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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 세기 초 한〃중〃일 가족사소설
비교사(比較史) 연구
- 『이에(家)』, 『삼대(三代)』, 『쟈(家)』를 중심으로

20 세기 초의 동아시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전통적 도덕과 관습이 부정
되는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 변혁기에, 전통적으로 행복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대가족이 반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대가족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 그리고 인간성을
기초로 한 도덕적 개인주의의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고, 이런
현상은 20 세기 초에 출현한 가족사소설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다.
근대가 시작된 시기인 20 세기 초에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던 구세대의 몰락과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항을
다룬 가족사소설들이 등장했다. 이 소설들에는 가부장이 죽음을 맞이하고
신구 세대가 교체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가족사소설의 대표적
인 작품으로 일본 작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1872-1943)의 『이에』(家,
1912), 중국 작가 바진(巴金，1904-2005)의 『쟈』(家, 1931), 한국 작
가 염상섭(1897-1963)의 『삼대』(1931)를 꼽을 수 있다. 세 작품은 소
설의 내용, 인물의 설정, 사회적 배경 등에서 여러모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
다. 이 세 작품의 비교 가능성은 이미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보다도 두 개의 작품, 나아가 세 개
의 작품을 함께 비교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9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두 개
의 작품을 상호 비교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0 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비교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그 연구 성과 또한 어느 정도 축
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현황은 두 작품 간 비교연구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후속 연구의 진행에 있어 방대하게 축적된 성과물로 인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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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본고는 본론을 4 장으로 나누어 각 나라에서 진행된 두 작품 및
세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삼대』와 『쟈』의 비교연구에 대해, Ⅲ장에서는 중국과 일
본에서 진행된 『이에』와 『쟈』의 비교연구에 대해, Ⅳ장에서는 한국과 일
본에서 진행된 『이에』와 『삼대』의 비교연구에 대해, Ⅴ장에서는 세 작품
을 동시에 다룬 비교연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
해 각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
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자 한다.
주요어: 20 세기 초, 동아시아, 가족사소설, 시마자키 도손, 염상섭, 바진,
『이에』, 『삼대』, 『쟈』
학번: 2014-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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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가족은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로 이해된다.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종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심리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애정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경제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주며, 사회〃문화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사회적 도덕이나 관습에 적응시키는 기능을 해왔다.1 또한 전통
적으로 가족의 우두머리인 가장(家長)은 사제(司祭)와도 같은 역할을 담당
했고, 사실상 국가도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가족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고대 희랍 민족의 계약 공동체에 비교되어 동아시아
의 모든 제도 위에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2 문학에 있어서 가족이란 주제는
근대 소설의 한 중심을 이룰 뿐 아니라, 문학을 사회사적 관점에서 바라보
고자 할 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 세기 초의 동아시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전통적 도덕과 관습이 부정
되는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사회 변혁기에, 전통적으로 행복의 전형이라
여겨졌던 대가족은 반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대가족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의 자율성과 창조성, 그리고 인간성을
기초로 한 도덕적 개인주의의 발달을 저해하는 장애물로 인식되었고, 이런
현상은 20 세기 초에 출현한 가족사소설에도 예외없이 반영되었다.
근대가 시작된 시기인 20 세기 초 일본, 중국, 한국에서는 전통적 가치
관을 고수하던 구세대의 몰락과 신세대의 반항을 다룬 가족사소설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소설들에는 가부장이 죽음을 맞이하고 신구 세대가 교체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러한 가족사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일본 작가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1872-1943)의 『이에(家, 1912)』, 중국 작가 바
진(巴金，1904-2005)의 『쟈(家, 1931)』, 한국 작가 염상섭(1897-1963)
의 『삼대(1931)』3를 꼽을 수 있다.
세 작품은 소설의 내용, 인물의 설정, 사회적 배경 등 여러 면에서 유
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세 작품의 비교 가능성은 이미 진행된 여러 연구들
1 Michèle Barrett; Mary McIntosh 저, 김혜경 옮김, 『가족은 반 사회적인가』,여성사, 1994.
2 Kitagawa, Joseph Mitsuo 저, 이진구 외 옮김, 『동양의 종교』, 서울:사상사, 1994, p.33.
3 본고에서는 시마자키 도손의 『家』와 바진의 『家』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각 작품의 제
목을 원문 발음을 그대로 따라 『이에』와 『쟈』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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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을 매개로 이어진 개인과 사회의 얼크러짐,
가족을 구성하는 각 세대 간의 갈등과 사회 변화의 긴밀한 조응, 한 가족이
경험하는 흥망의 계기들과 민족 공동체의 운명 간의 상호침투의 양상 등을
세 작품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며, 가족사소설의 서사적 구조
에서 비롯된 이러한 현실 인식의 원리는 이 세 편의 소설을 가족사소설이라
는 범주 안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확인시켜 준다.
필자는 이처럼 다양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
을 함께 다루는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직접적인 영향관
계가 미미한 상태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모티브를 지닌 작품들이 창작
된 것이 다만 우연에 불과한 것일까? 한〃중〃일 삼국의 대표적 작가들이
공통으로 선택한 주제는 왜 하필 ‘집’이었으며, 그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 20 세기 초에 출현한 가족사소설이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궁금증들이 본고의 출발점이 되었다.
세 명의 작가 모두 각 나라 근대 소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작가이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작품 역시 그들의 대표작으로서 각국 문학
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별적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
구는 지금까지 줄곧 진행돼 왔다. 필자는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보다도 두
개의 작품, 나아가 세 개의 작품을 함께 비교한 연구에 주목하였다. 90 년대
에 들어서면서부터 두 개의 작품을 상호 비교한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2000 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비교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그 연구
성과 또한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이러한 연구 현황은 두 작품 간 비교연구
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후속 연구의 진행에 있어 방대하게 축적된
성과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김민수는‚학문이란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에서 출발하여 발전하기 때문
에, 오늘의 연구사는 연구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된
다4‛고 말한다. 이제까지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논문의 서론에서만 검토되
어 왔을 뿐, 연구사 자체에 대한 방법론의 정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위
논문의 경우 대체로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선행 연구를 전체적으로 검토하
기보다는 논문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만을 중
심으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조망하고 있다. 5 선행 연구 중 검토할 대상을

4 김민수, 「머리말」, 『현대의 국어연구사』, 박이정, 1999.
5 황정현, 「이광수 소설 연구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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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준에 따라 한정하는 방식은 논문의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
하는 데는 어려움을 준다. 학문적 연구는 선행 연구와 후속 연구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발전한다. 논문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선행 연
구를 검토할 경우 인접 주제를 다룬 다른 연구 성과와의 유기적 연결이 어
려워질 수 있다. 6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와 고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우선 한〃중〃일 세 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비교연구의 성과를 검토하여 각 나라에서의 비교연구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교연구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행연구에
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 본고의 목표이다. 더 나아가 이 논문이 동아시아 문학이 갖고 있는 특수
성 혹은 법칙성을 찾아내는 작업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작가와 작품은 각 나라 문학사에서 모두 중요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별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연구논문과
연구저서는 양적으로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연구
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개별적인 연구 성과물 대신에 각 나라
에서 진행된 두 개 작품, 혹은 세 개 작품 간의 비교연구 결과를 논의의 대
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는 두 작품 또는 세 작품 간
의 비교연구를 수행한 세 국가의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저서를 연구 대상
으로 삼아, 위 작품들에 대한 비교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세 나라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삼대』와 『쟈』
를 비교연구한 논문의 경우 한국에서는 2 편의 학술지 논문, 12 편의 석사학
위 논문, 1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중국에서는 2 편의 학술지 논문, 3 편의 석
사학위 논문과 1 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쟈』와 『이에』에 대한 연구의 경우 중국에서는 14 편의 학술지 논문 또
는 서평, 5 편의 석사학위 논문을, 일본에서는 4 편의 학술지 논문을 발견할
6 황정현, 앞의 글,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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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삼대』와 『이에』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는 두 작품만
을 비교연구한 논문을 찾지 못했지만 「한일 근대 가족사소설 비교연구7」라
는 박사학위 논문에 두 작품에 대한 언급이 있기에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 외에 일본의 학술지에 발표된 「變動期社會と伝統家族の沒落『家』と『三代』を中心に8」라는 논문을 검토하였는데, 비록 이 논문이 일
본어로 쓰여져 일본 학술지에 게재된 글이지만, 논문 게재 당시의 원문 정
보에 따르면 필자가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에 근거해 이
논문을 한국에서의 연구결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연구현황
을 살펴본 결과 1 편의 학술지 논문과 두 작가를 비교한 2 편의 박사학위 논
문9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세 작품의 비교연구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 발표
된 논문은 찾지 못하였고, 한국에서는 조동일, 노영희, 그리고 한국어로 쓰
여진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豐)의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위의 논
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비교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기존 학계에서의 연구를 살펴 보면, 비교사(比較史)에 관한 연구사 검
토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사 자체에
대한 연구가 단독 연구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 역시 존재함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사 방법론을 정립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선행
업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위논문의 서론에서 진행된 연
구사 검토의 경우, 통시적 기준에 의해 발표된 논문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하
거나 연구자의 개별 논문을 각각 분석하는 방법, 또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
점이나 방법론별로 연구 대상을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록 검토 대상의 범위와 논의의 초점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역시 연구사
의 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10 따라서 본고에서는 서론에서 진행한 선행 연구
검토 방법을 독립된 연구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주
7 서영식, 「한일 근대 가족사소설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8 金貞惠，
「変動期社会と伝統家族の没落--『家』と『三代』を中心に」
，島崎藤村研究 (25),
1997, p.51-60.
9 임태균, 「日韓近代文學における父子關係の比較硏究: 島崎藤村と廉想涉を中心に」,大阪大學, 2002.
채영임, 「島崎藤村と廉想涉の比較研究: 作品に現れた家族像を中心に」, 廣島大學大學院, 2005.
임태균은 시마자키 도손과 염상섭 작품 속의 부자관계를 비교연구의 중심으로 삼았고, 특히
논문의 제 4 장에서 『이에(家)』와 『삼대(三代)』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반면 채영임은 도
손과 염상섭의 비교를 통해 두 작가의 개별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상을 탐구하는 데 그쳤을
뿐, 『쟈(家)』와 『삼대(三代)』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고는 채영임의 논문을 비교사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10 황정현, 앞의 글,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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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 성과들을 아우르면서 연구사 자체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본론을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각 나라에서 진행된 두 작
품 혹은 세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Ⅱ장에서
는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된 『삼대』와 『쟈』의 비교연구를, Ⅲ장에서는 중
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쟈』와 『이에』의 비교연구를, Ⅳ장에서는 한국과 일
본에서 진행된 『삼대』와 『이에』의 비교연구를 살펴볼 것이며, Ⅴ장에서
는 세 작품을 동시에 다룬 비교연구 결과를 검토할 것이다. 본고는 위의 논
문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각 연구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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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삼대』와『쟈』의 비교사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쟈』는 양국 근대문학에서 모두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한국 근대소설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염상섭의 『삼대』는 장편으로서의
규모나 구성의 치밀성에 있어서나, 내용상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나 한국 소
설사에 우뚝 솟은 봉우리라 규정되고 있다.11
바진이 쓴 최초의 장편소설이자 대표작인 『쟈』 역시 중국 신문학사상
의 기념비적 저작12으로서 모둔의 『자야』와 함께 1930 년대 사실주의의 대
표적 장편으로 꼽히고 있다.
『삼대』와 『쟈』는 한〃중 양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는 만큼 두 작품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염상섭 소설에
대한 비평적 관심은 동시대의 문인, 평론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0 년대
에 들어오면서부터 염상섭의『삼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
근까지 꾸준히 진행돼왔다. 바진과 그의 작품에 관한 전문 저서는 40 년대
말 프랑스 학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등장했고, 60, 70 년대에는 미국과 소련
의 학자에 의하여 3 권의 유사한 전문 저서가 나왔는데, 중국 본토의 경우
에는 1981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巴金評論』이라는 첫 전문 저서가 출판
되었다. 그 후로 바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지속되어, 괄목할 만한 연
구 성과가 축적된 상황이다.
1931 년에 각각 <조선일보>와 <상해시보(上海時報)>에 연재되기 시작
한 『삼대』와 『쟈』에서는 조-부-손으로 이루어진 봉건 대가족 내에서의
신구 세대의 갈등이나 진보적 지식인의 고뇌와 같은 다수의 공통적 모티프
를 발견할 수 있다. 2000 년대에 들어서부터 양국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
사성에 주목하였고, 두 작품을 비교하는 논문들이 대거 나타나기 시작했다.
Ⅱ장에서 본고는 염상섭의 『삼대』, 바진의 『쟈』 두 작품을 비교한 한
〃중 양국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에서의 연구 상황을 각각 개괄
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
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1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p.509.
12 陳丹晨，『巴金評論』，石家莊：河北人民出版社，1981，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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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의 연구
한국에서의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쟈』에 대한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1999 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2 편의 학술지 논문13, 12 편의 석
사학위 논문14과 1 편의 박사학위 논문15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작품 속 인물 형상을 분석하거나 혼인 및 교육의 문제에 주목하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삼대』와 『쟈』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인물형상 비교연구
가족사소설에서 인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의 소설 유형에 비해 훨씬
크다. 『삼대』의 30 여 명, 『쟈』의 70 여 명에 달하는 등장인물들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인물형상에 주목하여 염상섭과 바

13 강경구, 「돈과 권력과 성의 삼중주-파금의『쟈』와 염상섭『삼대』의 비교연구」,
中國學報, Vol.40 No.1, 1999.
강경구, 「한〃중 현대 가족사소설의 비교연구: 염상섭과 바진, 그리고 채만식과 로우서의
소설을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Vol.20, 2001.
14 김성옥, 「염상섭의 『三代』와 바진의 『家』에 대한 比較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선우금, 「巴金의 『激流三部曲』과 廉想涉의 『三代』의 比較研究: 女性의 婚姻과
教育問題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정애, 「염상섭의 『삼대』와 巴金의 『家』 리얼리즘 비교연구-인물 행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수해국, 「염상섭의 『삼대』와 巴金의 『家』의 대비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윤 설, 「巴金의 『家』와 염상섭의 『삼대』 주제사상 비교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송성실, 「동아시아 전통가정의 현대로의 변화: 바진의 『가』와 염상섭의 『삼대』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선보량, 「
『삼대』와 『가』에 나타난 세대갈등」,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장예소, 「염상섭의 『삼대』와 파금의 『가』의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김 성, 「염상섭의 『삼대』와 빠진의 『가』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장어헌, 「한〃중 가족소설에 대한 비교연구: 염상섭의 『삼대』, 바진의 『쟈』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왕서, 「廉想涉의 『三代』와 巴金의 『家』의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나상우, 「
『삼대』와 『쟈』에 나타난 지식인상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5.
15 호미, 「염상섭과 빠진(巴金)의 가족사소설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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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작품을 비교했다. 본고에서는 위 두 작품의 주축을 이루는 남성인물들
과 이들 주위를 맴도는 여성인물들의 경우를 구분하여, 인물형상을 중심으
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남성인물 형상 연구

우선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자.
김성옥, 수해국, 송성실, 김성, 호미 등의 연구자가 두 작품 속 남성인물 형
상비교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는데, 김성옥, 송성실, 김성은 두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을 유형별로 3 부류16로, 수해국과 호미는 4 부류17로 나누어 비교 고
찰하였다. 필자는 이들의 분류를 재조합하여 1 세대, 2 세대, 3 세대로 나누어
기존연구를 검토하겠다.
1 세대의 분류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예외없이 봉건적 1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고노인(高老爺)과 조의
관에 주목하였다. 『삼대』와 『쟈』의 조부 조의관과 고노인은 둘다 자수성
가하여 가문을 일으킨 대지주이자 자산가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봉건 대가
족의 가부장으로서 ‘효’ 사상에 기초한 봉건적 윤리도덕 관념을 잣대로 가
문을 다스리며, 가정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제멋대로 가족 구성원들을 구속
한다. 그들은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2, 3 세대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 가족 관념이 강한 그들은 후대들이 입신양명하여 가문을
16 김성옥: 권위적인 1 세대-봉건의식의 수호자 조의관, 봉건전제의 수호자/신뢰할 수 없는
2 세대-타락한 개화파 조상훈, 수구주의자 커밍과 방탕아 커안, 커딩/진보적인 3 세대-점진
적인 개량주의자 조덕기, 이중성격의 인물 줴신과 용감한 반역자 줴민, 줴휘이.
송성실: 전통적인 인물형상-봉건 대가정의 군주 고나으리, 봉건대가정의 지배자 조의관/
과도기적 인물형상-무저항주의자 가오쥬에신, 위선적 지식인 조상훈/신시대의 인물형상-투
쟁주의자 가오쥬에후이, 개량주의자 조덕기.
김 성: 근대화를 배척하는 계층-봉건중심적인『삼대』,권력중심적인『가』/봉건제도와 근
대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계층-근대교육이 낳은 방탕아『삼대』, 봉건교육이 낳은 향락주의자
『가』/근대화를 지향하는 계층-민족의식을 통한 식민타파『삼대』, 민주의식을 통한 전제주
의 타파『가』.
17 수해국: 가족의 통치자-조의관과 고노인/가족의 타락자-조상훈과 커밍, 커안, 커딩/가족
의 중간자-조덕기와 줴신/가족의 반역자-김병화와 줴휘이.
호 미: 창조적 1 세대들과 가문의 융성-신흥 지주 자본가의 전형(조의관), 봉건사회 신사
계급의 유물(고노인)/과도기 세대의 혼란과 도덕적 타락-‘마작’과 개화기 지식인의 정신적
황폐성(조상훈),‘아편’과 봉건 사대부계층의 몰락(커딩 형제)/‘중도적 인물’을 통한 사회
전체상의 제현-가족의 화합 도모돠 ‘심파사이저’의 논리(조덕기), ‘長子 콤플렉스’와 사
회 변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줴신)/저항적인 인물들과 전망의 제시-‘주의자’와 ‘노동자’
새로운 민족 주체의 등장(김병화), 반항아와 개성해방의 추구(줴휘이, 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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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낼 것을 희망한다.
김성옥은, 조의관이 봉건 의식의 완고한 수호자인데 비해, 고노인은 이
를 넘어서 가정이라는 ‘왕국’의 절대적인 ‘군주’로 군림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송성실은 이러한 고노인과 조의관
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송성실이 보기에 고노인은
봉건 대가족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자라나는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에
게 순종하게 하고, 또 이를 위해 그들의 청춘과 행복을 짓밟는 일도 마다하
지 않는 인물이다. 이와 달리 조의관은 후손들의 혼인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는 않는 편이며, 그들의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경고하거나 주의를 주기
는 하지만, 자손의 발을 집안에 묶어놓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이처럼 고노인이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고히하기 위해 전제적 권위에
집착한다면, 조의관은 제사를 비롯한 조상숭배나 이를 위한 돈에 더욱 집착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의관과 고노인은 모두 작품의 후반부에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김성옥과 김성은 그들의 죽음이 봉건 대지주 가정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면
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조의관의 죽음 이후 신구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반면 고노인의 죽음 이후에는 손주 며느리가 여전히 봉건적 제도의 희생양
으로 남는 등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호미는 조의관과 고노인의 권위의 쇠퇴는 어느 측면
에서 1930 년대 봉건사회로부터 근대화로 진입하는 사회적 전환기 한국 및
중국 사회에서의 ‚가부장적 가족질서와 국가질서의 와해‛18를 상징하고 있
다고 지적한다. 또한 가부장들의 참담한 죽음은 불합리한 가부장적 가족제
도의 피해자가 가족 내부의 여성과 연소자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최고 권력
자인 가부장 자신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대』와 『쟈』에 등장한 2 세대, 즉 아버지 세대의 남성 인물들은 모
두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호미는, 이들이 사회적 변혁기에 사회
진출에 실패하고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할 길을 잃어버린‘시대적 낙오
자’들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념적으로 불투명한 이들
2 세대들은 공통적으로 집안 가산을 탐내는 탐욕가인 동시에 엽색, 축첩 등
성적으로 타락한 행각을 벌이는 방탕한 인물들로 전형화되어있다. 이러한
가문 후계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1930 년대 한〃중 가족사소설에 비
18 王一川，
『中國形象學』
，上海三聯出版社，1998，호미, 앞의 논문, p.72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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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사소설의 공통적인 주제라 할 수 있는 ‘가
문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호미는 주장한다.
김성옥은 조상훈을 타락한 개화기 지식인의 전형으로 보았다. 미국 유
학을 통해 서양 문물과 교육을 어느 정도 접한 그는 애초에는 기독교 신자
이자 교육자로서 사회적으로 신망 있고 민족운동에도 관심을 지닌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인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지면서, 조상훈은 자신의 이상을 펴지 못한 채
좌절과 방황을 거듭하게 된다. 또한 그는 가정 내에서도 완고한 봉건의식과
절대적 권위를 지닌 1 세대 조의관과 첨예하게 대립하다 배척당하고, 외래
사조에의 편승과 위선적인 이중생활로 인하여 3 세대인 아들 덕기와도 끊임
없이 갈등한다. 결국 그는 여색을 탐하고 방탕한 생활을 추구하는 타락한
인물로 전락한다. 여기서 김성옥은 조상훈이 타락한 이유를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선, 조상훈은 식민지 사회의 정치적
탄압이나 봉건적 권위를 수호하는 조의관에 의한 배척이라는 외부적 원인에
의해 타락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는 민족의 전통과 식민지 현실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개인적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자제력이 결핍되
어 있다는 내부적 원인에 의해 타락하게 된다. 김성옥은 ‚식민지 시대 정치
적 출구가 막혀버려 개화파로서의 이념과 위치를 상실한‛ ‚타락한 조상훈
의 모습 자체가 당대의 식민지 현실19‛이라고 말한다.
『쟈』의 커안(克安)과 커딩(克定)은 중국의 전형적인 가족사소설에 등
장하는 ‚호강스럽게 자란 귀족 집안20‛의 타락한 자식이다. 조상훈과 달리
커안 형제는 ‘사서오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시와 문장을 짓는 능력을
훈련 받은 구식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근대적 자의식을 전혀 형성하지 못한
채 사치와 여색만 탐하는 방탕한 아들들이다. 호미는 커안 형제의 타락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중국 봉건 사대부 계
층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사회진출에 실패하고 집
안에 들어앉게 된 주요 원인으로 근대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1300 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중국의 봉건 관료 선발제도인 ‘과거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즉 중국 현대사의 격변이 구식 교육을 받는 지식인들의 신분
19 김태진, 「 『 삼 대 』 의 정신사적 연구」, 대구대학교, 1999, p.24, 김성옥, 앞의 논문,
p.52 에서 재인용.
20 萬君寶，「中國古代小說中的紈绔子弟與悲劇意識」，『荊州師專學報』，1993，第 1 期，
p.22， 호미, 앞의 논문, p.7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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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외에도 수해국은 소극적인 전통
문화에 길들여진 커안 형제는 교활하고 위선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지적한다.
그들은 겉으로는 애써 효심 있고 공손한 正人君子로 가장한 채 아침저녁으
로 문안을 올리며 고노인의 환심을 사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만 일삼고, 그
가 죽자마자 재산 상속에만 혈안이 된다. 수해국은, 이들의 타락상이 봉건
대가정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또한 봉건지주 계급의 멸망이 역사
의 필연적인 법칙임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3 세대에 대한 비교연구는 주로 조덕기와 줴신(覺新), 김병화와 줴휘
이(覺慧), 줴민(覺民)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호미는 조씨 및 고씨 가문을 계승하는 장손인 동시에 작품을 이끌어 가
는 주인공인 조덕기와 줴신을 ‘중간적 인물21’로 보아 두 인물을 비교하였
다. 조덕기는 가족 내부적으로는 조부 조의관과 부친 조상훈 사이의 이른바
‘신-구’ 갈등에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동시에 당시 조선 사회에서 중요
한 이슈로 제기된 ‘좌-우’ 노선에 대해서도 ‘심퍼사이저’의 입장을 견
지하면서 중도적 모습을 보인다. 염상섭은 조덕기를 1920-30 년대 조선 사
회에서 선명하게 대립되었던 이 두 갈등축의 중간에 두어 매개적인 인물로
서 조덕기를 형상화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을 재현하고 있다. 조덕기는 자
신이 조부 조의관과 함께 생활하는 수하동 집과 부친이 거주하는 화개동 집
사이를 왕래하면서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부르주아 계층에 속하
는 자신의 집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항일의 제 1 선에서 뛰는 친구 김병
화가 거주하는 하숙집 사이를 왕래하며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한다. 조
덕기는 김병화의 정신에 감동받지만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하지는 않는다.
조덕기의 애국심은 ‘주의자’들에 대한 심정적 동조와 경제적 원조에 머물
러 있고, ‘주의자’에 대한 조덕기의 이와 같은 태도에 관한 연구는 ‘심퍼

21 여기서 말하는 중간적 인물은 역사의 흐름에 있어 주동적이지도 않고 반동적이지도 않은
방관자적 입장을 보이는 인물을 의미하며 더 구체적으로는 역사의 진보성에 긍정적인 측면
을 부여하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인물을 말한다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9, p.67.). 루카치는 월터 스코트의 일련의 역사소설들이 영웅적이지
않은 주인공을 중심으로서 소설을 구성한 것은 그 자신의 뛰어난 획기적인 서사적 재능 때
문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 의하면 이와 같은 ‘중도노선’을 추구하는 ‘중도적 인
물’들이 상호 투쟁하는 양극단을 서로 매개함으로써 이 양극단의 투쟁이 소설을 구성하고
그 상호충돌을 통해서 사회의 커다란 위기가 문학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게
오르크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97, p.40, 호미, 앞의 논문, p.87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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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저 22 ’ 논의에 집약되어있다. 기존 논의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조덕기의 중도적 입장을 그의 가족주의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분석하여 비판
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호미는 조덕기가 견지하는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심퍼사이저’의 논리는 염상섭의 식민지 시기 대처방식이라 할 수 있
는 민족화합의 이념에서 우러나온 사상이라고 보았다.
한편 줴신이 지닌 성격상의 중도성은 주로 가족 내부의 차원에서 조부
와 자신의 동생 사이의 이른바 ‘신-구’ 갈등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 드
러난다. 장자 줴신은 봉건제를 고수하는 할아버지와 이에 저항하는 동생 줴
민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처해있다. 그는 동생을 동정하지만 그에게
동조하지는 못하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로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동생을 설득하는 것뿐이었다. 동생과 조부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자 줴신
은 용기를 내어 ‘간곡히’ 조부를 설득하기 위해 나선다. 그러나 자신의 절
대적 권위가 손자 세대에 의해 도전받아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한 조부
가 크게 분노하자, 줴신은 ‘머리를 굽실거리며 조부의 방에서 물러난다.’
호미는, 바진이 대립되어 있는 양 세력 간에 ‘양다리 걸친’ 줴신이라는 매
개적 인물을 통해서 당시 중국 사회의 ‘신-구’대립 양상을 선명하게 재현
해 냈다고 보았다.
호미는 염상섭과 바진이 이와 같이 ‘중도적 인물’을 자신의 가족사소
설의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사회의 변혁기를 통과해야 했던 당대 한국과 중
국 지식인의 방황과 고뇌를 매우 절실하게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의 전체상
을 제시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한다.
조덕기와 줴신에 대해 김성옥은, 두 인물 모두 장손으로서 가문을 이어
가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조덕기는 조부의 배척에 따른 부친의 가정 내 위치
상실로 인하여, 줴신은 부친의 부재로 인하여 부담이 과중해지는 똑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조덕기의 ‘타협주의’와 줴신의 ‘작
읍주의(作揖主義)’, ‘무저항주의(無抵抗主義)’ 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염상섭은 『삼대』에서 중산 계급에 속한 중도적인 인물인 조덕기의 몰
22 ‘심퍼사이저’ 즉 ‘동정자’의 의미에 대해서 염상섭이 후일 스스로 ‚자기의 愛國思
想과 이에 따르는 모든 행동을 左翼에 同調하는 길로 돌리어, 독립운동을 潛行的으로 실천하
는 길‛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바가 있었다. 염상섭, 「횡보문단회상기」, 사상계, 1
962.12, p.260, 호미, 앞의 논문, p.96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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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을 통해 식민지 시대 조선 부르주아 계급의 취약성을 제시했으며, 바진은
『쟈』에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순응적인 인물인 줴신의 몰락을 통해 봉건
적 가부장제의 폐해를 고발했다. 한편 두 작가는 저항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수해국은 김병화의 철저하지 못한 투쟁 의식을 지적한다. 김병화가 사
회주의에 투신하게 된 동기는 부친의 학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에게서는 봉건제도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 수해국은 김병화가 투철한 프롤레타리아 이념을 갖지 못했으므로 그의
허상적 이념에 기반한 사회개혁론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이러한 허상
적인 이념은 실천적 행동에 있어서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많은 이들이 선택한 것이 ‘맑스보이’, ‘주
의자’란 유행 사조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대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주의를
정면으로 수용할 만한 지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
용될 자본주의 사회 구조도 성숙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병화와 병화
부친 사이의 대립은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와 ‘기독교’ 사이의 대립이
라 말할 수 있으며, 둘 다 외래 사조에 불과한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극단적
인 갈등은 당시 사회의 풍속의 일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처럼 투철한 현실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받아들인 사회주의 사상은 처음부
터 변질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수해국은 지적한다.
반면 수해국은, 줴휘이의 사상이 5.4 시기 중국혁명의 시대적 특징을 반
영하고 있으며, 서구사상의 영향으로 형성된 그의 사상의 핵심은 과학과 민
주사상이라고 보았다. 줴휘이의 유치하고 대담한 성격은 신사상의 영향 하
에 봉건적인 기성세력에 대한 반항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봉건가족의 질서
를 무시하고 하녀 鳴鳳을 과감하게 사랑한다. 그의 사랑에 대해 수해국은,
인간의 가치를 중심에 놓는 자산계급 휴머니즘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는 진보적이지만, 봉건 가족에서의 신분적 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
었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잠재의식에도 봉건적인 신분사상이 남아 있었기
에 鳴鳳을 확고부동하게 사랑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한편, 호미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는 저항적 인물인 김병화와 줴후이
에 주목하여, 이들 인물들은 모두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
는 ‘이념형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그는 『삼대』
에 등장하는 저항적 인물들에게 사회주의가 일제 식민통치 체제를 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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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방도였다면, 『쟈』에 등장하는 저
항적인 인물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 이념은 봉건적 군주제를 철폐하고 근대
적인 민주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상적 지침이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자들을 바라보는 염상섭의 시선이 이중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염상섭이 국가 독립을 위한 이들 ‘주의자들’의 개인적
인 희생정신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선을 던졌지만, 사회주의 사상의 배타성
이나 민족 분열을 조성할 수 있는 편협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는 것이
다. 이와 반대로 바진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타파하
고자 하는 저항적인 인물들에 대해 시종일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호미는 말한다.


여성인물 형상 연구

호미는 『삼대』의 연작소설 『무화과』 및 『쟈』의 연작소설 시리즈 『격
류삼부곡(激流三部曲)』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형상으로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힌다. 그는 우선 1 세대 가부장들이 돈으로 사온 첩, 가부장적 가족 질서
에 순응적인 여성,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하는 ‘신여성’이라는 세 개
의 여성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여성인물의 특성을 비교함으
로써 1930 년대 한〃중 가족사소설을 관통하는 여성상, 그리고 염상섭과 바
진의 여성관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삼대』와 『쟈』에 등장하는 수원집과 진씨 부인(陳姨太)은 하층민 출
신이며, 돈에 팔려 나이 많은 지주나 재산가의 후실로 들어간 여성들이다.
대가족 내에서 수원집이 조의관의 자손번식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
한다면, 진씨 부인은 고노인의 육체적인 향락을 북돋우는 도구로서 존재한
다. 가족의 정식 구성원들에게 이 첩들은 한결같이 소견이 좁고 교양이 없
는 인물로 대상화된다. 그리고 여타의 가족들로부터도 이들은 천대와 멸시
를 받는다. 거듭 욕망이 좌절되는 경험 속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였던 이 첩
들은 가족의 정식 구성원들을 적대시하게 되고, 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일삼게 된다. 이들 첩들은 종종 가정 내 권력자인 남편의 힘에 의탁하여 멸
시와 천대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한다. 호미는, 이처럼 첩들은 가족 간의
불화를 조성하고 집안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또
한 첩과 가문의 후손 간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삼대』의 경우 돈을 매개
로 서로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면, 『쟈』에서는 이들의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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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다툼의 양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한다. 즉 수원집은 갈등 속에서 유산
을 상속받기를 원했고, 진씨 부인은 신분의 보전을 원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호미는 『삼대』와 『쟈』가 첩들이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
해 가족의 죽음을 초래하는 사건을 묘사함으로써 전근대적 가부장 사회에서
의 축첩제도의 폐해를 고발하는 한편 1930 년대 한〃중 사회에서 첩을 바
라보는 보편적인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삼대』, 『무화과』 연작과 『격류삼부곡(激流三部曲)』에는 모두 남
편의 외도와 축첩, 남아생산의 실패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성 인
물이 등장한다. 호미는, 두 작가가 이 버림받은 여성 인물들의 비극을 묘사
함으로써 봉건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준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고 보았다.
호미는 염상섭이 집안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남편의 외도 및 축첩으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들, 즉 조상훈의 처(덕기 모)와 덕기 처의 삶을 『삼대』
를 통해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해 피해를 받는 여
성들에게 무한한 동정을 내비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염
상섭은 여성의 순종적 태도를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고도 볼 수 있다.
부친과 어머니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덕기는 부친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어머니의 ‘인내심 부족’을 문제 삼아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호미는 덕기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염상섭의 보수적인 여성관을 간
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激流三部曲』의 션씨는 고씨 집안의 다섯째 아들인 커딩의 정실부인이
다. 그러나 그녀는 대를 이어갈 남아를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족들
로부터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이러한 천
시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딸의 혼인에 모든 희망을 건다.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어린 딸의 발을 잔인하게 전족(缠足)시키고 이로인해
딸, 고수쩐(高淑貞)은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된다. 결
국 딸은 우물에 투신자살한다. 호미는 고수쩐의 죽음이 우이줴(瑞珏)의 죽
음과 마찬가지로 작품 전체에 비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대한 바진의 비판정신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호미는 염상섭과 바진이 여성인물들을 모두 비극적 인물로 형상화하여
그녀들의 비운에 동정적 시선을 보냄으로써 봉건적인 가부장제가 여성들에
게 준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염상섭은 여성 인물들을 동
정하는 동시에 이 여성들의 순종과 인내심을 지지하는 눈길을 보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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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여 가족의 화목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바진은 션씨 부인의 인생 비극과 가족 갈
등에 의해 희생된 젊은 생명, 고수쩐의 죽음을 통해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
의 폐해를 염상섭보다 더욱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순응적인 여성들이 집이라는 공간속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염상섭과 바진의 두 작품 속에는 가족으로부터 탈주하는 ‘신여성’들도 등
장한다. ‘신여성’들은 전통적인 여성관을 거부하는 반항적 성격을 가진 인
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삼대』에 등장하는 신여성-홍경애와 이필
순은 모두 ‘시련기-전환기-성숙기’라는 전통적인 ‘여성 성장소설’의 삼
단계를 거쳐서 순진하고 미숙한 여성에서 점차적으로 독립적 인격을 획득하
여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민족적 자아’를 지닌 여성으로 성장
한다. 『쟈』에서 친(琴)은 중국 ‘5.4 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신여성을 대
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독립적인 인격과 혼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친은 줴신과 메이(梅)의 비극을 통해서 가부장적 혼인 제도의 비
인간성과 불합리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다시 메이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줴신과 메이가 가부장적 혼인 제도로 인해 겪는 수난과 고통은
琴에게 ‘간접적 교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삼대』, 『무화과』 연작에 등장하는 신여성들은 모두 타락했거나 혹
은 나약한 부르주아 계급과의 혼인 혹은 연애에 실패한다. 이를 계기로 이
여성들은 사회의식을 획득하고 ‘주의자’와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민족 독립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호미는 염상섭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각성이 곧
민족적 자아의 각성이라고 보았다. 반면 『激流三部曲』에 등장하는 신여성
들은 동시대 가부장적 혼인 제도에 순응적인 여성의 비극적 삶을 간접적으
로 체험하며, 이를 통해 봉건적 혼인제도의 폐해를 깨닫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된다. 호미는 바진이 제시한 긍정적 신여성상은 독립적 인격의 추
구와 개성적 자아의 각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각성을 민
족적 자아의 각성과 동일시한 염상섭의 경우와 차별화된다고 주장한다.
2) 여성의 혼인 및 교육에 대한 연구
선우금은 여성의 혼인 및 교육의 문제에, 윤설은 봉건 사회에서의 여성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삼대』와 『쟈』 두 작품을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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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금은 『쟈』의 친, 『삼대』의 홍경애와 필순에 주목하여 여성의 혼
인 및 교육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는 『쟈』의 친을 5.4 운동 시기에 나타난
신사상의 영향을 받아 봉건제도에 강력하게 반항하는 자로 보았다. 琴은 사
범학교에 진학했을 때 주변 사람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
았으며,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녀공학인 외국어 전문학교에 입학하
기로 결정한 진보사상을 가진 신여성이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 문제에 있어
서 주체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친은 그 시대의 한 여성으로서 봉건사상에
저항하며, 동시대 여성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진보적 사상에 입
각해 남녀평등권을 쟁취하였다.
친은 『쟈』에서 유일하게 혼인에 성공한 여성이다. 선우금은 바진이 여
성해방을 부르짖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야를 인간의 발견에서 여성
의 발견으로 확장시켰으며, 여성인격의 독립에 대한 관심에 기초하여 인간
의 가치와 인격의 평등을 존중하는 사상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여
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하고, 진
정한 자각과 노력은 자신이 여성임을 적극적으로 긍정 23 할 때 비로소 시작
된다는 것을 바진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었다고 주장한다.
『삼대』의 경우 선우금은 홍경애와 필순에 주목하여 논의를 이끌어간다.
홍경애는 독립운동가의 딸로 고등교육을 마친 신여성이다. 그녀는 조상훈의
소개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학교 교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며, 3
개월 동안 유학을 한 경험도 있다.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술집에
서 여급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내 여급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
을 변화시킨다. 여기서 선우금은 홍경애가 배운 자였기 때문에 자아의 주체
성을 확립해 이전의 첩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병화, 필순과 함
께 반찬가게를 경영하며 노동의 신성함을 깨닫고 민족을 위한 운동을 지원
하는 역할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홍경애와 달리 필순을 통해서는
염상섭은 또 다른 모습으로 교육 문제를 묘사한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고
등학교 2 학년밖에 마치지 못한 필순은 늘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고 공부
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공부를 더 할 것을 권유
할 때마다 필순은 거절한다. 선우금은 이러한 필순의 거절의 원인이 자신의
판단에 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는 행동을 하고자 한 데 있

23 김상원, 「지식인 소설을 통해 본 오사의 시대정신과 시대정서」, 中國文學研究，18 集，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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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점은 염상섭이 『삼대』를 창작한 동기와도 관계가 있
다고 보았다. 즉 염상섭이 『삼대』의 창작 의도를 ‘새로운 뜻을 뼈로 삼고
조선의 현실사회의 움직이는 모양을 피로 하고 중산계급의 살림과 그들의
생각을 살로 부처서 그리라는 것24’이라고 밝히고서, 『삼대』 속 ‚조의관,
상훈, 덕기의 3 세대를 통해 인습의 타파와 전통적인 정신의 계승이라는 두
가지의 중심적 갈등‛을 보여 주고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상섭이 두 중심
적 여성인물 중 홍경애는 신여성으로, 필순은 유교적 전통에 순응하는 인물
로 창조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삼대』에 나타난 혼인 문제는 두 여주인공의 행동 및 사유방식에서 각
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홍경애는 유부남인 조상훈과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며 그의 아이까지 낳게 된다. 하지만 조상훈은 그녀를 버리게 되고, 경제
적 어려움에 처한 홍경애는 술집의 여급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녀는 병화,
필순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부터 자신의 위치를 첩살이와 술집여급이라는 밑
바닥 인생에서 자아 정체성을 지닌 한 여성으로 탈바꿈 할 수 있게 되었고,
반찬가게를 열어 노동을 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경애는 자신
의 혼인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첩살이를 선택해서 육체적인 타락에 이르
며 소외된 여성의 삶을 살았지만, 그 후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신
적으로 주체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회적인 삶을 사는 여성으로 변모하였
다. 필순은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긴 하지만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채 자아를 성숙시켜 가는 인물이다. 필순은, 자
신을 지키며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려는 마음과 사람 좋고 돈 많은
덕기에게 의지해서 행복을 추구하고픈 마음 사이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덕
기도 유부남인 만큼 그녀가 덕기에게 존경과 호감의 감정을 느끼는 모습은
이전의 홍경애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필순은 홍경애와 달리 자신
의 마음을 다잡고 덕기에 대한 감정을 통제한다. 여기에 필순의 혼인관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선우금은 말한다. 필순은, 그들의 관계를 우정
으로 하자는 덕기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떤 남자의 첩이라는 비정상적인 지
위를 거부하고 덕기와의 관계를 민족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그 길을 같
이 가는 동지애의 관계로 변화시킨다. 선우금은, 필순의 혼인에 대한 사유
방식을 통해서 염상섭이 제시하는 모범적인 신여성은 신사상과 사회주의에
접하되 그것을 맹목적으로 과감하게 실천하는 여성이 아닌, 평범하고 소녀
24 염상섭, 조선일보, 193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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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 멋을 가진 여성상이라고 주장한다.
윤설 역시 여성문제에 주목하였다. 그는 『쟈』에서의 여성을, 전통의 악
습으로 인해 비극적 삶을 살며 고통 받는 여성들과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제도에 반항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여성으로 구분했다. 메이，위이줴，
밍펑(鳴鳳)은 대부분의 봉건사회 여성들처럼 참고 순종하며 자신들의 운명
에 순응한 인물들이다. 메이는 줴신과 서로 사랑했으나 고노인의 심한 반대
로 강제로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며, 1 년만에 과부 신세로 친정에 돌
아온 후 병까지 얻어 쓸쓸히 죽어가는 비극적인 인물이다. 메이가 전통적인
혼인 제도에 의해 줴신과 결혼하지 못한 반면, 우이줴는 어른들에 의해 줴
신과 결혼하게 된다. 메이와 우이줴의 위치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자
신에게 강요된 외부의 압력에 아무런 반항 없이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겨버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밍펑은 메이나 우이줴와 신분은
다르지만, 역시 봉건 예교로 인해 고통 받는 여성인물이다. 밍펑은 고씨 집
안의 하녀로서 7 년 동안 집안 어른들의 온갖 꾸중과 매질에도 묵묵히 자신
의 일을 해나가는 인물로서, 그녀 역시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고 생각한다. 또한 그녀는 줴휘이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
망을 순간적으로 품지만,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이내 모든 것
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밍펑의 자살
은 순종 아니면 죽음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당시 여성들의 비극을 더욱 극
대화하고 있다. 윤설은, 바진이 이 세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봉건 제
도와의 타협이나 무저항은 결국 불행한 삶만을 만들어 낼 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용감히 투쟁한 친의 형상을 통해 불합
리한 제도에 대항해 싸우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또한 바진은 친의 진보적이고 용감한 모습을 통
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교육받을 권리, 자주적으로 결혼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 구조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도 남
성과 동등한 인간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 사회제도적으로도 남녀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바진이 5.4
시기 여성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윤설은 주장
한다. 끝으로, 『삼대』의 여성 문제에 대해서 윤설은 앞서의 선우금과 동일
한 견해를 보여주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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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의 쓰임과 성의 용도
강경구는,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쟈』에서 대가족의 형성과 파
탄에 권력과 돈, 여자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장은 막대한
권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대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고, 여성의 생산
이 있어야 아들과 손자를 열매처럼 거느린 대가정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데 이 두 작품에서 권력과 돈과 성은 바로 이 대가족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강경구는 지적한다. 그는 고노인과 조의관의 돈
쓰기, 커딩, 커안 형제와 조상훈의 돈쓰기, 줴신과 조덕기의 돈쓰기, 줴휘이
와 병화의 돈쓰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노인에게 있어서 집안 행사 때마다 무제한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 보
다 큰 권력을 창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것은 더 많은 돈을 재
생산하기 위한 투자였다. 『삼대』의 조의관도 가세를 과시하기 위해 양반 신
분과 의관이라는 직함을 사고 묘소를 꾸리는 등의 일에 큰돈을 쓴다. 이처
럼 고노인과 조의관의 돈은 권력과 돈의 재생산을 위해 쓰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강경구는 고노인의 돈쓰기는 봉건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조의관의 돈쓰기는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하다. 그는
이 차이의 원인이 당시 양국의 시대상황에 있다고 보았다. 일본에 의한 한
일합방으로 봉건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국인에게는 정치권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따라서 입신양명을 통한 치부의 길은 아예 막혀버
린 셈이다. 그러므로 조의관의 재산은 결코 정치권력에 의해 불려질 수 없
었고, 자본주의적 운용에 의해서만 축적이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봉건황제가 하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방정부는 봉건적 질서를 유
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노인을 비롯한 봉건 신사들은 정치권력이 돈을 버
는 가장 효과적인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
들의 신분을 과시하여 지배계층의 일원임을 인정받는 일이야말로 더 큰돈을
벌어들이는 길이었던 셈이다.
강경구는 커딩, 커안 형제와 조상훈의 돈쓰기에서 과거를 상실하고 미
래를 포기한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한다. 진사급제가 영원히 불가능
하게 되어버린 정치적 상황에서, 커딩 형제는 부인의 패물과 가족의 생활비
를 빼돌려 집을 차려놓고 아편중독자인 여성과 음락을 즐기며 타락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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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든다. 반면 조상훈의 경우,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적 돈쓰
기의 가치를 알기는 했지만 그것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 즉 그 사회에 자본
의 발전이 전혀 없다는 점은 깨닫지 못했다고 강경구는 지적한다. 결국 조
상훈도 개인의 쾌락을 위해 낭비적 돈쓰기를 시작한다. 두 경우 모두 여자
의 성을 돈을 주고 샀지만, 커딩은 버젓이 문패까지 내걸고 첩살림을 시작
했고 조상훈은 자식이 생기자 경애를 버린다. 강경구는, 집을 얻어 살림을
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크다고 보면서 소설에서 집은 봉건성을 대표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통해 커딩을 봉건주의의 후예, 조상훈을 자
본주의의 서자 정도로 파악했다.
이에 비해 줴신과 덕기의 돈쓰기는 상대적으로 대가족의 질서에서 벗어
나 있으며, 줴신이 대가족의 질서에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편이
었다면, 덕기는 개인적 우정과 사랑을 위해 돈을 쓰는 편이었다고 강경구는
해석한다. 즉 줴신의 돈쓰기는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덕
기의 돈쓰기는 인정의 흐름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맥
상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구는 줴신이 대가족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에서만 동생을 지지하였던 점에서 덕기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줴
신은 대가족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줴휘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의 돈쓰기는 흩어지려하는 대가족을 임시로 봉합하기 위한 수단이
었다. 반면 덕기는 가족을 축소시킴으로써 대가족의 이념에서 벗어나 가족
과 사회가 소통하는 길을 찾기 시작한다.
줴휘이와 병화의 돈쓰기에서 강경구는 돈의 출처에 주목하였다. 봉건주
의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자기부양능력이 없었던 줴휘이는 봉건주의에의
순응자인 형 줴신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했고, 병화 역시 주된 사업
자금을 그가 부르주아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덕기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둘은 모두 자신의 의지처를 부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강경구는 성의 문제도 대가족을 파탄으로 끌고 가는 계기로 보았다. 그
는 각각 고노인과 조의관, 커딩 형제와 조상훈, 줴신과 덕기, 줴이휘와 병화
의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강경구는 우선 『쟈』의 진씨 부인도, 밍펑이 권력자들의 친교를 위해 펑
락산(馮樂山)에게 보내졌던 것처럼, 다른 권력자들로부터 보내졌을 가능성
이 높다고 지적한다. 그녀 역시 친교를 다지기 위한 선물이자 권력의 희생
자였던 것이다. 그녀의 성적 역할은 쾌락의 변형된 형태로서 늙은 고노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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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 한편, 『삼대』에서의 수원집은 조의
관이 이만 냥을 주고 사들인 여인이다. 그녀의 성 역할은 남성을 위해 자식
을 생산하고 쾌락을 제공해주는 일이었다. 강경구는, 수원집의 경우 자본시
장에 상품으로 팔리는 상황을 거치며 그녀의 성이 봉건적 지배에서 풀려났
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진씨 부인은 고노인에게 완전
히 종속되었고 고노인의 죽음 이후에도 대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
지만, 수원집은 조의관이 돈을 내어준 만큼만 지배권 행사를 당한다는 점에
서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커딩 형제와 조상훈의 성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서, 강경구는 커딩형
제가 표면적으로는 유가의 금욕주의적 가치관을 따르는 신사계층이었기에
부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성은 자손번식의 의미를 강하게 띄었음
을 지적한다. 그러나 봉건 질서가 현실적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비정상
적으로 억눌려 있던 이들의 성욕이 분출되게 되고, 이러한 성욕은 쾌락주의
적 경향을 보이다 결국 패륜에 이르게 된다. 반면 조상훈에게는 성을 통한
봉건적 자손번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다. 그 증거로 강경구는, 조상훈이
아들 덕기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점, 경애가 낳은 아이를 자기의
핏줄로 인정하는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즉 경애의 아이를 귀찮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는 성을 오로지 쾌락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커딩 형제가 번식과 쾌락에 두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반면 상훈은 두 발 모
두 쾌락의 세계에 담고 있었다고 강경구는 해석한다.
줴신과 덕기는 모두 어린 나이에 조부의 명령에 의해 결혼을 한다. 그
들의 결혼은 오로지 후손을 낳기 위한 번식의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고, 두
사람 모두 가정의 울타리 바깥에 애정의 대상을 갖고 있다. 개인주의적 요
소와 가정주의적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에 줴신은 한편으로 아들의
탄생과 성장을 기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메이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
으로 괴로워한다. 그는 번식적 성을 의미하는 아내 우이줴과 애정적 성을
의미하는 메이의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둘을 모두 잃고 만다. 덕기 역시
아내와 필순을 두고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한다. 그러나 그 방황의 앞길을
미지의 세계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줴휘이과 병화는 신분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평등한 인간으로서 여
성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줴휘이가 애정과
일을 동시에 추구하지 못했던 반면, 병화는 애정과 일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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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이정애 역시 돈의 쓰임과 성의 용도에 주목하면서 돈의 쓰임을 각각 봉
건성, 부패성, 가족 수호성, 강력한 실천의지와 행동성으로, 성의 용도를 전
통성, 쾌락성, 봉건체제의 계승, 평등관의 표출 등으로 분류 개괄하면서 강
경구의 논의를 보완하였다.
4) 그 외의 연구
선보량은 두 작품의 세대 갈등에 주목하여 갈등의 유형을 1 세대와 2 세
대, 1 세대와 3 세대, 2 세대와 3 세대 간의 갈등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했다.
1 세대와 2 세대의 갈등에서는 『삼대』의 조의관과 조상훈, 『쟈』의 고노
인과 커안, 커딩 형제 사이의 갈등을, 1 세대와 3 세대의 갈등에서는 조의관
과 조덕기, 고노인과 줴신의 갈등을, 2 세대와 3 세대의 갈등에 서는 조상훈
과 조덕기, 커딩과 줴휘이의 갈등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장예소는,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쟈』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작가
의 세계관과 문학관, 작품의 사상성에 대한 탐구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작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소홀히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
하기 위해 그는 소설의 텍스트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정하고, 두 작품의 서
술적 방식과 소설의 세부묘사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
고 차이의 원인을 찾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

2. 중국에서의 연구
중국에서의 염상섭의 『삼대』와 바진의 『쟈』에 대한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6 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2 편의 학술지 논문25, 3 편의 석사
학위논문26과 1 편의 박사 학위논문27이 발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
25 金义信, 「中韩两国现代家族小说的丰碑——巴金『家』与廉想涉『三代』之比较」,
盐城师范学院学报, 2010 年 01 期.
崔美兰, 周子又, 「廉想涉『家』与巴金『家』的第一代空间结构之比较」, 东疆学刊,
2015 年 03 期.
26 郝君峰, 「30 年代中韩家族小说的叙事比较－以巴金的『家』和廉想涉的『三代』为中心」,
对外经济贸易大学硕士学位论文, 2006.
都莲顺, 「传统的抉择－『三代』与『家』的一个文化比较」, 西北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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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은 인물형상, 조-부-손의 세대 갈등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삼대』와
『쟈』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1) 인물형상 연구


남성인물형상

중국에서의 연구 역시 인물형상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郝俊峰 28 과 崔英姬 29 는 두 작품 속 인물 형상의 비교에 주목한
연구를 했다.
郝俊峰은 두 작품 속의 인물을 전제적인 가장과 청년세대 두 부류로 나
누어 살핀 반면, 崔英姬는 인물들을 1 세대, 2 세대, 3 세대로 나누어 설명한
다.
郝俊峰은 가족의 최고 통치자인 고노인과 조의관, 그리고 가장인 커안,
커딩 형제와 조상훈, 즉 두 아버지 세대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조의관과
고노인은 가족 내 최고 권력자로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반대의견을 용납
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봉건예교와 인의도덕을 내세워 신사상, 신문화를
반대하고 청년세대를 봉건가족의 효자로, 전제 사회의 온순한 노예로 길들
이려 한다. 郝俊峰은 특히 집안의 제사사건과 고노인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
신 등을 예로 들어 분석을 진행한다. 그는 고노인과 조의관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 또한 전통적인 봉건사상과 전제가장의
사유방식의 강압 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崔英姬는 봉건전제 권
력에 대한 수호, 가족 구성원의 사상에 대한 통치, 혼인과 사랑에 대한 간
섭, 경제상의 통제 등 4 개의 관점에서 1 세대인 조의관과 고노인을 분석하
였다.
吴阳,

「中韩现代家族小说比较研究－以巴金的『家』和廉想涉的『三代』为中心」,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27 崔英姬, 「中韩家族小说比较研究－以巴金『家』与廉想涉『三代』为中心」,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 2011.
28 郝俊峰: 專制家長-家族的統治者高老太爺與趙醫官(가족의 통치자 고노인과 조의관)
家族的沒落者高家三兄弟與趙相勛 (가족의 몰락자 고씨삼형제와 조상훈)
青年一代-家族的中間者高覺新與趙德基 (가족의 중간자 고줴신과 조덕기)
家族的叛逆者高覺慧與金炳華 (가족의 반항자 고줴휘이와 김병화)
29 崔英姬: 傳統家族制度的維護者第一代 (전통가족제도의 수호자 제 1 세대)
消極無能的第二代 (소극적이고 무능한 제 2 세대)
多元化的第三代 (다원화적인 제 3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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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과 고씨 2 대 삼형제는 모두 작품 속에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묘
사된다. 郝俊峰은 타락 전의 조상훈을 커밍과, 타락 후의 조상훈을 커안, 커
딩 형제와 비교하였다. 조상훈과 커밍은 모두 유학파 출신이지만 봉건수구
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커밍은 고노인이 걸어온 길과 마찬가지로,
충효에 대한 봉건예교의 기본 이념을 계승하기보다는 이를 표면적 이유로
삼아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봉건가장의 모습을 보여준다. ‚血光之災30‛의 미
신을 맹신하여 조카며느리 우이줴의 임신이 아버지의 시신에 큰 해를 끼친
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만을 듣고서 그녀를 주저 없이 내보내거나,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피고 간호하기보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는 방
법을 택하고, 또 그것을 표면적으로 효성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대목을 보면 봉건제도의 계승자로서의 그의 이중적 면모가 여지없이 드러난
다. 커밍과 동세대이지만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커안과 커딩 역시 표면적으
로나 봉건제도의 계승자이나 그것은 단지 표면상의 명패일 뿐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봉건제도라는 막강한 영향력 하에서 사치와 향략을 누리는
것이다. 이들은 봉건지주 계급의 부패하고 타락한 방탕아로서, 아무런 재능
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계급을 배경삼아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고노인이 살
아 있을 때에도 고노인 몰래 밖에 따로 집을 마련하여 첩을 두는 등 이중적
인 생활을 서슴지 않는다.
고씨 삼형제과 달리 조상훈은 복잡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처음
에는 유학파 출신 개화파 지신인의 전형적 인물로서, 교회를 다니고 사회활
동에 적극 참가하는 개혁자의 풍모를 보여주지만, 위협적 현실과 스스로의
욕망에 휘둘려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郝俊峰은 염상섭이 바로 이러한
이중성격을 지닌 조상훈을 통해 사회전형기의 인물이 지니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崔英姬 역시 조상훈은 봉건의식을 부정하
면서도 근대 서구문화를 잘못 수용한 지주의 아들로서 이중적 성격을 가진
개화기의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통을 거부하고, 식민지 민족현실에 대한 자각 없
이 외래문화를 무비판적이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몰락은 처음
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30 血光之災：옛 중국에 유행한 미신의 하나로, 사람이 죽었을 때 만약 가족 중에서 같은
때에 출산을 하는 경우, 그 피가 죽은 사람에게 내리 덮쳐 죽은 사람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삼도(三途)의 내를 건너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한다는 미신. 그러므로 임산부는 그곳으
로부터 16 리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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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세대에 대해 郝俊峰은 가족의 중간자 줴신과 조덕기, 가족의 반역
자 줴휘이와 김병화를 비교하여 연구를 펼쳤다. 줴신과 조덕기는 모두 가족
의 장손으로서 전통 대가정을 이어 나가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줴신은
시종 새로운 이상과 낡은 전통이 충돌하는 가운데 갈등만 할 뿐 과감히 반
항하지는 못하는 연약하고 순종적인 사람이다. 메이와의 사랑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팔자가 맞지 않는다’는 윗세대들이 터무니없는 반대이유를
받아들여 梅와 헤어지고, 더구나 제비뽑기라는 황당한 방식으로 아버지가
정해준 아내와 결혼하게 된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늘 ‚作揖
主義‛와 ‚不抵抗主義‛를 자처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아내의 죽음을 초
래하기도 한다. 이처럼 줴신은 봉건예교의 충실한 수호자인 동시에 봉건예
교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혼인과 관련해서는 조덕기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
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서 그는 늘 두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덕기는 늘 가족 관념을 수호하는 윤리도덕이라는 측면
에서 출발하여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으려 애썼다. 또한 덕기와 줴신은 모
두 봉건가정에서 살고 있는 근대 지식인으로서, 가정을 지키는 한편 신사상
을 갈망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줴신은 동생을 따라 신사상을 선전하
는 잡지를 읽고, 덕기는 사회주의자 김병화를 도우며 민족운동에 관심을 둔
다.
郝俊峰와 崔英姬는 모두 줴휘이와 김병화를 가족의 반역자로 보았다.
崔英姬는 줴휘이의 반역을 3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
이 살고 있는 구가를 비판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밍펑과의 사랑의
단계이다. 신분의 차이가 나는 줴휘이와 밍펑이지만, 줴휘이는 진심으로 그
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구원하려 한다. 이 부분에서 郝俊峰은, 줴휘이는 비
록 밍펑을 과감하게 사랑했지만 그의 잠재의식에는 여전히 봉건적인 신분사
상이 남아 있었기에 밍펑의 출신이 친과 같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그는 봉건가족의 신분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 없었다고 밝힌다.
세 번째 단계는 그가 <黎明週報>에 글을 발표하는 단계이다. 줴휘이의 존재
는 줴신을 깨우쳐 주었고, 줴민의 사랑을 이루어 주었으며, 대가정 속의 신
청년들에게 봉건적 낡은 제도와 맞서 싸우는 항쟁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
김병화 역시 부권과 투쟁하여 봉건가정에서 탈출한 반역적인 인물이다. 崔
英姬는 김병화의 반역정신을 긍정하지만 줴휘이와 비교했을 때 줴휘이의 것
만큼 과감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김병화의 아버지는 목사로서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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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처럼 목사의 길을 걸어가길 바랐지만, 김병화는 목사가 되기를 거부하
고 집에서 나온다. 이처럼 김병화와 아버지의 갈등은 직업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난 갈등이다. 줴휘이의 구가에 대한 첨예한 대항과 비교했을 때, 김병
화의 가출은 사회적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 행위에 해당하며, 그의 반항도
사회적 의의를 획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崔英姬는 지적한다.


여성인물형상

郝俊峰과 都连顺，崔英姬은 모두 두 작품 속 여성인물 형상에 주목하였
다.
郝俊峰은 두 작품에서 신-구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여성인물들을
‚전통가족의 모범적 여성인물‛인 저우씨(周氏)와 덕기 어머니, ‚신여성‛
인 친과 홍경애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우씨와 덕기 어머니는 모두 낡은 제도와 낡은 전통의 피해자이다. 저
우씨는 고씨 집에 시집 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젊은 과부가 되었고, 덕기
어머니는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있다. 그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외로움과 고통을 참아내는 일뿐이다. 그녀들
은 봉건제도의 수호자이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다. 밍펑이
찾아와 자신을 구원해 달라 부탁했을 때, 저우씨는 그녀를 가엽게 생각함에
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노인의 지시대로 행동한다. 덕기 어머니 역시 여자로
서의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낡은 사상
을 전파하고 있다. 郝俊峰은 염상섭과 바진이 두 여자의 피해자 형상을 그
려내는 데에만 머물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가는 양상을 묘사함으
로써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폭력성을 폭로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봉건제도와 맞서 싸운 친과 홍경애를 신여성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해석하였
다. 郝俊峰은 친과 홍경애가 봉건사회의 낡은 사상, 낡은 전통과 맞서 싸워
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 그녀들의 용기와
행동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녀들은 사회운동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
고 있었고, 줴휘이와 김병화의 도움 하에 자신들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崔英姬도 친과 홍경애의 반항정신에 주목하였다. 이 외에 都连顺
과 崔英姬은 봉건전제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밍펑과 우이줴의 형상을 통해
바진이 전통 가족제도와 봉건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준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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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부-손 관계연구
都连顺은 조-부-손 관계의 연구에 집중하였다. 그는 『삼대』의 제 1
세대와 제 2 세대의 관계를 전통과 반항의 관계로 보았다. 조의관은 봉건 가
장으로서 자신의 명분과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식교육을 받은 조상훈
은 조의관의 이런 전통적인 행동에 대해 크게 반항한다. 반면 『쟈』의 제 1
세대와 제 2 세대의 관계는 형식상의 순종 관계이다. 고노인 역시 봉건가장
이다. 2 세대인 커밍은 비록 현대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지만, 봉건사상을
받아들이고 계승하는 태도를 보인다. 고노인에 대해 그는 순종적인 ‚明哲保
身31‛의 태도를 취한다. 또한 都连顺 은 『삼대』의 제 2 세대와 제 3 세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2 세대의 권위의 몰락에 주목했다. 2 세대인 조상훈은 아
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이다. 그는 아들 앞에서 존엄과 권위를 세우
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을 모두 덕기가 물려 받았기에 아들에
게 빌붙어 지내야만 하는 처지이다. 덕기는 아버지를 어느 정도 동정하기는
하지만, 경멸의 태도를 더 많이 내비친다.『쟈』
의 제 2 세대와 제 3 세대는 전
통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다. 제 3 세대인 줴신은 커밍
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 그의 ‚作揖主義‛와 ‚不抵抗主義‛는 커밍의 ‚明
哲保身‛의 처세와도 일맥상통한 것이다. 즉 줴신 역시 봉건제도에 순종하는
인물로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봉건가족을 수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한
편, 줴휘이와 줴민은 봉건 대가정의 반역자로 봉건 제도와 용감히 맞서 싸
우는 인물들이다. 대대로 이어져온 봉건적 전통이 줴휘이와 줴민의 대에 이
르러서는 처음으로 해체될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3. 비교연구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는 『삼대』와 『쟈』에 대한 한〃중 양국의 비교사 연구
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는 주로 한국에서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한국학자
혹은 중국 유학생, 중국에서 한국문학을 배우는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31 明哲保身: 총명하여 도리를 좇아 사물을 처리하고, 몸을 온전히 보전한다는 뜻으로, 매사
에 법도를 지켜 온전하게 처신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이다. 출처: 네이버 한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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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2006 년)보다 훨씬 이른 1999 년에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
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왔고, 논문 수에 있어서도 한국
(15 편)이 중국(6 편)보다 훨씬 많은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의 연구가 중국의 연구보다 더욱 다양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돼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선
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점들에 주목해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 연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형상에 대한 연구가 전체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두 나라의 연구자 중 거의 절반
이 작품 속의 인물형상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인물형상에 대한 한〃중 두 나라의 연구를 보면 기존 연구자들이 두 작
품 속에서 각각 대응되는 세대의 인물들을 비교연구하는 방법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인물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들
은 대체로 봉건 가장인 1 세대, 무능한 2 세대, 반항적인 3 세대라는 분류틀
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 연구자들은 모두 조상훈을 비판받아
야 할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일면적인 평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조상훈이 홍경애에게 행했던 무책임한 행동 등은 두말할
것 없이 비판어야겠지만, 한편으로 그는 이상과 현실의 극복할 수 없는 틈
사이에서 반봉건과 반제국, 아울러 근대화를 수행하려 했던 지식인의 전형
이기도 했다. 32 봉건 제사를 엄격히 준수하고 족보와 사당을 만들어 양반가
문을 보전하고자 했던 조의관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서 진보적 지식인으
로서의 조상훈의 면모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긍정해야 할 부분이다. 그
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상훈의 타락한 후의 모습에만 주목하였고 반봉건
을 지향했던 조상훈의 노력은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조상훈은
왜 결국엔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일까? 조상훈의 출발점은 분명히
반봉건이었고, 그것은 시대적 숙제로서 청년을 분발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33 그런데 한일합방으로 그의 반봉건 운동은 시작도 되기 전에 목표
를 상실해버린다. 그리하여 과거 타도대상이었던 유생들과 함께 민족모순을

32 권영민 編，『廉想涉文學研究』，廉想涉全集 別卷，믿음사, 1987, p.92.
33 강경구, 「가족, 돈과 권력과 성의 삼중주-巴金의 『家』와 염상섭의 『삼대』의 비교연
구」, 中國學報, Vol.40 No.1, 1991, 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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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반봉건
투쟁이 완성되지 못한 채 새로운 적이 나타난 상황에서 조상훈은 일종의 가
치관의 공황상태에 빠져버린다. 즉 시대적 숙제의 해결을 위해 분투하기 시
작한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돌발 사태로 인해 혼란을 겪게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봉건질서와 권력을 생산하는 이데올로기를 버렸으면서
도, 그 권력은 그대로 행사하고자 하는 조상훈의 모순된 행동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34
기존의 연구자들은 모두 두 작품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연구를 펼쳤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극단적 유사성 속에 감추어진 미묘한 차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속에 겉으로 보기엔 유사한 듯하지만
판연히 다른 한국과 중국의 역사 상황과 문화 심리가 분명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의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삼대』와 『쟈』를 봉
건 대가족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각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룬 가족사소
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두 작품을 똑같은 봉건 대가족이라는 틀에 넣고
비교연구를 펼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작품
속 고씨 가문과 조씨 가문을 동일한 ‘봉건 대가족’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
당한가 하는 문제이다.
바진의 『쟈』에서 고씨 가문은 종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가장 이상적
이고 전형적인

‚四世同堂‛의 전통적 가족유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횡적

으로 봤을 때 고씨 가문은 1 세대인 고노인과 그의 첩들, 고노인의 5 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내와 첩들, 그리고 손자들과 하인들로 이루어진 수
십 명이 모여 사는 대가족이다. 반면 『삼대』의 조씨 가문은 一世代에 一夫
婦35, 一子孙이 있는 혈연적 수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쟈』의 대가
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작고 단순한 형태이다.
1930 년대 중국의 가족사소설에 등장하는 가문의 1 세대들이 봉건적인
사대부이거나 봉건 관료-지주 계층인 것처럼, 바진의 『쟈』에 등장하는 고
노인도 오랜 관료 생활 끝에 하향한 중국 봉건사대부 출신의 紳士계층 인물
이다. 그는 하향 이후 넓은 땅을 구매하여 자손을 번창시키고 높은 명성을

34 강경구, 앞의 논문, p.313.
35 李光奎，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一志社，1975，p.275，김성옥, 앞의 논문, p.33 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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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등 대가족을 일으킨 인물이다. ‘북문 쪽의 첫째가는 부자 집안’
이라는 구절에서 고씨 가문의 위상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고씨 집안
의 대청은 지역 사회의 명사와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
안들을 의논하거나 ‘상류 사회의 풍류놀이’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사대부 출신의 고노인과 달리 조의관은 전통적인 양반 출신이 아니다.
그의 양반 명분과 벼슬은 돈을 주고 산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조선 후기였
던 18 세기 중엽부터 조정의 고갈된 국고를 충당할 목적으로 묵인된 賣官賣
職이 공공연하게 성행했다. 36 따라서 부유해진 농민들은 돈으로 신분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사회변동 속에서 하층계급
출신이었던 조의관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천 냥으로 자산을 일구고, 그 돈으
로 신분상승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선조 말의 사회, 경제적 혼
란을 틈타 경제적, 신분적 상승을 이룬 인물이다. ‘그는 염상섭의 다른 소
설에 자주 나오는, 전통 양반 집안의 출신으로 한일합방 이후에 귀족 등의
칭호를 받으면서 행세하는 친일적 인물과 전혀 다른 계통의 인물이며, 위정
척사를 내세우고 주자학적 윤리로 무장하여 빼앗긴 나라를 찾으려고 애썼던
전통적인 양반계층37과도 성격이 다른 신흥 ‘양반’계층이다’.
이처럼 『삼대』를 『쟈』와 같이 사회 전환기 봉건 대가족의 몰락을 그
리고 있는 작품이라 간주하는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삼대』를 『쟈』와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었던 것
은 세대 사이의 갈등이란 또 다른 유사성 때문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가족사소설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주로 이들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구체적으
로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아이들, 남편과 아내, 형제 사이의 갈등 등 다
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가족사소설에서 가족 내부의 갈등의 형태가 매우 다
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수직적 관계
에 놓여 있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다. Yi-ling Ru 는 가족사소설의 플
롯은 가족 내에서 전개되기 때문에 아버지-아들의 관계는 소설의 가장 중
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작품의 주제를

36 김성옥, 앞의 논문, p.33.
37 김재용, 「염상섭과 민족의식-『삼대』와『효풍』」, 문학과 지성사 연구회 편, 『염상섭
문학의 재인식』, 깊은 샘, 1998, p.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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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낼 뿐만 아니라 가족사소설의 의미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
인 구조를 구성한다고 지적한다.38
『삼대』와 『쟈』에는 모두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엄수하는 아버지와 이
에 저항하는 아들 간의 갈등이 묘사되어 있다. 부자간 갈등의 묘사를 통해
두 작품은 봉건 사회로부터 탈피해 근대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 위치하고
있던 당시 한국 및 중국 사회의 의식과 가족 제도의 변천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39 하지만 두 작품에 그려진 세대 갈등 양상을 살펴보면, 갈등이 일어
난 대상이나 갈등의 원인 등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대』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조의관과 조상훈이다.
세대 갈등의 문제를 다룬 몇 안 되는 선행연구에서 기존 연구자들은 이 부
자 사이의 갈등이 조의관의 봉건적, 유교적 가부장의식과 그에 대한 조상훈
의 반항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주로 사상 혹은 의식의 차이로
인해 빚어진 갈등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조의관은 전근대적인 유교사상에 정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집안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봉건 가장이다. 그는 절대적인 권력과 경제권을
수중에 장악하여 전체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한다. 이에 맞선 아
들 조상훈은 미국에 다녀온 개화기 지식인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진보성을
보이고 있다. 그는 명분주의에 사로잡힌 아버지가 돈으로 관직을 사고 가짜
조상을 모시며 대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리고 가문을 장식하기 위해
대동보소를 설립하여 족보를 만드는 것 등을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로 인
식하고 부친 세대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폭로한다.
유교적인 세계관에 얽매여 있는 조의관은 조씨 가문을 장식하기 위해서
돈으로 가짜 조상을 사고 족보를 만들며 서원까지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의관의 이 모든 행동이 개화기 지식인 조상훈의 눈에는 아무런 의
미 없는 행위, 오직 돈을 낭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비친다. 이처럼
조상훈은 유교적인 세계관과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가
족 안에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부정하려는 의지를 보인
다. 그런데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저항하고 비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2
세대와 달리, 3 세대는 오히려 보수적인 성향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 세대와 2 세대의 충돌은 3 세대에 와서 조덕기로 인해 중화되는

38 Yi-ling Ru, The Family Novel, Peter Lang, 1992, p.45.
39 호미, 앞의 논문,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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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삼대』와 달리 『쟈』에 구현된 부-자 갈등은 주로 1 세대와 2 세대 사
이가 아닌 1 세대와 3 세대 사이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독재적인 군
사 정부에 반대하여 나라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진보적인 학생 운동에 참가
하려 하는 줴휘이과 이를 격렬히 반대하는 할아버지 고노인의 충돌로 인해
이 소설의 주요한 갈등이 발생한다. 유교적인 윤리관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
는 고노인에게 있어서, 줴휘이가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에 참여하
여 기존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행위는 ‘윗사람을 범하는 행위’, ‘상궤(常
軌)를 벗어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고노인과 줴휘이의 갈등은, 봉건적
군주 독재의 색채가 농후하게 잔존하고 있는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사상과 이에 맞서 봉건적인 사회질서
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복고주의 사상 간의 충돌이다.40 저항하는

3 세대와

달리 2 세대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순종적인 태도를 취한다.
하지만 『쟈』에서 등장인물들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이념상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 및 혼인이 빚어낸 갈등이다. 중국 5.4 운동 시
기에 근대적 개인의식의 대두와 더불어 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연애와
혼인문제에 있어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주장하고 나섰고, 가족 구
속적인 혼인 제도를 맹렬히 비판하는 동시에‘연애’를 통해서 기존 사회 구
조의 억압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5.4 운동 이후 1920
년대의 중국 사회에서 서양과 일본의 연애관은 새로운 사상이라기보다 대중
을 계몽하고 민중을 교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41 서영채는 ‚사랑의 문제가
한 개인의 가장 은밀한 경험에 속한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경험과 근대적 문
학 형식이 조우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가장 예민하고도 뜨거운 접점에 존재하
고 있다.‛42고 지적한다. 봉건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문턱에 서 있
던 당시 중국사회의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사랑’ 및 ‘혼인’의 문제는 봉
건적 사회 구조에 대한 도전의 표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바진 역시 5.4 작가답게 『쟈』에서 사랑 및 혼인 문제를 다루었다. 『쟈』
에는 세 개의 애정비극이 발생한다. 큰 형 줴신과 애인 메이 및 아내 우이
줴의 애정이 두 개의 비극적 사건을 구성하고, 줴휘이와 밍펑의 연애가 나
40 호미, 앞의 논문, p.32.
41 장징 저, 임수빈 역, 『근대중국과 연애의 발견』, 소나무, 2007, p.227.
42 서영채, 「한국 근대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과 의미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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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하나의 비극적 사건을 구성한다. 그들의 애정비극은 모두 직간접적으
로 고노인과 관계된다. 밍펑의 죽음은 가족내부의 모순을 격화시키고 줴휘
이의 적극적인 반항을 야기한다. 줴휘이의 직접적인 영향과 도움으로 줴민
은 봉건적인 정략결혼에 반항하여 승리한다. 유일하게 행복한 결과를 얻은
줴민과 친의 사랑은 봉건세력에게는 타격을, 신세대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이와 달리 『삼대』에는 이렇다할 사랑 및 혼인의 갈등이 등장하지 않는
다. 조상훈의 타락의 계기가 되었던 홍경애와의 사랑은 <추억>이라는 장 속
에 불과 몇 줄로 다뤄질 뿐이고, 덕기는 할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아무 반항
없이 결혼한다. 집안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킨 『쟈』 속의 사랑 및 혼인의 문
제는 『삼대』에서는 상속과 재산, 즉 돈의 문제로 치환된다.
기독교 신자인 조상훈은 제사와 족보 문제로 부친과 충돌한 후 승계권
을 박탈당한다. 그런데 이는 전통적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와 개화된 예수교
가 충돌한 사건이라기보다 족보와 대동보소, 재산관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
이 충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재산 관리를 둘러싼 조
노인과의 대립 역시, 조상훈이 상속에 의해서 제 몫의 재산이 상실될지 모
른다는 것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돈과 상속의 문제는 조상
훈과 덕기 사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인물들 사이의 관
계에서도 돈은 계속 중요한 갈등의 계기로 남아 있다. 43 수원집과 덕기 모
친의 대립은 위계질서의 문제, 생활상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이기도 하지
만, 사실은 상속권에 관한 이해관계가 이들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
동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은 필순을 둘러싼 덕기 모자의 충돌에서도 보인다.
‚언제 안 사람이라구 웬 놈의 정성이 뻗쳐서 의사를 지시해 준다, 담요를
갖다 준다 하더니 그 딸년을 끌어들이는 꼴이 약값, 입원료도 좋이 물잇구
럭을 해줄 거라! 제 2 의 홍경애 아니고 뭐냐? 수원집, 경애, 의경이 그리고
삼대째는 뭐라는 년이냐?‛ 필순의 방문에 덕기 모친은 홍경애를 연상하고
자기연민적인 울분을 토로하는데 이때도 돈의 문제가 개입한다.
일본에서 돌아온 덕기가 집안의 퀴퀴한 냄새에서 돈독을 연상하고, 조
의관이 수원집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덤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돈은 가족 속 일상적 인
간을 갈등의 소용돌이로 휩쓸어가는 계기요, 그들의 행동거지를 일률적으로

43 유종호,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믿음사, 1995,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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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고 있는 공통인수이기도 하다.44 작품의 결말에서 덕기가 ‚돈이란 뭐
냐?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물으며, ‚돈을 좀 가지고 올 걸!‛하고 말
하는 부분에서, 조씨 일가의 세대 대립이 근본적으로 이념의 문제라기보다
구체적인 돈의 문제라는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존 연구자들이 주로 다루었던 두 작품 속 가족과 가
족 간의 갈등과 대립, 즉 혈연적 가족공동체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 탐구
해왔다. 그런데 두 작품에서는 혈연적 가족공동체와 이념적 관계를 중심으
로 하는 비혈연적 사회공동체의 대립 역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혈연적 가족공동체의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기존의 연구
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쟈』에서는 줴휘이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청년들로 이루어진 ‘잡지
사’ 공동체가 고씨 집안과 대립되는 위치에 놓여있다. 잡지사는 뜻이 같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사상을 맘껏 펼치고, 사회의 불합리를 가감 없
이 비판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적 관계가 없지만, 그들은
공통적 이상과 신념으로 자유와 평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믿음과 우애
에 기반한 동지애는 그들로 하여금 가족과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매일 저녁이 되면 두세 명의 학생들이 먼저 와서 덧문을 열어젖
히고 전등을 켜고 책상을 정돈했다. 그러고 나서 약 10 분 후면 유
쾌한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곳에 모여 거추장스러운 회의
는 피하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이었으며 화제에도
제한이 없어서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었다. 집에서는 말하기 힘든
것일지라도 이곳에서는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무실은 마치 구락부와도 같이 유쾌하게 담소할 수 있
는 장소였다.‛45
每天，一到傍晚就有兩三個青年學生來把鋪板一一卸下，把电灯扭燃，
并且把家具略略整理，十几分钟以后热闹的聚会开始了。… 他们在这里
并不开会，不过随便谈谈，而且话题是没有限制的，什么都谈，凡是在
家里不便谈的话，他们都在这里毫无顾忌地畅谈着。他们有说有笑，这

44 유종호, 앞의 책, 믿음사, 1995, p.251.
45 바진 저, 박난영 옮김, 『가』2, 황소자리, 2006, 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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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好像是他们的俱乐部。46
잡지사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잡지사에
몸담고 있는 줴휘이의 반복적인 심리묘사를 통해 잡지사가 고씨 집안과 대
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군열람소의 개막식에
서 줴휘이는 다음과 같이 느낀다.
‚거기에는 낯선 사람도 없었고 고독하지도 않았다.47 그는 주위 사
람들을 사랑했으며 주위 사람들도 그를 사랑했다. 그들을 이해하고
신뢰했으며 그들 역시 그랬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준비 작업에 열정적으로 참가했으며, 다과회가 시작되자 다른 사람
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과자를 들며 즐거운 만남이 주는 기쁨을 누
렸다. 그들은 온갖 유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순간만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잊을 수 있었다.‛48
他覺得在這裡他不是一個陌生的人，孤獨的人。他愛著周圍的人，他也
為他周圍的人所愛。他了解他们，他们也了解他。他信赖他们，他们也
信赖他。起初他跟别人一样热心地布置一切，后来布置就绪，茶会开始
的时候，他也跟别人一样地吃着茶点，尽情地分享着欢聚的快乐。他们
畅谈着种种愉快的事情。那些黑暗的惨痛的一切，这时候好像都不存在
了。49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자 유쾌한 기분은 온데 간데 사
라지고, ‚대청에 들어서자 갑자기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는 차디찬
깊은 구렁텅이나 인적 없는 사막에 들어선 감정이었다. 그의 눈앞에
전개된 것이라고는 모두 구시대의 유물뿐이었다. 근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벽을 마주하고 앉은 듯 답

46 巴金，『家』， 人民文學出版社， 2014， p.228.
47 ‚他覺得在這裡他不是一個陌生的人，孤獨的人。‛ (필자 번역: 그는 거기에서 자신이 낯
선 사람도 고독한 사람도 아니라고 여긴다.)인데 번역자는‚거기에는 낯선 사람도 없었고 고
독하지도 않았다.‛라고 잘못 번역했다.
48 바진 저, 박난영 옮김, 앞의 책, p.136.
49 巴金，앞의 책，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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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기만 했다.‛50
他一回到家，走进了大厅，孤寂便意外的袭来了。他好像又落在寒冷的
深渊里，或者无人迹的沙漠上。在他的眼前晃动着一些影子，都是旧时
代的影子，他差不多找不到一个现代的人，一个可以跟他谈话的人。51
이처럼 줴휘이에게 집은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주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들이 설립한 <여명주보>는 끝내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폐간되
지만, 불합리한 제도의 압박은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열정으로 가득한 젊은이들은 바로 주보의 이름을 ‘이군열람소’로 바꾸고 <
이군주보>의 발간을 준비한다. 이처럼 그들의 공동체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
지고 있고, 이들은 앞으로도 더욱 굳게 싸워나갈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점
차 몰락해가는 봉건 대가족 고씨 가문의 모습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러한 대비는 『삼대』에서는 ‚산해진‛이라는 반찬가게를 통해 나타
난다. ‘산해진 공동체’는 김병화와 홍경애, 필순의 가족 그리고 원삼으로
구성된, 혈연적 관계가 없는 소집단이다. 즉 조씨 가문이 혈연적 관계를 중
심으로 한 종적인 축도를 형성한다면, 산해진은 이념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횡적인 축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산해진에 속해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봉건 가족과 결별하고 전통과
관습의 굴레를 벗어 던진 사람들이다. 김병화는 자신의 진로 문제로 부친과
결별하고, 장훈과 피혁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일찍이 안정된 집에
서 나온다. 홍경애와 필순은 모두 집안의 몰락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해야하
는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들은 식민지
사회에서의 진정한 가족관계의 의미에 눈뜨게 된다. 52 이들은 전통적인 가
족을 배척하고 그에 반항하는 공통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봉건 가족 속의
엄격한 계급 제도 및 종속 관계와 달리 산해진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이해하며,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김병화와 홍경애의 동지애적
관계는 장훈과 이후에 들어온 김원삼, 나아가 병화와의 우정 관계에만 머물
러있던 덕기에로까지 확장되면서 산해진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규정한다.

50 바진 저, 박난영 옮김, 앞의 책, p.136.
51 巴金，앞의 책，p.232.
52 김경수, 『廉想涉長篇小說研究』,一潮閣, 1999,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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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바진과 염상섭은 『쟈』와 『삼대』에서 모두 봉건 대가족과 대
립되는 비혈연적 공동체를 창조하였다. 잡지사와 산해진에 속해 있는 사람
들은 비록 혈연적 관계로 결성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집에서는 느
껴보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이군열람소’의 개막식
을 참가한 줴휘이는 ‚그는 아직까지 이처럼 감동에 휩싸인 적이 없었다. 담
소와 우정과 열정과 신뢰… 이러한 것들이 오늘처럼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
을 본 적이 없었다. 열 명 남짓한 젊은이들의 다과회는 그야말로 우애가 흘
러넘치는 모임이었다. 그러나 이 가정적인 모임의 성원들은 결코 혈연이나
금전에 의해 연결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이상으로 한데 결합된 것이
었다.‛53고 느낀다. 줴휘이가 느꼈던 것과 똑 같은 감정을 김병화도 느끼고
있었다.
‚ 병화는 가만히 듣고만 앉았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하여졌다. 모든
사람이 가엾고 불쌍하고 그리고 다정하고 고마운 생각을 하면 저절
로 창연하면서도 기쁘고 감격에 넘쳐서 눈물이 나는 것이다.‛54
이처럼 사회 전환기에 바진과 염상섭은 비혈연적 공동체를 설정하여 봉
건 대가족의 몰락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봉건 대가족을 대체하는 새
로운 가족 관계와 가족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53 바진 작, 박난영 옮김, 앞의 책, p.135.
他從來沒有像這樣地感動過。談笑，友誼，熱誠，信賴，…從來沒有表現得這麼美麗。這一次十幾
個青年的茶會，簡直是一個友愛的家庭的聚會。但是這個家庭的人並不是因血統關係和家產關係而
聯繫在一起的；結合他們的是同一的好心和同一的理想。（巴金，앞의 책，p.232）.
54 염상섭, 『삼대』, 믿음사, 2009, 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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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에』와 『쟈』의 비교사
『삼대』와 『쟈』는 한국과 중국 가족사소설의 대표작이자 양국 근대문
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와 견주어 볼 수 있을 만
한 작품으로 일본 자연주의 문학의 대가인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이
에(家)』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히라노 켄(平野謙)은 「藤村の『家』について」에서 나가츠가 다카시(長
塚節)의 『흙(土)』 그리고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의 『어떤 여자(或る
女)』와 더불어 도손의 『이에』가 일본 근대 리얼리즘 문학의 확립에 기여
한 「3 편의 길잡이」55 였다고 평가한다. 히로츠 카즈오(広津和郎)는 도손의
『이에』이야말로 최고의 작품이며 또한 일본 자연주의 시대의 대표적 걸작
중 하나 56 라 평하며 이 작품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크게 부각시킨다. 일본
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인 만큼 『이에』에 대한
비평과 연구논문 역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끊
임없이 새로운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가 1981 년에 번역되어 중국에 소개되자 바진의 『쟈(家)』와 같
은 제목을 가진 이 작품은 순식간에 중국 학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다. 두
작품은 제목이 같을 뿐만 아니라 봉건대가족의 몰락을 소재로 하여 작가 자
신의 생활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전적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가진
다. 양국의 연구자들은 바로 이러한 공통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비교연구
하기 시작했다.

1. 중국에서의 연구
중국에서의 바진의 『쟈』와 시마자키 도손의 『이에』에 대한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8 년부터

55 金恩荣，「시마자키 도손의 『家』研究-등장인물들의 성격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
교, 2006, p.4 에서 재인용.
56 ‚私は今度「家」を通読して、恐らくこれは藤村の最大傑作なのであらうと思つた。単に藤
村の傑作であるばかりでなく、日本自然主義時代の代表的傑作の一つに違ひない。‛ 広津和郎,
「藤村覚え書」, 『島崎藤村』
，河出書房出版社，1979，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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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작품의 비교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14 편의 학술지
논문 또는 짧은 서평57, 5 편의 석사학위 논문58 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1) 인물형상 비교연구


남성인물 형상

우선 남성인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成振鹏，于荣胜，陈露 등의 연
구자가 주로 남성인물 형상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비교했음을 알 수 있다.
成振鹏은 봉건가족 속 권세를 잃은 가장들, 즉 『쟈』의 고노인과 『이
에 』 의 하시모토가(橋本家) 다츠오(達雄), 고이미즈가(小泉家) 미노루(實)
에 주목했다.
成振鹏은 바진이 봉건가장인 고노인과 혼인자유를 쟁취하려는 손자들
간의 충돌을 통해 봉건가장의 추악하고 냉혹하며 독단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57 邱 玲， 「巴金的『家』与岛崎藤村的『家』
」
，福建师范大学学报，1988 年第一期.
孔繁娟，
「相同的主题，不同的导向——巴金与岛崎藤村同名小说『家』之比较」
，
佳木斯教育学院学报, 1991 年 04 期.
常海清，
「岛崎藤村与巴金的『家』比较论纲」
，东北亚论坛，1992（２）.
沈小明，
「中日家族小说的双子星座——岛崎藤村的『家』与巴金的『家』
」
，龙岩师专学报，
1998 年 4 期.
于荣胜，
「巴金与藤村的同名小说『家』中的长子形象」
，国外文学（季刊）
，1998（２）.
______,「岛崎藤村的旧家与新家」
，日本研究，2000 年 第４期.
______,「试论中日近代小说中的‚家‛
」
，日语学习与研究， 2000（４）.
郑丽娜,「巴金的『家』与岛崎藤村的『家』比较研究」
，沈阳师范大学学报，2007 年第一期.
杨宗荣,「儒家文化与多重结构的文化在‚家‛中的体现——巴金的『家』与岛崎藤村的『家』
的比较」
，通化师范学院学报，2008 年 03 期.
张磊，李永东，
「中日家族衰败的历史面影——论巴金『家』和岛崎藤村『家』」
，吉首大学学报，
2009 年０１期.
李雅博，
「巴金与岛崎藤村的同名家族小说『家』的比较研究」
，柳州师专学报，2009（２）.
謝科， 「隔海相望，橫看兩家」
，大眾文藝，2010.
李永東，
「中日家族小說的同曲異調」
，中華文化，2011.
李霞， 「相同的家，相异的导向」
，时代教育，2014 年 18 期.
58 吳羅娟,「巴金的『家』和藤村的『家』」
，武漢大學硕士学位论文，2005.
於泽明,「家园的衰朽——巴金与岛崎藤村的同名小说『家』比较研究」
，吉林大学
硕士学位论文,2009.
劉弟， 「中日家族小說比較研究」
，遼寧大學硕士学位论文，2011.
陈露， 「相同的家，不同的结局」
，辽宁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11.
成振鹏，
「巴金的『家』与岛崎藤村的『家』比较研究」
，上海外国语大学硕士学位论文，2012.
趙楠， 「中日封建社會における女性運命の比較研究」
，西北大學硕士学位论文，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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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폭로를 돌파구로 삼아 최종적으로 바진이 전체
봉건전제제도에 대한 비판에 이르려 했다고 해석한다. 시마자키 도손 역시
봉건가장이 독단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을 속박하고 압박하는 모습을 묘사함
으로써 가족주의와 전통적 가족윤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하지
만 바진의 작품에서와 달리 도손의 『이에』에는 봉건가정과 가족 구성원 간
의 격렬한 충돌이 보이지 않는다. 그 원인에 대해서 成振鹏은 도손이 주목
하고 있는 것이 신-구 세대 간의 충돌과 모순이 아니라 신-구 변혁 시대
를 살고 있는 인물들이 구가(舊家)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于荣胜，陈露는 모두 봉건대가족 속의 큰 아들에 주목하였다. 하시모토
가의 장자 쇼오타(正太)는 도쿄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신사상을 가진 청년이
다. 그는 혼인의 자유를 추구하지만, ‚자식과 자식의 결혼을 생각하기 이전
에 우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을 생각59‛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에, 가
장이 정해준 대로 결혼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가족 전체를 책임져
야 한다는 부담감과 봉건제도의 압박에 못이겨 결국 그는 집으로부터 탈출
하게 된다. 陈露는 쇼오타가 새사상을 지닌 청년답게 반항심을 가지고 있지
만 동시에 순종적인 성격 역시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쇼오타와
마찬가지로 『쟈』의 줴신 역시 신사상의 교육을 받은 인물로서 자신만의 꿈
을 가지고 자유를 추구하지만, 고씨 가문의 장손으로서의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인물이다.
于荣胜은 비록 두 작품 모두 두 가문의 큰 아들을 봉건가족의 희생자로
설정했지만, 두 작품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바진이 줴신의 형
상을 빌어 젊은 세대의 사상을 압박하는 봉건가족제도의 잔혹성을 비판했다
면 도손은 쇼오타를 통해 오로지 봉건가족에 대한 원망만을 표현했을 뿐이
다. 또한 于荣胜은 도손이 쇼오타가 새 사상이나 새 관념의 영향을 받아 도
시로 진출했다는 점보다는 그가 구가와 아버지로부터 받는 압박을 더 강조
하였다고 분석했다.
바진은 도손과 달리 『쟈』의 줴신을 전형적 인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을 통해 줴신에게 가해진 봉건가족의 포악함을 고발함으로써 더 많은

59 시마자키 도손 저, 노영희 역, 『家』, 민문고, 1990, p.24.
원문 : 子 と 子 の 結 婚 を 考 え る 前 に ， ま ず 家 と 家 の 結 婚 を 考 え な け れ ば な ら な か っ た 。
(http://www.aozora.gr.jp/cards/000158/files/1509_40739.html 참조).

41

사람들이 진부한 봉건주의적 관념과 전제 봉건가장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기
를 희망한 것이다. 또한 바진이 구가의 희생자로서 봉건대가족의 큰 아들을
형상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참한 국민성을 파헤침으로써 독자의 반성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창작의 목표로 삼았을 것이라고 于荣胜은 분석했다.
두 작품이 모두 가족의 막내인 줴휘이와 산키치의 시선으로 쓰여진 만
큼 작품에서 줴휘이와 산키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成振鹏과 陈
露는 두 작품 속 막내 아들에 주목하였다.
고씨 가문의 반항자인 줴휘이는 봉건제도와 미신을 증오하고 민족운동
에 열정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자유와 광명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봉건
가족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녀 밍펑을 과감하게 사랑하고 봉건가장과 끝까지
싸운다. 신식 교육을 받은 산키치는 신사상을 지닌 청년이다. 그는 일찍이
봉건대가족의 불합리성에 눈을 떠 자유를 추구하고, 구가를 벗어나 자신만
의 新家를 꾸리고 독립적인 삶을 꿈 꾼다.
成振鹏은 두 작품의 막내 아들 모두 신사상을 지닌 청년으로서, 구가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가졌으며, 개성을 압박하고 자유를 몰살시키는 집으
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산키치에 비해 줴휘이의 언어가 더 급진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줴휘
이는 봉건전제와 맹렬히 맞서 싸우는 반항의 아이콘으로서 봉건가족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감없이 표현한다. 반면 도손의 산키치는 몰락해가는 구가를
한탄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과 고독을 표현할 뿐 줴휘이와 같은 급진적 비
판의 언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成振鹏은 지적한다. 또한 陈露는 바진이 줴
휘이의 형상을 통해 개성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추구의 길은 오로지 혁명밖
에 없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인물 형상

成振鹏，孔繁娟，郑丽娜，於泽明，趙楠，吳羅娟 등의 연구자들은 두 작
품 속 여성인물에 주목하였다.
成振鹏은 『쟈』에 나타난 4 명의 여성인물 메이，우이줴，밍펑，친을 각
각 숙명형, 적응형, 반항형, 진취형으로 분류한다. 메이는 신사상을 접했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줴신과 자신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을 극복할 길 없
는 숙명으로 굳게 믿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이다. 우이줴는 전통적
여성으로서 봉건가장의 명에 따라 고씨 가문에 시집와서 큰 며느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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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범절을 배우고 결혼생활에 적응해나가려 노력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결
국 그녀는 봉건예교로 인해 젊은 생을 마감하고 만다. 앞서의 두 인물들과
달리 밍펑은 비록 출신은 비천하지만 불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고노인이
그녀를 펑러산(馮樂山)의 첩으로 보내려 할 때 그녀는 죽음으로 맞서며 반
항한다. 마지막으로 네 유형 중 가장 강인한 여성유형이라 할 수 있는 친은
자신의 행복과 혼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시대와 함께 진보하는
신여성이다.
成振鹏은 『이에』 속 산키치의 아내 오유키(お雪)와 쇼오타의 아내 도
요세(豐世)를 적응형으로, 산키치의 질녀 오슌(お俊)을 진취형으로 분류하
였다. 오유키와 도요세는 모두 일정 정도의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다. 그
녀들은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독립적인 의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
다. 그녀들은 비록 부모님의 명에 따라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꾸리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 成振鹏은 오슌을
부모님의 명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혼상대를 선택하여 자신이 진정 원하
는 대로 새로운 가정을 꾸린 진취적인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郑丽娜는 바진이 작품 속의 여성인물들을 통해 봉건 종법제도의 윤리도
덕에 의해 피해를 받은 약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한다. 또한 郑
丽娜는 바진이 여성인물들을 통해 봉건전제와 봉건예교를 규탄하는 동시에
대가정 속 여성인물들에게 출로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친이라
는 인물을 통해 바진은 개인의 행복과 해방은 오로지 봉건전제와 맞서 싸워
야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 도손의 여성인물들은 신-구 사
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즉 전통여성의 자질과 신식 여성의 각오를 동시
에 갖춘 인물들인 것이다. 도손은 작품 속에서 이들 여성인물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아각성과 자아독립을 부여했지만 반항의식과 명확한 출로를 제시
하지 않았다고 郑丽娜는 지적한다.
이 외에 於泽明은 두 작품 속의 어머니 형상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두
작품 속의 어머니 형상이 모두 ‘파괴된 어머니 형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바진의 어머니 형상이 봉건예교와 미신의 영향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아래
세대까지 영향을 주면서 자신을 파괴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한 파괴하는
형상이라면, 도손의 어머니 형상은 현실에 쉽게 만족하고 신사상이 결핍된
인물형상이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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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일 문화에 대한 비교연구
於泽明은 중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여 양국의 장자 계승제도,
작품 속에 등장한 소품 등을 비교연구하였다.
장자 계승제도:
중국과 일본 양국은 모두 장자 계승제도를 실시했는데, 두 국가의 장자
계승제도에는 차이점이 존재했다. 중국에서는 신분은 장자가 계승하지만,
재산은 여러 형제가 나눠 가지는 형태를 취했다. 이와 달리 일본에서는 신
분과 재산 모두 장자가 계승하고 기타 형제들은 집을 떠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중국에서는 반드시 혈연을 중심으로 장자 계
승이 이루어졌지만, 일본에서는 혈연보다 가업을 중심으로 하여 계승이 이
루어졌다. 즉 일본에서는 ‘家社一體’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족의 이익을
최고의 이익으로 본 것이다.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쟈』의 경우 비
록 줴신이 고씨 가문을 이어받지만 이는 오로지 명분상의 계승에 불과하며,
고노인이 죽은 후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들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에』에서
는 장자인 미노루가 가문을 계승 받고, 기타 형제들은 집에서 나가 각자 새
로운 가족을 꾸린다. 이처럼 중국은 평균 계승의 원칙을, 일본은 단독 계승
의 원칙을 따르고 있었음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한 소품: 차, 술, 담배
두 작품에는 모두 차, 술, 담배가 등장한다. 『쟈』에서 차를 마시는 장
면은 일상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나 식구들이 다과회를 열 때 등장하며,
때로는 제사를 지낼 때도 차를 올리는 모습이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에서는 인물들이 이별할 때나 출발할 때에 일종의 의식적인 절차로
차를 마시곤 한다. 또한 술은, 두 작품에서 모두 실의에 빠진 주인공들이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울분을 털어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또 두 작품에
서 모두 담배는 여성의 상황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됐다. 봉건대가족의 압
박 하에 놓인 여성들은 담배를 통해 고독함을 견디고, 답답하고 괴로운 마
음을 풀기도 한다. 이처럼 於泽明은 작품 속에 나타난 차, 술, 담배가 일종
의 문화 부호이자 문학 도구로서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반영하고, 인물들의
심리상태와 정신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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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에서의 연구
일본에서의 시마자키 도손의 『이에』와 바진의 『쟈』에 대한 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두 작품을 비교연구한 4 편의 학술지 논문 60 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주로 일본에서 유학한 중국학

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劉靜華와 徐小潔은 주로 두 작품의 인물형상에 주목하여 연구를 펼쳤
다.
徐小潔은 작품 속의 장면을 예로 들어, 줴신은 신사상의 영향을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무저항적이고 순종적인 성격의 소유자이며, 줴민은 형의 도
움을 받아 봉건제도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인물이고, 줴휘이는 반봉건제
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항적 인물이라고 분석
한다. 또한 바진이 줴신에 대해서는 비판의 감정을, 줴민에 대해서는 동정
의 감정을, 줴휘이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한편 도손의 작품 속 쇼오타와 산키치에 대해서 徐小潔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쇼오타는 가족의 기대와 가문의 중압을 어깨에 짊어진 채 가문을
이어받고, 자신의 노력으로 가문을 재건해나간다는 점에서 줴신과 유사성을
지닌 인물이다. 즉 쇼오타와 줴신은 모두 구가의 답답한 생활을 싫어하면서
도, 가문을 계승받은 큰 아들로서의 의무를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
들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그들은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劉靜華는 徐小潔와 달리 쇼오타를 줴휘이와 비교한다. 劉靜華는 쇼
오타도 줴휘이처럼 근대사상에 눈을 뜬 인물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줴휘이
가 봉건가족제도에 대해 강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보여준 것과 달리, 쇼오타
는 당시의 사회 상황을 의식하기보다 구가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분석한다.
60 劉 静華，
「
『家』対比(その二) : 巴金・藤村の「家」をめぐって」
，熊本大学教養部紀要. 外
国語・外国文学編 29, 1994, p.147-164.
徐小潔，
「國境を超えてみる二つの『家』
」
，法政大學，2001
趙 “キン”，「巴金の『家』、藤村の『家』 -- 旧家の捉え方をめぐって」，島崎藤村研究 (3
1), 56-65, 2003.
李卓，「近代中日家庭の縮図 : 島崎藤村の『家』と巴金の『家』から見て」，武藏大學綜合研
究所紀要 14,2007, p.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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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키치는 구가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새로운 가정을 만든
다. 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가정은 아내와 옛 애인의 편지로 인해 정
체(停滞)되고, 아이들의 잇따른 죽음을 통해 그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을 얻게 된다. 徐小潔는 산키치와 그의 질녀 오슌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해석한다. 산키치는 오슌에게 흔들린 자
신의 마음을 보면서 자신 역시 구가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이라는 것, 그리
고 구가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산키치
가 세운 ‘新家’는 ‘新家’가 아니라 ‘새로운 구가’일 뿐인 것이다. 또 徐
小潔는 산키치를 줴신과 줴휘이 형제의 혼합체라고 말한다. 산키치는 구가
를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줴휘이를, 구가의 제도와 타협한다는 점에서는 줴
신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이다.
여성인물 형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徐小潔는 특히 『쟈』의 메이，친，
밍펑에 주목하였다. 徐小潔에 따르면, 가문의 명령에 따라 결혼한 후 1 년도
채 되지 않아 미망인이 된 메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며 비관적인 성격
의 소유자이다. 이와 반대로 친은 대담하고 총명하며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다. 친은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 받은 불평등을 비판하고 이에 반항하는 인
물이다. 또 徐小潔는 친을 구가에서 태어난 신여성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밍펑은 마음 속으로 줴휘이가 자신을 구원해줄 거란 희망을 품고 있는 인물
이다. 하지만 밍펑과 줴휘이의 사랑은 主從관계를 뛰어 넘지 못하였고, 고
노인이 밍펑을 친구의 첩으로 보내려 하자 결국 그녀는 자살을 하고만다.
徐小潔는 밍펑이 봉건전제의 희생자인 동시에 용감한 선택을 한 여성이라고
말한다. 또 그녀의 죽음은 그 어두웠던 사회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고 해석
한다.
徐小潔는 바진이 줴신과 메이, 줴민과 친, 줴휘이와 밍펑의 연애를 통
해 자유가 결핍된 연애의 비극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당시의
사회상황과 봉건가족제도에 대해 비판했다고 해석한다.
도손의 『이에』에서 오유키는 풍족한 상인 집안 출신이지만 가난한 문
학가의 아내가 되어 청빈한 생활을 이어가는 인물이다. 남편의 의심을 받고
아이들이 잇따라 죽어가는 슬픈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남편에 복종하고 좋
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徐小潔는 도손이 오유키의 형상을 통해 메
이지시대 여성들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았다.
도요세는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을 가진 여성, 다시 말해 근대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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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녀는 오타네처럼 남편에게 절대적으
로 복종하는 메이지시대 여성 특유의 정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방종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민하고 남편 곁에 남아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하는 인물
이다. 徐小潔는 그녀의 이중적인 성격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사회의 이중
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도요세의 이중적 성격은 근대화에 이르렀
지만 여전히 봉건제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
오타네(お種)는 남편의 버림을 받았지만 ‘절대 복종이 여성의 운명’이
라는 신념을 굳게 믿고 구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이다. 또한 자식의
결혼문제에 있어서 그녀는 개인의 행복보다도 가문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믿
으며 가부장제를 유지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기도 하다.
徐小潔는 도손 작품 속의 혼인이 모두 봉건가장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며, 아내는 남편과 일종의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
다. 그는 심지어 여성의 지위를 동정하는 산키치마저도 낡은 사상에서 벗어
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바진 작품 속의 여성들과 비교해볼 때 도손의 작
품에는 전통 봉건제도에 반항하는 여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 유감스
럽다고 徐小潔는 말한다.
李卓은 두 작품이 비록 20 여 년의 시간 차를 두고 쓰여졌지만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고, 또 봉건대가족의 비극을 다루는 동시에 자전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
행했다.
李卓은 우선 두 가문의 계승자인 줴신과 미노루에 주목하여, 두 인물
모두 가문의 희생자라 정의한다. 하지만 미노루의 경우 가문의 희생자인 동
시에 봉건가장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李卓
은 두 작품 속의 여성인물에 주목하여, 두 작가 모두 여성인물들의 비참한
혼인을 통해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잔혹성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외에도 그는 두 작품의 결말에 대해서 도손의 집이 여전히 암흑 속에 잠
겨 있는 것과 달리 바진의 경우 줴민, 줴휘이 등 인물을 통해 가문의 희망
찬 앞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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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연구의 특징
3 장에서는 『쟈』와 『이에』에 대한 중일 양국의 비교연구 현황을 살
펴보았다. 이제부터 본고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러한 한계의
원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서서 우리는 두 작품에 관한 중국에서의 비교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
과,

『이에』가 중국어로 번역되자마자 이내 중국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

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8 년에 첫 비교연구 논문이 발표됐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후 많은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두 작품에 대해 비교하고 연구논
문을 써왔는데 (훌륭한 논문도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술지 논문들은
두 작품 속 인물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열하는 데만 그쳤고, 대가족
멸망의 원인이나 두 작품 사이에 나타난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중국의 학술지가 글자 수를 제한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연구자들이 두 작품에 관한 철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
했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된다. 일본에서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연
구성과가 중국보다 양적으로 훨씬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내용
의 경우에도 중국에서처럼 인물형상에만 집중한 연구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그와 같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던 원
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해보자면, 기존 연구의
한계는 바진과 도손, 두 작가가 지닌 시대인식의 차이를 면밀히 살피지 못
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족은 사회의 축도이다. 봉건가족은 봉건제도의 산물인 동시에 봉건사
회를 구성하는 기본세포이다. 세포의 멸망은 세포로 구성된 유기체의 파멸
을 초래한다. 따라서 봉건가족의 멸망은 필연적으로 봉건사회와 봉건제도의
붕괴와 멸망을 가져온다. 이 점을 도손과 바진, 두 작가는 모두 간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두 작가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바진은 봉건 가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봉건제도 자체의 불합
리성과 야만(野蠻)성에 있다고 보았다. 바진이 보기에 봉건제도는 결코 합
당한 계승자를 배출할 수 없다. 『쟈』에서 봉건제도는 줴신을 무너지게 만
들었고, 줴민과 줴휘이의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바진은 소설의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봉건제도의 자유에 대한 압박, 생명에 대한 완롱(玩弄), 존엄에
대한 모욕 등을 규탄하고 봉건제도의 산물인 봉건 가장의 음탕하고 부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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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상을 폭로하였다.
줴신은 상하이나 베이징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연구를 계속하고
독일 유학까지 가겠다는 자기만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너의 혼처를 보아두었다……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
니 얼른 장가들여 시름 하나라도 덜고 싶다.‛61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린다. 또 계모와 중매인은 줴신이 사랑하는 메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그의 아내를 결정해버린다. 그
러나 결국 봉건적 미신에 의해 줴신의 아내 역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갑자기 그는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 조그마한 문짝이 아니라 모든
제도와 예의, 도덕 그리고 미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수년간 그의 두 어깨를 내리눌러 청춘과 행복과 그가 사랑하
던 두 여인을 빼앗아간 것이다.‛62
他突然明白了， 这两扇小门并没有力量， 真正夺去了他的妻子的还是
另一种东西，是整个制度，整个礼教，整个迷信。这一切全压在他的肩
上，给他压了这许多年，给他夺去了青春，夺去了幸福，夺去了前途，
夺去了他所爱的两个女人。63
이처럼 바진은 봉건사회가 필히 붕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사회 자체가 지니고 있는 불합리성과 야만성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시마자키 도손은 바진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도손의 『이
에』 에서 고이즈미가를 훼손한 것은 화재이며 하시모토가를 파멸시킨 것은
철도공사이다. 다츠오의 사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대대로 내려온 악습 때
문이며 산키치의 아버지를 광사에 이르게 한 것은 유령같은 흑선이었다.
즉 도손의 가족을 파멸시킨 것은 봉건제도와는 관계없는 화재나 천성
같은 자연적 힘이거나 혹은 철도공사와 흑선 같은 서방 근대문명의 영향이
61 바진 저, 박난영 옮김, 『가』, 황소자리, p.64. 原文： 我已经给你看定了一门亲事…你现
在已经到了成家的年纪，我想早日给你接亲，也算了结我一桩心事。 巴金，『家』，人民文学出
版社，2014，p.27.
62 바진 저, 박난영 옮김, 『가』, 황소자리, p.275.
63 巴金，『家』，人民文学出版社，2014，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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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가문의 파멸은 봉건제도의 불합리성과 야만성에 의한 필연적인 결
과는 아니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손의 『이에』에서 바진의 『쟈』에
서 빈번하게 볼 수 있었던 봉건 가족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이에』를 통해 우리는 작가가 구시대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도손은 봉건 가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는 했지만, 그 원
인을 정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이러한 인식상의 불철저함으로 인
해 도손은 주인공들의 출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바진은 끝까지 투
쟁하여 결혼의 승인을 받은 줴민과 친의 형상을 통해 오로지 투쟁해야만 자
유를 얻을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쟈』의 결
말에서 줴휘이는 맑게 갠 하늘에 솟아오르는 아침 햇빛을 맞으며 길을 떠난
다. 바진의 이러한 설정은 봉건 가족의 반항자에게는 떠오르는 아침 햇빛마
냥 반드시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밖은 아직 어두웠다.‛64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도손의 결말과는 선명한 대
비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도손은 가족의 최하층에 있는 여자들의 비참한 운명이나
부녀 해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소설
에는 『쟈』의 친과 같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봉건 가족과 용감히 맞서 싸우
는 각성한 여성이 등장하지 않는다. 각성하지 못한 여성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할 수 없다. 진정한 해방이 없는 남녀 사이에는 진정한 평등도 존재하
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속 산키치와 오유키의 혼인은 시작하기도 전
부터 이미 비극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손은 왜 바진처럼 봉건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철저히 인식
하지 못하였을까? 필자는 그 원인이 두 작가가 처해있는 사회배경 및 그들
이 사회를 인식하는 방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1931 년에 쓰여진 바진의 『쟈』가 반영하고 있는 시대는 5.4 운동 이
후이다.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18 년 5 월에 루쉰은 단편소설 「광인일
기」를 발표하였다. 이는 처음으로 문학의 형식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봉건예
교의 실상을 폭로한 작품이었다. 1919 년 전국을 휩쓴 5.4 운동시기 ‚15 살

64 시마자키 도손 저, 노영희 옮김, 『家』, 민문고, 1990, p.368. 원문: 屋外はまだ暗かった.
(http://www.aozora.gr.jp/cards/000158/files/1509_40739.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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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진은 신사상의 영향 하에 사회운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반봉건 잡지사
의 기자도 했었다.‛65 1921 년 중국 공산당의 성립과 그 후의 경한철도 파
업(京漢鐵路大罷工) 사건, 오삼십운동（五卅運動）, 북벌전쟁(北伐戰爭) 등
과 같은 일련의 공농혁명 운동의 흥기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크나큰 충
격을 주었고, 마르크스주의 등의 진보사상이 중국 내에 전파되고 보급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의 바진은 <신청년(新青年)>과 같은
진보적인 간행물들을 대량으로 읽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23 년에 집을
떠나 상해에서 4 년 동안 머물기도 하였다. 여기서 그는 젊은 공산당원들이
주도한 1925~1927 년 대혁명의 흥기를 보았고 그 자신 또한 집회나 시위
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과 사회실천을 통해 바진
은 봉건가족, 구제도의 불합리성과 포악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그는 구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줴민과 줴휘이 같은 인물들을 통해 동시대 청년들에게 출로를
제시해 줄 수 있었다.
도손의 『이에』는 1910 년(메이지 43 년)에 쓰여졌다. 도손이 태어나고
자란 메이지시대는‚개인은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가만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허락되는 시대‛ 66 였고, 관리를 우대하고
백성을 천대하는 시대였다. 메이지유신 이후 정권을 잡은 일본 통치계급은
자신의 통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기존의 봉건가족제도
를 유지하고, 국민의 사상을 구속함으로써 반항을 진압하며, 일본을 천황이
우두머리가 되는 봉건식 대가정으로 만들었다. 또 1889 년에 제정된 <大日
本帝國憲法>는 제 1 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와 제 3 조 ‚천황은 신성하며 불가침이다.‛의 조항을 통해 천황의 위치를 규
정하였다. 1900 년에 반포된 <治安警察法>는 일체의 실내외 집회와 시위활
동,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금지하고 사병, 관리, 관청 직원, 교사, 청년, 부
녀의 정치 참여활동 또한 금지하였다. 이 외에도 자본가 및 지주계급에 대
한 공인 및 농민의 투쟁도 엄격히 금지했다. 1910 년 정부에서는 ‚대역사
건 ‛ 이라는 사건을 조작하여 대역죄로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를 포함한
12 명에게 사형을 내리는 등 잔혹한 수단으로 모든 형식의 반항을 진압하려

65 尼科尔斯卡亚，『巴金创作个性的形成』，邱玲，「巴金的『家』与岛崎藤村的『家』」，福
建师范大学学报，1988 年第一期, p.77 에서 재인용.
66 河上肇，『日本独特的国家主义』，邱玲，앞의 논문，p.78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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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봉건대가족의 강압 하에서 개인의 의지는 모조리 몰살되고 가장
의 의지는 더욱 신화(神話)화 되었다. 통치계급은 제멋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인민대중은 오로지 절대복종해야만 했다. 천황과 국민, 국가와 개
인 사이의 이러한 절대적인 종속관계는 『이에』에서 산키치와 가장인 미츠
오를 통해 가장 잘 체현되었다. 이처럼 잔혹한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도손
은 가족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사회 전체를 내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도손
은 ‘집’안의 어두움만을 보고, 희망을 배태하고 있는 ‘밖’을 볼 수 없었
을지도 모른다. 바로 이러한 작가의 한계로 인해 주인공 산키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사회인식에 대한 두 작가의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두 소설은 첫 시작
부터 선명한 대조를 이루게 된다. 바진은 소설의 첫머리에서 가문의 반항자
인 줴민과 줴휘이가 늦은 시간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준
다. 줴휘이들은 신사상과 신지식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한다.
즉 그들은 진보적인 사상을 배우고 사회와 접촉하여 더욱 넓고 더욱 높은
곳에서 봉건적인 고씨 가문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도손의 『이에』는 ‚하시모토 집안의 부엌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
창이었다.‛67라는 부엌 내부를 묘사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오센은 그 말
을 전하러 안채 쪽으로 갔다.‛68는 부엌에 대한 묘사의 문장으로 끝을 맺는
다. 소설의 끝에서 도손은 독자들을 이끌고 다시 집안으로 향한다. 이처럼
도손의 소설은 부엌에서 시작하여 집의 내부에만 머물렀고 집 바깥의 사회
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67 시마자키 도손 저, 노영희 옮김, 『家』, 민문고, p.11. 원문: 橋本の家の台所では昼飯の仕
度に忙しかった。(http://www.aozora.gr.jp/cards/000158/files/1509_40739.html 참조).
68 시마자키 도손 저, 노영희 옮김, 앞의 책, p.12. 원문: お仙はそれを告げに奥の部屋の方へ
行った。(http://www.aozora.gr.jp/cards/000158/files/1509_40739.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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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이에』와 『삼대』의 비교사
1. 한국에서의 연구
한국에서의 시마자키 도손의 『이에』와 염상섭의 『삼대』에 대한 비교
연구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 작품을 비교연구한 학술
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한일 근대 가족사소
설 비교연구」69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이에』와 『삼대』에 대해 짧게 언
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영석이 쓴 위의 박사논문은 1930 년대 한국 가족사소설의 이론적 근
거 및 현실인식의 방법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논문이
다. 이 논문은 가족사소설의 유형에 속하는 한국의 작품들을 1910 년 전후
자연주의 이래 1930 년대 후반기 가족사 풍속소설에 이르기까지의 일본의
가족사소설과 비교하였다.70 논문의 제 3 장 ‘가족사 연대기소설’에서는 염
상섭의 『삼대』, 채만식의 『태평천하』,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탑』
을, 자연주의 소설이 주류였던 1910 년 전후 일본의 가족사소설들과 비교하
였다. 서영식은 이러한 소설들의 형식이나 기법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
어 세대별 인물의 유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삼대』와
『이에』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서영식은 우선『삼대』를 포함한 1930 년대 가족사소설과 1910 년대 일
본의 가족사소설을 ‘가족사 연대기소설’이라는 항목으로 묶을 수 있는 이
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이 작품들은 모두 봉건타파라는 공
통항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작품 속 세대별 인물유형 및 세대간 갈등은 바로
이러한 공통항에서 파생된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동일한 ‘가족사소설’
의 범주에 속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서영식은 한국 작품 속의 아버지 세대를 가족지향형
과 가문지향형으로 분류하고, 『삼대』의 조의관을 가문지향형 아버지라 해
석한다. 가문지향형인 조의관은 가문의 영달과 보존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조의관에게 있어서 가족은 가문의 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나 국
69 서영식, 「한일 근대 가족사소설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70 서영식, 앞의 글, p.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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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그의 안중에 없다. 서영식은 한국의 이기적이고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아버지에 비해서 일본의 아버지 세대는 이타적이며 국가우선주의적인 성향
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의 고이즈미 다다노리(小泉宗寬) 는 국
가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광사했다. 그는 봉건시대 지배계층의 서민에 대한
시혜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흑선’으로 상징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태되고 만다. 그가 흑선을 목격함으로써 받은 충격에는 국가의
장래에 대한 우국의 심정도 포함되어 있음을 서영식은 지적한다.
또한 서영식은 아들 세대를 장남형과 차남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한
다. 장남 세대는 대체로 시대의 희생자에 가깝다. 『이에』 속 고이즈미가의
장남 미노루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17 세의 어린 나이에 가문을 상속받
아야 했다.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그는 동경으로 올라가 사업을 하는 등 구
가를 재건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감각의 결핍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고 만주
로 떠나게 된다. 서영식은 이러한 장남들이 의식의 차원에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행동에 있어서는 전체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기에 결국 가계
계승자라는 봉건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형이라고 보았다.
차남형 인물은 장남형 인물에 비해 저항정신과 자기주장이 강하고 근대
식 교육을 받은 세대이다. 『이에』의 산키치는 비록 서열상 고이미즈가의 막
내이지만 차남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구가의 봉건적 질
곡에서 벗어나 신가를 꾸미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에게는 국가의
식도 가문의식도 없다. 그가 지향하는 바는 합리적 개인주의에 기초한 신가
의 건설이다. 하지만 신가의 건설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서영식은 이러한
실패가 표면적으로는 구가 구성원들의 경제적 요구 때문인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산키치 자신의 내부에 자리하고 있는 봉건성 때문이라고 파악
한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서영식은 『삼대』의 조상훈을 장, 차남 혼합
형 인물이라 간주한다. 미국유학을 다녀온 상훈은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실
천하고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소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육영
사업에 매진하며, 조의관의 가부장적 권위에 대항하여 그와 첨예한 갈등관
계를 이루는 등 여러모로 차남형 인물의 행보를 보인다. 하지만 이후의 조
상훈은 위선과 허위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 따
라서 그의 차남형적 기질은 장남형적 기질로 인해 퇴색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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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식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괄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한일 양
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대별 인물 특성을 살펴보면, 아버지 세대는
봉건적 인물이며, 아들 세대인 장남형 인물은 가정과 사회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다. 이에 비해서 차남형 인물은 자신의 의지대로 기성세대에 대한 반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인물이다. 현실에 대한 저항성에 있어서 각국 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차남형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또한 한국의 작품
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를 거의 동등한 비중을 두고 서술하며, 종국적
으로는 민중을 배반하고 일제에 기생하는 아버지 세대에 대한 비판으로 작
품이 귀결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아버지 세대의 봉건성을 아들 세대가
비판한다는 점은 한국과 동일하지만, 작품의 중점은 아들 세대의 자아주장
에 놓인다. 한국의 작품이 아들의 가출로 끝나버리는 반면, 일본의 작품에
서 아들은 아버지 세대를 동정하고 있으며, 아들의 반항적 행위는 근본적으
로 성적 본능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71
서영식의 논문 외에 일본의 학술지에 발표된 「變動期社會と伝統家族の
沒落-『家』と『三代』を中心に72」라는 논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어로
쓰여진 이 논문은 비록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되었지만 논문 게재 당시의 원
문정보를 살펴보면 필자가 한국 부산외국어대학교 출신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고는 이 논문을 한국에서의 연구결과로 간주했
다.
위 논문의 저자인 김정혜는 『三代』와 『이에』를 비교하면서 두 작품
이 전통가족의 완전한 몰락이라는 주제가 아닌 또다른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음을 주장한다. 『삼대』에서 덕기가 할아버지에게서 금고의 열쇠를 이어
받는 것은 사실상 구가를 계승한 행위라 볼 수 있다. 또한 『이에』의 경우
에도, 하시모토가의 다츠오와 고이미즈가의 미노루의 가문 계승 과정을 살
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가장으로서의 실패가 강조되고 구가가 재건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구가는 산키치에 의해서 새로운
형식의 집으로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다. 김정혜에 따르면, 산키치는 비록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의 집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피
의 대물림 등 면에서 역시 원래의 집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는 구
71 서영식, 앞의 글, p.ⅲ.
72 金貞惠，
「変動期社会と伝統家族の没落--『家』と『三代』を中心に」
，島崎藤村研究 (25),
1997, 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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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 일본에서의 연구
시마자키 도손의 『이에』와 염상섭의 『삼대』에 대한 일본에서의 비교
연구 결과물 역시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지금까
지 두 작품을 비교연구한 1 편의 학술지논문 73 과 도손과 염상섭 두 작가를
비교한 2 편의 박사학위논문74만이 발표되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노
영희와 임태균의 논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75
노영희는 일본 근대문학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집‛ 또는 ‚가족‛이
라는 테마를 자신의논문에서 새삼스럽게 다시 끌어내는 이유가 도손의 『이
에』를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 작품인 염상섭의 『삼대』와 비교하기 위해서
임을 분명히 밝힌다.
노영희는 『이에』를 ‘부담으로서의 집’에, 『삼대』를 ‘감옥으로서
의 집’에 비유하면서 이러한 집에서 부단히 탈출하는 남자와 반대로 끝까지
집을 지키는 여자에 대해 말한다. 또한 전통적인 집과 서구문명 간의 관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소설 『이에』의 남자들은 하나같이 집으로부터 탈출한다. 다츠오는 집
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주로 떠난다. 미노루 역시 구가 재건
을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만주로 떠난다. 다츠오의 아들 쇼오타 역
시 집이 자신에게 지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 집을 나와 동경으로
향한다. 산키치는 비록 가출을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여행을 꿈꿨고 여행
다니기를 즐겼던 인물이다. 노영희는 산키치의 여행 역시 일종의 집으로부
터의 탈출로 보았다. 또한 『삼대』의 조상훈과 김병화도 모두 아버지와의 의

73 노영희,「島崎藤村の『家』と廉想渉の『三代』--‚家‛の束縛と崩壊を中心に」, 比較文
學研究，1985-10， p.95-106.
74 임태균,「日韓近代文學における父子關係の比較硏究:島崎藤村と廉想涉を中心に」,大阪大學, 2002.
채영임,「島崎藤村と廉想涉の比較研究:作品に現れた家族像を中心に」, 廣島大學大學院,2005.
75 임태균은 시마자키 도손과 염상섭 작품 속의 부자관계를 비교연구의 중심으로 삼았고,
특히 논문의 제 4 장에서 『이에(家)』와 『삼대(三代)』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반면 채영
임은 도손과 염상섭의 비교를 통해 두 작가의 개별 작품 속에 나타난 가족상을 탐구하는 데
그쳤을 뿐, 『쟈(家)』와 『삼대(三代)』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
므로 본고는 채영임의 논문을 비교사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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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충돌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거나 스스로 집을 나가는 선택을 한다.
이에 비해 두 작품 속의 여자는 끝까지 집을 지키는 존재들이다. 다츠
오의 아내 오타네는 남편이 가출했을 때 끝까지 집을 지키면서 먼 길 떠난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이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여성
이다. 후계자의 잇따른 가출로 인해 구가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구가를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노영희는 오타네를
전통적인 유교적 부인관을 가진 여성이라고 평가한다. 『삼대』 속 덕기의 아
내 역시 전통적인 여성이다. 그녀는 덕기가 아팠을 때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주고, 덕기가 필순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를 믿어 준다. 노영희는
덕기의 아내를 인내, 복종, 희생이라는 단어로 묘사하면서 그녀야말로 구가
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산키치는 아버지를 광기로 몰아놓은 흑선의 그림을 발견하고는 ‘유령’
이라고 말한다. 흑선도는 숲으로 둘러싸인 기소(木曾)에까지 밀어닥친 서양
문명을 상징하고 있다. 기독교를 믿는 조상훈은 제사를 지내려하지 않는다.
전통적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의관이 보기에 상훈은 불효자이며, 기독교는
집을 파괴하는 유령이나 다름없다. 노영희는 『이에』에서 전통적인 집을 파
괴하는 흑선이 서양을 상징하는 것처럼, 『삼대』에서는 기독교가 집을 파괴
하는 유령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한쪽은 물질적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정신적인 것이지만 결국 둘 모두 서양에서 유래된 것이고, 이들은
숙명적으로 동아시아 근대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는 근원을 상징하고 있다
고 분석하였다.
임태균은 두 작품 속 부자관계에 주목하는 한편 부자간의 갈등이 집의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두 작품을 비교하기 위해
『이에』 속의 구성원들을 3 개의 세대로, 즉 고이미즈 다다노리를 1 세대,
하시모토 다츠오와 고이미즈 미노루를 2 세대로, 고이미즈 산키치와 하시모
토 쇼오타를 3 세대로 나누어 『삼대』의 조-부-손 세대와 비교하였다.
구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다츠오, 그리고 어린 나이에 구
가를 이어받아 <젊은 효자이자 가엾은 희생자 76 >가 된 미노루는 근대화가
진행되던 과도기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몰락
해가는 구가를 재건하고자 노력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
가자 가장으로서의 짐을 벗어던지고 집을 탈출해 만주로 떠난다. 『삼대』 의
76 ‚少壮な孝子で、又可傷しい犧牲者‛, 임태균, 앞의 글, p.11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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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세대 조상훈은 미국유학 출신으로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실천하고 전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는 제사를 거부하는 등 봉건적
아버지에 대항하는 일련의 사건을 벌이다 결국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난다. 임태균은 두 작품의 공통점이 2 세대의 가출 또는 쫓겨
남에 있다고 보았고, 이들의 탈출로 인해 가문이 3 세대에게로 넘어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다츠오에서 쇼오타로, 미노루에서 산키치로, 조상훈에서
조덕기로 가문이 계승되는 것이다.
산키치(三吉)는 새로운 형식의 집을 꿈꾸었지만, 그가 구가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임태균은 산키치가 미노루에게서
아버지의 낡은 상자를 전해받는 장면이 구가를 이어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쇼오타처럼 조덕기도 교토에서 유학하던 중 급히 부름
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문을 이어받으라는 할아버지의 명령에 따
르게 된다. 결국 덕기도 할아버지에게서 가문의 권력을 상징하는 금고의 열
쇠를 이어받는다. 임태균은 이것이 앞서 산키치가 낡은 상자를 이어받았던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 외에도 임태균은 『이에』과
『삼대』 속에 나타난 부자관계를 단절된 관계라고 보았다. 즉 만주로 떠난
다츠오와 쇼오타 부자, 일찍 죽어버린 다다히로와 산키치 부자, 집에서 쫓
겨나간 상훈과 덕기 부자, 김병화 부자처럼 아버지들은 대체로 일찍 죽거나
집에서 탈출해 아들 세대와는 단절된 상태에 있고, 아들 세대는 이러한 부
친의 부재로 인해 ‘기아(棄兒)’로 전락한다.
임태균은 작품 속 타락한 혈통에도 주목하였다. 산키치는 다츠오가 쓴
일기에서 그의 ‚탐닉의 역사77‛를 발견한다. 이는 구가가 지닌 방탕한 혈
통의 기록에 다름아니다. 마치 유전의 법칙에 따르듯 결국 쇼오타 역시 아
버지 다츠오처럼 방탕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는 고이미즈가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산키치의 셋째 형은 아버지가 근친상간을 저질렀을 무렵
어머니와 외간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이다. 그는 가문의 이러한 방탕
한 혈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질녀에
게 성적 충동을 느끼게 되자 자신 역시 방탕한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통에 시달린다. 삼대 속 덕기 역시 가족의 타락한 혈통을 이
어받았다. 조상훈이 저질렀던 홍경애와의 불륜을 덕기는 그대로 답습하였다.
임태규는 봉건적 가족제도가 외적으로 개인을 속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77 ‚耽溺の歷史‛, 임태균, 앞의 글, p.12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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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탕한 혈통은 내적으로 개인을 속박하여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3. 비교연구의 특징
4 장에서 우리는 『이에』과 『삼대』에 대한 한일 양국의 비교연구 현
황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앞서의 『삼대』와 『쟈』, 『쟈』
와『이에』에 대한 비교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훨씬 더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유학생이었던 노영희가 1985 년에 발표한
학술지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앞의 두 비교연구보다 시기상 훨
씬 이른 때였다. 『삼대』와 『쟈』의 비교연구보다 14 년 가까이 빨리 시작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에』와 『삼대』를 비교한 논문은 두 편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편의 논문은 두 작가에 대한 비교연
구 논문이었다.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연구는 주로 아버지
세대, 큰 아들, 막내 아들의 대립 구조에 주목하여 두 작품의 인물 형상을
연구하고 부자관계의 변화 양상을 밝히는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의 경우, 남자를 집에서 부단히 탈출하는 존재로, 여자를
끝까지 집을 지키는 존재로 파악한 노영희의 해석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또한 부자관계의 갈등에만 주목한 다
른 연구자들과 달리, 임태균이 일찍 죽거나 집에서 탈출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기아’로 전락한 아들의 관계를 살피며 두 작품에 나
타난 부자관계를 단절된 관계라 해석한 부분이 새로운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문들을 보면 주로 한국에서 일본문학을 전공한 학생이
나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는 오로지 한국 학자에 의해서만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는 두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가 왜 이
렇게 적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들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더불어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
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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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두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논의를 시작해 보자. 시마자키 도손의
『이에』와 염상섭의 『삼대』는 모두 봉건제 타파, 집을 중심으로 생긴 개
인과 사회의 얼크러짐,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가족의 몰락 등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비교연구 역시 이러한 유사성에서 출발하
여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 작품은 판
연히 다른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삼대』가 1 년 남짓한 기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과 달리 『이에』
는 1898 년부터 1910 년까지의 12 년의 시간을 통해 하시모토가와 고이미
즈가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삼대』가 명확한 조-부-손 구조를 취하며
세대 간에 존재하는 첨예한 갈등을 주로 묘사하고 있는 반면, 『이에』는 주
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의 대립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묘사의 중점을
아들 세대에 두고 있다.
본고의 제 2 장에서 다루었듯, 『삼대』는 부-자 세대인 조의관과 조상
훈의 첨예한 이념적 대립, 그리고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세대 간의 충돌
이 서사의 주된 갈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작가는
봉건가문과 봉건세대의 불합리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비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에』 의 경우, 전통적 봉건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메
이지시대의 전형적 인물인 산키치의 아버지 다다히로가 고인(故人)으로 작
품에 등장한다. 그는 다른 인물들의 회상을 통해서만 은연중에 모습을 드러
낸다.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 다다히로는 산
키치에게 있어서는 추억 속의 인물이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나가야 하는 대상이다.
노영희는 도손이 중심화자인 여인들의 회상, 산키치의 회상 등을 통해
아버지 다다히로의 형상을 그려나갔다고 말한다. 산키치는 주위 사람들에게
서 아버지에 관한 일화들을 전해 듣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아버지를 점차 받아들이게 된다. 고이미즈가의 아버지는 밀려오는 서양과의
대결에서 쓰러진 전통을 상징하지만, 한편으로 도손은 한 시대의 희생자로
서의 아버지상을 멋지게 그려내었다.78
한국과 중국의 작품 속 아버지가 봉건사상과 권력, 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아버지인 것과 달리, 『이에』에서는 봉건가문의 대표적 인물인 아버
지가 이미 돌아가신 고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78 노영희, 『아버지란 무엇인가』, 시사일본어사, 1992,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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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버지의 부재는 아들 세대가 반항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와 충돌할 일도 없게 된다. 작품 속에 충만한 것은 오
로지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뿐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삼대』에서 집안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
인은 상속과 재산의 문제, 즉 돈의 문제에 있다. 이처럼 돈을 둘러싼 갈등
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은 흩어지게 되고, 결국 가문은 몰락하게 된다. 이
와 달리 『이에』에서는 다다히로를 ‘광사’에 이르게했던 흑선, 기차소리 등
의 서구문명이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기소가 교통
요지로서의 가치를 잃어 숙박업이 더 이상 번창할 수 없게 되고, 교통의 발
달로 전국유통망을 가진 회사가 등장하자 지방의 소규모 약방은 타격을 받
게 된다. 이처럼 근대사상의 유입과 자본주의의 도입이라는 시대의 격변이
구가의 몰락을 촉진시킨다. 다른 한편, 혈통의 문제도 『이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임태균이 지적했던 것처럼 방탕한
혈통이 아버지 세대에서 그대로 아들 세대로 이어지고, 아들 세대가 결국
아버지의 전철을 밟게 되면서 가문은 완전히 몰락한다. 도손은 집을 구성원
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외적인 제약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물들을 성적인 퇴
폐로 이끄는 숙명적 피의 비극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79
『이에』가 가업 구원의 비극이자 유전의 비극인 반면 『삼대』는 전제
주의의 비극이자 신구세대 충돌의 비극이다. 이처럼 작품 속 세대 간 관계
나 갈등의 원인 등에서 한일 두 작품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쟈』와 『삼대』에서 바진과 염상섭은 각각 비혈연적 공동체인 잡지사
와 산해진을 등장시켜 봉건대가족 몰락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봉건대
가족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도손 역시 『이에』에서
봉건대가족과 대립되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바로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인 집의 형태이다.
일찍이 신교육을 받아 자아와 개인에 눈 뜬 산키치는 개인을 속박하는
구가로부터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된 자신만의 신가(新家)를 이룰 것을
꿈꾼다. 산키치가 추구하는 신가는 남자가 중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가 중심이 되는 집이었다. 산키치는 이러한 신가의 실현을 위하여 성실하게

79 三好行雄， 「藤村，人文學」，『島崎藤村全集 別卷』，筑摩書房，昭和 58，p.15, 이현옥,
「시마자키 도오손의 『집』고찰-속박, 그리고 자유 사이에서」, 고려대학교, 1997, p.27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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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고, 구가의 권위와 돈에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그는 구가로부터의 자
유를 갈망한다. 구가로 인한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산키치에게 구가
는 마지막으로 남은 ‘일루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신가는 기대했던 것과 달
리 그에게 행복을 안겨주지 못했다.
신가의 위기는, 산키치가 아내 오유키가 결혼 전 한때 연애했던 스도무
와 서신을 나눈 사실이 발각되면서 발생한다. 오유키는 순수한 마음으로 스
도무와 편지를 교환한 것뿐이었지만 산키치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고 불신
한다. 산키치는 아내의 편지로 인해 촉발된 사건과 자신이 어머니의 불륜에
의해 태어난 사생아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두 사건을 동일시하면서 그런 일
이 자신의 신가에서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두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두려움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가 질녀에게 성적인 충동을 느끼
면서 현실화된다. 그는 퇴폐한 구가의 타락한 혈통이 자신에게도 흐르고 있
음을 발견한다. 산키치가 신가도 구가의 방탕한 핏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 이미 신가는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사실상 신가도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삼대』와 『쟈』 에서 산해진과 잡지사에 속해 있는 이들은 비록 혈연
으로 맺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비혈연 공동체 안에서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작품이 이 공동체들의 미래를 보여
주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따뜻함과 기쁨 등의 감정을 통해
작가가 희망과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에』 속에 제시된 새로운 가족관계와 가족형태는 비록 봉건가문과 확연
히 다른, 부부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형식의 신가이긴 하나, 작가가 애초
부터 방탕한 핏줄의 대물림이라는 설정을 통해 신가(新家)의 건립이 실패할
것이며, 신가는 사실상 구가의 연장일뿐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가 『삼대』, 『쟈』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제 3 세대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속의 제 3 세대는 대체로 병이 있거나(다츠오의 딸)
또는 어린 나이에 요절한다(미노루의 딸, 산키치의 3 명의 아이). 제 3 세대
의 죽음은 곧 후계자의 죽음, 즉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상징한다.
『삼대』와 『쟈』는 주인공들의 비극을 통해 봉건가장과 봉건가문의 불
합리성을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봉건대가족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서의 비혈연공동체를 제시했다. 반면 『이에』는 봉건가장을 상징하는 아버
지 다다히로를 고인으로 설정하여, 봉건가장을 비판하기보다는 아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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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억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도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가족형태를
묘사했지만 봉건가문의 구성원들은 결코 구가를 벗어날 수 없고 구가의 포
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가 애초부터 신가가 실패할 것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근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등장한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사상
과 그러한 사상의 영향 하에 일본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대해 보여준 철
저한 무관심으로부터, 일본 학자에 의한 『삼대』와 『이에』 비교연구 부재
의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근대’는 유럽에서의 중세봉건시대 이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르네상
스,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과 상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현저한 사회적, 문
화적 변혁이 이루어졌던 16 세기 이후의 시기를 가리킨다.80 17, 18 세기에
들어서서 서구의 역사가들이 그들의 역사를 중세나 고대와 구별하여 새로이
근대라고 기술함으로써 고대-중세-근대의 삼분법적 사고가 형성되게 되고,
근대라는 용어도 정착하게 된다. 81 근대는 이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개념인
동시에 현재의 역사를 새롭게 체험하는 시대인식을 가리키는 개념으로도 쓰
인다. 서구근대는 중세 봉건시대의 神중심, 神 종속주의 사고방식에서 인간
을 해방시켜 인간이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神중심의 우
주관이 아닌 인간중심의 세계관에 기반한 근대는 중세봉건제도의 몰락과 자
본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시민계급사회로 변모하게 된다. 82 이러한 근대는
서구에서 기원했지만, 전지구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
동아시아의 근대는 서구와 동등한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고 개항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의 근대화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확립된 서구근대 세력들이 원료공급과 상품판매를 위
해 극동으로까지 진출해 문호개방을 강요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서구근대
와는 다른 출발점에서 진행된다. 83 메이지유신의 목표가 서구근대를 지향하
여 아시아의 전근대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아입구(脫亞入歐)’라는 점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자신을 서구와 같은 위치로 설정하여 서구근대
80 이현옥, 앞의 글, p.15.
81 M.Block, 「역사를 위한 변명」, 박성수, 『역사학 개론』, 삼영사, 1992, p.445 에서 재
인용.
82 이현옥, 앞의 글, p.17.
83 이현옥, 앞의 글,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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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범기준으로 삼았다. 즉 일본은 서구의 제도, 과학, 문학 등에 대해 한
없이 동경하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한국 또는 중국을 자신보다 열등한 국가
로 보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근대 서구사회의 질서를 가장 먼저 그리
고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일본은 근대 지식의 수용 및 담론 형성과
정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로의 전파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
다. 84 이로써 대체로 중국-한국-일본의 순서로 생성되어 전파되던 문화의
흐름이 서구-일본-중국, 한국의 흐름으로 전파되는 양상으로 방향의 전환
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근대문학은 전통문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서구의 근
대문학을 섭취, 모방함으로써 나름의 독자적 문학형태를 구축하였다. 이때
서구와 일본은 근대문학의 발신자(發信者)와 수신자(受信者)의 관계를 맺게
된다.
한국의 근대문학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 근대문학의 영향을 받으면
서 새롭게 계승,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근대문학의 형성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기에 그로 인해 특수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단지 정치적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사실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충격이 한일 양국의 문학과 문화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서구의 강력한 충
격과 영향 아래에서 각자의 근대문학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이라는 창을 통하여 서구 근대문학의 문예사조나 문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소설 작가들은 자연히 일본과 교류하면서 일본에
서 형성된 문학 이론 및 작품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일본은 한국에 있어 서구 근대문학의 전신자(轉信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구-일본-한국(중국)으로 이루어진 문화의 흐름에서 수신자 자리에
위치한 자는 늘 발신자를 동경하고, 끊임없이 발신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을 찾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이처럼 수신자의 자리에서 발신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단히 확인하는 중국 및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자신의 수신자보다
는 발신자인 서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일본이 전신자뿐

84 이인하,「1876 년 이후 근대 한국의 민권, 민주사상의 발전과정-동아시아 3 국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성균관대학교, 201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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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에 있어서 발신자의 역할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발신자인 서구만 바라보았던 일본이 뒤돌아서서 수신자에 관심을 가질 때
일본은 비로소 자기 근원을 가진 발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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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이에』, 『삼대』, 『쟈』의 비교사
Ⅱ장, Ⅲ장, Ⅳ장에서 필자는 세 나라에서 진행된 두 작품 간 비교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두 작품 간의 비교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세 작품
을 동시에 놓고 비교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는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세 작
품을 포함한 동아시아 여러 작품들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한 글은 1992 년
노영희85에 의해 쓰여졌다. 그리고 1995 년에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豐)86가,
2000 년에 조동일87이 각각 동아시아 작품들 간 상호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1. 세 개의 연구사례
1) 노영희의 연구
노영희는 『아버지란 무엇인가?-시마자키 도송의 문학세계』라는 책의
제 10 장에서 도손 문학에 나타난 아버지 문제를 보다 폭넓은 시야에서 고찰
하기 위해 도손의 소설과 한〃중 양국 가족사소설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는 비교대상으로 한국 쪽에서는 염상섭의 『삼대』, 채만식의 『태평
천하』, 김남천의 『대하』를 골랐고, 중국 쪽에서는 바진의『쟈』를 골라 세
나라 소설 속의 아버지상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중〃일 소설 속 아버지는 모두 자식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설
정되었다는 유사점을 지닌다. 도손의 『이에』에서 다다히로는 그 자식들에
게 위엄을 띤 존재로 회상되고 있다. 그 아들인 미노루 또한 자식들에게 자
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세 편의 한국 작품들
에서도 모두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쥔 형태의 부자관계가 등장하며,
부자 간의 갈등 속에서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에 굴복하고, 아버지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 바진의 『쟈』에서 가부장의 엄격함은 명령을 어기는 사
람을 반드시 처벌하거나 혹은 그와 ‘인연을 끊는’식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85 노영희, 『아버지란 무엇인가?』, 시사일본어사, 1992.
86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豐), 「韓中日近代小說《家》」, 한국문학연구 17, 1995, p.37-56.
87 조동일, 「동아시아 소설이 보여준 가부장의 종말」,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Vol.10 No.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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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이들 아버지는 그의 자손들과는 달리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적인
존재로 그려진다. 노영희는 이 다섯 편의 소설 속의 아버지가 하나 같이 전
통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자들이며, 서양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에서의 흑선, 『삼대』와 『태평천하』의 기독교, 『쟈』
와 『대하』의 학교교육은 아버지에게는 모두 동양적 전통을 뒤흔드는 무서
운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아버지는 이 서양문명에 대하여 필사적인 대결 자
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노영희는 한〃중〃일 삼국 소설의 이질성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한 연구의 과제라 파악했다. 그는 ‘죽어서도 살아 있는 아버지’와 ‘살
아서도 죽은 아버지라’라는 인상적인 분류법을 통해 삼국 소설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에』는 다른 두 작품들과 달리 아버지를 회상 속의 인물로 설
정한다. 이에 대해 노영희는 아버지가 회상 속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버지는 살아 있는 아버지보다도 강한 인상으로 주인공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고, 더욱 이상화되고 미화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다른
작품들의 아버지는 생존하고 있는 인물로서 각각의 가문을 대표하는 주인으
로 설정되었다. 이 때문에 이들 작품 속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봉건적인
‘집’에 반대하는 젊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배척당할 구질서의
대표자로 여겨졌다. 『이에』의 경우는 이와 분명 다르다. 『이에』에서 아
버지는 회상 속 존재로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아들의 분쟁은
의도적으로 배제되며 아버지의 전통은 충분히 존중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처럼 세 나라의 작품들에서는 ‘죽어서도 살아 있는 아버지
상’과 ‘살아서 싸우면서도 결국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버지상’이 대조
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사소설은 중심인물이 2 세대이냐, 3 세대이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성격이 특징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도손의 『이에』에서는 제 2 세대가 중심
인물이 되며, 한국과 중국의 소설에서는 주로 제 3 세대를 중심으로 이야기
가 전개된다.『이에』의 경우 1 세대인 아버지는 회상 속에서만 등장하고, 아
버지를 그리워하는 제 2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가족의 이야기를 빚어내는 형
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과 중국의 작가들은 젊은 주인공들의 눈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의 아버지상을 그려 내었다. 이들은, 세대 간의 차이를
계기로 개인에 눈뜬 후 집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는 제 3 세대의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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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신구 세대의 대립과 부자간의 갈등 등을 명확히 표현하였다.
2) 시라카와 유타카(白川豐)의 연구
시라카와 유타카 역시 『삼대』, 『쟈』, 『이에』 세 작품에만 국한하
지 않고 한〃중〃일의 여러 근대소설88에 나타난

<家>89에 대한 연구를 펼

쳤다. 그는 삼국의 근대소설에서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와
구체적인 서술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삼국의 <家>에 대한 의식을 추출 정리
하고 대비하였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작가의 <家>의식
을 장유(長幼)관계, 이성(異性)관계, 고용(僱用)관계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장유관계에서 그는 특히 부자관계와 형제관계에 주목하였다. 부자관계
의 경우 세 나라 작품 속의 아버지는 대체로 존재감이 희박하며, 일가를 이
끌어갈 통솔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한국작품에서 발
견할 수 있는 ‘아버지 세대’의 도피적 행동은 자신들이 청년시절 부딪히게
된 (반)식민지 시대상황에 대한 그들 나름의 허무주의적인 심정을 반영한다
고 시라카와는 해석한다.
형제관계를 보면, 형제가 많은 경우-<바진의 『쟈』에서 보수적인 줴신,
보수와 혁신 사이에서 고민하는 줴민, 혁신적인 줴휘이; 도손의 『이에』에
서 오타네(맏딸), 미노루(장남), 모리히코(차남), 쇼오조(삼남), 산키치(사
남)>-이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인물로 그려졌다. 이 형제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형들은 대부분 우유부단하고 위신이 없으며 (심지어는 집을 나가 버
리는 경우도 있다) 아우들도 형을 따르지 않는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집을
짊어져야 할 형(장남)이 더욱 심각하게 시대의 불안을 인식했을 것이며, 이
러한 특징은 아버지 세대의 불안정한 행동 또는 집안에서의 희박한 존재감
과 부합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이성관계에 관해서 그는 우선 부부는 응당 수평관계여야 하는데 근대까
지는 줄곧 수직관계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위의 작품들의

88 한국 작품: 염상섭-삼대（1931）, 채만식-태평천하（1938）, 김남천-대하（1939）; 중
국 작품: 巴金-家（1931），矛盾-霜叶红似二月花（1943），呂赫若（台灣）-財子壽（194
2），合家平安（1942）； 일본 작품: 島崎藤村﹣家（1911），夏目簌石﹣道草（1915），志
賀直哉﹣大津順吉（1912），和解（1917）.
89 본 단락에서 표시된 ‘<家>’ 또는 ‘<家>의식’은 시라카와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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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아내들의 의식은 남편의 그것과 아주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충돌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기보다는 서로가 각기 다른 세계에 살면서 쓸쓸한 심
정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고용관계의 경우, 주인과 피고용자는 당연히 절대적 수직관계를 이룬다.
일본소설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충절을 다한
끝에 결국 종가의 일원이 되는 『이에』의 하시모토 가문 지배인이 그 전형
에 해당한다. 『쟈』의 줴휘이와 鳴鳳의 경우는 고용관계와 이성관계가 맞붙
어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인물관계들을 통해 시라카와 유타카는 전근대와 현대의 중간에
위치한 근대 동아시아의 <家>를 둘러싼 一族 의식의 특질과 한계를 고찰한
다. 그는 위의 작품들 속 가족관계에서 물리적으로 한 지붕 밑에 살지 못하
면서, 그렇다고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는 불편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합리적 사고방식과 종래의 유교적 윤리
또는 인정이 서로 충돌하고 타협함으로써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라카와 유타카는 동아시아 삼국 소설에서의 <家>를 7 가지의 가능적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a. 전통적인 <家>를 유지하려는 노력
b. 전통적인 <家>의 붕괴에 대한 개탄
c. 전통적인 <家>의 유지에 대한 무관심 또는 무능
d. 전통적인 <家>와 ‘자아’와의 갈등
e. 새로이 발견된 <家>와 ‘자아’와의 갈등
f.

전통적인 <家>에서의 도피 또는 탈출

g. 전통적인 <家>의 파괴 또는 새로운 <家>의 건설
그리고 각 유형의 전형적 인물로 b 의 경우 『쟈』의 조부 고노인, c 에
서는 2 세대인 상훈과 커딩, d 에서는 두 가치관의 틈바구니에서 흔들리는 덕
기, 줴신, 쇼오타, e 에서는 산키치, f 에서는 줴휘이를 꼽는다. g 형에 해당하
는 인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시라카와는 설명한다. 또한 시라카와는 그때
까지의 상식적 <家>관념에서 탈피해 a 에서 f 까지의 다양한 유형을 그려냈
다는 것 자체가 당대의 새로운 성취였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家>를 둘러싼
어느 한가지 가치관만을 내세워 독자들을 계몽하려는 의도를 거의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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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여러 유형을 병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층이 자유로운 선택
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소설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들 작품들이 개화
기소설에서 한층 나아간 것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시라카와
는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시라카와는 세 나라의 가족사소설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
특징을 추출해낸다. 그에 따르면 일본소설은 自意識의 경향이 짙고, 한국소
설은 일상생활의 묘사가 자세하여 마치 한 폭의 시대풍속도와 같은 느낌을
주고, 중국의 작품은 사회비판적 의식이 짙다. 또한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다뤘던 작품들이 모두 도시를 무대로 중산계급, 지식인 가정을 그리고 있다
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지적하였다.
3) 조동일의 연구
조동일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끝나고 새롭게 근대가 시작된 시기
인 20 세기 초 일본, 중국, 한국에 등장한 소설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부장
의 죽음을 그리면서 한 시대가 끝나는 양상을 문제 삼았던 소설 『이에』,
『쟈』, 『삼대』에 주목하여 비교연구를 했다. 또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가 과연 동아시아 고유의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교의 범위를 넓혀 역시 가부장의 죽음을 주제로 한 서양소설인 마
르텡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과 함께 다루었다.
네 작품은 모두 한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 전반의 동향과 관련
시킴으로써 가부장의 종말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를 질문했다고 볼 수 있
다. 네 작품은 신구 세대의 교체를 바라보는 기본관점이 일치하며, 전통적
인 가치관을 고수하려고 하는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항을 다룬다는 공
통점을 지닌다. 조동일은 시대의 변동에 따른 변화를 가부장은 거부하고 자
손들은 받아들이는 충돌의 과정에서 결국 가부장은 패배를 맞이했다고 보았
다. 즉 가부장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키지 못한 채 가장의 자리에서 물러
나야만 한 것이다. 신세대들이 가부장의 지배를 거부하고 서열에 의한 질서
를 무너뜨리면서, 평등한 인간관계를 향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한편 조동일은 네 작품에서 그려진 가부장의 성격의 차이점에도 주목하
였다. 마르텡 뒤 가르가 그린 가부장은 시민이다. 바진의 소설 속 가장은
주로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취임했던 중국 최고의 지배 계급인 신사이며,
시마자키 도손의 가장은 상층농민, 염상섭의 가장은 양반의 지위를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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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고 산 사람이다. 요컨대 동아시아 작품에 나타난 가부장은 서양 소설
에서와 달리 대체로 전통적인 지배세력들이다. 그 원인에 대해 조동일은 다
음과 같이 분석한다. 프랑스의 경우 혁명을 통해 귀족계급을 타도하고 시민
이 주도세력이 되는 변화를 먼저 겪은 후에 다시 시민의 사고방식이 과거의
귀족처럼 보수화되었다. 그렇기에 소설 속에서 시민 계급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이러한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는 전통적인 지배세력이 지닌 문제점이 장차 전
개될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비판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 작가
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부장의 죽음을 묘사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말이 불
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조동일은 가부장에 대한 자손의 태도를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바진과 마르텡 뒤 가르의 소설에서 형제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한다. 형은 온건한 타협을 원하고, 아우는 이에 대한 반발심
을 억누르지 못한 채 가출하게 된다. 또한 대체로 형은 아우의 급진적 사고
방식에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다. 마르텡 뒤 가르와 바진을 프랑스와 중국의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견주
어보면서, 조동일은 마르텡 뒤 가르는 보수노선에, 바진은 진보노선에 서있
다고 해석한다. 또한 조동일은 염상섭의 경우 강경파가 우파와 좌파 두 노
선으로 나누어진 상황을 보여주면서, 좌우 노선을 한꺼번에 넘어설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작품 속에서 가부
장에 대한 반발심은 전통적 가치관에서서의 이탈과 외부에서 전해진 새로운
사고방식의 도입을 촉발시키는 양상으로 구체화된다. 이처럼 유럽과는 다른
시대 상황에 동아시아 작가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시마자키 도손은 죽고 없는 가부장을 추모함으로써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
고 있는 서구화가 주체성의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를 드러낸다. 이
와 대조적으로 바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서구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를 보여준다다. 반면 염상섭은 기독교를 앞세운 우파의 서구화와 마르크스
주의를 추종하는 좌파의 서구화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조동일은,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제 3 의 길을 찾고자 했던 염상섭이 서구화
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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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연구의 특징
2.1 세 작품의 비교연구의 특징
Ⅴ장 1 절에서 우리는 『삼대』, 『쟈』, 『이에』 세 작품을 동시에 다
룬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음으로 세 작품의 비교연구에 주목한 연구
자는 노영희였다. 그는 세 작품 속의 아버지상을 비교하여 이 아버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노영희에 따르면 이 아버지들은 모두 무서
운 존재이자 보수적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
어서도 살아 있는 아버지’와 ‘살아서도 죽은 아버지’라는 유형으로 차별
화된다. 노영희의 이러한 연구는 비록 시마자키 도손 작가론 중 극히 일부
에 불과하다는 분량상의 한계와 아버지상의 분석에 머물렀다는 연구시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 작품을 동시에 비교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노영희에 이어, 한국문학을 연구하는 일본 학자 시라카와 유타카 역시
동아시아 가족사소설에 주목하였다. 그는 세 작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
중〃일 세 나라의 여러 근대소설에 나타난 ‘家’의 양상을 비교 분석했다.
그는 세 나라의 근대소설에서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장유
관계, 이성관계, 고용관계로 나누어 살폈고, 동아시아 소설에서의 ‘家’를 7
가지의 가능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동아시아 삼국의 ‘家’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시라카와가 삼국의 여러 작품들
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중〃일 근대소설 속의 ‘家’를 7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것이 동아시아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보편성을 찾아내고자 한 시
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는 시라카와가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각 나라 소설이 위의 유형을 대표할 만한 전형성(典型性)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예를 들면 시라카와는 왜 연구대상을 모둔
(茅盾)의 『霜葉紅似二月花』(1943)로 선정하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
진 바진의 격류삼부곡(激流三部曲)의 『春』(1938)，『秋』(1940) 나 라오
서(老舍)의 『四世同堂』(1944) 을 배제하였는가. 이와 같은 연구대상 선정
의 타당성을 둘러싼 물음에 시라카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
지 못했다. 또 바진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택한 연구대상을 통해 도출된
‘家’의 7 가지 유형이 과연 동아시아 소설 속 ‘家’의 보편적 유형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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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2000 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세 작품을 본격적인 비교연구의 대상
으로 삼은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조동일은 가부장의 죽음을 그리면서
한 시대가 끝나가는 양상을 문제 삼았던 이 세 작품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
러한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가 과연 동아시아 고유의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
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역시 가부장의 죽음을 주제로 한 서양소설인
마르텡 뒤 가르의 『티보가의 사람들』를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동일은
네 작품 속의 가부장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그 결
과 서양의 가부장은 서민인 반면 동아시아의 가부장은 대체로 전통적인 지
배세력들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필자는 조동일의 논문의 의의가 세 작품을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공통의 범주로 묶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시 이 작품들
을 서양소설과 비교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세 작품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시대적 특징이 동아시아 고유의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 현상
인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이 야심찬 논문이 결국 서민 가부장과 전통적 지배
세력으로서의 가부장의 성격의 차이를 밝히는 데만 그쳤다는 점은 다소의
아쉬움으로 남지 않을 수 없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라는 범주 속에서 막연하게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세 나라 각국의 가족을 둘러싼 문화는 유교문화권이라는
규정 속에서 그 특징과 차이들이 희석되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한〃중〃일 세 나라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에는 상당한 유사성만큼이나
뚜렷이 대비되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중국에서의 ‚家族‛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2000 여 년 전까지 거슬러 올
라가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사상가인 관자(管子)가 『管子〃小匡』-‚公
修公族，家修家族，使相連以事，相及以祿。‛에서 처음으로 ‚家族‛이라는 단
어를 사용하였다. 공자는 정치 사회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가족 공동체를
원형 90 으로 삼았고 가족제도를 유교 사회의 기초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
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이라는 기반 위에 자신들의 도덕적, 정치적 이념을
펼쳤다. 91 중국은 소생산 자연경제의 토대 위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
제도가 발달하였고, 나아가 지리적, 기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력

90 신옥희,「조선시대 유교윤리의 특성과 한계」,『한국인의 윤리관』, 정신문화연구원, 1983, p.167.
91 김미정, 「中國現代文學에 나타난 家族觀念 및 關係의 변화」, 『中國現代文學』, 1996, 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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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왕조가 성립되
었다.92
유교적 도덕관념인 五倫 가운데서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등은
직접적으로 친족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볼 수 있고, 그 외의 君臣有義, 朋
友有信 등도 이미 ‘가족화’된 개념 속에서 파악된다. 중국의 지배계층을 형
성한 ‘사대부 가족’은 넓은 집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제도’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대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의 가족제도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항렬, 長幼, 혈통의 遠近 등에 따라
철저하게 등급화하는 권위적인 제도의 성격을 띠게 된다. 가장인 아버지는
권위의 중심이었다. 그는 전제적이며 때로는 폭군적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가족의 재산과 생산품을 관리하였으며 자녀의 결혼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니
고 있었다. 유교적 가족질서 속에서 사회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족이
었다. 유교적 가족 체계 내에서 개인 존재의 의의와 본질은 倫理綱常의 그
물 안에 놓여 있었고, 인간은 ‘나’ 자신이기보다는 나를 둘러싼 ‘관계’ 속
에서 존재했다. 개인은 전통 체계 속에 편입됨으로써 존재의의를 부여받고,
개인의 개성, 인격, 자유 등은 관계나 집단, 倫理綱常 속에서 소멸하여 버린
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형태로 인하여 개인은 순종에 의하여 안정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권위주의적 가족형태가 사회 전체에 적용되어 사회
어느 구석에서나 권위에 대한 순종이 광범위하게 요구되었다.93
중국의 유교사상 및 문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한국 역시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제도를 형성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가계 계승
의식과 조상숭배의식을 바탕으로, 같은 조상을 모시는 종족 구성원들이 결
합하는 특유의 부계 혈연집단이 발전해왔다. 94 동족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
된 이 집단을 일컬어 ‘문중(門中)’이라고 하는데, 한번 형성된 문중은 이
념적으로 영속되는 경향을 보이며, 제사 상속이 그 핵심적 매개 고리 역할
을 한다.95 선조 제사를 매개로 ‘큰 집-작은 집’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이
모든 관계가 더욱 상위의 수준에서 하나의 문중, 즉 하나의 ‘집’으로 통합

92 김미정, 앞의 글, p.560.
93 이 부분은 김미정의 논문「中國現代文學에 나타난 家族觀念 및 關係의 변화」의 ‘제 2
절 중국의 전통적 가족제도-성격 및 의의’를 참조. 김미정, 앞의 글, p.561-562.
94 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한국, 일본 전통가족의 역사와 현재」, 『한국학논집』50, 2013, p.199.
95 이광규,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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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96
계승제도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장자계승제도를 따르며, 父系继
嗣를 원칙으로 큰아들이 가문을 계승 받는다. 가문의 계승과 함께 큰아들은
효제(孝悌)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즉 큰아들은 가문의 생계를 유지하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며, 유교적 혈연질서를 수립해야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모든 아들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
배받을 수 있었고, 여전히 함께 모여사는 공동거주의 형태를 취했다.
일본의 집도 역시 가장과 그의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거주 및 생산의
단위였고, 그 자체로 더이상 나눌 수 없는 기초적 사회단위로 기능하였다.97
집은 상징적 가명(家名)의 연속성 하에, 가산과 가업을 유지 계승하며 부모
-자식-손자로 계승되어가는 독자적인 사회단위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집은 단지 혈연 집단의 성격을 고수했던 것이 아니라, 체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자와 같은 비혈연자를 가족 내부에 포함시키
기도 했다. 98 즉 공동거주의 목적과 경제적인 요인이 혈연보다 우선하였던
것이다. 99 일본에서는 중국이나 한국에서와 달리 家庭继嗣의 원칙 하에 큰
아들이 ‘当主(とうしゅ)100’의 신분과 재산을 모두 계승 받고 그 외의 아
들은 집을 나가 자신만의 집을 꾸려야 했다. 이처럼 큰아들이 계승 받은 집
이 ‘혼께(本家)’였고 기타 아들이 세운 집은 ‘분께(分家)’였다. 혼께와 분
께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규모에서 큰 차이를 지녔다. 중국과 한국의 경
우 전통가족에서 혈연관계가 아니면 집을 구성할 수 없으나 일본은 비혈연
관계로도 집이 구성될 수 있었다.101 불가피한 경우에도 반드시 혈연을 지닌
친척에서 양자를 구해서 계승자로 만들었던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일본은
혈연관계가 없어도 계승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큰 틀에서 보면 한〃중〃일 전통가족의 모습은 많은 점에서 닮
아있다. 구성원들은 집을 위해 헌신하고 복종하며, 유교적 가족가치를 준수
하고, 가문 계승에 대한 집착을 보인다.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96 신인철, 『한국의 사회구조: 미분화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문덕사, 1992, p.213.
97 나카네지에, 김택규 편, 「일본 동족구조의 분석: 사회인류학적 고찰」, 『사회구조의 비
교』,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4, p.189.
98 阪井俊二，阪井出,『日本の社會學入門』，近代文藝社，1995，p.108.
99 民族学研究所，『民族学事典』，东京堂，1985，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앞의 글, p.204
에서 재인용.
100 当主; とうしゅ; 당주; 그 집의 현재 주인. 출처: 네이버 일본어사전.
101 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앞의 글, p.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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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102 하지만 이들 사이
에 미세하게나마 존재하는 차이점에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양상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이 근대와 길항하며 만들어낸 총체적 사회상 역시 달랐다. 19 세기 후반,
일본은 ‘메이지유신’이라는 정치개혁을 단행하였고, 산업과 기술 등 다방
면에서 현저한 발전을 이룩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봉건국가에서 국민국
가로 변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메이지유신은 미완의 개혁이었고, 이로 인
해 일본은 봉건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병존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게 되었다.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의 사상에도 여전히 봉건사상이 농후하게
남아있었고, 과학지식과 근대의식은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
경 하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니시 아마네(西周) 등의 계몽사상가들
은 메이로쿠샤(明六社)103를 건립하여 서구의 과학과 기술을 소개하고 서구
의 정신문명을 보급하는 등 일련의 계몽운동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낙후한
보수적 봉건 윤리 도덕과 봉건 가족제도를 신랄히 비판함과 동시에 개인의
독립 의식과 독립 정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자유민주론’을 제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은 개인의 인격과 자유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고, 또한
계몽의 중심을 평등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이들은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종
교와 언론의 자유 등을 주장하였다. 이들의 계몽사상은 당대에 거대한 반향
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민중들의 근대적 자아의 각성을 촉진시켰다. 또한
1877 년 자유민권운동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운
동은 메이지 정부의 강력한 진압을 받았고, 자산계급 자체에 내재한 연약함
과 타협성으로 인해 계몽운동과 자유민권운동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하지만 이 두 운동은 일본 민중들이 기존에 지니고 있던 신앙, 이상, 도덕
관념 등을 뒤흔들고 이들의 주체의식을 촉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에 진행된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천황의 전제주
의 독재통치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역시 폐지되기는커녕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메이지 시대의 천황제 가족국가체제는 개별 가

102 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앞의 글, p.209.
103 메이로쿠샤(明六社)：1873 년 7 월,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비롯하여 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나카무라 게이우（中村敬宇）,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니시 아마네(西周), 쓰
다 마미치(津田真道),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이 계몽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이다.
이듬해 3 월에는 기관지 『메이로쿠잡지(明六雜誌)』를 간행하기도 했으며, 이들의 계몽사상
은 그 시대에 크나큰 감화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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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말단 조직으로 하여 모든 사회관계를 위계적으로 조직하고, 그 정점에
가족국가의 가장으로서 천황이 존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04 이러한
구조를 기반으로 천황을 아버지로, 국민을 자식으로 여기는 가족국가의 이
데올로기가 확립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개인의 목표는 가
문의 목표에, 가문의 목표는 (국가-개인 사이의) 중간집단의 목표에, 그리
고 중간집단의 목표는 국가의 목표에 종속되는 강력한 위계질서가 성립하게
되었다.105 이처럼 메이지 정권은 전통가족 관념을 천황 전제 통치의 정신적
도구로 이용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독재주의는 개인주의 정신의 발양을 억
압하고, 가족제도는 자아의식의 발전을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 러일전쟁 이
후 가족주의와 국가주의는 더욱 긴밀하게 결합되었고, 집은 ‘거대한 권력기
구—통치기구의 한 세포’106가 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주의는 더욱 속박당하
게 되었다.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자, 가족제도는 각
성한 민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작가들
이 가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작가들 중 특히 시마자키 도
손은 가족의 문제를 다룬 여러 편의 소설을 창작하면서 누구보다도 분명하
게 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계몽사상, 특히 자유민권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시마자키 도손은 근대 일본에서 누구보다도 일찍 자아의 각성을 촉구한 선
구자였다. 그는 정신의 해방을 자신의 문학의 목표로 삼고 자아의 실현과
자유를 추구했지만, 가족제도의 속박으로 인해 이러한 목표를 손쉽게 실현
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도손은 가족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기
울이게 되었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가족제도가 개인을 속박하는 양상
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가족의 문제를 깊이 있게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
였다.
1840 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근대 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서방 열
강들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과 경제적 약탈, 문화적 침투가 극심해지면
서 중국의 민족적 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이후 양무운동(洋務運動)과 유신
변법(維新變法)이 실패하고, 일부의 선각자들이 군주제를 타도해야 민족의
104 川本彰, 『家族の文化構造』, 講談社, 1978, 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앞의 글, p.219 에서
재인용.
105 井上忠司, 『世間體の構造』,日本放鬆出版社協會, 1972, 최우명, 마수다 카즈미, 앞의 글,
p.219 에서 재인용.
106 中村信太郎, 卞立強, 俊子譯, 『日本近代文學史話』, 北京大學出版社, 1986,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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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신해혁명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혁명으로 인해 봉건적 통치제도는 전복되었지만, 여
전히 민중의 머릿속에는 봉건사상이 깊숙이 박혀있었고, 이는 사회 진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각성한 지식인들은 사상의
개혁만이 민족의 운명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여
그들은 민중의 정신적 계몽으로 운동의 방향을 돌리고, 봉건사상의 잔재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신문화운동의
시발점이 된다. 과학과 민주주의를 제창하고, 낡은 문화와 봉건제도를 타파
하고자 한 이 운동에서 ‚그들은 전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동시에 공격의
방향을 전통문화의 주축인 가족문화에 돌리게 되었고107‛, 이로 인해 ‚가족
문화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20 세기 초 중국 정치혁명과 사상혁명의 초점
108

‛이 되었다. 이러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제도와 가족윤리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전통적 중국 사회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사회의
본위로 여겼으며, 가족을 바탕으로 家国一体의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불
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가족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신문화운동의
제창자들은 가족제도야말로 봉건전제제도의 기초라 여기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족제도는 규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외에도 신문
화운동의 제창자들은 가족윤리를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속박하는 천적으로
여겨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문화운동 이후 이어진 5.4 운동은 인간의 발견과 해방을 목표로 한
운동으로서, 새로운 인간관을 보편적 인간관으로 확립시킨 운동이었다. 5.4
운동은 ‘자아의 발견’과 개성의 존중을 강조하고, 자유 평등의식을 고취시
킨 근대적 의미의 사상해방운동이었다. 『新青年』은 격렬한 어조로 반전통
을 부르짖으면서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유교를 타파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2000 년 동안 중국 전제 제도를 떠받드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유교는 자아의 각성을 방해하는 정치, 도덕, 문화의 근본으로 지목되기 시
작했다. 효 역시 더는 이상적인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다.

109

5.4 운동의 시기는 이러한 자각과 각성의 시기였다. 가족제도의 본질을

107 曹书文, 『家族文化与中国现代文学』,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63.
108 曹书文，앞의 글, p.63.
109 김미정, 앞의 글, p.563-5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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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하고 구시대의 몰락을 예견한 이러한 5.4 운동의 흐름 속에서, 비로소
자아를 발견하고 자유 및 민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 가족제도에
반기를 드는 작품이 나타날 수 있었다. 110 신문화운동과 5.4 운동의 영향을
받아 개성의 해방과 정신적 계몽을 추구했던 바진 역시 가족관념과 가족제
도를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통해 개인을 속박하는 가족의 문제를 밝히고
봉건 윤리의 허위와 죄악을 폭로하고자 하였다.
한국은 1905 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1910 년 한일
합병으로 국권을 박탈당하며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일본은 한반도를 강
점하고, 강력한 민족말살정책과 수탈정책을 펼쳐 한국을 통제하였다. 111 을
사조약 체결 전후 한국의 지식인들은 민족의 독립을 쟁취해야 사회를 발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일련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각 계층이 모여 민족적 항일운
동인 3.1 운동을 일으켰다. 3.1 운동은 비록 국권 회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지만, 일본의 식민통치체제에 큰 타격을 주
었으며 계몽사상과 항일정신을 한국 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3.1 운동은 단순한 국권회복운동이 아니었으며, 민족의 각성을 촉구
하고 평등의식과 반봉건의식을 고취시킨 사회운동으로서의 일면도 지니고
있었다.112 한국의 3.1 운동과 중국의 5.4 운동은 혁명적 운동이었다는 점에
서 어느 정도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3.1 운동이 어디까지나 민족의 독립을
우선으로 한 운동이었던 것에 비해 5.4 운동은 다방면에서의 사상 및 제도
의 개혁을 추구한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둘은 차별화된다. 3.1 운동 이후에도
한국은 여전히 ‘전통’이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서 근대사회로 진입해야 했
다. 또한 3.1 운동의 실패로 인한 우울과 좌절감 속에서 한국의 작가들은 서
민들의 생활, 농민과 노동자의 비참한 인생, 전통적 가문의 세대갈등, 지식
인의 고뇌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계몽주의
작가였던 이광수조차도 3.1 운동 이후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파악할 능력
이 없었다. 이러한 결여는 염상섭의 이름으로 비로소 메워질 수 있었다.

110 김미정, 앞의 글, p.565.
111 선보량, 「『삼대』와 『가』에 나타난 세대갈등 비교연구」, 아주대학교 석사논문, 2012, p.15.
112 선보량, 앞의 글, p.15-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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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총체적 검토
여러모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대』, 『쟈』, 『이
에』 세 작품을 함께 다루는 연구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 본고의 출발점이
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비교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을 때, 비로소 필자는 기존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의 연구자들은 한정된 틀에 갇힌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후속 연구자들은 이 틀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
지 않았다. 한정된 틀 안에서만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는 점이 이제까지의
세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한, 중, 일 세 나라의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인물형상에 주목하였다. 가
족사소설에서 인물은 동시대의 역사와 사회의 제반 변화들을 체화하고 있으
며, 소설 속에 묘사된 수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 그 속에
는 사회와 역사의 변천 양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가족사소설에 나타
난 인물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
는 공통적으로 작품 속 인물들의 유사성에서 출발한다. 『삼대』와 『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자들은 우선 인물들을 봉건 가장인 1 세대, 무
능한 2 세대, 반항적인 3 세대로 분류하고, 각각의 작품 속에서 이에 대응되
는 세대의 인물들을 찾고, 이들을 비교하는 연구방식을 택했다. 『이에』와
『쟈』의 비교연구의 경우 대부분 아들 세대에 주목하여 두 작품 속 큰아들
과 막내아들을 비교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에』와 『삼대』의 비교
연구의 경우는 Ⅳ장에서 밝혔듯 두 작품의 차이가 두드러지기에 동일한 세
대의 인물들을 비교하는 대신에 성격이나 행보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 인물
들을 선정하여 비교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세 나라 연구자들이 모두 남성
인물형상에 비해 여성 인물형상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했다
는 점도 한계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비록 인물형상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인물을 유형별로 나눠 비교하는 것에 치중돼 있고, 오로지 유사성에만 주목
하여 인물의 성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근본적 한계
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삼대』, 『쟈』, 『이에』 세 작품을 비교 분석하면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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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모두 전통 봉건 대가족의 몰락과 해체의 과정에서 일어난 신구 세대
의 갈등과 교체에 주목하였다. 즉 이들은 하나같이 전통 봉건 대가족의 해
체를 대전제로 내세우면서 연구를 펼친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 소설들에서 봉건 대가족의 해체된 것이 아니려 오히
려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대』의 조의
관은 전통질서가 봉괴되어가는 틈을 타 돈으로 양반 지위를 사고 신분상승
을 완성한 인물로서, 그의 가문은 전통적인 봉건 대가족보다는 새롭게 탄생
한 부르주아 가문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삼대』는 비록 2 세대에서 위기
를 맞았지만, 결국엔 무사히 3 세대로 이어져 성장해가는 부르주아 가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 작품 중 그나마 대가족의 해체를 문제삼
은 작품에 가까운 것은 바진의 『쟈』이다. 하지만 『쟈』 역시 가문의 해체
보다는 젊은 세대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 갈등으로 작동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녀인 밍펑과 도련님 줴휘이의 사랑을 통해서, 이 소설은 가장의 명령에
일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새로운
생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또한 『이에』의 경우에도 작
가 도손은 전통적인 사무라이 집안이 아닌 상인 출신 가문의 이야기를 그렸
으며, 아버지를 고인으로 설정함으로써 처음부터 이 소설이 전통적인 가문
이 아니라 2 세대가 이끌어가는 새로운 가문의 이야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
다고 볼 수 있다. 산키치의 신가 건립의 실패와 신가의 대체물인 문학으로
의 탈출은 궁극적으로 한 소설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다.
세 나라의 비교연구 방향의 차이와 그 원인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
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삼대』와 같은 해에 쓰여졌고,
내용상으로도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중국 작품 『쟈』와의 대비연구에
치중해왔다. 이들은 인물형상, 여성의 혼인과 교육의 문제, 돈의 쓰임과 성
의 용도 등에 주목하여 텍스트에 충실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삼대』,
『쟈』, 『이에』 세 작품을 동시에 비교한 첫 연구 역시 한국인 연구자에 의
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들은 위의 세 작품을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공통의 범주에 묶어 서양소설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
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른 두 나라의 연구자들보다 한 발
먼저 중국과 일본에 눈길을 돌렸고, 서양과 동아시아 공동체를 비교의 대
상으로 삼는 선구안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유사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삼대』보다는 같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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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일본 작품 『이에(家)』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는 중국어
로 번역되자마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8 년
에 『쟈』와 『삼대』의 첫 비교연구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대
부분의 연구는 인물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다. 한국
과 일본의 연구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중국의 연구자들은 텍스트
에 보다 더 충실했고, 또 동아시아 각 나라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대체로 일본에서 유학 중이거나 일본에서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자들이 일본의
교육을 받긴 했지만, 이들의 연구 성과를 일본의 연구 방향과 특색을 보여
주는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논문의 양 또한 지나치게
적기에 이러한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진행된 연
구가 없다는 것이 본고의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근대 문학의 성립
3.1 동아시아의 근대화
서구에서 근대는 시민혁명, 산업혁명, 나폴레옹 전쟁 등을 계기로 도래
했다. 즉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 문화 창출의 주체인 시민계급이 탄생했고,
시민계급에 의해 이루어진 시민국가는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사회를 창출했
으며,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국민국가 내지 민족국가가 확립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민족국가가 확립되었고, 19 세기 중후반에
이르러서 서서히 이 민족국가가 제국주의 국가로 전환해 나가게 되었던 것
이다.113
이렇게 성립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맺고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근대는 시작되었다. 그 첫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중국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전쟁(鴉片戰爭，
1840-1842)이었다. 아편전쟁이 영국의 승리로 끝을 맺음으로써 1842 년

113 김채수, 『동아시아의 문화와 문학론』, 도서출판 박이정, 2014,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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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조약(南京條約)114이 체결된다. 홍콩의 할양, 5 개 항구의 개방 등의 일
련의 불평등 조항으로 구성된 남경조약의 체결은 중국을 서구 열강의 반식
민지상태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반이 점차 서구세력에 문을 열어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53 년 미국의
페리제독은 무력으로 일본의 에도만을 침범하고, 일본의 문호개방을 요구한
다. 중국의 패배를 목격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현명하리라는 판단 하에 1854 년 가
나가와(神奈川) 우호조약 115 을 맺고 이즈(伊豆)반도의 시모다(下田) 항구와
홋카이도의 하코다테(函館) 항구를 개항한다. 서구의 압력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자, 동아시아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문호의 개방은 일본의 오랜
쇄국정책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중국 역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세상
의 중심은 중국이라 여겼던 중화사상의 미몽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강제적 문호의 개방에 맞서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의 구호를 내세
114 제 1 차 중영전쟁(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조약이며 장닝조약(江寧條約)이라고도 한
다. 청나라 임칙서가 아편무역을 금지시키고 영국상인들의 아편을 몰수하여 불태우자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양자강 하구를 봉쇄하면서 침략하였다. 무능한 청나라 군대는 연전연패를 거
듭하면서 6 백만불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쪽 군대가 모두 철수한다는 광동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중국민들의 반발이 곳곳에서 일어났고 영국군 사상자가 생겨나
게 되었다. 이를 빌미로 영국군은 1842 년 6 월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징으로 진격했다. 청나
라는 영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난징에 정박 중인 영국 군함 콘월리
스호(號)상에서 청나라 전권대사 기영(耆英), 이리포(伊里布)와 영국 전권대사 H.포틴저
(1789~1856)가 남경조약에 조인하였다. 이 조약은 13 조로 되어 있고, 1843 년 6 월 홍콩
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 광
저우(廣州), 샤먼(廈門), 푸저우(福州), 닝보(寧波), 상하이(上海) 등 5 항(港)을 개항한다.
③ 개항장에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④ 전비배상금(戰費賠償金)으로 1200 만 달러와, 몰수
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 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⑤ 행상(行商) 즉, 공행(公行)과
같은 독점상인을 폐지한다.⑥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한한다. ⑦ 청나라와 영국 두 나
라 관리는 대등하게 교섭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4754&cid=40942&categoryId=31659
검색일자: 2016.07.06)
115 가나가와 조약(Convention of Kanagawa/Kanagawa Treaty, 日米和親条約/神奈川条
約)은 1854 년 3 월 31 일에 체결된 미국과 일본의 조약으로서 미 해군의 매튜 C. 페리와 일
본의 메이지 천황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일본의 몇몇 구역을 개항
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의 시모다 시와 하코다테는 이때 개항하게 되었다. 이 항구들은 미국
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개항하였지만, 개항의 근거가 된 이 조약은 페리 함대의 무력에 의해
맺어진 것이었기에 근본적으로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조약을 계기로 200
년 간 유지되던 일본의 쇄국정책이 끝을 맺게 된다. (https://ko.wikipedia.org/wiki/가나가와
_조약, 검색일자: 2016.07.06)

83

우면서 기술과 정신의 영역을 구분하려했다. 기술에서는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정신에서는 일본의 주체성과 우월성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양이론(攘夷論)이라는 극단적인 주장마저 생겨나기에 이르렀다.
1868 년 메이지유신과 함께 각 방면에서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일본
은 서구식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중국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임칙서(林則徐)와
위원(魏源) 등은 서양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우수한 기술을 받아들여
자강(自強)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61 년,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구호를 내
세운 자강운동의 일환인 양무(洋務)운동이 시작되자 중국은 서양의 군사기
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1898 년에 이르면, 무기기술만을 도입한 양
무운동의 한계를 깨달은 강유위 등이 전통적인 정치체제, 교육제도를 개혁
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해야만 중국이 근대세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주장하여 무술변법(戊戌變法)을 실시한다. 이들은 헌법제정, 국회개설, 과거
제(科擧制) 개혁과 양식학교(洋式學校) 설립, 산업의 보호육성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정하고, 주요도시에 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을 발행하여, 관료나 독서
인층을 대상으로 계몽, 선전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메이지유신과도 비슷했
던 이 급진적 개혁운동은 서태후(西太后)의 쿠데타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서양의 압력에 굴복했던 중국 및 일본과 달리 조선은 일본에 의해 문호
를 개방하게 된다. 1876 년 일본은 페리 제독의 일본 개항 방식을 모방하여
조선과 강화도(江華島)조약116을 체결하고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킨다. 1882
년부터 조선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교역을 하게 된
다.

116 1876 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수호조약이다. 한〃일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불린다. 근대 국제법적 토대 위에서 맺은 한국의
최초의 조약으로서, 일본의 강압으로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일본은 자기네가 도발한 운양호
사건을 트집 잡아 76 년 2 월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했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도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 관계를 맺기로 하고 신헌을 강화도에 파
견, 일본사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과 협상케 한 결과, 두 나라 사이에 수호조약이 맺
어졌다. 모두 12 개조로 된 이 조약은 조선이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 1
조)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 밖에도 부산과 인천, 원산항의 개항, 개항장 안의 조계(租
界) 설정, 영사재판권 인정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속셈을 그
대로 담고 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19483&cid=42958&categoryId=42958,
검색일자: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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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 개방 후 일본 자본이 침투하자 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의 상품 시
장이자 식량 공급지로 전락했고, 농촌경제가 피폐해져 농촌사회가 동요하게
된다. 그 결과 1894 년 1 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 즉 왜적과 양이를 물
리치기 위해 의병을 일으키자는 구호를 내세운 농민들에 의해 동학혁명 운
동이 발발하게 된다.117
이처럼 동아시아의 세 나라는 문호개방을 계기로 서구의 체계, 기술,
사상 등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3.2 근대 문학의 성립
서양의 침입으로 인해 강한 충격을 받은 동아시아인들은 자신들이 가지
고 있던 고유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가치체계를 버리고 서양의 이질적 문화
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앞서 얘기했던 제도의 개혁뿐
만 아니라 사상의 전환, 문학의 근대화까지 초래했다.
일본에서의 첫 번째 사상의 전환은 메이지 초년에 이루어졌다. 메이지
유신의 옹호자들과 지식인들은 일본에 계몽사상을 도입하였고, 서양의 사회
진화론을 수용하였다. ‘자유’, ‘평등’, ‘독립’처럼 봉건적인 사회관계
를 타파하는 데 사용됐던 이념이 단순한 정치적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
는 인간 생활 전반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118 당시 일본의 개혁세력들은
계몽주의를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정치소설의 형식을 이용했다. 일본의 정
치소설은 도다 긴도(戶田欽堂, 1850-1859)의 『정해파란』(情海波瀾, 1880)
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로쿠메이(鹿鳴)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지나친 서구화에 대한 비
판적 목소리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시무라 시케키(西
村茂樹)는 『일본도덕론』(日本道德論, 1887)에서 절충주의(折衷主義)를 내
세우면서 일본 국민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일본의 두 번째 사상의 전환은 1906 년경에 일어난다. 이때 앞서의 절
충주의는 다시 서양의 합리주의로 이행하게 된다. 이 시기 서양의 합리주의
는 삶을 떠받드는 사상적 토대의 역할을 했고, 합리주의 사상은 문학에도

117 김채수, 앞의 책, p.223.
118 나카무라 미쓰오 저, 고재석, 김환기 옮김, 『일본 메이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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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문학 분야에서는 인간을 동물의
한 종으로 간주하고 인간의 본성을 동물의 본능의 일환으로 파악할 것을 주
장한 자연주의가 유행하게 된다.119 시마자키 도손의 『파계』(破戒, 1906)
는 여러 측면에서 일본 자연주의 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힐만한 작품이다.
한국은 1906 년에 일어난 신문화 운동과 1919 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계기로 두 번의 사상의 전환을 겪게 된다. 이러한 운동에 의해 전통 유교사
상의 자리를 서양의 계몽사상과 합리주의가 대신하게 된다. 사상의 전환과
더불어 문학의 근대화도 진행된다. 이 시기는 한국의 근대 문학이 확립된
시기로서, 1908 년 최초의 잡지 『소년』이 창간되었고, 일간신문 <만세보>
에는 신소설의 효시인 이인직의 『혈의 누』가 연재됐다. 그리고 1917 년에
는 한국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인 『무정』이 발표된다. 평소 이광수의 작품
에 비판적이었던 동시대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 김동인조차도 춘원의 『무
정』을 대중과 지식인에게 환영받은 최초의 근대 소설로서 높이 평가하였
다.120
중국에서는 무술변법에 이어서 1919 년 5.4 운동과 신문화운동을 전개
하며 봉건사상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었다. 천두슈(陳獨秀, 1879-1942)의
『 신청년 』 잡지, 후스(胡適, 1891-1926)의 백화(白話)운동, 루쉰(魯迅,
1881-1936)의 소설 등을 주축으로 하여 시작된 이 운동은 유교를 ‘노예
굴종의 봉건도덕’, ‘사람 잡아먹는 의례도덕’이라 하여 맹렬히 비판하고,
낡은 유교를 버리고 서양의 민주(德先生)와 과학(賽先生)을 도입하고 습득
할 것을 촉구하였다.121 다시 말해, 이 운동은 전통적 유교사상에서 서양 실
용주의로의 전환을 요청했던 것이다. 또한 신문화운동은 사상혁명인 동시에
전통사상과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했던 전통문학을 타파하고자 했던 문학혁
명이기도 했다. 신문화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의 『파계』, 한국의
『무정』에 견줄 수 있을만한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記, 1918)가 발표
됐고, 이를 시작으로 사실주의 소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119 김채수, 앞의 책, p.318.
120 김동인, 『춘원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1956, p.52.
121 고병익, 『동아시아의 전통과 변용』, 문학과 지성사, 1996,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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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 작가에 있어서 문학의 기능
시마자키 도손은 자신의 생애를 문학 창작과 가장 긴밀히 연결시킨 작
가이다. 『봄』, 『이에』, 『신생』, 『동트기 전』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듯, 그의 작품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다.
봉건적 명문가문에서 태어난 도손은 9 살에 부모 곁을 떠나, 당시 문명
개화기의 절정을 맞이하고 있던 도쿄에서 유학하며 청년기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성장기를 거치며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하던 시대를
직접 체험했던 도손은 근대교육을 통한 근대정신의 수용을 지향하는 한편
시대의 격류에 떠밀려

멸망해가는 구가로 인해 고뇌에 사로잡히기도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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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다.

『 이에 』 는 작가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자전적 작품인
『이에』에서 도손은 객관적인 묘사방법으로 자신의 평생의 짐이자 고뇌의
근원이었던 가족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에』에서 도손은 가족 내부
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에 머물렀을 뿐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
다. 도손은 시종일관 집의 내부에 시선을 두고 가문의 변천을 관찰하고 그
몰락의 과정을 묘사했을 뿐, 외부세계 즉 러일전쟁 전후의 사회 상황을 거
의 묘사하지 않았다.
도손은 『이에』의 창작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를 쓸 당시, 나는 문장으로 건축이라도 하듯이 그 긴 소설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밖에서 일어난 일을 일체 생
략하고, 서술의 대상을 집안의 모습만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부엌을
쓰고, 현관을 쓰고, 밤을 써보았다. 강소리가 들리는 방까지 가서 처
음으로 강에 관한 것을 써 보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에』를 세
우려고 했다.123
이러한 창작방법을 통해 탄생한 『이에』는 폐쇄적이고 사적이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도손은 집 내부의 생활장면, 식사장면, 가족 구성원 간의

122 木枝增一, 『島崎藤村』, 岩波書店, 1932, p.387.
123 岛崎藤村，『島崎藤村全集』, 新潮社, 1951,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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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담 등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묘사했지만, 집 외부의 사회, 역사에 대해서
는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그는 자신의 집을 관찰함으로써 전통가족 및 전통
가족제도를 비판하고 반성하고자 했지만, 그의 작품 속 가족 구성원들은 하
나같이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단절된 상태이다. 결국, 집의 쇠퇴와 가족 구
성원들의 불행의 원인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집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귀결
된다. 요컨대 도손은 모든 문제를 가족 구성원의 성격상의 결함이나 심리,
유전의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역사와 사회의 영향을 홀시해버린 것이다.
러일전쟁 이후 주류를 이루었던 문예사조인 자연주의 124 소설의 최대
걸작이라 평가받는 『이에』는 철저히 가족 내부의 이야기에 집중하였다. 즉
도손에게 있어서 문학은 묻혀있던 자신의 집안의 진실을 폭로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관료 집안 출신인 바진은 20 여 년 동안의 대가족 생활체험을 통해 전
통가문의 세태염량(世態炎涼)를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다. 바진의
『쟈』역시 작가의 주위 인물들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 전통가문에서 일
어난 부조리를 폭로한 작품이다. 하지만 바진은 시마자키 도손과 달리 자신
의 생애나 체험을 그대로 작품에 드러내지 않고, 신변의 소재를 취재하여
작품의 내용이 당대 시대 의식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바진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집을 소개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소설의 내용
이 사실에 더욱 가깝게 보이게 만들고자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가까운
묘사와 인물 설정을 통해 이야기는 더욱 진실성을 띠게 되었고, 독자들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윤리도덕의 포악성으로 인해 소설 속 인물들이 겪어야했
던 불행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바진에 있어서 집은 사회의 축도이다. 그가 보기에 사회의 변혁은 곧
집의 변혁을 초래한다. 집과 사회의 이러한 연관 관계를 인식한 바진은 시
선을 집 안에만 두지 않고 집 밖의 더 큰 세계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었
다. 다시 말해, 바진은 집 내부의 생활 장면과 갈등을 묘사하는 동시에 집
외부의 사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묘사를 하였다. 그
래서 우리는 바진의 『쟈』에서 설날이나 집안 어른의 생신날 풍경 등의 전
124 자연주의: 자연주의 문학은 19 세기 말 프랑스의 에밀 졸라에 의해 완성되어, 인생을
환경과 유전의 법칙에 의해 과학자처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으나, 일본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풍토에 맞게 굴절되어 작가 개인의 내면의 진실을 객관적으
로 묘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백소설, 사소설화되어가는 경향을 띠게 됨. 이를 일명 일본
자연주의라고도 함. 이현옥, 앞의 글, p.2, 주 10 번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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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족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청원사건이나 군벌혼전 등의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지닌 장면들도 볼 수 있게 된다. 바진은 봉건 가족을 거대한
역사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사회 변혁의 물결 속에서 집이 큰 충격을 받고
분화해가는 과정을 드러냈다. 요컨대 바진은 어느 한 가족의 역사를 쓰려했
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봉건 대가족의 역사를 쓰려했다. 이를 통해, 사회
발전의 추세에 따라 봉건적 가족제도가 존재해야 할 합리적 명분은 사라졌
으며, 봉건 가족의 쇠퇴와 붕괴는 필연적인 역사의 한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바진은 「『쟈』에 관해서(제 10 판 서문을 대신하여)」라는 글에서 자신
의 이러한 인식과 비평의 지향점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구 가족은 점차 멸망될 운명에 침락(沈落)되었다. 나는 구 가족이
하루하루 붕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는 필연적인 추세이
다. 이는 경제 관제와 사회환경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이것이 곧
나의 신념이다. (중략) 나로 하여금 이 불합리한 제도의 사형을 선
고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나는 곧 죽어가는 제도에 대해 나의
J’accuse (나는 고발한다)를 부르짖을 것이다.125
旧家庭是渐渐地沉落在灭亡的命运里面了。我看见它一天一天地往崩溃
的路上走。这是必然的趋势，是被经济关系和社会环境决定了的。这便
是我的信念。
（中略）它使我更有勇气来宣告一个不合理的制度的死刑。
我要向一个垂死的制度叫出我的 J’accuse（我控诉）
。126
우리는 『쟈』의 곳곳에서 바진의 전통 봉건 가족에 대한 폭로와 신랄한
비판을 볼 수 있다. 집을 사회의 축도로 바라보았던 바진은 전통가족에 대
한 비판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
를 전달했던 것이다. 바진은 문학에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문학을
통해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사회 지향성을 보여주었다.
앞의 두 작품과 달리 염상섭의 『삼대』에는 자전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
지 않는다. 바진과 도손이 자신들이 직접 체험했던 집안의 생활을 묘사하려

125 필자 역.
126 巴金，앞의 책,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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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과 달리 염상섭의 『삼대』에 등장하는 조씨 집안은 염상섭의 성장환
경과 무관하다. 127 가족사소설이 대부분 작가의 자전적 삶과 관련을 맺는다
는 일반적인 경향 128 에 비추어볼 때, 염상섭의 작품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대』에서 염상섭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무관한 1930 년대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조씨 가문 이야기를 그리면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흥 부
르주아 계급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주고자 했다.
한기형129과 이종호130는, 염상섭이 일본 유학 시절 아나키즘 사상에 경
도되어 노동운동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한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는 부
정적인 견해를 표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귀국 후인 1920-30 년대, 염상섭
은 아나키즘 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사이에서 흔들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
여주게 된다. 그는 무산자를 동정하고 부르주아 계급의 ‘不勞而獲’, ‘교
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부르주아 계급의 존재 당위성을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민족독립을 쟁취할 가능성
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염상섭 작품의 중요한 테마 중의 하나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과
무산혁명세력 간의 계급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것인지였다. 131 당시 조선 사
회에서는 부르주아 계급과 무산계급이 이념적으로 대립했지만, 염상섭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두 계급이 서로 화
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132을 소설을 통해 제시하였다.

127 염상섭은 바진과 마찬가지로 봉건적 관료 집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지만 『삼대』에
등장한 조씨 집안은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중산층’ 가족이다. 호미, 앞의 글, p.39 에서 재
인용.
128 동, 서양의 전형적인 가족사소설의 비교를 통해서 강한 리얼리티가 가족사 소설의 중요
한 특징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가족사소설이 이와 같은 특징을 띠게 된 주요 원인은 작
가가 대부분 자신이 겪었던 대가족 생활의 전기적인 사실을 작품화했던 데 있다고 Yi-ling
Ru 는 지적한다. 호미, 앞의 글, p.39, 주 119 번 참조.
129 한기형,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한민족어문학』, 2003.
130 이종호,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6.
131 호미, 앞의 글, p.40.
132 호미, 앞의 글,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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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진행해온 『삼대』, 『이에』,
『쟈』에 대한비교연구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검토해보았다. 세 나라
의 연구자들은 각기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았고, 다양한 방식으
로 작품을 분석하여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필자는 기존의 비교연구방식에 내포된 문제점을 파악하는 동시에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고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의
Ⅱ장 1 절과 2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의 『삼대』와 『쟈』에 대한 비교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한국에서는 주로 두 작품 속 인물형상,
여성의 혼인 및 교육의 문제, 돈의 쓰임과 성의 용도, 세대 갈등, 작품의 서
술 방식 등에 중점을 두어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연구결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두 작품 속 인물형상이나
조-부-손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를 하였다. Ⅱ장 3 절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서 진행해온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체로 한〃중 두 나라 연구자들은 봉건 가장인 1 세대, 무
능한 2 세대, 반항적인 3 세대라는 분류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2 세대에
대한 분석에서 기존 연구자들은 모두 『삼대』의 조상훈을 부정적인 인물이
라 평가하였다. 또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삼대』와 『쟈』의 두 가문이 봉
건대가족이라는 전제 하에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사실상 전통 대가족인
고씨 집안과 달리 조씨 집안은 양반 신분을 돈으로 산 신흥 부르주아 가문
이라는 점에서, 두 소설을 모두 사회 전환기 봉건 대가족의 몰락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보는 주장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세대 갈등의 문제에 있어
서도 『삼대』는 1 세대와 2 세대 사이에서 벌어진 상속의 문제, 즉 돈의 문
제가 주요 갈등으로 작동하고 있는 반면 『쟈』에서는 1 세대와 3 세대 사이
에서 벌어진 사랑 및 혼인의 문제가 갈등의 축이 된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차별화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자들은 두 작품에 혈연적 가족공동체와
대립되는 이념 중심의 비혈연적 사회공동체가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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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 속의 잡지사와 『삼대』 속의 산해진이 바로 그것이다. 바진과 염상
섭은 이러한 비혈연적 공동체를 설정하여 봉건 대가족의 몰락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봉건 대가족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 관계와 가족 형태를 제
시하였다.
Ⅲ장 1 절과 2 절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의 『이에』와 『쟈』에 대한 비
교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주로 두 작품 속 인물형상
이나 중〃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일본에서의 연구는 양적
으로 중국에 비해 훨씬 적으며, 모든 논문들이 일본에서 유학한 중국학자들
에 의해 쓰여졌다. 이 연구자들은 주로 인물형상에 주목하여 비교연구를 진
행했다. Ⅲ장 3 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러한 한계의 원
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두 작가는 모두 봉건 가족의 멸망을 예견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바진이 봉건 가족이 멸망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봉건제도 자체의 불합리성과 야만성에 있다고 본 것
과 달리 도손은 그 원인을 봉건제도와는 관계없는 자연적 힘이나 서방 근대
문명의 영향에서 찾았다. 이러한 인식상의 불철저함으로 인해 도손은 구시
대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들의 출로를 제시하
지 못하였다. 반면 바진은 봉건 가족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줴
민과 친의 형상을 통해 투쟁해야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필자는 도손이 바진처럼 봉건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지
못했던 원인이 두 작가가 처해있던 사회배경 및 그들의 사회인식 방법과 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Ⅳ장 1 절과 2 절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에』와 『삼대』에 대한
비교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연구결과 중에서는 두 작품만을 비
교연구한 학술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을 찾지 못했지만, 한〃일 근대 가족사
소설을 다룬 논문에 관련 내용이 짧게 언급된 것을 발견해 이를 연구대상으
로 삼았다. 이 논문은 주로 두 작품 속 아버지 세대를 비교하고, 아들 세대
를 장남형, 차남형으로 나뉘어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집에서 탈출하는 남성과 집을 끝까지 지키는 여성, 부자관계, 타락한 혈통
등에 주목하여 두 작품을 비교했다. Ⅳ장 3 절에서는 두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가 왜 이렇게 적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했다. 두 작품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가족의 몰락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작품
처럼 보이지만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판연히 다른 소설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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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우선 세대 갈등에 있어서 『삼대』는 부-자 세대가 첨예하게 대립
하지만, 『이에』에서는 아버지가 고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아들 세대가 반항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아버지는 부재한다. 또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
로 작용하는 것이 『삼대』는 돈의 문제이고 『이에』는 근대사상의 유입과 자
본주의의 도입, 즉 시대의 격변이라는 점에서 두 작품은 차별화된다. 구가
를 대체할 새로운 형식의 공동체인 산해진과 마찬가지로 도손 역시 새로운
형식의 가족형태를 묘사했지만 이 새로운 가족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구가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그가 신가가 실패할 것이라는 비극적 운
명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
었다. 다음으로는 필자는 근대화의 진행 과정에서 등장한 탈아입구의 사상
과 그러한 사상의 영향 하에 일본이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대해 보여준 철
저한 무관심으로부터 두 작품의 차이의 이유를 찾아보았다.
Ⅴ장 1 절에서는 세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였다. 노영
희는 세 작품 속의 아버지상을 비교하여 이 아버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일본 학자 시라카와 유타카는 세 작품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동아시아 근대소설에 나타난 집의 양상을 비교분석했다. 조동일은 가부장의
죽음을 그리면서 한 시대가 끝나가는 양상을 문제 삼았던 이 세 작품에 주
목하는 동시에, 이러한 비교를 통해 얻은 결과가 동아시아 고유의 현상인지
아니면 보편적 현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역시 가부장의 죽음을 주제로 한
서양소설인 『티보가의 사람들』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네 작품 속의 가부
장이 지니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Ⅴ장 2 절에서는 동아시
아라는 범주 속에서 막연히 동일시되고, 또 유교문화권이라는 규정 속에서
그 특징과 차이들이 쉽게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던 한국, 중국, 일본 세 나
라의 전통적 가족문화의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앞에서 다룬 두 작품
및 세 작품 간의 비교연구결과를 모두 통합하여 총체적인 평가를 진행하였
다. Ⅴ장 3 절에서는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동아시아
근대 문학의 성립과정 및 세 작가에 있어서의 문학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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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Sagas
Written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cusing on Three Generations, The Family, and Ie

Quan，Wei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arly twentieth century was the period of denial of traditional
morality and customs in East Asian societies. During such a tumultuous
period, a large family, which had been emblematic of happiness, began to
be regarded as an element that worked against progressiveness of a
society. A modern society saw the large family as an obstacle to
advancement of individualism based on autonomy, creativity, and
humanity, which are essential modern values, and this aspect was
reflected in family sagas written in this period.
In three Asian nations, Korea, China, and Japan, began to appear
family novels that cover the fall of the old and the rise and rebel of the
young when modernism aros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these
novels patriarch die and are replaced by the young generations. The
most prominent examples include Three Generations (三代，1931) by
Yeom Sang-seop (1897–1963), a Korean writer, The Family (家, 1931)
by the Chinese writer Bā Jīn (巴金，1904–2005), and Japan’s Ie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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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by Shimazaki T ō son ( 島 崎 藤 村 , 1872-1943). Due to the
commonality these three novels have in the story line, characters, and
social context, they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comparative
research.
This study looks into the comparative aspect of the two or three
novels. Only in the 1990s did the comparative begin and since then an
enormous amount of academic literature was written in the 2000s. This
coul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he comparative study on two novels in
itself, but it could also mean that further, deeper research could prove
difficult.
Thus, this article attempts to compare the three novels in Body with
four chapters. Chapter II deals with Korean and Chinese literature on the
comparison of Three Generations and The Family, while Chapter III
examines Chinese and Japanese comparative studies on The Family and

Ie. Chapter IV analyzes comparative research on Ie and Three
Generations carried out in Japan and Korea. In the end, Chapter V
examines research that compares all of the three novels in an attempt to
complement the research while suggesting alternatives regarding what
has not been fully discussed in the previous research.
Keywords: The early twentieth century, East Asia, Family saga,
Yeom Sang-seop, Bā Jīn, Shimazaki Tōson，

Three Generations，The Family，Ie
Student Number：2014-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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