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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오가이는 육군군의학교 교감과 육군 학교교관을 겸임하며 교양으로서의 그의 학문 또한 

인정받아 東京미술 학교과 慶應義塾 학에서 미술사와 심미학을 강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 다. 그러던 오가이가 상부의 명령으로 九州 小倉의 제2사단 군의부장으로 부임하

다. 小倉부임은 東京에서도 육군군의 동기생 중에 가장 앞서 출세가두를 달리던 오가이에게 

뜻밖의 人事 다. 고바야시 야스시(小林 安司)는 小倉부임은 ‘좌천’이라 할 수 있으며 오가이 

자신도 ‘좌천’으로 받아들 다고 한다. 그것은 오가이가 小倉에 도착하자마자 모친에게 보내

는 편지에 자신이 小倉에 온 것은 ‘좌천’이라고 했다.

　鷗外は小倉着任後、九日めに出した母宛書簡の中で、｢当地にても小生の小倉に来りしは左

遷なりとは軍医一同に申し居り決して得意の境界に之無く候｣と忿懣は容易にはさめなかっ

た。上述の文言に依拠して通説｢左遷｣が流布したのである。左遷説に対して筆者の考えを略述

すると、

　(イ)本省から地方への転任は一般に左遷と考えるのが今日でも官界では通念である。(ロ)左遷

だといっているのは、秘密が も厳重に守られる母宛ての書簡の中のことばである。1)

  * 부경 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1) 小林安司(1993)森鷗外と北九州 北九州森鷗外記念會,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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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는 小倉부임 후 9일째 되는 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여기에서도 소생이 小倉에 

온 것은 좌천이라고 군의 동료들이 말하고 있어서 결코 잘 지내는 처지는 아닙니다.｣라며 불만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앞서 기술한 문언에 의거하여 통설 ｢좌천｣이 유포된 것이다. 좌천설에 

해 필자의 견해를 약술하면, 

　(イ)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전임은 일반적으로 좌천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에도 관료계의 통

념이다. (ロ)좌천이라 하는 것은 비 이 가장 엄중하게 지켜지는 모친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언어이다.

 

오가이는 모친에게 보내는 편지내용에 小倉에서도 동료들이 자신에게 ‘좌천’이라 언급하여 

불편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한 다나카 미요코(田中 美代子)는 독일유학시절부터 비롯된 

상부와의 불편한 관계가 군 내부 人事에 반 되어 小倉 ‘좌천’이 단행된 것이고 그러한 인간관

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오가이는 상당한 피해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한다.2) 오가이의 

小倉부임시절은 ‘좌천’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피해의식이 있었고 엘리트 군의 관료로서의 첫 

좌절을 겪던 시기 다. 더구나 이 무렵 오가이는 뜻밖의 비보를 듣는데 그것은 첫 번째 부인 

登志子의 부고 소식이었다. 登志子는 오가이와 1년 남짓 결혼생활을 하면서 장남 於菟를 

낳고 이혼했다. 이혼 후 登志子는 재혼을 하 고 오가이는 10년 넘게 독신생활을 했다. 당시 

재혼을 하지 않은 오가이로서는 그녀의 사망소식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小倉에 부임한 오가이는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관료의 입장이든 문학자의 입장

이든 자신의 입지에 한 위기를 의식했다. 

자신의 입지에 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오가이는 수필｢鷗外漁史とは誰ぞ｣3)를 통해 비로소 

입장을 밝혔다.

 2) 田中美代子(2006)｢獨逸日記 小倉日記｣森鷗外全集13 ちくま文庫, p.409
この時｢ある勢力ある一群と余との間｣に芽生えた｢面白からぬ関係｣は、当然帰国後もそっくりその

まま陸軍内部の人事に持ち越され、生涯くすぶり続ける永い確執となったとも考えられるのであ

る。とすれば小倉左遷も、当然その線上につながる処遇だったのであろう。だが、小倉への轉勤が

左遷であったか否かは、これまで幾たびとなく論じられてきたことである。日本の閉鎖社会特有の

人間関係の暗部で、内情はうかがい知れぬものがあるが、問題は何ょり、鷗外自身が、強烈な被害

者意識を持っていたことである。

당시, ｢어떤 위력 있는 한 무리와 나 사이｣에 싹튼 ｢흥미롭지 못한 관계｣는 당연 귀국 후에도 완전히 
그 로 육군내부의 인사에 반 되어 생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확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小倉좌천도 당연히 그 선상에서 이어지는 처우 을 것이다. 하지만 小倉 근무가 좌천인가 아닌가 라는 
것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일본의 폐쇄사회 특유의 인간관계에서 속사정을 들여
다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오가이 자신이 강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3) 森林太郞(1900)｢鷗外漁史とは誰ぞ｣福岡日日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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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荘子に虚舟の譬がある。今の予は何を言っても、文壇の地位を争うものでないから、誰も怒

るものは無い。彼虚舟と同じである。4)

　장자의 빈 배의 비유가 있다. 지금의 나는 뭐라 해도 문단의 지위를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화내는 자는 없다. 그는 빈 배와도 같다. 

오가이는 군의로서 문학 활동을 하는 자신에 한 주변의 제약과 ｢舞姬｣5)이후 10년 이상 

작품을 발표하지 못한 문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위의 수필은 문단의 지위를 다투

지 않는 자신을 ‘빈 배(배는 이하 <舟>로 표기함)’에 비유하며 오로지 집필활동에 몰두하겠다

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빈 <舟>의 비유는 작가로서 활동하지 못한 10년 이상의 공백기에 

나온 것으로 그 후 방 한 창작 활동을 개시한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상징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본디 ‘장자의 빈 <舟>’는 장자의 詩에서 인용한 글귀로 지나가는 <舟>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舟>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빈 <舟>라면 화내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은 군내부에서든 문단에서든 자신이 처한 위기를 판단하고 이에 한 응으로 

주변의 직위에 개의치 않고 문학 집필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보 던 것이다. 

오가이가 군의 관료로서 생애 첫 좌절로 겪던 小倉 ‘좌천’ 당시 빈 <舟>의 의지는 위기의식 

속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인식이 표면화된 도식으로 보인다. 그것은 小倉 부임을 

마치고 東京으로 돌아온 오가이가 그의 문학사에 있어서 ‘풍숙시 ’6)를 맞이하 기 때문이다. 

小倉 부임시절 그가 빈 <舟>의 의지로 문학 집필에 몰두한 결과 다. 오가이의 문학사에 

향이 미친 빈 <舟>의 인용은 ｢鷗外漁史とは誰ぞ｣를 비롯해 ｢灰燼｣7), 그리고 만년의 작품

｢伊沢蘭軒｣8)에도 묘사되어 있어서 각 작품에 의미를 비교 검토하여 그 연관성을 짚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4) 森林太郞(1974)｢鷗外漁史とは誰ぞ｣鷗外全集二十五卷, 岩波書店, p.127
이하 본문인용은 ｢鷗外漁史とは誰ぞ｣全集 二十五卷으로 표기함, 밑줄은 논자에 의함 (이하, 동일). 

 5) 鷗外森林太郞(1890)｢舞姬｣國民之友 第六卷第六九號新年附錄
 6)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p.113

鷗外が第一師団軍医部長から軍医総監·医務局長に累進してゆく過程に伴う第二転機、著作活動方面

の｢再活躍時代｣または｢豊熟の時代｣は、諸家により多く語られているので、ここでは長くなるから

省略する。

오가이가 제1사단 군의부장에서 군의 총감·의무국장으로 승진해 가는 과정에 따른 2- 2의 전기, 저작활
동방면의 ｢재 활약시 ｣｢풍숙시 ｣는 여러 작가에 의해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길어지니
깐 생략한다.

 7) 森鷗外(1911)｢灰燼｣三田文学第二卷第一○号 

 8) 森林太郞(1916)｢伊沢蘭軒｣大阪每日新聞九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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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舟>의 역설적 표현

｢鷗外漁史とは誰ぞ｣는 오가이가 小倉에 3년간 부임하던 시기에 집필한 수필이다. 小倉에 

부임한 직후 지역신문의 투고를 의뢰받은 오가이는 ‘오가이 교시(鷗外漁史)’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오가이 교시(鷗外漁史)’라는 새로운 필명을 사용한 것은 관료로서 문학 활동을 

하는 자신에 한 문단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다. 

　試みに帝大文学の初の数十冊を始として、同時に出た博文館の太陽以下の諸雑誌、東京の諸

新聞を見たならば、鷗外と云う名に幾条の箭が中っているかが知れるだろう。(略) 敵が鷗外と

云う名を標的にして矢を放つ 中に、予は鷗外という名を署する事を廃めた。(略) 予はめさま

し草を以て、相更らず公衆に対しても語って居る。折々はまた名を署せずに、もしくは人の知

らぬ名を署して新聞紙を借ることもある。 (｢鷗外漁史とは誰ぞ｣全集 二十五卷, pp.127-128)

　그 시도로 제국 학의 초기 몇 십 권을 비롯해 동시에 나온 박물관의 태양 이하 여러 잡지, 

東京의 여러 신문을 보면서 오가이라는 이름에 몇 개의 화살이 꽂혀 있는지 알려 질 것이다. 

(중략) 적들이 오가이라는 이름을 표적으로 하여 화살을 쏘는 바람에 나는 오가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하는 그만뒀다. (중략)  나는 메사마시소(문예잡지)를 통해 변함없이 중에 해 말하고 있다. 

때로는 이름을 적지 않고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적어 신문에 게재한 적도 있다. 

오가이는 小倉이전에도 문예잡지에 투고한 적이 있는데 게재 이후 문단의 표적이 되어 

자신의 이름에 여러 개의 화살이 꽂혀 ‘오가이’라는 이름을 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小倉에 

와서도 변함없는 문예활동을 하던 오가이는 필명을 적지 않거나 때로는 남들이 모르는 필명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이 또한 문단에서의 자신에 한 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모리 마유미(森 

まゆみ)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このころ｢鷗外漁史とは誰ぞ｣を書き、自分の文壇からの抹殺に異議を申し立てた。9)

　이 무렵 ｢鷗外漁史とは誰ぞ｣를 적어 문단에서 자신을 말살시키려는 데 이의 제기를 했다.

오가이는 문단에서 자신을 말살시키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鷗外漁史とは誰ぞ｣
를 집필하 다고 한다. ｢鷗外漁史とは誰ぞ｣를 통해 오가이는 자신을 말살시키려는 문단에 

한 이의제기 뿐만 아니라 小倉 좌천으로 내몰았던 군내부의 人事에 해서도 입장을 표명한 

 9) 森まゆみ(1997)｢團子坂の鷗外ー私注･鷗外日記｣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卷, 新曜社.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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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오가이는 문학 활동을 하고 있던 자신에게 군의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문제 삼는 

군내부에 한 관점 또한 드러냈다. 

 
　かように一面には当時の所謂文壇が、予に実に副わざる名声を与えて、見当違の幸福を強い

たと同時に、一面には予が医学を以て相交わる人は、他は小説家だから与に医学を談ずるには

足らないと云い、予が官職を以て相対する人は、他は小説家だから重事を托するには足らない

と云って、暗々裡に我進歩を礙さまたげ、我成功を挫いたことは幾何いくばくということを知

らない。 (｢鷗外漁史とは誰ぞ｣全集 二十五卷, p.127)

　이와 같은 일면에는 당시 이른바 문단이 나에게 실로 과분한 명성을 부여하고, 생각지도 못한 

행복을 강요한 동시에 일면에는 내가 의학으로서 상 하는 사람은 그는 소설가이니깐 함께 의학을 

논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고 내가 관직으로 상 하는 사람은 그는 소설가이니깐 중  업무를 

맡기기엔 부족하다고 하며 암암리에 나의 행보를 방해하고 나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 

오가이가 문학자로서 명성이 알려지자 군의 관계자는 소설가인 오가이는 의학을 논하기 

부족하고 관직에 있어서는 중  업무를 맡기기엔 부족하다며, 자신의 행보를 방해하여 몇 

번이나 좌절을 겪었음을 밝혔다. 군내부에서의 불편한 입지에 몰려있던 오가이가 문학 활동을 

한 것에 한 문단의 반응을 오타니 고이치(大谷 晃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さっそく、毎日新聞が鷗外を批判した。小膽な男だから世間からは一分の隙や間違いのない

ように思われよう思われようと朝夕に心がけているらしい。だから世間から攻撃でもうけると

真っ赤になって弁解する、と。——これは、当たっている。鷗外が小説家であるために陸軍で

の栄進を妨げられたとあちこちに書かれ、向きになって博文館などに抗議した。鷗外は陸軍を

やめて、官立の文科大学の教授を望んだが実現せず、一方では私立の慶応大学から招かれたが

謝絶した、と医海時報に書かれた。文科大学は東大文学部のこと。10)

　재빠르게 매일신문이 오가이를 비판했다. 소심한 남자니깐 세상과는 약간의 틈이나 차이가 

없는 듯이 생각하려고 아침저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공격이라

도 받으면 적극적으로 변명한다고. —— 이것은 그 당시이다. 오가이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육군에

서의 승진에 렸다고 여기저기에 게재한, 전면적으로 박문관(출판사)등에 저항했다. 오가이는 육군

을 퇴직하고 관립의 문과 학의 교수를 지원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사립인 慶応 학으

로부터는 초빙되었지만 거절했다고 醫海新聞에 게재되었다. 문과 학은 東京 학 문학부.

10) 大谷晃一(1983)鷗外、屈辱に死す人文書院,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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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이의 ｢鷗外漁史とは誰ぞ｣가福岡日日新聞신년호에 게재되자 이를 읽은 문단의 비평

가들은 각 신문에 오가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문단에서의 비난과 小倉좌천이라는 

최 의 위기를 겪던 오가이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 한다. 

 

鷗外漁史はここに死んだ。(중략) 鷗外は殺されても、予は決して死んでは居ない。

(｢鷗外漁史とは誰ぞ｣全集 二十五卷, pp.125-128)

오가이교시는 여기서 죽었다. 오가이는 죽더라도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문단의 표적이 되어 몇 개의 화살을 맞은 ‘오가이는 죽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여 오가이는 자신의 위기의식에 한 강한 반박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오가이는 군내부와 문단에서 자신의 입지가 최  위기를 맞고 있음을 밝히고서 

이러한 역경에 처할 자세를 보 던 것이다. 이를테면 문단의 평가에 개의치 않고 더욱 

문학 활동에 전념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 이것이 빈 <舟>의 의미 다. 요컨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 위기상황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처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위기에 

한 반발의식 또한 드러낸 것이다. 오타니 고이치(大谷 晃一)는 ‘오가이는 여기서 죽는다’는 

것에 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鷗外漁史はここに死んだ、と鷗外漁史とは誰ぞの中で宣言した。文学活動を控えるという

のである。本務をおろそかにしていない証明のために。東京の人間がこれを読んで、鷗外はさ

ぞ恨めしいだろうと言うかもしれないが、自分は痛いとも思わない、と書く。11)

　오가이교시는 여기서 죽었다고鷗外漁史とは誰ぞ에서 선언했다. 문학 활동을 삼가활동을 삼

간다는 것이다. 본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겠다는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東京의 인간이 이것을 읽고 

오가이는 틀림없이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자신은 아프지 않다고 쓴다.

오가이가 수필에서 ‘죽는다’라고 한 것은 관료사회를 의식하여 문학 활동을 삼간다는 의미

라는 것이다. 

관료사회를 의식한 오가이는 오히려 문학 집필에 몰두하면서 관료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극복해 간 것으로 여겨진다. 오가이는 관료로서의 제약을 문학자

로서 작품에 증진하며 관료사회의 문제에 처한 것이다. 어쩌면 오가이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자신은 빈 <舟>처럼 주변에서 뭐라 해도 개의치 않고 지속적인 문학 활동을 하고자 

11) 大谷晃一(1983)鷗外、屈辱に死す人文書院,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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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小倉시절에 비롯된 빈 <舟>에 비유한 오가이의 의지는 

그의 문학 업적에 여실히 드러난다. 東京으로 복귀한 오가이는 小倉에서 집필한 ｢獨身｣,｢鷄｣,

｢二人の友｣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창작소설뿐만 아니라 번역 작품도 수 편 발표하 다. 

　この年、創作、飜譯数篇をほとんど毎月発表した。｢半日｣(三月｢昻｣)。｢假面｣(四月｢昻｣)。｢追
儺｣(五月｢東亜之光｣)。｢懇親會｣(五月｢美術之日本｣)。｢魔睡｣(六月｢昻｣)。｢大發見｣(六月｢心の花｣)。

｢ヰタ·セクスアリ｣(七月｢昻｣)。｢鷄｣(八月｢昻｣)。｢金貨｣(九月｢昻｣)。｢金昆羅｣(九月｢昻｣)。12)

　이 해, 창작과 번역수편을 거의 매월 발표했다. ｢半日｣(3월｢昻｣). ｢假面｣(4월｢昻｣).｢追儺｣(5月｢東
亜之光｣).｢懇親會｣(5월｢美術之日本｣).｢魔睡｣(6월｢昻｣).｢大發見｣(6월｢心の花｣).｢ヰタ·セクスアリ｣
(7월｢昻｣).｢鷄｣(8월｢昻｣).｢金貨｣(9월｢昻｣).｢金昆羅｣(9월｢昻｣).

小倉부임을 마친 오가이는 14년간의 공백을 깨고 문학 작품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매월 

한편이나 두 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후기문학의 전성기를 맞는다. 이것은 小倉시절 집필에 

증진한 결과로 번역소설의 작으로 불리는 卽興詩人의 마무리와 오가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학 연구｢審美學新說｣또한 당시의 문예 업적이었다. 13)

따라서 小倉부임시절은 오가이 문학 활동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로 볼 수 있었다. 

스노부 요시하루(末延 芳晴)은 엘리트의 길을 순조롭게 달려왔던 오가이는 東京 이 외에 자신

이 살아 갈 장소는 없다는 것이다.

12)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p.146
13) 池內健次(2001)森 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pp.67-68
    翻訳小説｢即興詩人｣はながく続いて小倉時代末に完結した。

　　文芸面でもっとも重要なのは美学(審美学)研究であろう。｢月草敍｣では哲学的な学   問として鷗外が

美学の研究の深化を目指していることが暗示されたが、九二年(明治二五)十月より柵草紙にのせた

｢審美論｣、九六年四月めさまし草の｢印度審美説｣、九八年二月よりめさまし草連載の｢審美新説｣、
九九年五月審美網領など、一連の美学書学編述は小倉以前の中心的分業である。そして小倉時代

にも、一九０一年(明治三四)二月よりめさまし草連載の｢審美植致論｣が続くが、一九０一年十二月

よりめさまし草のせた｢審美仮象諸｣は一九０二年六月で未完のまま中絶し、東京帰任とともに十

年間続いた美学関係の文業は終わることになった。

　  번역소설｢即興詩人｣은 오랫동안 계속하여 小倉시절에 완결했다.
    문예면에서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미학(심미학)연구일 것이다. ｢月草敍｣에서는 철학적인 학문으로서 

오가이가 미학연구의 심화를 지향하는 것을 암시하 지만 92년(명치25)10월부터 柵草紙에 실린 ｢審
美論｣ 96 년 4월 めさまし草의 ｢印度審美説｣ 98년 2월부터 めさまし草에 연재된 ｢審美新説｣ 99년 
5월審美網領등 일련의 미학서학편서는 小倉이전에 중심적인 분업이다. 그리고 小倉시절에도 1909년
(명치34)11월부터 めさまし草에 연재된 ｢審美植致論｣이 이어지지만 1901년 12월부터 めさまし草
에 실린 ｢審美仮象諸｣1902년 6월에 미완인 채로 중절되고 東京복귀와 함께 10년간 이어온 미학관련 
분업은 마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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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加えて、津和野藩亀井家の御典医の家に長男として生まれ、五歳にして論語を、六歳にして

孟子を学び、八歳でオランダ語の手ほどきを受け……と神童の誉れ高く、十歳で上京、十一歳

で東京医学校予科入学、以後も周知のようにエリート街道を順調に走り通してきただけに、鷗

外の中央志向、東京志向は相当強かったに違いない。東京以外に自分が生きるべき場はないと

まで思い極めていても不思議ではない。

　いずれにしろ、ある種の排除の力学が自らに及びつつあることを自覚しつつあった鷗外に

とって、小倉への転勤命令は、左遷以外の何ものをも意味していなかったといっても過言では

ないだろう。14)

　덧붙여 津和野藩의 亀井집안의 典医를 맡은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5세에 논어를 6세에 맹자

를 배우고 8세에 네덜란드어를 배우기시작하여……라고 신동이란 칭찬이 자자했고 11세에 東京의

학교 예과입학, 이후에도 주지한 바와 같이 엘리트의 길을 순조롭게 달려왔을 뿐 오가이의 중앙지

향과 東京지향은 상당히 강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東京 이 외에 자신이 살아갈 장소는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어쨌든 어떤 종류의 배제의 역학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자각한 오가이로서는, 小倉의 전근명

령은 좌천이외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東京지향과 중앙지향이 강한 오가이가 九州의 小倉에 부임했던 시절은 ‘좌천’이외에 아무

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3년간의 小倉근무를 마치고 東京으로 돌아온 오가이가 발표한 

다수의 창작소설이나 번역소설, 미학연구 등 다수의 작품을 살펴본 바, 小倉시절은 오가이의 

문학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시기로 본다는 것이다. 오가이는 小倉부임을 ‘좌천’으로 받아들

이긴 했지만 문예활동을 하고자하는 강한 의지는 결코 배제할 수 없어 빈 <舟>에 비유하며 

자신의 열정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오가이가 수필에서 ‘문단의 지위를 다투지 않으니까’라는 

의미는 東京에서 출세가두를 달리던 자신이 ‘좌천’에 임하던 자세인 반면에 그동안 지위를 

다투며 살아온 자신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하다. 빈 <舟>의 의미는 오가이 자신의 지위에 

한 욕심을 비우고자하는 의지와 욕심을 비우고 문학 집필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빈 <舟>의 의지로 문학 활동에 전념한 오가이는 상당한 업적을 남긴 결과를 감안하면 

빈 <舟>의 의미는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14) 末延芳晴(2008)鷗外と日淸･日露戰爭平凡社,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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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灰燼｣과 ｢伊沢蘭軒｣의 <舟>

오가이는 小倉좌천을 겪던 시절에 문단이나 군의 부조리함을 인식하고 이를 응하던 자세

로 ‘장자의 빈 <舟>’처럼 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것은 小倉시절에 국한하지 않고 

오가이의 문학작품에서도 의식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鷗外漁史とは誰ぞ｣이후 10년 

지나 발표한 ｢灰燼｣과 만년에 집필한 ｢伊沢蘭軒｣에도 빈<舟>는 나타나 있어 각각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灰燼｣은 오가이가 중편이나 장편을 시도한 교양소설로서, 앞서 발표한｢ヰタ･セクスアリ

ス｣, ｢青年｣,｢雁｣의 집필한 과정을 통해 완성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教養小説ないし成長小説は槪して中篇であり長篇への試みである。これは｢ヰタ･セクスアリ

ス｣が 初の試作と言えようが、試作品として成功した代表作は｢青年｣である。｢雁｣は女性を主

人公にした試.みであろうが、小説としての完成度は高いといわれるものの、鷗外文学にとって

試作であることにはかわりがない。そして本格的に集大成的な教養小説作品を目ざしたと推測

されるのが｢灰燼｣である。15) 

　교양소설 내지 성장소설은 개 중편이나 장편의 시도이다. 이것은 ｢ヰタ･セクスアリス｣이 

최초로 시도한 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시도 작품으로서 성공한 표작은 ｢青年｣이다. ｢雁｣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시도하 고, 소설로서의 완성도는 높다고 하는데 오가이 문학으로서 시험작품

임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집 성한 교양소설 작품으로 지향한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

이 ｢灰燼｣이다. 

오가이는 일련의 교양소설을 집 성하여 완성한 ｢灰燼｣을 집필하면서 본격적으로 중편이

나 장편소설을 시도했다. ｢灰燼｣은 근 청년 山口節蔵의 이야기로 서른 살의 節蔵가 오래 

전에 신세를 진 은인 谷田의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지난 날 谷田 딸과의 아련한 추억과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내용이다. 주인공 節蔵가 주변의 인물들과의 갈등에 겪으면서 이를 처하는 

모습에 그는 ‘장자의 빈 <舟>’라는 의미를 떠올렸다. 節蔵는 주변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빈 

<舟>와 같이 처한다면 주변의 그 누구도 화를 내는 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莊子に虛舟の譬と云ふことがある。舟が来て打つ附かつても、中に人が乗つてさえゐなけれ

ば、誰も怒らない。それは有道者の態度であろうが、節蔵の態度には殆んどそれに似た所があ

15) 池內健次(2001)森 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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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のである。 (｢灰燼｣全集 九卷, p.201)

　장자의 빈 배라는 비유가 있다. 배가 와서 부딪히더라도 배안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누구라

도 화내지 않는다. 그것은 유도자의 태도인데 節蔵의 태도에는 거의 그것과 닮은 데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節蔵가 빈 <舟>에 비유한 태도는 오가이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빈 <舟>처럼 

처하고자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것이 유도자의 길이라 한 것은 빈 <舟>의 의미를 상기하

며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신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으로 생각된다. 

한편, 하기와라 다카오(萩原 孝雄)는 오가이가 ‘장자의 빈 <舟>’에 비유한 것은 도가적인 

허무라기보다는 아주 깊숙이 침체된 ‘<공허>한 허무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鷗外のニヒリズムと言えば、本稿注(2)でふれたように清水孝純は、灰燼の節蔵はドストエ

フスキの悪霊のス夕ヴロ—ギンのような近代的虚無主義者であり、節蔵を主人公とする灰燼
の近代虚無主義の破壊的テーマをもてあました鷗外は空車を書いてそのテーマを止揚しよう

としたという意味のことを言っている。清水は、空車の空虚と灰燼で節蔵の虚無的態度が

譬えられる荘子の虚舟との類似を指摘しながらも、｢その〈空虚〉は道家的虚無というより

は、遙かに深く不気味な灰燼の世界の虚無を背後に沈ませている。その深淵の認識の上に立

てられた〈空虚〉なのだ。この恐るべき自由の行使は、一方に、その毒々しい破壊作用を抑制

する錘がなくては叶うまい。伝統的なものは、いはばその錘である。しかしその伝統的なもの

は、新しい光によって甦ったものとして、旧とは異なるものであろう｣(清水前掲、三二三頁)と

言っている。16)

　오가이의 허무주의(nihilism)으로 말하자면 본고 주석(2)에서 다룬 바와 같이 기요미즈(清水孝純)

는 灰燼의 허무주의는 톨스토이에프스키의 惡靈의 스타브로긴과 같은 근 적 허무주의자이

고 節蔵를 주인공으로 하는 灰燼의 근 허무주의의 파괴적인 테마를 다룬 오가이는 空車를 

적어 그 테마를 지양하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기요미즈는 空車의 공허와 灰燼에서 節蔵의 

허무적 태도가 비유된 荘子의 빈 배와의 유사를 지적하면서도 ｢그런 <공허>는 도가적 허무라기

보다는 아주 깊이 기분 나쁜 灰燼의 세계의 허무를 배후에 깔고 있다. 그러한 심연의 인식에서의 

<공허>인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해야 할 자유의 행사는 한편으로 그 지독한 파괴 작용을 억제하는 

추가 없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것은 이른바 그러한 추이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것은 새로운 빛에 의해 되살아난 것으로, 옛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  

16) 萩原孝雄(1997)｢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子宮の感性をめぐつて｣鷗外と知的空間第三卷, 新曜

社, p.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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灰燼은 근 의 허무주의를 다룬 작품으로 空車의 허무주의보다 파괴적인 테마를 다룬

다고 한다. 空車보다 더 허무한 공허감이 灰燼의 주인공 節蔵에 나타냈다. 그러한 節蔵의 

허무적인 태도가 荘子의 빈 <舟>의 의미로 본다는 것이다. 

｢灰燼｣의 빈 <舟>는 주인공 節蔵가 주변 인물과의 갈등에서 이를 처하기 위한 유도자의 

길이라고 나타내어 이것은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세상

을 살아가는데 자신에 해 뭐라 해도 빈 <舟>와 같이 지나간다면 화를 내는 자가 없을 것이라

는 태도로 처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빈 <舟>처럼 살아가는 유도자의 의지는 

오가이가 문학자로서 방 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저력으로 작용했다. 다케모리 텐유(竹盛 

天雄)는 ｢灰燼｣에 묘사된 ‘장자의 빈 <舟>’의 의미는 節蔵의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감을 인식하

고 이를 언어로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いわばここに引いた一節は、表現者としての作者の鷗外のもどかしい気持の滴りのごときも

のであろう。ここでも彼はまず節蔵という存在のわかりにくさを、現象として相手側の認識や

理解をとおして捕捉しようと試みる。しかしことばの隙間に彼はたえられない。ズレを埋めよ

うとして手持ちの概念的なことばを持ち出し、外側から説明してみせる。荘子の｢虚舟の譬｣
を引いての敷衍がそれである。17)

　이른바 여기에 인용한 1절은 표현자로서의 작가 오가이의 초조한 마음과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도 그는 우선 節蔵라는 존재의 이해하기 어려움을 현상으로서 상 측의 인식과 이해를 통해 포착

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언어의 틈을 그는 견디지 못한다. 그 차이를 메우려고 주체자의 개념적 

단어를 이끌어 내어 외부에서 설명해 보인다. 장자의｢빈 배의 비유｣를 인용한 부연이 그것이다. 

오가이가 이해하기 어려운 節蔵의 행동이나 태도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언어의 틈을 견디지 

못한 오가이는 초조한 마음에 그 차이를 채우려고 장자의 ‘빈 <舟>의 비유’를 인용한 것이다. 

오가이가 주변의 난해한 상황에 한 節蔵의 태도를 인식했을 때 작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빈 <舟>와 같은 처 방법을 떠올린 것으로 보인다. 節蔵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그가 취할 

방편을 제시하고자 장자의 빈 <舟>를 인용한 것이다. ｢灰燼｣을 三田文學에 연재하면서 

본격적인 장편소설로 시도하지만 11회로 중단된 미완성 작품이었다. ｢灰燼｣은 장편소설로 

시도된 작품이지만 결국 실패한 것에 해 이케우치 겐지(池內 健次)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灰燼｣の挫折は、要するに鷗外には構想力が不足していること、むしろ欠如していること

を、彼自身に思わせただろう。二十世紀的教養小説のドストエフスキー的な形が鷗外の胸のう

17) 竹盛天雄(1984)｢灰燼の再考｣その紋様小沢書店, p.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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ちにあったとしても、それを文章表現のなかにおいて構想し造形する力は、鷗外には決定的に

欠けていた。(略) 鷗外の構想力は、現実の社会や政治や学芸文化の問題に深入りするにつれ

て、その贫弱さを露呈したのである。｢灰燼｣が新聞国のくだりで中絶したのは偶然ではな

い。18) 

　｢灰燼｣의 좌절은 요컨  오가이에게는 구상력이 부족한 것, 오히려 결여된 것을 그 자신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1세기적 교양소설의 톨스토이에프스키적인 유형이 오가이의 가슴 속에 

있었어도 그것을 문장표현으로 구상해 조형하는 힘은 오가이에게는 결정적으로 부족했다. (중략) 

오가이의 구상력은 현실 사회와 정치 학예문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그 같은 빈약함을 드러낸

다. ｢灰燼｣이 신문의 구절로 중단된 것은 우연은 아니다.  

｢灰燼｣의 좌절은 오가이가 작가로서의 구상력 부족과 문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시키

는 것이다. 오가이의 창작력은 아직은 장편소설을 집필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단편을 벗어나지 

못해 문학 작가로서의 과제를 떠안은 셈이었다.

｢灰燼｣이 작가의 구상력 부족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버리자 오가이는 작가로서 치명적

인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오가이의 태도는 ｢灰燼｣의 주인공 節蔵가 주변과의 갈등에서 

빈 <舟>에 비유하며 처하는 모습과 흡사하다. 오가이는 빈 <舟>에 비유한 자신의 의지를 

상기하면서 장편소설을 시도한 것이다. 요컨  ｢灰燼｣는 빈 <舟>는 오가이가 장편소설 집필에 

있어서 좌절을 겪던 시점에 새롭게 시도하려는 의지로 이는 고쿠라 ‘좌천’시절에 상당한 업적

을 남겼던 빈 <舟>의 역설적인 의미와 유사하 다. 

오가이는 大阪每日新聞에 2개월간 연재하여 장편의 역사소설 ｢伊沢蘭軒｣을 완성한다. 

｢伊沢蘭軒｣은 의학자이며 抽齋의 스승이었던 蘭軒의 생애를 다룬 이야기이다. 여기에도 오가

이는 빈 <舟>의 의지가 나타나 있었다.

　以上の推窮は略反対者の心理状態を悉したものであらうとおもふ。わたくしは猶進んで反対

者が蘭軒伝を読まぬ人で無くて、これを読む人であつたことを推する。読まぬものは怒る筈が

ない。怒は彼虚舟にも比すべき空白の能く激し成す所ではないからである。

(｢伊沢蘭軒｣全集 十七卷, p.787)

　이상의 추궁은 거의 반 자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반 자

가 蘭軒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추측한다.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 화는 빈 배에 비유해야 할 공백이 없기 때문이다.

18) 池內健次(2001)森 鷗外と近代日本ミネルヴァ書房,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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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蘭軒傳’을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는 것을 빈 <舟>에 비유한 것은 아예 읽지 

않았더라면 즉 건드리지 않았다면 화를 내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오가이에

게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이 집필한 ‘蘭軒傳’을 읽었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이다. 오가이가 

의도한 빈 <舟>의 의미가 있는데, 누구라도 ‘蘭軒傳’을 읽고 건드리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았

을 것이라는 자신의 의중을 내비치고 있었다. ‘蘭軒傳’에 해 마츠모토 세이초(松本 清張)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味も素気もない古文書のような紀行文が新聞に每日々々出たのでは、読者もあのむつかしい

漢字の組みに眼をやっただけでもうんざりするだろう。

《わたくしは猶進んで反對者が蘭軒傳を讀まぬ人で無くて、これを讀む人であつたことを推す

る。讀まぬものは怒る害がない。怒は彼虛舟にも比すべき空白の能く激し成す所ではないから

である》読まぬ者でも怒る。新聞の小説欄の活字を一瞥しただけで、まだこんなものをえんえ

んと載せているのか、早くやめてしまえ、と。19)

　맛도 재미도 없는 고문서와 같은 기행문이 신문에 매일 나오는 것은, 독자도 그 어려운 한자의 

구조를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질릴 것이다.

《나는 여전히 반 자가 蘭軒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읽었던 사람이라는 추측한다. 

읽지 않은 자는 화를 낼 리가 없다. 화는 빈 배에 비유해야 할 공백이  없기 때문이다. 》읽지 

않은 자라도 화를 낸다. 신문의 소설 란의 활자를 언뜻 보는 것만으로, 아직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싣고 있나 어서 치워버려, 라고.

마츠모토 세이초(松本 清張)는 재미도 없는 고문서와 같은 기행문이 매일 신문에 실려 독자

는 보는 것으로도 질려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문의 소설 란의 활자를 읽지 않은 독자라도 

언뜻 보는 것만으로도 화를 낸다는 것이다. 독자가 신문의 활자를 언뜻 보고 화를 내는 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읽지 못했더라도 필자를 알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일 것이다. 어려운 한자로 

된 기행문을 보고 화를 내지 않던 독자가 소설 란은 언뜻 본 것만으로 화를 낸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이미 내용이나 필자를 파악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오가이가 빈 <舟>에 

비유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은 만년 작에 더욱 확고해졌

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灰燼｣을 집필하면서 주변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문학으로 증진한 

유도자의 표식으로 작용한 빈 <舟>의 의지는 ｢伊沢蘭軒｣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비춰진다. 

결과적으로 ｢伊沢蘭軒｣의 집필에 성공한 오가이는 같은 해 장편역사소설 ｢渋江抽斎｣를 연재

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北條霞亭｣을 발표했다.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 만년의 작품에까지 

19) 松本清張(1997)両像･森鷗外新井信,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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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되어 오가이의 정신적인 바탕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나가기

小倉부임을 ‘좌천’으로 받아들인 오가이는 ｢鷗外漁史とは誰ぞ｣를 통해 자신에 해 뭐라 

해도 빈 <舟>와 같은 자세로 지위에 한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고자 한 의지를 나타냈다. 

빈 <舟>에 비유한 오가이의 의지는 문학 활동에 있어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 다. 그것은 東京으로 복귀한 오가이가 신변소설 ｢半日｣를 기점으로 사상소설･교양소

설･역사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발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5년이 지나 발표된 ｢灰燼｣에
서도 빈 <舟>에 비유한 의지를 찾아볼 수 있다. ｢灰燼｣은 사상소설과 신변소설을 재구성하여 

장편소설을 시도한 야심작이긴 하지만 작가의 창의력 결여와 구상력부족으로 미완성의 좌절

을 겪는 작품이었다. ｢灰燼｣의 좌절은 아직 장편소설로 이끌어 낼 작가로서의 자질부족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오가이의 좌절이었다. 작가로서 치명적인 좌절에 겪던 오가이는 ｢灰燼｣
을 1년 정도 연재하면서 빈 <舟>의 의지를 새삼 드러내어 작가로서 나아갈 자세를 취했다. 

｢灰燼｣으로 시도한 장편소설을 단념하지 않고 작품에서 의도한 철학적인 인간상을 역사사료

에 의거한 인간상으로 기술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역사

소설은 사료에 의거한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므로 창의력부족의 오가이로

서는 즐거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오가이 역작으로 불리는｢渋江抽斎｣는 ｢灰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渋江抽斎｣는 史傳소설이라는 오가이 특유의 장르에서 표작이라 

할 수 있다. 미완성 ｢灰燼｣으로 좌절을 겪었던 오가이로서는 史傳소설의 표작을 완성하 다

는 것은 상당한 쾌거를 이룬 셈이다. 오가이가 작가로서의 수치를 겪으면서도 결코 단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념은 오가이의 

만년 작 ｢伊沢蘭軒｣에도 빈 <舟>의 의미로 나타내어 오가이의 확고한 의지로 나타냈다. 장편

문학을 시도하면서 창작성과 구조성의 검증에 시달렸던 오가이가 ｢灰燼｣과 ｢伊沢蘭軒｣에 

빈 <舟>의 인용을 한 것은 작가로서 자신의 의지를 환기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나타낸 것이

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오가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빈 <舟>에 비유하며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그의 문학적인 기량에 바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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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모리 오가이와 <舟>

군의 관료로서의 첫 좌절을 겪던 小倉‘좌천’시절 오가이는 수필｢鷗外漁史とは誰ぞ｣를 발표하여 관료의 입장이든 문학자
의 입장이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오가이는 자신의 위기상황을 표현한 수필에서 ‘장자의 빈 <舟>’를 인용해 주변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문학 집필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보 다. 빈 <舟>의 의지는 위기의식 속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인식이 표면화된 도식으로 
보인다. 그것은 小倉부임을 마친 오가이는 오랜 공백기를 깨고 매월 한편이나 두 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그의 문학사에 
있어서 ‘풍숙시 ’를 맞았기 때문이다.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 위기상황의 역경을 극복하려는 처방법이라 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의식은 10년 후에 발표한 

｢灰燼｣과 만년에 집필한 ｢伊沢蘭軒｣에도 나타냈다.  
｢灰燼｣은 장편을 시도한 소설이었지만 미완성작으로 끝낸 작품이다. ｢灰燼｣이 작가의 구상력 부족으로 미완성 작품으로 

끝나버리자 오가이는 작가로서 치명적인 비난을 받았다. ｢灰燼｣에서 주인공 節蔵가 주변 인물과의 갈등에서  빈 <舟>와 
같이 처하려는 의지를 밝혔고 그것이 유도자의 길이라고 나타냈다. 이를테면 빈 <舟>의 의지는 주변과의 갈등을 풀어가
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제시한 것이다. 節蔵의 의지는 오가이 자신에게 투 되었고 이러한 의지로 장편의 역사소설 ｢伊沢蘭
軒｣을 완성했다. ｢伊沢蘭軒｣의 집필에 성공한 오가이는  같은 해 장편역사소설 ｢渋江抽斎｣를 연재하기 시작하고 이듬해 
｢北條霞亭｣을 발표했다. 빈 <舟>의 의지는 오가이 만년의 작품에까지 반 되어 오가이의 정신적인 바탕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가이는 위기상황이었던 小倉‘좌천’시절 지위나 명예에 한 욕심을 비우고 문학 집필에 전념하고자 빈 <舟>의 의지를 

고안해냈다. 결과적으로 그의 문학사 있어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음을 고려해보면 빈 <舟>의 의미는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Mori Ogai and Boat

Mori Ogai has published his essay entitled “鷗外漁史とは誰ぞ“ during his brief stints as a high-ranking military bureaucrat 
relegated in disgrace to Kokura (小倉). Through this, he has articulated his own perspectives/thoughts not only as a military 
bureaucrat, but also as an author. In particular, he has showed in this essay depicting his personal hardships his will to dedicate 
himself to his literary activities, irrespective of difficult situations surrounding him by referring to “Boat(舟)”. What the will 
connotes in “Boat (舟)” is perceived to be by and large synonymous with the manifestation of Mori Ogai’s awareness pursuant 
towards his new objective/ambition under his personal predicaments. This can also be further reflected upon by the fact that 
since him completing the period of his posting to Kokura(小倉), he substantially resumed his literary activities out of his long-term 
breaks by consecutively publishing one or two works every month, which eventually paved the way for the prime in the entire 
history of his literary activities. 

The will in “Boat(舟)” can be implicitly understood as his way of overcoming predicaments, whose ramification is also detectable 
respectively in “灰燼“ published in about a decade and “伊沢蘭軒“ in the final years of his literary activities. Mori Ogai initially 
attempted to publish “灰燼“ as a novel, but it unfortunately ended up being uncompleted in the end. “灰燼“ led to considerably 
tainting his reputation as an author for the harsh criticisms from the then Japanese literary community that the major reason 
for this work to be labelled as an uncompleted (and unsuccessful) work lies first and foremost in its author’s lack of 
imaginative/narrative capability that it was supposed to need. In this work, he depicted its protagonist “Setsujō(節蔵)” as a 
person who showed his will to cope with his conflictual relations with its other characters just as the way “Boat(舟)” attempted 
to do, through which to demonstrate this as the road a conductor/guide should follow. In other words, the will in “Boat (舟)” 
proposed one of the ways for its protagonist’s troubles with others to be able to be resolved. Setsujō’s will thus became projected 
onto Mori Ogai himself, whereby his history novel “伊沢蘭軒“ could be completed. After his success in completing “伊沢蘭軒“, 
Mori Ogai started running his another history novel “渋江抽斎“ as serials in the same year and then published “北條霞亭“ 
the year that followed. The will in “Boat(舟)” has continued to reflect the latter years of his works, leading to helping lay 
a firm foundation for his (literary) mentality in the long run. 

During his stints being relegated to Kokura that is recorded as “crisis years” to him throughout his whole life, Mori Ogai 
devised the will in “Boat(舟)” as a sort of literary tool through which to dedicate himself solely to his literary activities by 
abandoning all of the social status/positions and reputations he has previously relished as a high-ranking military bureaucrat. 
However, given that it has eventually made considerable contributions to the overall history of his literary activities, the meaning 
of the will in “Boat(舟)” tends to be ironically paradoxic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