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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에도시 는 주지하듯 조닌(町人)이라고 불리는 도시 상공인 계층이 사회경제적으로 급부상

한 시기다. 특별히 상인 계층의 이야기는 자연히 당 의 표적인 소설가 이하라 사이카쿠(井

原西鶴:1642-1693, 이하 사이카쿠)의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치부(致富)의 성패과정을 그린 

닛폰 에이타이구라(日本永代蔵)(1688)를 필두로 상인소설1)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등장한

다. 사이카쿠를 뒤이은 작가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1667-1736, 이하 기세키) 또한 상인을 

소재로 삼아 세켄 무스코 가타기(世間息子気質)(1715), 세켄 무스메 가타기(世間娘気質)
(1717), 우키요 오야지 가타기(浮世親仁形気)(1720) 등 소위 골계적인 유형(類型) 인물을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L0013)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7-361-AL0013) 

 **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1) 중국의 삼언(三言)과 이박(二拍)을 상고(商賈)소설이라고 부르듯, 본고에서는 도시 상인의 삶과 애환을 

다룬 소설을 상인소설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邱紹雄(2004)中國商賈小說史(北京大學出版社), 邱紹雄

(2000)中國古代白話商賈小說精選(上下)(廣東人民出版社)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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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가타기모노(気質物)라고 불리는 단편 소설을 집필하 고, 개 이야기의 초점은 도시 

상인의 삶과 애환이다. 그런데 기세키는 일련의 가타기모노에 앞서 상인소설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商人軍配団)(1712)와 그 후속작의 성격을 띠는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渡世商軍談)
(1713)2)을 집필한 바 있고, 이에 해서는 졸고를 통해 해당 작품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인식이 반 되었음을 이해하 다.3) 첫째, 부(富)는 천운(天運)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둘째, 경제활동을 함에 윤리의식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며, 셋째, 가업의 계승은 쉽지 

않다는 인식이다. 여기서 보이는 기세키의 결과중심적인 신랄한 경제인식은 그가 작품 집필 

당시, 가업 운 이 잘 되지 않아 고민했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 그러나 그와 같은 

기세키의 경제인식이 이후에도 이어지는지, 본 연구에서는 기세키가 56세에 집필한 상인소설 

아킨도 가쇼쿠쿤(商人家職訓)(1722)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킨도 가쇼쿠쿤은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상인을 위한 가훈서의 틀을 지닌다. 이에 

한 선행연구로서는 하세가와 쓰요시(長谷川強)의 것이 유일한데, 그는 작품이 출판되던 

시기는 작가 기세키가 그를 인기작가로 만든 출판사 하치몬지야(八文字屋)와 갈등이 있었던 

시점5)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구체적 작품 내용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더욱이 상인소설이란 

시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편 본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의는, 기세키의 초기 상인소설과 구별되는 내용 및 그 의의이므로, 작품의 내용을 분석, 

고찰하는 작업은 시급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상인소설의 흐름과 

기세키 작 상인소설의 특징은 물론이요, 에도 중기 상인소설이 반 하는 경제인식의 일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 분석 및 고찰을 이하에서 시도한다.

 2) ‘商人軍配団跡追　諸国手代出世鑑’이라는 쓰노가키(角書)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
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 도세이 아키나이 군단 두 작품은 기세키가 
출판사(書肆) 하치몬지야(八文字屋)와 불화를 일으킨 시기(1710-1718)에 집필하고, 에지마야(江島屋)에
서 출판하 다는 점에서 그가 심혈을 기울 을 가능성이 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3) 졸고(2011)｢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축재(蓄財) 인식에 관한 소고(小考)― 쇼토쿠기(正徳期) 작품을 
중심으로｣일본학보제88호, pp.81-92

 4) 하세가와(長谷川強校注(1989)新日本古典文学大系78　けいせい色三味線　けいせい伝受紙子　世間娘気

質 岩波書店, pp.515-517)에 의하면 기세키는 1708년에 화재를 당해 가계가 기울자 출판사 하치몬지야
에서 무기명으로 출판했던 자신의 책의 이익분배를 요구하고 분쟁을 일으킨다. 이후 1710년 경 부터 
아들 에지마 이치로자에몬(江島市郎左衛門)의 이름으로 출판사를 열고 립한다. 한편 기세키는 부호가
문 출신이었지만, 일련의 경제적 쇠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운 하던 떡 가게를 1714년 2월에 숙모의 
사위에게 물려준다. 

 5) 長谷川強(1969)浮世草子の研究桜楓社, pp.321-322, ｢一方其磧は商人家職訓を谷村から出し、(中
略)七年はかく八文字屋と其磧の不協和の見られる年であ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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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 효행

아킨도 가쇼쿠쿤은 권별로 그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 권의 

목록에 부분 키워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
권장

　　１장 ２장 ３장

１권

부모의 기름으로 몸을 
빛나게 하는 아들의 
요(親の脂て身を照らす

子息が栄耀)

부모의 이름까지 저당 잡
힌 전당포의 아들(親の名

迄流してのける質屋の子

息)

부모의 교훈은 고집 센 아
들을 위한 약구(親の教訓は

ききの強い子が為に薬灸)

２권
부모의 목숨을 신하는 
효자의 봉공(親の命に代

り行く孝行な子の奉公)

여러 예능을 배우도록 하
는 부모의 자비는 원한
(親の慈悲は怨になる諸芸

の稽古)

부모의 얼굴보다도 무서운 
친구의 강한 제언(親の顔よ

り恐ろしい友達の強異見)

３권

데다이가 줄이는 저금, 
장장이가 늘려주는 세

공의 은(手代が減らす私

金鍛冶屋が延す細工の銀)

데다이는 술 때문에 지갑 
잃고, 힘을 잃고(手代は酒

故力を落した財布の金)

데다이의 험담 해 보는 멀
리서 온 명주(手代が影口き

いて見る遠来の名酒)

４권

모친의 금언을 술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옛 
주인의 은혜(母の金言呑

込だ新酒より古主の恩)

데다이의 힘으로 다시 꼰 
주인의 부(手代の力で捻

直した旦那の身代)

약사보다도 잘 듣는 데다
이의 약 배합(薬師よりきき

の強い手代が配剤)

５권
일가의 교훈을 전혀 듣
지 않는 배탈 약(一門の

教訓みぢんもきかぬ腹薬)

예단은 전혀 필요 없다는  
소문(嫁入に費な物はいら

ぬ外聞)

주종의 마음이 맞아 가게
의 정산이 들어맞음(主従の

心あふて行店の算用)

위의 목록을 보면 1권은 ‘가업을 위한 부모의 교육 필요성’, 2권은 ‘치부와 효행’, 3권은 

‘데다이(手代)6)의 중요성’, ４권은 ‘데다이의 충과 능력’에 한 내용이 전개될 것을 알 수 

있다. 제5권은 목록으로부터만은 알기 어려우나 노년, 자식, 주종에 관련된 내용일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권과 2권은 ‘가업과 자식’, 3권과 4권은 ‘가업과 

데다이’라는 측면에서 연동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에도시  상가에서 주인인 단나(旦那)와 관리자 급인 점원 반토(番頭)를 보필하며, 상가의 실질적인 
접객 및 판매를 담당한 점원을 데다이라고 했다. 그 아래에 잡무를 맡은 뎃치(丁稚)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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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아킨도 가쇼쿠쿤의 첫 1권1장은 다음과 같은 언설로부터 시작된다.　

맹자 말씀에 변치 않는 재산에 변치 않는 마음이 있다 하셨다. 사농공상 사민은 모두 각자의 

업이 있지만, 나랏님으로부터 산업을 부여 받지 않는다면,　일상의 의식이 궁핍하기에 굶주림과 

추위를 막을 궁리를 하고자 여러 가지 나쁜 생각을 해 낼 터이니, 이를 두고 변치 않는 마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중에 조닌은 신불이나 주군보다도 각자 지니고 있는 가업 

덕분에 처자를 안락하게 데리고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가업은 주군이나 부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상인은 스스로 열심을 다해야 하는 매매를 충하고 그 화로움 덕분에 일상을 

보내며, 장인은 세공에 힘쓰지 않고 노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니,7)  

맹자의 항산항심(恒産恒心)을 통해 재화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본 작품은 사민에게 

재화를 확보하게 해주는 ‘산업’이 신불(神佛)이나 주군보다도 우선된다는 단히 강력한 메시

지로 시작된다. 이는 사이카쿠가 닛폰 에이타이구라에서 보인 신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세속화를 지향하며 보인 그것보다 강화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8) 그런데 모두(冒頭)에서 

‘사민’과 ‘산업’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점을 보면, 작가 기세키와 당 의 조닌 학자 

니시카와 조켄(西川如見:1648-1724, 이하 조켄)의 경제인식은 전혀 다른 것은 아닌 것 같다. 

아킨도 가쇼쿠쿤보다 약10년 뒤에 간행되기는 했지만, 그 집필 시기가 흡사한 조켄의 햐쿠

쇼부쿠로(百姓囊)(1721년 성립, 1731년 간행)에는 아래와 같은 언급이 있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농공상의 사민, 모두의 이름이다. 언제부터인가 상공을 도심에서 조닌이

라고 하고 농민을 햐쿠쇼라고 하게 되었다.......중국, 인도,　일본은 물론이고 그 외의 만국에서 

사민에게 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9)

 7) 長谷川強他校注(1996)八文字屋本全集　第八巻 汲古書院, p.308 ｢孟子の語に恒の産なければ恒のここ

ろなしとのたまへば、士農工商の四民ともにそれぞれの芸(すぎはひ)あるほどに、君より産業をあた

へ給はざれば、朝夕の衣食にせまるゆへに、飢寒をふせぐ才覚をなさんと、さまざまの邪(よこしま)
をおもひたつを、恒の心なしといえる事の善し、其中に町人は、仏神よりも主君よりも、面々備り

し家業といふものの御影にて、妻子を安楽に過す事なり。然れば、家職は主親よりは大切なるもの

ぞかし。然るを商人はをのがつとむべき売買を粗略にして身の栄耀に日をわたり、職人は細工に油

断して遊ぶ事に心をうつし、｣이하, 번역 및 밑줄은 인용자에 의하며, 아킨도 가쇼쿠쿤의 텍스트로 
삼는다. 

 8) 정형(2002)｢西鶴의 小説에 있어서의 仏과 儒:日本永代蔵의 치부행위를 중심으로｣일본문화학보제
12집, pp.13-27

 9) 飯島忠夫, 西川忠幸校訂(1947)｢햐쿠쇼부쿠로｣1권, 町人囊･百姓囊･長崎夜話草 岩波書店, pp.157-158 
｢百姓といふは、士農工商の四民、総ての名なり。いつの頃よりにや、商工を都て町人といひ、農人

を百姓といふ事になりぬ。....唐土、天竺、本朝はいふに及ばず、其外世界万国、いづれも此四民

に、産業あらずといふ所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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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민’에게 재화를 확보할 ‘산업’은 부여되어있으므로, 기세키나 조켄이 상인의 산업

인 ‘상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 기세키는 초기 상인소설에서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아킨도 

가쇼쿠쿤 1권1장에서는 그 인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예로부터 부자는 2 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1 에서 망한다는 것은 아니다.”10)라는 언설로부터 그 인식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언설은 흥미롭게도 조켄의 조닌부쿠로(町人囊)(1719)11) 1권에서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간행 시기가 3년 앞서는 조닌부쿠로를 기세키가 답습했을 가능

성이 높다. 그 가능성은 아킨도 가쇼쿠쿤1권1장과 조닌부쿠로1권 속 아래의 언설 비교를 

통해 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마음껏 ①사치스럽게 소비하여 돈을 잃는 것은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도리이기에, 가장 

큰 불효다. 가문의 재화는 조상으로부터 자손 로를 위해 저축해 둔 것이기에, 개인의 화를 

위해 소비하여 잃는 것은 큰 죄인인 것이다. 스스로 성실함을 다하여 다시 자식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다시 조상에게 돌려주는 도리인 것이다. 이것이 효도의 

제일이다. (중략) 안락방면을 일삼고 결국 가업을 잃지 않게 하려함이다.12)　

②소중한 돈을 잃는 것은 부모의 뜻을 저버리는 도리이기에, 가장 큰 불효다. 가문의 재화는 조상으

로부터 자손 로를 위해 저축해 둔 것이기에, 개인의　 화를 위해 소비하여 잃는 것은 큰 

죄인인 것이다. 스스로 성실함을 다하여　다시 자식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다시 조상에게　돌려주는 도리인 것이다. 이것이 효도의 제일이다. (중략) 안락방면을 

일삼고　결국 가업을 잃는 것은 흉한 것이다. 이 모두가 자식의 탓만은 아니다.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렵게 시작하여 검소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한 푼 버는 것의 어려움을 알기에, 잠시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 (중략) 사마천 왈, 자식을　키우며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과오라고 한다.13)　

10) 아킨도 가쇼쿠쿤, p.308, 상동서 조닌부쿠로(町人囊), p.92 ｢むかしより長者二代なしといふは、か

ならず一代にてほろぶるにはあらず。｣
11) 조닌의 나아갈 길에 해 언급한 서적.
12) 조닌부쿠로1권, p.92 ｢さりとて驕りほしいままにして費やし失ふは、親の志をやぶりてそこなふ道

理なれば、不孝の罪尤もふかし。家財は先祖より子孫栄久のために貯へ置れし物なれば、我身一分

の栄華に費し失ふは大なる罪人なり。おのれまったふして又我子に譲りあたふるは、先祖より預り

物を、又先祖にかへす道理あり。是孝行の第一なり。(中略)安楽放逸をこととして、終に家業をやぶ

る事をいましめたり。｣
13) 아킨도 가쇼쿠쿤 pp.309-311 ｢大切なる金銀を費やし失ふ事、親の志をやぶりてそこなふ道理なれ

ば、不孝の罪尤もふかし。家財は先祖より子孫栄久のために貯へ置れし物なれば、我身一分の栄華

に費し失ふは大なる罪人なり。おのれまったふして又我子に譲りあたふるは、先祖より預り物を、

又先祖にかへす道理あり。是孝行の第一なり。(中略)安楽放逸をこととして、終に家業をやぶる事あ

さまし。是皆其子の咎はかりにあらず。親はかすかなる身代より質素艱苦をなして一銭ももうけ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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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①과 ②는 거의 동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세키는 조닌부쿠로속 ①의 발상, 

즉 ‘가업 계승은 곧 효행이다.’라는 발상을 가져와서 이를 답습하고, 가업의 계승을 위한 부모

의 교육 필요성을 더한 것 같다. 사실 기세키는 가업의 계승과 부모 교육의 상관성에 해서는 

그의 초기 상인소설 아킨도 군파이 우치와 이후 일련의 가타기모노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다.14) 이렇듯 앞서 다루었던 ‘가업의 계승’과 ‘부모 교육’이란 두 가지 소재를 본 작품에서

도 재차 활용하면서, 기세키는 기존과 작품에서와 같이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보다

는 그 해결을 위한 모색에 치중하고자 했던 것 같다. 이는 아킨도 가쇼쿠쿤의 1권1장, 2~3장

에서 자식에게 가업을 이어나갈 능력을 연마시키기 위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아버지가 

묘사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1권1장의 말미를 보면 다음과 같은 언설이 발견된다. 

엄한 것은 그 자식을 위함이요, 엄하지 않으면 자식이 원한을 품을 것이다. 병이 들어 목숨을 

다하는 것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상업의 길을 알기 위해 병들어 죽는 것은 

상인으로서의 숙원인 것이다. 또한 가업에 지쳐 병드는 자는, 한 평생 도움이 되지 않는 식충이니, 

빨리 죽는 것이 스스로를 위해 행복할 것이다.15)

가업의 계승을 위해 자식을 혹독하게 교육시켜야 함을 역설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과장되어 

우습기도 하지만, 2 를 이어갈 자식에게 ‘죽음’을 언급할 정도로 ‘상업의 길’은 절 적인 

것이다.

다음에서는 1권2~3장의 연속되는 일화 속 아버지를 살펴보자. 한 부유한 아버지는 돈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하려고 아들 긴타로(金太郎)를 작은 전당포(小質屋)에 봉공 보낸다. 긴타로

는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유모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쓴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당포 가게 아들은 어릴 때부터 상업에 익숙하여 한 푼이라도 

더 얻고자 수전노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긴타로와 조된다.16) 인정 많은 긴타로를 보고 

くきといふ事をしるゆへに、暫時もゆだんなく稼出して、(中略)司馬温公の語に子をやしなひて教ざ

るは父のあやまちなりとあり。｣
14) 예컨  세켄무스코 가타기(中嶋隆注(1990) 世間子息気質 社会思想社, p.258)의 서문에서는 ｢むべな

るかな、教ずして人生れながらに知るものにあらざれば若子さまともてはやされて我儘にそだち、

むしやうに高ふとまって、をのが家業に心をよせるは至らぬかなといやしめ、諸芸色遊びにかかっ

て放埒に身を持を、(中略)きのふ迄は大臣と呼し男、けふは太鼓の針立坊となって老て辛労する人あ

またなり。｣라며, 가업의 계승을 위해 부모가 교육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15) 아킨도 가쇼쿠쿤 p.311 ｢烈しきは其子がためなる。ぬるきは怨なり。虫気出て命おはらば侍の戦場

にて討死せしと同意にて、商売の道を知るために、病ひ付て死ぬるは商売人の本望なり。又家業に

情をつかし病者となる者は一生役にたたずの穀潰なれば、はやく死んだが其身の仕合なるべし。｣
16) 이와 같은 조적 인물 배치는 기세키의 가타기모노 집필 방법 중 과장, 전복과 더불어 표적인 것인데, 

여기서도 그 방법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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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가게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느낀 전당포 주인은 긴타로를 부모에게 되돌려주

는데, 이 때 긴타로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생 사람의 마음과 정을 알아서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지 않는다. (중략) 세간의 의리나 

사람의 한탄함에도 휘둘리지 말고 일문 동전이라도 손에 들어온 것은 나가게 하지 말고, (중략) 

집 앞에 선 거지에게 약간의 쌀값을 주는 약간의 선행보다는 (그 이익이) 막 할 것이다. 여하튼 

정직하되 남을 신경 쓰지 말고 돈을 귀중하게 생각하여 함부로 밖에 뿌리지 말고, 가업에 온 

힘을 다해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면 그 속에 자비가 깃드는 것이다.17)  

위의 인용문은 가업에 충실하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 사소한 인정이나 선행보다

도 치부를 중요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치부의 방법으로써, 가업에 충실할 것과 동시에 

‘돈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와 같은 의식은 기세키가 초기 상인 소설에서 

보여준 “경제활동을 함에 윤리의식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다던 자세와 다르지 않다. 그러

나 치부의 방법을 자식에게 전수하여 가업을 계승시키고자 노력하는 아버지의 묘사는 초기 

상인 소설에서 ‘가업 계승의 어려움’ 묘사에만 일관했던 기세키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 이제 

노인이 된 기세키는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자식들이 그 가업을 계승하게끔 유도하고 

싶은 자신의 심리를 과장되고 해학적이기는 하지만 반 하고자 한 듯하다. 아킨도 가쇼쿠쿤에 

이르러, 그가 초기 상인 소설에서 묘사한 ‘가업 계승의 어려움’은 조켄의 말을 빌려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의 의식은 다음 2권1장에서도 엿보인다. 

아킨도 가쇼쿠쿤의 2권1장은 세켄 무스메 가타기5권2장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원래 

세켄 무스메 가타기5권2장에서의 딸은, 끝내 모친에게 불효하고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하는 

반면, 며느리는 그 효성을 인정받아 남편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각색되어 아킨

도 가쇼쿠쿤의 2권1장에서는 불효자로 보이는 둘째 아들도, 실은 병환 중인 아버지를 위해 

돈을 버는 배우가 되고자 마당에서 춤 연습을 했던 것으로 설정되고, 결국 그의 효행이 빚쟁이

의 마음을 움직여 경제적으로 성하 다는 이야기로 미화되었다. 즉 이 이야기는 “효자에게

는 경제적인 복이 찾아온다.”18)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그 무엇보다도 ‘치부’가 우선되

어야 한다던 초기 상인소설 이래의 기세키의 의식은, 본 작품에서 ‘효행’에 해서는 예외적이

17) 아킨도 가쇼쿠쿤, pp.317-318 ｢後世心と情を知っては金といふものは溜らるるものではなし。(中略)
世間の義理も人の嘆きもわきまへず、一文銭でも持たものをはなさず、(中略)門にたつ乞食にすこし

の銭米やるわづかの善根よりは、莫太(ばくたい)なるべし。とかく正直にして人にかまはず金銀を大

事におもふて、むさと外へちらさず、家職に性を出し、大勢を過ごせば其中に慈悲も籠れり。｣
18) 아킨도 가쇼쿠쿤, p.324 ｢孝人にいたる時は衆福来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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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권1장의 모두에서 조켄의 말을 빌려 ‘가업 계승은 곧 효행이다.’라고 언급하고, 나아가 

2권1장에서 ‘치부’와 ‘효행’은 연동된다는 의식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제인식 

변화는 작가 스스로가 노년에 이르렀음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한편 효행과 경제적 성공의 상관성을 언급하는 일화가 이어지는 것은 진부하기 때문인지, 

2권2장에서는 1장의 춤, 즉 예능을 부모가 교육시킴으로 인해 가산이 탕진되는 경우를 묘사한 

후, 다시 2권3장에서는 말미에 ‘효행’이야 말로 복을 초래하는 지름길임을 역설한다.19) 그런데 

‘효행’을 위해 유곽놀이를 지양해야 함을 알리는 2권3장의 내용은, 아래를 통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상업에 힘쓴 결과 얻은 돈으로 (유곽놀이에) 돈을 쓰는 것을 아는 부모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낸다면) 부모의 연을 끊으시오. 앞으로 나를 본받아 많이 벌어서 소비하시오. 부모의 돈을 훔쳐 

사용할 요량이라면, 앞으로는 함께 놀지 않겠소. (중략) 신경 써야할 점이 있다면, 사람의 자식으로

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20) 

위는 함께 유곽놀이를 하는 가로쿠(加六)에게 스케고로(助五郎)가 하는 말이다. 돈을 훔쳐서

라도 유곽놀이를 하는 철없는 선배 가로쿠에게 스케고로는 자신은 벌이의 반에 해당되는 

돈만 사용하여 유곽놀이를 한다며, 위와 같이 훈계를 하는 것이다. 일견 스케고로는 효행과 

치부의 상관성을 말하는 듯하면서도, ‘상업에 힘쓴 결과 얻은 돈’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한 

돈이라면 유곽놀이를 해도 좋고, 이를 혼내는 부모라면 연을 끊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일화는 ‘효행’라는 유교적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효행’ 그 자체를 강조하기 보다는, ‘치부의 

정당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1권은 표면적으로 ‘가업을 위한 부모 교육의 필요성’, 2권은 ‘치부와 효행’이라는 

주제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각을 달리 하면, 그 모든 일화는 ‘치부의 중요성 강조’로 

귀결되며, 결국 가업을 이어갈 가문 내부 사람들에 한 훈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권1장의 일화도 ‘치부의 중요성’이라는 맥락에서 연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 이를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 아킨도 가쇼쿠쿤, pp.330-331 ｢孝は百行のはじめとて一切の善行の中に孝行より先にたつものはなし

とかや。諸神仏に仕合を祈らんよりは親に孝をなせば招かぬにとく来りて福を得る事古今其ためし

多き事なり。｣
20) 아킨도 가쇼쿠쿤, p.330 ｢商ひに情を出してもうけてつかふをしらるる親ならば遠慮なく親父を勘当

したがよい。向後我等を見ならふてずいぶんもうけておつかひなされ。親の金を盗んでつかふがが

てんなら、今から同道はいたさぬ。(中略)孝の心あればをのづから色所へもゆかぬ、気になるものな

れば人の子としては親につかゆる事第一にすべ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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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허와 충성 

3권1장의 요점은 다음의 언설로써 응축될 수 있다.

상업의 어떤 씨앗을 좋은 것이고, 어떤 씨앗을 나쁜 것이라고 할 것인가. (중략) 예로부터 지배권이

나 봉록을 받은 장장이는 많았고, 과욕 때문에 망해서 수갑을 차는 환전업자도 있었다. 사람이란 

그 몸의 단정함에 신경 쓰기보다는 마음의 단정함에 신경 써야 한다. (중략) 주인을 깊이 생각하여 

각오를 다지고 검소함을 아는 봉공인은 적고,21)　　　　

남의 가게에 봉공하는 데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업이 무엇이건 간에 성심성의를　다하면 

자연히 부자가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훨씬 많은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일부다. 3권1장

에서는 주인의 화려함을 좇는 환전업소의 데다이와 업종 상 외양이 지저분해 보이지만 묵묵히 

일하는 장간의 데다이가 조되면서, 결국 후자만이 경제적으로 성하여 독립할 수 있었다

는 내용이 전개된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자식들에게는 사사로운 인정보다도 ‘치부’가 더욱 

중요하다며, ‘효행’ 이외의 윤리를 애써 강요하지는 않았던 기세키가, 데다이에 해서는 윤리

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3권1장의 경우를 보면, 데다이의 윤리란 주인에 한 ‘겸허함

과 충성’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3권2장에서는 주인의 돈을 훔치려한 데다이가 결국 또 다른 데다이의 지략에 의해서 발각되

는데, 이에 앞서 무릇 데다이란 사리사욕이 있는 인물군임을 암시하고 있는 언설이 있으니,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출세한 조닌이 장사를 잘 하는 데다이를 많이 데리고 있어 번창한 지역에　가게를 몇 개나 갖고 

있는데, (그 데다이들은) 각자의 길을 단련하여 돈을 버는 일에 어둡지 않는 젊은이들이었다. 

그 누구를 보아도 모두 현명하고,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는 하나도 없었다. 나이가 찬 데다이

는 스스로를 위한 일을 해 둔다. 젊은 데다이는 유흥에 돈을 너무 써서 빚을 진 것을 알리지 

않고, 주인을 단히 위하는 척하면서 장부상으로는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는다.22)

21) 아킨도 가쇼쿠쿤, p.333 ｢商売は草の種の何をか上りとし何をか下りとせん。(中略)むかしより知行

官位を給はる鍛冶は多く、取込して倒れ手鉄(てがね)うたるる両替は世にあり。ただ人は身の端正

(きら)を磨かんより心のきらを磨くべし。(中略)よくよく親方を大事におもひ身の上を覚悟して天理

を知る奉公人はすくなく、｣
22) 아킨도 가쇼쿠쿤, p.336-337 ｢出世の町人、商ひ巧者の手代をいくたりか召抱、繁昌の地に店をなら

べ、それぞれの道々鍛練してもうける事に疎からぬ若い者共。いづれを見ても皆賢く、其一分をさ

ばきかねつるは、ひとりもなし。年寄たる手代は、我為になる事をしておく。若い手代は悪所づ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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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주인을 위해 열심히 돈 버는 듯해도, 실상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다이를 경계

시키는 위의 언설은, 가훈을 읽을 자식이나 일가친척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데다이

란 인물군에 한 불신을 언급하면서도 가업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 데다이를 계도할 수밖에 

없는 작가의 태도가, 3권3장 말미의 데다이를 향한 언설에서 드러난다.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 신불을 숭배하고, 좋아하는 술 담배를 끊고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면서도 주인에게 불성실 한 자가 많다. 기도를 들어줄지 어떨지도 모르는 신불에게 기도하는 

것 보다는, 사심 없이 주인을 위해 일하면 기도하지 않고도 가호가 있어서, 당연히 주인으로부터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 지역의 씨족 신이 이제 막 봉공을 시작하는 어린 종업원에게 

따로 탁선을 한다.23)

이렇듯 신불보다도 주인 섬김이 데다이에게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과장된 

언설이 제시되는 이유는 사실, 아래와 같은 작중 인식 때문이다.

근래에 부자가 된 사람의 사정을 들으니, 그 집에 훌륭한 데다이의 활약으로　점차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많은 군졸은 얻기 쉽지만, 한 명의 장수는 얻기 어렵다고 한 군법자의 말처럼, 주인을 망하게 

하는 젊은이를 얼마든지 데리고 있는 것은 자유다. 주인을 큰 부자가 되게 할 정도의 데다이는 

백 집에 한 명도 없다.24)　　　　

즉 에도 중기 현재, 겉으로는 주인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 주인을 위하는　데다이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데다이를 경계하고, 한편으로 데다이에게는 사심 

없는 봉공을 종용하는 것이다. 이와 연동되는 일화들이 4권에서도 전개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자.

4권1장에서는 기세키의 초기 상인소설에서 확인되었던 ‘부는 천운에 의한다.’는 인식이 

재차 확인된다. 주인공인 아들은 검소하고 리하지만 가게가 마음먹은 로 되지 않는다. 

ひ仕過ごし、内証の不埒表向へは見せず。ずいぶん旦那のお為になるかほつきして、帳尻では親方

に徳をつくるは少なし。｣
23) 아킨도 가쇼쿠쿤, p.343 ｢必朝とく起きて、諸仏神を拝み、好きなる酒たばこを夏絶(げだち)して、

身の為をいのりて主人へぶ奉公するものおほし。まはりとをい神仏をいのらんよりは、私なく主に

つかゆれば、いのらずして守りめつよく、当前の親方から大分の利生を得る事なりと、在所の氏

神、這出のでっちどもにあらたにご託宣ありけり。｣
24) 아킨도 가쇼쿠쿤, p.341 ｢近年分限になる人の子細をきくに、其家によき手代有て、是等が働にて

段々出世をする事なり。万卒は得やすく一将は得がたしと軍法者の詞のごとく、主を倒す若い者は

いくたり抱ふとも自由なり。親方を大金持にさするほどの手代は百軒に一人も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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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천운’에 의하기 때문이다. 유사한 인식은 아래 4권2장에서도 보인다.　

사람의 빈부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천명에 의한 것이기에, 웬만한 지혜나 꾀로서는 이를 수 

없다.25)　　

이렇듯 천운에 의해 결정되는 빈부지만,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주인 가문이 부유할 

것이고, 따라서 데다이도 경제적 성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4권1장이다. 4권1장의 

아들은 리하기에 주인의 벌이와는 별개로 번 돈으로 아버지의 땅을 되찾고자 한다. 이에 

어머니는 락한 주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종용한다.　　

어머니는 안색을 바꾸며, “너는 천명을 배신한 불충불의의 도적이다. (중략)(주인님을) 옛날 상황으

로 되돌려 드리면 비로소 진정한 부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주인님이라는 토지가 있었기

에 비로소 경작물이 있는 것이다. 토지가 없다면 지혜의 씨앗을 뿌렸다고 한들, 동전 한 닢도 

자라나지 않는다.”26)

사실 아들이 지닌 돈은 주인에게 얻은 것이 아닌, 스스로의 지혜로써 번 돈이다. 그렇다면 

앞서 2권3장에서 ‘상업에 힘쓴 결과 얻은 돈’의 정당성이 주장되었듯이, 4권1장 속 아들의 

‘상업에 힘쓴 결과 얻은 돈’은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런데 아들은 

어머니의 질책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돈을 바친 후, 주인과 함께 성하여 아버지의 

땅을 찾는다는 것으로 일화는 결말을 맺는다. 이렇듯 동일 작품 내에서 기세키는 ‘상업에 

힘쓴 결과 얻은 돈’은 아들에게는 정당한 것이지만, 데다이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윤리적 

잣 를 들이댐으로써 모순적인 경제인식을 노정한다. 이는 앞서 1권2~3장에서 아들에게는 

윤리보다도 ‘치부’를 강조했지만, 데다이에게는 ‘겸허함과 충성’으로 귀결되는 윤리를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한다. 즉 기세키는 데다이 개인의 치부가 아닌, 오로지 주인 가문의 

치부와 관련된 사안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적 시선은 그 스스로가 현실적

으로 부유한 떡 가게를 운 하는 가게 주인이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

면 4권1장의 전개는 정당하게 치부를 하는 데다이의 입장이 아닌, 고용인의 입장에서 비롯된 

25) 아킨도가쇼쿠쿤, p.352 ｢人の貧福は出生の初より定りたる天命なる事なれば、中々知恵才覚のおよ

ぶ所にあらず。｣　

26) 아킨도 가쇼쿠쿤, p.348 ｢母親気色をかへをのれは天命にそむく不忠不義の盗人(中略)むかしの御身

上にしてしんせてこそ、真の家来ともいふべけれ。(中略)旦那とは田地を持たればこそ作徳もあれ。

田地なくて知恵の種を蒔たとて銭が一文はゆべき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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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한편 4권2장, 4권3장에서는 데다이 덕분에 주인의 쇠락이 저지되는 일화가 이어지니 이 

또한 살펴보자. 4권2장에서는 주인은 로 잘 운 하던 칼 가게를 관두고, 사기꾼에 속아 

신전개발에 힘쓰고자 한다. 이를 설득하는 데다이가 등장하는데, 그 덕분에 주인은 쇠락을 

면한다는 일화가 전개된다. 여기서 “참언을 한 다로베 덕분이라고 후 까지도 데다이의 충언

을 칭찬한다.”27)고 하는 것처럼 데다이는 주인의 가업을 유지시켰기에 모범적인 인물로서 

추앙받는데, 이와 유사한 데다이가 4권3장에서도 등장한다.  

4권3장에서 부자 던 선  사후, 아들 도미타로(富太郎)는 성실하고 충직한 데다이 주자부

로(忠三郎)를 내쫓고 결국 가업을 잃는다. 그러나 의사를 사칭하며 살아가고 있던 도미타로는 

우연한 기회에 충직한 데다이 주자부로와 재회하고, 주자부로는 도미타로의 악행을 훈계하고 

재기시킨다. 이 일화에서 아들 도미타로는 선 가 살아있을 때나 사후에나, 단 한 번도 스스로

의 행적을 반성한 적이 없다. 따라서 기존의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도미타로는 스스로 

깨닫고 수양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결코 복을 받을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도미타로는 오로지 

부자 던 선 의 충직한 데다이의 도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것이다. “모자란 사람

을 제 로 된 인간으로 만든 보기 힘든 주조”28)라고 표현되듯, 도미타로의 재기는 오로지 

충직한 주자부로에 의하며, 이는 도미타로가 갖고 태어난 경제적 요건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4권3장의 모두에는 다음과 같은 언설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부모가 부자면 불효자라고 하더라도 눈에 띠지 않는다. 부모가 가난하면 약간의 악도 감추기 

어렵다. 부모의 빈부 차가 손해와 득실의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부귀한 집에 태어나는 것은 

전생의 업보다. 여하튼 사람은 선행을 쌓아 가업을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29) 

 

부모가 부자면 자식의 불효도 감출 수도 있고, 가난하면 약간의 악행도 감출 수 없다는 

위의 언설은 유교적인 윤리의식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치부’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4권3장의 내용은 표면적으로 데다이의 충성이 가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불효에 따른 쇠락마저도 반전시켜주는 ‘치부의 중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와 동일한 인식은 아킨도 가쇼쿠쿤보다 8년 후에 간행되는 

27) 아킨도 가쇼쿠쿤, p.351 ｢強異見せし太郎兵衛が影と、末々迄も手代が忠言を称美いたせり。｣
28) 아킨도 가쇼쿠쿤, p.356 ｢悪性者を本人間に仕立ける誠に類いなき忠三｣
29) 아킨도 가쇼쿠쿤,  p.353 ｢親分限なれば不孝者もかくれてしれず。親貧なればすこしの悪もつつみが

たし。貧福の親のちがひ、損得二つなり。富貴の家にうまれ出るは前生の種なり。とかく人は善根

をして家業を大事にかくべ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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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키작 세켄 데다이 가타기(世間手代気質)(1730)의 1권1장에서도 보인다. 

옛날 족보에 관해 말하는 것만큼 창피한 것이 없다. 락한 사람이 말하는 바는 논리가 맞더라도 

제 로 듣는 자가 없고, 근래까지 보따리를 지고 주인님과 걸어 다녔던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부자가 되어 때를 만났다면, 그가 말하는 바는 우매한 말이라도 “과연,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끝까지 듣는다.30)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아킨도 가쇼쿠쿤이후, 기세키는 상인소설을 통해 상인이 ‘치부’

를 지상최 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반 하고 있다고 하겠다. 부언해 

둘 것은 ‘치부’야 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회상을 기세키가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명의 작가로서 당 의 치열한 경제인식을 묘사하고 반 하 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나아가 아킨도 가쇼쿠쿤이란 가훈의 틀 안에서 기세키는, 데다이에

게는 주인 가문의 ‘치부’를 위한 다양한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가문 내의 사람들에게는 

윤리보다도 ‘치부’ 그 자체를 강조하는 개인적 입지와 인식을 반 하고 있다고 하겠다. 

기세키의 작품은 오락성을 위한 과장이 섞인 상인소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상인소설 이래 기세키의 인식은 오로지 가문 내의 ‘치부’ 결과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또한 노인이 된  기세키는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된 태도를 보이지만, 여전히 ‘부는 천운’에 의하고 윤리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기에 자식들에게는 

강요하지 않았던 윤리를 데다이들에게는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가문 내의 사람과 가문 

외의, 예컨  데다이와 같은 인물군에게 요구하는 ‘치부’의 성격이 차별적일 수밖에 없는 편중되

고 모순된 경제인식을 기세키는아킨도 가쇼쿠쿤을 통해 오롯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4. 노후와 가업

무던히도 주인집의 ‘치부’가 강조되던 아킨도 가쇼쿠쿤의 4권까지와는 달리, 5권에는 

30) 長谷川強他校注(1996)八文字屋全集　第十一巻汲古書院, p.115｢いにしへの系図だていふ程其身の恥

にして、零落せし人のいふ事、理のせまりたる事でも、聞き入る者なく、近い比迄風呂敷包かたげ

て、旦那の供して歩行たる者、今我身上栄えて時めく人のいふ事は、ずいぶん愚成る事にても、人

皆耳をすまし、御尤といふて聞とどけ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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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된 기세키의 경제인식이 다분히 반 되고 있다고 하겠다. 5권1장에서의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긴장을 놓지 말고 각자의 가업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긴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벌이가 

소중하다고 해도, 부자인 사람이 은퇴까지 하고, 게다가 우둔하지 않은 성인이 된 자식도 있으면서, 

(중략) 안채를 떠나기 힘들어 아들과 데다이를 제쳐놓고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업은 물로, 동네 

협의기관의 여러 잔치나 불침 범 자리에까지 나가, 아는 체하고 머리까지 흔들면서,31)

주인공은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난 노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돈 버는 데에 안간힘을 

쓴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고자 노쇠한 몸을 이끌고 여행을 떠났는데, 수전노답게 돈을 아껴 

묵게 된 초라한 여인숙에서, 결국 배탈이 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한다. 이와 같은 일화의 

말미에는, 50세 이후에는 가업을 자식과 데다이에게 맡기며 마음 편히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언설이 전개된다.32) 기세키 스스로가 50세를 넘은 현재, 노인이 된 인물이 ‘치부’에 집착하는 

것은 흉이 됨을 언급하면서도, 남은 두 일화에서는 4권까지와 마찬가지로 ‘가문 내의 상인’과 

‘가문 외의 상인’들에게 ‘치부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는 집요함을 보여준다. 

아들, 딸을 많이 둔 5권2장의 주인공은, 장남 외의 아들들을 가난한 집안에 양자 보내고, 

부자가 아닌 집안에 딸들을 시집보내려고 하니, 부인이 화를 낸다. 그러나 주인공은 장남이 

계승할 가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남은 형제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수 있고, 남은 

형제들은 규모가 작은 집안으로 양자를 보내야만, 만에 하나 그 집안이 망했을 때를 빚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좋다고 한다. 또한 딸을 시집보낼 사위는 부잣집 아들이면 혼수비용만 

많이 드니 좋지 않고, 사위는 출중한 외모나 훌륭한 예능 실력보다는 성실하게 상업을 꾸려나

갈 줄 아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오롯이 “조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좋다고 하여도 

후 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중략) 그래봤자 조닌이기에 세간에 잘 보이려고 화려하게 하는 

것은 절  이익이 아니다. (중략)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조닌에게는 제일이다.”33)라

31) 아킨도 가쇼쿠쿤, p.358 ｢ゆだんなくそれぞれの家業をつとむるこそ肝要なれ。しかし、いかに稼が

大事なればとて、うとくなる人の法体迄して、しかも愚ならぬ成人の子を持ちながら、(中略)おもや

をはなれがたく、むす子手代をおしのけて、若い時と同じやうに、家業のことはもちろん、町の寄

合諸振廻日待迄にでしゃばり、坊主あたまをふりまはし、｣ 
32) 아킨도 가쇼쿠쿤, p.360 ｢それ人は十三才迄はわきまへなく、それより二十四五迄は親の指図を請、

後は我と世をかせぎ、五十迄に一生の家をかため、是から一日も生徳とがてんして、子共にわた

し、手代共に万事をさばかせ、其身は相応なる楽をして、若い時の辛労を取りかへしてこそ、人間

身の持やうとはいふべけれ。｣ 
33) 아킨도 가쇼쿠쿤, p.362 ｢町人といふものは今よいとて末代迄もよいものでござらぬ。(中略)高が町

人なれば世間の張て綺羅をみがく事は無益の至り。(中略)やすかに世をわたるが町人の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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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인식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 위상이 급부상한 상인이지만,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극복

할 수 없는 사회적 위상을 안고 가는 상인의 암울한 현실을 각인시켜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지막 5권3장에서는 여타 통속소설이 그러하듯이, 단원으로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일화는 아래와 같이 전개된다.

무릇 주종이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연이다. 이를 생각하여 사람의 주인이 되는 이는 자비를 

제일로 삼고, 아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어다. (중략) 어떤 부자가 많은 하인, 하녀, 시동에게 

까지도 반드시 매월 말일 정산 후에 전으로 백, 이백 문, 혹은 오십, 삼십 전 씩 각자에게 주고, 

(중략) “자네들은 봉공한다고 생각지 말고, 그저 우리 부부와 아이들을 상업을 통해 이익을 얻어 

부양해준다고 생각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편히 삶을 살아가시게나.”라고 

하는 한마디에 아래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반년 계약으로 들어온 자도 주인님의 마음에 

감사하여, (중략) 이윽고 번창하여 가문이 안정되어 천금을 쌓아 후 까지 번성하고, 로의 

봉공인들도 옆 마을에 집을 연달아 짓고 살아,34)

가문 내의 사람과 가문 외의 데다이 등이 ‘치부’를 위해 서로 협조하고 살면,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다는 아름다운 일화로 마무리는 되는 아킨도 가쇼쿠쿤의 마지막 장은, 노년의 가장으

로서 작가 기세키가 후 에게 바라는 바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상인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주인 가문의 ‘치부’를 끊임없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강조해 왔지만, 결국 주인과 

데다이 등 아래 사람이 상호 협조해야만 가능한 주인 가문의 ‘치부’임을 상기시켜준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제인식은 자연히 8년 후, 세켄 데다이 가타기를 통해 강화된다. 특별히 세켄 

데다이 가타기1권2장에서는 데다이의 절 적 충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항상 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는 자는 불충한 데다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략) 어떤 상업을 

하던 간에 돈을 버는 궁리가 최우선이다. 파는 사람보다도 궁리하여 치 하게 돈 벌고자 하는 

바와 무사의 전장에서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바는 같은 것으로서, (중략) 상인도 그와 같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어 주인님께 바치는 것이 데다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35) 

34) 아킨도 가쇼쿠쿤, pp.365-367 ｢それ主従となれるは過去からの縁なるべし。是をおもふて、人たるも

のの親方となれる人は、慈悲をもっぱらにして、下々をめぐむべし。(中略)ある有徳なる人、あまた

の下人下女小童迄にきはまって、毎月晦日算用の上にて銭百二百文五十三十づつ、それぞれにとら

せ、(中略)其方共は奉公するとおもはず共、ただ我々夫婦子共を商ひをして、もうけてやしなふてく

れるとおもひ、油断なく情を出してやすかに世をわたるやうにしてくれよ。との一言に下々感涙を

ながし、半季奉公にはいりしものも、旦那のこころざしをありがたがりて、(中略)次第次第に栄て家

よくおさまり、千金を積んで子孫永く繁昌して、譜代の家来隣町に軒に軒をならべて、｣         
35) 세켄 데다이 가타기, p.58 ｢常に我気をなぐさめる事をいふ者は、不忠の手代と思ふべし。(中略)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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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64세가 된 기세키는 데다이에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돈을 벌어 주인에게 

바치라고 종용한다. 기존의 ‘치부 지상주의’의 인식은 위의 일화를 통해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인 집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물론, 가문 외의 데다이들에게도 

더 이상 윤리의식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듯 극단적인 경제의식을 지니게 된 작가 기세키의 

말년은 주지하듯 에도 중기로서, 그가 접했던 사회경제적 양상은 사이카쿠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교호(享保)의 개혁 이후, 사회적으로 검약을 강요당하는 현실 속에서, 상인들의 지속적인 

락은 곳곳에서 확인되었을 것이다.36)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인들

은 후 에게 가업 ‘번성’보다는 ‘유지’를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37) 일례로 거상 미쓰이(三井) 

가문의 가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닌 고켄로쿠(町人考見録)(1726)의 모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천하 사민 사농공상으로 나뉘어 그 직분을 다하고, 자손은 업을 이어 그 가문이 정돈된다. 

특별히 조닌은 상업이 각기 다르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자로써 돈을 벌 수 밖에 없다.38)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자로써”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는 경제인식이다. 즉 기세키가 그러했

듯이, 에도 중기 현재, 상인에게 가문을 이어가고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로지 

‘돈’에 의한 ‘치부’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당 의 사회경제가 얼마큼 각박했는지에 해서는 

보다 통계적이고 실증적인 비교사적 연구를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상 미쓰이 

가문이 ‘돈’을 통한 ‘치부’만이 상인에게 우선적 과제라고 본 시각이 고스란히 아킨도 가쇼쿠

は知行を得ず。何商ひにて成り共金銀をもうくる思案が第一、売人の人に増りて商ひせんと油断な

く挊ぐと、武士の戦場に出て高名せんと心かくるが同じことにて、(中略)商人も其ごとく何で成共金

をもうけて旦那へ奉るが手代の高名。｣ 
36) 平田雅彦(2010)ドラッカーに先駆けた 江戸商人の思想日経BP社, p.45 ｢元禄時代(1688-1704)時代にな

り消費経済が花開いた。しかし消費ブームの後には厳しい環境が待ち受けている。吉宗の行った享

保の改革により、厳しい引き締め政策がとられ、商家の倒産が相次いだ。(中略)そのとき生き残った

商家は商売の怖さを痛感した。今日伝わっている江戸時代の家憲、家訓の大半はこの時代に始まっ

ている。｣ 
37) 吉田実男(2010)商家の家訓清文社, pp.76-78 ｢さらに、将軍職に就任した徳川吉宗は、享保の改革を

推し進めたことから、世の中は大不況となった。このような厳しい状況にあって、商人達は将来に

危機感を募らせ、享保期前後から、自家をより強固な組織にして生き抜こうとの思いから、商家の

家訓が数多く制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これらの家訓は、商売が上向きの状況にある時よりも、発

展させ、それを維持継続しようとの思いから、商家の家訓が数多く制定されるようになった。｣
38) 中村幸彦校注(1975)｢町人考見録｣ 思想史大系59 近世町人思想岩波書店, p.176 ｢それ天下四民士農工

商とわかれ、其職分をつとめ、子孫業を継で其家をととのふ。就中町人は商売それぞれにわかると

いへども、先は金銀の利足にかかるより外な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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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에도 드러나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본 작품을 현실과 괴리된 허구의 세계로서만 이해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에도시 에 사회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상인이 묘사된 상인소설 연구의 하나로서,  

아킨도 가쇼쿠쿤에 반 된 경제인식이 초기 상인소설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아킨도 가쇼쿠쿤의 내용에 한 연구가 전무하 으나, 본 연구의 결과, 기세키는 

조켄의 ‘가업 계승은 곧 효행이다’라는 발상을 발전시켜, 가업 계승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및 ‘효행’을 1, 2권에서 강조하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내용이 가업을 계승할 가문 내의 

구성원에 한 훈계라고 한다면, 3, 4권에서는 가업 계승을 위해 필요한 가문 외의 인물들, 

즉 데다이에 한 훈계를 전개한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노년인 작가의 현실 반 과 

1, 2권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 2권에서는 주로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 ‘치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치부’는 일반적

인 윤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다만 ‘효행’만은 ‘치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기에, 작중에 노년인 작가 기세키의 인식이 반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3, 4권에서는 가업 계승과 데다이의 상관성이 제시되면서, 데다이에게 ‘치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겸허함과 충성’이란 윤리 또한 동시에 강요되고 있었다. 따라서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치부’를 강조했던 기세키의 인식은, 데다이를 

향할 때는 차별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작가 기세키가 데다이를 포함한 상인 일반의 ‘치부’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입지에 비추어 주인 가문의 ‘치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세키 작 초기 상인소설 이래 아킨도 가쇼쿠쿤까지 드러나는 경제인식은 오직 

주인 가문의 ‘치부’ 결과에만 집중되고 있었다. 다만 아킨도 가쇼쿠쿤에서는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후  교육으로써 극복해보고자 하는 노인 기세키의 인식 또한 반 되고 있다. 그러

나 기세키는 이전과 다름없이 ‘부는 천운’에 의하고 윤리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기세키의 ‘치부 지상주의’란 즉물적 경제인식이 여전히 아킨도 가쇼쿠

쿤에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식은 훗날 간행된 세켄 데카케 가타기에서 보다 

강화되기도 한다. 세켄 데카케 가타기에는 ‘돈’과 ‘치부’만이 ‘족보’를 신하고 위상을 

유지시켜주는 보증서로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 상인소설에서부터 줄곧 즉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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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식을 유지했던 작가 기세키의 말년은 에도 중기로서, 상인은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돈’과 ‘치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 점은 거상 미쓰이 가문의 조닌고

켄로쿠에서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다. 

아킨도 가쇼쿠쿤에서 기세키가 그린 상인들은, 물론 소설이라는 허구 속의 인물들이다. 

그러나 과장되고 골계적이지만 ‘돈’과 ‘치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의 인물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오로지 ‘돈’과 ‘치부’를 위해 내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 상인의 모습이 과장과 

골계라는 과정을 거쳐 아킨도 가쇼쿠쿤에서 재현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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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에도(江戸) 기 경제인식과 상인소설 소고( )

-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작품을 심으로 -

본 연구는 에도시 에 사회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상인이 초기 상인소설 이래 어떻게 묘사되고 관련 경제인식이 어떻게 
반 되고 있는지, 특별히 기세키의아킨도 가쇼쿠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고찰의 결과, 본 작품은 당 의 
조닌 학자 니시키와 조켄(西川如見)의 발상을 차용, 발전시킨 것으로서, 1, 2권에서는 주로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 ‘치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 ‘치부’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다만 ‘효행’만은 ‘치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언급되었기에, 작중에 노년인 작가 기세키의 인식이 반 되었다고 이해하 다. 한편 3, 4권에서는 
가업 계승과 데다이의 상관성이 제시되면서, 데다이에게 ‘치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데다이에게는 ‘겸허함과 충성’이란 
윤리 또한 동시에 강요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문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반적인 윤리보다도 ‘치부’를 강조했던 기세키의 
인식은, 데다이를 향할 때는 차별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작가 기세키가 데다이를 포함한 상인 일반의 ‘치부’가 아닌, 
오로지 자신의 입지에 비추어 주인집의 ‘치부’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기세키 작 초기 상인소설 이래아킨도 가쇼쿠쿤까지 드러나는 경제인식은 오직 주인집의 ‘치부’ 결과에만 

집중되고 있었다. 다만아킨도 가쇼쿠쿤에서는 시기 상 노인이 된 기세키가 ‘가업 계승의 어려움’을 후  교육으로써 
극복해보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 다름없이 ‘부는 천운’에 의하고 윤리보다는 ‘치부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즉 기세키의 ‘치부 지상주의’란 즉물적 경제인식이 여전히아킨도 가쇼쿠쿤에 반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식은 훗날 간행된세켄 데카케 가타기에서 보다 강화되기도 한다.세켄 데카케 가타기에는 ‘돈’과 ‘치부’만이 
‘족보’를 신하고 위상을 유지시켜주는 보증서로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기 상인소설에서부터 줄곧 즉물적인 
경제의식을 유지했던 작가 기세키의 말년은 에도 중기로서, 상인은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돈’과 ‘치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 점은 거상 미쓰이 가문의조닌고켄로쿠에서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다. 

아킨도 가쇼쿠쿤에서 기세키가 그린 상인들은, 물론 소설이라는 허구 속의 인물들이다. 주인인 상인은 윤리보다도 
치부의 결과를 중요시 하고, 가문 외의 상인, 즉 데다이들은 사리사욕이 있지만 치부와 윤리를 동시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인물군으로 묘사되고 있었는데, 이들의 모습이 현실과 괴리를 보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오로지 ‘치부’
를 위해 내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 상인의 모습이 과장과 골계라는 과정을 거쳐아킨도 가쇼쿠쿤에서 재현된 점에 
작품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 Short Study of Economic Recognition in the Merchants Novels of Middle Period 

of Edo Era written by Ezima Kiseki 

This is for understanding about the origin of Japanese economic recognition the factor of leaning toward the right nowadays. 
I surveyed some tendencies about Japanese economic recognition written in the novels by Ezima Kiseki(江島其磧) before, and 
this time I tried to understand those through another Kiseki's works, Akindo KasyokuKun(1722). 

As a result, the part 1 and 2 was for the family member who should succeed their family’s business. And the parts implicated 
that ‘Making Money’ is the priority more than any stuff, even if it is the thing related with the morality of human. The part 
3 and 4 was for Tedai(手代) who are the men working for the master. The parts implicated Tedai must work hard for their 
master and his family, hence their economic stability lay on the master’s wealth. The part 5 were the stories of old marchants, 
and the writer Kiseki himself was the old merachant that time. So the economic recognition of the part was from Kiseki’s 
mind as well as other parts. We can see the Kiseki’s economic recogniton is focusing on wealth of master’s, not on Tedai’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reality Kiseki lived put value on results of making money of master. So the morality and so on 
are not the interest of merchants. In the same vein, the Mitsui family emphasized on ‘Money’ as a way of ‘Making Money’.

Hence, this study shows Akindo KasyokuKun was reflection of the reality merchant lived through. And the writer Kiseki 
himself was the one of the mercha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