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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아키(秋)(이하, 아키)는 다이쇼(大正) 9년(1920) 4월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되어, 

다음 해 3월 간행된 제5의 단편집 야래화(夜来の花)1)(新潮社)의 머리말을 장식하는 아쿠타

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이하, 아쿠타가와)의 표적 단편 중 하나이다. 주로 역사소설을 

써왔던 아쿠타가와가 현 소설로 전환하는 시점에 쓰여진 아키는, 아쿠타가와의 문학적 

특성 중 하나로 알려진 ‘인간 내면에 깊이 잠재하는 에고이즘적 연약함’ 2)이, 솔직하리만큼 

그 만의 시선으로 유감없이 발휘된 단편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 고찰을 통해 본격적으로 

연구･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쇼와(昭和/1926–1989)기에 들어와서이다.

발표 당시 아키는 작품의 변모라는 측면에서는 ‘역사소설로부터 사실적 소설로의 전환’

을 지향한 작품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서정적 작품으로서 ‘口篭るような哀愁(입에 맺힌 듯한 

애수)’3)를 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그 후 미요시 유키오(三好行雄)에 의한, 사실주의적 

 * 동명 학교 학부교양 학 교수 
1) 1921년 3월 14일 신초샤(新潮社)간행의 야래화(夜来の花)에 수록
2) 네이버 일본소설 명인명작 감상/ 아쿠타카와류노스케(검색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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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지 작풍의 전환이라는 견해를 부정하는 획기적 아키론이 두4)되는데, 그것은 사실

이나 현실성과는 다른 시점에서 논해지는 측면으로서의 여주인공 노부코(信子)의 ‘자기희생

적 결혼’에 한 ‘허구적 삶의 붕괴(｢仮構の生｣の崩壊)’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계기가 된 미요

시 유키오의 芥川竜之介論중 10번째 논문 ｢어느 종언 아키의 주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아키는 노부코의 자기희생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그녀의 허구적 보바리즘5)으로부터 시작된

다. 데루코의 감상만이 확정할 수 있는 ‘허구의 삶’을 노부코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소설의 

발단이다.(秋の世界は、信子の自己犠牲からはじまるのではなく彼女の虚構のbovarysumから

はじまる。照子の感傷だけが確証できる‘仮構の生’を信子は生きている。ーそこが小説の発端

である。)｣6)

그런데 미요시 유키오의 ‘허구의 삶’이라는 것은 노부코의 ‘자기희생’ 즉 사촌 슌키치에 

한 노부코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노부코는 여동생 데루코와 재회하

며 ‘언니의 희생 이야기로 짜여진 통렬한 배신감(お姉様の犠牲のメルヘン7)を編んでいたは

ずの痛烈な裏切り)’과 질투로 얼룩진 데루코의 눈동자와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허구의 삶에 한 와해를 자각하게 된다. 그리고 노부코는 붕괴한 허구적 삶의 잔해 속에서 

일상의 시간으로 회귀한다.(仮構の生の瓦解を自覚せざるを得なかった。そして、信子は崩壊し

た仮構の生の残骸を抱いて日常の時間に帰ってゆく。｣8)

라고 기술하 다. 이후 아키와 관련한 많은 논고에서는 노부코의 ‘허구의 삶(仮構の生)과 

붕괴’ 라는 도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사카이 히데유키(酒井英行)는 ‘허구를 

3) 室生犀星(1943)芥川竜之介の人と文学上、三笠書房、p.82
4) 三好行雄(1976)芥川竜之介論 筑摩書房. 서평에는‘탁월한 독해가 풀어내는 아쿠타가와 문학의 독창과 

숙명-작품론 축적에 따른 작가의 궤적의 전모를 떠올리게 하는 훌륭한 달성.(卓抜な読みが解き明かす芥

川文学の独創と宿命―作品論のつみかさねによって作家の軌跡の全貌を浮び上がらせた見事な達成)’
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p.156

5) 자신의 환 을 쫓아 자기를 속이며 자기 실제와는 다르게 분수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정신작용. 프랑스
의 철학자 고티에 작품보바리 부인속 여주인공의 성격에서 유래.

6) 三好行雄(1976)三好行雄著作集3芥川竜之介論｢ある終焉秋の周辺)｣pp.150-170
감 희(2019)｢아키(秋)론-노부코의 생의 구도와 갈등으로 보는 가부장에 원리｣일어일문학83집, p.49 

7) 메르헨: 공상적･신비적 옛 이야기 혹은 동화
8) 三好行雄(1976)三好行雄著作集３芥川竜之介論｢ある終焉秋の周辺)｣p.157

감 희(2019)｢아키(秋)론-노부코의 생의 구도와 갈등으로 보는 가부장에 원리｣일어일문학83집,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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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뒤의 평범한 자기심상(虛構を失った後の平凡な己の心模樣)’ ‘노부코의 청춘성(꿈) 상실

(靑春性(夢)の喪失)’로 이어지는 붕괴에 한 기술9)과 그러한 붕괴는 바로 ‘노부코의 체념’으

로 이어진다고 하 다. 또 세키구치 야스요시(關口安義)는 ‘가을이라는 적막한 계절을 배경으

로 주인공의 인생에 한 체념의식(秋という寂しい季節を背景に、主人公の人生への諦めの

意識)’을 들여다보게 된다.10)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와는 달리 노부코의 슌키치를 향한 사랑은 ‘자매간의 사랑의 양보’라는 

견해가 있으며 ‘허구의 삶’에 반 적인 견해도 보인다. 곧 노부코의 삶의 구조는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배경으로 그 위에 사랑을 양보하여 희생한 여성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양면가치를 주장하는 하마카와 카쓰히코(濱川勝彦)의 론(論)11)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노부

코에게 있어서 현실이란 사실은 인식 상 만들어진 개념 즉, ‘노부코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의 

타자-동창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되어진 것(信子が生きる共同体内

の他の者ー同窓達を中心とした人々との関係の中で解釈されたもの)’이라는 니시야마 코이

치(西山康一)의 론12) 등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토  위에 주인공 노부코의 결혼을 두고, 특히 

그녀의 ‘결혼에 관한 의식’과 ‘슌키치와의 사랑을 희생한 여성’이라는 의혹을 중심으로 그녀의 

삶의 구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동시에 이러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부코 내부의 심상변

화와 갈등의 모습을 통해, 작품 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의 관념과 인식에 해서도 

분석･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 원문인용의 저본은 現代日本文学大系43 芥川龍之介集筑摩

書房(1968년)에 따른다. 

2. 아쿠타가와의 노부코 인식과 의혹

여주인공 노부코는 신여성으로 여  재학시절부터 주변으로부터 ‘장래 작가로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할 재원(才媛)’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졸업 후 재학 중인 여동생 데루코(照

子)와 자신을 데리고 홀로 살아온 모친 데마에(手前)가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습속 로 혼담으

로부터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처지이다. 그 때문인지, 노부코는 누구나가 예상했던 작가 지망

9) 酒井英行(1993)芥川竜之介作品の迷路有精堂出版、p.126 
10) 關口安義(1999)芥川龍之介とその時代筑摩書房、p.89
11) 濱川勝彦(1992)｢秋を読むー才媛の自繩自縛の悲劇｣国文学｣ 
12) 西山康一(1999)｢芥川作品の語り出される<場所>-秋をめぐって｣芸文研究74号



72  日本近代學硏究……第 70 輯

생 이종사촌 슌키치(俊吉)와의 결혼이 아닌, 오사카(大阪)의 한 종합상사에 근무하게 될 상고

출신의 외모 단정한 청년과 결혼, 오사카(大阪)로 이주하고 신혼살림을 차린다. 

노부코는 ‘언니도 슌키치를 좋아하면서 자신을 위해 양보했다’는 데루코의 편지를 볼 때마

다 감상에 젖는다. 남편은 작가로서 책상을 마주하는 그녀를 점점 언짢게 생각하며 가계부 

경제까지도 따지고 간섭하는 사람이다. 슌키치와 데루코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 다음 해 가을, 남편과 함께 상경한 노부코는 혼자 교외에 있는 데루코의 집을 방문하고 

하루를 묵게 된다. 그날 밤, 노부코는 슌키치와 닭 우리를 들여다보거나 정원 산책을 하며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다음날 외출한 슌키치의 귀가를 기다리던 자매는, 서로의 가정과 

행복에 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데루코는 갑자기 ‘억누를 수 없는 질투의 정(押へ切れない嫉

妬の情)’으로 격렬한 울음을 터뜨린다. 슌키치를 기다리지 않고 집을 나선 노부코는, 마차를 

타고 가을 색 짙은 가을의 거리를 달려 역으로 향한다. 도중 귀가하는 슌키치를 보게 되지만 

망설임 속에 지나쳐 버린다. ‘가을...’ 노부코는 온 몸으로 적막함과 외로움을 절실히 느낀다. 

｢아키의 노부코는 연인을 여동생에게 양보한 언니의 희미한 감정기복을 그려질 뿐…(秋
の信子は、恋人を妹に譲った妹の、かすかな感情の起伏を描いただけの…)｣13)이라고 한 평

론가 오카 쇼헤이(大岡昇平)의 언급처럼, 일견 여주인공 노부코의 ‘희미한 감정기복(かすかな

感情の起伏)’이 그려지고 있다는 인상은 받게 되지만, 종래 아쿠타가와가 보여준 소설 군처럼 

‘두드러진 개성을 보여준다.’ 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을’이라는 계절감으로 상징되

는 ‘희미한 감정기복’이라고는 해도, 그 표현을 위한 노부코라는 여주인공의 조형(造型)에 

있어서는  아쿠타가와만의 새로운 인간에 한 인식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카 쇼헤

이는 ‘연인을 여동생에게 양보한 언니(恋人を妹に譲った姉)’ 라고 기술하지만, 종래 노부코의 

그러한 인상에 해 미요시 유키오는 ‘오해’ 라는 견해와 함께,

｢노부코는 애인을 여동생에게 양보하고 문학적 재능을 희생하면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하는-거기

에 드라마의 발단이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작자는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서 

한 번도 단언하고 있지 않다.(信子は愛人を妹に譲り、文学の才能を犠牲にして平凡な男と結婚す

るーそこにドラマの発端があるように見えて、実は仔細に読めば、作者はそれを確たる事実と

してはいちども断言していない。)｣14)

라고 기술한다. 확실히 노부코와 슌키치의 사랑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불확실한 소문이었을 

13) 大岡昇平(1972)日本の文学29芥川竜之介解説、中央公論社、p.62  
14) 三好行雄(1976)芥川竜之介論筑摩書房、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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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언니는 저를 위해 이번 혼담을 결정하셨습니다. (御姉様は私の為に、今度の縁談を御決めにな

りました。)｣

라고, 언니의 희생에 해 언급한 데루코의 편지는 있지만 그것을 읽은 노부코에 한 아쿠타

가와의 기술은,

｢그녀의 결혼은 과연 여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희생적인 것이었을까? (彼女の結婚は果たし

て妹の想像通り、全然犠牲的なそれであらうか。)｣

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실 전체 작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쿠타가와는 노부코와 슌키치의 

연애를 한 번도 확실하게 사실로서 단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슌키치와 

노부코의 연애는 주위 친구들의 눈에 비춰진 소문으로만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의심을 품는 것은, 눈물을 보인 뒤 그녀의 마음은 짓누르는 듯 답답함에 잠기기 일쑤 다. 

노부코는 이 답답함을 피하기 위해 개는 사실 상쾌한 감상에 잠겨있었다.(さう疑を挟む事は、

涙の後を彼女の心へ、重苦しい気持を拡げ勝ちであった。信子はこの重苦しさを避けるため

に、大抵は実と快い感傷の中に浸つていた。)｣15)

라고도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맥에 따르면 노부코의 결혼은 완전히 희생적인 것이었

는지에 해서는 본인도 의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희생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즉 노부코에게는 ‘여동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의식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동생의 편지를 꺼내어 읽으면서 눈물에 젖어 데루코의 

모습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사실, 아쿠타가와의 

노부코에 한 인식 상의 묘미는 노부코의 자기희생을 확실시하고자 했던 한 장면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데루코가 노부코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제 오늘로 언니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끊임없

이 눈물이 흐릅니다. 언니, 부디 절 용서해 주세요. 데루코는 아까운 언니의 희생 앞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다만 있을 뿐입니다. (もう今日かぎり御姉様とご一緒にいる事が出来ないと

15) 三好行雄(1976)芥川竜之介論筑摩書房、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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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ふと、これを書いている間でさへ、止め度なく涙が溢れてきます。御姉様。どうか、私を御

赦しください。照子は勿体ない御姉様の犠牲の前に何と申し上げて好いかもわからずに居りま

す。)｣

이 경우,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상의 표현을 통해 언니 노부코와 여동생 

데루코는, 한 남자 슌키치(俊吉)를 사이에 둔 삼각관계의 연애극에서 언니 노부코가 데루코에

게 슌키치를 양보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양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요시를 포함한 

선행연구의 논고 해독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이것은 곧 노부코의 언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심과 데루코로부터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슌키치를 데루코에게 

양보한다는 것은 노부코 자신이 슌키치의 사랑의 상이라는 우위적 입장을 인식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점에서 노부코의 슌키치에의 사랑은 진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아쿠타가와는 ‘완전히 희생적이었던 

것일까?(全然犠牲的なそれであらうか。)’라는 의문과 함께, 그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부코가 ‘상쾌한 감상 중에 젖어있었다.(快い感傷の中に浸つていた。)’라고 기술할 수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노부코의 태도는 ‘완전히 희생적이었던가?’에 해 끝까지 추구하려고도 밝히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데루코가 말하는 ‘자기희생’이라는 감상에 젖어있을 뿐이다. 데루코의 

편지에 의하면 노부코가 데루코에게 ‘슌을 좋아하니?(俊さんは好きか。)’ 좋아한다면 ‘반드시 

(내가)애를 쓸테니 슌에게 가도록 해(きっと骨を折るから、俊さんの所へ行け)’라고 한 것은 

사실이며, ‘슌의 일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俊さんなぞは思っていない)’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데루코에게 말한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노부코의 그러한 발언, 그리고 

이어진 결혼이라는 행위에 해, 완전한 자기희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지

만, 거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식도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슌키치에의 자신의 

사랑이 ‘진실인지’에 해 끝까지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추론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슌키치에의 노부코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신혼부부처럼 노부코도 행복한 

날을 보내었다는 것에 해,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며 비꼬아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아쿠타가와의 기술에 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일요일마다 있었던 야유회에서 ‘남편은 각별히 품위가 있어 보여 기뻤다.(夫が格段に上

品に見えて嬉しく思った。)’라고 좋은 감정을 드러낸 점, 나아가 단정한 차림새의 남편을 보고 

‘화장비누 냄새와 비슷한 일종의 맑고 신선한 분위기를 발산시키는 듯 (化粧石鹸の匂に似

た、一種清新な雰囲気を放散させているやうな)’이라고 긍정적 감정을 표시한 점, 또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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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스러운 동료들과 비교해 서 ‘한층 자랑스러운 기분(一層誇りがましいやうな心もち)’이라

는 반응을 보인 점 등이다. 신혼초의 이와 같은 긍정적 사고는 아내로서 성숙해 가는 노부코의 

가정에 한 충실함과 조신한 아내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즉 비록 ‘소설만 쓰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남편의 잔소리나, 가계부까지 참견하는 범하지 못함에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노부코지만 ‘다음 날 그들은 다시 본래의 사이좋은 부부로 돌아가 있었다(翌

日彼等は又元の通、中の好い夫婦んい返っていた。)’라는 아쿠타가와의 언급에서 추론 가

능하다. 

또한 아쿠타가와는 노부코가 슌키치와 데루코의 결혼 사실에 해 ‘생각하고는 깊은 눈빛에 

잠겼다.(考えて深い眼つきをした)’고 묘사하고 있다. 데루코가 슌키치와 결혼한다는 것은, 

과거 자매간에 주고받았던 양해와 이해가 슌키치를 배제한 추상적인 것이었던 것에 비하여, 

현실의 데루코와 슌키치는 부부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기해야 될 부분이다. 슌키치와 데루코의 

결혼식이 있었던 날, ‘본의 아니게’라는 핑계로 의식적으로 결혼식에 참가하지 않은 노부코는 

혼자 점심을 먹은 뒤, ‘먹은 생선 비린내가 내내 입에서 사라지지 않았다(何時までもその時の

魚の匂が、口について離れなかつた’라고 기술하고 있다. 즉 이 부분은 마음이 편하지 않은 

노부코를 묘사한 것으로써 이것은 그녀가 품고 있었던 슬픔과 동정, 또는 연민 따위의 감상이 

붕괴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해 상경한 노부코가 슌키치와 둘이 닭장을 들여다보며

｢슌키치는 닭장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리듯 ‘자고 있네’ 라고 그녀에게 속삭 다. ‘사람에게 

달걀을 빼앗긴 닭이’(俊吉はその小屋を覗いてみて、殆独り言うか思ふやうに‘寝ている’と彼女

に囁いた。‘玉子を人に取られた鶏が’)｣

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슌키치보다 먼저 결혼한 노부코 그리고 슌키치를 데루코에게 양보했

다는 일종의 자부심에서 ‘달걀은 노부코 자신’이며, ‘닭은 노부코를 빼앗긴 슌키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에게 달걀을 빼앗긴 닭이(玉子を人に取られた鶏が。)’ 라고 

생각하는 장면에서는, 슌키치를 양보한 것이 데루코를 위한 희생인지 어떤지 끝까지 추구하지 

않았던 노부코가, 여기서 슌키치를 데루코에게 빼앗겼다고 확실히 자각했다고 하기에는 다소 

경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나는 데루코만 행복하다면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해. 정말이야. 슌이 데루코를 사랑해준다면… 

(私は照さんさへ幸福なら、何より有難いと思っているの。ほんたうよ。俊さんが照さんを愛し

ていてくれれ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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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할 때, 노부코는 마치 자기희생을 믿어버리게 된 것 같다. ‘억누룰 수 없는 질투의 

정(押えきれない嫉妬の情)’으로 데루코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 노부코는 ‘그야말로 희생적이

었던가’ 라는 의문을 상기했을 것이고, 전술한 ‘답답한 심정(重苦しい気持ち)’ 는 되살아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침내 차가운 가을하늘 아래 노부코는 여동생과 구히 타인이 된 듯한 

심정으로 ‘온몸으로 쓸쓸함을 느끼고(全身で寂しさを感じ)’ 있으며, 이로써 전술한 ‘상쾌한 

감상(快い感傷)’은 소실되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다. 

소설 전체가 아쿠타가와 특유의 서정, 말하자면 지적으로 구성되어진 노부코는 어찌보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노부코와 같은 여성을 그려낸 아쿠타가

와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도정이나 인간인식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아쿠타가와의 인식에 비친 결말부분의 노부코의 고독과 적막함은 ‘가을의 

애수’라는 정취 속에 끝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아키이전의 작품 이모가유(芋粥)나 코(鼻)등에서 보았던 지적인 야유, 

혹은 공감을 불러들이는 예리하고도 해학적인 절묘함은 찾아볼 수 없지만, 신 아쿠타가와 

특유의 고유한 정취, 곧 노부코가 온 몸으로 느끼는 적막한 가을은 지적으로 완성된 그만의 

서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부코는 아슬아슬하게 절박한 인생 구상을 통하여 극히 

상징적 심상에 따른 작가 아쿠타가와의 인식 혹은 관념에 의해 조형되어진 인물이라고 생각

된다.

3. 노부코의 결혼의식(意識)과 의혹

 

본 장에서는 과연 노부코의 결혼이 데루코를 위한 ‘희생적 결혼인가’에 한 의혹에 초점을 

맞추어, 노부코의 결혼에 한 의식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3.1 희생과 눈물

작품아키를 논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주인공 노부코의 자기희생

적 결혼에 한 평가일 것이다. 전술하 듯이 미요시의 논문 이래 선행연구의 부분은 노부

코의 결혼에 해 ‘허구의 삶’을 언급하며 그녀의 슌키치에의 사랑은 부정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부재(不在)의 문제는 잠시 차치하고서라도, 그녀의 결혼이 과연 여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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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상처럼 완전한 희생적인 것이었는지에 한 의혹은 남는다. 이 의문에 해 그녀 스스로

는 ‘답답한 심정(重苦しい気持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상쾌한 감상(快い感傷)’이라는 

언급을 통해 회피하고 있다. 그러한 심리묘사의 추이는 자못 그녀의 감상에 ‘가상의 허구’가 

있는 듯 암시함으로써 아쿠타가와는 독자의 심리를 흐리게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환기해야 할 것은 노부코의 의혹의 발단은 어디까지나 노부코 앞으로 보내온 편지, 

즉 동생 데루코의 상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당연하지만 노부코에의 의혹은 ‘데루코의 

상상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에서부터 해명되어져야 한다. 만약 노부코의 결혼이 

데루코의 상상 로라고 한다면, 그 눈물은 자기희생에 한 감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 후 전해지는 ‘울적한 괴로움(重苦しさ)’은 자기희생이라는 십자가를 짊어진 자의 현실, 

그 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데루코의 편지에서 확인되는 유일한 노부코의 행위는 ‘애를 

쓴다(骨を折る)’는 것 외는 모두가 데루코의 추측에 따른 근거 없는 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언니는 제가 슌에게 드릴 편지를 읽으셨지요?(お姉様は、私が俊さんに差し上げる筈の手紙を読

んでいらしつたのでせう)｣
｢언니도 슌을 좋아하시면서(御姉様も俊さんが御好きなのでございますもの｣
｢드디어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버리셨습니다.(とうとう心にもない御結婚をなすつて御しまひ

になりました)｣

등의 자기 생각만의 해석은,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서 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정리

되고 있다. 데루코가 자기희생을 한 언니에 해 안타까워하며 애절한 문장으로 용서를 구하

는 것에 해, 사랑을 희생하고 양보했는지 그 진위여부에 앞서, 우선 자신이 베풀어 준 사랑의 

희생에 한 배려와 감사에 해 언급하는 데루코에게 감동한 노부코는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노부코의 의혹은 오히려 동생의 소녀다움, 애처로움에 한 마음의 

감동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3.2 슌키치의 존재

노부코의 사촌오라비 슌키치는 문과에 진학한 작가 지망생으로 졸업 후 동인잡지를 통해 

활동한다. 프랑스 식의 야유적 풍자를 즐기는 냉소적 태도는 매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노부코

와 조를 이루지만, 농담 또한 잘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주위 동창들은 자연스럽게 뜻이 

잘 맞는 두 사람이 장차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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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슌키치와 노부코 두 사람의 화 중, 자고 있는 닭을 보며 노부코는 스스로를 ‘계란을 

사람에게 빼앗긴 닭(卵を人に取られた鶏)’으로 비유하 었다. 슌키치는 계란, 사람은 데루코, 

알을 빼앗긴 자신을 가엾은 닭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슌키치가 계란’이라

는 상징적 표현에 의해, 자매간 삼각관계의 상자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슌키치가 자매에게 

던진

｢인간의 생활은 약탈로 이루어지는군. 작게는 이 계란부터(人間の生活は掠奪で持っているんだ

ね。小はこの玉子からー)｣

라는 말은, 결혼에 따른 자매간 심리적 갈등과 암투에 한 당사자로서 뱉은 소박한 발언이라

고 할 것이다. 즉 슌키치는 자신을 달걀에 비유함으로써 ‘자매사이의 약탈의 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슌키치는

｢여기 세 사람 중, 가장 계란에 애착을 갖는 것은 슌키치 자신임에 틀림없다.(此処にいる三人の中

で、一番玉子に愛着のあるのは俊吉自身に違いない )｣

라고 기술함으로써 ‘계란은 바로 자신’ 임을 암시하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의혹에 

한 관점이다. 이야기 진행상 사랑의 희생과 관련된 노부코에의 의혹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진행상 단순히 ‘왜’라고 묻는 의혹 그 자체가, 이미 

노부코의 희생을 부정하려는 의식 하에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부코에 

한 의혹이 구체적이고 자기희생적인 결혼의 찬부(贊否)를 전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도 하다. 그녀의 결혼이 ‘희생인가, 가상적인 것인가’ 라는 의혹은, 그녀의 생의 구조와 

삶의 방식을 상기함으로써 관념적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독백을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인지, 그 검토를 위해 데루코의 편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결혼 전 노부코의 이미지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결혼 전 노부코에 한 언급의 부분은, 주위 동창들의 시선에 의한 것이다. 노부코의 

희생의 조건이 되는 슌키치와의 관계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서로 간의 애정

은 소문에 의한 것들뿐이다. 두 사람 사이의 친 감의 정도는 ‘문학’이라는 공통화제 외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 아쿠타가와는｢더 친숙해진 것 같았다(親しみが増やしたやうで

あった)｣고 하여, 실제 진상에 해서는 애매한 기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노부코의 슌키치

에 한 확실한 관심은 ‘문학’이라는 화제, 더구나｢무언가 경멸할 수 없는 것(何か軽蔑できな

いもの)｣을 ‘느낀다’ 정도의 불확실한 신뢰에서 오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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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경과 기  상에서만 관찰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것만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진정성

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는 데루코의 등장으로 보다 

선명해진다.

｢ 개 그럴 때에는 여동생 데루코도 동반하 다.(大抵そんな時には、妹の照子も同伴であった。)｣
｢데루코만은 때로 화제의 뒷전으로 내버려지기도 했다. (照子だけは、時々話の圏外へ置きざりに

去れることもあった。)｣

이 부분을 잘 읽어보면, 데루코가 ‘문학적 소양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주목해

야 할 것은 사실 화제 밖으로 내돌리는 경우｢時々話の圏外へ｣라고 하여 ‘가끔’이라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할 때도 있었다’고 부연하고 있을 뿐으로 ‘여동생을 방치했다’고 생각하

는 노부코의 배려 역시, 단순한 문학적 공통화제가 그 원인이든지 아니면 매사에 성실한 

노부코의 일방적 사고에 의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것에 무관심(すべてに無頓着)｣한 듯한 슌키치의 태도도 데루코에 한 무관심을 드러내기 

위한 태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 문성업(文盛業)은,

｢본래 그와 같은 태도는 ‘프랑스식 장치로서 비꼬움(야유)이나 금언(격언)(フランス仕込みんお皮

肉や警句)’과 함께 냉소적 태도(冷笑的な態度)로부터 시작된다. 즉 동창들 사이에 퍼진 추측과 

그 추측을 토 로 ‘슌키치를 모르는 자(俊吉を知らないもの)’까지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하는 등의 

해학적인 세상일반에 관한 것이었을 터이다. 따라서 그렇다면 슌키치의 태도는 그가 노부코와의 

화제로 데루코를 방치했다는 해석보다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존재할 수 있는 데루코에 한 호감

도 무관심 뒤에 숨긴 그의 성격상의 특질로도 볼 수 있다.｣16)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 체 노부코에게 슌키치는 어떠한 존재일까. 예를 들면, 

성질상 그와 비를 이루는 노부코는, 매사 성실한 성격 때문인지 데루코가 문학적 화제에서 

뒷전으로 려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 신경은 쓰이면서도, 아마도 문학이라는 화제에 있어서

만큼은 언제나 여동생의 일을 잊어버리기 일쑤 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녀의 성격상, 세상의 소문 등에 눈감고 있을 성격이 아니다. 즉 

그녀는 소문을 부정했지만 한편으로 ｢그 확실한 것을 고의로 넌지시 암시하거나 했다.(その確

な事をそれとなく故意に仄かせたりした)｣라는 아쿠타가와의 기술을 통해, 그녀의 ‘고의적 

의도는 어디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가 아쿠타가와의 의도와 

16) 文盛業(1980)｢芥川竜之介の秋考ーその観念の空間｣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文学研究科、p.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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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세상의 해학에 한 야유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슌키치의 야유에도 

무언가 경멸할 수만은 없는 노부코 마음 속 슌키치는 성실한 노부코가 의식하지 못한 또 

하나의 노부코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부코에게 슌키치의 야유와 냉소와 무관심은 

매사에 성실한 노부코와는 거리가 먼 세상적 사고 으며 행위 던 것이다. 당시 ‘톨스토이즘

(Tolstoy, L. N 의 사상이나 주장. 흔히 그의 무정부주의나 인도주의)’은 세상의 논란거리 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슌키치의 존재는 노부코에게 있어서는 분노의 상이기

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노부코는 그에게 기 와 관심을 쏟았다. 작품 중 슌키치는  가치관의 

여하를 떠나 노부코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소유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그 

존재감은 노부코에게는 단지 남녀로서 만은 아닌 존재이며, 그 후 오히려 그녀의 결혼생활에

서 비추어 보면 슌키치는 어떤 의미에서 ‘가깝고도 먼 존재’ 로서, 말하자면 노부코에게 현실적

으로는 차단된 인물이지만 원히 지속되기를 원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노부코가 슌키치를 남편으로서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점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3.3 모친 데마에(手前) 

슌키치를 남편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직접 노부코의 결혼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녀의 결혼이 데루코의 상상이나 슌키치와의 관계를 복선으로 깔면서도, 오히려 

그와는 동떨어진 장소에서 일어난 것을 볼 때, 그러한 내부 사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 

간다 유미코(袖田 有美子)는 노부코의 모친 ‘데마에(手前)’와 ‘세상의 습속에 의해 혼담을 

결정했다’ 는 기술을 통해, 노부코를 집안(가문)과 세상이라는 공동의 환상에 휘둘려 ‘모친과 

세상’이라는 타자의 눈에 속박된 감정적이고 보수적 여성이라 하고, 소설가(창작가)라는 직업

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여성으로 평가하고, 또 ｢복잡한 사정(複雑な事情)｣에 해서도

｢다이쇼 중기에 여자 학에까지 다니며, 제극이나 음악회에 나간다고 하는 노부코의 처지를 생각

해 보면, 경제적 이유로 혼담을 서둘렀다는 것은 설명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양자를 맞아 

집안을 잇는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大正中期に女子大学にまで通い、帝劇や音楽会に

出かけるという信子の境遇を考えれば、経済的理由で縁談を急いだという説明もたたず、と

いって養子を迎えた家を継ぐという事情があったわけでも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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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타가와는 이 ‘복잡한 사정’을 고의로 애매하게 함으로써, 누구보다도 노부코 자신이 ‘모친 

데마에’라는 의명분에 숨어 ‘세상의 습관’에 이끌려 혼담을 서둘렀음을 암시하고 있다.(芥川

は、この‘複雑な事情’を故意に曖昧にすることによって、誰よりも信子自身が‘母の手前’という

大義名分に隠れ‘世間の習慣’に引きずられて縁談を急いだ事をほのめかしている。)｣

라고 기술하고 있다17). 이러한 의견에 해 전술한 문성업(文盛業)은 크게 공감하면서도 하지

만 ｢어쩔 수 없었다(余儀なくされた)｣는 혼담에 해 ‘모친인 데마에를 고려하고 있었던 노부

코에 한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견해를 보인다.18) 즉 데루코는 편지를 

통해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실(노부코가 데루코에게 사랑을 희생한)을 모르고 계시는 어머니

까지 우셨습니다.(何よりもご存知ないお母様まで御泣きになりました。)’라고 하여, 어디까

지나 언니의 결혼을 데루코 자신을 위해 무릎 쓴 희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그것이 데루코의 상상에 의한 것인 이상, 모친의 눈물에 한 데루코의 반응도 표면 

그 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모친이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고는 했지만, 상고출신이라

는 조건이 복잡한 사정, 즉 경제적 문제와 연루된 결과로써 더구나 그 복잡한 사정이 모친의 

데마에를 배려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노부코에게 경제적 안정은 그것을 바라는 모친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미망인으로 살아온 어머니인 만큼 딸들의 품행이나 장래를 위해 더 한층 신경을 

썼을 것이라는 문성업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러한 모친이 노부코의 문학에 한 관심을 모를 

리 없으며, 아마도 그녀에 한 모든 소문도 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도리어 혼담을 

서두른 것은 모친의 의지라고 해야 할 것이며, 누구보다도 노부코의 안정된 결혼생활을 추구

한 것은 어머니 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아가 ‘어머니께서도 우셨다’는 데루코의 문장

을 통해서는 모친의 의지에 꺽인 노부코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모든 일에 진정으로 

하는 노부코가, 데루코에의 배려에는 모친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사라진 편지(なくなった手紙)’에 해서는 야마자키 고이치(山崎甲一)의 ｢사랑의 편지 분

실사건에서 떠오르는 쌍방 간의 질투의 정(ラブレターの紛失事件から浮かび上がってくるー

双方の嫉妬の情)이라는 해석이 있다.19) 즉 그 해석은, 노부코가 슌키치가 데루코의 신혼집에

서 재회한 날, 두 사람이 산책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데루코는 책상에 엎드려 초점 

없이 전등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다음날 차실에서 데루코의 흐느끼는 소리에, 노부코는 울고 

17) 神田有美子(1990)｢秋｣(作品論-芥川竜之介) 双文社出版、p.110
18) 文盛業(1980)｢芥川竜之介の秋考ーその観念の空間｣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文学研究科、pp.189-190
19) 山崎甲一(1992)｢秋ー彼等三人の内面の劇｣アプローチ芥川竜之介明治書院、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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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루코를 위로하지만, 쉽게 울음을 멈추지 않는 데루코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에서 

연유한다.

｢돌연 데루코는 소매를 떨어뜨리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의외로 슬픔이나 

분노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다만 주체할 수 없는 질투의 감정이 불타듯이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럼…언니는 어째서 어제 밤에도…”, 테루코는 모든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다시 소매에 

얼굴을 묻고 발작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突然照子は袖を落して涙に濡れてゐる顔を挙げた。彼

女の眼の中には意外な事に悲しみも怒りも見えなかつた。が唯抑へ切れない嫉妬の情が燃える

やうに瞳を火照らせてゐた。‘ぢや御姉様は―御姉様は何故昨夜も―’照子は皆まで云はない内に

又顔を袖に埋めて発作的に烈しく泣き始めた。)｣

이 장면은 노부코와 슌키치가 지난 밤 자신은 내버려 둔 채, 두 사람만이 닭장을 보러간 

것을 비난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노부코는 데루코의 결혼에 있어서 스스로 우위에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데루코가 말하는 “그럼…언니는 어째서 어제 밤에도…”라며 ‘어쩔 

수 없는 질투의 정(抑へ切れない嫉妬の情)’을 느끼는 것에서, 언니와 여동생이 아닌 여자 

(對) 여자라는 동성 간의 립에서 오는 우위성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제 밤에도’라는 

부분에서 주목해 보면, 데루코가 분실한 편지를 쓰는 시점에 있어서 이미 질투의 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검토된다. 

3.4 데루코의 편지

그럼 데루코의 편지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그 해명은 작품 중 데루코의 존재를 

변함과 동시에, 노부코의 심리를 알기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드라마적 발단은 노부코가 동생에게 애인 슌키치를 양보하고 문학적 재능을 희생하여 가면

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점에 있다. 전술하 듯이 노부코에게로 보낸 편지 내용이 데루

코 자신의 완전한 상상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데루코의 상상에 의한 언니 노부코는 어떤 

의미에서, 니시야마(西山)가 말하는 ｢공동체 내 타인ー동창생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된  것(共同体内の他の者ー同窓達を中心とした人々との関係のなかで解釈

されたもの)｣으로 볼 수도 있다. 니시야마는 이와 같은 노부코의 모습을 노부코 자신도 ‘주체’

로서 느끼고 있으며 ‘예술적 생활과 가정주부로서의 생활’이 모순이 아니라 ‘해석공동체보다 

진실시 되어진(解釈共同体より真実視された’ ‘이상적인 행복(理想的な幸福)’으로 보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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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결혼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창들의 해석이 데루코와 같은 양상으로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想像にすぎない

事)’이며 그것을 ‘그들 자신조차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자각이 쓰여 진 점을 상기해 

본다면, 재원이었던 사람이 작가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작가동지 

간 결혼을 이상으로 하는 동창들이라는 해석공동체 가운데 ‘공유된 해석’은 도리어 데루코와

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할 것20)이라는 견해도 있다. 

데루코의 사죄의 기분은 후에 질투의 정이 되어 노부코의 앞을 가로막아 선다. 이것이야말

로 자기만의 상상에 의한 해석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무책임한 망각은 아닌 것일까. 즉 데루코

는 노부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 한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부코는 

이 편지를 소중히 하면서 때때로 펼쳐보고 읽어보거나 한다. 그리고 노부코를 알지 못하는 

데루코는 언제나 눈물을 동반하고 있다. 그렇다면 데루코의 오해는 또는 눈물을 흘리는 이유

는, 편지로부터 전해지는 애절함 외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근저에는 반드시 

언니의 희생에 한 ‘소녀다움(少女らし)’이나 ‘애처로움(いぢらし)’ 정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부코의 눈물은 이러한 어린애다운 그러나 순진하기까지 한 데루코의 

절 적 신뢰에 한 감동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부코에게 보낸 편지와 데루코의 

존재는 즉 희생에 한 무조건적 신뢰로써 가령 그것이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해도 가치

의 절 성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오는 것인 이상, 노부코의 심정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노부코의 ‘결혼의식’과 ‘슌키치에의 사랑을 희생한 여성’이라는 의혹을 

중심으로 그녀의 삶의 구조를 고찰해 보고, 그러한 결과로 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의 

인식에 해 분석･검토해 보았다. 

우선, 노부코의 결혼은 ‘완전히 희생적인 것이었는지’에 한 의혹은 아쿠타가와 본인 스스

로 ‘희생’을 전제로 한 의문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데루코의 편지는 

작품 중 데루코의 존재를 변함과 동시에, 노부코의 심리를 알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 文盛業(1980)｢芥川竜之介の秋考ーその観念の空間｣国学院大学大学院紀要文学研究科、pp.18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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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첫째, 노부코에게는 ‘여동생에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의식작용을 통해 

여동생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눈물에 젖어 데루코를 애처롭게 생각하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만약 노부코의 결혼이 데루코의 상상 로라면, 그 눈물은 노부코의 자기희생에 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노부코의 의혹의 발단은 노부코 앞으로 보내온 

편지 즉 여동생의 상상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노부코 의혹의 필연성은 데루코의 상상에 한 

신뢰성을 억제하는 것에서부터 해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데루코가 자기희생

을 한 언니를 안타까워하며 애절한 문장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사랑의 희생 그 진위여부를 

떠나, 노부코 자신이 베푼 ‘사랑의 희생’에 한 노부코의 눈물은 바로 동생의 소녀다움 혹은 

애처로움에 한 마음의 감동에서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아쿠타가와의 노부코의 

관념적 인식과 묘미는 노부코의 자기희생을 확실시하고자 한 장면으로서 데루코의 노부코에

게 보낸 편지가 그것을 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데루코가 슌키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노부코가 품었던 슬픔과 동정, 또는 연민 따위의 감상이 붕괴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억누룰 수 없는 질투’로 데루코에게 역습을 당했을 때, 노부코는 ‘그야말로 희생적이

었던가’ 라는 의문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부코의 결혼이 데루코의 상상이나 슌키치

와의 관계를 복선으로 깔면서도 오히려 그와는 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그 내부적 

사정 즉 노부코의 ‘모친 데마에와 세상의 습속에 따라 혼담을 결정했다’는 아쿠타가와의 기술

에서, 완전한 ‘사랑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아쿠타가와의 기술은 

결혼 전 노부코에 한 언급 부분이 주위 동창들의 시선에 의한 것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부코의 희생의 조건이 되는 슌키치와의 관계는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서로 간의 애정도 주변 인물들의 소문에 의한 것들뿐이다. 즉 두 사람 사이의 친 감의 정도는 

‘문학’이라는 공통화제 외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 아쿠타가와는 실제 진상에 해서도 

애매한 언급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의 점에서 아키는 전체적으로 아쿠타가와 특유한 서정에 따른, 말하자면 지적인 

인간으로 묘사되어진 노부코는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인간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노부코와 같은 여성을 그려낸 아쿠타가와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도정이나 

인간인식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부코는 아슬아슬하고도 절박한 

인생구상을 통한, 극히 상징적 심상에 따른 작가 아쿠타가와의 인식 혹은 관념에 의해 조형되

어진 인물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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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아키(秋)論

- 노부코의 결혼의식과 희생을 둘러싼 의혹을 심으로 -

감 희

본 연구에서는 노부코의 ‘결혼의식’과 ‘슌키치에의 사랑을 희생한 여성’이라는 의혹을 중심으로 그녀의 삶의 구조를 
고찰해 보고,아키로 이어지는 아쿠타가와의 인식에 해 검토해 본다. 우선 데루코의 편지는 작품 중 데루코의 존재를 
변함과 동시에, 노부코의 심리를 알기위한 중요한 실마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노부코에게는 ‘여동생에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의식 작용을 통해 여동생의 편지를 꺼내어 읽으면서 눈물에 젖어 데루코의 모습을 애처롭게 
생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 있다. 두 번째, 만약 노부코의 결혼이 데루코의 상상 로 다고 한다면 그 눈물은 노부코의 
자기희생에 한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 번째, 노부코의 의혹의 발단은 데루코의 편지 속 상상에서 
시작되고 있다. 데루코가 자기희생을 한 언니에 한 안타까움으로 용서를 구한 것은 데루코의 소녀다움, 애처로움에 
한 마음의 감동에서 온 것일 수 있다. 결국 아쿠타가와의 노부코의 관념적 인식은  데루코의 노부코에게 보낸 편지가 

그것을 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네 번째, 노부코의 결혼이 모두의 예측과는 달랐던 사정은 ‘모친 데마에와 세상습속에 
의한 혼담결정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희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아쿠타가와의  결혼 전 노부코에 
한 언급 부분이 주위 동창들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노부코의 희생의 조건이 되는 슌키치와의 관계는 어디에

도 언급되지 않으며 애매한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이상의 점에서아키의 노부코를 그려낸 아쿠타가와로서는 그의 인생도
정이나 인간인식으로서는 획기적인 일이며, 극히 상징적 심상에 따른 아쿠타가와의 인식 혹은 관념에 의해 조형되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Theory of AKI
- Focusing on the suspicion surrounding NOBUKO’s marital consciousness 

and sacrifice -

Kam, Young-Hee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Nobuko’s life, focusing on her “marriage consciousness” and the suspicion of “a woman 
who sacrificed her love to SYUNNKICHI,” and examines the perception of Akutagawa that leads to “Aki”. First of all, TERUKO’s 
letter represents the existence of Teruko in the work, and serves as an important clue to know Nobuko’s psychology.

First, it appears to Nobuko as an act of consciousness, ‘I want to think that it is a sacrifice to my younger sister,’ to take 
out and read a letter from her sister, and to think of Teruko in tears. Second, if it is said that Nobuko’s marriage was as 
Teruko’s imagination, those tears are analyzed to be nothing but appreciation for Nobuko’s self-sacrifice. Third, Nobuko’s suspicion 
begins with the imagination in Teruko’s letter. Teruko’s regret for her self-sacrifice may have resulted from the feeling of heart 
for Teruko’s girlishness and pitifulness. In the end, Akutagawa’s perception of Nobukoe is thought to be represented by Teruko’s 
letter to Nobuko.

Fourth, the reason that Nobuko’s marriage was different from everyone’s predictions is that it is not a complete sacrifice 
because it is a marriage decision based on the customs of the world with his mother, TEMAE. Fifth, most of the comments 
about Nobuko before her marriage to Akutagawa were due to the gaze of alumni. Nobuko’s relationship with Shunkichi, which 
is the condition of his sacrifice, is not mentioned anywhere, only ambiguous statements.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Akutagawa 
who portrayed Nobuko in “Aki” is a landmark in his life and human perception, and it can be said that he was shaped by 
Akutagawa’s perception or conception according to the extremely symbolic 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