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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난 복장전환(服裝轉換) 화소의 특징과 문

학적 기능을 밝히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고전장편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화소의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

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서사적 기능에 따라 1) 애정실현형, 2) 애정

갈등형, 3) 영웅부각형으로 나뉜다. 애정실현형은 복장전환이 등장인물의 애

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애정갈등형은 복

장전환이 애정 상대로 설정된 인물 간의 갈등 형성의 계기 및 소재로서 기

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웅부각형은 복장전환이 위기와 고난에 대처하는

복장전환자의 영웅적 성격을 부조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한 인물의 복장전환이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경우에 따라 착종(錯綜)되거나 복합적 형태를 띠고

존재하고 있으며, 세 기능이 한 인물의 복장전환을 통해 동시에 구현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의 서사적 효과는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2) 여성수난

담의 형성,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서사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된다. 이 때

남성 복장전환자들은 복장전환을 이용해 그들이 처한 불리한 처지를 자신에

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불평등한 관계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남성 복장전환

자들의 복장전환은 속이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 복장

전환자들은 자신의 실체가 탄로 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그리하여

여성인물의 복장전환은 속이기로서의 효과가 반감된다. 전복의 가능성 역시

차단된다. 심지어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지위를 전복당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가 구현하는 속이기 서사는

어느 경우에나 남성의 우위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장전환

화소가 남성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수난담을 형성ㆍ확대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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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일부 작품 속 여성들은 정절이나 효 등 가부장제 사회가 중요시하

는 덕목을 지키기 위해 남장을 하고도, 도리어 정절을 잃었을 것이라는 혐

의를 입을까 수치심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한다. 이 때 여성의 심정을 이해하

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애정을 강요하는 남성인물에 의해 여성은 수난을 겪

게 된다. 여성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복장전환이 가족 구

성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복장전

환 화소는 여성 인물들의 수난담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조선사회 상층

여성의 삶의 문제들을 여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복장전환 화소는 서사 내 인물들의 외양 묘사를 확대하는 효과를 발휘한

다. 복장전환은 옷을 통한 성별의 전환을 다루기 때문에,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 등장인물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나 옷을 갈아입고 난 후 변화된

모습이 장면전개를 통해 서사에 제시된다. 등장인물들이 복장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오인하거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인물 외양 묘

사가 확대되기도 한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는 서사적 필요에 의해 작품

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고전장편소

설 속 인물 묘사는 인물의 외양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된다. 따라서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대되는 인물 외양의 묘사는 인물의

외양 그 자체에 대한 당대 향유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

다.

복장전환 화소는 향유층의 독서 행위와 관련하여 1) 금기의 오락적 향유,

2) 성적 욕망의 충족, 3) 남녀지기(男女知己) 환상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

닌다.

복장전환 화소는 조선사회에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던 인간의 양성

성을 긍정하고 이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치환시킨다. 한편 복장전환자를 통

해 자유로운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상에서 금기시 되었던 요소

들이 복장전환을 통해 오락적으로 향유되는 것이라 하겠다. 복장전환 화소

가 형상화하는 금기의 위반과 일탈은 독자를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이끌

어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

한편 복장전환 화소는 복장전환자와 주변인물이 주고받는 관음적 시선을

통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아가 복장전환자의 아름다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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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변인물들이 복장전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묘사하여

독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을 제공하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는 남녀 등장인물이 서로의 성별을 오해하게 하여 결연을

지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끼리의 관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남녀 사이

의 지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상호 평등을

전제로 한 남녀의 연애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유층들의 남녀지기 환

상을 실현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 주요어 : 복장전환, 남장, 여장, 여화위남, 남화위녀, 여성수난담, 인

물 묘사, 금기, 성적 욕망, 애정 환상, 흥미성, 오락성

* 학 번 : 201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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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이 논문은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난 복장전환(服裝轉換) 화소의 특징과 문

학적 기능을 밝히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고전

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화소의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소설 독자층은 이 화소로부터 무엇을 읽어내고자 했는지 살

펴볼 것이다.

등장인물의 성별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역할을 창출해내는 복장전환 화소

는 동서양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이 화소는 이야기의 다양한 지점

에 삽입되어 사건의 반전을 초래하거나 서사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어 극

적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특히 고전소설에서는 이 화소가 다양한 작품에 걸

쳐 반복적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서사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기

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간 고전소설 분야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는 대부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영웅의 남장(男裝)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전근

대 우리 문학 속에 산재(散在)한 여성주의적 고민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고

전소설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제의식 규명에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장전환이라는 행위의

이념적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여 화소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에 주목하지

못한 점이나, 독자 중심의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소설 작품의 모든 요소는 서사의 짜임새를 그럴듯하게 하면

서도 여기에 흥미를 더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는 독자의 긍정적 반응을 염두에 둔 작가의 전략적 장치로서,



- 2 -

서사의 흥미 증진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그러므로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

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도 흥미성ㆍ오락성은 중요한 착안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본고가 복장전환 화소와 관련한 이념적 접근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에서 이념성과 오락성

은 완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지한 문제를 통속적으로 풀어

내는 것이 대중예술의 전략이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는 반드시 배타적이지

않다.1) 중요한 것은 이념성과 오락성의 길항 관계 속에서 독자는 무엇을 읽

어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복장전환 화소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복장

전환 자체의 이념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소설이 오락적 소비의 대상이라

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소설 속 복장전환

이 제기하는 젠더 규범의 파기나 성적 평등의 문제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

한 논의들에서 남성독자의 취향이나 서사의 흥미성ㆍ오락성 등에 관심을 보

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이를 반증한다.

본고에서는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것에 반드시 체제순응적인 생각이 담

겨있다고 보거나, 전복적ㆍ진보적 요소가 소설적 재미와의 결별로부터 획득

된다고 보는 식의 도식적인 접근을 지양한다. 그리하여 복장전환 화소가 어

떤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시 소설을 창작ㆍ향유하던 작가와 독자들이 이

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 또 읽고자 했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고전소설 작품을 양산ㆍ향유하던 당대 소설 향유층의 미의식에 다가가

는 노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고전장편소설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전장편

소설은 긴 분량만큼이나 이야기가 흥미를 위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

정 화소의 양상과 기능을 살피기에 좋은 자료이다. 지금까지 복장전환의 문

1) 박혜숙은 여성영웅소설이 제기하는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를 검토하면서 통속적인 의식과

진정한 의식의 경계가 항상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일상적 인간들의 세계인식의 변

화 역시 반드시 진정한 문제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박혜

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ㆍ차이ㆍ정체성의 문제 ,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161면).

2) 이상택은 낙선재본 소설의 작품가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작품이 생산되던 당대의 작가 및

독자들이 추구한 미학적 근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명하려는 열의와 인내심이 필요’할 것이

라 강조한 바 있다(이상택, 낙선재본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 , 성오 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7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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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편소설, 특히 여성영웅소설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었던 점을 상기했

을 때도 고전장편소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 대상의 확장

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대상 작품은 현전하는 국문본ㆍ한문본 고전장편소설 가운데 복장전환 화

소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을 선

정하였다. 이 중에는 창작 연대가 분명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

나, 되도록 장편소설의 형성기인 17세기부터 극성기인 18세기, 쇠퇴 시점인

19세기의 작품을 두루 선정하고자 했다.3) 또한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을 것

으로 평가되는 작품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다양한 이본 중에서 선본(善本)으

로 여겨지는 것을 자료로 삼되, 이본 별로 차이가 크지 않거나 선본 확정이

안 된 경우에는 많은 연구에서 사용된 이본을 자료로 삼았다.

이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구운몽(4권 4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국문필사본)4)
창선감의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필사본)5)

소현성록(15권 15책,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국문필사본)6)
유씨삼대록(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문필사본)7)
하진양문록(29권 29책, 일본 동양문고 소장 국문필사본)8)

창란호연록(13권 13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문필사본)9)
육미당기(서울대학교 도서관 가람문고소장 한문필사본)10)

3)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 양포 이상

택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참조.
4) 인용문은 김병국 교주본 구운몽(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에서 가져왔다.
5) 번역문은 이지영 역주본 창선감의록(문학동네, 2010)에서 가져왔다.
6) 인용문은 조혜란 외 가 역주한 소현성록(소명출판, 2010)에서 가져왔다.
7) 인용문은 한길연 외 가 역주한 유씨삼대록(소명출판, 2010)에서 가져왔다.
8) 하진양문록은 주요 필사본으로 장서각 소장본,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소장본,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 고려대 소장본 등이 전하는데, 이 중에서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소장본을 선본으로 정

한 논의가 있다(박숙례, <하진양문록> 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1999). 그러나 러시아본은 필체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온전치 않

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동양문고 소장의 세책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인용문은 이대형 교주본 하진양문록(이회문화사, 2004)에서 가져왔다.
9) 인용문은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9ㆍ10(아세아문화사, 1980)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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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영웅소설이 고전소설 연구 분야의 관심사가 되면서

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초기 연구에서는 대개 여성영웅소설 작품의 형

성배경이나 유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남장(男裝)을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삼거나 구조 분석의 중요한 단락으로 설정했는데,11) 여기서 남장은 영웅소

설 일반과 구별되는 여성영웅소설만의 표지로서 여주인공에게 남성과 동일

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 정도로 이해되었다.

이후 여성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남장 자체의 ‘의미’ 규명에 몰두한 논의

들이 제출되었다. 이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영웅이 남장을 하고 남성들

의 성(性) 역할까지 훌륭하게 해낸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장이 여권 신장이나 여성 해방의

상징이라고도 하고,12) 남성성을 찬양하고 남성중심적 의식을 강화시키는 장

치라고도 하는 등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13) 최근에는 양자의 의견에 모

두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는 한편,14) 여성영웅소설 중

10) 번역문은 장효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육미당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5)에서

가져왔다. 이하 모든 인용문의 각주는 서지정보를 생략하고 작품명 및 원본의 권수와 면수만

을 기록하며, 원본의 면수 정보가 없는 경우는 교주본의 면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활자화된 자

료의 내용 중에서 잘못되었거나 어색한 부분은 필자가 자연스럽게 고치도록 한다.

11) 여성영웅소설의 연구사는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참조.
초기 연구 중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전용문, 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 , 어문연구 10, 충남대학교 어문연구회, 1979; 여세주, 여
장군등장 고소설 연구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형성과 후대적

변모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12) 전용문, 한국여성영웅소설의 연구, 목원대 출판부, 1996;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방한림전
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정병헌ㆍ이유경 엮음, 한국의 여성영웅소설, 태학사,
2000.

13) 이인경, 홍계월전연구; 갈등양상을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1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2;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 양포 이상택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의 의
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4) 정병설은 조선후기 여성의식의 수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성영웅을 곧바로 여성의식

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며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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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영웅소설의 관습을 따른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에서 남장이 의미

를 달리한다는 주장이 제출되었다.15) 이러한 연구의 흐름 속에서 박혜숙은

여성영웅소설 작품 간에도 여성의식과 관련한 편차가 있음을 지적하며 논의

를 일단락지었다.16)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여성영웅소설 분야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는 화소 자체의 특징이나 기능을 밝히는 데 천착했다기보다는, 여

성영웅소설 작품군의 주제 의식이나 개별 작품의 위상을 해명하는 데 주력

한 것이었다.

여성영웅소설의 범주에 구애되지 않고 남장 화소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

다. 임철호는 고전소설 속의 남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양산백전

과 음양삼태성 등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남장을 하는

행위 속에 남성사회에 대한 도전이나 가문에 기여하지 못하는 죄의식 등이

담겨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17) 이는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

라 하겠다. 한편 민영대는 우리 소설의 발전ㆍ변모를 살피는 과정에서 ‘여화

위남(女化爲男)’의 문제를 논한 바 있다.18) 민영대의 논의는 ‘여화위남’의 문

학 내적인 발전과정을 흥미성 제고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차

별성을 보여주었으나, 대상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데다가 ‘흥미’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한

계를 지닌다.

여장(女裝)을 다룬 대표적인 경우로는 구운몽 관련 논의를 들 수 있는

한편, 여성영웅소설이 남성성을 찬양하기 위해 창작되었다면 근육질의 남성영웅을 등장시키는

것이 남장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보다 자연스러웠을 것이라며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무효화

하는 의견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 고전문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15) 류준경은 이현경전 등 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었던 남복개착화소가 영웅

소설의 장르관습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는 여성영웅소설에 수용되면서 그 문제의식이 약화되

고, 서사진행을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만이 강화된다고 지적하였다(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

습과 여성영웅소설 ,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6) 박혜숙, 앞의 논문.

17) 임철호, 고소설의 남장 여인들(1) :〈양산백전〉의 시도와 좌절 , 인문과학연구 7, 전주대
학교 인문과학종합연구소, 2003; 임철호, 고소설의 남장여인들(2) : 〈음양삼태성〉과 〈정비

전〉의 남장 , 국어문학 38, 국어문학회, 2003.
18) 민영대, 최척전과 그 전후대에 나타난 소설과의 영향관계(1) , 한국언어문학 42, 한국언어
문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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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에는 양소유의 여장을 ‘환착탄금(換着彈琴) 모티브’라고 명명하면서 중

국 서사문학과의 영향 관계를 밝히거나,19) 양소유의 호색(好色)적 기질이나

여성적 성향, 파격성 등을 설명하는 사례로 다룬 예가 있다.20)

김응환은 유일하게 독립주제로서 남화위녀(男化爲女)를 조명하고 서사적

기능을 규명하려 시도한 바 있어 주목된다.21) 그는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을

두루 살펴 남화위녀의 기능을 1) 사건의 전개와 속임 반복, 2) 사건의 반전

과 문제 해결, 3) 유락적 분위기와 해학 연출이라고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단편과 장편을 두루 살펴 남화위녀의 독자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고전소설

과 관련된 복장전환 화소 논의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복장전환 화소 연구는 남장 화소ㆍ여장 화소로 분리되어 진행되

어 왔다. 그런데 수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이 여성영웅의 남장이므로

복장전환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남장과 동등하게 취급되거나, 사회적

의미가 약한 여장이나 일부 남장과는 개별적인 문제로 파악되었다. 이같은

이분법적 시각은 복장전환 화소의 총체적인 이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

준식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변장(變裝)’ 화소에 접근한 바 있

다.22) 정준식은 남장ㆍ여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장’을 설정하고 이를 1)

남장영웅, 2) 속죄양적 변장, 3) 변장죄수, 4) 탈규범적 변장으로 나누어 서

사적 연원과 그 의미를 살폈다.

이 외에도 복장전환은 변신(變身) 이야기나,23) 속임수와 같은 서사기법을

19) 정규복은 구운몽 에서 양소유가 여관(女冠)으로 환착(換着)한 것이 태평광기(太平廣記) 소
재 왕유전(王維傳) 에서 왕유가 공주의 환심을 사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 환착탄금(換着彈琴)

했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이라 보았다(정규복, 구운몽 연구, 보고사, 2010). 최근에 전성운은
이 장면이 명말청초 소설인 공공환(空空幻) 과 비슷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전성운, <구운

몽>의 창작과 명말청초 艶情小說: <空空幻>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12, 한국고
소설학회, 2001), 정길수는 여기에 오강설(吳江雪) 을 더하여 세 작품의 유사성을 지적하였다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20)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21) 김응환, 고전소설에 나타난 男化爲女의 양상과 기능 , 민족학연구 5, 한국민족학회, 2001.
22) 정준식, 변장화소의 서사적 수용과 의미 ,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3) 김미란, 한국소설의 변신논리, 태학사, 1998; 박성미, 여장군 소설 주인공의 변신 연구- 서
사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나영, 고전소설에

나타난 변신 모티프 구현양상과 의미 ,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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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는 자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24) 이들 논의에서는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변신 및 속이기의 기법과 원리에 주목하거나, 특정 작품의 양상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복장전환의 독자적인 의미를 규명하는 데는 소홀했다.

복장전환과 관련한 연구는 외국 문학 연구에서도 선례들을 찾아볼 수 있

다.25) 이들은 대개가 여성주의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성

영웅소설의 남장을 두고 진행되었던 국문학계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국 청대(淸代) 재자가인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복장전환 화소

와 당시 유행하던 남색(男色) 풍조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논의에서 복장전환

화소가 독자에게 환기하는 흥미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26) 같은

논의에서 남장여성이라는 인물 형상에 남성독자와 여성독자가 지닌 욕망이

모두 반영되어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복장전환의 문제를 여성

적 취향의 문제로만 파악해 온 고전소설의 연구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서

참고할 만하다. 한편 연극 속 배우의 복장전환이 관객의 에로티시즘을 자극

한다는 논의 역시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복장전환에 접근하고 있어서 본고에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27)

24) 송주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속이기의 서사기법적 연구 ,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유인

선, <벽허담관제언록>의 속이기 양상과 의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5) 주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박성희, 세익스피어의 복장도착 희극에 나타난 성별과 성적 욕망 ,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조영미, William Shakespeare의 남장 여주인공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999; 김응산, 생소화 기법으로서의 복장전환: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四川의 선인과 데

이비드 헨리 황의 나비 씨 비교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최은정, 세익스피어
여주인공의 남장 전략 : <뜻대로 하세요>, <십이야>, <베니스의 상인> , 계명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9.

26) 최수경, 청대 소설에 나타난 ‘바꿔입기’ 분석 , 중국소설논총 17, 한국중국소설학회, 2003.
27) Lisa Jardine, Still Harping on Daughters : Women and Drama in the Age of
Shakespeare, New York : Harvester Press,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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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장전환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전소설 속 복장전환은 남장(男裝)ㆍ여장(女裝)

으로 분리되어 취급되거나, 합쳐서 변신(變身)이나 변장(變裝) 화소의 일부

로 다뤄져왔다. 그런데 남장ㆍ여장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두 화소의 의미

가 개별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어 한계를 지닌다.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절적인 접근은 특정 요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거나 주제 의식을 고찰하는 데 있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 연구에서는 분절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이 병행

되어야 한다. 변신이나 변장 화소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

하고 있지만, ‘변신’과 ‘변장’이라는 용어는 의미상 복장전환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화소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28) 본고에서는 이

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복장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다.

‘복장전환’은 영어의 ‘크로스드레싱(cross-dressing)’의 번역어로, 이성(異

性)의 옷을 입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복장도착(服裝倒錯)’을 의미하는 ‘트

렌스베스티즘(transvestism)’과 혼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트렌스

베스티즘은 남자가 여자 옷을 수집하여 입으며, 이를 통해 성적 만족감을

얻는 ‘복장도착적 물품음란증’을 가리킨다.29) 트렌스베스티즘은 크로스드레

싱이 성적 흥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다.30)

28) 김선자는 카시러(E. Cassirer)가 말한 신화세계의 탈바꿈의 법칙을 중국식으로 말하면 화(化)

라고 했다. 장자(莊子)에는 이 ‘화(化)’라는 말이 81번 나오는데, 이 ‘화’의 의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형’, ‘변신’이라는 것이다(김선자, 변신이야기, 살림, 2003, 12-13면). 이
를 통해 변신이라는 용어는 고대인들의 신화적 사고가 반영된 말임을 알 수 있다. ‘여화위남’

이나 ‘남화위녀’라는 용어 역시 ‘화(化)’의 전통적인 쓰임을 상기하면 변신에 가까운 의미를 지

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변장(變裝)은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위장(僞裝)’의

뜻을 지니고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에서 얼굴모양 등까지 변화시키는 경우를 지칭하므로 작품

속 복장전환의 실상과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29) 신희천, 성도착증과 성정체감 장애, 학지사, 2009, 85-91면.
30) 이와 관련하여 코르시니의 분류 방법을 참고할 만하다. 코르시니는 크로스드레싱을 세 가지

층위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성적흥분(sexual excitement)을 위해 이성의 옷을 이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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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속 주인공들은 단순히 이성의 옷을 입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계기로 그들의 성 역할이나 계급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여성

은 남성인 체하며 다른 남성과 지적 담론들을 주고받으며, 남성은 시비(侍

婢)가 되어 여성들이 머무는 규방으로 잠입한다. 최근에 문학적인 의미에서

크로스드레싱이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성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는 경우까지 포괄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음을 상기하면,31) 크로

스드레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전소설 속 주인공 형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크로스드레싱은 우리나라에서 ‘바꿔입

기’, ‘복장전환(服裝轉換)’, ‘복장도착(服裝倒錯)’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 ‘바꿔입기’는 일상 언어와 구별이 쉽지 않으며 ‘복장도착’은

앞서 언급한 병명(病名)으로서 복장도착과 혼동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복

장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복장전환의 주체는 복장전환자로 지

칭한다.

복장전환은 본모습 그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을 한다

는 점에서 변신(變身)이나 변장(變裝)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복장전

환이나 변신, 변장 등을 고전소설 속에 등장하는 ‘역할교체담’의 각기 다른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역할교체담은 지금까지 따로 논의되거나 정의된 바

없으나, 간단하게 말하면 작중 인물이 본모습을 숨기고 다른 인물로의 변화

를 꾀하는 이야기이다. 어떤 식으로든 인물의 정체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역할교체담의 출발인 셈이다. 이때 변화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1)

성별교체담 2) 지위ㆍ신분교체담 3) 생사ㆍ인귀교체담 4) 복합적교체담 등

으로 나눌 수 있다.32) 성별(性別)교체담은 인물의 성별이 바뀌는 이야기이

고, 지위(地位)ㆍ신분(身分)교체담은 인물의 사회적 역할이나 계급 등이 바

뀌는 이야기이다. 생사(生死)ㆍ인귀(人鬼)교체담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인

체 하거나, 인간이면서 선녀(仙女)나 귀신 등 비인간계의 인물로 행세하는

[fetishistic cross dressing], 둘째는 이성을 모방하는 행위의 일부, 셋째는 성 전환의 노력

[transsexualism]이 그것이다(Raymond J. Corsini, The Dictionary of Psychology,
Taylor&FrancisGroup, 1999, 238면). 이 가운데 첫 번째의 경우가 복장도착에 해당된다.

31) 제레미 M. 호손 지음, 정정호 외 역,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동인, 2003, 170면.
32)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한 경우로 정준식을 들 수 있다. 정준식은 변장 화소를 다루면서 그 범

주를 크게 성변장과 신분변장으로 나눈 바 있다(정준식, 앞의 논문, 12-13면).



- 10 -

이야기를 말한다. 복합교체담은 성별이나 지위, 생사 등 중에서 두 가지 이

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역할교체담에서는 교체되는 정체성의 내용과 더불어 정체성 교체

에 사용되는 ‘방법’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세계

관에 따라, 작중 인물이 처한 환경이나 그의 능력에 따라 정체성 교체에 사

용되는 방법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도술ㆍ주문(呪文) 등의 비(非)일상적 방법을 통해 역할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고전장편소설에서 특히 자주 확인되는 것은 개용

단(改容丹)을 통한 예이다.33) 개용단을 먹으면 겉모습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

뀐다. 소현성록에서는 소현성의 셋째 부인 여씨가 둘째 부인 석씨를 음해

하기 위해 개용단을 먹고 겉모습을 석씨로 바꾼 다음 소현성에게 음란한 행

동을 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유현의 셋째 부인 왕씨가 첫째 부인인 양씨

를 음해하기 위해 개용단을 이용한다.

옷이나 치장 등 복장이라는 일상적 방법을 통해 역할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여섯 번째 여인 난양공주는 정경패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해 미복(微服)으로 갈아입고 그녀를 찾아간다. 복장 덕에 난양공

주는 왕녀(王女)가 아닌 일반 양가집 규수로 행세할 수 있게 된다. 하진양
문록에서 진세백은 남몰래 약혼자인 하옥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접리

(接䍦)를 쓰고 초리(草履)를 신고” 하부(河府)에 찾아간다.

일부 작품에서는 비일상적 방법과 일상적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임씨삼대록에서는 작중 인물들이 주문(呪文)을 외거나 요약(妖藥)을

쓰는 동시에 옷을 바꿔입고 다른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한다.34)

33) 한길연은 개용단(改容丹)을 미혼단(迷魂丹) 등과 함께 요약(妖藥)으로 명명하고, 이것이 영웅

소설 등의 단편 고전소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데 반해 대하소설 등의 장편에서는 빈번히 등

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프 연구 , 고소설연구 25, 한
국고소설학회, 2008).

34) “문득 남연랑이 한 계책을 떠올리고는 몸 위에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뒤 주문을 외워 호탕

한 남자가 되어 소소저의 방 안에 돌입하였다.” (임씨삼대록 권 24, 60면) 인용문은 김지영
외 가 역주한『임씨삼대록(소명출판, 2010)에서 가져왔다.
“(남씨가) 이에 가만히 협실 다락에 감춰둔 거지 여자를 나오게 하여 개용단(改容丹)을 먹여

자신의 얼굴을 만들고 또 가슴 앓는 약을 먹인 뒤, 저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서 입히고 침

상 위에 이불로 낯을 싼 후 눕혔다.” (임씨삼대록 권 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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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속 역할교체담은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것을 제외하면 각각의 성

격이나 의도,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 가지로 수렴되는 공통

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다만 수적으로 우세한 경우가 가장 문제적

일 수 있다는 일반적 관점 하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수적으

로 열세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전소설이 어떤

식으로든 당대의 관심사를 담아내고 있다고 했을 때 빈도를 통해 관심의 양

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는 역할교체담 중에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별교체담’의 일부이며, 도술 등의 비일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장(服裝)’이라는 일상적 방법을 통해 역할을 교체하는 경우에 해

당한다. 이에 복장전환 화소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복장전환이라는 번역어는 의미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복장전환을 축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의미는 ‘복장을 바꾸어 입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복장전환은 복장을 통해 성별

이 교체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지위ㆍ신분이나 생사 등이 바뀌는 경우를 지

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역할교체담과 관련하여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비일상적 방법

(도술ㆍ주문ㆍ요약등)

일상적 방법

(옷ㆍ복장)
복합적 방법

성별교체담 ○ *

지위ㆍ신분교체담

생사ㆍ인귀교체담

복합교체담 ○ *

역할교체담의 다양한 층위

위의 표는 역할 교체담의 다양한 층위를 나타낸 것인데, 음영 표시된 부

분이 넓은 의미의 복장전환의 범주에 해당된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 복장

을 통해 등장인물의 지위나 신분을 바꾸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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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찾아보기 어렵다. 작품 내에서 바뀐 지위나 신분이 문제적 성격을 드러

내는 경우는 김학공전이나 옥낭자전 등 일부 단편에서 확인될 뿐이다.

게다가 이들의 대부분이 성별 변화를 동반하고 있어서 복합교체담의 범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생사ㆍ인귀교체담도 마찬가지다. 창란호연록에서 장
두가 시체를 가져다 자신의 옷을 입힌다거나, 현씨양웅쌍린기에서 주소저

가 여인의 시체에 자신의 옷을 입혀 죽음을 위장하는 등의 예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전장편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전히 좁은 의미

의 복장전환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위의 표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장전환을 ‘이성의 옷으로 갈아입고 성별을 교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복장전환 화소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상적 방법과 비일상

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성별을 교체하는 경우(‘*’로 표시된 부분)도 복장

전환 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 사례가 매우 적고 또 비일상적 방법

과 일상적 방법 각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제

외시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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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장전환의 유형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난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를 규명하기에 앞서 실제 작

품 속에 그것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장에서는 복장전환의 유형을 설정하고, 작품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장편소설 작품에서 복장전환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

어 있지만, 공통점을 추출하면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35) 먼저 등장

인물이 자신의 눈앞에 닥친 위험을 피하거나, 타인을 구출하는 등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복장전환 화소는 작품

내 위기 국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소현성록의 이옥주나 유씨삼대록
의 설초벽은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게 된 시점에서 복장전환을 한다. 여성의

몸으로 혼자 살아가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로 애정 문제 때문에 복장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복장

전환 화소는 작품 내 결연 과정에 삽입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구운몽
의 양소유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양소유는 오직 배필로 추천받은 여성의

얼굴을 보러 가기 위한 목적에서 복장전환을 한다. 여성 인물인 구운몽의
적경홍과 육미당기의 설서란도 마음에 둔 이성을 좇기 위해 복장전환을

한 채 길을 나선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분류가 작품 내 복장전환 화소의 전모를 살피는 데 유

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복장전환 화소는 하나의 서사

의 형태로 작품 내에 삽입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복장전환 화소는 작품 내에

서 등장인물이 복장전환을 감행하는 순간부터 복장전환을 해제하는 순간까

35) 단편소설 중 여성영웅소설의 경우에는 복장전환의 계기로 ‘여성성의 거부’나 ‘남성 삶에 대한

선망’ 등의 정체성 혼란이 나타나기도 한다(옥주호연, 홍계월전, 방한림전 등). 그러나
장편소설의 경우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복장전환을 찾아보기 어렵다. 자발적으로 남성적 삶을

택한 경우로 부장양문록이 거론되는데, 이 역시도 최초에는 전란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피신(避身)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장양문록의 서사단락은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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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일정한 서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초 복장전환의 목적이

복장전환을 해제하는 순간까지 유지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목적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서사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는 경우도

있다.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여성영웅소설 속 여주인공의 공적

(公的) 성취나 남성세계로의 진입 역시 복장전환이 감행된 애초의 목적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일생 중 단기간에 걸쳐 일어났

던 복장전환이 이후의 서사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복장전환의 최초 계기나 목적,

혹은 지속도 등을 통한 단순한 유형 분류는 복장전환 화소의 전모를 살피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장전환의 유형을 분류할 것인가. 고전장편소설 속 복

장전환은 등장인물의 성별이 바뀌는 동시에 외양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하

며, 본래의 지위나 사회적 역할의 변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복장전환이

서사 전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요 소재로서 등장하기

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를 총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작품 내 복장전환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등장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소재로 기능한다. 한

편 인물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서사적 기능에 따라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의 유형을 1) 애정실현

형, 2) 애정갈등형, 3) 영웅부각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1. 애정실현형

애정실현형은 복장전환이 남녀 등장인물의 애정 실현의 도구로 기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때 애정 실현이 반드시 결연(結緣)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서사는 등장인물이 복장전환을 통해 애정 욕구를 표출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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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고 결연에 이르거나, 왜곡된 애정 욕구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등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복장전환의 주체와 애정 실현의 주체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애정 실현의 수단이라는 도구

적 기능을 중심으로 복장전환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운몽의 양소유는 낙양(洛陽)에서 계섬월을 만나 정경패를 배필로 추

천받는다. 이후 장안(長安)에 도착한 양소유는 두련사에게서 정경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듣는다. 정경패에 대한 궁금증이 극도에 달한 양소유는 두련사

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억지를 부린다. 두련사는 결

국 거문고 연주를 통해 정경패를 만나볼 계책을 일러준다. 해마다 영보도군

(靈保道君)의 탄일(誕日)에 정부(鄭府)에서 자신의 집으로 향촉을 보내는데,

이때 양소유가 여도사의 옷을 입고 거문고를 타면 향촉을 전해주러 온 아이

가 돌아가 부인께 그 연주의 뛰어남을 아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곧 정씨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두련사의 말대로 양소유의

거문고 소리를 전해들은 정부에서는 양소유를 직접 초대하고, 양소유는 여

도사의 행색을 하고 정부로 들어가게 된다. 정경패를 마주한 양소유는 ‘봉구

황곡(鳳求凰曲)’을 연주해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린다. 양소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경패를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결연을 맺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두 남녀의 결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구운몽의 여주인공 적경홍의 경우도 애정실현형 복장전환의 예가 된다.

정경패는 자신을 속인 양소유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가춘운을 선녀로 꾸며

운우지락(雲雨之樂)을 나누게 하는데, 그 때 연왕(燕王)이 반역을 일으킨다.

양소유는 사신으로 나아갔다가 연왕의 항복을 받아 돌아오는데, 도중에서

웬 선비를 만나게 된다. 그 선비는 자신을 북방에서 온 ‘적생(狄生)’이라고

소개한다. 적생과 지기(知己)의 인연을 맺은 후 함께 낙양으로 돌아온 양소

유는 이내 적생이 적경홍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남성의 행색으로 자신을

속인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 양소유에게 적경홍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단(邯郸) 길에서 나를 좇아온 자가 워낙 홍랑(鴻娘)이요, 서녘 월랑

(月廊)에서 섬랑(蟾娘)으로 더불어 사어(私語)하던 자도 홍랑이로다. 남복

(男服)으로 나를 속임은 어떤 까닭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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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랑이 대답하여 가로되,

“천첩(賤妾)이 감히 상공(相公)을 속이리이까? 첩이 비록 누추(陋醜)하

나 항상 발원(發願)하여 군자를 쫓으려 하더니, (중략) 저적 연왕(燕王)

이 상공(相公)을 청하여 궁중에서 잔치할 적에 첩이 우연히 엿보니 일

생(一生) 좇아 놀기를 원하는 바라, 상공이 연(燕)을 떠나신 후에 즉시

도망하여 좇으려 하더니, (후략)”36)

적경홍의 복장전환은 양소유를 향한 자신의 애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양소유를 만나고 그와 함께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자

바로 여자의 차림으로 돌아온다.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의 복장전환은 애정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

다. 설초벽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남복을 한 채 홀로 글과 무예를 읽히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풍양의 난 때 유세창을 우연히 만나 그와 의형제를 맺

고 교류를 하게 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두 사람은 함께 유부(劉府)로 돌

아와 매일같이 만나 뜻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설초벽은 유세창에게 평생

토록 의탁하고자 하지만 재취를 금하는 유씨 가문의 가풍(家風) 때문에 일

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 경사(京師)에 온 지 서너 달에 주인의 대접이 비록 후(厚)하나

나중이 어렵고 유씨 가문이 재취(再娶)를 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스스로

혼인하기를 구하는 것은 서로 구애(拘碍)가 되어 순탄치 않고 마땅하지 못

할 것이다. 과거장에 나아가 이름을 드러내고 인하여 실상(實狀)을 상께

주달(奏達)하여 상(上)의 명령을 얻는다면 명분(名分)이 바르고 말이 순

리에 맞게 평생의 몸을 맡길 대사(大事)를 이룰 것이니 세월을 보내고

있을 수 없다.’37)

인용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설초벽은, 천자의 눈에 들어 혼사를 진행해

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결국 과거에 급제한 설초벽은 천자의 명을 받아 유세

창과의 결연에 성공한다. 설초벽이 최초에 복장전환을 하게 된 계기는 요약

36) 구운몽, 221-223면.
37) 유씨삼대록 권 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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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시된 반면, 그녀가 유세창을 만나고 그와 혼인을 성사시키는 과정

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후 서사에서도 설초벽이 공적 영역에

서 활약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설초벽의 복장전환은 유세창을 향한

그녀의 애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창선감의록 진채경의 복장전환은 앞서 살핀 예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애

정 실현의 도구가 된다. 진채경은 아버지 진형수가 조문화의 청혼을 거절한

대가로 투옥되자, 아버지를 구할 생각에 조문화의 아들과 혼인하겠다고 약

속한다. 그러나 이미 윤여옥과 혼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문화의 아들과 혼

인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생각하고, 남장을 한 채 도망친다. 그런데 이때 진

채경은 복장전환을 약혼자인 윤여옥을 찾아 나서거나 그와의 결연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윤여옥의 배필을 구해주는 도구로 사용

한다.

“네가 그동안 윤씨 댁에서 두터운 은혜를 입었고, 또 윤공자가 금석 같

은 약속을 지키려 하여 보잘것없는 나에게 연연하는 걸 보면, 비록 여자

마음이지만 깊이 감동(感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번 운남으로 가게

되면 형영(形影)이 영영(永永) 격절(隔絶)하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다른 형제 없으니 결국 다리 밑 약속을 지키느라 집안 살

림할 부인 없이 지내기는 어려울거야. (중략) 어떻게 하면 저 댁 아가씨

를 윤공자에게 천거할 수 있을까?”38)

진채경은 남성 차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여 일부러 백경에

게 접근한다. 그리고 스스로 윤여옥 행세를 하며 백경의 누이와 혼약을 이

룬다. 진채경의 복장전환은 자신의 결연과는 무관하지만, 윤여옥에 대한 강

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애정실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육미당기의 백운영은 어렸을 적 아버지 백문현에 의해 김소선과 혼약을

한다. 간신 배득량의 구혼을 거절한 일을 계기로 백상서가 유배를 가자, 김

소선도 백상서 집을 나와 떠돌게 된다. 이때 모친이 배득량과의 혼사를 진

38) “吾於尹府恩愛深厚, 而尹郞乃以金石之信, 眷眷於菲薄之質. 吾雖女子, 豈不銘感於心乎? 今吾一

去雲南, 形影永阻, 則尹郞堂有雙親, 而無他兄弟, 勢不得終守柱下之信, 而長缺中饋之任也. (중략)

安得以彼家處子, 薦之於尹郞也?” (창선감의록, 9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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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려는 것을 알게 된 백운영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다.

 “소녀의 운명이 기구하여 부친을 이별하고, 또 들은즉 김공자가 이미

우리 문(門)을 떠났다 하오니, 다시 무엇을 바라리이까? 소녀의 일신(一

身)을 이미 김공자에게 허락하고 지금에 배반함은 크게 신의가 없는 것

이라. 하물며 그는 천지간에 한 곤궁(困窮)한 사람이거늘, 만약 길에 엎어

져 하루아침에 무슨 일에 이른다면, 비단 부친께서 당초(當初)에 거두어 돌

보신 성덕(盛德)을 저버릴 뿐 아니라, 이는 진실로 인인군자(仁人君子)의

차마 할 바가 아니로소이다. 또 모친(母親)이 이미 배가의 빙폐(聘幣)를 받

으셨다 하오니 소녀가 비록 불초(不肖)할지라도 대강 대의(大義)를 알거늘,

(중략) 그윽이 생각하면 부끄러워 죽고 싶은지라. 어찌 차마 천지간(天地

間)에 얼굴을 들어 스스로 인간이라 칭하리오? 이로부터 영원히 슬하(膝

下)를 하직하고 다만 빨리 죽기를 원하나이다.”39)

 말을 마치고 곧 경대(鏡臺) 위에 높인 칼을 가져 스스로 그 목을 찌

르니 유혈(流血)이 옷에 가득한지라. 부인이 당황하여 얼굴빛을 잃어 급히

칼을 빼앗으나, 소저가 기절하여 땅에 거꾸러진지라.40)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백운영은 김소선과의 결연을 강하게 원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자, 에서처럼 자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결국

모친은 단호한 백운영의 모습에 뜻을 굽힌다. 그리하여 백운영은 김소선의

소식도 수소문할 겸 모친과 함께 고향으로 떠난다. 그러나 곧 배득량이 보

낸 도적떼에 의해 모친과 이별을 하게 되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한다.

어느 여관(女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백운영은 이때부터 남장을 한

채 김소선을 찾아 떠돌게 된다. 백운영의 복장전환은 김소선을 다시 만나

결연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물론 김소선이 집을 나가

39) “小女賦命窮薄, 纔別大人, 又聞金公子出門, 夫復何望哉? 小女一身, 已許金公子, 則到今背之,

是大無信也. 況彼天地間一窮人, 若使顚仆於道路, 至於一朝溘然, 非但辜負於大人當初收育之盛德,

此誠仁人君子之所不忍. 且母親已受裴家聘幣云, 小女雖不肖, 略知大義矣. (중략) 靜言思之, 首魁

欲死, 何忍抗面於天地間自同人類乎? 從此竊欲永辭膝下, 惟願速死耳.” (육미당기, 122-123면)
40) 言畢, 卽取鏡臺上剪刀, 自刺其喉, 流血滿衿, 夫人慌遽失色, 急奪剪刀, 小姐昏倒在地矣. (육미당
기, 124-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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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백운영이 김소선에게 반했다거나 둘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다

는 점에서, 백운영의 결연 욕구는 이성애 감정으로서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다만 백운영의 복장전환은 김소선에 대한 신의(信義)와 헌신

(獻身)으로서의 애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애정실현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41)

왜곡된 애욕으로 인해 복장전환을 악행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도 있다.

이때 복장전환자는 애정 당사자가 아닌 제 3의 인물로 나타난다. 유씨삼대
록에서 유세형과 진양공주 사이의 차자(次子)인 유현은 일찍이 양벽주와

혼인한 사이이다. 양벽주는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이지만, 남편 유현과의 사

이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던 사이 유현은 장설혜를 만나게 되고, 우여곡

절 끝에 혼인을 이루게 된다. 이때 장설혜는 유현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

해 양벽주를 모해할 일을 꾸미는데, 바로 인전기라는 남자를 시켜 양소저를

겁탈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외간남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장

설혜는 인전기를 여성의 복색으로 갈아입혀 양벽주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는 장설혜의 악행이 밝혀지고 애정 성취에 실패하지만, 복장전환이 장설혜

의 애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애정실현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애정갈등형

애정갈등형은 복장전환이 애정 상대로 설정된 인물 간의 갈등 형성의 계

기 및 소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복장전환 화소는 혼인을 했

거나 혼약을 한 남녀 등장인물들의 갈등 서사에 삽입되어 이야기의 핵심 소

재로 활용된다.

41) 고은임은 스텐버그가 사랑의 구성요소로 지적한 ‘친밀감’, ‘열정’, ‘결심과 헌신’에 주목하고 열

정과 친밀감이 부재한 중매혼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한글장편소설의 남녀관계 역시 애정의 범

주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형상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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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의 이옥주, 유씨삼대록의 박영아,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은

각각 소운명, 유세필, 진세백과 결연을 맺는 인물이다. 여기서 박영아와 유

세필은 혼인을 한 사이이며, 하옥윤과 진세백은 정혼을 한 사이이다. 한편

이옥주와 소운명은 이옥주가 남성으로 행세하는 동안 우연히 만나 인연을

맺게 된다. 이들은 모두 복장전환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는데, 복장전환 상

태가 직접적으로 갈등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복장전환 사건이 갈

등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있다.

등장인물의 복장전환이 직접적인 갈등 요소로 기능하는 전형적인 예는

하진양문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진양문록의 여성주인공 하옥윤의 복

장전환은 여성영웅소설의 장르적 관습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하옥윤의 남장 활약은 작품을 이끌어가는 여러

축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42) 전체 분량을 감안하더라도 작품의 중심이 여기

에 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특히 하옥윤이 하재옥으로 행세하

는 동안 서술의 초점은 정혼자이자 남편인 진세백과의 갈등 상황에 놓여있

다.

하옥윤과 진세백은 정혼한 사이였으나, 진세백이 하옥윤의 이복동생인 하

교주의 계교 때문에 집을 나오면서 헤어지게 된다. 하옥윤도 계모의 계략에

빠졌으나 진원도사의 도움으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이후 나라에 공을 세우

고 문호를 다시 살리기 위해 세상에 나와 형부상서가 된 진세백을 다시 만

나게 된다. 이후 이들은 지기(知己)의 관계를 맺고 가깝게 지내는데, 진세백

은 하옥윤의 아름다운 외모와 지적 능력에 매료되어 하옥윤을 좋아하게 된

다. 하옥윤을 남성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술에 취해 “그대 같은 아내를 얻으

면”, “그대 어찌 여자가 되지 못하뇨?” 등의 발언을 일삼기도 한다. 한편 하

옥윤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세백의 행동을 저

지하지 못하므로 그에 대한 못마땅함이 커져간다. 이때부터 서사는 두 인물

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특히 진세백이 하옥윤의 실체를 알고 난

후, 이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는 혼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가 결

42) 정병설, 앞의 논문(2001), 225면.

43) 김민조는 하진양문록의 중심이 남녀주인공의 애정장애 극복에 있다고 보았다(김민조, <하
진양문록>의 창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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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혼약의 이행이란 하옥윤이 남성 행세를 그

만 두고 여성의 처지로 돌아가야 가능한 것이다.44) 그러므로 하옥윤과 진세

백은 복장전환 때문에 갈등관계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존재하던 인물 간의 갈등이 복장전환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양

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바로 유씨삼대록의 유세필과 박영아의 경우이

다. 유세필은 일찍이 첫째 부인으로 박영아를 맞이하였는데, 별다른 흠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색에 무관심한 것도 아닌 유세

필은 혼인한 지 4-5년이 지나도록 박영아에게만은 냉대로 일관한다. 유세필

은 자신의 박대에도 그녀가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버티자 괘씸하다고 여기

기까지 한다. 박영아는 남편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아버지가 좌천을 당해

운남으로 가야할 때 망설임 없이 함께 가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운남으로

가는 길에 도적 떼에게 봉변을 당하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겪게 된다. 도둑

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조카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성 행세를 하게 된 것이

다. 한 노옹을 만나 그의 딸과 혼약을 하기도 한다. 후일, 박영아가 시숙 유

세기에게 발견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오자 유세필은 마치 그녀를 미워해도

될 정당한 이유가 생겼다는 듯 행동한다. 심지어 도적과 함께 살 것이지 왜

돌아왔느냐며 빈정대기까지 한다. 이때 박영아의 복장전환 사건은 둘 사이

의 갈등을 첨예하게 만드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 박영아는 자신이 남성으로

행세하며 도로유리(道路流離)한 것 때문에 정절을 의심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유세필은 이같은 박영아의 태도가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

이라 믿기 때문이다. 유세필은 박영아가 남성 행세를 하며 처를 취한 것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이상한 여자라 비난하기도 한다. 박영아가 복장전환을

하게 된 경위나 노옹의 딸과 혼약을 하는 등의 과정은 매우 축약적으로 서

44) 조광국은 하진양문록이 여성중심의 ‘효’ 담론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때 남녀주

인공의 갈등은 ‘孝-節’의 긴장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孝를 강조하는 하옥주(하

옥윤)와 節을 내세우는 진세백이 갈등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때 節을 약혼자와의 결연을 이행

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점에서 본고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조광국, <하진양문록> : 여성중심

의 孝談論 , 어문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한편 이경하는 하진양문록 남녀주인
공의 갈등은 기질 차이에 기인한다면서, 이것이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때 가치관의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으로 ‘사랑’, 즉 혼약에

대한 입장차이를 들고 있어서 본고의 주장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이경하, <하진양문록>의

애정갈등과 여성독자의 자기검열 , 인문논총 65,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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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 반면, 복장전환이라는 사건 자체는 그녀가 유부로 돌아왔을 때 갈등의

소재가 되어 서사를 이끌어간다.

소현성록의 이옥주와 소운명은 이옥주가 남성 행세를 하던 시절에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혼인을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옥주의 복장전환을 애정

실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옥주의 복장전환은 소운명과

혼인을 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작품 내에서 문제가 된다.

이옥주는 조실부모(早失父母)하고 홀로 지낼 방도로서 남장을 한 채 살아

가다 산서지방에 순안어사로 나온 소운명을 만나게 된다. 둘은 의형제를 맺

고 지내다가 결국 이옥주의 정체가 탄로난다. 소운명은 그녀의 미모와 지성

에 반한 터라 혼약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옥주는 액운을 만나

부모를 잃고 도로걸식하게 된 데 대한 죄책감이 매우 큰 터라, 소운명을 보

고 외모와 자질에 감동하기는 하나 그것이 혼인에 대한 바람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다. 소운명에게 자신이 여성임을 들켰을 때도 “형매(兄妹)의 정(情)”

으로 의탁하기를 원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 (전략) 그러나 부모의 후사(後嗣)가 끊어지기에 차마 목숨을 버리지 못

하여 남복(男服)하고 구차하게 사나 실은 죽을 뜻이 급하였습니다. (중략)

오늘에서야 사정을 말씀 드리기 비록 외람(猥濫)되나 형제의 결의를 고쳐

다시 형매(兄妹)의 정(情)으로 의탁하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큰 은혜로 여

길 뿐 아니라 지하에 계신 부모님이 은혜를 갚을 것입니다.”45)

그러나 소운명은 강력하게 이옥주와의 혼인을 원하여 자기 뜻대로 그녀를

소부로 데려온다. 특히 아버지 소승상이 이옥주를 다른 데로 시집보내려 한

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병이 나 몸져눕기까지 한다. 이렇게 소운명이 일방

적으로 이옥주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고, 독자적으로 혼인을 진행시키면서

둘 사이에는 갈등의 씨앗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소운명과 혼인한 이후에도

이옥주는 가족들이 자신을 비루하다 여길 것을 염려하여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기 시작한다.46) 한편 소운명은 자신이 타일러도 뜻을 꺾지 않는 이옥

45) 소현성록 권 10, 22면.
46) 여성영웅소설 이학사전 에서도 잠자리를 거부하는 여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현경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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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야속하게 여긴다. 이처럼 이옥주의 복장전환은 남편 소운명과의 불화

를 계속하여 조장한다는 점에서 애정갈등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영웅부각형

고전장편소설 작품 중에는 등장인물의 복장전환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인물의 영웅적 성격을 형상화하는 요소

로 기능하는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영웅소설 속 여주인공의 복장전환이 공적 성취와 연

결된다는 점에서 인물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인물의 활약담은 전체 비중을 감안할 때 매우 작은 부

분이어서, 여성영웅소설의 그것과 동질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부각형을 설정한 것은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이나
창란호연록의 장희의 복장전환이 애정성취나 애정갈등과 직접적으로 연결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등장인물의 성격 형성에 긴요한 장치로 기능하

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영웅부각형 복장전환은 복장전환을 이용해

공을 세우거나 사회적 성취를 이뤄내는 인물을 부각시키거나, 온갖 시련과

위험을 긍정적 성품과 강직함으로 견뎌 내는 인물을 전경화하는 기능을 한

다. 출세(혹은 입신양명)나 고난의 극복이 영웅서사의 중요한 틀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영웅부각형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먼저 복장전환을 통한 출장입성 과정을 제시하여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예

는 여성인물에게서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육미당기의 백운영이나 하진양
문록의 하옥윤은 각각 김소선을 찾고 부친과 가문을 구호하기 위한 과정에

려 7년 간이나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내에 자신을 모함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편이 자신을 믿지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책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학사전 의 잠자리 거부는 복장전환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진옥

,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婦道와 자아실현 간의 갈등을 통해 드러난 인간적 삶의 모색

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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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장을 하고 사회적 성취를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백운영의 사회적 성

취담은 어디까지나 결연상대인 김소선을 찾아 결연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로

서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하옥윤의 입신양명 과정도 진세백과의 갈등

양상을 노정하는 가운데 부차적으로 서술되고 있다.47) 따라서 영웅부각형

복장전환 화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인물의 형상이다.

육미당기의 설서란은 본래 김소선의 약혼자인 백운영이 늑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성 행세를 하며 떠돌 때, 부친 설현에 의해 백운영과 혼약한

인물이다. 그러나 백운영은 여성인 것이 탄로나버려서 설서란과의 혼약을

이행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설서란이 직접 시비 춘앵과 함께 백운영을 찾

아 떠나게 된다. 그 무렵 왕노파가 설서란과 춘앵을 창루에 팔아넘기려고

하자 이들은 남장을 한 채 도망치게 된다. 이때부터 설서란의 삶은 고난으

로 점철된다. 어느 노파의 집에서 우연히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집 아들에게

겁탈당할 위협에 처해 야반도주를 하고, 이 때문에 길 위에서 지쳐 쓰러지

기도 한다. 또 길가 주루(酒樓)를 지날 때는 악소년(惡少年) 무리와 기생이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한다. 심지어 기생들이 설서란의 빼어난 미모에만 주

목하는 것을 시기한 소년에 의해 구타를 당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설서란은

복장전환을 하고 떠도는 동안 몇 번씩 죽을 고비를 마주하지만, 끝까지 포

기하지 않고 결국 백운영과의 재회를 이뤄낸다. 설서란의 복장전환은 백운

영을 찾고자 하는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수단이면서, 그녀의 굳센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설서란의 복장전환을 영웅부각형

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점에 기인한다.48)

47) 조광국은 하진양문록에서 하옥주의 영웅적 활약, 즉 군담(軍談)들이 여타의 여성영웅소설과
달리 하옥주와 진세백의 ‘孝-節’ 논쟁을 담아내는 서사적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조광국, 앞의

논문, 198-199면).

48) 이는 김희경전의 여주인공 장설빙의 경우와 비슷하다. 김희경전의 장설빙은 초반부에 모
친을 잃고 부친은 유배를 가게 되어, 시비 설랑과 함께 정부인의 표제(表弟)인 정축을 찾으러

가는 길에 김희경을 만난다. 이때 둘은 혼인을 약속하지만 곧 다시 헤어지게 되고, 장설빙은

정축을 찾아 도착한 탁주에서 그가 이미 양주로 떠나버린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제 3의 방

도로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 장설빙과 설랑은 복장전환을 하게 된다. 이후의 장설빙의 이야

기는 고난의 연속으로 점철된다. 부친을 찾으러 간 곳에서는 부친이 세상을 떴다는 것을 알고

기절하는 등 생사의 고비를 넘긴다. 장상서의 죽마고우인 한 노인의 도움으로 살아난 장설빙

은 다시 김희경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김희경의 집안이 이미 영천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혈서를 쓰고 자결하려고 강물에 뛰어든다. 그러다가 이영찬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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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전환이 고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예는 남성

복장전환자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창란호연록의 장희는 일찍이 한노

의 딸 한천희와 혼약을 했다. 모친을 일찍 여의고 두 동생과 함께 부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부친이 왕진의 참소를 입어 죽게 되자 외삼촌 신공에게

맡겨진다. 그런데 신공 역시 귀양을 가게 되면서 장희는 두 동생과 흩어져

도망가게 된다.

소저에게 남복(男服)을 입혀 유모 추향과 시비 한 명에게 맡기고, 두 공

자는 여복(女服)을 입혀 각각 유모에게 맡긴 후 공이 슬픈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왈,

“내가 만리(萬里) 절역(絶域)에 정배(定配)하니 살아 돌아올 것을 기약하

지 못하니, 너희 세 사람은 장형의 만금지란(萬金芝蘭)이니 몸을 상하지 말

라. 천하가 넓으니 어디를 못 가며, 어찌 보는 이들이 마다하겠는가. 삼가

조심하고 선형(先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49)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공에 의해 주인공 세 남매는 각각 여복과

남복으로 갈아입는다. 여성의 복색으로 갈아입은 장희는 유모와 함께 유리

(流離)하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먹지 못한다. 장희는 가문의 회복이나 복귀

를 꾀하는 것은 고사하고, 남자 행세조차 못할 지경에 빠진 것이다. 그러다

관서지방의 어느 시골집에 머물며 밥을 얻어먹은 지 3년 만에, 집 주인의

부탁으로 그 집의 딸 대신 한 상서 댁의 시녀로 뽑혀 가게 된다. 장희는 자

신의 약혼자 한천희의 시녀가 된 것이다. 부운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자신의 딸과 혼약하길 원하자 어쩔 수 없어 허락한다. 김희경을

다시 만난 이후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장설빙은 김희경을 알아보지만, 김희경은 장

설빙을 알아보지 못한다. 황제가 위왕의 난을 진압한 공을 치하하며 두 사람을 두 공주의 부

마로 삼고자 할 때가 되어서야 장설빙은 여성의 몸으로 돌아와 김희경과 진정한 재회를 하게

된다. 장설빙은 김희경과 헤어진 직후부터 재회를 이뤄내기까지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광문서시본「김희경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활

자본 고전소설전집』2, 아세아문화사, 1976). 임재해는 장설빙의 고난의 성격을 지적하면서

이는 김희경이 육체적 고난이나 죽음의 위협은 겪지 않고 정신적 고난만을 겪는 것과 대조적

이라고 하였다(임재해, <김희경전>에서 문제된 고난과 만남 , 영남어문학 6, 영남어문학회,
1999).

49) 창란호연록 권 1,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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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서 댁에 머물던 장희는 급기야 한 상서에게 겁탈을 당할 위험에 빠지

기까지 한다. 장희의 이같은 고행(苦行)은 영웅소설 속 주인공의 고난담을

상기시킨다.50) 그러나 장희는 좌절하거나 상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혼자의

시비가 된 자신의 처지를 적극 이용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결

심한다. 장희의 복장전환은 일차적으로는 정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도구

이면서, 나아가 고난의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식의 하나로서 기능하

고 있는 것이다.

창선감의록에서 윤여옥도 누이가 늑혼의 위협에 처한 것을 알고 대신

누이의 행세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누이의 생사(生死)가 걸린 순간에 권도

(權道)로써 사건을 해결하려는 윤여옥의 결단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

러나 누이는 반대의 뜻을 내비친다. 아무리 남자라 하지만 동생을 사지(死

地)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윤여옥은 자신의 말을 듣

지 않으면 자기 손으로 조씨를 죽일 것이라며 과감하게 일을 진행시킨다.

윤여옥의 복장전환 역시 누이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한 도구이면서, 위기 상

황에 대처하는 그의 과감함과 결단력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기능하고 있다.

지금까지 고전장편소설에 나타난 복장전환 화소를 서사적 기능에 따라 1)

애정실현형 2) 애정갈등형 3) 영웅부각형으로 분류하고 실제 작품 속 예들

을 통해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았다. 애정실현형 복장전환은 등장인물의 애

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애정갈등형 복장전환은 인물 간 갈등 형성의

계기 및 소재로서, 영웅부각형 복장전환은 복장전환자의 영웅적 성격 형성

을 부각시키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 인물의 복장

전환이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고전장편

소설 속 복장전환의 전모를 살피기 위해 편의상 서사적 기능을 분류의 기준

으로 삼은 것이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경우에 따라 착종(錯綜)되거

나 복합적 형태를 띠고 존재하고 있으며, 세 기능이 한 인물의 복장전환을

통해 동시에 구현되기도 한다.

50) 한길연은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에 공통적으로 남주인공이 여장한 채

여주인공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대목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에서
형상화되는 남주인공의 고난의 형상이 유충렬전 등의 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유리모티프와 흡사하다고 지적하였다(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199-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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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장전환 화소의 효과

텍스트는 스스로 적절한 독자를 예상하고, 또 나름의 전략을 통해 자신만

의 독자를 형성하기도 한다.51) 따라서 텍스트가 보여주는 일련의 특징들은

독자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복장전환 화소가

서사에 삽입되면서 거두는 효과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드러날

복장전환 화소의 특징들은 본 논문의 주된 관심사인 당대 소설 향유층의 취

향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의 효과는 크게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2) 여성수난담

의 형성,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복장전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속이기라는 점이다. 속이

기라는 말에는 ‘의도성’이 강하게 느껴지지만, 정체성을 바꾸는 과정이 반드

시 속이기를 전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전환자 주

변 인물들은 복장전환자의 위장된 모습을 실체라고 오인(誤認)하고, 속아 넘

어간다.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으로 서사는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다.

문학 연구에서 속이기가 주목받는 데는 그것이 지닌 전복성이 긴요한 역

할을 한다. 한국 설화 분류에서 ‘속고 속이는 사연’의 하위 유형으로 ‘지위를

역전시키려는 사연’이 설정되는 것이나,52) ‘트릭스터(trickster)’의 다른 이름

인 ‘꾀 많은 영웅(clever hero)’의 기능이 ‘평등주의자(leveler)’라고 정리된

예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53) 속이기의 전복성은 속는 사람의 무지(無知)와

51) 옴베르토 에코, 김운찬 옮김,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1996, 79-104면.

52) 조동일, “속고 속이는 사연”의 분류 체계 ,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정음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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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을 드러내 희극적 상황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상호 관계가

평등해지거나 역전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렇다면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서도 희극적 상황이 강조되고 인물 관계가

역전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 절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속이기

서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그것이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속이기를 전제하지 않은 복장전환도 속이기 서사를 만

들어낸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창란호연록의 장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희는 집안이 몰락하면서 신변에 위협이 생기자 여성의 차림으로 유리걸식

하는 신세가 된다. 자신의 정혼자인 여주인공의 시비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

에 처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장희는 자신의 처지가 불우하다 한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골몰한

다. 그리하여 장희는 한씨 집안에 들어서면서부터 한노의 소인적 면모와 한

천희의 사치스러운 기질을 체험ㆍ관찰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장희는 한부에 머무르는 동안 시비(侍婢)라는 신분을 적극 이용하여 한천

희의 외모나 행실을 몰래 관찰하며, 손을 잡고 동침하는 등의 행동으로 그

녀를 희롱한다. 장희의 실체를 모르는 한천희는 꼼짝없이 그의 속임수에 희

생된다.

한편 장희의 아름다운 외모를 흠모하던 한노는 딸 한천희가 그를 내친 틈

을 타 강제로 장희를 친압(親押)하려고 한다.

이때 한공이 부운의 기묘(奇妙)한 자색(姿色)을 흠모(欽慕)하여 매일 유

념(留念)하되 딸을 꺼려서 생의(生意)치 못하더니, 이날 내침을 일변 다행

하여 옷을 벗고 적신(赤身)으로 부운이 자는 방에 가만히 나아가니, 부운은

바야흐로 첫 잠이 깊이 들어 사람이 방에 들어옴을 깨닫지 못하거늘, 공이

달빛에 자세히 보니 일만광염(一萬光艶)이 조요황홀(照耀恍惚)한 지라.

늙은 한제의 간장이 춘설(春雪)같이 녹으니 어찌 참으리오. 부지불각(不

知不覺)에 달려들어 옷을 벗기니 일대 남자라.54)

53) Orrin Klapp, "The Clever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7, 1954.
54) 창란호연록 권 1,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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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는 장희가 처음 한부에 왔을 때부터 그의 비상한 아름다움을 흠모하

던 터라, 기회가 생기자 다짜고짜 옷을 벗고 그의 침소로 향한다. 이 장면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장희가

맞이하게 되는 겁탈의 위협이 아니라 남성 인물을 보고도 애욕(愛慾)을 느

끼는 장인 한노의 우스운 형상이다. 장희는 자신의 아내가 될 여주인공과

노주(奴主) 관계를 형성하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겁탈 당할 위험에 빠지는

등 계급적 위계질서 속에서 하강을 보이지만, 복장전환이라는 속임수를 사

용하여 철저하게 ‘속이는 자’로서의 우위를 점한다. 장희의 복장전환은 한천

희를 속이고, 한노를 희화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사가 진

행될수록 장희의 복장전환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의 의

미보다는 부친에 의하여 결정된 혼인을 거부하기 위한 선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띠게 된다.55)

창선감의록의 윤여옥의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여

옥은 늑혼의 위협에 빠진 누이를 대신하기 위해 여장을 하고 엄부(嚴府)로

들어간다. 따라서 그의 복장전환은 누이의 고난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데 윤여옥이 후일 누이가 쓰게 될 누명을 씻고자 여장한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 엄세번의 여동생 엄월화에게 접근하면서, 윤여옥의 복장전환은 속임

수로 기능하게 된다. 윤여옥은 윤옥화인 체하며 엄월화의 곁에 머물면서 그

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온갖 방법을 통해 그녀를 희롱한다. 윤여옥을 윤옥

화라고 알고 있는 엄월화는 그가 자신의 실체를 밝히기까지 꼼짝없이 그의

속임수에 희생된다. 특히 윤여옥을 윤옥화로 알고 있는 엄세번이 그와 동침

하고 싶어 안달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면서 희극적 분위기가 강하게

조성된다. 윤여옥의 복장전환을 통해 구현되는 속이기 서사는 일반적 속이

기가 지닌 전복성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렇듯 남성 복장전환자들은 복장전환을 통해 그들이 처한 불리한 처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복시킨다. 이를 통해 무지와 착각에 빠져있으면서도

확신에 찬 복장전환자의 주변인물들이 부각되고 희극적 상황이 조성된다.

요컨대 복장전환자가 남성일 경우,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은 전복적인 속이

55) 곽지윤, <창란호연> 연구: 서사기법으로서의 속이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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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사를 구현한다 하겠다.

남성 복장전화자의 경우를 통해 확인했던 바와 같이 복장전환이 전복적

서사를 구현한다면 복장전환자가 여성인 경우에 더욱 관심이 간다. 상대적

인 약자가 속이기의 주체가 되면 그 전복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

다. 고전소설 속 속이기의 양상을 다룬 논의들에서 속이기의 주체로서 여성

이나 하층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여성 인

물들은 복장전환을 한 채 남주인공이나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됐을 때 공통적

으로 ‘탄로’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가 어사 소운명이 가까이 앉은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얼떨떨해

하면서 고운 눈썹을 찡그리고 입술을 열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중략) 이씨

가 몹시 놀라고 부끄러웠지만 겉은 여리나 안은 철석같은 고로 마지못하여

웃으며 말하였다.56)

위 인용문은 소현성록에서 이옥주가 남장한 채 소운명을 대하는 소회를

나타낸 부분이다. 이옥주는 소운명이 자신을 소년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자신의 실체를 파악당할까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하진양문록에서도 마찬가지다.

상서는 취하도록 먹고 취안(醉眼)이 몽롱(朦朧)하여 하생의 세요(細腰)를

안고 옥면(玉面)을 접하여 물러나지 않으니 생이 강잉(强仍)히 흔연자약(欣

然自若)한 체하나, 그 힘을 어찌 당하며 너무 매몰차면 의심을 도울까 하

여 가장 견고히 참되, 자연 놀랍고 두려움이 시호(豺虎)를 대한 듯, 심신

(心身)이 두려워 거짓 소변을 핑계로 몸을 빼어 월하(月下)에 산보하니,

(중략) 이후로 하생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빙산(氷山)을 의지하고 맹호

(猛虎)와 동행하는 것 같으니, 비록 침석(寢席)은 각각 하나 집수연슬

(執手連膝)함을 면치 못하니, 불안하고 두려움이 무궁(無窮)하여 정히

다른 데로 가고자 하나, (후략).57)

56) 소현성록 권 10, 15-17면.
57) 하진양문록 권 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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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진세백의 의심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

옥윤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탄로날까봐 불안에 시달린다.

이는 장희나 윤여옥, 양소유 등의 남성 복장전환자들이 자신의 정체가 드러

나는 것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나 복장전환을 통해 상황의 전복

을 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여성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남성 행세가 남성 등장인물들의 여성 행세만

큼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탄로 날 것이라는 생각에 괴

로워한다. 따라서 이때 서사에 부각되는 것은 무지와 착각에 가득 찬 속는

이가 아니라, 속이면서도 불안에 떠는 복장전환자이다. 이는 복장전환이 지

닌 속이기로서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복장전환을

통한 전복의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된다.58) 복장전환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복장전환 화소가 전복적인 속이기 서사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속이기를 전제하지 않은 복장전환에 대해 살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복장전환의 경우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구운몽의 양소유는 강한 애정 욕구를 지닌 존재로, 정경

패를 보기 위해 여도사의 행색으로 정부에 들어간다. 정경패를 만나게 된

양소유는 거문고 연주를 하며 정경패를 마음껏 훔쳐보다가, 연주가 끝날 무

렵에는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린다. 영민한 정경패는 양소유가

남자라는 것을 바로 눈치 채고 정색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외간 남자

와 마주한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해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한다.

“내 일생 몸 아끼기를 옥(玉)같이 하여 발자취 중문(中門)에 이르지 아니

하고, 친척이 낯을 보기 적은 것은 춘랑이 아는 바이라. 간사한 사람에게

속음이 되어 반일(半日)을 수작(酬酌)하여 씻기 어려운 욕(辱)을 보니 낯을

들고 어이 사람을 대하리오?”59)

정경패가 수치심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반면, 양소유는 그런 그녀를 보고

58) 남장한 여성 인물들을 남성 인물들이 남성으로 오해하는 것이 그 자체로 전복적이라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때 속는 사람의 무지나 착각 등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속

이기의 전복성과는 그 층위를 달리한다.

59) 구운몽, 135-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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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견했다는 듯이 전혀 당황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양소유가 복장전환

이라는 속이기를 통해 우위에 서서 완벽하게 정경패를 속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소유가 여장한 상황에서 정경패는 그저 속임수의 희생양으로 존재

하는 것이다.60)

구운몽 속 여주인공 적경홍도 양소유를 속이기 위해 복장전환을 한다.

한림이 섬랑 만남으로 인하여 연일(連日)하여 적생을 보지 않았더니 서

동이 가만히 한림더러 이르되,

“적생 수재(秀才) 용한 사람이 아니라. 소인이 우연히 보니 섬낭자로 더

불어 남 못 보는 데서 서로 희롱하니 섬낭자가 상공을 좇은 후는 전일과

다르거늘 제 어이 감히 무례하리이꼬?”

한림이 가로되,

“적생이 그렇지 않을 것이오, 섬랑은 더욱 의심 없으니 네 그릇 보도다.”

서동이 앙앙(怏怏)하여 돌아갔더니 오래지 않아서 서동이 다시 와 가로

되,

“상공이 소인을 거짓말 한다 하시거니와 두 사람이 시방 희롱하니 친히

보면 아시리이다.”

한림이 서동을 좇아 객관의 서녘 월랑(月廊)을 지나가 보니 두 사람이

낮은 담을 격(隔)하여 서서 웃고 말하며 손을 잡고 희롱하거늘, 한림이 점

점 가까이 나아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더니 신 끄는 소리 나니 적생은 놀

라 달아나고 섬월은 한림을 보고 자못 참색(慚色)이 있거늘, 한림이 묻되,

“전일 적생으로 더불어 일찍 친함이 있더냐?”

섬월 왈,

“적생의 매자가 첩과 친한 고로 소식을 묻더니이다. 첩이 창루(娼樓)에서

자라 남녀(男女)를 혐의(嫌疑)할 줄을 몰라 손을 이끌고 가만한 말을 하니

상공이 의심하시게 하였으니 첩의 죄 일만 번 죽음직하이다.”61)

적경홍은 남자 행색를 하고 나타나 양소유를 속인다. 계섬월은 이 사실을

60) 이는 조동일이 구운몽의 서사가 남녀결연에 있어 여성에게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 같으나,

실상 사건의 전체적 전개에서는 남성의 우위를 확인하게 한다고 본 것과 무관하지 않다(조동

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3, 지식산업사, 2005, 47면).
61) 구운몽, 215-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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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지만 적경홍과의 관계를 의심 받으면서까지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 결국 양소유는 웬 모르는 여자와 밤을 보내고서야 자신이

만난 적생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때 양소유는 특유의 호

탕함으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웃어넘긴다.62) 두 여인의 속이기는 이를 너

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양소유로 인해 그 효과가 반감된다. 관계의 전

복 역시 일어나지 않는다. 비슷한 예로 소현성록이나 하진양문록에서
여성인물의 복장전환 사실이 밝혀질 때 남성인물이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반가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속이기의 효과

를 감소시킨다. 여성 복장전환자들에 대한 남성들의 관대한 태도는 도리어

관계 역전을 유도해 내지 못하도록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여주인공들이 남

성 복장전환자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수치스러워 하거나 강하게

반발하여 속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심지어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지

위가 역전되기도 한다. 하진양문록의 진세백은 상대 진영의 소졸로부터

하재옥이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진세백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졸을

죽이지만, 막상 하옥윤을 향한 의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

세백은 자신이 적병을 만나 죽인 일을 하옥윤에게 전하면서도, 그가 하옥윤

을 여자라고 칭하던 일만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각별히 하옥윤의 기색을

살필 뿐이다. 진세백은 하옥윤에게 미녀와 함께 객회를 위로하라거나, 옷을

벗고 자라는 등의 말을 건네며 그를 떠보기 시작한다.63) 자신의 정체가 들

킬까 염려한 하옥윤은 진세백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진세백은 점점 그

가 여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하여 결국 하옥윤이 잠든 틈을 타 옷

가슴을 헤치고 앵혈을 확인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육미당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

62) 정길수, 앞의 책(2010), 97면.

63) “객회가 심히 적막하니, 저 미녀를 받아 객회를 위로함이 가(可)하니이다.” (하진양문록 권
12, 7면)

“이미 야심하매 이에 하후가 웃옷만 벗고 베개에 눕거늘, 진백 왈, “원수가 질환이 있으니

몸을 편히 하여 조리(調理)함이 옳거늘, 어찌 옷을 입고 밤을 지내리오?”” (하진양문록 권
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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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선 왈) “네가 어디로부터 오는고?”

진상(陣常)이 대답하여 가로되,

“소인이 원수께서 구류(拘留)되셨을 때, 성명(性命)을 도망하여 회흘국

(回紇國)으로 가 서기(書記)가 되었다가 이제 회흘왕을 따라와 원수를 뵈옵

나이다.”

부원수가 심히 기뻐하여 드디어 막하에 두고 다시 서기의 소임(所任)을

맡겼는데, 진상이 밤이 깊은 후에 틈을 타 가만히 부원수에게 고하여 가로

되,

“회흘국 사람 아단(阿丹)은 천문을 잘 보는 자입니다. 소인이 그가 회흘

왕에게 가만히 고하는 말을 들은즉, 백원수는 원래 태음성(太陰星)으로

세상에 강생(降生)하여 여자가 되었고, 그 용병(用兵)하는 법이 귀신같

다 하더이다.”

부원수가 이 말을 들으매, 술이 깨는 듯하고 꿈이 깨는 듯하여 벌떡 일

어앉으며 가로되,

“과연 옳도다. 과연 옳도다. 너는 삼가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漏泄)하지 말라.”64)

김소선은 부하에게서 백운경이 여자라는 사실을 듣고 지금껏 의심스러웠

던 그녀의 행동을 떠올리며 강하게 긍정한다. 다만 물증이 없는 고로 이튿

날 찾아가 자세히 그 기색을 살핀다. 그리고 여자라는 확신이 들자 그녀가

병든 틈을 타 팔뚝의 앵혈을 확인한다. 육미당기의 경우에는 김소선이 역

으로 백운영을 속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녀의 실체를 먼저 간파함으로

써 우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남성 복장전환자가 대개 자신

의 의지에 따라 실체를 ‘공개’하지만,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탄로’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복장전환자는 복장전환을 통해 적대적 남성을 희

화화하는 동시에 여성을 희롱한다. 복장전환이 속이기를 통한 전복성을 발

64) “汝從何而來?” 陣常對曰: “小人當元帥之被拘, 逃得性命, 投回紇國中, 爲其書記, 今隨回紇國主,

而來進謁於元帥矣.” 副元帥甚喜, 遂留置帳中, 復任書記之役矣. 陣常夜深乘隙, 密告于副元帥曰:

“回紇人阿丹善觀天文者也. 小人聞其密告于回紇主之言, 則白元帥是太陰星降生于世爲女子, 其用

兵如神云矣.” 副元帥一聞此言, 如醉方醒, 如夢初覺, 內飜然起坐曰: “果是矣. 果是矣. 汝愼勿以

此言漏泄於他人.” (육미당기, 261-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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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는 것이다. 반면 여성 복장전환자는 늘 자신의 실체가 탄로 날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복장전환이 속이기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전복의 가능성은

차단된다. 심지어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지위를 전복당하기도 한다. 곧 복장전환 화소가 구현하는 속이기 서사

는 언제나 남성 중심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와 좋은 대조가 되는 것이 단편소설 이춘풍전이다.65) 서울로 장사를

나갔다가 기생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 이춘풍을 찾고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춘풍의 처는 남성으로 위장하여 평양감사의 비장(裨將)이

된다. 그리하여 남편을 홀려 돈을 갈취한 서울 기생 추월을 벌하고 남편을

구해 돌아온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춘풍은 집으로 돌아와 허세를 부

리는데, 이를 보다 못한 이춘풍의 아내는 다시 한 번 비장(裨將)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을 혼내준다. 이때 이춘풍전은 기지를 발휘하여 복장전환의

방도를 마련하고 남편을 찾아가 호령하는 춘풍의 처를 그려내는 동시에, 아

무것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가는 무력한 이춘풍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춘풍

처의 복장전환은 남편을 완전하게 속여서 그의 권위를 해체하는 한편 그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춘풍전은 복장전환을 통해

완전한 여성 우위의 속이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전장편소설 작품들과 대

조적이다. 더 많은 작품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이춘풍전은 고전

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가 그려내는 남녀 관계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뒷

받침해주는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는 속이기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속이는

자-속는 자의 권력구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만이 우

위를 점하도록 변형시킨다. 그리하여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복장전환의 주

체로 활약하면서도 속이기를 통한 관계 전복을 유도해 내지 못한다. 복장전

환 화소는 서사 내에 남성 우위의 속이기 서사를 구현하면서 남성 중심적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65) 김기동 편,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6, 아세아문화사,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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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수난담의 형성

여성영웅소설은 복장전환 화소를 통한 여성의 활약담을 비중 있게 다룬

다. 이에 ‘복장전환-활약담’의 구조는 여성영웅소설의 장르적 지표로 이해되

기도 한다. 반면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 주인공들이 복장전환을 통해 여성영

웅처럼 공적 영역에서 성취를 보여주는 예는 매우 적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진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고전장편소설에서는 복

장전환 화소를 통한 여성 활약담이 축소되어 나타나는 대신에, 여성수난담

이 형성ㆍ확대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사회에서 상층 여성이 강한 예교(禮敎)적 속박에 시달렸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이 속박은 상층 여성의 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는데, 성적 욕망이 강한 여성을 음녀(淫女)로 취급하거나 재가(再嫁)

를 금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조선시대에 성적 업악을

경험한 계층은 상층 여성뿐이라는 논의도 개진된 바 있다.66) 따라서 상층

여성이 주로 향유한 이른바 규방소설에는 당대 여성들의 삶의 질곡이 그대

로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67)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의 특징적인

면모는 바로 당대 여성 삶을 핍진하게 반영한 여성수난담의 확대가 포착된

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복장전환이 많은 경우 늑혼(勒婚)의 위협

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걸

고 유랑의 길에 오르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난과 육체적 고난을 동시에 겪

게 된다. 또한 일부 여성인물은 몰래 자신들을 엿보거나 희롱하고자 하는

남성 복장전환자들의 속임수에 꼼짝 없이 당한다. 직접적인 육체적 고난을

유발하지는 않으나, 남성에게 농락당했다는 수치스러움과 모욕감을 느끼게

66) 정병설, 조선 후기 성(性)의 실상과 배경-<기이재상담>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64, 서울대
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67) 이러한 관점에서 조광국은 상층 여성의 애욕서사로서 벽허담관제언록에 접근한 바 있다(조
광국, <벽허담관제언록>에 구현된 상층 여성의 애욕담론 , 고소설연구 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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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고난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요컨대

복장전환은 주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와 무관하게 모두 여성수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인물들의 복장전환도 생명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설

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창란호연록의 장희가 대표적인 예가 될 터인데,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장희의 복장전환은 서사가 진행되면서 속임수로서

의미를 강하게 지닌다는 점에서 여성인물들의 경우와 대조된다. 특히 길을

떠도는 등의 육체적 고통을 겪을지언정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에서 복장전환 화소가 그려내는 남성 인물들의 수난은 매우 미미하거나 형

식적인 수준의 것이다.

이처럼 복장전환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적으로 여성의 수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고전장편소설 내에

는 여성수난담이 형성된다. 이 장에서는 보다 상세하고 핍진하게 복장전환

으로 인한 여성 수난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 몇 작품에 주목하고, 그 특

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형성되는 여성수난담은 여성의 육체적 고난보다는

정신적 고난을 그려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개 여성 복장전환자들의

자의식과 관련되어 있다.

직접적으로 복장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 수난의 과정을 노정하는 예

는 소현성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의 운명(運命)이 기구(崎嶇)하여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을 만나고 나서

군자(君子)의 후한 덕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예전에 떠돌아

다녔던 일입니다. 다행히 군자가 덕성(德性)과 신의(信義)를 두텁게 하여

저의 외로운 사정을 살피셨지만, 군자는 저와 의남매를 맺을 뜻이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나약한 여자이기에 부득이하여 언약을 하였지만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을 알았겠습니까? 하늘이 살피셔서 신방(新房)의

촛불 아래에서 서로 보게 되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새삼 슬퍼집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이 다 들은 후 더욱 참혹(慘酷)하여 다만 은근히 위로하고 기이(奇

異)한 만남임을 일컬으며 은근한 정(情)을 비할 곳이 없으니 함께 원앙(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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鴦)을 수놓은 비단 이불에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씨가 안색을 바르

게 하고 굳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제가 삼가지 못한 몸으로 이미 군자를 모시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길을 떠돌아 다녔기

에 사람들이 비루(鄙陋)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가문에 들어

왔지만 부끄러운 것이 가득하니 어떤 사람이 저의 옥(玉)과 같고 얼음

처럼 맑은 행실을 알겠습니까? 낭군을 모시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았으며, 부끄러움을 씻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군자는 길

게 생각하시고, 첫째 부인이 계시니 정침(正寢)으로 돌아가십시오.”68)

남성 행세를 하며 길을 떠돈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옥주에게 소운명

이 일방적인 애정을 강요하면서 둘의 갈등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때 둘의

갈등은 사생(死生)을 오고가는 심각한 차원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소운명이

이옥주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였기 때문이

다. 그러나 세 번째 부인 정씨가 소운명이 이옥주만을 좋아하는 것을 시기

하여 음모를 꾸며내면서 소운명과 이옥주의 갈등은 심각한 차원으로 치닫는

다. 영원히 이옥주를 저버리지 않을 것 같던 소운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옥주를 멀리하게 되고, 이옥주는 정신적 아픔을 배로 겪게 된다.

유씨삼대록의 박영아도 자신의 복장전환 사건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긴

다. 다만 남편 유세필의 의심과 비난이 박영아의 수치심을 ‘죄책감’으로 변

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옥주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언급했듯이 유세필과 박영아는 본래 부부사이가 좋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 부부 불화의 원인을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아내에게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심리에서 찾거나,69) 당대 여성교육의 맹점, 즉 정숙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차가움과 무미건조함에서 찾기도 한다.70) 그러나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도 실은 작품 내에 유세필이 박영아를 박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제시되지

68) 소현성록 권 10, 63-64면.
69) 장시광, <유씨삼대록>의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 어문론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70)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6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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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유세필이 박영아와 화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일부 확

인할 수 있을 뿐이다.

“ (중략) 박씨가 안색이 아름답고 재치 있는 생각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진실로 재주 있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러나 성품(性品)이 매우 강하

고 말이 매우 독하여 저와 같은 졸렬(拙劣)한 선비로 하여금 감히 남편

인 체 못하게 합니다. 남자가 되어 아녀자의 절제를 달게 여기고 머리를

움츠리고 규방에 들어 있는 것은 차마 못할일입니다. 하물며 박씨가 저를

박정(薄情)한 낭군으로 알아 만나면 흘겨보며 능욕(凌辱)함이 심하고

또 제가 박씨가 더불어 화락(和樂)할 복이 없어 정이 맥맥하니 피차 인연

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천명대로 되어가는 것을 볼 것인데 박씨가 스스

로 간악(奸惡)한 낯빛으로 아버님, 어머님 안전에서 근심하는 빛을 보여서

아버님, 어머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게 하다가 저를 돌아보고 엄하게 꾸짖으

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죽을지언정 부부간의

의리를 이어 화락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71)

유세필은 박영아의 굳센 성품과 조신하지 못한 말버릇이 탐탁지 않은 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박영아에 대한 평가는 유세필의 판단일 뿐 문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바는 없다. 작품만 보면 유세필은 아무 이유 없이 박

영아를 싫어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박영아가 집을 나가 복장전환을

한 채 떠돌다 돌아오자, 유세필은 마치 그녀를 마음대로 박대해도 될 이유

가 생긴 것처럼 행동한다.

 “나를 피하려 한다면 광동(廣東) 도적과 살 일이지 이 집안에서

나를 피하고 협실(夾室)에 자리잡고 웅크리고 있으니 어찌 우습지 않으

냐? 비록 어머님께서 자애로우시나 저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에 사랑하시

는 것이지 박공(朴公)의 딸로 관계없는 사람을 어머니께서 이같이 사랑하

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도 저 사람은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전후 하는

짓이 실로 놀라울 따름이니 내가 어찌 남편인 체하겠느냐? 광동 도적의 하

71) 유씨삼대록 권 6,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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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이 사람을 유세필의 처(妻)라 불렀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저 사람

이 부모형제의 정성스런 대접을 받으며 나를 원수같이 피하는구나. (중략)

부부의 도는 이미 천지(天地)를 본뜨고 존비(尊卑)는 군신(君臣)과 같은 체

면이 있는 것이니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없고 즐기려 한다 해도 구할 수 없

는 것이다. 하늘이 스스로 정한 바가 있거늘 저 사람은 뜻이 교만하여

내가 박대(薄待)한 것을 원망(怨望)하면서 나를 남편으로 알지 않으니

진실로 서로 볼 낯이 없는데 또 어찌 높은 체하겠느냐? 내가 도적이라

하더라도 저만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만나고 무심(無心)히 두거나 헛

되이 높아 보냈겠느냐? 형님이 잠시 의로운 마음이 샘솟아 데려오셨으나

실은 잘못하신 것이다. 반드시 도적과 동모(同謀)하여 흉한 뜻을 품고

여기에 왔을 것이다. 여러 누이들은 저 사람에게 너무 미혹(迷惑)되어 친

근하게 굴지 말거라.”72)

 “ (전략) 산동(山東) 양가 여자가 그대 아내라 하여 따라왔다가 또 큰

형님에게 뜻을 둔 더러운 일이 있으니 비록 환란(患亂) 중에 옷을 바꿔

입었다 하나 또 어찌 처를 취하는 기괴(奇怪)한 일이 있어 사단이 이같

이 어지럽단 말인가? 불길한 여자의 작태(作態)가 하는 일마다 어지러

워 이와 같으니 무슨 면목(面目)으로 큰 형님을 뵈며 이 집안에서 머리를

들고자 하는가? 그대 행실이 낮을 뿐 아니라 염치없는 것이 심하니 빨리

돌아가시게.”73)

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유세필은 박영아가 분명 도적과 무슨 일이 있었

을 것이며 도적과 공모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치러 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

렇지 않고서야 자신에게 그렇게 쌀쌀맞게 굴면서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에서처럼 비록 어려움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남성 행

세를 하는 것도 모자라 처를 취하는 등의 괴이한 행동을 일삼았다며 그녀를

내쫓고자 한다. 심지어 부모님께 아침 문안을 드리거나 가족들이 모인 자리

에 얼굴을 비추는 것도 그만두라고 명령한다. 그리하여 박영아는 “동서나

시누이들의 모꼬지에도 참여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죄인(罪人)으로 자처하”74)

72) 유씨삼대록 권 7, 17면.
73) 유씨삼대록 권 7, 27-28면.
74) 유씨삼대록 권 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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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남편의 일방적인 박대에 스스로를 죄인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유승상과 모친이 위로도 해주고 다그치기도 하나, 박영아는 정신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유세필은 결국 자신 앞에서 박

영아의 맥이 끊어지는 것을 본 후에야 화를 누그러뜨린다.

이 두 작품은 여성들의 복장전환 사건이 수치심이 되었다가, 심한 경우

죄의식으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여성들의 자

의식은 여성 스스로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옥

주나 박영아는 남성인 체 세상에 나아가 사회적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다.

다만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복장전환을 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성 복장전환자들은 길을 떠돌면서 정절을 더럽혔을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 스스로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들 스스로가 예교적 속박에서 자유

롭지 못한 것은 당대 현실이었던 바, 이는 조선사회 상층 여성의 삶을 여실

하게 담아낸 것이라 하겠다.75)

모든 여성이 복장전환을 통해 남성의 행세를 했던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

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성 스스로가 떳떳한 경우에는 주변사람의 따가

운 시선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의 복장전환은 가문 내 구성원들에 의해 문제로 부

각된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이 없고 이부인은 아미(蛾眉)를 찡그

리고 말하였다. “나는 옹졸한 부인이니, 이런 열협(烈俠)을 며느리로 삼

겠느냐? 괴롭고도 괴롭다. 셋째 아이(유세창)가 끝내 아름다운 자식이 아

니구나.”

양한림 부인이 웃으며 말하였다.

“부녀자의 덕은 대가(大家)와 덕요(德耀)보다 더한 것 없으니 여자에게

육도삼략(六韜三略)이 가당치 않습니다.”

75) 이와 관련하여 박일용은 사씨남정기의 사씨나, 창선감의록의 화진 등이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 때문에 고난을 겪는 역설적 모습을 지적하면서, 특히 사대부 부녀층이 가부장제의 질곡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묵수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 속에 처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관련 양상 ,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182-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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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어사 부인이 낭랑히 웃으며 말하였다.

“셋째 오라버니는 남씨 언니의 정숙하고 요조함이 분에 넘쳐 변방의 괴

물을 얻으셨구려. 그렇기에 송죽헌에 밤낮으로 잠겨 그리 혹하여 계셨습

니까?”76)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초벽을 향한 집안 여성들의 시각은 가혹

하기 이를 데 없다. 유부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준수하는 부녀자의

도리에 구애받지 않는 설초벽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설초벽 스스로 남성

행세를 했던 것에 대해 큰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가

족 성원들의 시기와 질투는 그녀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세창은 첫째 부인 남씨보다 설씨를 과애

(過愛)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갈등의 소지를 만든다. 이 때문에 설씨

는 자신으로 인해 집안에 불화가 생긴다며 유부를 떠나 홀로 살 것을 다짐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진양문록의 하옥윤 역시 스스로의 행적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아니나, 남편 진세백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진세백은 함께 지내

던 하재옥이 여자라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아픈 틈을 타 몰래 가슴을 열어

본다. 진세백은 하재옥이 남성인 줄 알면서도 좋아하게 된 자신이 당혹스러

웠던 터라, 그가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뻐하며 부부 관계로 지내길

원한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하재옥의 비난뿐이었다.77) 하옥윤은 자신이

생사(生死)를 다툴 때, 진세백이 자신의 정체를 알기 위해 가슴을 열어보았

다는 데 크게 실망한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비난에 당황한 진세백은 아픈

몸을 핑계로 자기 곁에 와 머문 것은 하옥윤의 잘못이라며 비난한다. 자신

과 함께 군중에서 함께 머물고 숙식했으니 이미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냐며

폭언을 퍼붓기도 한다.

76) 유씨삼대록 권 6, 4-5면.
77) “그대 감히 나를 이렇듯 곤욕(困辱)하나뇨? (중략) 내 또한 알되 하릴없어 사중구생(死中求

生)으로 약(藥)을 그대에게 맡겼거늘 그대가 무상(無狀)하여 사람의 급함을 돌아보지 않고 사

욕(私慾)으로 나의 근본을 알려 깊은 자취를 먼저 살피니, 이 어찌 믿던 바리오? (후략)” (하
진양문록 권 12, 15-16면)



- 43 -

“원수가 이미 허신(許身)한 데 있을진대 어찌 세백에게 뜻을 머무르며

처음부터 나와 절할 뿐 아니라 비록 무망중(無妄中)이나 좌와숙식(坐臥

宿食)에 동침동좌(同寢同坐)하며 집수연시(執手連匙)하여 이미 남녀 대

절(大節)을 잃었고, 동침하여는 그윽이 살피니, 타인은 다 멀리하여 우심

(尤甚)히 거절하되, 오직 내게는 병중의 몸을 버려 좌와기거(坐臥起居)에

반드시 이 세백을 기다리고 음식을 한가지로 하여 비록 이성지합(二姓之

合)은 없으나 남녀가 친하여 예를 잃었으니 이는 그대가 행실을 스스로

잃음이라. 도리어 꾸짖나뇨? 만일 짐짓 말과 같을진대, 천하의 더러운

계집이라, 장랑처이랑부(張郞妻李郞婦)됨을 어찌 면하랴? 그대 장차 어떤

사람과 결약(結約)하였나뇨? 내게 허신(許身)함이 분명하거늘 나는 만무일

실(萬無一失)로 믿나니, 내가 안 지 오래되 능히 적발치 않고 매사를 살폈

나니 빨리 근본을 일러 의심을 해석하게 하라.”78)

그러나 하옥윤은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사정이 달라졌다는 등의 핑계로

진세백의 구애를 계속 거절한다.

 “(전략) 다만 한(恨)하는 바는 내가 그대의 간휼(奸譎)에 빠져 나의

심천(深淺)을 엿보게 함이 통한(痛恨)한지라, 그대 장차 배약(背約)하고자

하니, 이 차마 사람의 할 바인가? 도리어 적불선(積不善)이 되어 반드시 천

앙(天殃)을 받으리라. 그대 나를 진정으로 거절하고자 하면 이는 이심(異

心)을 둠이라, 또한 어렵지 않으니 금일(今日)이라도 제장(諸將) 중 마

땅한 사람을 가리어 그대 뜻 둔 곳에 내가 가히 중매(中媒) 되어 결혼

성친(成親)하게 하리니, 그밖은 비록 죽어도 요대(饒貸)하지 않을지라. 그

대 도관(道觀)을 이르지 말고 승천입지(昇天入地)하여도 내 죽기를 한하여

찾고 말리니, 그대는 일언(一言)에 결단하라.”79)

 “(전략) 반드시 죽기로써 힘을 다하여 핍박(逼迫)하여 그대 정심

(定心)을 앗으며 삼군(三軍) 장졸(將卒)에게 그대가 여자인 줄 일러, 그

위의(衛儀)를 삭(削)하면 그대 장차 어찌하고자 하나뇨? (후략)”80)

78) 하진양문록 권 12, 14-15면.
79) 하진양문록 권 12, 24면.
80) 하진양문록 권 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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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진세백은 에서와 같이 하옥윤이 다른 남성에게 마음이 있는 것

이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에서와 같이 실체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

박을 일삼으며 떼를 쓰기도 한다. 자신의 뜻대로 혼약을 진행할 수 없자 공

격적 언사를 일삼고, 복장전환을 빌미 삼아 하옥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

는 진세백의 형상은 여성수난의 직접적 가해자로 이해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렇듯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 인물들의 수난담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서 조선사회 상층 여성이 당면한 삶의 질곡과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이 여성수난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복장전환이 구현

하는 속이기 서사가 철저하게 남성 우위의 시각을 고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모두 고전장편소설을 관통하고 있는 남성 중심적 시각의 영향으로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형성되는 여성수난담

은 여성적 문제와 고민들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여기에 직접적인 억압자이자

문제 유발자로서 남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적 시각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는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미미하게나

마 전복의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장전환 화소에 여

성적 취향이 반영될 여지가 확보된 것이라 하겠다.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

복장전환은 옷을 통한 성별의 전환을 다룬다. 따라서 복장전환 화소가 삽

입되면서 서사는 등장인물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 옷을 갈아입고 난 후 변

화된 모습을 문면에 제시한다. 이때 복장전환자의 옷차림이나 신체적 특징

들이 중점적으로 묘사된다.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은 곧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구현되는 인물의 외양 묘사는 단순히 성별이 바뀌

는 ‘과정’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작품은 때때로 등장인물들의 복

장전환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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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실체를 파악당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할 경우

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인물의 외양 묘사다.

 한공이 소저에게 부운을 가리키며 사십 명 시비 중에서 용모(容貌)가

아름답고 사기(事氣)가 화평함을 이르니 이때 장생[부운]이 구름 같은 녹발

(綠髮)을 뒤로 하고, 섬섬세요(纖纖細腰)에 채복(彩服)을 갖추고 계하(階下)

에 두 손을 꼬고 서 있으니 명경(明鏡)같은 쌍안(雙眼)은 태양의 빛을 가리

고, 도화(桃花) 같은 양협(兩頰)은 춘풍(春風)이 불 것이니 짐짓 절세(絶世)

요조가인(窈窕佳人)이라.81)

 그 대관(大官)이 수레에서 내려 추종(騶從)을 물리고 임중(林中)을 헤

치고 들어와 보니, 과연 옥인(玉人)이 독립(獨立)하였으니, 그 광채(光彩)는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만방(萬方)을 밝히는 듯 영롱비무(玲瓏飛舞)하고 서

기(瑞氣)가 애애(藹藹)하니, 어디 고우며 곱지 않음을 모르며, 머리에 소요

건(逍遙巾)을 쓰고 봉익(鳳翼)에 백사포(白紗布)를 가(加)하고 섬섬세요(纖

纖細腰)에 세포대(細布帶)를 두르고 반죽선(斑竹扇)을 쥐었으니, 봉형나질

(鳳形娜質)이며 옥골선풍(玉骨仙風)이 청쇄탈속(淸灑脫俗)하고 표연(飄然)

히 우화(羽化)할 듯 청향(淸香)이 애애(靄靄)하고 상운(祥雲)이 총롱(蔥籠)

하여 동빈(洞賓)이 아니면 왕자진(王子晉)이라.82)

는 창란호연록에서 한천희의 부친 한노가 시녀 장희[부운]를 처음 만

나는 장면이다. 는 하진양문록에서 진세백이 하재옥으로 행세하는 하옥

윤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등장인물의 머리모

양, 몸[허리], 복식(服飾), 얼굴 등 외양에 대한 세세한 묘사를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때 장면전개를 통해 확대되는 장희와 하옥윤의

외양 묘사는 그들의 복장전환이 주변 인물에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83)

81) 창란호연록 권 1, 56-57면.
82) 하진양문록 권 8, 23면.
83) 정병설은 고전장편소설에서 특정 서사가 완만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장면

전개’를 설정한 바 있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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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이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 아래에 있는 바위에 올라 앉

아 거문고를 가지고 곡조 하나를 타자 맑은 흥과 운치가 일어났다. (중략)

50걸음을 지나자 꽃과 나무들 사이에 소년[이옥주] 한 명이 흰 두건(頭巾)

을 쓰고 베로 지은 옷을 입고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는 마치 흐린 구름

속의 밝은 달과 같고 진흙 가운데에 좋은 옥(玉)이 묻혀 있는 것 같아 광

채가 영롱하였다.”84)

 (소운명이) 눈을 들어 이씨를 보니 어렴풋한 신선(神仙)의 자태(姿態)

와 침착한 기질(氣質)이 이미 선녀(仙女)의 모습을 빼앗은 것과 같았고, 맑

고 깨끗한 풍채(風采)와 용모(容貌)와 맑은 골격(骨格)이 사방(四方)에 미

쳤다. 또 봉황과 같은 눈이 위엄이 있고 푸른 눈썹이 어여쁘며 가는 허리

가 아름다워 서시(西施)와 양귀비(楊貴妃)의 얼굴도 미치지 못할 바였다.85)

 이씨가 비록 심지가 굳세고 당당하나 이미 소운명에게는 선녀같이

예쁜 여인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중략) (소운명이) 눈을 들어 이씨를 보

니 흰 두건을 숙이고 구름 같은 귀태(貴態)와 옥(玉) 같은 얼굴이며, 맑은

눈동자며 붉은 입술이 아리따운 것이 절묘(絶妙)하고 소담스러우며 침착하

기에 어사가 더욱 사랑하고 항복하여 물었다.86)

 이씨가 마지못하여 춘앵과 함께 왔다. 소어사가 한번 바라보니 이씨

가 계수나무 그늘 사이로 흰 옷을 나부끼며 달빛을 띄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완연히 무릉선녀(武陵仙女)가 요지연(遙池宴)에 오르는 것과 같고

견우(牽牛)와 직녀(織女)가 오작교(烏鵲橋)에 배회하는 것과 같았다. 소담

한 기상과 맑은 풍채며 가벼운 걸음으로 넓은 뜰을 밟으며 오는 것이 나는

듯 가벼워 보여 나부끼는 듯하였고 약한 자질(資質)에 상복(喪服)아 더욱

소담하여 오히려 옷을 이기지 못할 듯하였다.87)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소현성록의 장면들로, 소운명이 남장을 한 이옥

주를 만나 교류하는 대목에 삽입되어 있다. 약 10면 정도의 서사가 진행되

84) 소현성록 권 10, 5면.
85) 소현성록 권 10, 11면.
86) 소현성록 권 10, 13-14면.
87) 소현성록 권 10,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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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안 이옥주의 신체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운명의 시선을 통해 묘사되는 이옥주의 외양은 결국 옷에 가

려지지 않은 이옥주의 여성성을 소운명이 눈치 채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에 보이는 “이미 소운명에게는 선녀같이 예쁜 여인으로

인식되어 있었다”와 같은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소운

명은 이옥주가 여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승상

의 시선을 통해 묘사되는 이옥주의 외양 역시 소승상이 이옥주의 실체를 파

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88)

하진양문록에서도 하옥윤의 외양이 여러 사람의 시선에 의해 반복적으

로 제시된다.

 하생이 백화(白靴) 당건(唐巾)으로 단좌(端坐)하였으니, 옥모영풍(玉貌

英風)이 선연찬란(鮮然燦爛)하여 이향(異香)이 만신(滿身)하고 유미봉안(柳

眉鳳眼)과 도화양협(桃花兩頰)에 일만광휘(一萬光輝)가 달빛을 빼앗고 꽃이

부끄러워 하니, 기묘하고 좋음이 백설이 무담하고 천택(川澤)의 얼음이 수

태(羞態)할지라. 영롱하여 오채상광(五彩祥光)이 일신(一身)에 둘렀으니, 현

요(顯曜)함이 금까마귀가 화파에 떨어지고 아오라하여 옥토(玉免)가 운리

(雲裏)에 배회함 같으니, 얼핏 하소저로 방불(彷佛)함이 있는지라, (후략)89)

 상이 보시매, 멀리서는 태양이 부상(扶桑)에 솟음 같고 가까이 보매

명월(明月)이 중천(中天)에 한가한 듯, 칠 척 장신(長身)에 섬섬세요(纖纖細

腰)는 미앙궁(未央宮) 버들이 춘풍(春風)에 부치이는 듯, 비봉(飛鳳) 양익

(兩翼)은 아아(峨峨)하여 우화(羽化)할 듯하거늘 달 같은 아미(蛾眉)에 강

산수기(江山秀氣)를 모았고 백옥면모(白玉面貌)에 도화양협(桃花兩頰)이 기

기묘묘(奇奇妙妙)하여 오채영영(五彩榮映)하니, 의연(依然)히 옥경진인(玉京

眞人)이 하계(下界)에 내리지 않으면 태을(太乙) 군선이 옥경(玉京)에 조회

하는 듯 조화의 기이함이 속인(俗人)과 다른지라.90)

88) “승상이 천천히 여유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눈을 들어 이생을 보았는데, 만약 남전(藍田)

의 흰 옥(玉)이 티끌을 씻은 것이 아니면 진주가 푸른 바다에서 솟아난 것 같아 한갓 아름답

고 고울 뿐 아니라 침착하고 어여쁘며 무척이나 호리호리하여 옷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니 어

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겠는가?” (소현성록 권 10, 29-30면)
89) 하진양문록 권 8,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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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는 각각 서술자와 임금의 시선으로 하옥윤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

는데, 특히 는 하소저와 닮은 모습을 제시하여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부

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진세백은 남장을 한 하옥윤이 자신의 약혼녀 하

옥윤을 닮았기 때문에 호감을 갖고 다가가기 때문이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대되는 인물의 외양 묘사는 복장전환자가

성 정체성을 감춘 채 무리 없이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반대로 옷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신체적 특징들을 계속적으로 부각시

키면서 주변 인물들이 복장전환자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도사의 복색을 한 양소유의 아름다움이 묘사

되는 것이나 윤옥화 행세를 하는 윤여옥의 여성스러움이 묘사되는 것 등도

모두 서사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렇듯 복장전환 화소는 서사전개

상의 필요에 의해 작품 내 인물의 외양 묘사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데 고전소설에는 작중 인물의 외양 묘사가 빈번하게 확인된다. 특히

거질(巨帙)의 분량을 자랑하는 고전장편소설에는 장면전개를 통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묘사나 설명이 두드러지는데, 그 결과 인물에 대한 묘사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리하여 고전장편소설 개별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인물 묘사를 고찰하고 그 의미지향을 규명하는 한편,91) 고전장

편소설 속 인물 묘사의 일반적 원리를 도출하는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였

다.92) 특기할 것은 이들 논의가 대개 고전장편소설 속 인물 묘사가 독자층

의 인식이나 관심사와 구체적 관련성을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93) 따라서 본고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대되는 인물의 외양

90) 하진양문록 권 8, 30면.
91)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 고소설연구 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92)김문희는 고전장편소설 속 인물의 외양 묘사가 미추(美醜)의 과장법과 전고(典故)의 관습화라

는 방식을 통해 사대부의 이상적 미의식을 드러낸다는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 바 있다(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 서강인문논총 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93) 정병설에 의하면 장면전개는 이야기의 전개와 연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대별되는

데, 후자의 경우에는 장면 전개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며 자족적

성격을 지니고 한다(정병설, 앞의 책, 120). 대개의 논의는 이러한 언급에 근거하여 고전장편소

설에 묘사되는 인물의 외양 묘사가 서사적 전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인물들 외양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대되는 인물

묘사는 전략적인 차원의 것이기에 이야기 전개와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논의에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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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 역시 당대 향유층이 지니고 있었던 등장인물의 육체 및 복식 자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묘사를 위해 사

용된 표현이 ‘녹발(綠髮)’이나 ‘섬섬세요(纖纖細腰)’, ‘도화양협(桃花兩頰)’과

‘옥골선풍(玉骨仙風)’ 등으로 고전소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어휘들로

구성된 점이나, 자연현상과 비교가 된다는 점 등도 마찬가지다.94) 그러나 이

는 살펴본 것처럼 내용에 관계된 면이 크다고 판단된다.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제시되는 인물의 외양 묘사는 서사 전개상의 필

요에 의한 전략적 차원의 것으로, 복장전환 화소 고유의 특징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복장전환 화소의 서사적 효과를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2)

여성수난담의 형성,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고찰

하였다. 그 결과 복장전환 화소가 속이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남성 우위의

시각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 여성수난담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는 여성적

고민들을 남아낸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장전환 화소는 남성적 시각

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적이지만, 여성적 시각을 담으려 했다는 점

에서는 전복적이다. 이렇듯 다층적이면서 복합적인 양상이 복장전환 화소의

실제인 것이다. 아울러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작중 인물들의 외양 묘사가

확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살폈다. 이는 인물의 외양 그 자체에 대한 향유

층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지만, 작품의 서사 전개를 고려한 전

략적 수사라는 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지적된 것처럼 인물 묘사의 확대는 고전장편소설의 관습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인물

외양에 대한 당대 향유층의 관심사가 일정부분 반영됐을 것이라고 본다.

94) 김문희, 앞의 논문(20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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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읽힐 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이 수용미학의 가

장 기본적인 전제이다. 독자는 문면에 제시된 것만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

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것까지 의미화하여 작품을 재창조한다.

마찬가지로 고전장편소설의 독자는 복장전환 화소가 구현하는 일련의 특징

이나 효과를 읽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취향이나 관심사에

따라 이를 재구성하고 재배치하여 독자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이 장에서

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를 향유층의 독서 행위와 관련하

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 복장전환 화소가 지닌 흥미 요소를 밝혀내는

과정이 될 것이므로, 이를 통해 조선후기 고전장편소설에서 복장전환 화소

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름의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참고할 만한

대중예술 분야의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제공하는 즐거움을 ‘플레지르(plaisir)’와 ‘쥬이상스(jouissance)’로 대별하였

다.95) 이때 플레지르란 ‘즐거움’으로 번역되며 육체적ㆍ도덕적으로 쾌적한

상태를 가리킨다. 쥬이상스는 ‘즐김’으로 번역되며 본능적이고 지속적인 감

정을 의미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즐거움의 텍스트는 독자에게 만족과 행복,

편안함을 주지만, 즐김의 텍스트는 독자에게 상실을 안겨주고 그의 문화적

ㆍ심리적 토대까지 흔든다.96) 따라서 보다 내밀하고 지속적인 ‘즐김’은 기존

의 규칙과 규범의 일탈로부터 얻어진다. 한편 박성봉은 대중예술에 구현된

통속성의 범주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1) 웃음의 諧謔性, 2) 性의 官

能性, 3) 暴力의 煽情性, 4) 夢想의 幻想性, 5) 눈물의 感傷性이 그것이다.97)

이들이 지적한 즐거움의 영역은 의미상 조르주 바타유가 말한 에로티즘

95) 롤랑 바르트, 김희경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02, 51면(역자 각주 5번 참조).
96) 위의 책, 61면.

97)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2001, 323-3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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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tisme)의 영역으로 포함될 수 있을 듯하다. 바타유는 에로티즘을 육체

(肉體)의 에로티즘, 심정(心情)의 에로티즘, 신성(神性)의 에로티즘으로 나눈

다음, ‘내적 체험’으로서의 에로티즘에 관해 논의하였다.98) 바타유에 따르면

죽음, 금기, 위반, 살해, 폭력 등 관능성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까지도

에로티즘의 영역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에로티즘의 영역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복장전환은 옷을 통한 성별의 변화를 다룬다. 따라서

복장전환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성(性)을 다루며,

동시에 그 성이 재현되는 육체에 대한 관심을 담고 있다. 이 성과 육체는

바로 에로티즘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되곤 한다.99) 따라서 복장

전환의 흥미 요소는 에로티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위반(違反)ㆍ욕망

(慾望)ㆍ관능(官能)ㆍ환상(幻想) 등의 상관성 속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의 흥미 요소가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복장

전환 화소는 속이기의 일환으로 주목받으면서, ‘서프라이즈(suprise)’ 및 ‘서

스펜스(suspense)’ 기법과의 관련성이 논의되기도 했다.100) 그러나 서프라이

즈와 서스펜스를 사용하여 서사 전개에 긴박감이나 불확실성을 제시하고 독

자의 몰입도를 상승시키는 것은 서사 예술의 일반적 수법이다. 그러므로 복

장전환 화소의 흥미 요소를 온전하게 해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는 복장전환 화소의 독자적인 의미를 1) 금기의 오락적 향유, 2) 성적 욕망

의 충족, 3) 남녀지기(男女知己) 환상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고전장편소설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바, 조선이라는 당대 현

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요소들이 형상화되는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소설적 재미의 영역에서 여성이 소외되곤 한다는 점이다. 여

성독자가 독서의 과정에서 자신들을 남성독자와 동일시해 왔다는 것은 이미

지적된 사실이다.101) 한편 규방소설이 여성을 윤리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가

98) 조르주 바타유 지음, 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96.
99) 박성봉, 앞의 책, 184-187면.

100) 서프라이즈(suprise)는 놀람, 경이 등을 유발하는 요소이며, 서스펜스(suspense)는 이야기의

전개와 발전과정에서 불안과 긴장을 유발시키는 플롯의 전략적 국면, 혹은 요소이다. 서스펜스

는 보통 현대 서사물(영화)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아슬아슬한 위기와 위험을 뜻하는 스릴

(thrill)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2004, 246-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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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제의 필요에 의해 탄생되었다는 언급을 상기하면,102) 고전장편소설 작

품이 제공하는 재미들도 남성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예상케 한

다. 조선시대 여성독자는 무의식적으로 고전장편소설이 취하고 있는 남성적

제스처(gesture)에 동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독

자들이 즐거움의 영역에서 완전히 타자화(他者化)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독서 주체가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채 작품을 향유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적극적인 여성독자를 상정하고 그들이 소설

탐독을 통해 느꼈을 희열과 재미를 분석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 독자가 반드시 작품 내 등장인물과 자신의 성별을 동일시하

며 작품을 읽는 것은 아니다. 여성독자가 반드시 여성 인물에게 감정 이입

을 하지는 않으며, 남성독자가 모두 남성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는

다. 독자의 욕망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어서, 단순하게 성별만으로 재단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자의 성별에 유의하기는 하나,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도록 한다. 다만 고전장편소설의 주요독자층이 여성이라

는 점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금기의 오락적 향유

‘금기(禁忌)’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꺼려 특정 행위를 하지 않거나 피하

는 것’이다. 공동체는 이 금기를 통하여 사회적 혼란을 막고 내부의 질서를

유지시켜 간다. 조선사회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고전장편소설이 유교

사회의 금기를 다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훼절(毁節)한 여성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고, 투기(妬忌)에 눈이 멀어 악행을 일삼는 여성은 철저하게 내

101) 팸 모리스는 여성독자들이 남성들의 꿈을 통해 꿈을 꾸어왔다고 하면서 여성독자가 독서과

정에서 자신들을 남성과 동일시 해 온 점을 지적하였다(팸 모리스 지음,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31-66면).

102)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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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진다. 성적 방종(放縱)으로 취급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남성 역

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유교 사회의 금기를 통해 집안 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고전장편소설의 문법이다. 그런데 문학 일

반론의 차원에서 보면 금기의 위반과 일탈이야말로 가장 쉽게 문학적 소재

로 차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세계에서 부정되거나 금기시 되는 것들이

문학을 통해 긍정되고 실현되는 예는 무수히 많다.

문학이 금기의 위반과 일탈을 형상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에게 해방감

을 주기 때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한정된 것으로부터의 탈주

를 꿈꾼다. 반복되는 일상은 안정적이지만 권태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때 금

기의 위반과 일탈은 일상적 인간에게 고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

도록 하는 일종의 ‘오락(娛樂)’으로서 기능한다.

복장전환과 금기의 관련성을 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

로 복장전환 자체가 금기였는가 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사회는 성 구

별에 엄격했고, 조선시대의 의복은 남녀를 사회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한 잣

대였다고 여겨진다. 이같은 전통시대 남녀의 옷 구별에 대한 관념은 ‘복요

(服妖)’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03)

세조실록 에는 이 복요를 엄히 금해야 한다는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양

성지(梁誠之, 1415-1482)의 상소가 전한다.

1.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衣裳)의 제도는 남녀(男

女)와 귀천(貴賤)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하민(下民)이 감히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장의를 의상(衣裳)의 사이에 입어 3층(層)을 이루

게 하고 점점 서로 본떠서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史文)에 이른바 ‘복요(服妖)’라는 것입니다. 전일에 중국[中原]의 여자

가 많이 좌임(左衽)하는 옷을 입었는데, 보고 듣는 자가 모두 길조(吉兆)가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제 여자가 남복(男服)을 입는 것도 또한 어찌 경

사로운 징조라 하겠습니까? 더구나 후세(後世)에도 여자는 상의(上衣)와

103) 조선시대 ‘복요(服妖)’를 총체적으로 검토한 정예희, 조선시대 ‘服妖’에 관한 연구 ,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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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下裳)을 입는 것이 가장 고법(古法)에 가까운데, 만약 이와 같이 마

음대로 한다면 남녀의 의복은 절로 제도가 같아져서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니, 어찌 지금 바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디 유사(攸司)에

명하여 기한을 정하여 금지하게 하고, 그래도 여전히 입는 자는 그 옷을

거두어 동서(東西) 활인원(活人院)에 나누어 두었다가 가난하고 병든 자의

옷으로 쓰소서.104)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관습적인 차원에서 방방(放榜) 때 어린 무동

(舞童)에게 여성의 옷을 입히던 것까지 복요로 이해하고 이를 폐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105)

이렇듯 남녀를 서열화하고 구별하기 위한 것이 옷이라고 한다면, 복장전

환 화소가 형상화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대 관념과 대척관계에 놓여있는 것

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 복장전환은 암묵적으로 허용되었

으며 그 실용성도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종서가 여

장을 한 채 화를 피했다는 단종실록 의 기록,106) 김덕수가 여자 옷으로 갈

아입은 뒤 변을 모면했다는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의 기록 등이 좋은 예

가 된다.107) 조선왕조실록 및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와 같은 여성의 자

10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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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권, 2년 3

월 28일 3번째 기사)

105) “신이 일찍이 보건대, 알성 방방에 문득 한 쌍의 무동(舞童)에게 황의(黃衣)ㆍ홍상(紅裳 )을

입혀 신은을 반사(頒賜)하여 유흥(游興)을 돕도록 하시니, 신처럼 우매한 사람은 이것은 마땅

히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더구나 남자의 몸을 아녀자(兒女子)의 용태로 변화시

켜, 귀신도 같고 도깨비도 같아 놀라기도 하고 현혹되기도 하니, 인요(人妖)와 괴물(怪物)이 이

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후략)” (臣嘗伏見, 謁聖放榜, 以一雙舞童著黃衣紅裳, 頒賜新恩, 令助

游治, 如臣愚蒙, 竊以爲此所當廢也. (중략) 矧以男子之身, 變作兒女之容, 如鬼如魅, 可驚可惑, 人

妖物怪, 莫此爲甚. (후략)) 정약용, 옥당(玉堂)에서 알성(謁聖) 방방(放榜)에 무동(舞童)을 신은

(新恩)으로 내리지 말기를 청하는 차자 ,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 권 9(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다산시문집4, 솔, 1996, 213-214면).

106) 단종실록 에 세조가 수양대군(首陽大君) 시절 김종서ㆍ황보인ㆍ이양 등이 안평대군(安平大

君) 이용(李瑢)과 결탁하여 반역하고자 했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효수(梟首)에 처한 사건이 기

록되어 있는데, 이때 김종서가 여장을 하고 화(禍)를 피했다는 내용이 전한다( 단종실록 8권,

1년 10월 10일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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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사에서도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남성의 의복으로 바꿔 입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108) 이 역시 전통사회 복장전환이 허용되던 사실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복장전환 자체를 당시 향유층이 금기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생명이나 정절을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행해지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작중 인물들에게 권도(權道)로 이해되기도 한

다.109)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복장전환이 작중 인물이나 소설

을 읽는 독자에게나 그 자체로 금기 위반을 통한 해방감을 선사했을 것이라

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면 복장전환에서 금기 위반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는가. 여기서 금기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분법적 사

고라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쪽에 포함되지 않는 불확실성은

곧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양가적이거나 애매한 것들은 배제의 대상이

된다.110) 유교 사회도 불확실성을 배제하기는 마찬가지다. 양성인(兩性人)이

나 양성애(兩性愛)에 대한 조선인들의 부정적 태도는 이와 같은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107) “김덕수는 경신생이며 자(字)는 경직(景直)이니, 대사성 김식(金湜)의 맏아들이다. 그를 붙잡

으러 왔을 때에 여자옷으로 변복을 하고 여인들 사이에 엎드려 있었다. 관인(官人)들이 보기에

그의 생김새가 작고 연약하며 손발이 가냘펐으므로 처녀라고 여겨 변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金德秀庚申生, 字景直, 大成之長子也. 逮捕時, 變着女服, 在夫人中, 官人見其容貌矮弱手足纖細,

以謂處子, 得免.) 안로, 김덕수형제전(金德秀兄弟傳) ,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下(민족문화추
진회 편, 국역 대동야승3 , 민족문화추진회, 1970, 183면).

108) 실록에 언급된 대표적인 예로 김애격(金愛格)이라는 사람의 아내 봉생(奉生)이 남편이 억울

한 누명을 쓰고 죽자 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남자의 옷차림으로 14년을 추적하며 다닌 이

야기( 현종실록 17권, 10년 7월 27일 4번째 기사), 영흥의 장달룡이란 사람이 읍리(邑吏)에게

맞아 죽자 그의 처 윤씨가 원수를 갚기 위해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읍리를 죽였다는 이야기

( 순조실록 10권, 7년 11월 30일 3번째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여성의 1인칭 서술로는 김금

원(金錦園, 1817-1847이후)의 호동서락기(湖東西洛記) 가 있다(강원문화연구소 편, 조선시대
강원여성시문집, 예문사, 1998, 333-365면). 김금원은 여행에 앞서 편의를 위해 남성의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했다.

109) 정병설은 권도(權道)를 임시변통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주어진 또 다른 형태의 정도(正道)

로 이해하고, 고전소설 여주인공들의 복장전환이 갖는 권도로서의 성격을 논의한 바 있다(정

병설, 正道와 權道,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 관악어문 20, 서울대국어
국문학과, 1995; 정병설, 古小說의 敍事過程에 對한 一硏究 - 權道論을 中心으로 , 고소설연
구 2, 고소설학회, 1996).

110) 최한모, 금기의 수수께끼, 한길사, 20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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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령(掌令) 신송주(申松舟)가 아뢰기를,

“이제 서부(西部)의 정문(呈文)에 의거하면, 여경방(餘慶坊)에 사는 고

(故) 학생(學生) 김구석(金龜石)의 처(妻) 이씨(李氏)의 가인(家人) 사방지

(舍方知)가 여복(女服)을 하며 종적(蹤跡)이 괴이(怪異)하다고 하였으므

로 본부(本部)에서 잡아다가 이를 보았더니, 과연 여복(女服)을 하였는데,

음경(陰莖)과 음낭(陰囊)은 곧 남자였습니다. 그가 남자로서 여장(女裝)을

한 것은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어 고신(栲訊)하게 하

소서.”

하니,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전교(傳敎)하기를,

“그를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라.”111)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홍섬(洪暹)이 장계(狀啓)하기를,

“의주(義州)의 김성비(金成非)란 자는 남자인데 여자로 변장하여 인가

(人家)를 출입하며 음란을 자행하므로 잡아다가 조사했더니, 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음양(陰陽)이 함께 달려 있으니 진실로 요

괴로운 물건입니다.”

하니, 상이 형조에 명하여 처치하게 하였다.112)

위의 인용문은 각각 양성인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사방지(舍方知)와

김성비(金成非)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의 처벌에는 음행(淫行)이 계기

가 된 것으로 나타나있으나, 성별 구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위협적이거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

다.

그런데 복장전환 화소는 복장전환자들이 지닌 중성적ㆍ양성적 성향을 표

현해 낸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품 속에서 이를 암시하

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 행세한다는 것, 여성이 남성

111) 掌令申松舟啓: “今據西部呈, 餘慶坊住故學生金龜石妻李氏家人舍方知服女服, 蹤跡詭異, 本府

拿致視之, 果女服, 陰莖、陰囊卽是男子. 彼以男女裝, 必有其故, 請囚拷訊.” 命河城尉鄭顯祖, 傳

曰: “其令承政院審視之.” ( 세조실록」 28권, 8년 4월 27일 2번째 기사)

112) 平安道觀察使洪暹狀啓, 義州人金成非者, 以男人, 假作女服, 出入人家, 肆行淫穢, 囚禁審檢,

乃是非男非女, 兩儀俱備, 實是妖怪之物云. 命刑曹處置. ( 명종실록 14권, 8년 3월 14일 3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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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체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성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금기를 따른다면 복장전환자들의 양성적 면모는 부정되거나 혐오의 대상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들의 양성성은 실제 세계에서처

럼 위협적이거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름답고 고

운 자태가 흠모(欽慕)의 대상의 되거나, 늠름한 위의가 경외(敬畏)의 대상이

된다. 복장전환자의 실제 성별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와 같은 설정을 통

해 인간의 양성성이 아름답고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한다. 독자는 복장전

환 화소가 형상화하는 양성성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금기를 위반하고, 금기

에 대해 오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복장전환자의 양성성은 실제로는 동성 관계인 인물들에게 이성으로 비춰

지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에게 동성애나 양성애의 가능성을 환기하기도 한

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여장한 윤여옥을 윤옥화로 착각한 엄세번이 그와

잠자리까지 함께 하고 싶어 못견디는 장면이 그려진다. 상대방이 자신과 같

은 남성임을 깨닫지 못하는 엄세번의 형상은 동성애를 환기하는 동시에 독

자를 즐거움으로 이끈다. 창란호연록에서 장희가 부운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를 겁탈하려는 것이나,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적생이 적경홍이라는 사실

을 모르고 적생과 계섬월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때 복장전

환자의 성별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와 같은 설정이 가져다주는 동성애적

에로티즘을 경험한다.113) 동성애나 양성애가 전통사회의 금기였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복장전환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양성성은 다르게 나타난

다. 따라서 독자의 성별의 차이는 양성성을 향유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

온다. 남성 복장전환자가 지닌 양성성은 생래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복장전

환을 한 후에는 여성적 아름다움이 전면적으로 부각된다. 양소유는 본래 미

남자(美男子)이며, 여자의 옷을 입었을 때는 ‘마고선자(麻姑仙子)’와 ‘사자연

(謝自然)’과 같은 전설적인 미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윤여옥도 주위사람들

이 윤옥화로 착각할 만큼 여성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창란호연록의 장

113) 이와 관련하여 김병국은 양소유의 여성 편력을 이야기하면서, 양소유가 거짓 여관의 차림으

로 정사도의 집에 들어가 정소저와 거문고로 희롱하는 장면은 동성애적 에로티즘의 상징적 표

현으로 느껴진다고 보았다(김병국, 앞의 책, 3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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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에게서도 부각되는 것은 남성적 육체가 아닌 여성적 몸이다. 남성 주인공

들의 양성성에 대한 수사는 남성 주인공들이 복장전환을 통해 그 여성스러

움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연설명인 셈이다.

그런데 여성 복장전환자를 통해 부각되는 양성성은 남성성과는 직접적으

로 관련이 없는 듯하다. 여성 복장전환자는 부분적으로 남성적 면모를 지니

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 그 모습이 재현될 때는 유

독 여성적인 면모가 부각된다.

(양소유가) 십여 일을 행하여 한단(邯郸)에 다다르니 길가에 한 소년이

필마(匹馬)로 가다가 사행(使行)이 뒤에 옴을 보고 말에서 내려섰거늘 한림

이 멀리서 보고 이르되,

“저 말이 일정(一定) 준마(駿馬)로다.”

하더니, 뒤미처 좇아 소년을 보니 용모(容貌)의 수미(秀美)함이 옥(玉)

같으며 꽃 같아서 위개(衛玠)와 반악(潘岳)이라도 미치지 못할 듯하거

늘 한림이 생각하되,

‘내 양경(兩京)에 두루 다녔으되 이런 미소년(美少年)을 보지 못하였으니

필연(必然) 재주있는 사람이로다.’114)

위 인용문은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적생으로 위장한 적경홍을 처음 마주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양소유는 적경홍을 ‘소년’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양소유가 적경홍에게서 보는 것은 소년이 지니는 남성성이 아니라, 소

년의 복장에 감추어진 여성적 면모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이 점이 더욱 두

드러지게 확인된다. 진채경은 시비 운섬에게서 백경과 그의 여동생이 아름

답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길목에서 기다린다. 이때 백경의

시선을 통해 남성의 옷에 의해서도 가려지지 않는 진채경의 여성적 아름다

움이 부각된다.

여성 복장전환자들이 전혀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씨삼
대록의 설초벽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홀로 남성의 복색을 한 채, 글과 무

예를 읽힌 여성이다. 유세창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검무(劍舞)를 추었을 때

114) 구운몽, 209면.



- 59 -

는 그 위세가 유세창을 떨게 할 정도였다.115)

하진양문록의 하옥윤 역시 복장전환을 한 후 남성적 면모를 드러낸다.

왕이 불감고사(不敢固辭)하고 좌(座)에 드니, 풍악(風樂)을 진주(進奏)하

고 주찬(酒饌)을 내어와 한가지로 즐길 새, 원수가 주벽(主壁)하여 좌(座)하

고 백모황월(白旄黃鉞)이 전후에 벌였고 황금갑(黃金甲)에 망용포를 껴입고

통천금관(通天金冠)에 상방검(上方劍)을 잡았으니 상운(祥雲)이 애애(皚皚)

하여 사벽(四壁)에 조요(照耀)한대 제장(諸將)이 갑주(甲冑)를 갖추고 검극

(劍戟)이 삼렬(森列)하니 위의(威儀)가 엄숙(嚴肅)하고 호령(號令)이 서

리 같은지라, 번왕(藩王)이 황공하여 숨이 나직하더라.116)

그러나 여성 복장전환자에게서 두드러지는 남성성이란 성격적 측면의 남

성성인 경우가 많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여성성이 부각되는 양상

을 보인다.117) 말하자면 여성들은 복장전환을 통해 중성적인 매력을 지닌

미소년이 되는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가 향유하고 있는 양성성이란 곧 여성

성에 다름 아닌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가 여성적 육체를 대상화한다는 혐의

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이 점에 기인하는 바 크다.118) 그러나 복장전환

115) “소년이 억지로 힘써 보검을 빼서 태평곡에 맞춰 춤을 추었다. 흰 날이 서리 같아 눈이 아

득하고 찬바람이 일어나니 1척 검이 변하여 긴 무지개 되니 소년을 볼 수가 없었다. 태우가

마음으로 두려워하기를 면치 못하였다. 설생이 재주를 다하면 태우가 놀랄까 걱정하여 칼을

던지고 자리에 앉아 말하였다.” (유씨삼대록 권 5, 82면)
116) 하진양문록 권 12, 7면.
117) 하진양문록 속 하옥윤의 양성적 면모를 ‘다중적 정체성’으로 명명하고 작품 내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을 수사학적 차원에서 분석한 최기숙의 논의는 본고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생각된다(최기숙, 여성 인물의 정체성 구현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독자

의 방향-서울지역 세책본 <하진양문록>의 서사와 수사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남장한 하옥윤의 모습을 직접 묘사할 때는 남성적 수
사법을 사용하면서,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드러낼 때는 여성적 육체를 환기시킨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여성독자에게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에 대해 사유하

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라며 여성독자와의 관련성만을 논한 점, 사실상 사회적 관습에 대한

저항의 과정으로서 독서를 염두하고 논의를 진행한 점 등은 본고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수사를 하진양문록만의 소설적 결실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차를 보인다.

118) 최수경은 이와 같은 현상이 청대 소설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하게 여성적 육체만

을 시선의 대상으로 고정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하였다(최수경, 앞의 논문, 109-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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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를 통한 양성성의 향유가 완전하게 남성중심적이며 여성을 타자화한다

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여성성에 가까운 양성성이 긍정

되고 인정되는 것이야말로 여성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인물들은 자신들과 동질적이면서 아름다움을 구유(具有)한 여성 복장

전환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린다. 따라서 여성 복장전환자를 처음 마주했을

때 “이런 미소년을 보지 못하였다(양소유)”, “남자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

람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백경)”, “천하(天下)를 돌아다녔어도 현형

같은 미남자(美男子)를 보지 못하였다(김소선)” 등의 말을 늘어놓거나, 정을

이기지 못해 즉시 형제의 의(義)를 맺기를 원하게 된다. 한편 여성 인물들은

기존의 남성과는 다른, 여성적인 남성인 여성 복장전환자에게 매료된다. 요

컨대 중성적인 매력의 남장 여성은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때 여성독자는 스스로가 지닌

여성성에 의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

닫게 된다. 이 과정은 곧 여성독자를 자아도취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119)

특히 여성이 지닌 중성적인 매력이 남성에게 진지한 사랑의 감정을 유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진양문록에서 하재옥, 즉 하옥윤을 본 진

세백은 그가 남자임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진다. 진세백이 이렇게까지 된 것

은 하재옥이 뛰어난 남성인 동시에 아름다운 약혼자 하옥윤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진세백은 자신의 정혼자를 다시 만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하재

옥과 함께 늙어죽겠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하재옥을 향한 진세백의 사랑은

여성독자들에게 자아도취를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따라서 남성독자와

여성독자는 그 방식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복장전환이 표현하는 양

성성을 오락적으로 향유했다고 하겠다.

한편, 작품 내에서 복장전환자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남성 공간과 여

성 공간을 마음대로 오간다. 단편 여성영웅소설과 달리 고전장편소설 속 여

119) 이와 관련하여 정승화는 순정만화에 나타난 복장전환을 논의하면서 남장여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욕망의 시선을 나르시시즘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정승화, 순정만화의 젠더

전복 모티브에 나타난 앤드로지니 환상과 젠더화의 불만 , 페미니즘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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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장전환자는 반드시 공적 성취을 이루거나 군담을 펼치지는 않는다. 
하진양문록의 하재옥이나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에게서 부분적으로 여성

영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여성들은 그저 일시적으로 남성의

복색을 하고 도로유리(道路流離)할 뿐이다. 그리고 이때 뜻하지 않게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나 조정에 잠시 발을 들여놓게 된다. 마찬가지로 남성 복장전

환자 역시 일시적으로 여성의 복색을 하고 규방으로 들어가거나 기생의 사

적 공간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복장전환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

에게 한정되어 있던 공간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계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경계성이란 금기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양성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복장전환자가 지닌 양성성으로 인

해 공간적 경계성이 획득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남성

영역으로의 진출이나 남성의 여성 공간으로의 잠입은 모두 금기의 위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독자들이 여성인물의 공적 공간으로의 진출에 흥미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독자들은 남성인물의 여성 공간으로의 잠입에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또 독자들은 자신의 성별과 무관하게 공간의 자유로

운 이동에 대해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다. 활동 영역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는 자유로움이야말로 보편적 인간의 희구(希求)이기 때문이다. 복장전환을

통한 생활공간의 이동은 ‘다른 삶’에 대한 인간의 욕구까지 충족시킨다. 그

런데 복장전환을 통한 이같은 금기 위반은 다시 옷을 바꿔 입으면 원상복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복장전환자를 통한 금기 위반과 일탈은 안정으로의

회귀를 전제한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이라 하겠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복장전환 화소는 독자들에게 금기의 일탈과 위반의

경험을 제공한다. 금기의 일탈과 위반은 대개 양성성과 경계성의 향유로 구

체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독자들을 일상의 권태로움으로부터 분리된 자유

와 해방의 영역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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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적 욕망의 충족

어떠한 대상에 대한 욕망이나 사랑을 일차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은 보

기, 즉 시선(視線)이라고 할 수 있다.120) 따라서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시선을 주고받는 것은 욕망의 대상으로서 서로를 응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Ⅲ장의 3절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이를 통해 외양 묘사가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인물들의 시선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복장전환

자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신체를 ‘훔쳐본다’는 사실이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아름다움에 반해 부지불각(不知不覺)에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절에서는 복장전환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서로의 관음(觀淫)

내지는 절시(竊視)적 시선의 대상이 되고, 또 서로를 성적으로 추동(推動)하

는 과정에서 독자의 성적인 욕망들이 자극되고 충족되는 일련의 양상에 주

목하고자 한다.121)

훔쳐보기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주체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독자들은 누군가를 훔쳐보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에 자

신의 시선을 일치시키면서 일방적인 관찰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이 부도

덕한 관찰은 곧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훔쳐보

기는 결국 독자의 작품 몰입도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등장인물이 관음적 시선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예는 구운몽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 여성의 소문만 듣고 그의 얼굴만이라도

120) 김현진, 시선과 에로스, 토마스 만 소설 속의 사랑 , 독일어문학 19, 한국독일어문학회,
2011, 35면.

121) 문학작품을 통해 성적인 욕망들이 표출되고, 이를 통해 향유층의 욕망이 충족되는 과정을

금기의 위반이나 금기의 오락화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통시대에 성

적 욕구나 성적 욕망을 갖는 것 자체가 금기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유가적 가르침

에 따라 욕망의 추구는 적당한 수준에서 ‘절제’되어야 하는 것이었을 따름이다. 특히 최근에는

조선 후기는 기본적으로 성적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상층 여성의 성이 억압된 것 역시

실제로는 신분 질서에 의한 억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정병설, 앞

의 논문, 20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한 성적 욕망의 자극과 충족을 자족적

인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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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자 안달하는 양소유의 모습은 여성을 향한 남성들의 강한 관음적

욕망을 보여준다. 결국 양소유는 여도사의 복색으로 정경패 앞에 나아가 그

녀를 직접 마주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정경패를 관찰하고 싶

어 자리를 옮겨 달라 청하기도 한다. 양소유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힐끗힐끗

정경패를 훔쳐본다. 독자들은 양소유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일치시키고,

양소유와 함께 정경패를 훔쳐보며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복장전환 화소와 관련한 등장인물들의 관음적 시선은 양소유의 경

우와 같이 의도된 경우보다는 우연한 계기로 촉발된 경우가 더 빈번하게 확

인된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진채경이 남성의 행색을 하고 의도적으로 백경

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다.

잠시 후에 그 관리가 두 가마와 함께 이르렀다. 관리가 멀리서 보니, 백

련교(白蓮橋) 위에 검은색 두건(頭巾)에 초록 저고리를 입은 어느 아름다운

이가 물가 쪽으로 앉아 있다가 푸른 연꽃을 꺾어 든 채 고개를 돌려 바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관리는 속으로 크게 놀랐다.

‘옛날 월나라에 서시(西施)와 모장(毛嬙) 같은 절세미인(絶世美人)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어도 남자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말

은 들은 적이 없어. 잘생긴 용모로 위(衛)나라 영공(靈公)의 사랑을 받

았던 미자하(彌子瑕)와 초(楚)나라 공왕(共王)이 총애했던 안릉군(安陵

君)이라도 이처럼 미남자(美男子)는 아니었을 것이야.’122)

이 만남은 진채경에 의해 의도된 것이지만, 백경의 입장에서는 우연에 지

나지 않는다. 백경은 길가에서 이름 모를 미소년을 마주하자 자연스럽게 호

기심이 발동하여 그를 훔쳐보게 된 것이다. 양소유가 한단(邯郸) 길에서 적

생을 만났을 때 “이런 미소년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를 훔쳐보는 것도 마찬

가지다.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이 남성의 복색을 한 이옥주를 데리고 소부로 돌아

왔을 때, 소승상 역시 그의 아름다운 모습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는 것을 확

122) 俄而, 其名宦與雙彩轎來, 望見石橋上有節美一人, 以烏巾綠衫, 臨流而坐, 手折碧藕, 回顧流眄.

其名宦大驚於心曰: “古聞有西子毛嬙之美, 而豈聞男子有如此者乎? 此稱子瑕安陵君之所不能

髣髴也.” (창선감의록,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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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승상이 천천히 여유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눈을 들어 이생을 보았는

데, 만약 남전(藍田)의 흰 옥(玉)이 티끌을 씻은 것이 아니면 진주가 푸른

바다에서 솟아난 것 같아 한갓 아름답고 고울 뿐 아니라 침착하고 어여쁘

며 무척이나 호리호리하여 옷을 이기지 못하는 듯하니 어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겠는가?123)

백경이 우연한 계기로 진채경을 만나 훔쳐본 것과 마찬가지로 소승상의

시선도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소승상은 아들이 데려 온 웬 젊은이의 비상

한 아름다움에 놀라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은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을 훔쳐볼 수밖에 없는 다양

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복장전환자는 자신의 실체가 발각되었는가를 주시해

야하므로 늘 주변인물을 훔쳐보며, 주변인물들은 복장전환자가 남자인지 여

자인지 분간하기 위해 훔쳐본다. 그런데 이 다양한 상황의 제시는 작품속

등장인물들의 관음적 시선이 성적 욕망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리

하여 이때 관음적 시선을 통한 욕망의 자극을 경험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124)

복장전환 화소를 통한 독자의 성적 욕망 충족은 시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은 자신을 피하는 이옥주를 보고, 부끄러움이

많아 그런 줄로 오해하여 “손을 잡고” 그 연유를 묻는다. 그러다가 팔을 만

져 “피부가 연한 것을 보고 사랑하여 소매를 밀어 올려 달빛에 그 아름다운

팔을 보고자 하였다”.125) 육미당기에서 김소선은 백운영이 슬픔에 잠긴

모습이 “그윽하여 완연히 연꽃이 물에서 나오고 해당화가 이슬을 머금은 듯

하여”, “마음 가득히 흠모하고 사랑하여 앞으로 가 손을 잡”126)는다.

123) 소현성록 권 10, 29-30면.
124) 전성운은 소현성록이 성적 표현을 철저히 차단하고 은폐시키려 했지만, 엿보기나 스치기

등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성적 표현을 일부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 중 스치기가 독자

에게 성적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본고와 관련된 부분을 논의한 바 있다(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적 태도와 그 의미 , 인문과학논총 16,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개발
센터, 2005).

125) 소현성록 권 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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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양문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인하여 옥수(玉手)를 잡고 술을 내어와 일배(一杯)를 거우르고 다시

술을 부어 하생을 주니, 생이 참괴(慙愧)하나 받아 마시니, 상서는 취하도

록 먹고 취안(醉眼)이 몽롱하여 하생의 세요(細腰)를 안고 옥면(玉面)을

접하여 물러나지 않으니 생이 강잉(强仍)히 흔연(欣然) 자약(自若)한 체하

나, 그 힘을 어찌 당하여 너무 매몰차면 의심을 도울까 하여 가장 견고히

참되, 자연 놀랍고 두려움이 시호(豺虎)를 대한 듯, 심신(心身)이 숫그러하

여 거짓 소변을 핑계하고 몸을 빼어 월하(月下)에 산보(散步)하니, 그 염태

(艶態) 광채찬란(光彩燦爛)하여 채봉(彩鳳)이 기산(箕山)에 놀고 소아(素娥)

가 월궁(月宮)에 배회하는 듯하니 상서가 볼수록 기이하여 일어나 한가지

로 거닐다가 야심(夜深)하매 침전(寢殿)에 돌아오니, 상서가 이끌어 동침

함을 청한대, 소저가 잠 없음을 칭탁(稱託)하고 서안(書案)에 주역(周易)
을 펴 낭랑히 읽으니, 기산(箕山)에 어린 봉(鳳)이 부르짖고 형산(荊山)의

백옥(白玉)을 때리는 듯하니, 상서가 또한 자지 않고 서안에 의지하여 옥

수를(玉手) 놓지 않더라.127)

 상서가 수십 배(杯) 마시니 주기(酒氣)가 발작하니, 잔을 잡고 소왈

(笑曰),

“형의 말 같아 다만 먹기를 골몰하여 주인을 권하지 못하니 객(客)의 도

리가 아니라.”

하고, 지리(支離)히 권하매 부득이 먹으니, 옥안설부(玉顔雪膚)에 홍광(紅

光)이 취지하니, 봉안(鳳眼)이 가늘고 유미(柳眉)가 나직하여 붉은 빛이 찬

연(燦然)하매 광채(光彩)가 배승(倍勝)하니, 상서의 의사(意思)가 무르녹는

지라. 시랑의 옥수(玉手)를 잡고 접면교시(接面交顋)하여 세요(細腰)를

후리쳐 안고 넋을 잃었더니, (후략).128)

위의 인용문들은 모두 하옥윤의 아름다움을 보다 못한 진세백이 그녀에게

126) 尙書望見小姐, 丯神窈窕, 宛如芙蓉之出水, 海棠之浥露, 光彩照人. 尙書滿心欽愛, 遽前執手曰:
(후략). (육미당기, 177-178면)

127) 하진양문록 권 8, 27-28면.
128) 하진양문록 권 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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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진세백은 솟아나는 정을 이

기지 못해 하옥윤에게 함께 잘 것을 청하기도 한다(). 진세백은 하옥윤이

남성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자신도 모

르게 손을 잡는다거나 허리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

이 진세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옥윤의 실체

를 알고 있는 독자들만이 이 장면을 남녀 사이의 성적 유희(遊戱)로 받아들

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복장전환자 주변의 인물들은 복장전환자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결

국 신체적 접촉까지 시도하게 된다. 아름다운 존재를 향해 애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인식하게

되며 더욱 쉽게 동감을 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신체적 접촉은 그들이 실

제는 남녀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을 가져다준

다 하겠다.

이 외에도 복장전환 화소가 독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예는 많다.

하옥윤의 정체를 의심하게 된 진세백은 이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하옥윤의

가슴을 열어본다.129) 이 장면에서 독자들은 진세백의 입장에서 조마조마해

하며 하옥윤의 옷을 헤치는 대리체험을 통해 성적 욕망을 충족시켰을 것으

로 추측할 수 있다. 창란호연록에서 장희는 한천희가 칼로 팔을 자르는

자결 행위를 하자 놀라운 마음에 한천희의 손을 잡고 상처를 치료해준다.

장생이 소저의 상처를 싸매는 장면에서 “소저의 연약한 살이 묻어날 듯하고

공자의 손이 소저의 팔에 닿으니 서로 은근한 정이 일어나더라”130)라는 표

129) “진백이 (약을) 받았더니, 과연 한축(寒縮)하여 기운이 혼미하고 옥안(玉顔)이 찬 재 같으니

진백이 이 거동을 보고 창황망조(蒼黃罔措)하여 수족(手足)을 주무르더니 아주 혼미하거늘, 약

쓰기를 천천히 하고 남녀를 알고자 하여 빨리 옷가슴을 헤치고 보니, 과연 여자가 분명한지

라.” (하진양문록 권 12, 12면)
비슷한 장면이 단편소설 「양산백전」에서도 보인다. 양산백은 추양대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

해 그녀가 잠든 사이 가슴을 헤친다.

“양인이 마침내 반신반의하여 밤 들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소저 잠을 깊이 들거늘 생이 가

만히 가서 가슴을 열고 만져 본즉, 설부옥골(雪膚玉骨)이 완연한 여자가 분명한지라.” (세

창서관판 「양산백전」,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구활자본고소설전집』26, 은하출판

사, 1984, 417면)

130) 창란호연록 권 1,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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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을 통해 독자의 성적 욕망이 자극되고, 또 충족될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윤여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엄세번이 그와

동침하고자 안달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윽고 해질녘이 되자 방 안이 어둑어둑해졌다. 엄세번은 계집종에게

촛불을 밝히게 했다. 윤여옥이 촛불 아래 단정히 앉으니 고운 자태가 더욱

눈부셨다. 세번이 미친 흥을 이기지 못하고 윤여옥의 고운 손을 잡았

다.131)

 계집종이 침상에 이부자리를 펴자 엄세번이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

어가 여러 번 윤여옥을 건드렸지만, 그때마다 여옥은 매몰차게 거부했다.

세번은 가만히 탄식하면서 밤새도록 끙끙 앓았다.1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엄세번이 결국 윤여옥의 손을

만지거나 몸을 건드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시도는 매몰찬 윤여옥의 거절에 의해 실패하지만, 욕망이 실제 행동으로 표

출되는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이 장면은 독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충

족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하겠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는 등장인물들이 주고

받는 관음적 시선을 통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한다. 나아가 복장전환

자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등장인물들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을 묘사

하기도 한다. 독자는 이와 같은 설정을 통해 성적 욕망의 자극과 충족을 경

험한다.

131) 俄而, 日公已子黃昏, 洞房曖曖. 世蕃使侍女燃燭, 端坐燭下, 百媚燦爛. 世蕃不勝狂興, 進執公

子之玉手. (창선감의록, 155면)
132) 侍女設寢於床上, 世蕃解帶就寢, 而侵公子數次, 公子峻拒之. 世蕃微嗟幽歎, 通夜煩悶. (창선
감의록,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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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지기(男女知己) 환상의 실현

환상(幻想)이란 객관적ㆍ현실적 논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133) 따라서 환

상은 주관적이면서 비현실적이다. 문학 작품을 읽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주관적으로 창조한, 비현실적 세계를 경험하는 일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환상을 충족ㆍ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애정 문제를 주로 다루는 고전소설은 애정과 관련한 향유층

의 다양한 환상들을 충족시킨다.

복장전환 화소와 관련한 애정 환상의 충족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남성

들의 ‘여성 환상’ 실현이다. 이때 여성 환상이란 객관적인 여성의 실존과는

무관한, 주관적으로 재창조된 여성의 이미지를 말한다. 고전장편소설에서 상

층 남성들은 복장전환을 통해 기생이나 시비 등의 하층 여성으로 변하여 흠

모하는 여인을 만나보거나(양소유), 약혼녀의 정절을 시험한다(장희). 적대적

남성 인물의 애욕을 드러내어 그를 희화화하기도 한다(장희, 윤여옥). 작품

속 상층 남성들은 여성을 자신의 애정욕구와 일탈욕구를 실현시켜줄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134) 이때 도구화되는 여성의 정체성이나 여성

성은 실제 여성 존재와 거리가 있으며 남성들의 필요에 의해 주관적으로 재

창조된 것이기에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층 남성이 기생 및 시비나

여종의 성(性)을 폭력적으로 지배하는 양상은 조선사회의 현실이기도 했다.

고전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남성 인물들의 복장전환은 작품을 읽는 상층 남

133) 최진아,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당대 애정류 전기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8, 231면.
134) 이와 같은 경우는 상층 남성이 주로 향유했던 한문 단편에서도 확인된다. 대개 여색을 밝히

는 남성을 놀리는 수단으로 복장전환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慵齋叢話)』 권 7에 실린 박생(朴生) 이야기를 들 수 있다(민족문화추진회 편, 용
재총화, 솔, 1997, 211-218면).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생이라는 자는 성현이 북경(北

京)에 갈 때 함께 간 사람으로, 호색적 기질이 남달랐다. 그가 정주(定州)에 이르렀을 때는 벽

동선(碧洞仙)이라는 기생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차지하고자 온갖 계략을 썼다. 이

러한 박생의 기질을 싫어한 사람들은 작당하고 그를 놀려줄 계책을 꾸민다. 바로 정주의 아름

답기로 소문난 유생(儒生) 명효(明孝)를 기생으로 꾸며 그의 눈에 들도록 만든 것이다. 박생은

여장한 명효를 보고 반해 ‘살림을 돌봐주겠다’는 감언이설까지 늘어놓아 좌중의 웃음거리가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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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독자에게 그들의 실제적 경험을 환기시키면서 흥미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

이다.

한편 복장전환은 여성독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환상 충족

의 의미를 지닌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는 거

의 모든 경우가 여성수난담으로 수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때 여성독자들

은 실제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문제들이 소설 속 여주인공에게도 해당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에게 고난을 가하는 직접적 가해

자로 남성이 설정되어 있음을 읽어낸다. 이를 통해 여성독자들은 스스로 당

면한 문제를 여성 집단의 문제로 치환시키거나, 모든 갈등의 원인을 남성에

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다. 복장전환 화소가 형성하는 여성수난담은 여성독

자들에게 현실의 도피를 통한 위로를 선사하는 것이다. 이와 현실 도피는

당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일종의 환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복장전환 화소가 묘사하는 애정의 형태에 주목하고,

이와 관련한 향유층들의 환상 충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전소설 가운데 애정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작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각각의 작품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결연의 형태나 결연의

과정을 변주하며 차별성을 획득해간다. 이때 모든 과정은 결국 결연의 ‘지

연’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복장전환 화

소가 삽입되어있는 소설에서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소

는 바로 ‘성별’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는 위장된 것이기에 장애가 될 수 없

다. 복장전환 화소는 성별이라는 위장된 장애요소에 의해 등장인물들의 결

연을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향유층의 애정 환상을 충족시킨다.

등장인물이 반대 성의 일원인 척 복장전환을 하는 순간, 복장전환자와 주

변 인물들의 관계에는 변화가 발생한다. 남녀 등장인물은 각각 반대 성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동성 관계로 비쳐진다. 실제로는 동성 관계

인 인물들이 이성 관계처럼 그려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변형된 인물 관계

는 등장인물들이 상호 호감을 키워나가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하진양문록에서 진세백은 남장한 하옥윤(하재옥)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와 친하게 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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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작인(作人)이 이렇듯 기이하니, 아마도 날마다 경액(瓊液)과 선

단(仙丹)을 먹는도다. 원간 이 같은 이 혹 있다 한들 어찌 이리 한 판에

박은 듯하뇨? 그대 나의 부인 숙인(淑人)으로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만일 그대 같은 아내를 얻으면 비로소 나의 심우(深憂)를 풀리니, 또 그

대 나이 동년(同年)이라, 어찌 신기하지 않으리오? 하씨를 이별 후 그대를

처음 보나니, 서애몽몽(瑞靄濛濛)하여 눈부시매 상운(祥雲) 같음이 일배(一

倍) 승(勝)한 듯하니, 그대 어찌 여자가 되지 못하뇨? 가히 원(願)이 그대

로 동처(同處)하여 백년을 즐기면 다시 다른 여망(餘望)이 없으리로다.

”135)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에 진세백이 하옥윤에게 반한 것은 그

녀가 자신의 죽은 부인을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세백이 하옥윤을 그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데는 둘 사이에 오고 간 수많은 지적 교류가 직접적

인 계기가 된다.

 하생이 후의(厚意)를 칭사(稱謝)하니, 상서가 대희(大喜)하여 하생을

청류(請留)하고 이날로부터 고금치란(古今治亂)과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논란하매 답론(答論)이 행운유수(行雲流水) 같으니, 상서가 하생으로 수

유불리(須臾不離)하더라.136)

 차후(此後) 진상서가 사인(舍人)[하옥윤]을 잠시 못보아도 울울(鬱鬱)

하여 빈집이 요적(寥寂)함을 즐기지 않아 파조(罷朝) 후에는 사인을 찾으

니, 비록 밤엔 각각 있으나 낮인즉 서로 수답(酬答)하며 떠나지 않으니 그

위인(爲人)을 취중하는지라. 혹자(或者)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아니 묻는

일이 없는지라. 사인(舍人)은 신인(神人)이라. 명견만리(明見萬里)하여

상통천문(上通天文)하고 하달지리(下達地理)하니, 하나를 들음에 백(百)

을 예탁(豫度)하는지라. 사정을 사무침이 조마경(照魔鏡)보다 지나고,

비록 아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나 묻는 바가 있으면 총명과 슬기가 출류

(出類)하니, 상서가 기이선복(奇異羨服)하여 높은 스승으로 대접하고 일

러 왈,

135) 하진양문록 권 8, 26면.
136) 하진양문록 권 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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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는 거울이라.” 하더라.137)

에서처럼 진세백은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옥윤을 찾아가 물어본다. 하

옥윤이 매번 시원한 답을 내놓자 그의 높은 지적 수준에 탄복하기도 한다.

하옥윤을 두고 “비추는 거울”이라 한 것 역시 그녀의 지혜로움과 총명함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된다. 지적 교류를 통해 지기관계를 형성하면서 진세백

은 하옥윤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장면이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된다. 소현성록에서 이소저와 소운

명 역시 함께 글을 지어 교류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인물은 서로의 지

성에 감탄하며 호감을 키운다.

“내가 너와 함께 글을 지어 뛰어난 경치를 창화(唱和)하는 것이 어떠하

냐?” 이씨가 이에 나직이 말하였다.

“제가 나이가 어리며, 일찍이 어려서 부모를 잃어 시부(詩賦) 짓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형이 지으면 제가 배워 차운(次韻)하겠습니다.” (중략)

운명이 놀라면서도 흠모하여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씨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다. “사랑하는 아우의 재주가 이 같으니 아우에게 더욱 정이 솟아

나 장차 제어하기가 어렵구나. 모르겠구나. 세상에 너 같은 이가 또 있

겠느냐. 사마상여(司馬相如)와 반악(潘岳)과 두연(杜衍)의 재주와 미모

라도 너에게는 윗자리를 사양할 것이다.” (중략)

목소리가 깨끗하고 말이 바르고 크니, 운명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말하

였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구나. 만일 너 같은 아내를 얻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로다.”138)

소운명은 이소저의 지적 탁월함과 재주의 뛰어남 때문에 그녀가 남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급기야 “만일 너 같은 아내를 얻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이른다.

유씨삼대록에서도 유세창과 설초벽의 관계 형성에 둘 사이의 지적 교류

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137) 하진양문록 권 9, 10면.
138) 소현성록 권 10,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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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가 매우 기뻐하였다. 소년[설초벽]의 나이를 물으니 15세였다. 태우

에게 칠 년 아래이므로 태우가 드디어 형이 되어 소년에게 네 번 절을 받

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앉았다. 서로 기뻐하는 것이 평생 알고 지내던 사

람 같아서 친하기가 한 배에서 난 형제 같았다. 밤이 다하도록 소년과 말

을 나누는데 그 소년이 제자백가(諸子百家)와 구류삼교(九流三敎)를 통

하지 못할 것이 없고 십팔무예(十八武藝)와 육도삼략(六道三略)을 모르

는 것이 없었다. 태우가 매우 칭찬하며 말하였다.

“아우는 진실로 신인(神人)이라. 내가 미칠 사람이 아니구려.”139)

유씨삼대록에서는 설소저가 유세창에게 반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들

이 형성하는 지적관계는 유세창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러한

호감이 있었기에 둘의 혼인이 무리 없이 성사된 것이라 하겠다.

 “여자의 도리는 남편을 우러러보고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없

어야 합니다. (중략) 오늘 한 잔 술로 이전에 부부가 되었던 의를 끊고 다

시 형제와 친구의 정을 이어 서로를 알아주는 벗의 사귐을 열 것입니다.

(후략)”140)

 “내가 이미 그대로 만난 것이 평범한 부부와 다른데 이렇듯 마가 끼

니 설마 어찌 하리오? (중략)”141)

설초벽이 와 같이 말하자, 유세창은 와 같이 응수한다. 두 사람은 자

신들의 관계가 평범한 부부와 다르며, 마치 남남(男男) 관계에서나 있을 법

한 지기(知己) 관계라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복장전환자 주변의 인물들은 처음에는 복장전환자의 수려하고 아

름다운 외모에 반하지만,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는 그들의 지적이고

총명한 모습에 마음을 뺏긴다.

전통 시대의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관계에서 지적 교류를 하는 것은 매우

139) 유씨삼대록 권 5, 81면.
140) 유씨삼대록 권 6, 24면.
141) 유씨삼대록 권 6,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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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웠다. 물론 윤광연과 강정일당, 유희춘과 송덕봉처럼 지적 교류를 나누

며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도 있긴 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했다.142)

이와 같은 현실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평등한 남녀

관계를 직접적으로 그려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

다. 그리하여 고전소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 연애와 사랑의 형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었다.143) 그러나 복장전환자와 주

변 인물이 서로의 지적 매력에 빠져 교류를 하는 것은 오늘날 남녀 사이의

연애를 방불케 한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는 지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인

정’하며 사귀는 남녀지기(男女知己)의 환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남녀 관계는 일반적으로 여성 향유층의 취향과 밀접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남녀지기의 관계를 여성의 일방적인 염원으로 볼 수

만은 없을 듯하다. 19세기에 대대적 흥행을 거둔 옥루몽의 성공 요인으로

당시 지식인들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우도론(友道論)을 군신(君臣), 남녀(男

女) 관계에까지 확장시킨 점이 지적되곤 하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144) 시기

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녀지기의 관계가 남녀 모두의 관심사임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구이기도 하다.

여성 복장전환자의 지적인 매력은 이미 처가 있는 남성들과의 결연을 합

리화하면서 일부다처제를 옹호하고 있는 면도 있다.145) 그러나 19세기적 징

142) 윤광연과 강정일당, 유희춘과 송덕봉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참
조.

143) 최근에는 고전장편소설 속 남녀에게 혼인은 연애의 시작에 해당되며, 그들은 혼인을 매개로

그들만의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된 바 있지만(고은임, 앞의 논문), 이 역시 고

전소설의 남녀에게서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혼전(婚前) 연애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

된다.

144) 이승수, <옥루몽> 소고 1- 남녀지기론의 허실과 여성의 발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조혜란도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국면을 논의하면서 ‘평등한 인간관계의 모색’이라는 항목

을 설정하고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다(조혜란, 19세기 한문소설의 새로운 국면 , 19세기 소설
사의 새로운 모색-지식, 이념,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보고사, 2011, 67-71면).

145) 최수경은 청대소설 속 여성과 남장여성과의 관계에서 이성애와 동성애적 욕망의 공존을 그

리는 동시에 동성애적 정서를 도구로 하여 남성 지배에 대한 여성 집단의 자발적인 순응을 유

도한다고 보았다(최수경, 앞의 논문, 125면). 한편 이승수는 이와 같은 설정이 조선 후기 크게

성장한 여성들의 현실적 억압을 풀어주며 남성중심의 윤리체계를 완강하게 견지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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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로 취급되었던 남녀지기의 면모가 이른 시기부터 피상적이나마 복장전환

화소의 삽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여성독자들의 소통 욕구 및 평등한 관계

에 대한 환상이 충족되는 양상은 하옥윤과 진세백 같은 일부일처제를 지향

하는 관계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적 교류를 통한 것은 아니지만, 평등한 남녀 관계의 면모를 보이는 예

로 창선감의록을 들 수 있다. 창선감의록의 엄세번과 윤여옥은 자유로

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보통 남녀와는 다른 교류 형태를 보여준다. 물론 이

는 엄세번이 윤여옥을 윤옥화로 알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택한 전략

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여성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남성 엄세번의 형상은 평등한 남녀관계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인정

할 수 있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는 ‘성별’이라는 결연 방해 요소를 설정하고, 등장인

물 간의 결연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동성 관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남녀 사

이의 지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상호 평등을

전제로 한 남녀의 연애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향유층의 남녀지기

(男女知己)의 환상을 실현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이상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를 향유층의 독서 행위와 관련하여 살폈다. 복

장전환 화소는 독자에게 금기 위반과 일탈을 통한 쾌감을 선사하며, 성적

욕망의 충족을 가져다준다.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독자가 꿈꾸는 애정 환상

이 실현되기도 한다. 요컨대 복장전환 화소는 독자의 작품 몰입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향유층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조선후

기 고전장편소설에 복장전환 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하겠

다.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치밀한 목적이나 의도의 산물이라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

하였다(이승수, 앞의 논문,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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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고는 고전장편소설 속에 나타나는 복장전환 화소의 양상과 문학적 기능

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화소의 존재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복장전환을 고전소설 속 역할교체담의 한 범주로

이해하고, 그 개념을 ‘이성의 옷을 입고 성별을 교체하는 행위’로 정의하였

다. 이를 토대로 제 Ⅱ장에서는 구체적 실례들을 통해 고전장편소설 속 복

장전환을 살펴보았다. 고전장편소설 복장전환은 서사적 기능에 따라 1) 애

정실현형, 2) 애정갈등형, 3) 영웅부각형으로 나뉜다.

애정실현형 복장전환은 복장전환이 등장인물의 애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

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서사는 등장인물이 복장전환을 통해

애정 욕구를 실현하여 결연에 이르거나, 왜곡된 애정 욕구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등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 구운몽의 양소유와 적경홍,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등은 이성을 향한 애정 욕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복

장전환을 선택한다. 한편 창섬감의록의 진채경은 약혼자의 결연을 돕기

위해 복장전환을 이용하며, 유씨삼대록의 장설혜는 사랑하는 남성의 애정

을 독차지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도구로 이용한다.

애정갈등형 복장전환은 복장전환이 애정 상대로 설정된 인물 간의 갈등

형성의 계기 및 소재로서 기능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복장전환은 등장인

물들이 결연 과정이나 결연 후에 겪는 갈등의 핵심 소재로 부각된다. 하진
양문록의 하옥윤, 소현성록의 이옥주, 유씨삼대록의 박영아는 복장전환

때문에 각각 애정 상대인 진세백, 소운명, 유세필과 갈등을 겪는다. 이때 하

옥윤은 복장전환 상태가 직접적으로 진세백과의 갈등을 유발하며, 이옥주와

박영아의 경우에는 과거에 복장전환을 했던 사건으로 각각 남편 소운명, 유

세필과 갈등이 빚어진다.

영웅부각형 복장전환은 복장전환이 서사의 위기 국면에 삽입되면서 등장

인물의 영웅적 성격을 부조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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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 방식으로 복장전환을 택

하고, 강인한 성품과 강직함으로 영웅성을 드러내는 인물 형상이다. 육미당
기의 설서란, 창란호연록의 장희, 창선감의록의 윤여옥 등의 복장전환

은 위기 상황 및 고난에 대처하는 그들의 영웅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기

여하고 있다.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은 경우에 따라 착종(錯綜)되거나 복합적 형태

를 띠고 존재하고 있으며, 세 기능이 한 인물의 복장전환을 통해 동시에 구

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 인물의 복장전환이 반드시 한 가지 유형에 종속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가 거두는 효과를 1) 남성

우위의 속이기 구현, 2) 여성수난담의 형성, 3) 인물 외양 묘사의 확대로 나

누어 살폈다.

1절에서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가 남성 우위의 속이기를 구현

하는 효과에 대해 고찰했다.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서사는 속고 속이

는 이야기로 변한다. 그러나 복장전환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속이

기 서사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 복장전환자들은 복장전환을 통해

그들이 처한 불리한 처지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복시킨다. 이때 무지와

착각에 빠져있으면서도 확신에 찬 복장전환자의 주변인물들이 부각되며 희

극적 상황이 조성된다. 남성 복장전환자들의 복장전환은 속이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다. 한편 여성 복장전환자들은 자신의 실체가 탄로 날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려 관계 역전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그리하여 복장

전환이 지닌 속이기로서의 효과는 반감되고, 전복의 가능성은 차단된다. 그

리하여 여성 복장전환자는 남성 인물에 의해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로 지위

를 전복당하기도 한다. 요컨대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는 작품 속에

남성 우위의 속이기 서사를 구현한다. 이는 복장전환 화소가 남성 중심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보았다.

2절에서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가 여성수난담을 형성ㆍ확대하

는 효과에 대해 살폈다. 먼저 복장전환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

로 여성 수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복장전환으로 인한 여성

수난의 과정을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는 몇 작품에 주목하였다. 복장전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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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정절이나 효 등 가부장제 사회가 중요시하는 덕목을 지키기 위해 감행

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물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이때 여성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애정을 강요하는 남성인물

에 의해 여성은 수난을 겪게 된다. 여성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

에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한다. 이

처럼 복장전환 화소는 여성 인물들의 수난담으로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서 조

선사회 상층 여성의 삶의 문제들을 여실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설

정을 통해 여성적 취향을 담아 낼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 보았다.

3절에서는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인물들의 외양 묘사가 확대되는

효과에 대해 살폈다. 복장전환은 옷을 통한 성(性) 전환을 다룬다. 따라서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서사는 등장인물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이나 옷

을 갈아입고 난 후 변화된 모습을 문면에 제시한다. 한편 복장전환 화소가

삽입되면서 등장인물들이 복장전환자의 성 정체성을 오인하거나 실체를 파

악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인물 외양 묘사가 확대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장편소설 속 인물 묘사를 감안했을 때,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확

대되는 인물 외양 묘사는 외양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양 묘사가 ‘반복적’, ‘계속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작품의 전개를 고려한 전략적 장치라는 측면이 크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고전장편소설의 향유층이 복장전환 화소를 통

해 무엇을 표현하고 또 무엇을 읽어내고자 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그리

하여 복장전환 화소의 의미를 1) 금기의 오락적 향유, 2) 성적 욕망의 충족,

3) 남녀지기 환상의 실현이라는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 과정에서

복장전환 화소의 흥미 요소가 무엇인지 밝혀내고, 고전장편소설에 복장전환

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고자 했다.

1절에서는 일상에서 금기시 되었던 요소들이 복장전환을 통해 오락적으로

향유되는 양상에 대해 살폈다. 복장전환 화소는 조선사회에서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던 인간의 양성성을 긍정하고 동시에 이를 즐거움의 대상으로

치환시킨다. 한편 복장전환자를 통해 자유로운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기도

한다. 복장전환 화소의 이와 같은 특징은 독자를 자유와 해방의 영역으로

이끌어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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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독자의 성적 호기심이 자극되고 성적 욕

망이 충족되는 양상에 대해 살폈다. 작품 속에서 복장전환자와 주변인물들

은 서로를 훔쳐본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의 관음적 시선은 작품 내에서 성적

욕망과는 무관한 것처럼 나타나 있어서, 관음적 시선을 통한 욕망의 자극을

경험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복장전환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주

변인물들이 무의식적으로 복장전환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들도

확인되는데, 이 역시 독자에게 성적 욕망의 충족을 가져다줬을 것이라고 보

았다.

3절에서는 복장전환 화소를 통해 당대 향유층의 애정 환상이 충족되는 양

상에 대해 살폈다. 복장전환 화소는 남녀 등장인물이 서로의 성별을 오해하

게 하여 결연을 지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끼리의 관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남녀 사이의 지적 교류를 보여준다.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했던

상호 평등을 전제로 한 남녀의 연애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유층의 남

녀지기 환상을 실현시킨다고 보았다.

이상 Ⅳ장의 논의를 통해 복장전환 화소가 금기 위반, 욕망의 충족, 환상

의 실현 등을 통해 독자의 작품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조선후기 고전장편소설에 복장전

환 화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 본고에서는 고전장편소설 속 복장전환 화소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러나 논의의 초점을 화소에 국

한하고 이를 유형화하려다보니 개별 작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

다. 고전장편소설 내적으로도 향유층이나 의식성향에 있어 질적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이 점이 고려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도식적인 논의에 그쳤

다는 것도 문제로 남는다. 또한 부분적으로 국문단편소설을 다루기는 했으

나 연구 대상을 고전장편소설로 한정시켰던 바, 한문 단편이나 설화 등에

나타난 복장전환 화소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우리 고전문학에 나

타난 복장전환 화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점이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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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韩国古典长篇小说中的异性装扮叙事情节研究

崔仁 (최어진)

首尔大学 研究生院

国语国文学系 国文学专业

    本文旨在分析韩国古典长篇小说中的异性装扮叙事情节，阐明此叙事情节

的作用和特征，并多方面考察其所具有的意义。

    韩国古典长篇小说中出现的异性装扮叙事情节按照其作用可分为“实现爱

情型”，“爱情纠葛型”，“凸现英雄型”。在“实现爱情型”中，异性装扮是

作为出场人物实现爱情欲望的手段；而在“爱情纠葛型”中，异性装扮是造成人

物纠葛的原因；最后，在“凸现英雄型”中，异性装扮则是作为凸现作品中人物

的英雄性的要素。

    韩国古典长篇小说中的异性装扮叙事情节在作品中体现出其固有的效果。

其效果可分为以下三种。第一，通过穿插异性装扮叙事情节形成欺瞒谈。在男性

使用异性装扮的情况下，异性装扮能起到欺瞒的效果，男性因此摆脱不利因素。

而在女性使用异性装扮的情况下，她们却时常受到真实身份被泄露的压力，欺瞒

效力减小，无法通过异性装扮受益。因此异性装扮叙事情节通过欺瞒体现出男性

单方面的优越性，这是受男性中心主义影响的结果。

    第二，异性装扮叙事情节形成并扩展了作品中的女性受难谈。虽然在程度

上有所差异，但是异性装扮和女性受难有着不可分的联系。部分作品中女性为了

坚守贞节、孝道等家长制道德规范进行异性装扮，而这种行为却使女性产生羞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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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和罪恶感。这时男性不理解女性的心情而只顾单方面地要求爱情，家庭成员则

是责难女性女扮男装，因此女性所经受的精神痛苦在小说中得以具体呈现。通过

这点可以看出异性装扮叙事情节体现了女性的视角和意识。

    第三，异性装扮叙事情节扩展了叙事中人物的外貌描写。插入异性装扮叙

事情节的同时，也自然而然的加入了对出场人物换装过程或换装后变化的描写。

并且，为了叙述其他出场人物误认异性装扮者的真实性别或确认其真实性别的过

程，也扩展了对异性装扮者的外貌描写。然而考虑到大部分长篇小说中都有对人

物的外貌描写，可以看出读者们十分关心出场人物的外貌，异性装扮叙事情节中

对人物外貌的描写也是基于读者们的这种爱好而产生的。

    从读者群的读书行为角度来看，异性装扮叙事情节具有以下三种意义。第

一，读者能够通过异性装扮叙事情节享受到现实社会中所禁忌的内容。在朝鲜社

会双性性格（양성성）为人所嫌恶，然而异性装扮叙事情节使其得到肯定，并将

其转换为娱乐要素。另一方面，出场人物利用异性装扮脱离自己现有的固定空

间，进而随心所欲地转移到其他空间，读者通过这些场面获得违反禁忌的快感。

    第二，异性装扮叙事情节可以为读者带来性欲望的满足。读者将异性装扮

者和其他出场人物相互偷窥的视线与自己的视线同等看待，并因此获得偷窥的快

感。不仅如此，为异性装扮者的美貌所倾倒的其他出场人物试图对其进行身体接

触，而读者通过这些场面可以经历性欲望的满足。

    第三，异性装扮叙事情节可以实现读者群的男女知己幻想。在穿插异性装

扮叙事情节的同时，作品通过女扮男装的女性和男性之间的交流，使得在男性之

间才可能发生的智力交流，在男女之间也能得以实现。在现实世界中，相互平等

是不可能的，然而作品中却描写了相互平等的男女恋爱，在这一点上，异性装扮

叙事情节实现了读者群的男女知己幻想。

* 关键词：异性装扮，女扮男装，男扮女装，女性受难谈，人物描写，禁忌，

性欲望，男女知己，趣味性，娱乐性

* 学号 : 2010-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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