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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론 

최 유 경” 

야나기 무네요시(柳쁨脫. 1 889- 1 961)는 한국근현사를 통해 정치인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꽤 알려진 보기 드문 일본인학자이다. 그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으로서 

는 처옴으로 한국의 미술공예품에 남다른 관심올 갖으며， ‘조선의 미’를 재평가하 

고，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종교철혁을 전공한 야나기는 학습원 재학당시， r시라카배白關」 통인으로 최첨 

단의 서양의 문예사조를 일본에 소개핸 일에 주력했던 야나기가 조선의 도자기 

를 접한 이후 통양의 예술과 종교 퉁 동양 사상연구에 주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전혀 세간의 주목올 받지 못하던 조선미술공예품에 대해 그 

는 “조선의 미는 고유하고 독특하여 결코 범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그것을 범할 

•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원본올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 번역본올 사용하고 
있옴을 밝히는 바이다 . 

•• 서율대 인문학연구원 



80 종교와 문화 

수 없다 의심할 여지없이 누구의 모방도 추정도 허용하지 않는 자융의 아름다 

웅’ 1)이 있다며 조선미술공예품에 깊은 애정을 표현하였다. 야나기의 조선미술공예 

품에 대한 사랑은 강연， 집필 작업은 물론 노리다카 디쿠미와 더불어 1924년 경 

복궁 집경당에 “조선민족미술관” 개관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1984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일본인으로 보관문화훈장을 수여받게 된 

다 

한편， 조선예술의 미적 특질을 비애(悲횟의 미로 규정하는 그의 관점은 오랫동 

안 한국인의 미의식을 규정지었고， 이에 대한 비판은 야나기가 r조선과 그 예술j 

을 출간한 1922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1980년대， 야 

나기의 관점올 식민사관으로 규정한 김윤수와 문명대로부터 본격화되었다，2) 야나 

기의 조선의 비극적 침략의 역사와 조선의 자연이 선을 주조로 조선의 미를 비애 

미로 규정한 것은 식민지사관에 근거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바라본 것이다. 더군 

다나 야나기의 이러한 조선의 미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1922년에 출간된 ‘조선과 

그 예술’에 기술된 내용으로 시대상황상 3.1운동 이후 일본의 조선탄압이 극대화 

되었던 시기와 맞물리며 야나기가 논한 ‘비애’를 피지배자에 대한 연민 내지는 동 

정， 니-ó}:가 당시 일본의 문화통치에 암묵적 동조로까지 비판받게 되었다. 

하지만， 야나기는 r공예의 길」에서 “단지 학대받는 자에 대한 동정심에서가 아 

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평범하고 용혈합의 굴레를 여지없이 강요당하고 있는 대 

중의 운명에 적극적 의의를 긍정하려는 것"3)이라 밝힌다. 야나기의 민예에 대한 

사량이 그의 주장처럼 단순히 동정심에 의거한 것이 아닌， 민중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라면， 조선의 미술공예품에서 발견한 비애의 미는 어떤 의미일까.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그가 종교철학 

자라는 점과 그가 당대를 대표하는 문학동인지， r시라카배白蘭」의 동인이었다는 

것에 주안점올 두과 환다 왜냐면， “공예를 이야71하고 있지만， 나로서 보면 역 

시 ‘믿음{信)’의 세계를 구하는 마읍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그에게 미는 곧 종교 

이고、 종교는 곧 미， 미와 종교는 불이(不:-)의 문제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야나기 무네요시가 조선의 미술공예품에서 발견한 ‘비애의 미’의 의 

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작업올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그 첫 

” 柳宗脫， r朝@￥σ)友1':뼈&톨」 r會造J 1920年 6月， r宗脫選集 4 朝4￥ tkσ)홉術」 日
本民홉없슐， 1972年， p. 44. 

2) 문명대， r한국미술사학의 이론과 방법J， 열화당" 1989년. 

3) 나기 무네요시， r공예의 길J， 1928년， 이길진 역， 신구문화샤 1994년，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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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는 미의 세계에서 배제되어진 얼상용기인 공예품에서 발견한 종교적 의미이 

다. 이를 위해， 야나기에게 공예， 민중， 일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그의 조어 

(造좁， 민예(民월와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민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 

고서는 그의 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애의 의미를 1 910년경 

일본근대문학과 일본전통문학에서 사용되는 ‘아와래(Ì>n씨’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논하고자 한다. 이는 그의 출발점이 다룸 아닌 일본근대문학과 미술을 대표하는 

동인지， 『시라카배白懶」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야나기의 비애의 의미를 그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선과 백이 주조를 이룬 조선의 미술공예품 속의 

비애의 미 

r민예(民휩」라는 말을 만든 r일본민예운동의 아버지」 야나기 무네요시는 한국 

에서도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 인물이다，.4) 야나기의 조선미술공예품에 대한 지 

극한 사랑은 19 1 4년 9월， 아사카와 노리다캐團11伯敎 1884-1964)가 가져온 조선 

의 추초문의 도자기를 처음 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야나기의 조 

선도자기가 준 충격의 정도는 다옴 해 곧바로 조선 행을 결정할 정도로 조선도자 

기는 그의 미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고、 1916년 8월부터 2개월간 생애 첫 조선 

및 중국올 여행하였다 이렇게 조선의 도자기는 D]술을 전공하지도 않은 야나기가 

공예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야나기의 삶올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 된 조선여행 직후 r시라카바j에 “특 

히 고조선의 미술에 우리틀의 경탄과 주의를 끌만한 것올 사진과 함께 잡지에 소 

개하려 한다'."5)면서 조선미술의 아륨디움을 발견한 기사를 실었다. 야나기의 조선 

미술에 관해 쓴 최초의 저술은 3. 1 운동이 발발한 19 1 9년， 일본의 대부분의 식자가 

침묵한 가운데 r요미우리 신문{짧賣新뼈」에 투고한 r조선인올 생각한대朝얄A창 

思、? )J 로， 이 후 야나기는 조선미술공예 품의 예술적 가치를 얄리기 위한 다양한 

4) r民훌運動li何ε寄與L.t.!σ)'/)‘J r柳宗뾰全集j 第十卷， ~뼈훌房， 1982年， p. 7. 
5l 야나기는 19 1 9년 r예술j 제2권 제5호， 6월호에 불국사의 조각에 대하여， r시라카바 

」 제 1 0권 제7후 1920년에 『시라카바j 제 1 1 권 제2호에서 조선과 일본의 고미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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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아끼지 않았다. 

1 922년， r신획新漸』에 기고한 r조선의 미술」에서 야나기는 오늘날 조선에 대 

한 편견으로 조선의 예술적 가치가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조선이 

동양문화에서 그 탁훨한 예술적 위치를 인정받게 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6')이라 

며 조선의 높은 예술성을 칭송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예술은 조선의 은 

혜를 입고 있다 호류지나 나라의 박물관올 찾는 사랑은 그 사실올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현재 국보로 해외에 자랑하는 것 중에서 중국과 조선의 은혜를 입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것"7)， ‘백제 관음’을 비롯하여 일본의 대표적 국보 대부분이 조선 

인에 의하며 만틀어졌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조선미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필 

요성올 피력하였다ß)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문화 정체성론， 사대주의론 둥이 팽배 

하던 상황II서 야나기의 조선미술올 바라보는 시각은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인 것이 

었다. 조선미술공예품에 대한 그의 애정은 1 924년， 조선민속미술관을 설립으로까 

지 이어졌는데， r조선과 그 예술(훌購è .fV')홉쩨」의 서문에서 미술관설립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사라지려는 예술의 가치와 그 미래를 옹호하기 위해 얼어선 것이 

며 조선민족 미술관의 건립계획은 그 이상을 구상화시키기 위한 나의 노력 

이다 ...... . 나는 듣는 것에 고통과 서글픔을 느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서가 아나라 그런 견해로는 조선의 참된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9) 

조선 문화 정체론을 주%봐며 조선 문화의 야만성과 무가치성올 주장하던 당대 

의 지식인의 견해와 견주어 생각해 보면 야나기의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야나기의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미술의 이류로만 여겨지던 조선의 미술공예 

품은 일본에서 재명가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야나기가 조선의 미술공예품에 끼 

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하다 할 수 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조선 미술을 ‘비애의 

미’로 규정한 。t나기의 조선의 미관은 영향력이 켰던 만큼 오늘날에도 논란의 중 

6) 柳宗脫， r홉購η美術」 r新懶J 1922年 l 月， r宗脫選集 4 훌購è .fG7>홈術J， 日本民홉 

없會， 1972年， p. 103. 
끼 上揚꿇文， r宗뾰選集 4 홉購k 깐G7>릎術J(p. 1 06)에 수록. 
8) 柳宗脫， r朝활σ)美術」 r新蘭J 1922年 l 月， r宗:~選集4 훌뺀후εfσ)훗에힘J(p. 105)에 
수록. 

9) r序」 r朝J활ε 깐σ)홈術J， 前揚홈， p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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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서게 하였다. 그의 비애미론은 1922년에 발표된 r조선과 그 예술j에서 절정 

을 이룬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올 하고 있다. 

조선의 벗이여， 그 운명올 무익하게 저주해서는 안 된다 기화 많고 

동경으로 기득 찬， 피안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쓸쓸함에 신은 눈물겨운 마 

음을 보내고 있다 신은 위로하는 일을 잊지 않는다. 아니， 신이란 마음의 

위안 바로 그 자체가 아닌가 세상의 모든 사랍들이 이 민족올 학대하더라 

도 단하나 이 민족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가 다륨 아닌 만능의 신 

이라고 믿어도 좋다. 신보다 더 훌륭한 동조자가 어디 있겠는가 신은 민 

족이 원하는 것에 대답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은 약속올 어기지 않는다. 

이미 아름다움의 세계에 있어서 이 민족올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 

은가 그 예술이 있는 동안 이 민족에 사멸은 없다. 나는 조선의 예술이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술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나는 조선의 역사가 

고뇌의 역사이고 예술의 아름다웅이 비애의 미리는 것올 말했다10) 

야나기는 조선은 미로 스스로를 영원하게 만드는 국가로 외부의 어떤 학대에도 

이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없올 거라고 논한다. 조선의 미를 찬미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올 ‘고뇌의 역사’로 보았는데， 고통과 수난으로 점철된 조선의 

참답한 역사의 현실올 셜명하며， 그로 인해 이 땅에 살。}가는 사랍들의 눈에는 눈 

물。l 마를 날이 없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런 조선인의 “오랫동안 참담하고 고 

통스러운 조선의 역^}는 그의 예술에 남모르는 쓸쓸함이 서글픔올 새겨 넣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비애의 아름다움이 있다. 눈물로 넘쳐나는 아름다움이 있다."11) 

며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단， 아름다운 예술을 만들어냈다고 보았다 

이러한 야나기는 예술론은 예술작품이 속한 국가의 역사와 풍토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술과 풍토와의 관련성올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있다. 

예술은 민족의 마음의 표현되어 있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예술에서 스 

스로를 제대로 설명한다. 한 나라의 n뿜올 이해하려면 예술올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 자연과 역사는 언제나 예술의 어머니였다 ...... 조선예술 

의 근본적인 특질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그들의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그들 

l이 柳宗뼈， r朝활σ)美術」， r宗脫選集4 훨월후& ξη홉術J(pp. 122-123)에 수록. 
11) 柳宗뾰， r朝解끼友κ뼈&홈」， 『宗뾰選集4 朝I￥&깐끼홈術J(p. 36)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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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12) 

야나기는 한 나라의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그 나라의 자연파 역써l 대한 선이해 

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예술이 자연의 모방이라는 생각옹 플라톤과 아리 

스토텔레스 이후 서구예술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나 거기에 야나기는 풍톡 역사 

률추가하였다 

야나기는 조선의 역사와 자연에 대하여 “땅은 그될il게 명안한 나라가 아니다 

이 국토에 역사는 즐거웅에 결여되어 있고， 강인합이 결여된 견디기 힘든 운명이 

다 끊임없은 외세의 압박에 의해 한 날의 평화는 길게 지속되지 못하고 백성은 

힘 앞에서 복종"13)을 강요당해야 했고、 대륙도 섬도 아닌 반도국인 조선의 자연은 

“자연마저도 쓸쓸하게 보인다 산은 혈벗고 나무는 앙상하며 꽃은 퇴색해 있다. 

땅은 메마르고 물건들은 융기가 없으며 방은 어돕고 사람온 드툴다J’， 이로 인해 

조선의 예술은 “소리에는 강한 가락이 없고 색에는 즐거운 빛이 없다. 다만 감정 

에 넘쳐 눈물이 충만한 마음이 있올 뿐이다. 표현된 미는 얘상(흉행의 미14)"라고 

지척하였다 

그러면서 얘상의 미는 선(總을 주조로 하는 조선예술에 잘 표현되었다고 보았 

는데， 대륙의 무서운 북풍의 압박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쓸쓸한 마음올 표현하는 

데 색이나 면보다 더 적합했기 때문이라며， “의지할 곳 없는 쓸쓸한 마옴을 전하 

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선보다 더 잘 어올리는 것올 없올 것이마’15)라고 지 

척한다. 조선미술공예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길고 가녀린 선온 조선민족의 슬픔의 

눈물로 이는 내란과 외란에 시달려야 했던 조선의 역사를 견며옹 조선백성의 원 

한파 슬픔의 표현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은 상복을 상징하는 흰색과 

결합되면서 선과 백올 주조로 하는 다옵과 같은 독특한 조선의 예술양식을 만들 

어 내었다고 언급한다 

건축， 조각， 회화에서만이 이련 특질들을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 •••• 공예품에 이르러서도 우리들은 여러 곳에서 조선의 선을 볼 수가 있 

다 .. .... 나는 이 민족이 경험한 고통과 슬픔이 무의식중에 여기에 나타난 

’2) 柳宗뾰 r朝활<J)美術j， r宗없훌훌4 朝I￥ε ξ <J)훌術J(Pp . 108-109)에 포항 
13) 同上흩， r宗뾰훌集4 朝i￥è -t<J)훌術J(p . 112)에 포함. 

14) 同J:톨， r宗脫훌集4 朝I￥ε fσ)훌術J(p . 1 13)에 포함. 
15) 同上홈， r宗脫훌集4 朝!￥&깐σ)홉術J(p . 1 34)에 포함.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의 민예에서 발견한 비애의 미 85 

것이고 생각한다 ...... 수양버툴 문양은 완전허 조선의 문양을 나타내고 었 

다. 그 쓸쓸한 수양버돌 그늘에서 노는 물새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 

은 흐르는 물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선의 흐름일 것이다 ...... 흰옷은 언제 

나 상복이었다 고독하고 신중한 마옴의 상정이었다 백성온 흰옷을 입옴으 

로 영원히 상올 입고 있다. 이 민족이 맛본 그 많은 고통과 의지할 곳 없 

는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옷을 입는 것올 오히려 어올리게 하지 없t는 

7t. 16) 

이렇게 야나기는 조선의 공예는 가늘고 긴 선과 백색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이데카와 나오키는 조선공예의 야나기의 비 

얘미론에 이론올 제기한다. 가늘고 긴 곡선은 조선 공예에서만이 아니라 공예의 

보편척 표현 중에 하나고 용해톨홉)이나 버드나무의 곡선에서 슬픔올 원어낼 근 

거가 없다는 것， 조선에는 고려청자 상감청자를 비롯하여 화려한 색체의 조선의 

공예 및 건축， 의복이 존재한다는 것과 백씩의 의미를 상t뺏으로만 해석할 수 없 

다는 근거로 그의 논리를 구성하는 곡선과 백색은 객관적 근거를 갖지 못환다고 

주장한다)7) 

미즈오 허로시는 야나기의 선과 비얘미의 강조는 “조선민족의 파거와 현재의 

비운스런 사회적 정치적 상태에 대한 동정과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사죄의 마음l' 18) 

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데카와는 야나기의 “비극의 민족이 낳은 

버애의 미라는 셜정은 전제이자 동시에 결론”으록 “외유내란에 시달린 비극의 민 

족이라는 선입견”이 비애미를 만들었고， 3. 1 운동으로 인한 조선인학살이 그의 주 

장을 더욱 부추겼다고 보았다，.19) 

분명히 야나기는 r조선과 그 예술」의 서문에는 조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 

연서도 책을 발행하는 것온 “눈 앞에 고통스러운 광경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를 

“침묵하고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20)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야 

나기는 조선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연민이 비애미를 만들었던 것일까. 아님 

이데카와의 지적처럼 “비극의 민족이 낳은 비애의 미라는 셜정은 전제이자 동시에 

16) 同上흩， r宗脫훌集 4 朝!￥& ξ(/)훌術J(p. 126, 130, 133)에 포함. 
17) 이데카와 나오키， r야나기 무네요시의 민예률 넘어서 인간 부흥의 공예J， 정회균 

역， 학고제， 2002년， pp. 168-186. 
얘) 水尾比呂志， 염휘i柳宗없J， 흉 •• 房， 2004年， p. 147. 
19) 위의 책， p. 165, 193. 
20) 柳宗뼈， r序」， r宗뾰훌集 4 朝I￥è -t(/)홉衛J(p. 3)얘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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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의 눈에도 보였을 다른 특성들을 무시하였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위한 열쇠로 그에게 공예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찰 

해야한다. 

상기하였듯이 야나기의 조선미술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예찬에도 불구하고 조 

선의 역사와 자연，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랍들을 향한 야나기의 시각은 당초 

부터 반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시， 야나기는 조선여행을 통해 일제 

의 압박과 수탈을 견디는 조선백성들을 만났올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조선에 대 

한 역사인식올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올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 야나기 

가 조선미술공예품올 접했을 때， 그는 조선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그의 관심은 오 

로지 서구로만 쏠려있는 상태였다는 것올 생각해 볼 때， 야나기의 조선미술공예품 

에 대한 감동은 그의 조선의 역사인식과는 별개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조선미술에서 보았던 버애와 슬픔의 본질윤 무엇이며， 그를 그토 

록 감동시킨 조선미술공예품의 예술성과 종교성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야나기 

의 말처럽 민예예찬이 학대받는 자에 대한 동정이 아닌 민중과 민중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라고 한다면 그가 처음 조선의 미술공예품에서 발견한 비얘란 무 

엇이며， 나아가 조선미술에서 왜 비애라는 개념을 찾꾀 했던 것일까 종래 야나 

기가 식민지시관이라고 비판받았던 것처럼 야나기는 조선미술올 저급한 피지배국 

의 예술에 대한 동정에 기인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야나기가 조선의 미술공예 

에서 발견한 비애의 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야나기가 조선의 예술올 선의 미， 백의 미， 비애의 미로 규정한 것이 

옳은개 아닌가를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나기는 왜 조선예술에서 비애의 

미를 보고자 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여 그를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한 이 ‘ 비얘’라는 개념을 명치문학에서 유행한 비 

애와 관련지에 고J햄고자 한다. 

2. 민예와 종교와의 관련성 

야나기는 민예(民월란 민중이 날마다 사용히는 공예품올 의미하며 그러기에 실 

용적인 공예품 중에서도 가장 깊게 인간 생활에 관련된 물건이라고 셜명한다) 1 ) 

낀) 柳宗없 r民훌εti何*‘J ， 昭和홉房， 1941 年， p. 7. 이 서적의 1 929년 萬里開에서 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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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r민중적 공예」 혹은 r민간의 공예」를 지칭하는 r민예」는 1925년에 야나기 

와 도예가인， 하마다나 가쩨 칸지획폐井寬次뼈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22) 이 

들은 그때까지 감상은 커녕， 명가의 대상으료도 취급받지 못했던 민예품 속에서 

인간의 힘올 넘어선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조선미술공예 

품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선， 야나기에게 공예품이 지니는 

의미와 공예가 아닌 민예라는 조어(造휩를 만든 배경올 고훨}기로 하자. 

1913년에 동경제국대를 졸업한 야나기는 영국인 도예가 버나드 리치의 도움올 

받아 아직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윌리엄 블래이크(WilIiam B1ake, 

1757- 1 827)에 관한 i영전을 출간한다)3) 그가 블레이크를 처옴 접한 것은 1906년 

학습원 중둥학과 시대로24) 블레이크의 상상， 직관， 자연관 퉁올 형성하는 기초를 

다지게 된다 리치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신비주의 화가이며 시인인 윌리엄 블레 

이쿄%에 섭취한다. 평소， 신신혜輪轉) 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야나기는 신비 

주의는 자연과 신의 합일올 체험하는 것으로 그가 동대에서 철학을 공부하였올 

때부터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직관을 중시하는 브레이 

크의 사상은 야나기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나카미 마리는 야나기가 영국인 도 

예가 버나드 리치를 통해 알게 된 블레이크의 의미없는 존재에 대한 일체의 긍정 

이라는 가르침에서 동양의 신비사상의 정수로 생각했던 ‘상생想劇’이라는 개념， 

니4바 무{無나 공(띔올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도교와 불교 선사상에 탐닉하며 

동양의 고전시장과 예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지적한다25) 

그의 동양사%에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조선공예의 아릅다움의 도출로 이어졌다 

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연 안된다. 즉" 1928년에 출간되어진 r공예의 길」에서 “종 

교와 공예 그 싸l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의아스럽게 여져 묻는다 ....... 기물이라 

고는 하지만 아주 보잘 것 없고 작은 그 존재에도 놀라운 비의가 숨겨져 있다 

...... 이 숨은 배후의 힘올 궁구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들을 수호 

하는 것이 자연의 예지이며， 싼H의 제도임을 보았다. 무심한 자연에의 귀의나， 결 

합된 중생의 마음이 거기에 보인다 그 아름다웅이 타력미’Z이라고 언급한다 비록 

훌美꿇j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을 재간행한 것이다. 
22) 뼈村吉右衛門， r柳宗~ε初期民훌훌IbJ， 포)11大쫓出版없 1977年， p. 150. 
23) 柳宗뾰 r 4- ’J7 J.,. . 7'ν-1J ， 짧屬혹 1914年. 이후 이 서척옹 흉波톨店에서 출간 
한 야나기 전집 제4권에 수록된다. 

24) r柳宗없全集J， 第4 행p. 11)에 수록. 
25) 中見톨理， r柳宗脫 : 時代& 思~"'， 훌京大훌出版會， 2003年， pp. 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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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찮온 기물이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의(흉훌가 숨겨져 있는데， 바 

로 그 아륨다웅올 웅직이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야나기가 추구하는 

것용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이라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기물에 숨져진 신의(神훨를 

찾아내는 것으로 공예를 통한 종교로의 귀의가 그의 관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에 대하여， 마음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은， 동시에 참다운 

아륨다웅을 해명하는 말로 툴을 수도 있올 것”η)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기물의 폰재는 인간이 그 자신융 말하기 위합이 아니라， 자연올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다. 만약 기물이 은총의 복음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러한 

직품을 하나의 최로 생각지 않으연 안 된다'，"28)고 보았던 것이다. 

서양의 종교와 철학올 연구환 종교학자， 야나기가 공예에 심취하게 된 계기와 

그 배경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민예와 종교에 대해 일찍이 나는 외끓으로 종교적 진리률 추구하였습니 

다. 도중에 미의 문제를 만났고 특히 공예에 관심올 갖게 되어 ‘민예관Y설 

립에 마옴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 때 몇몇 사랍들로부터 쐐 종교의 세계를 

떠나 형이해fi下)의 문제로 밤낮을 보내는가라고 힐책을 받온 적이 있 

습니다‘실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 

니다. 신론과 미론올 잇는다는 것은 별로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 미의 

본질에 대하여 경전보다 더 날카롭게 길게 말할 수 있는 사랍온 없습니다. 

아륨다움도 또한 ‘무상의 것’이기 때문입니다)9) 

야나기는 미의 문제가 형이하학적인 문제가 아닌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장한 

것’임을 논하며， 종교를 연구하는 일이나 공예에 대한 연구롤 하는 것은 동일환 

일임을 논한다. 고매한 철학자나 종교학자가 경전을 통해 종교를 셜파하는 것처럼 

야나기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미술공예품， 그 중에서 

도 일상용품인 공예품올 통해 종교를 논했다할 수 있다. 후일 공예와 종교에 대하 

여 야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융과 같이 셜명하였다. 

26) 柳宗뾰， r머리말」 r공예의 길J， 앞의 책， pp. 12-1 3. 
27) 柳宗없， rI훌文:ftJ(文훌春秋社. 1942年)， 閔쩍山 역， 신구문화λh 1976년， p. 271. 
28) 야나기 무네요시， r잘못된 공예J. 1926년( r工훌Q)道J. 흉뾰I房， 1980험r공얘의 길 

J, 이길진 역， 신구출판샤 1994년. pp. 114-115. 
29) 야나기 무네요시， r미의 법문'J ， 최재목， 기정회 역， 이학Ah 2005년，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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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物이라고 하면 물질이고 종교는 정신으로 이 두 개 사이에는 거의 

연이 없는 것처럽 느껴집니다 ....... 내가 여기에서 사물이라는 하는 것은 하 

찮은 것으로 여기기 쉬운 장인이 만든 물건을 가리컵니다 ....... 그런 별 볼 

일 없는 것과 종교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기이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물건과 종교와 관련시킨 사상은 이제까지 역사상 없었다고 봅니다 

...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버려두었던 동양의 종교사상， 특히， 도교 

와 불교를 돌아보게 되고， 엄청난 별천지가 있는 것에 갑자기 깨달으며 새 

로운 정열올 가지고 동양의 고전을 추구하였습니다)0) 

물질과 종교를 관련시켜 논함에 있어 물심(物이， 즉， 정신과 물질이 전혀 이질 

(異劃의 것이 아니고 정신이 물질보다 더 무상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야 

나기는 이 문제에 관심올 갖게 되면서 동양의 종교사상올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사랍틀이 일상용품으로 사용하는 공예품올 통해 종교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파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공예품에 대하여 언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 이 아 

름다운 것들올 보다보니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 야름다움이 어디서 오 

는 걸까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어떻게 미도 제대로 모르는 무 

명의 장인들이 만드는 그 많은 물품들이 아름다운 것일까. 이건 너무나 이 

상해서 큰 문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 1'탄이렴數異錄')J을 읽고 나서 

염불종의 가르침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r범부성뭘凡夫成μJJ이라는 것 

은 낮은 자가 염불로 정토에 간다는 매우 간단한 교의의 가르침에 생각이 

도달했습니다이들의 가르침이나 신자를 통해 민예품을 보니까， 결국 

민예품이 r묘호풍t妙好品~J이라는 것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럽 다력종 

의 종교진리를 물건에 적용시키면 민예풍의 아름다움의 수수께끼가 슬슬 

풀립니다 ....... r선인이 깨달옴을 얻올 수 있다면 악인이 깨달옴올 얻어 극 

락에 가지 못할 리가 없다」는 대답하고도 비상식적인 말이 형태 있는 모습 

A로 날마다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1) 

야나기는 도공들이 일상용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민예품의 아름다움올 r범부 

성불(凡夫成，{L.)J이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즉， 종교학자인 야나기가 

30) 柳宗脫， r物t宗敎J 1958年， f宗敢隨뻗;J， 柳宗~ 宗敎選集 第5훨春械t， 1985年，
pp. 31-34)에 수록. 

31) 위의 책.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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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온 제대로 미술공부도 받지 못한 무명의 도공들이 만든 

민예품의 아름다웅의 근거가 무엇인재}는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야나기는 

r미의 법문」에서 “정토미라는 것온 ...... 자재미( 自在횟와 같습니다. 즉 모든 인위적 

인 속박에서 벗어나 본인인 미성(휠호) 그 자체로 톨O}7}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것은 또 모든 집착심에서의 해빙을 의미"32)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미를 억지 

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만든 민예품은 “억지로 특별한 

인위를 첨가하지 않으므로 보통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리하여 명상적인 것이 

아륨다움과 필연적으로 맺어집니다 ....... 이 자재미가 어지러워지면 사물은 어쨌든 

추하게 됩니다. 추합어란 요컨대 바로 부자유스러운 상t뼈입니다，."33)라고 셜명하 

고있다. 

야나기는 위대한 천재 예술가틀이 만들어내는 기교 있고 세련된 미와는 달리 

의도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모습에서 느껴지는 민예에서 아륨다움을 원 

어내고 있는 것이다. 미를 위해 인위적인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 아륨답게 만들어 

야겠다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이 주는 아름다용을 지닌 민예에서 야나기 

는 만드는 사랍의 이기심과 인간의 힘을 넘어선 초월적인 그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이다. 그 실례로 야나기는 국보라 불리는 대부분의 다기툴이 원래는 지극히 평 

범한 싸구려 잡기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4) 그러면서 야나기는 다옴과 같이 민 

예품의 종교성에 논하고 있다. 

저는 많은 사립들이 자연에서 가르침올 얻는 것처럽 물품， 그것도 하찮 

은 물건에서 무량의 진리롤 얻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다 

웅{천재의 예술)에는 다른 별천지가 있다는 것올 드디어 알 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력미 외에 타력미가 염연하게 있다는 것 이 발견(?)으로 미의 

세계는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저는 물건을 마루에 놓고 매일 설법 

을 듣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제 벙어l 안치하는데， 본존과 같은 거 

라 할 수 있죠 그 어느 것도 불교의 보상의 모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 

다 ...... 이것은 일종의 종교미학이며 미의 법문과도 같용 의미를 지니고 있 

습니다)5) 

32) r미의 법문J， 앞의 책， p. 124. 
33) 위의 책， p. 125. 
34) 위의 책. p. 109. 
3S) 위의 책， pp.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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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예술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예술이 자력미라연， 무명의 도공이 만든 미의 

세계는 타력미라고 설명한다. 민예풍은 예술가의 의지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이 작 

용하여 만들어진 미로 이들 작품 속에서 야나기는 보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이를 초월한 그 어떤 힘으로 만들어진 민예품은 자기 스스로 

률 구원할 수 없는 민중들에게 부처의 말씀을 시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그야말 

로 미의 법문과도 같은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야나기의 r미의 타력도」라고 

도 말할 수 있는 민예미론은 종래에 없는 새로운 미의식올 제시하는 것으로 이러 

한 공예관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당시의 공예계의 본연의 자세에 

파문올 일으키는 퉁， 일본 근대 공예에 큰 흐름올 만들어 갔다. 

야나기가 종교와 민예를 같온 선상에서 바라보게 된 것온 무명잡기에 대한 예 

술적 7r.치인식는 인위성을 근간으로 하는 예술미 중심에서 벗어나 ‘천진스러우며 

자연스러워서 최고의 미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천연이 부여해 준 무기교의 기교’ 

의 미적 가치를 새로운 차원에서 발견하려 하였다 동양정신 연구에 심취하여 

1918년부터 불교공부를 시작한 야나기는 조선， 중국 퉁올 방문하여 동양정신과 예 

술연구를 본격화했다. 그의 불교의 타력사상에 대한 관심온 민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1921 년으로 “날마다 친하게 접하고 있는’사물이야 말로 “민족의 마음 

을 그대로 나타내고 었다”고 언급하며 중국， 조선의 미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의 

미를 찾고자 일본의 중세미술에 관심올 갖기 시작하였다. 

민예에 이어 야나기의 민예론에서 조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비애의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야나기의 비애를 서구미학과의 관련성에서가 아닌 일본 

의 전통적 미의식과의 관련성에서 고챔고자 한다. 

3. 야냐기의 비애의 미와 일본근대문학과의 관련성 

야나기는 조선의 예술올 논하며 자주 “비애(悲횡”라는 말올 사용하고 있다 야 

나기는 앞뺑l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예술은 “말할 수 없는 온갖 원한과 슬픔과 

동경이 얼마나 은밀하게 그 선을 타고 흩러오고 있는가 그 민족은 올바르게도 선 

의 밀의에 마음을 표현해낸 것이다. 형태도 아니고 색도 아니고 선이야말로 그 정 

융 호소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36)며 조선의 예술은 기늘고 긴 선과 백색 

36) r朝향k εσ)릎術」 F홈離ε 깐끼훌術J， 前揚톨，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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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늘고 긴 곡선에서 슬픔올 원어 내었다 또한 선 

에 의해 지배된 조선예술은 조선도자기처럼 형태의 힘이 부족하고 색체가 결핍된 

‘백색’이 주조를 이루는데， 쓸쓸하고 조심성 많은 마음의 상징이라고 보았다. 이는 

“오랫동안 참혹하고 처참했던 조선의 역사는 그 예술에다 남모르는 쓸쓸함과 슬픔 

올 아로새긴 것이다. 거기에는 언제나 비애의 이름다움이 있다. 눈물이 넙치는 쓸 

쓸함이 있다 나는 그것올 바라보며 71슴이 메이는 감정올 누를 길이 없다. 이렇 

게도 비애에 찬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37)라며 조선의 예술에는 고독파 

슬픔과 괴로움， 쓸쓸함어 깃들여져 있는데， 침략으로 얼룩진 서글픈 역사가 이러 

한 예술을 창조해 내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비애의 미’ 

는 조선의 불행한 역사를 통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야나기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예와 민중올 적극적으로 평가하려합어었 

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조선공예에서 발견한 ‘비애의 미’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1919년에 야나기가 최초로 조선미술에 대해 한 

기술한 ‘석불사 조각에 대하여’에 기술된 야나기의 표현올 살펴보기로 하자. “불사 

(佛츄)라는 것은 당우{堂휘가 아니고 하나의 종교로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종교 

와 예술은 나눌 수는 없다. 미와 진을 둘로 셀 수는 없다. 여기서 사랍은 깨끗해 

지고 다시 태어나， 일체의 샘인 ‘하나’로 돌아가는 것"38)이라며 사찰은 경배하러 

온 이들에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 자체가 종교로 존재해야 하는곳으로 석굴 

암은 종교와 예술， 미와 진(홉가 어우러져 일체가 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 

면서 “누구든 그 앞에 서게 되면， 웅찔하면서 소륨이 돋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 

리하여 영의 이상한 순간이 실제로 우리 을 몸으로 느찔 것이다그는 그육하 

고 정숙한 이 굴 속에 앉아서 그야말로 깊은 선정에 잠기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올 이야기하는 정숙한 첨묵의 순간이다. 모든 것이 움직이는 숙려의 순간이다. 

일체를 포함한 무의 장소이다. 어떤 진실이， 어떤 미가 이 순간올 초월할 수 있올 

것인가，39)"라며 석굴암의 본폰불올 본 후의 감동올 희고하였다 야나기는 석불상 

올 본 순간 ‘눈앞에 번쩍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그 순 

간 부처를 본 것이고 느낀 것이다. 야나기는 사물의 인식에서 직관올 중시하였는 

데， 직관이란 객체에 대한 이성적 판단。l 아닌 한 순간의 판단， 즉， 인식되는 사 

37) 앞의 책， r朝I￥ε -t σ)훌術J(PP. 86-87)에 수록. 
38) r石佛휴~影쳤11.:就L、τJ r홉術J， 1 9 1 9年 6月륨， 『朝I￥t ξ~홈術:J(Pp. 1 75-176)에 수 

록. 

39) 앞의 책， r朝활ε ξ~릎術J(pp. 1 83-1 85)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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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인식하는 주체의 순간적 느낌에 의한 판댄l 의거한 것이다. 초월적인 존재 

를 향한 찰라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 신과 인간이 일치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후 야나기는 석굴암에서 신을 체험한 경험이 불상이 아닌 기뭘器物로 확대되 

어져간다. 

그는 기물이 단순한 일상용기나 미적감상의 대상이 아닌 “저는 물건올 마루에 

놓고 매일 설법을 듣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것은 제 방에 안치하는데， 본존과 

같은 거라 할 수 있죠 그 어느 것도 불교의 보상의 모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 

니다:40)라며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격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기물이 종교성올 갖는 

것은 기물 그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성질에 의한 것이 아닌 이를 만드는 자와 만 

들어진 기물 사이에 존재하는 종교성에 의거한 것으로 야나기는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만드는 사람도 무엇을 만드는지， 어째서 만들어지는지 상세히 알지 못한 

다. 신도가 업버릇처럽 되풀。l하여 염불올 외는 것처럽 그도 물레 위에서 

같은 모양올 반복하여 톨린다무심한 귀의(繹뼈에서 신양이 생겨나는 

것처럽 그릇에서는 저절로 미가 솟아나는 것이다' ...... 자신은 미를 모르는 

것， 자기에게는 무심한 것， 필연척으로 태어나는 것， 그런 거훨l서 불7t사 

의한 아름다움이 나용다는 것은 얼마나 뭇 갚은 가르칭인가 모든 것올 신 

의 뜻에 따라서 실행하는 신도의 깊이와 같은 것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 

은가 ‘마음이 가난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 ‘잡구’라고 불리는 그릇틀이 

야말로 ‘복이 있는 것’， ‘빛이 있는 것’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씨) 

기물올 만든 도공은 마치 염불융 외는 것처럼 물레를 툴리는데， 그 기물에서 

“저절로 미”가 만들어진다. 이는 도공이 미를 배운 적이 없고， 이 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자기 이기심에서도 벗어난 무심(無네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 

간의 힘A로는 만들 수 없는 이륨다웅이 ‘신의 따라’ 만들어지고、 이렇게 제작된 

잡기틀이야말로 ‘복이 있는 것’， ‘빛이 있는 것’，이라고 야나기는 셜명한다. 그러기 

에 이 기물들은 그 자체가 설법이고， 불상인 것이다. 그러면서 “기물의 존재는 인 

간이 그 자신을 말하기 위합이 아니라， 자연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된 

다. 만약 기물이 은총의 복용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러한 착품을 하나의 죄로 생 

40) 위의 책. pp. 38-39. 
41) r잡기의 아륨다웅」 r옳濟往來J. 1929年， r공예의 길J(pp. 217-218)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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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않으면 안 된다~"42)며 기물은 존재자체가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의 

은총올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장인이 만드는 탁훨한 물건에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룰 

타력이라고 명명한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자랑하는 연도 없고 명예를 얻으려는 회 

망도 없기 때문에 지극허 평범하게 만들지만 이것이 바로 만드는 마음올 집착으 

로부터 해방시켜 자재하는 마음 즉， 자재심을 가지게 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 

던것이다. 

민중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공예품， 즉， 민예풍 속에서 새로운 미 

적 가치를 찾으려는 야나기의 미적 판단근거가 직관이었다. 직관이란 객체에 대한 

이성적 판단이 아닌 한 순간의 판단， 즉， 인식되는 사물과 인식하는 주체의 순간 

적 느낌에 의한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 무명의 도공이 만든 일상용기에서 인간의 

의지기· 만들어낼 수 없는 초월적 아륨디움을 발견한 것인데， 이러한 야나기의 기 

물에 의한 신적체험은 야나기 자신의 말대로 유사 이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종교 

와 예술에 대한 채발견이라 할 수 었다 그리고 이런 야나기의 발견은 다름 아닌 

조선미술공예풍올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야나기는 조선미술품을 셜명힘에 있어 

서 비애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후 비애는 조선미술공예품올 상징하는 단어가 되는 

데， 야나기의 조선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자칫 조선역사에 대한 값싼 동정 

이나 식민지적 사판에 입각한 지배자의 우월의식의 발로라고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야나기가 조선미술의 아름다웅을 발견한 시기는 그가 조선에 대한 지식 

이 그의 말처럽 거의 없던 시기였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조선의 공예에서 신의 

사랑과 구원올 도출하려 생각하였다"43)는 미즈오의 지적처럼 야나기의 비애론이 

조선역사인식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조선의 역사에도 굴하지 않고 

이름없는 도공이 빚은 도자기가 천재예술7l가 빚은 그 어떤 것에도 뒤지지 않고 

벚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그 어떤 신적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이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존재에 대한 슬픔， 그것을 비얘라는 말 

로 표현하였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야나기의 비얘롱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다. 하나는 일본전통의 미적 개념과의 관련성이다. 야나기의 비애미는 서 

42) 야나기 무네요시， r잘못된 공예J. 1926년( rI훌σ)道J. 짧被톨房. 1980年) r공예의 길j 

이길진 역， 신구출판샤 1994년. pp.114.115. 
43) 水尾比呂志 r評ff<柳宗뾰J. 前揚훌. p.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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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비극미와의 관련성에서 주로 논의가 되는 개념이다. 이인범도 부분적으로 일 

본고전문학의 미적 감정인 비애， 유현， 쓸쓸함 둥이 투영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 여전히 비극미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한다.44) 물론， 서구의 비극미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야나기가 비애미를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이 동양 

의 종교， 예술 퉁 동양사상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던 시기라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애는 다양한 모습이 었다. 강한 미， 과격한 미， 온순한 미， 예리 

한 미， 부드러운 미， 즐거운 미와 슬픈 미，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미나 냉혹한 미， 

쓸쓸한 미 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었다’45)며 야나기는 버애가 단순히 슬픈 감정 

만이 아니라 강언하기도 하고 옹순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둥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셜명한다. 

야나기는 조선도자기에 대한 감동을 설명하며 비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물에 대한 연민의 감정， 이것올 일본의 전통적인 미적 개념인 ‘아와래(哀tL)’로 

셜명할 수 있다 아와래의 미의 역사는 일본문예의 역사와 합께 시작되었다 할 만 

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일본기기신화에서도 ‘阿힘L’ 혹옹 ‘阿훌例’ 둥으 

로 표기되어 둥장한다 아와래는 진실올 의미핸 마표蘭에 대용효논 의미로 

헤이안시대 이후 일본문학올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46) 야나기의 비애미론은 

아와래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석굴뼈 대한 셜명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석굴암본존불에 대하여 야나기는 거기에서 ‘모든 것올 말하고 있는 침묵의 순간’， 

‘모든 것이 움직이는 정려의 찰나’， ‘모두를 품은 무의 경지’， ‘깨끗한 정토’， ‘무 

의 진리야 말로 동양의 색체에서 선명하다’고 하는 셜명하고 있는데， 야나기가 사 

용한 무{罵의 경지， 찰내좋IJ뼈 퉁운 불교에 근거한 개념이지만， 이 개념들은 

1200년경 일본의 미의식으로 재구성되어 일본의 전통의 근간율 이루었던 개념이 

다. 

이러한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은 서구의 물질문명수용에 전력올 다하던 명치 

말， 러일전쟁의 숭리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채고찰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였다. 야나기의 모습에서 주목하여 할 점은 야나기의 일본전통의 발견과 예 

술에 대한 그의 입장이 러일전쟁 후 급속도로 확장된 일본의 새로운 국수주의적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치， 대정시대에 서구사싱k올 연구한 

셰 이인범， r ‘종교척 .’는 어떻게 미척으로 표상 가능한7t? :야나기 무네요시에 있어서 
얘술과 종교」 r美術史훌훌 제20집(2003. 8), 美術史훌뻐究슬. pp.134-135. 

45) r健康性&美」 r柳宗없全集」 第9~. 1 940年， p. 217. 
46) 西田正好， r日本σ)美fη本質t展開-J. 創元밟. 1972年.，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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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학자들 중에 초기에는 서구사상 유입에 적극성올 보이지만 러일전쟁을 이후 

일본정신과 일본의 미의식연구로 톨。}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 

다. 이들은 다도 선사-상， 일본예술 둥， 일본의 전통예술올 서구의 사상과 예술과 

의 비교를 통해 일본， 나아가 동양문화의 우수성을 발견한다. 이는 야나기의 언급 

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생각하건데 동양적인 미적 체험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서양의 학문적 지식에서 견해를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 좀 더 직관적 

인 입장에 선다면 서양적인 생각을 그 대로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일본인으로서의 견해를 구성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 

다"47)라며 서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양의 미적체험에 큰거해야 합을 셜파한다. 

사물을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 인식할 때 일본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는 것이다. 야나기의 동양적인 것의 관심마리는 덧불어， 동양적인 것에의 야나기 

의 관심과 높운 평가가 동양적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시대적 정세와도 무관계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없t다，.48) 서구화로 버려진 일본2싸와 내면올 들여다 

보기 시작한 것이다. 오카쿠라 텐신의 일본미술원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일본의 

전통에 대한 재고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학가들은 ̂ ~l에 대한 심도 깊은 고 

찰을 시작하였다，.49) 

결국， 야나기가 논한 비애흰悲哀꿇)도 ̂~l(f圓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 

다. 서구문학의 수용운 비애에 대한 문제는 인간성의 해방과 자이의 확립， 개인주 

의， 개인론이 유행한 1880년대， 후타aμ1메(二葉훔四迷)에서도 동장하는 문제로 이 

를 좀 더 충실히 작품 문제는하고자 했던 것은 나쪼메 소세키(夏目澈꾀라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비애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퉁챙}는 것은 아니나 그럽에도 불구 

하고 야나기 무네요시의 비애의 문제를 생각 할 때， 소세키를 빼놓을 수 없는 것 

은 비애를 개인의 슬픔이 아닌 인간 존재의 문제， 즉， 어떻게 나를 초월하는가하 

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圖은 2씨행를 갖는 것으로 재}를 초월하는 일이 문제인 것이다. 소세 

키는 r쿠사마쿠라{草林M1906)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기술올 하고 있다 

47) 柳宗脫， r朝활(7)友‘:짧&홉」 r會造J 1920年 6月， r宗뾰選集 4 朝활&깐(7)홉術J. 日
本民릎짧會. 1972年， p. 36. 

48) 中見홉理， r柳宗뾰 : 時代k思想J. 前獨훌. p. 96. 
49) 이 문제예 대하여는 r오카쿠라 텐신의 。μl아통합론과 불교J(최유경， r종교와 문화'J ， 

2008년)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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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보고 뒤롤 보면서 물욕을 갖지 마라. 가숨 속에서 웃어보려 하여도 

고통 속에 있다. 아름다움이 최고초에 다다른 노래에 슬픔이 극에 달한 마 

음이 들어 있옴을알라 

그렇구나 시인의 행복해도 총달새처럼 과감하게 마읍이 흐트러짐 없이 

전후를 망각하고 나의 기쁨올 노래 부를 수는 없다. 서양의 시는 말할 것 

도 없이 중국의 시에도 수 없이 쉬협라는 글자가 있다~SO) 

소세키는 고통파 기쁨， 아륨다웅파 슬픔， 행불행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표상이 

아님을 논한다. 이는 미추를 일원의 세계로 논하는 야나기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s 1) 또한， 소세키의 작품에는 야나기가 찰라의 순간에 초월적 그 무 

엇인7까 만나는 미적이며 종교적 순간을 묘사하는 장연을 어렵지 않게 찾올 수 

있다 r산시획三四聊」에서 미네코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그림으로 묘사되 

는 그 순간올 접한 산시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갇힌 미네코(美홉子)는 전혀 웅직이지 않는다. 부채 

를 들고 서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미 그림。l다. 산시화 보니까， 하라구치 

씨는 미네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상하게 깊이가 있는 그립에 

서 전력을 다해 깊이만을 없애 평범한 그림으로 미네코를 다시 그리고 있 

는 것이다. 그럽에도 제2의 미네코는 이 정적 속에서 정점 제l로 다가간 

다 ....... 제2의 미네코가 겨우 쫓아 간다. 조금 더 었으연 서화 딱 만냐 

하나가 되겠구나 하는 순간에 시간이 흐름이 급히 방향올 바꿔 영원 속으 

로 흐른다. 하라구치씨의 붓이 그 이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산시로는 거기 

까지 쫓아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려’ 힐끔 미네코률 봤다. 미네코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다. 산시로의 머리에는 이 조용한 공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취환 느낌이다，.52) 

그립으로 묘사된 여인과 실제의 여인이 일치하는 그 순간， 산시로는 마치 순간 

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시간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런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어떤 

초월척인 것을 접하는 것은 찰라의 순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감정올 견신의 경 

험으로 논한 사랍이 쓰나시마 료센(휠島梁JII， 1813-1901)이다. 소세키와 동시대를 

50) 夏目澈石， 『澈石숲集 草挑j 第 4 卷， 岩被홉店， 1956年. p. 8. 
51) 야나기 무네요시 r미의 법문'J ， 앞의 책. p. 25. 
52) 夏目澈石， r澈石全集 草沈j 第 4 卷， 前根훌， p.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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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쪼네시마 료센이다. 그는 명치 말 신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공포해， 일본문 

예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는 이 서적은 료센이 3년 동안의 종교적 체험을 

쪼나시마 료센(觀梁)11)으로 그가 신(뼈을 보았다는 주장은 명치문학계의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큼 세간의 주목올 받았다. 그는 병석에 누운 약 3년간 그의 

종교적 감상을 1905 년， r병간흰病間錄)J으로 출간하였는데， 그는 이 서적이 종교 

적 이론서가 아닌 종교적 자각서라고 밝히고 있다)3) 이 서척에는 그는 3번에 걸 

친 신이 자신의 놈앞에 나타나는 견심(見빼 경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r나의 견신 

경험」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었다 그 첫 번째 경험은 7월의 어느 날， 마루위에 앉 

아있었을때의 일이다 

청명한 별밤의 하늘처럽 나의 마음 일념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싸늘 

해져 갔는데， 그 때， 고통으혹 멍멍해지고， 말하자연 귀의로 취한 마옴처럼 

환회가 조용히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쳐 오르더니， 결국 천천히 전의식 

올 지배한다. 이 영롱하고 충실한 일종의 의식 이 현세의 기쁨과 윤리에 

서 멀어진 조용하고 쓸쓸하게 그러면서도 고독하지 않은 최상의 기쁨은 거 

의 1 5분정도 이어 졌나 느껴질 때종 사라졌다;54) 

두 번째 견신경험은 그의 집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있는 목욕탕올 가려고 문 

을 나서려는데， 때 마침 가올 하늘에 펼쳐진 저녁노올은 본 순간 

웬지 모르게 가슴이 뛰고， 그 순간 멍하게 나는 천지의 신과 더불어 엄 

숙하게 눈앞의 광경올 바라보고 있는 듯 같은 의식이 느꼈다:55) 

세 번째는 11 월 밤에 일어난 일로 

동불아래서 붓을 들고 뭔가를 쓰려고 할 때의 일로 ...... 그냥 돌연히 이 

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내가 내가 아닌 내가 되어， 붓은 움직이는 

채로 먹과 종이 위에 소리 나는 그대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초월적이고 

신비롭게 눈앞에서 빛을 내었다 ...... 이 짧은 순간에 말하자면 끝없이 깊 

은 서글픔의 밑바닥에서 당당하게 눈앞에 나타난 커다란 영적 물건과 팍 

53) 網島梁)11 ， r序」 r病間錄J . 金尾文빼堂， 1905年， p.1. 
54) 앞의 책， p. 371. 
55) 앞의 책.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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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친 것 같은 일종의 Shocking 놀라서 당황스럽고도 기쁜 의식은 도저 

히 글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6) 

료센이 세 번에 걸쳐 신을 보았다는 이 비근대적인 경험담은 당시 일본언론계의 

주목을 받았옴을 물론， 젊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57) 료센이 만난 그 

어떤 초월적인 것은 r개인(圖」를 넘어서는 것으로 모든 사랍들에게 보편성을 갖 

는 것， 즉 그것은 신(가미)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흔재인 것이다. 그러기에 

료센의 신적 체험은 파울이 예수를 만니는 것처럼 절대적이고 초월적 존재와 만 

나는 것이 아닌， 저 멀리 있는 초월적 폰재와 여기에 존재하는 재}가 만나는 그 

어떤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 -^tol는 무애無행가 아닌 의지를 가진 존재 

로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활 때 그가 r시리카바j 출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시라뻐댄통은 명치유신 후 일본제국헌법발포 청일， 러일전쟁 동 국가주의가 팽 

배하던 명치가 끝나고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대두되었던 명치의 끝자 

락에 결성된 r시라카바파白棒뼈는 지。h 개성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다. 대정시대 

는 정확하게는 1912년부터 1926년까지이지만 대체로 대역사건이 일어난 1910년 

부터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1923년까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대역사건과 한일 

병합은 명치기가 서구의 물질문명 유입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대정시대는 문화에 

포커징} 맞추어진 시기로 일본。1 제국주의로 변모해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대 

정시대는 내부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자아 개성 자유 퉁이 주창되지만 대외적으로 

는 아시아식민지 획득에 성공하면서 아시아국가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주는 계기를 만든 러일전쟁의 

숭리로 유럽의 열강， 러시아를 쩍었다는 지신감은 일본인 스스로가 맹목적인 서구 

추정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되돌아봐l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 일본 

의 전통문화， 나아가 동양문화에 대한 재인식올 하게 됨과 동시에 자아에 대한 심 

도있는 내적 성찰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대정시대 문학계는 인류애， 미， 사량 평 

화 퉁과 같은 관념적 개념들이 유행하면서 예술지상주의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r시라카배는 자연주의문학이 쇠퇴하기 시작하던 1 910년에 뮤샤코지 사네아츠 

(武者4짧흩鷹， 시가 나가와志寶直載:)， 사토미 아츠시(里見뱅， 코지마 키쿠와兒 

56) 앞의 책. p. 375. 
57) 末木文美土， r神창見0-뼈島深)II J r明治思想家꿇 近代日本η思想 · 再考 1 J , r 7 

ν J, t: 그 - , 2004年， pp.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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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喜久觸， 야나기 무네요시(쩨院脫) 퉁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문예지로 이들 대부 

분이 도쿄출신에 학습원올 다닌 귀족이었디는 점에서도 주목올 받았다. 그러한 신 

분올 지닌 이들이 툴스토이， 기독교， 사회주의를 접하면서 자기의 계급적 특성과 

의미를 깨달으며 심한 자기모순과 내면적 갈동을 겪게 된다. 가난은 실질척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결국，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이해， 상호존중， 자아실현올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게 된다. 국가 및 

사회 퉁 재}를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재}에 대한 절대긍정 

은 현실이 아닌 미술， 문학미술， 중에서도 종래의 가치를 모적 부정한 후기인상파 

미술에 빠지게 하였다 나。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통정， 개인올 억압핸 것에 

대한 반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에 대한 고민 퉁과 같은 인도주의， 이상주의 

는 결국 인간존재자체에 탐구로 이어졌는데， r시라카바」를 포함한 일본문학계의 

이상주의는 야나기가 조선의 미술공예품 및 조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1916년， 

1917년에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58) 

이론올 넘어서고 이성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만인의 공통감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예술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으로 신을 보는 원점의 상 

태를 r비애(킹頭)J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 비애의 감각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 

식올 찾。낼 수 었다 이러한 문제는 시라뻐}통인들도 이어받고 있는데， 뮤샤코 

지 사네아ξ 아리시마 타케시 둥 야나기 무네요시가 동인으로 활동하였던 시라카 

바 동인의 작품에도 비얘의 개념올 찾아 낼 수 있다 

결론 

일제 강점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조선미술공예품에 아낌없는 애정과 열 

정으로 조선미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야나기 무네요시. 그렇 

기 때문에 그의 조선미술에 대한 시각은 이후 조선미술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 

으로 넘어야 활 하나의 산이었다 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선 예술의 특 

정을 백의 미와 선의 미로 규정할 수 있는가하는 것과 슬픔이 묻어 나오는 비애 

의 미로 볼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특히， 그가 조선예술에서 읽어내는 슬프고(悲L 

μ)， 비애(悲횡스러운 느낌은 ‘온갖 원한과 슬픔’으로 얼룩졌다는 그의 조선사관 

58) 西뀔 動， r澈石t 白棒派」有精堂， 1990年， pp.1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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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맞물리면서 논쟁의 중심에 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하지만， 야나기 자신은 비애가 단순히 슬픈 감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비 

애에는 슬픔의. 미， 즐거운 미， 강한 미， 부드러운 미 퉁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의 셜명은 공예에 대한 야나기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으로 명확해 질 수 

있다. 야나기가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대예술， 미술품이 아닌 무명의 도공들이 만 

든 소예술， 공예에 주목하는 것은 “하찮은 물건에서 무량의 진리를 얻는 기쁨”올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기쁨의 원천은 미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도공들이 

기에 미에 대한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없t다고 본 야나기는 무심(無L.~으로 만 

든 기물에는 “저절로 미”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름다 

움올 타력미라 명명했다. 즉， 자신의 의지로 해탈올 할 수 없는 민중들에게 신의 

손길이 훨요로 한 것처럼 도공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물에는 타력， 즉 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미가 존재한다는 짓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물은 인간의 지혜， 혹은 의 

지가 아닌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러기에 이들 기물은 단순환 물건이 아 

닌， 신의 뭇올 인간에게 보여주는 “그 자체가 설법이고、 불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 기물에서 야나기는 비애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비애는 다른 말로 

애상합울 의미하는 아와래의 의미로 아와래는 비애， 상대방올 어여뻐 보는 연민의 

마음 이외에 마음 속 갚은 곳에서 용라오는 감동， 사물에 대한 정취， 어책할 수 

없는 마옴의 웅직임 동을 의미한다고 보았올 때， 야나기가 조선미술도자기에서 느 

끼는 슬픔과 비애는 인간의 힘올 초월한 바로 그곳에 존재하는 초월적 아름다움 

에 대환 감동이었다고 볼 수 었다. 그러기에 야나기는 기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설법이며 부처이며 깨달옴의 순간인 것이다. 

야나기의 기물에 대한 재인식은 모리스의 미술공예운동에서 촉발되었을지 모르 

나 그와는 전혀 다른 인식으로 것이다. 그는 사물에 대한 그의 인식은 유사 이래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물을 모노(物라는 개념으로 확대해보면， 야나기 

의 인식온 일본의 전통에 의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야나기 

의 신적 체험올 당시 명치시대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근대문학올 대표하 

는 나츠메 소세키의 작품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 나츠메는 그의 r쿠사뺨라{草빼 

J r코코로{ .::. '::_}))J r산시로(三四뼈」 동에서 어떤 초월적인 것을 대연하는 그 순 

간올 표현하고 있다 그 순간은 쪼나시마 료센(網島梁)11)의 견신(見뼈의 순간이고 

신과 내가 한 순간 일치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의 길을 숨 가.!l!.게 달려용 영치의 일본올 끝내고，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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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시작한 대정시대， 이들에게 더 이상 서구는 모방해야 할 철대적 가치로 존재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식인은 상실된 자아를 일본의 전통， 나。}가 동양 

사상에서 찾고자 했다 이는 텐신의 ‘0씨아는 하나’라는 아시아인식이 상정하듯이 

사상적으로는 일본의 전통척 미의식의 재고찰이 이루어졌고， 소세키를 비롯한 이 

상주의 문학가들은 잃어버렸던 À}O}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야나기는 미술과 공예률 구분하는 서구 

척 미술구분올 버리고， 천재주의의 우월함이 아닌 조선의 무명의 도공들의 일상용 

풍에서 일본의 천통적 모노에 대한 인식올 재발견했다 할 수 있다 

주요어: 야나기 무네요시， 비얘， 민예， 시라카바 공혜， 조선미술공예품， 조선의 

도자기， 액의 미， 선의 미， 타력미， 자력미， 미의 법문， 나츠메 소세키， 

쪼나시마 료센， 견신， 아와래， 공예문화， 일본근내문학， 동양희귀， 모노、 

물심， 기물， 미적 체험、 개인、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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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l宗밴η朝蘇의 民릎f 짧見 L t.: 悲哀σ)美

-悲哀η美장通 cτ빼창 캉ff(~ J;;， 。 

崔r~景(Chae， Yug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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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η哀.tl è 解秋L. t~Il-) iJ<t -? è흉쏠"'(''Ôδ i 。 깐σ) J: ? 1':考;(_J.;， è 혼 、 朝j輕η燒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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