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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煙管는 출 정 5년(1916) 11월 ｢신소설｣에 발표 되었다. 제1단편집 羅生門에 이어 

제2단편집 煙草と悪魔에 수록되었으며 문단에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서는 ･은･동이 출 하기 때문에 먼  에도시 의 통화정책이나 그 당시의 경제에 해 

약간 언 하고 본 텍스트에 들어가기로 한다. 일본은 오래 부터 국 각지에서 이 생산되

어 화폐나 물건 등에 사용되어 왔지만 에도시 에서 메이지시 에 걸쳐서 해외로 많이 유출되

어 재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1) 그 당시 일본 에도시 에는 큰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개항에 의한 폐쇄경제에서 해방경제로의 환의 문제 다. 에도시  여러 수백 년 동안 일본

의 경제는 닫힌 경제 고 비록 나가사키를 통해 통상은 이 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엄격한 

무역제도이며 리무역의 시스템이었다. 따라서 수입수출은 자유롭게 제한은 했지만 확  

할 수는 없었다. 개항과 함께 규모 으로  수출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거의 강탈 으로, 

  * 동의 학교 일어일문과 강사

 1) 조강희･김말임･김민정･노흥국･한탁철(2010)고등학교 일본문화 Ⅱ도서출  책사랑,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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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오는 일본의 빈곤을 충분히 상할 만큼의 것이었다. 그 원인은 알고 있다시피 ･은의 

비교 가치가 세계의 상장에 비해 일본의 상장은  다른 レート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

다. 당시의 세계의 상장의 과 은의 비교 가치는 1  15 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1  3이었다. 

이것은 이미 개항된 국에 비해서도 다른 가치다. 그래서 은으로 을 사면 바로 3-4배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익으로서는 10-20할이 된다. 이것은 새로운 의 발견이다. 막 있

던 일본의 화폐가치는 이상 상을 나타내었다. 일본의 은 실제화폐다. 그러나 은은 명목화

폐다. 1 3 レート(비율. 환율)도 실제 화폐를 뒷받침한 신용가치이다. 거기에 국제상장보다 

높게 평가된 이유가 있었다. 이 명목가치와 실제 가치와의 차를 무시한 것이 개항후의 경제  

혼란을 래하게 되었다.2) 이와 같이 에도시 의 융정책이나 그 당시의 경제는 어떠했는가

를 의 정도로 언 하고 본 논문의 텍스트 분석과 함께 논을 개해가고자 한다. 

먼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국의 유명한 연구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주제에 한 연구는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高橋春雄는 다른 사람들이 나리히로에 해 

심을 주지 않는 것에 한 불안과 나리히로의 묘한 심리의 추이가 주제3)라고 했다. 이와 

같이 의 연구도 주인공 나리히로(斉広) 의 심리에만 집 이 되어 있다. 때문에 본 연구는 

작품 煙管속에 주인공뿐만 아닌 주변인물 소슌(宗俊), 료테쓰(了哲), 세 충신들이 바라보는 

<世間>의 시 을 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2. 등장인물과 <世間>

이 작품은 나리히로(斉広)의 집안의 배경과 경제, 담뱃 의 훌륭함을 제시함으로써 나리히

로를 상징하고 있다. 나리히로의 사회  경제 인 지 가 어느 정도 인가를 먼  살펴보면 

이 나리히로는 가슈 이시카와군(加州石川郡) 가나자와성(金沢城)의 주인이다. 이 나리히로로 

말하자면 에도 성의 앙에 있는 혼마루에 입성할 때마다 자신이 애용하는 담뱃 를 지니고 

다녔다. 이 담뱃 는 유명한 스미요시야 시치베라는 장인의 손으로 만들어 졌다. 이 담뱃 의 

모습은 순 제에다가 마에다가의 문장4)이 새겨진 손이 많이 가고 세련된 담뱃 다. 그러므로 

 2) 林屋辰三郞編(1977)幕末文化の硏究岩波書店, pp.374-375
 3) 菊地 弘. 久保田芳太郞編. 關口安義(1985)芥川竜之介の事典明治書院, p.146
 4) 문장은 집안마다 정해져 있는 문장을 말한다. 헤이안시 에 구게 즉, 귀족들이 의복이나 우차에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이 시 로 여겨진다. 가마쿠라시 에는 무사가 일족의 단결을 과시하고 투 시에 과의 

구별을 해 깃발에 독자의 문양을 새기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투가 사라진 에도시 에는 복장이

나 생활도구 등에 가문을 표시했으며 서민들 사이에도 퍼지기 시작했다. 재가문은 남성의 하오리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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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나리히로는 그 담뱃 를 가진 것에 해 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주인공 나리히로가 에도에 올라 갈 때 마다 담뱃 를 꼭 지니고 다닌다고 한다. 담뱃 가 

얼마나 훌륭한 담뱃  인가를 먼  설명하면서 작품이 시작되고 있다.

가주 이시카와군 가나자와성의 성주 마에다나리히로는 에도성의 앙에 있는 성인 혼마루에 입성

할 때마다 자신이 애용하는 담뱃 를 꼭 지참했다. 당시 유명한 담뱃  장인인 스미요시야 시치베

의 솜씨로 만들어진 순 제에다가 마에다 문장이 새겨진 손이 많이 가고 세련된 담뱃 이다.5)

담뱃 에 한 생각은 어떠한가를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리히로에 해 언 하고

자 한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의 자부심은 결코 담뱃  자체에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담뱃 에 정이 들어서도 아니었다. 그는 그리도 값어치 있는 담뱃 를 일상생활에서 아무

지도 않게 쓰고 있는 자신의 권세가 다른 어떤 구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것에 해 단히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그에 있어서 순 제 담뱃 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 아니었다. 

다이묘  그와 어깨를 겨룰만한 사람이 없는 데도 백만 석을 가진 세력가라는 것을 다른 

다이묘와 비교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질의 소유자다. 말하자면 그는 가주 역의 백만　

석과 바꿔도 손색없는 순 제 담뱃 를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자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담뱃 가 얼마나 훌륭한가는 스님들조차 모이기만 하면 담뱃  이야기뿐일 

정도다. 스님이라면 당연히 불경에만 념을 다해야 하는데 에서 스님들이 으로 된 담뱃

에 해 욕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도리에 어 난다고 생각한다. 특히 스님 에서도 가장 

높은 지 를 가지고 있는 소슌(宗俊)이라는 스님이  담뱃 를 갖고 싶어 할 정도이니 하물며 

다른 스님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나리히로가 갖고 있는 순 제 담뱃 에 심을 갖는 사람들  제일 그것을 화제로 삼는 이들이 

승려계 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입을 모아 이 담뱃 에 해서 얘기가 오간다. 

“과연 성주가 쓰는 물건일세.”“같은 물건이더라도 그런 물건은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들기도 쉽네.”

“ 당포에 맡기면 몇 량 정도 빌릴 수 있을 까?” “당신이라면 모를까. 가 당포 같은 곳에 

맡기겠는가?”6)

마, 여성의 도메소데나 상복과 같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의례  복장에 들어가거나 묘석에 새겨지는 

경우가 부분이다. 16개 꽃잎의 국화문양은 천황과 황실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정형(2011)일본, 일본

인 일본문화다락원, p.232)
 5) 加州石川郡金沢城の城主、前田斉広は、参覲中、江戸城の本丸へ登城する毎に、必ず愛用の煙管を

持つて行つた。当時有名な煙管商、住吉屋七兵衛の手に成つた、金無垢地に、剣梅鉢の紋ぢらしと

云ふ、数寄を凝らした煙管である。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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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담뱃 가 있어도 가슈의 담뱃 는 무 유명하고 재료도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부자가 아니면 그런 담뱃 를 가질 수도 없거니와 당포에 맡겨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스님 에서 가장 용감한 소슌이라는 

스님이 그 담뱃 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다. 그 담뱃 가 은이나 동이라면 받으러 

가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치자 다른 스님들은 믿지를 않는다.　

“흠,  담뱃  얘기야.”

하고 되풀이해서 말하기를, “그 게 순 제 담뱃 가 감지덕지하다면 왜 담뱃 를 받고 싶다고 

찾아가지 않는 건가?” “담뱃  받으러 찾아가라고?” “그래.” (생략) “순 이니까 더더욱 받는 거야. 

싸구려 놋쇠를 받으러 나갈 녀석이 어디에 있어?” 료테쓰는 머리털하나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어낸 머리를 한  탁 치며 황송하다는 듯이 말했다.7)

소슌이 나리히로에게 담뱃 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다. 그 소리를 들은 료테쓰(了哲)라는 

스님은 두려워서 떨기까지 한다.　여기서 두려워서 떤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무리 스님 

에서도 지 가 가장 높다고 하나 평소에는 나리히로라는 성주에게 감히 다다갈 수 없는 

인물이며 둘째로는 담뱃 의 재료가 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게 비싼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래의 문은 나리히로에게서 담뱃 를 받으려고 할 때의 소슌의 

모습과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 소인 소슌 부탁드릴 일이 있사옵니다.”

고치야마는 이 게 말하고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을 하는 에 

 머리를 들어 올려 들더니 이제는 가만히 나리히로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기 시작하는 것이었

다. 이런 부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애교를 풍기며 뱀이 어떤 표 을 노려보는 듯한 

으로 응시하는 것이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갖고 계신 담뱃 를 에게 좀 주실 수 있을 

런지요.”8)

6) 斉広の持つてゐる、金無垢の煙管に、眼を駭かした連中の中で、 もそれを話題にする事を好んだの

は所謂、お坊主の階級である。彼等はよるとさはると、鼻をつき合せて、この｢加賀の煙管｣を材料

に得意の饒舌を闘はせた。｢流石は、大名道具だて。｣同じ道具でも、あゝ云ふ物は、つぶしが利き

やす。｣｢質に置いたら、何両貸す事かの。｣貴公じゃあるまいし、誰が質になんぞ、置くものか。

pp.263-264
7) ｢ふん叉煙管か。｣(と繰返して、)｢そんなに金無垢が有難けりゃ何故お煙管拝領と出かけねえんだ。｣

｢お煙管拝領？｣｢さうよ。｣(省略)兎に角、金無垢だぜ。あの煙管は。｣｢知れた事よ。金無垢ならばこ

そ、貰うんだ。真鍮の駄六を拝領に出る奴が何処にある。｣｢だが、そいつは少し恐れだて。｣了哲は

きれいに剃った頭を一つたゝいて恐縮したやうな身ぶりをした。p.265
 8) ｢えゝ、宗俊御願がございまする。｣河内山はかう云って、ちょいと言葉を切つた。それから、次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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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슌은 나리히로 앞에서 나리히로의 얼굴을 주시한다.  일종의 애교를 떨어가면서 뱀이 

먹이를 노리듯이 나리히로를 무언의 말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의 문장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애교를 풍기며 뱀이 어떤 표 을 노려 보는듯한 으로 응시하

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소슌은 비록 스님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일반 인 스님들과는 

조  다르다는 의미를 풍기고 있다. 스님의 입장에서도 이 담뱃 를 성주를 압박해서라도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에서도 그 만큼 이 담뱃 의 가치와 훌륭함과 그것을 지니고 다니는 

나리히로의 경제  지 를 이 부분에서 강조해서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2.1 나리히로의 시

나리히로는 두 사람의 빛의 교차에서 무언의 압박으로 담뱃 를 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떠십니까. 주실 수 있을까요?” 소슌의 말에는 간청하는 듯한 어조 이상으로 여러 성주들을 

할 때 뿜어내는 승려계 만이 갖고 있는 인 무언가가 느껴졌다. 복잡한 경 을 따르는 

궁 에서는 천하의 성주들도 승려의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리히로에게도 한편으로 

그러한 나약함이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체면상 인색하게 굴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에 

있어서 순 제 담뱃 는 구하기 힘든 물건이 아니었다. 9)

와 같이 나리히로는 소슌에게 담뱃 를 주어야만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소슌의 말 

속에 있는 애교와 , 궁 에서는 천하의 높은 사람도 스님의 지도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과 한 자신은 언제든지 담뱃 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슌에게 담뱃 를 쉽게 

내어 주었다. 역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에도시 에는 재력을 가진 다이묘 보다 계 을 

가진 스님이 훨씬 힘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다음은 나리히로가 소슌에게 담뱃 를 

語を云つてゐる中に、だんだん頭を上げて、しまひには、じつと斉広の顔を見つめ出した。かう云

ふ種類の人間のみが持つて居る、一種の愛嬌をたゝへながら、蛇が物を狙うやうな眼で見つめたの

である。｢別儀でもございませんが、その御手許にございまする御煙管を、手前、拝領致したうござ

いまする。｣p.266
 9) ｢如何でございませう。拝領仰せつけられませうか。｣

宗俊の語の中にあるものは懇請の情ばかりではない、お坊主と云ふ階級があらゆる大名に対して持

つてゐる、威嚇の意も籠つてゐる。煩雑な典故を尚んだ、殿中では、天下の侯伯も、お坊主の指導

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斉広には一方にさう云ふ弱みがあつた。それから叉一方には體面上卑吝

の名を取りたくないと云ふ心もちがある。しかも、彼にとつて金無垢の煙管そのものは、決して得

難い品ではない。p.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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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난 후의 자신의 심정을 아래와 같이 토로하고 있다. 

한편 담뱃 를 줘버린 나리히로로서는 손에 쥐던 것이 없어 다소 허 함이 들기는 하 지만 그

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던 듯하다. 이것은 함께 성을 물러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무사들이 나리히로

가 평소와 다르게 기분이 좋은 듯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략)그것이 비록 고치야마에게 주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곳으

로 이 기쁨이 감해지는 일은 없었다. 10) 

한편 나리히로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담뱃 를 소슌에게 주고 난 뒤의 자신의 기분을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없어 다소 허 함이 들기는 하 지만 그 게 나쁜 기분은 아니었던 

듯하다”고 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나리히로의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은 듯했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그는 오히려 소슌에게 담뱃 를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어쩌면 담뱃 를 갖고 있었을 때보다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담뱃 를 자랑스럽게 생각했

던 것은 에도 말한 것처럼 담뱃  그 자체에 한 애착이 아니었던 것이다. 실은 담뱃 로 

되어 있는 것이 가주 역의 백만 석 즉 자신의 권세를 증명해 주는 물건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러한 허 심으로 인해 순 제 담뱃 로 담배를 피우는 행 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다른 이에게 선뜻 주는 것 한 그에게  다른 기쁨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리히로가 소슌에게 압박을 받아 담뱃 를  것을 그다지 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소슌에게 주는 과정에 있어 무언의 압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쁨이 감해지는 일은 없었다. 가타리테가 끝까지 나리히로의 만족함이 조 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는 모습에서 나리히로가 얼마나 남에게 선심 쓰는 것을 좋아하는 

인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결국 나리히로는 이 담뱃 를 남에게 으로 인해 

오히려 주변 주변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 마음의 안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만족감

을 느낀다. 요컨  <世間>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해 보이고 만족감을 얻는 것이다.

 

10) では、煙管をまき上げられた斉広の方は、不快に感じたかと云ふと、必しもさうではない。それは、

彼が、下城をする際に、いつになく機嫌のよさゝうな顔をしてゐるので、供の侍たちが、不思議に

思つたと云ふのでも、知れるのである。(中略)偶それを河内山にやる際に、幾分外部の事情に、強い

られたやうな所があつたにしても、彼の満足が、その為に、少しでも損ぜられる事なぞはないので

ある。p.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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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담뱃 의 재료의 변화에 따른 나리히로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

은으로 만든 담뱃 에 한 나리히로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世間>의 시선에 따라 

나리히로의 입에서 담배의 맛이 달라진다.  같은 나가사키의 담배 잎이더라도 이 의 순  

제에 넣어 피우던 맛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담뱃 이기 때문에 주변의 <世間>의 행동이 자신에게 하는 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나리히로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담뱃 의 재료가 변했다는 것은 나리히로 한 사람만의 일은 아니었다. 세 명의 충신이 

견한 로 승려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승려들이 순 담뱃 라서 꺼려하던 담뱃 를 

은으로 만들자 오히려 무 쉽게 나리히로에게 담뱃 를 받으러 오는 것이었다. 담뱃 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던 나리히로가 무 쉽게 나 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리히로는 

성에 입성할 때마다 담뱃 를 받으러 오는 스님들에게 미련 없이 주었다. 이것은 ‘입성을 

하러 가는 것인지 담뱃 를 주러가는 것인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것이 본 목 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다는 의미다. 다시 담뱃 를 동합 으로 만들자 승려들 틈에 끼어 은 담뱃

를 받으러 가기에는 자신의 체면과 지 가 있어 받으러 가는 것을 꺼려했던 소슌이 나리히로

가 다시 담뱃 로 유유히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다시 담뱃 를 받으러 가기로 결심한

다. 소슌은 담뱃 를 아무도 받으러 가지 않는 것을 조 의 의심도 없이 받으러 가고자 

한다. 하지만 스님 료테쓰는 그것을 악하고 있다. 은으로 만든 것도 서로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면 가지 않겠느냐고 말하지만, 소슌은 나리히로가 백만 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마 합 담뱃 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호언장담한다. 그 말에 료테쓰도 의아해

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소슌이 받은 것은 료테쓰 말 로 합 이었던 것이었다. 

2.1.2 <世間>의 흥미를 잃은 나리히로의 불안한 모습

그 이후 나리히로의 담뱃 를 받으러 오는 승려는 발길을 뚝 끊게 되었다. 

나리히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리도 담뱃 에 심을 갖지 않는지가 궁 했다. 아니 

궁 한 것뿐만이 아니었다. 나 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고치야마에

게 먼  말을 건넸다. 

“소슌, 담뱃 가 필요하진 않은가.” “아니요, 감사하지만 소인은 에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나리히로 자신이 자진해서 담뱃 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 게도 이 에는 담뱃 를 달라고 거의 반은 박조거나 뱀과 같은 으로 노려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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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갖고 싶어 하는 담뱃 를 일언지하에 거 한다. 이 게 나리히로는 자존심을 구겨가면

서까지 말을 먼  건넸다. 이처럼 나리히로는 스님들의 <世間>의 심 밖으로 려나도 자신

의 세력을 과시하기 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나리히로의 모습과 한 <世間>사람들의 태도

가 갑자기 바 는 모습에 쇼크를 받고 있는 주인공의 심리를 엿볼 수가 있다. 이로 인해 

나리히로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일에 쇼크를 받자 지 까지 사람들에게 해 왔던 시선을 

바꾼다.

2.2 소슌의 시

소슌의 성격은 스님 에서도 가장 높은 지 에 있으면서도 담뱃 에 한 욕심을 내고 

있다. 하지만 소슌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담뱃 에 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척 

하면서 내심으로는 자신도 그 무리에 속하고 있다. 이것에서 일본인의 혼네와 다테마에를 

엿볼 수가 있다.

소슌은 다른 승려들이 앞 다투어 나리히로의 은제 담뱃 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생략) ‘이제 두고 라. 내가 희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내고 말테다’하고 호시탐탐 

나리히로의 담뱃 를 주시하고 있었다.11) 

시시한 것은 받지 않는다며 큰소리칠 만큼 배짱이 두둑한 성격이며, 타인에게 욕심 많은 

인간이라고 생각되어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소슌은 다른 승려들이 

자신만큼 용기가 없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 다른 승려들이 무나 

세속 이며 한 자신의 욕심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방해를 하는 승려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연유에서 소슌의 사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소슌이 다른 승려들과 

라이벌 계나 경쟁상 로 보고 있으며 기회주의자이며 스님의 자격으로서 물욕에 이 어두

운 스님으로 묘사되고 있다.  

11) 宗俊は、外の坊主共が先を争つて、斉広の銀の煙管を貰ひにゆくのを、傍痛く眺めてゐた。(省略)殊
に、了哲が、八朔の登城の節か何かに、一本貰つて、嬉しがつてゐた時なぞは、持前の癇高い声

で、頭から｢莫迦め｣をあびせかけたほどである。彼は決して銀の煙管が欲しくない訳ではない。

が、外の坊主共と一しょになつて、同じ煙管の跡を、追いかけて歩くには、余りに、｢金箔｣がつき

すぎてゐる。その高慢と欲との鬩ぎあふのに苦しめられた彼は、今に見ろ、己が鼻を明かしてやる

から――と云ふ気で、何気ない體を装ひながら、油断なく、斉広の煙管へ眼をつけてゐた。p.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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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료테쓰의 시

료테쓰도 타인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성질이다. 료테

쓰에게 단지 두려운 것은 나리히로 만이다. 왜 로테쓰는 나리히로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나리히로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그 당시의 최고의 권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로테쓰는 소슌과 같은 등 의 스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료테쓰는 소슌에 비하

면 그 게 욕심을 부리거나 방약무인하지는 않는 편이다. “자네 아무리 내가 욕심쟁이라도 

--그나마 은 담뱃 라면 몰라도 순 이잖아.  담뱃 는-”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슌처럼 배짱

도 두둑한 인물이 못된다. 조 이나마 양심은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센스와 

치가 있는 인물이다. 나리히로가 순 이라고 우기면서 담뱃 를 받으러 갈 때에도 료테쓰는 

순 이 아닌 합 담뱃 라는 것을 시하고 있었다. 

2.4 세 충신의 시

세 충신이 나리히로의 배짱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 걱정이 되는 것은 가슈 체라고 하는 

<世間>이 혼란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나리히로, 소슌, 료테쓰의 세 사람과 조 인 존재로서 

설정되고 있다. 가슈의 경제로 보면 담뱃  한 개 정도로 스님들에게 다는 것은 경제에 

지장이 없지만 입성할 때마다 담뱃 를 다는 것은 조  무리일 뿐 아니라 승려들의 끝없

는 욕심을 잠재우기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 다. 때문에 세 충신은 회의를 열어 책을 

세운 결과 은 담뱃 로 만들자 오히려 스님들이 더욱 쉽게 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합 으로 만들기로 했다. 생각 로 담뱃 를 합 으로 만들자 소슌이 배짱좋게 료테쓰의 

만류에도 듣지 않고 자신있게 담뱃 라고 우기면서까지 받아 온 것이 합 이라는 것이 

소문이 나자 이제는 아무도 받으러 가지 않는다. 그러자 세 충신들은 가슈의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 담뱃 를 다시 만들었다고 한다. 마에다 가문은 아래와 같이 해져 온다.

해져오는 말에 의하면 마에다 가문에서는 나리히로 이래 쭉 나리야스, 요시야스도 담뱃 는 

모두 합 으로 만든 것을 썼다고 한다. 이것은 어쩌면 순 제 담뱃 에 더리가 난 나리히로가 

자손들에게 그 게 하라고 유언을 한 탓인지도 모른다. 12)

12) 古老の伝へる所によると、前田家では斉広以後、斉泰も、慶寧も、煙管は皆真鍮のものを用へたさう

である、事によると、これは、金無垢の煙管に懲りた斉広が、子孫に遺誡でも垂れた結果かも知れ

ない。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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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와 같이 나리히로는 이 담뱃 로 인해 상처와 세상에 해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으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하는 딱한 마음도 들었다.

3. 결론

이상으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世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

았으며 한 제각각의 인물이 <世間>에 어떻게 얽매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작품 속의 나리히로와 소슌, 료테쓰, 세 충신들의 행동 모습에서 <世間>은 

각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기 한 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한 煙管에서 나리히로

는 자신의 행, 불행을 <世間>의 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世間>사람들의 의식과 

심과 주목에 따라 자신의 백만 석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다. 즉 <世間> 이 주인공의 성장과

정과 성격의 변화에 요한 요소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한 이 작품 

소재인 담뱃 를 로 들었지만 이 담뱃 의 재료의 변화로 인해 거시 으로 본다면 일본 

에도시 에서 근 로 넘어가는 일본의 경제변화와 사회상의 과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도식

으로 나타내면 < →은→동-→ >의 변화와 같이 사회도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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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아쿠타가와 류노스 의 담뱃  재해석

‒ <세간>을 심으로‒
본 연구는 작품 煙管속에 주인공뿐만 아닌 주변인물 소슌(宗俊), 료테쓰(了哲), 세 충신들이 어떻게 <世間>을 바라보고 

있는 가를 시 을 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면서 고찰했다.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世間>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식하
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으며 한 제각각의 인물이 <世間>에 어떻게 얽매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작품 속의 나리히로와 소슌, 료테쓰, 세 충신들의 행동 모습에서 <世間>은 각 등장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기 

한 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한 煙管에서 나리히로는 자신의 행, 불행을 <世間>의 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世間>사람들의 의식과 심과 주목에 따라 자신의 백만 석을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즉 <世間>이 주인공의 성장과정과 성격의 변화에 요한 요소로서 설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비록 좁은 
시야로 이 작품 소재인 담뱃 를 로 들었지만 거시 으로 살펴본다면 이 담뱃 의 재료의 변화로 인해 일본 에도시 에
서 근 로 넘어가는 일본의 경제변화와 사회상의 과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것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은-동- 의 
변화와 같이 사회도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The reinterpretation of "tobacco" by Akutagawa Ryunosuke 

‒ about of <seken> ‒
This study was carried out analyzing the text centering the time point of dividing how it looking at the world from tree 

fidelities, such as Sosun, Ryotetu who are the centering persons in the work of ‹Tobacco›We look around how each appearing 
persons will be conscious to <seken> and so we could clearly know how it gets the action change after being tired down. 
From acting future by Narihiro and Soshun and Totess in the works, we think that <seken> is the important keyweed to be 
understood the inside for the appearing persons. And also, Narihiro in Tobacco has at his beck and call in his fortune and 
un-fortune by judge of the world and according to consciousness and concerns in <seken>, he has known as the  person who 
feels proud of millionaire of himself. That is, we think that  is <seken> the important factor to change the growing process 
and change of mind. even if he has exampled the smoking pipe as his narrow field of view, however, if we macroscopically 
look, we can imagine compulsory change and can look to conjecture the social process of Japan to overcome to the modern 
age from Edo era in Japan. If we appear to draw, we imagine that we think the society may be changed as well as change 
of as same as <Gold→Silver→Copper-→G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