한 캐릭터의 여성영웅, 가령 ｢이학사전｣의 이현경과 같은 인물을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다.6) ｢김희경전｣과 같이 남녀 주인공이 각각의 개성을 충분히 지닌 작품은 상대적으
로 남녀 독자가 고르게 분포했을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의 작자는 몰락양반 이하의 남성작가와 소수의 상층 여성 작가를 상정할
수 있으며7) ｢김희경전｣ 이본의 소장자 및 필사자로는 ‘柳弘燮’, ‘洪白龍’, ‘崔復得’ 등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이 보이며,8) ｢부장양문록｣과 ｢이대봉전｣에는 ‘정소저’,
4) 임성래, ｢완판본 〈조웅전〉의 대중소설적 기법 연구｣, 열상고전연구 9, 열상고전연구회, 1996,
216~226면.
5) 박희병, 앞의 책, 98면에서는 국문영웅소설을 창작한 중간계급에 속하는 이들로 중인, 역관, 아
전, 서얼, 어중간한 양반, 몰락한 양반, 무변, 한량, 별관배, 왈짜, 겸인 등 다양한 분자들을 거론
하고 있다. 영웅소설의 독자 또한 이들을 폭넓게 포함하는 계층이었으리라 짐작된다.
6) 여성의 우위를 드러내는 ｢홍계월전｣, ｢정수경전｣, ｢이학사전｣ 등의 작품의 독자층이 누구였던가에
대해서는 기존 견해가 엇갈린다. 민찬은 앞의 글, 105면에서 계급적으로는 지배계층에 속하면서
도 가정 내에서는 남편과의 상하관계에서 예속된 생활을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있었던 상층 부
녀자들을 그 독자층으로 보았고, 임병희, 앞의 글, 106면에서는 입신양명의 의지 표출, 남녀 대립
등이 사회정치적 활동의 주체로서 생활에 참여한 평민적 사고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았다. 후자의
견해는 독자의 성별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평민층 남성을 독자로 상정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어떤 기제에 의해 남성의 의식이 여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던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7) ｢방한림전｣이나 ｢부장양문록｣이 보여주는 여성의 내면의 구체성은 이들이 여성작가의 작품이라는
심증을 강하게 한다. 그러나 여성 심리의 세밀한 묘사, 여성의식의 진취성 등의 작품 내적 속성
만으로 작가의 성별을 판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가정으로, 더 면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예컨대 이 두 작품에 나오는 동성결혼 모티프는 여느 여성영웅소설의 동성결혼
모티프에 비해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여성들 간의 확고한 유대에 기반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호모포비아(homophobia)가 없는 상태를 보여준다
는 점에서 여성작가를 상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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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실’, ‘종손부’, ‘趙泰奉宅’ 등 여성 소장자 및 필사자들이 보인다. 이로 보건대 남성
독자와 여성 독자가 공존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객관적인 비중과는 별개로 여성주
인공이 등장하는 소설 형식에서 여성독자의 취향과 영향력을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
된다.9) 20세기 초에 여성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문 지면의 소설 예고가 자주 보인다든
가, 구활자본 소설 가운데 여주인공을 부각시키는 제목의 작품이 많다는 점 등은 이 시
기에 이르기까지 점차 강화된 여성독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그렇다면 여성영웅소설의 독서 체험은 여성의 경우에는 스스로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
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타자의 욕망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남성독자가
작품 속 여성영웅의 활약에 공감하거나, 공감에 의한 반응으로서 위협과 불만을 느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이 남성 독자가 여성
영웅소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남성 독자는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영웅의
활약에서 흥미를 얻으면서도 가정으로 회귀하는 여성영웅에게 일면 안도하고, 일면 자신
이 여성이 아님에 만족하면서 그 낙차를 경험함으로써 즐거움을 얻었을 것이다. 반면 여
성은 여성영웅의 성공과 좌절에 공감하며 여성영웅소설을 읽었을 가능성이 많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성영웅소설의 내용에는 남성중심적이거나 폭력적인 요소들이 공
존해 있다. 유교적 이념의 표방이나 여성이 전장에서 보여주는 전쟁 예찬과 폭력적 성
향, 변함없이 고수되는 화이의 이분법 등은 상층의 삶을 동경하는 남성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남성영웅소설의 문법을 모방한 결과로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새롭게
창조된 여성형상과 그 여성이 체험하는 남성적 세계는 소설적 서사의 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독자들에게 여성의 잠재된 능력과 이를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차별에
인식할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문장편소설의 여주인공은 집단의 가치를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궁극적인 차원에서 남녀의 인격적 동등성을 추구하며, 여성
영웅소설의 여주인공은 개인적 욕망의 실현을 위해 집단의 가치를 과감히 탈피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에 대한 긍정과 남녀 능력의 동등성에 대한 인식이 인간 일반, 혹은 여성 일반을 염두
에 둔 인간의 평등성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다.”11)는 지적처럼 여성영웅소설은 짧은
8) 정준식, ｢<김희경전>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교육연구회, 2007, 239~244
면 참조.
9) 최재호는 앞의 글, 301~304면에서 여성영웅 소설의 보급 현황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향유층을
시론적으로 파악하면서 남녀가 혼재했던 독자층이 후대로 갈수록 여성 중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는 여성이 단순한 독자에서 필사자, 창작자, 상업 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
자층으로 성장해 간 정황을 가정한 위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
비상업적인 유통에있어 남성독자나 남성 필사자의 존재를 과소평가한 것은 재고해야 할 대목이
다.
10) 이주영, 구활자본 고전소설 연구 , 월인, 1998, 112면·121면 등 참조.
11) 이지하, 앞의 글,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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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폭과 서민적 상상력으로 인해 그 서사적 전망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는데, 이러
한 한계는 두 장르가 결합된 양식인 장편여성영웅소설에서 얼마간 극복되는 것으로 보
인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논의해온 바를 종합하여 고찰해보면 장편여성영웅소설인 ｢하진
양문록｣과 ｢부장양문록｣이 공유하는 눈에 띄는 공통점들이 있었다. 논의가 전개된 순서
대로 대강 주요한 것만 들어보면 ①여자주인공의 혼인 거부로 인해 오래 동안 결혼이
지연된다는 점, 이에 상응하는 설정으로서 ②여성영웅의 배우자들이 열정적이고 욕망의
표출에 있어 적극적인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③여성영웅이 본적 상소 이후에도 새
로운 직책을 맡아 활약한다는 점, ④여성영웅이 따르는 시비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는 점, ⑤열이 부각되어 있으며 앵혈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⑥남동생이 존재하고
남동생이 부친과 누이의 정혼자와의 연대를 통해 여성영웅을 압박한다는 점, ⑦남동생은
도덕군자로, 그 아내는 열녀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⑧전생담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 등
이 있다.
이 가운데 ①, ③, ④는 여성영웅의 개성과 독립성을 부각하는 요소로서 두 장편에 나
타난 여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반면 ⑤, ⑥, ⑦은 여성
영웅의 행동을 제약하고 규제하는 요소들로, 이 작품들이 지니는 보수성을 보여준다. ①
과 ⑧은 앞의 두 부류로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①은 여성영웅의 의지와 개성을 부각시키
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전자에 가깝고, ⑧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여성이 본래 남성이
라는 설정이므로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통적 특성을
정리하면, 두 장편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의 개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부각하고 연애
관계를 흥미롭게 설정하면서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념적으로는 열, 인물로
서는 3인의 가부장, 서사적 장치로서는 전생담을 설정하여 여성의식의 진취성과 보수적
이념을 적절히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합은 장르적으로 본다면 여성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습합으로 이해할 수 있
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장편의 차이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우선 ｢하진양문록｣은 양문록
의 표제를 취하고 있지만 진부(陳府)의 인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진세백의 부모는
작품의 초반에 세상을 떠나는 장면에서 아주 잠깐 등장하며, 부친이 유언에서 찾아가 의
탁하라고 한 외구(外舅) 장상서 또한 이미 기세(棄世)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작품
에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진씨 가문의 인물은 진세백과 그 부친뿐이다. 따라
서 진씨 가문을 배경으로 한 비중 있는 사건도 없다. 이렇게 남성영웅이 고아이면서, 가
문 내에서 완전히 고립적인 인물이라는 설정은 영웅소설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소대성전｣의 소대성은 전직 병부상서의 아들임에도 고아가 된 후 유리걸식하는
비참한 처지가 되며, 이후의 사건은 소부와는 무관하게 처가인 이상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진세백 역시 집안이 세대 명문이며 모친이 대가잠영(大家簪纓)의 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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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녀인 것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고아가 된 후 걸인의 행색을 면치 못한다. 이는 비록
형제가 역모에 연루되긴 하나 상층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는 하씨 집안의 상황과는 명백
히 대비되는 것으로, ｢하진양문록｣은 가문의 층위에서는 하씨 일 가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진세백이 만득의 외동아들이며, 하옥윤이 3남 2녀 가운데 장녀라는 설정 또한
두 사람이 각기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영향 아래 설정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12)
한편 ｢부장양문록｣은 표제에 걸맞게 부부(傅府)와 장부(張府)의 서사가 엇비슷하게 다
루어진다. 구체적인 서사의 실상에서는 장벽계가 남성으로 행세하며 장부에 머무는 기간
이 길고, 또 한 사람의 여주인공인 부월혜가 장부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장부가 차지하는
서사적 비중이 조금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으나 두 가문이 겹사돈으로 얽히면서 양 가문
의 서사는 비교적 대등한 분량으로 교직되어 있다. 두 가문의 자녀는 부부가 3남 1녀,
장부가 1남 1녀로서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한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외동딸이나 외동아
들로 설정되는 경우와는 구분되며, 특히 겹사돈 모티프를 설정하여 가문 사이의 유대와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의 주제의식과 상통하는 면모를 보인
다.13) 또 부·장 양가의 부모는 작품 초반에 부친이 적거의 시련을 겪고 죽음의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모두 생존하여 총 5책의 작품 분량 가운데 이미 1책에서 본래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이는 ｢부장양문록｣이 ｢하진양문록｣의 진부와 같은 가문의 몰락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문이 여전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가운데 약간의 시련
을 겪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부장양문록｣은 조선 후
기의 급격한 계층 변동 속에서 몰락이나 변화를 크게 경험하지 않은 상층의 의식을 반
영한 작품으로서 ｢하진양문록｣에 비해 가문소설의 전통에 훨씬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
다.14)
12) 송성욱 선생은 ｢조선시대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거리｣, 성심어문논집 20·21 합병호, 성심어문
논집, 1999, 128~132면에서 단편소설의 대표적인 형태로 군담소설을, 장편소설의 대표적인 형
태로 가문소설을 들면서 그 차이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군담소설에서는 자식을 단수로 설정하여
절손(絶孫)의 상황과 그 극복을 통해 세력의 회복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문소설에서는 자손을 항
상 복수로 설정하고 작품이 진행될수록 자손이 더욱 번성하게 하여 명문가로서의 세력을 더욱 공
고히 한다고 분석하였다.
13) 겹사돈 모티프는 필자가 견문한 범위 내에서는 ｢부장양문록｣ 외에 ｢유이양문록｣, ｢창란호연록｣,
｢이학사전｣에서 발견된다. ｢유이양문록｣과 ｢창란호연록｣은 각각 77권 77책(장서각 소장본), 13권
13책(국립중앙도서과 소장본)의 장편가문소설로서 이들이 겹사돈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부장양문록｣이 장편가문소설의 영향 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다만 ｢이학
사전｣은 단편여성영웅소설인바 ｢이학사전｣과 ｢부장양문록｣의 관계는 보다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 서술한다. ｢유이양문록｣에 나타난 겹사돈 구조에 대해서는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품 세계｣,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참조.
14) 김종철, 앞의 글, 41~50면에서 ｢옥수기｣를 비롯하여 ｢현씨양웅쌍린기｣, ｢구운몽｣과 같은 작품에
서 ‘영웅의 일생’ 구조 가운데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에 이르렀다”는 단락이 탈락한 것
은 전승자의 현실적 경험과 전승 유형 간의 괴리에 의한 것으로, 이 작품들이 계층의 양극분해에
영향을 입지 않은 상층계층의 소설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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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하진양문록｣이 여성영웅소설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 또한 두 작품의 차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작품은 군담의 비중이나 양에 있어 차이가 큰데, ｢부장양문록｣에서
장벽계는 과거에 응시하기 전 무명의 백포소장으로 활약한 후 더 이상 출전이 없고, 남
성영웅이 남편 부계가 아닌 동생 장원흥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장원흥의 출전 역시 1회
에 그치고 있다. 이점 ｢하진양문록｣에서 하옥윤과 진세백 양인이 3회에 걸쳐 출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장양문록｣의 군담에 대한 관심은 ｢하진양문록｣에 비해 현저히 적
다. 따라서 두 작품이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습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형성과정에 있어 ｢부장양문록｣은 가문소설이 우세한 경우로, ｢하진양문록｣은 영웅소
설 내지 여성영웅소설이 우세한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선행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하진양문록｣은 진세백의 언행이나 진세백·하옥주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사실적이면서 통속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반면 ｢부장양문록｣은 각종
사건과 등장인물의 언행이 적정 수준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있으며, 작품 가운데 다소 파
격적인 장면에 해당하는 부계의 일탈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쾌감보다는 아슬아
슬한 유쾌함을 주는 정도에서 그친다. 이러한 점 또한 ｢부장양문록｣의 독자층이 ｢하진양
문록｣의 독자층보다 상층에 분포하리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다수의 이본계열
을 형성하며 상업적 출판을 통해 20세기까지 대중적 인기를 누린 ｢하진양문록｣과 현재
2종의 이본만이 전하는 ｢부장양문록｣의 유통과정과도 부합하는 이해이다.

2. 단·장편여성영웅소설의 존재 양상과 그 의미
지금까지 장편인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 중간형인 ｢방한림전｣, ｢김상서전｣,
｢황장군전｣, 그리고 단편인 ｢이학사전｣, ｢홍계월전｣, ｢정수경전｣, ｢음양삼태성｣, ｢음양옥
지환｣, ｢이대봉전｣, ｢황장군전｣, ｢이봉빈전｣, ｢최익성전｣, ｢석태룡전｣, ｢백학선전｣, ｢정비
전｣ 등 편폭이 다양한 작품들을 ‘여성영웅소설’로 묶어 다룰 수 있었던 것은 여성주인공
의 삶이 일대기적 구조를 취하면서 남장과 출전이라는 두 가지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단·장편 여성영웅소설은 기본적인 뼈대 외에 어떤 특질을 공유하
고 있으며, 어떤 상호관계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작품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이현경전｣이며, 다른 하나는 ｢김상서전｣이다.15)
먼저 ｢이현경전｣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에 창작된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작으
로, 다른 소설 작품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다수 포착되므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과정을 포착하는데 관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현경전｣과의 영향관계가
15) 본고에서 다룬 이본의 제목은 ｢이학사전｣이지만 ｢이학사전｣의 이본을 통칭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언급할 때는 필요에 따라 ｢이현경전｣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김상서전｣ 역시 필요에 따라 ｢김희
경전｣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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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작품으로는 ｢여와전｣, ｢유이양문록｣, 그리고 ｢부장양문록｣이 있다.
먼저 ｢여와전｣은 18세기 후반 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투색지연의｣, ｢황
릉몽환기｣와 연작 관계에 있는 일종의 ‘메타소설’이다.16) 이 작품에는 10여 명의 소설
여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현경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현경은 황릉묘의 호위
대장으로 등장하는데, 이현경을 비롯한 칠웅이 되었던 여성들 모두가 황릉묘의 호위대장
이 된 것으로 보아 이미 이 시기에 여성영웅형 인물이 드물지 않았으며,17) 그 가운데
특히 이현경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자아실현 욕구가 강
하고 남성에게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적극적인 성격의 여성영웅이 그렇지 않은 여성
영웅에 비해 후대에 등장했으리라는 막연한 추측과는 달리 영웅소설사의 초기부터 적극
적인 유형의 여성영웅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이미 다양한 유형의 여성영웅이 존재했으리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현경과 같은 유형의 여성영웅은 상대적으로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여성영웅의 ‘발전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와전｣의 작자가 읽은
｢이현경전｣은 현전하는 ｢이현경전｣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는 점과18) ｢여와전｣에 등장
하는 인물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여주인공이 장편소설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현경전｣이 장편의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유이양문록｣은 유·이 양 가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77권 77책의 장편가
문소설이다.19) 그런데 이 작품의 37권부터 등장하는 장부(張府)의 1세대가 바로 ｢이학사
전｣의 주인공인 이현경과 장연이다. 이 작품은 이들 부부의 딸인 장월주, 손녀인 장계성
과 장빙염의 3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유이양문록｣은 ｢여와전｣과 유사하게
이현경과 장연을 실제로 등장시키며 원작의 맥락을 가져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
기를 만들어간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傳이 錄으로 확장되는 구체적인 실례이
자 기존에 존재했던 실존 작품을 삼대록으로 확장한 뒤 그것을 다른 가문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통해 양문록을 삼문록으로 확장하는 작품 구성의 한 사례”20)로 평가했는데, ｢유
이양문록｣에서는 ｢이현경전｣을 “본전”으로 지칭하고 있는바 ｢유이양문록｣의 작자가 읽
은 작품은 단편의 형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21) 이 작품이 ｢이현경전｣의 요소를
가문소설로 확장한 작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같은 맥락에서 ｢이현경전｣은 장편가문소
설의 독자들에게도 비교적 익숙한 작품이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현경전｣의
예를 볼 때 18세기 이전에 형성된 다른 단편여성영웅소설도 장편여성영웅소설이나 가문
16) 지연숙, 앞의 책, 94~97면. 메타소설이란 이 작품이 다른 작품의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원소설에 대한 비평의 성격을 지닌다는 의미에서 붙인 명칭이다.
17) 지연숙, 앞의 책, 131면.
18) 지연숙, 앞의 책, 131면.
19) 권6 및 권74가 낙질로 현전하는 것은 75책이다.
20) 차충환, 앞의 글, 120면.
21) “허다 사뎡이 본젼의 잇지라”(｢유이양문록｣, 권37 2a-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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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형 인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임화정연｣, ｢화정선
행록｣, ｢유씨삼대록｣, ｢벽허담관제언록｣, ｢남정팔난기｣와 같은 한글 장편소설부터 ｢옥루
몽｣, ｢옥수기｣ 등 한문 장편소설에 이르기까지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입체적인 여성영웅
형 인물은 직간접적으로 ｢이현경전｣과 동시대의 단편여성영웅소설의 영향 하에 있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제 단편여성영웅소설인 ｢이학사전｣과 장편여성영웅소설인
｢부장양문록｣을 구체적으로 대비해보자. 두 작품의 유사성은 선행연구에서 한차례 언급
된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탐구되지는 못하였다.22) 앞선 논의를 수렴하며 새로운 논의
를 보충하여 정리하면 두 작품의 유사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
다. 첫째는 여성영웅의 성격과 지향이다. 두 작품의 여주인공들은 남성과의 결연을 거부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두 여성은 남성의 끈질긴 구애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혼인을 거부하며 자신의 공적인 역할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
는 인물로, 여타의 여성영웅과는 달리 강한 주견과 고집을 보여준다. 둘째는 남녀 주인
공의 관계이다. 두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혼인에 도달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소모하
며, 남자 주인공들은 이러한 여성의 태도에 걸맞게 연인에게 열렬한 사랑을 바치며 구애
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셋째는 왕실 인물의 개입에 의한 부득이한 결혼이다. 두 남성은
여성영웅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끝까지 실패하는데, 결국은 ｢이학사전｣에서는 천자의 속
임수로 ｢부장양문록｣에서는 위왕의 청혼으로 두 쌍의 남녀는 결혼에 이르게 된다. 넷째
는 남동생의 존재이다. 여성영웅에서는 남동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드문데다 이 남동생이
모두 누이가 여성의 신분으로 돌아와 정혼자와 결연하기를 유도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유사성을 가진다. 끝으로 겹사돈과 이로 인한 갈등이다. 여성영웅의 남동생은 모
두 자형의 여동생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로써 두 집안은 2배로 증폭된 갈등을 통과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제요소로 볼 때 둘 사이의 영향관계는 명백하다. 어느 작품이 선행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되는데, 서사의 분량과 정밀함이라는 기준으
로만 본다면 ｢이현경전｣이 선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현경전｣의 서술을
｢부장양문록｣의 축약이나 일부 삭제로 볼 여지는 상당히 적다. 또 ｢이현경전｣ 창작 시
기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으로 좁혀져 있으며, ｢부장양문록｣의 이본 가운데 본
고에서 다룬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은 정미년(1907년), 규장각본은 임진년(1832년 또는
22) 이병직, 앞의 글, 49면에서는 두 작품의 유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현경
이 남복을 입고 여성되기를 싫어하는 모습, 결혼하여 부인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장수정금이 부
계와 혼인을 한사코 거부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 또한 혼사를 이루려고 몇 차례나 시도하고 안절
부절 못하는 부계의 모습은 장연의 모습과 흡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거절하는 장벽계
의 모습은 이현경과 닮아 있다. 왕실에 의해 혼사가 성립되는 계기, 이후 벌어지는 몇 차례의 갈
등, 군담이 짤막하게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점 등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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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에 필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23) 시기적으로도 ｢이현경전｣이 선행한 것으로 볼 여
지가 많다. 따라서 ｢부장양문록｣은 ｢이현경전｣의 인물 구성과 사건의 결구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현경전｣의 이현경과 장연, 이연경과 장연의 누이
는 각각 장벽계, 부계, 장원흥, 부월혜에 대응된다. 부가의 형제는 3남 1녀이지만 나머
지 두 아들은 작품의 전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연에 불과하므로 ｢부장양문록｣
은 ｢이현경전｣의 인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확장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현경전｣
에서는 작품의 표면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장연의 누이가 ｢부장양문록｣에서는 열
녀형 인물 부월혜로 뚜렷이 부각되어 나타난다든지, ｢이현경전｣의 이현경이 혼인 후에도
출전하여 전공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부장양문록｣에서는 문신(文臣)으로 활약하며 남동
생의 출전을 뒤에서 돕는다는 등의 설정은 ｢이현경전｣이 가지는 파격적인 면모를 상쇄
하는 효과를 가진다. 결국 ｢부장양문록｣은 단편여성영웅소설 ｢이현경전｣의 남녀주인공의
관계를 가문의 관계로 확장시키면서 가문소설로서의 내용과 그에 걸맞은 주제의식의 변
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표제 상으로는 ‘양문록’이며 내용 역
시 부·장 양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윤씨 가문의 존재도 상당히 부각되어 있다. 천상
에서부터 장벽계를 사모하여 지상에서 동성부부로 지내는 윤선강이 바로 윤씨 집안의
딸인데 이 인물은 ｢이현경전｣에 등장하는 공혜랑의 변형이다. 공혜랑은 이연경의 두번째
부인으로 이현경에게 경쟁심과 동경을 함께 느끼는 천진난만한 소녀 같은 인물로 그려
져 있다. 윤선강의 존재로 인해 ｢부장양문록｣은 세 가문의 이야기로 확장되어 가는 양
상을 보인다. 이상에서 ｢이현경전｣과 ｢부장양문록｣의 관계는 단편여성영웅소설이 장편여
성영웅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김희경전｣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김상서전｣은 단편과
장편의 중간형의 작품으로 다루었지만 이는 ｢김희경전｣의 이본의 편폭이 매우 다양한
사정에 의한 것이며 이본으로서의 ｢김상서전｣은 장편에 육박하는 작품임에 분명하다. 정
준식 선생은 ｢김희경전｣의 이본 21종을 고찰하여 이본의 계열을 제시한 바 있다.24) 그
는 이 논문에서 장선빙의 남장 시절 정혼자였던 이소저의 남장 행적 유무를 기준으로
장편과 단편을 구분하고 있으며, 필사본 이본 19종 가운데 17종을 장편으로, 2편을 단
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필자가 상세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9종 가운데 14종은 결본
이지만 대다수가 장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며, 완본 가운데는 3종을 장편
으로 2종을 단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의 결본을 장편으로 단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니지만25) 필사본 시대에 장편이 주류를 이루었고 단편이 후
23) 정병설, 앞의 글, 220~222면에서는 미도민속박물관 소장본의 지질, 제책 상태, 필사 상태, 표기
법 등을 근거로 정미년을 1907년으로, 규장각본이 일사 방종현 선생의 기증본이라는 점을 근거로
임진년을 1832년 혹은 1892년으로 추정하였다.
24) 정준식,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어문교육연구회, 2007.
25) 예컨대 결본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金羲敬傳｣(한古朝48-79)은 다소 졸한 글씨체로 필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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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 변모라는 논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장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예측하기 어
려운 분량의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필사본 결본들은 4책 혹은 6책의 분량을 가진 책
들로서 장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희경전｣은 장편여성영웅소설의 단편여성영웅소설로의 변모 및 장편과 단
편의 공존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희경전｣의 경우는 하나의 작
품의 분량이 축소 또는 확대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장편과 단편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기에는 미진하다. 즉 장편여성영웅소설이 단편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
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적 최근에
학계에 소개된 ｢소저영춘전｣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18~19세기에 창작된 것으로 여겨지
는 62쪽 분량의 작품으로, 여성영웅소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26) 이 작
품은 시비 영춘의 이름은 물론, 주인공인 김수재와 이소저의 결연 방식, 이소저의 남장
과 과거급제, 과도한 축약의 흔적 등을 볼 때 ｢김희경전｣을 축약 변형한 작품으로 여겨
진다.27) 그러나 주인공의 이름과 지명 등에 차이가 있고, 김수재와 이소저가 출전하여
전공을 세우는 모티프가 빠져 있는 등 ｢김희경전｣을 그대로 축약한 작품은 아니다. 곧
｢김희경전｣의 주요한 사건와 인물을 취하여 약간의 각색을 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소저영춘전｣은 장편여성영웅소설이 단편영웅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례
에 해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단·장편 여성영웅소설은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단편의
요소가 장편으로 확대·변모하기도 하고, 장편이 단편으로 축소·개작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여성영웅소설의 초기작은 ｢설졔전｣, ｢이
현경전｣ 등의 단편이라고 여겨지지만 단편과 장편의 영향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18세기 이후 여성영웅소설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면서 단편과 장편이 공
존하던 시기에는 이질적인 성격의 작품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는 중하층의 정서와 경험을 반영하는 단편의 여성영웅소설과 상층의 기호와 이념을 반
영하는 장편의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영웅이라는 인물을 통해 접점을 찾고 상호 교섭하였
음을 의미한다. 또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와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편과 장편에 대
한 종합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있는데 한 면이 10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행이 13~16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한 면이 대
략 150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86면까지만 남아 있으므로 대략의 글자수는 12,900자에 이르
며, 서사는 장설빙이 시비들과 함께 강물에 투신하려는 장면에서 끝나 있다. 이는 활자본 ｢김희
경전｣을 기준으로 하면 서사의 1/4가량이 진행된 상태로, 후반부의 분량을 예단하여 장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참고로 정병설 선생은 ｢부장양문록｣이 약 15만여 자로 원고지 800장
분량이라고 언급하였다.(정병설, 앞의 글, 221면)
26) 안민정 교주, 영츈젼 ,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9 참조.
27) 정준식, ｢<쇼져영츈젼>을 둘러싼 의혹과 향후 논의 방향｣, 한국문학논총 58, 한국문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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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여성영웅소설연구는 영웅소설이 소설 연구의 주류를 이루던 80년대 이래로 연구가 진
척되어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선편을 잡은 연
구들에서 제시한 유형론을 벗어나 여성영웅소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근자에 개별 작품론을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여럿 도출
된 것도 사실이나 이를 확대 적용하여 여성영웅소설 일반에 임의로 적용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소설 작품의 이해에 필요한 보편적인 기준들을 적용하여 여성
영웅소설의 서사적 전모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사원리, 인물의
형상화 방식, 이념적 성격이라는 세 가지 부면을 설정하고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연구의 전제이자 배경으로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배경을 탐구
하였는데, 여기서는 영웅소설의 영향, 설화문학의 영향, 사회문화적 변동, 평등사상의 유
입 등 기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항목이나 영향관계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었
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영향관계를 막연히 추정하기보
다는 다소 시론적(試論的)이더라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영향관계를 짚어보고자 노력하
였다. 여성영웅소설의 핵심적인 모티프인 남장은 삼국시대 이래 우리 사회에서 큰 거부
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이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남장
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면서 여성영웅소설이 유행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형성하였다. 또
조선후기의 여협서사는 여성영웅소설과 그 계보를 달리하면서도 ｢부낭｣과 같은 작품을
통해 여성영웅소설과 일정한 관련이 맺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성영웅소설과 여성영웅소
설의 유형적 유사성은 직관적으로는 쉽게 확인되지만 그 영향관계를 논하기는 쉽지 않
다. 두 유형의 작품이 산생된 시기에 절대적인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미친 중국 여성영웅서사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다수의 중국 여성영웅서
가 가운데 ｢서차기｣나 ｢난화몽｣ 같은 작품은 혹사한 서사구조로 인하여, ｢백규지｣나 ｢성
풍류｣ 같은 작품은 국내에 국문 번역본이 존재했음을 근거로 볼 때 우리 여성영웅소설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작품의 창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규합총서 , ｢녀탄｣,

의유당관북유람일기 등을 통해 본 여성의 자의식은 여성영웅소

설이 유행하던 시기에 남성의 삶을 희구하는 여성의 지향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여
성영웅소설을 통해 이러한 희구와 욕망이 구체화되고 강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장에서 다룬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원리 가운데 가장 명시적인 것은 여성영웅소설이
여성영웅의 일대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성영웅서사는 남성영웅서사와 기
본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남장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특질은 남성영웅서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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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기 어려운 면모를 지닌다. 여성영웅은 남성영웅과 달리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한 지
점에서 규방으로의 귀환하는데, 이는 영웅의 좌절을 수반함으로써 여성영웅서사를 남성
영웅서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서사로 변형시킨다. 여성영웅소설은 애정과 결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최종적인 행복의 요인을 결혼의 완성으로 귀결시키는 결혼서사로서의 성격
도 가진다. 여성영웅소설의 또다른 서사원리로는 남녀 주인공의 이합(離合)과 결연의 지
연 및 여성영웅의 정체의 은폐와 탄로를 들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서사의 최종적인
도착점인 남녀의 완전한 결합이 외부의 조건이나 남녀의 갈등으로 인해 지연되면서 서
사의 동력을 얻으며, 한편 숨겨졌던 여성영웅의 정체가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또다른 서
사의 추동력을 얻는다. 특히 여성영웅의 정체가 드러나는 방식이 얼마나 자발성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작품의 서사구조가 달라진다.
다음으로 4장에서는 인물의 형상화 방식을 서술하였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적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독립적으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인물로는 여성영웅, 여성영웅의 배우
자이거나 동생인 남성인물, 여성영웅의 조력자가 있다. 여성영웅을 외모, 성품, 지위, 역
할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여성영웅은 남성과 여성의 특질을 함께 지는 인물
로 그려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영웅은 소녀에서 장군 그리고 규중부녀로 지위와
역할이 변화하는데,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에서는 규중부녀의 역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영웅의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인물은 크게 영
웅과 풍류남아라는 두 가지 인물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두 항목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웅으로서의 전형성을 가진 인물들은 성공에의 지향을 가지고 사회적
윤리를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풍류적 기질을 가진 인물들은 욕망의 표현에 적극
적이며 윤리적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방한 모습을 보인다. 여성영웅의 조력자는
여성영웅이 영웅적 행적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조연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 특히 여성영웅의 정혼자 가운데 동성 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여성 배우
자’라는 인물형은 여성영웅이 남성으로 가장(假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외적 명분내지
근거를 제공하고 여성영웅을 심리적로 지지하며 내조(內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여성영웅과 방불한 서사적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데, 특히 ｢방
한림전｣의 영혜빙은 방관주와 함께 작품의 두 주인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개성과
독립성을 보여준다. 시비군은 규중 약질인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성으로서의 삶을 살다
가 규방으로 다시 귀환하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시비군이 수행하지
않는 여성영웅은 그 자율성과 개성이 특별히 강조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 다룬 여성영웅소설의 이념적 성격에서는 우선 여성의식과 가부장 이념의 관
계에 대해 다루었다. 여성영웅서사는 실세한 아버지를 위한 딸의 서사로서의 성격을 가
지지만 자아성취의 동기가 강하고 남성적 삶을 경험한 여성은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기
를 거부하는데, 이때여성은 자신이 복권시킨 아버지를 비롯하여 새로운 가부장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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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동생이나 남편의 규제를 받고 가정에 속박된다. 다음으로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주제인 충·효·열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균열을 이루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
교의 핵심적 이념인 충·효·열은 여성이면서 남성인 여성영웅을 통해 조화롭게 체현되며,
작품 가운데 다른 인물들도 각기 이 이념의 실현에 기여한다. 그러나 장편 및 장편에의
지향을 보이는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열이 부각되면서 이념간의 충돌과 갈등이 나타나는
데, 이는 장편 가문소설의 독자 취향과 유관(有關)하다. 한편 단편여성영웅소설이 여성
의 남장을 다분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다루었다면 장편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 앵혈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며 현실적인 서술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방한림전｣,
｢부장양문록｣, ｢하진양문록｣에 설정된 전생담은 보수적 의도에서 설정된 것임에도 젠더
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이형태(異形態)로서 영웅소설과 공존하면
서도 서사구조, 인물 형상화 방식, 이념적 성격에 있어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당대 민중과 여성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나아간 개성적
인 문학사적 행보를 의미한다. 여성영웅소설은 장르 내부에서의 다양한 변모와 가문소설
과의 외적 교섭을 통해 문학사적 편폭을 확대하면서 조선후기 소설사의 역동적 면모를
보여준다. 특히 단·장편 여성영웅소설의 상호 교섭 양상은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사를
재구(再構)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술의 과정에서 모든 작품의 면모를 빠짐없이 반영하여 최대한 일반화의 가
능성이 큰 명제들을 기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동시에 예외적인 면모가 있다면 밝히고자
하였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작품들의 창작연대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특성의 분류가
무매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보조적으로 단
편과 장편이라는 분류 기준을 세우고 문학사적 의의를 다룬 부분에서 단편과 장편의 관
계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계보를 그려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였다. 그밖에 보
고의 논지는 여성영웅소설의 공통적인 특질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여
러 가지 특질의 집합체이자 독립적인 개성을 지닌 개별 작품을 독립적으로 다루지는 않
았다. 좁은 의미의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하여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을 망라하여 큰
밑그림을 그리고 동시에 개별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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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arrative and Ideology of Heroine Novels

Choi Jinye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explore narrative and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heroine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eroine novels have been steadily
researched since the 1980s when heroic novel research was the mainstream.
However, there is no comprehensive study on heroine novels in general away
from typology suggested by previous research. Therefore, this dissertation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eroine novels from three aspects of
narrative principles, ways of creating characters, and ideological features.
First of all, this dissertation examines background of formation and
context of enjoyment of heroine novels based on the empirical materials.
Male disguise, a key motif of heroine novels has been acceptable in our
society since the Three Kingdoms Period. Especially in the Joseon Dynasty,
male disguise for Confucian activities was

tacitly accepted,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to the vogue for heroine novels formed. Furthermore, female
martial arts narr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ave different origins from
heroine novels but have something to do with heroine novels through works
like Bunang(夫娘).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effect of Chinese heroine
narratives on heroine novels through similarity of narrative structure or
existence of Korean translations distributed domestically. In the works such
as

Gyuhapchongseo(閨閤叢書),

Nyeojatan,

and

Euiyudangkwanbukyuramilgi,

women`s self-consciousness shows that women`s consciousness which desires
men`s lives had already formed when heroine novels were popular, and
interacted with heroine no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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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explicit narrative principle of heroine novels is that heroine
novels take the form of the biography. The biography of heroine novels
changes

heroine

narratives

into

ones

essentially

different

from

heroic

narratives by involving heroine`s discouragement unlike the one of heroic
novels. Heroine novels have a characteristic as a marriage narrative which is
focused on love and marriage and considers success of marriage as final
happiness. As for heroine novels, on the one hand, the impetus for a
narrative was provided by the delay in a complete un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which is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narrative due to external
conditions or conflicts between a man and a woman. On the other, the
impetus for another narrative was provided by the procedure which reveals
the hidden heroine`s identity.
In heroine novels, important characters which require detailed explanation
are heroines, male characters as a spouse or younger brother of heroines,
assistants of heroines. Heroines are described as characters who have both
male and female features, and who experience changes of status and roles
from girls to generals, and from generals to housewives. Male characte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a hero and a man of refined taste. The former
shows a tendency to adhere to social ethics aiming at success, but the latter
shows a tendency to be active in expression of desires and be free from
ethical restrictions. Assistants of heroines are the most important characters
who help heroines realize heroic deeds of all support characters. Especially
female spouse characters who have same-sex marriages with heroines
provide the heroines with external causes and reasons in order to live in
male disguis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heroines emotionally.
Female servant groups are also characters who continue to help heroines live
male lives and come back home. Therefore, heroines without female servant
groups are characters especially focused on their autonomy and individuality.
The ideological
contradictory.

characteristic

Heroine

of

narratives

heroine
have

a

novels is

multi-layered

characteristic

as

and

daughters`

narratives for their dead fathers. Heroines who have strong motives for
self-realization and experienced male lives refuse to come back to women`s
roles, but they are controled by their fathers reinstated by them, and
younger brothers or husbands as new patriarchs, and restrained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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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Confucian ideologies, loyalty to the king,

devotion to the parents, and

fidelity to the husband are harmoniously embodied by heroines who are both
women and men. However, in some heroine novels, fidelity to the husband
are emphasized, and conflicts among ideologies are created. Furthermore,
heroines are characters who disrupt and even dismantle a dichotomy unique
to Confucianism such as high and low, man and woman, and husband and
wife. First, the more interested in women`s chastity characters grow, the
more emphasis on physical contact and meeting before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they put. Next, tales of past lives set for conservative
purpose play a role in increasing fluidity of gender. These two points are
among contradictions which ideologies of heroine novels have.
Therefore, as another form of heroic novels, heroine novels coexist with
heroic

novels,

and

have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from

aspects

of

narrative structures, ways of creating characters, and ideological features.
This shows the unique move of literary history of heroine novels which
reflects sentiment of the public and women at that time. Besides, heroine
novels show the dynamic aspect of history of novel in the late Joseon
Dynasty, extending the range of literary history through internal variants and
external interaction with family novels.
Keywords: korean classical novel, heroine novel, heroic novel, narrative,
ideology, male disguise
Student number: 2003-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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