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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서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곤 사토시의 <천년여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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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웨이쥐가 제기한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서정적　표현

인 ‘사람에 대한 감동’, ‘세상에 대한 감동’, ‘자연에 대한 감동’ 등 3단계

를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천년여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미학적 표현의 ３단계 구성이 애니메이션 

<천년여우>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고전미학이 

현대 일본애니메이션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모

노노아와레가 향후 일본 애니메이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창조적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제시하였다.

일본애니메이션 감독 곤 사토시는 일본 특유의 고전미와 애니메이션 

요소를 융합, 일본의 민족적 문화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일본애니메이션 특징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천년여우>는 작품 속의 인물, 스토리, 사상내용, 장

면 구성 등을 분석한 결과, 예웨이쥐가 제기한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3단

계를 통해 일본 고전미를 충분히 계승한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이러한 분

석을 기반으로 일본의 고전적, 예술적 서정성을 통해 작품 속 농후한 일

본 고전 색채와 다채로운 모노노아와레 미학을 확인하였으며 고전 미학적 

전통이 현대는 물론 미래의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창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모노노아와레, 미학, 애니메이션, 3단계 표현, 서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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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노노아와레(物哀)’는 일본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탄

생한 미학적 사상이다. 이는 일본 고전 문학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이자 일본 전통문화의 정수이며, 일본 문학과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심미적 정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모노노아와레는 꽃 감상, 해학, 와카(和歌: 일본의 정형시), 연

극, 가부키, 다도, 우키요에(浮世绘: 일본의 풍속 목판화)뿐 아

니라, 영상작품 및 애니메이션 작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모노노아와레는 일본 문화의 중요한 정신적 특징이다. 애

니메이션 예술 작품에서는 참고 견디는 방식, 함축적이고 차분한 

동작과 언어로 모노노아와레의 특징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관객

들로 하여금 화면에 담긴 정신세계의 정취를 느끼도록 한다. 일

본 애니메이션은 사물에서 인물, 경치에서 마음에 이르는 서사방

식을 사용하고, 관객들의 사소한 부분까지 잘 포착하여 전 세계

적으로 큰 시장을 차지하였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홍보

에 힘입어 모노노아와레 문화와 오락성이 결부된 일본 애니메이

션은 전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시

청자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게 되었다.1) 문화시장이 크게 발

전하면서 이러한 문화 확장은 아시아 각국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파워가 강한 서양문화 및 아시아 지역에

서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여준 일본 문화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점점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전통문화 속 가치와 콘텐츠를 

발굴하고 혁신하는데 착수하도록 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에서 모노노아와레 정서는 계속해서 보호 및 계승되고 있고, 정

신적으로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다. 느리면서도 생동감 있는 흐름

1) 일본 정부가 2006년에 발표한 ｢문화외교의 새로운 발상(文化外交の新
発想)－여러분의 힘을 요청합니다｣에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대중
문화에 중심을 둔 문화외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5년에 
발표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
的な方針)｣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의 매력은 물론 일본의 역동성을 국
내외에 홍보하는 방안이 담긴 '문화 외교'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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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모든 장면에는 모노노아와레의 색채와 

구도가 시각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 宣長)2)는 『겐지이야기(源氏物語

)』3)를 분석하면서 모노노아와레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주장하는 ‘모노노아와레론’은 주정설(主情說)4)로 

중국 유교의 도덕관에 반대하고 탐미주의(耽美主義）5)로 중국식 

유교의 선(善)6)에 대항한다는 것인데, 그는 서로 다른 유형의 

‘사물’과 ‘사건’에 대한 느낌이 바로 모노노아와레라고 여겼

다.  일본의 국학학자인 히사마쓰 센이치(久松 潜一)7)는 『일본 

문학 평론사(日本文學評論史)』에서 모노노아와레의 성질을 감

동, 조화, 우아한 아름다움, 정취, 슬픔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모노노아와레를 아름다움의 ‘형태’로 보고 

‘모노노아와레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일본 학자 

오니시 요시노리(大西 克禮)8)는 처음으로 미학적 관점에서 ‘아

와레(哀)’ 개념을 심도 있게 연구했지만, 연구의 중점은 ‘미학 

체계의 구축’에 있었다. 그는 아와레라는 개념을 다섯 단계로 

2)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 宣長,1730—1801)，일본 에도시대의 4대 국학
자 중 한 사람으로, 호는 슌안, 스즈노야이다.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일
본국학을 집대성하고 일본 민족 고유의 감성인 '모노노아와레'를 제창
하였으며, 일본국학의 발전과 신도(神道)의 부흥을 위해 사상적 이론
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3)『겐지이야기』(源氏物語) 겐지모노가타리)는 일본 헤이안시대 중기
(11세기)에 지어진 소설이다. 작가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여겨지지
만. 54첩에 달하는 장편으로 800 여 수의와카(和歌)가 들어있다. 고대
의 일본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야기는 헤이안 시대를 
배경으로 천황의 황자로 태어나 신하계급으로 떨어진 히카루 겐지(光
源氏)와 그의 아들 세대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4) 인간의 정신활동에서, 이성(理性)이나 의지(意志)보다도 감정(感
情)·정서(情緖)를 중시하는 경향.

5) 미의 창조를 예술의 유일지상(唯一至上)의 목적으로 삼는 예술 사조.

6) 인간의 본성은 선(善)이라 하여 내면적인 도덕론을 주장한다.

7) 히사마츠 센이치(久松 潜一,1894-1976)일본의 국학학자.

8) 오니시 요시노리(大西 克禮,1888—1959), 일본의 학원파 미학을 확립한 
대표인물로 저서는『カント「判断力批判」の研究 』,『現象学派の美
学』,『幽玄とあはれ 』,『風雅論「さび」の研究』, 『万葉集の自然感
情』,『美意識論史』가 있고, 사후에 출판된 작품으로는『美学』(上
下),『浪漫主義の美学と芸術観』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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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그 의미를 더 완전하고 충실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모노

노아와레 미학을 심화시킨 학자가 바로 중국인 일본 문학 연구 

학자 예웨이쥐(葉 渭渠)9)이다. 예웨이쥐은 모노노아와레의 사상

적 구조를 다층적이며 총 세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에 대한 감동 단계인데 이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가

장 잘 드러난다. 두 번째 단계는 세상에 대한 감동인데 이는 작

가가 말하는 ‘천하대사(天下大事)’에 대한 경탄에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감동으로 특히 계절이 불러일

으키는 무상함, 즉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을 의미한다.10) 

모노노아와레는 사실상 독특한 스타일의 일본식 비극이다. 담담

한 애수와 애절한 서정적 기조가 인생과 일상에 대한 비극성을 

드러낸다.11)고 예웨이쥐은 주장했다.

일본인에게는 특유의 ‘슬픈’ 정서가 있는데 이는 일본 문

화가 형성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문화에서는 심지어 

이러한 슬픈 느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해학, 연극, 가부키, 

다도, 우키요에와 같은 대표적 일본 전통문화에서도 ‘슬프지 않

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심미적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일본 애

니메이션도 일본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모노노아와레의 미적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이는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하나는 형식적으로 미의 극치를 추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적으로 위기의식이 매우 깊다는 것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에는 담담한 애상감이 감돌고, 정교한 장면이 펼쳐지며, 사랑에 

대한 집착과, 폭력과 죽음에 대한 표현적 장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모노노아와레적 아름다움을 표

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미학에 대한 3단계 사

람, 세상, 자연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온전한 애니메이션 작품은 

9) 예웨이쥐(葉 渭渠，1929—2010)，주요저서로는 『日本文学史』,『日本
文化史』,『日本文学思潮史』, 『20世纪日本文学史』, 『物哀与幽玄-
日本人的美意识』등이 있다.

10) 叶渭渠 著，『日本文学思潮史』，经济日报出版社，1997, p.143

11) 왕샹위엔．『东方文学史通论』,上海文艺出版社，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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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내용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3자 간 상호관계의 교차 및 

짜임새를 통해 감독이 전통적 모노노아와레 문화를 어떻게 이해

하고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중 곤 사토시(今 敏)를 연

구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곤 사토시가 일본 극장 애니메이

션 발전 특히 21세기 애니메이션 발전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

다. 그는 사람의 내면세계 분석과 표현,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인간의 갈등심리를 묘사하는데　능숙했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예술영화에서 주목하는 주제이지만 곤 사

토시는 사회, 인성, 과학기술, 윤리도덕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

루면서 그만의 동양적 철학 사고방식을 표현하였다. 즉 애니메이

션을 통해 사회적 민감한 화제를 기피하지 않고 표현한 것이 곤 

사토시 작품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진정한 의

미의 성인 애니메이션이다. 그는 영화 카메라 언어를 통해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활동을 표현했는데 이는 성인이 

추구하는 정신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는 독특한 시점에

서 산업 혁명 아래 일본 민족문화 계승을 소홀이 하는 일본인들

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작품 속 민족문화의 깊은 의미를 

재해석하였다. 또한 작품 속에 인성 및 현실에 대한 자신의 이해

를 가미하고 일본 민족문화를 삽입하여 작품의 예술적 심미가치

를 향상시켰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곤 사

토시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상업 애니메이션 산업사슬

의 희생양으로 전락되지 않았다. 따라서 곤 사토시 애니메이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천년여우>는 곤 사토시가 연출한 2번째 애니메이션 작

품으로 작품 속의 스토리 라인, 예술 이미지, 예술 표현방식 등 

모두 일본 민족 모노노아와레 문화의 영향을 받아 모노노아와레 

미적 감각이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곤 사토시의 본 애니메이션 

작품은 충분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예웨이쥐가 언급한 모노노아

와레를 구성하는 세 단계의 미학적 기준을 통해 <천년여우>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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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일본의 전통에 기반을 둔 예술미학을 논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개념을 통해 애니메이션 줄거리, 

감정 표현, 사상과 내용, 장면구성 등을 연구하고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가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

한 애니메이션 속에서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3단계 구성방식

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곤 사토시의 작품 <천년여우> 중 

모노노아와레적 아름다움이 나타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

이다.

애니메이션 중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서정적 표현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문의 두 번째 장에서는 모도오리 노리

나가, 와츠지 테츠로 등 학자들이 일본문학의 정화를 위해 일본

의 고전사상을 추구하고 독립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모노노아와레 

미학이 자연을 중시하고 감정을 우선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후, 일본의 모노노아와레 미학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

다.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일본의 다른 애니메이션 작품을 통

하여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의 3단계인 사람에 대한 감동, 세

상에 대한 감동, 자연에 대한 감동의 순서로 이론적 분석을 전개

할 예정이다. 특히 신카이 마코토(新海 誠) 감독의 <별의 목소

리>과 가와모토 기하치로(川本 喜八郎)12) 감독의 <도성사>를 통

해 사람에 대한 감동을 ,곤 사토시 감독의 작품<퍼펙트블루>와

<망상대리인>에서는 세상에 대한 감동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작품은 식물에 의도적으로 

주제의식을 담았다. 이들 작품을 통하여 자연에 대한 감동을 분

석할 것이다. 네 번째 장에서는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구성의 

3단계를 알아 본 후 <천년여우>에서 나타난 모노노아와레의 표현

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한 감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속의 ‘꽃, 눈, 달’은 사랑을 

12) 가와모토 기하치로(川本 喜八郎，1925-2010),일본 인형 애니메이션
을 개척한 인물이자 ‘퍼펫 마에스트로(Puppet Maestro)’라는 별명이 
붙은 인형 애니메이션의 대가이다. 



175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몇 번이나 윤회를 

거듭한다 해도 주인공이 이별을 면할 수 없기에 이룰 수 없는 사

랑의 추구가 영화 속 ‘슬픔’의 기조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예웨이쥐가 제기한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서정적 표현의 3단

계인 ‘사람에 대한 감동’, ‘세상에 대한 감동’, ‘자연에 대

한 감동’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천년여우>를 연구 분석할 것

이다.

Ⅱ.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과 특성

1.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

모노노아와레가 민족미학으로 승화된 데는 일본의 역사가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모노노아와레는 일본 야마토(大和) 민족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라 시대부터 모노노아와레 정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헤이안 시대 (平安時代) 때 중국의 한(漢) 문화가 

유입되면서 일본은 점차 문화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 하였

으며 일본의 학자들은 중국의 한 문화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국내

에서 문화 운동을 일으켜 일본이 원래의 고전 사상과 문화를 중

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초석

이 되었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

적으로도 발전의 원동력을 상실하며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반면 

에도 시대(江戸時代)의 일본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을 뿐

만 아니라, 문화도 점차 번영하였다. 당시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일본 본래의 고전 사상을 퍼뜨리기 위해 많은 문화 학자들을 통

해 일본 문화에서‘한 문화’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일본 문화가 

한 문화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모노노아와레 미학이 나타났으

며 이는 일본 문화 독립의 조건이 되었다. 또한 일본 현지 천도

(天道) 신앙에서 금생 관념은 불교의 출생 관념과 차이가 있어 

일본 미학의 발전을 촉진하였고 가나(假名: 일본어의 자모)의 출

현과 와카의 발전으로 야마토 민족의 문화 정신은 한층 더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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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일본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발전과 변천은 다음의 네 가

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일본문학은 가장 오랜 역사문학 저서인 『고사기

(古事記)』13)에도 슬픔의 정서가 깃들어 있다. 일본 시가 경전으

로 불리는『만엽집(万葉集)』14) 속의 서정시는 대부분 사랑의 고

민과 인생의 슬픔을 노래함으로써 “개인의 주관 세계 즉 마음으

로부터 비롯된 찰나의 기쁨, 슬픔, 괴로움, 그리움 등 감정을 표

현하는 문학”이 되었다.15) 모노노아와레 미학은 일본이 한 문화

를 흡수 및 소화하는데 최고 전성기였던 헤이안 시대에 나타났

다. 당시 한 문화 위주였던 일본이 문화 독립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화혼한재(和魂漢才)’16)라는 구

호로 사상 문화 운동을 일으키며 일본이 중국의 교조주의에서 벗

어나 진정한 일본의 문화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였고 ‘일본 민족

의 고유한 정신’이 일본의 핵심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는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에 중요한 정신적 기초가 되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저술『겐지 이야기』에서 ‘아와레(あはれ)’

가 활용된 곳은 1020여 곳이 된다. 일본학자 니시오 미츠오(西尾 

光雄)17)는 아와레 사용법을 구분하였다.『겐지 이야기』에 활용

13) 『고사기(古事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그 서문에 
따르면 와도(和銅) 5년(712년)에 겐메이 천황의 부름을 받아 오호노 
아소 미야스마로(太朝臣安麻呂)가 바친 것으로 되어있다. 고지키라는 
제목은 음독이며, 훈독으로는 후루코토후미(古事記)라고도 읽지만 일
반적으로 음독으로 불린다.

14)『만요슈(万葉集)』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후반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며, 일본에 현존하는 고대 일본의 가집(歌集)이다. 일본어의 한자
가 신자체화 되기 전에 쓰인 책이기 때문에 원래 표기는 '萬葉集'이지
만, 신자체화 뒤로는 '万葉集'라고 쓰고 있다. 이 책의 성립은 759년 
이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본 천황, 귀족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신분
의 사람까지, 여러 신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읊은 노래를 4500개 이상 
모은 것이다.

15) 니시사토 노부츠나(西乡 信纲) 『日本文学史』, 人民文学出版社，
 1978, p.25.

16)  '화혼한재(和魂漢才)': '화혼(和魂)'이란 '승혼(绳魂)'외 중국의 
유가 문화와 인도의 불교문화를 포함한 문화를 말하고, '한재(漢才)'
란 중국의 기술을 말함. '화혼한재'란 화혼을 주제로 하고, 한재를 사
용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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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와레는 감동, 흥분, 우아, 처량, 외로움, 고독, 그리움, 음

미, 근심, 우울,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두 번째, 아즈치·모모야마 시대(安土桃山時代)가 끝난 후, 

중국 명(明)나라가 쇠락하고 만(满)족이 등장하면서 중국 문화는 

발전의 원동력이 사라지고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의 와카 작가인 요시다 겐코(吉田 兼好)18)의 수필집『쓰레즈레구

사(徒然草)』19)에 이미 모노노아와레가 사용되었다. 요시다 겐코

는 자신의 저서『쓰레즈레구사』에서 사계절은 변화무쌍하고 사

물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사람은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물에 있어 가장 슬픈(모노노

아와레) 시기는 가을이라고 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을 더욱 혼란하

게 하는 계절은 봄의 풍경이라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일본은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문화가 점차 번영하

고 사무라이(侍) 계층이 발전하면서 중국 문화의 중심 지위는 점

차 무너졌다.

세 번째, 에도 시대 이후 모토오리 노리나가를 비롯한 가모

노 마붙이(賀茂 真淵)20), 게이쥬(契沖)21), 히라타 아츠타네(平田 

笃胤)22) 등 국학자들은 일본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한의

17) 니시오 미츠오(西尾 光雄,1908-쇼와시기) 일본문학가.

18) 요시다 겐코(吉田 兼好 , 1283-1352)는 가마쿠라 시대 말기부터 난보
쿠초 시대의 관리이자 와카(和歌) 작가, 수필가이다. 본명은 우라베노 
가네요시(卜部 兼好).

19)『쓰레즈레구사(徒然草)』는 일본 중세 초기의 수필로, 요시다 겐코
(吉田 兼好) 작이다. 고대의 『마쿠라노소시』에 이어 내면적 복잡성
을 가장 잘 표현한 수필로 『호조키(方丈記)』와 함께 걸작으로 꼽힌
다.

20) 가모노 마부치(賀茂 真淵，1697-1769)순수한 고대 일본인 마음으로 
회귀 주장한 국학자 (일본 학자, 세손출판사, 일본사학회)에도 시대 4
대 국학자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가다노 아즈마마로의 문하에 들어
가 수학하였으며, 이후 에도에서 활약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만
엽집(萬葉集)』，『관사고(冠辭考)』등이 있음.

21) 게이쥬(契沖법호,1640-1701)게이쥬는 에도시대 전기의 승려이며, 고
전해석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고전학자이다. 그의 고전해석방법은 
이후 모토오리 노리나가 등의 국학자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22) 히라타 아츠타네(平田 笃胤，1776~1843, 후기 국학의 대표자)일본학
의 일본주의적 경향을 비대화하였다. 에도 문화의 퇴폐시기를 낳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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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意)’를 제거하기 위해 평생 온 힘을 기울였다. 모토오리 노

리나가는 기존의 이론을 기반으로 ‘아와레(あわれ)’ 및 ‘모노

노 아와레(もののあはれ)’에 대한 어원학, 의미론적 연구와 해

석을 통해 ‘아와레’를 ‘모노노아와레’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문학예술 중의 모노노아와레는 만사와 만물에 

대해 포용성을 가지며 예민한 감정적 느낌은 아름다움에 대한 최

고의 감동과 추구라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일본 문학예술과 중

국 문학예술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일본 문학예술은 단지 모노노

아와레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여 사물의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받

은 감동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

혔다.23)

네 번째, 근대부터 먼저 일본 고전 문화 학자 도이 코우치

(土居 光知)24)는 헤이안 시대의 이야기 문학 발전사 속에서 아와

레를 탐구하였으며 ‘아와레’와 ‘오카시(재미)’라는 서로 대

조되는 단어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연구적 접근은 참신하지만 의

미론적 차원이나 문학이론 차원에서 아와레를 정리한 것으로 미

학적 차원의 접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와츠지 테츠로(和辻 哲

郎)25)는 「모노노아와레에 관하여(「もののあはれ」について

)」26)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모토오리 노리나가가 제기한 모노노

아와레를 분석하고 평가했다. 이는 모노노아와레를 키워드로 삼

아 발표한 첫 논문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의 히사마츠 센이치는 

저서『日本文學評論史』에서 모노노아와레를 하나의 ‘사조’, 

는 허무감이 두려워 기독교적인 내세관을 일본학에 도입하였지만 ‘정
취’를 기반으로 한 일본학의 본질에 모순되는 이 사상적 전개는 정착
하지 못하였다.

23) 모토오리 노리나가,『아시와케노오부네』,『이소노카미사사메고
토』,子武 宣邦 번역 주해. 염파문고, 2003,pp.23-25.

24) 도이 코우치(土居 光知,1886- 1979）일본의 영문학자, 고전 학자.

25) 와츠지 테츠로(和辻 哲郎,1889-1960）일본의 철학자, 윤리학자, 문
화사가 일본 사상 역사가. 『고찰 순례(古寺巡礼)』, 『풍토(風土)』 
등의 저작으로 알려지면서 그 윤리학의 체계는 와츠지 윤리학이라고 부
른다.

26) 와츠지 테츠로，「もののあはれ」について）」，『日本精神史研
究』，岩波書店，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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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미의 형태’, ‘평론용어’로 간주하면서 ‘모노노

아와레 문학적 사조’, ‘모노노아와레 이론’, ‘모노노아와레 

미’, ‘모노노아와레 문학론’ 등 다양한 표현으로 모노노아와

레를 분류하고 규정지었다.

미적 범주에 속하는 모노노아와레에 대한 모도오리 노리나가

의 논술과 서양 고전 철학은 차이가 있다. 서양 특히 19세기 독

일 고전 철학에서 말하는 미의 보편성은 도덕 목적성이라는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미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시 말해 윤리도덕의 보편적 유효성과 이성을 기반으로 인간의 

도덕적 감정에 공통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

(Immanuel Kant)는 인간이 이성 즉 의지력, 윤리도덕의 힘을 빌

려 감성적인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고 상상력과 이해력의 곤경에

서 벗어남으로써 자연 존재의 위험 앞에서 역전하고 통감을 쾌감

으로 전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도오리 노리나가를 대표로 

하는 일본 국학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욕망이 충족되지 못함

으로 인해 나타나는 깊은 애통(모노노아와레)이야말로 생명의 본

질과 일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미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일본인은 감관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단지 표면적

이고 직접적인 시각, 청각, 촉각, 미각에 그치지 않고 사물을 통

해 마음 속 감정을 표출한다. 일본인의 미를 느끼는 과정에는 엄

밀한 이성적 추리 체계가 없고 단지 통감, 이미지, 직관적인 사

고방식으로 외부 세계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방식은 논리적인 추론을 할 경우 분명 허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

서,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모노노아와레 미적 의식을 전달한다. 

이러한 미적 범주와 기준에 대한 정리는 객관사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깨닫기 위함이

다.

결론적으로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은 일본 문학예술 발전

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일본은 모노노아와레 미학을 통해 민족의 

핵심적인 심미관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일본 문화예술이 큰 번영을 

이루는 탄탄한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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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특성

모노노아와레 미학은 일본 민족 고유의 핵심적 심미의식으로 

일본인의 전통의식 중 사회와 세상,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삶에 대한 애석함’과 ‘죽음에 대한 숭

상’, ‘인내’와 ‘폭발’, ‘우아함’과 ‘광기’라는 특성으

로 나타나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슬픔’과 ‘아름다움’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문학작품에 반영된 모노노아와레 미학은 먼저 ‘물(物)’에

서 자연 경치를 강조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한 집착과 

숭배를 표현하는 것이며, ‘정(情)’에서 남녀 간의 정을 강조하

고 사랑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물 혹은 정 모두 비극적 성격과 운명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일본 최초의 고대 문학 고전인『고사기』에서부터 모노노아와레 

정신이 집대성된 작품 『겐지이야기』까지 대부분의 일본 문학 

작품에는 이와 같은 비극적 아름다움이 포함된다. 회화 작품 중 

일본의 전통 회화에서는 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색을 중요시하

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숭배하며 진실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추

구한다. 또 짙은 색을 반대하고 여백을 강조하여 사람들이 상상

할 수 있도록 고요하고 드넓은 공간을 조성한다.27) 가무극 작품 

중 일본 전통 노(能)에서 슬픈 감정을 표현할 때는 중국의 경극

처럼 느린 호금(胡琴) 연주로 심각한 느낌을 주거나, 유럽의 오

페라처럼 화려하고 고조된 느낌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

으로 슬픈 분위기를 부각시켜 관객들이 고요함 속에 내재된 깊은 

슬픔을 느끼도록 한다.

모노노아와레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특징

은 바로 자연을 중시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인은 특히 꽃, 눈, 

달을 자연미 소재로 삼아 전체적인 미학 핵심을 형성했다. 실제 

27) 叶渭渠 著,『物哀与幽玄-日本人的美意识』,广西师范大学出版社，
2002，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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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작품에서 모노노아와레 요소가 포함된 감정은 모두 수많은 

검증을 거쳐 독특한 아름다움과 자연에 대한 순수한 미적의식이 

된 것이다. 모노노아와레는 바깥 사물에 대한 반응으로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연의 풍격을 중시한다. 모노노아와레의 두 번째 특징

은 감정을 가장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 문화예술 

작품은 함축적이고, 섬세하고, 일상생활의 평범한 느낌을 중시하

며 이러한 감정을 통해 사회와 인생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다. 감

정은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예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남녀 간 감정은 중요한 소재이다. 작품에서 발휘되는 모노노아와

레의 역할을 소홀히해서는 안되며 독특한 문화적 함의를 담은 모

노노아와레 감정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모노노아와레 미학은 일본 문화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일본 

민족의 역사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사상이다. 모노노아와

레 미학은 모순과 같은 존재이지만 확실한 존재이며 ‘비(悲)’

와 ‘미(美)’의 융합이다. 모노노아와레의 아름다움에는 경치와 

감정, 즉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아름다움이 포함한다. 

일본 도서국가 특색이 짙은 모노노아와레는 일본 애니메이션 산

업 발전에 튼튼한 기초가 되었다.

Ⅲ.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난 모노노아와레의 미학적 

표현

예웨이쥐는 모노노아와레 미학 개념에 대해 설명했을 뿐 아

니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앞서 언급 

했 듯이 모노노아와레 사상을 사람에 대한 감동, 세상에 대한 감

동, 생명에 대한 감동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일

본 문학에서 ‘모노노아와레적 아름다움’은 ‘비애미(悲哀美, 

슬픔의 아름다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슬픔이라는 것은 단지 모노노아와레의 여러 감정 중 하나일 뿐이

며 모노노아와레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슬픔과 세상에 대한 슬픔

을 공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애니메이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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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감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애니메

이션 감독은 이를 상호 교차하거나 엮어내어 전통 모노노아와레 

문화에 대한 생각과 이해를 더욱 잘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모

노노아와레의 세 가지 감동 단계를 활용해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 

속 모노노아와레 정서를 분석하겠다.

1. 사람에 대한 감동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문학예술작품에서 사랑에 대한 묘사에 

공을 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순수

하고도 황홀한 감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웨이쥐는 모노노

아와레와 아와레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문학 예술창작에서는 대상

에 대한 강한 집착적 사랑으로 아와레를 나타내며 사랑 속의 여

러 복잡한 감정적 요소를 읊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 대상은 대부분 사람이거나 사물이 의인화 된 것이

며 사랑에 대한 슬픈 감탄이 모노노아와레 미학 구조의 초기 형

태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만엽지』와 『일본서기』 등 고전을 종합해

보면 아와레의 묘사 범위가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모노노아와레적 미학

은 행복하고 달콤한 사랑보다는 아프고 슬픈 감정으로 사랑하지

만 사랑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과 헤어짐에 대한 애수를 중점적으

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와레는 상징적이며 사랑에 대한 

한을 의미한다. 루스 베네딕트(Ruth Fulton Benedict)28)는 그의 

저서 『국화와 칼』을 통해 “일본 관객들은 남녀 주인공이 잔혹

한 운명에 의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지 혹은 둘 중 한

명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 보는 것을 즐긴다. 이러한 줄

28) 루스 베네딕트(Ruth Fulton Benedict，1887-1948)，미국의 문화인류
학자로 그의 학문적 입장은 인간의 사상, 행동의 의미를 심리적으로 파
악하려고 한 문화양식론을 띈다. 주요 저서로 『Patterns of Cultur
e』,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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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여야만이 일본관객들을 ‘아름다운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은 남녀 간 

사랑의 모노노아와레를 가장 세심하게 표현하여 감동을 준다. 그

의 작품 주제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독, 그리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애니메이션 작품 <별의 목소리>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남녀 주인공에게 현실 속에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물

리적 거리감, 즉 빛의 속도로 8년이 걸리는 시간을 둘 사이의 거

리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슬픈 결말로 이어지지만 희망이 

없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슬픔은 영화 전체를 관통한다. 또 다른 

예로 가와모토 기하치로의 작품 <도성사> 의 여자 주인공 키요히

메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다. 키요히메는 안친을 보고 첫눈에 

반해 안친이 잠든 방에 몰래 들어가 사랑을 고백하지만 안친의 

마음 속에는 오직 불심(佛心)밖에 없었다. 안친은 키요히메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 거짓으로 약속한다. 키요히메는 안친을 기다리

지 못하고 험난한 길과 행인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안친을 찾아

간다. 하지만 안친은 키요히메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키요

히메의 사랑은 결국 원한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은 활짝 

핀 벚꽃보다 꽃잎이 흩날리는 애달픈 느낌의 벚꽃이 더 아름답다

고 생각한다. 아래의 그림에서 여자 주인공과 스님이 사랑에 빠

지는 상상,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타 죽은’ 스님의 유골이 바

람에 흩날리는 장면에는 모노노아와레 미학이 담겨져 있다. 이처

럼 등장인물과 그들의 사랑은 갈등과 충돌 과정에서 파멸되거나 

커다란 재앙을 겪지만 그 안에서 그들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된

다. 다시 말해 사라진 실체가 도덕의 승리, 영원한 정신으로 바

뀌는 것이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순결한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애절한 사랑보다 더 감동적

이고 관객들이 잔잔한 슬픔과 실망감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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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와모토 기하치로 <도성사>

2. 세상에 대한 감동

모노노아와레 미학이 『겐지이야기』 시기까지 이어지면서 

그 내용과 함의는 더욱 복잡하게, 정교하게 발전하였으며 감동의 

대상도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29)는 

『겐지이야기』에서 사치스럽고 힘겨운 궁정 생활에서 시작하여 

옛 여성들의 어둡고 참담한 생활에 대한 동정과 사회 각종 풍습

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는 인간 세상의 백태만상

과 사회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었으며 깊은 공감과 애수를 띤 탄

식이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반적으로 사회 현상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감독이 설정한 허구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주제와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고 관객들이 스스로 영

화에서 표현하고자하는 감정을 느끼도록 한다. 불교에서는 사회 

현상을 세간(世間), 즉 객관적 세계라고 하는데 일본의 문예 작

29)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 973-1014 혹은 1025)는 헤이안 시대 일본
의 소설가이자 시인 이었다. 이설에는 본명이 후지와라 교코(가오리
코)(藤原香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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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서는 주로 인간 세상과 사회에 대한 무상함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냉소적인 익살극>에서 주인공의 냉담과 잔혹성 

때문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사람들의 이성과 의식을 깨우려 했다. <귀신>에서 어머니

는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입었고 

<여행> 중의 여자 주인공은 꿈을 품고 새로운 도시에 왔지만 갖

은 곡절과 인생의 ‘팔고(八苦)’를 겪었다. <이승 가타쿠>에서 

비극적 인물인 소녀는 자신의 생명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의미 없

는 전쟁과 학살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지옥에 빠져 갖은 고

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했다. 곤 사토시 감독은 <퍼펙트 블루>에

서 외부적 파괴를 최대한 확대하여 순진하고 소박한 여주인공 미

마를 외부 압력과 심리적 고통이라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게 함으

로써 순수함을 짓밟는 방식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무력감과 애수를 부각시켰다.

<망상 대리인>은 진퇴양난에 처한 등장인물들이 현실의 상황

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간절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다.30) 관객들은 <망상 대리인> 중 착하고 소심한 여자 주인공 마

로미가 친구 및 동료의 중상, 부패를 보도해야 할 기자의 협박,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의 고문 등 각종 시련을 겪은 모습을 보

면서 깊은 분노와 동정심이 생기게 된다. 곤 사토시는 잔혹함과 

추악한 모습을 과장하는 수법을 통하여 착하고 약한 설정을 돋보

이게 하였으며, 대비 방식을 통해 관객들이 그 시대의 추악한 모

습과 냉정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동화 세계가 아니라, 추악

한 욕망으로 점철된 어두운 세상이다.

3. 자연에 대한 감동

일본의 모노노아와레 미학을 탄생시킨 요소 중 하나는 바로 

30) 추혜진，「콘 사토시 작품에서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의 페

르소나 연구」,『만화애니메이션연구』, 2014.06,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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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아름다움이며 모노노아와레 미학에서는 대자연에 대한 갈

망과 숭상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본인의 심미관 발전의 본질과 

원천은 대자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고대 신화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일본의 신과 자연의 신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고대부터 대자연을 숭상하는 마음으로 

대자연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자연계의 모든 것이 신

성하다고 믿으며 자연계의 산천초목, 그 중에서도 나무를 가장 

신성하게 여겼다. 고대 일본인들은 나무를 신으로 섬겨 제사를 

지내고 참배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연구학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수목신앙(樹木信仰)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자연 가치관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사계절에 따

른 감정 변화를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범주로 분류하고 봄철의 아

름다움과 짧음, 가을철의 스산함과 쇠락에 감탄한다. 일본 문화

의 핵심과 본질에는 짙은 처량함과 우울한 감정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탄생된 애니메이션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다. 미야자키하야오의 작품 중 대

부분이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충돌의 중심으로 삼았다. 예를 들

어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원령 공주>,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 등에서는 모두 자연을 수호하기 위해 인간 대표와 자연

이 대결을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영화에서 식물들은 모두 깊은 

의도와 뜻을 담은 주제로 그려진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에서는 큰 나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천공의 섬>에서 전체적으로 핵심이 되는 것 또한 거대하

고 울창한 신령스러운 나무이고 이 나무는 어머니처럼 영화 전체

의 주제 사상을 발전시키고 드러낸다.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의 제작 목적은 관

객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자연보호 의식을 환기시키는데 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곳곳에는 푸르른 나무와 울창한 숲, 만

개한 꽃과 맑은 시냇물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

들이 많으며 시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

메이션 작품 스타일이 되었다. 일본인의 자연에 대한 뿌리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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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망과 신앙으로 인해 일본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Ⅳ.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천년여우>에서의 모노노아와레

애니메이션 <천년여우>는 치요코가 천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자신의 첫사랑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치요코는 총성

이 그치지 않는 전쟁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암살, 도처에 도사

린 위기를 헤쳐 나가는데 이는 곤 사토시의 표현에 의해 더욱 더 

확대되어 표현된다. 화가는 일찍이 살해당하고 치요코는 이 사실

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치요코는 아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난다. 

이러한 담담한 슬픔이 관객들의 마음에 흔들어 놓고 치요코의 순

수하고 변치 않는 사랑에 감동하게 한다.

일본인은 자연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았다. 운명은 달

과 같아 어둡거나 밝거나 꽉 차거나 부족하다는 것, 인생은 꽃과 

같아 화려할 때도 쇠락할 때도 있다는 것 말이다. 모노노아와레

의 아름다움은 그 순수함에 있다. 모노노아와레가 예찬하는 사람

의 정은 도덕이나 이성과는 관계없는 오로지 진심에 관한 것이

다. 

1. 사람에 대한 감동의 묘사

예웨이쥐는 『모노노아와레와 유겐-일본 사람의 미의식(物哀

与幽玄-日本人的美意识)』이라는 책에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모

노노아와레는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언급했다. 곤 

사토시의 작품  <천년여우>에서도 매우 정교하고 진정성 있는 사

랑을 표현했으며 곤 사토시는 치요코의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해 

묘사했다. 이야기 속에서 치요코와 화가는 항상 엇갈렸고 두 사

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 듯 하면서도 멀었다. 아래의 그림에서 

치요코와 화가의 만남과 이별은 현실 속에서 뿐만 아니라 치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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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촬영한 영화 속에서도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나타났다. 치요코

는 사랑을 만나지만 결국 놓치면서 그와 사랑을 끊임없이 쫓아갔

다. 치요코는 십대 소녀 때부터 삼십대 여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첫사랑을 찾아 헤맨

다. 영화 중에 치요코에게 ‘영원히 남편을 얻지 못할 것’이라

고 저주하는 무녀가 계속하여 등장하는데, 이처럼 운명적으로 이

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처음부터 애잔함으로 가득하다. 영화 중 

치요코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속하여 첫사랑을 찾으면서 

화가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지도 알고자 하지도 않

는다. 그리고 첫사랑 찾기를 포기하려고 할 때 즈음 생전 화가가 

그녀에게 남긴 증표를 본 후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다. 치

요코는 화가의 마지막 편지를 받으면서 화가가 이미 죽었다는 사

실과 자신의 사랑이 이번 생에서는 이룰 수 없으며 영원한 이별

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치요코는 백발노

인이 될 때까지 홀로 추억에 의지해 살아가다 첫사랑에 대한 그

리움을 안고 세상을 떠난다. 곤 사토시는 우리에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뤄지지 않은 사랑은 더 

아름답고 가장 진실한 순간에 머무를 수 있기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는 사랑에 죽고 

사는 애절한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데 이런 사랑이야 말로 티 

없고 고결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다른 부분을 잘

라내고 관객들에게 잔잔한 애상이 담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것

이다. 이렇게 이루지 못한 사랑은 더 완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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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곤 사토시 <천년여우>

2. 세상에 대한 감동의 묘사

세상이란 불경에서 속세로 표현되는 곳이다. 데즈카 오사무

(手塚 治虫) 시대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민생의 백태만상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사상과 의식을 담아야 한다는 임

무를 갖게 되었다. 모노노아와레는 일본인의 심미관 이자 미적 

기준으로 사건 발생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애니메이션 감독

이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할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천년여우>의 화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치요코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단지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타바나치 겐야가 치요코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도 헛된 

것이었는데 그는 후지와라 치요코의 생명을 구해주지만 치요코는 

그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가가 나라를 지키려

고 했다는 것은 더욱 헛된 것이었다. 전국 시대의 피바람이 끝나

고 쇄국 막부 시대(幕府時代)가 열렸고 다시 막부가 쇠하자 군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군국 시대도 끝나고 끝이 난 지 40년도 되지 

않아 일본은 정경유착으로 침몰하는 시기를 겪게 된다. 일본의 

여러 세대가 걸어온 길은 빠르게 파괴되었고, 새로운 세대는 다

시 외롭고 고통으로 가득한 길을 걷게 되었다. 당황스러운 현실

로 야마토 민족의 하층민들은 ‘꽃처럼 만개한 인생, 꽃처럼 지

고, 결국엔 진흙이 되네’라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전통적인 일본 영화에서 여성은 조용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천년여우>에서의 치요코도 기본적으로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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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나 그녀는 남자들이 정치적으로 좌파를 위해서 죽을 때 우파

를 선전하는 영화를 찍는다. 우파는 영화 속에 나타난 진실이다. 

영화가 진짜 역사에 영향을 미칠 더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

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에 이념 충돌이 일어나고 그녀는 심지

어 그를 반대하는 인물이 된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영화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 중 정감이 가는 인물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이기

적이고 거짓말을 하는 소인배들일 뿐이다. 타치바나 겐야의 회사 

이름인 로투스(lotus)는 연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겐야가 ‘연꽃

처럼 진흙에서 태어났으나 깨끗한 사람’임을 암시한다. 타치바

나 겐야는 병원의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다리가 풀려 주저

앉는다. 이후 병실에서 산소마스크를 쓴 치요코의 얼굴이 비취지

기 전에 관련이 없는 듯한 연꽃 장면이 나온다. 영화계, 그리고 

이 세계는 모두 더러운 진흙밖에 없다는 것이다. 죽음, 그것이야 

말로 가장 깨끗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천년여우>에서 실을 짜는 무녀31)는 치요코에게 첫사랑을 찾

는다면 큰 장애물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저주한다. 아래의 그

림에서 곤 사토시가 설정한 백발에 물레32)를 돌리는 무녀는 끊임

없이 물레의 실을 돌리는데, 그 실에는 ‘천년탕(千年湯)’을 마

시고 불멸의 사랑 속에서 고통 받는 영혼들이 얽혀져 있는 듯하

다. 이 또한 어쩌면 윤회의 숙명일 것이다. 무녀는 치요코를 속

여 천년 장수차를 마시게 하고 치요코가 평생 사랑을 찾지 못하

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는데 이 저주는 치요코를 평생동안 따라다

니고 심지어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부분에 노인 

치요코는 유리 액자 속에 비춘 검은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소

녀시절의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녀의 모습이 유리 

31) "무녀"라는 단어가 일본 문화에서 최초로 나타나게 된 것은 승문문화
(绳纹文化)시기이다. 고대인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초자연
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접신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는데, 이 
때부터 무녀가 나타나게 되었다. 무녀는 신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알려주었다.

32) 물레는 일본 문화에서 윤회를 상징한다. 예를 들면, 지옥소녀 중 사
랑의 아주머니는 계속 물레를 돌리는데, 이는 육도윤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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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비춘다. 그녀는 무녀의 눈가에 사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

는데 그것이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상하게 무녀는 “너를 증오

하지만 또 연민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무녀는 사실 치

요코의 마음 속에 있는 괴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공포, 

걱정, 늙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애니

메이션이 끝날 때 치요코는 깊은 잠에 들어 눈을 감고 있다. 그

리고 소녀의 모습을 한 채 하늘로 날아간다. 감독은 치요코의 죽

음을 소녀의 새로운 출발로 묘사했는데 이는 윤회와 환생을 암시

한다. 무녀가 사라지자 치요코는 다시 다른 세계에 있는 화가를 

찾으러 떠난다. 무녀의 형상 출처는 구로사와 아키라(黑澤明)의 

<거미의 성(蜘蛛巢城)>33)이다. 곤 사토시는 한 인터뷰에서 무녀

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은 선과 같은 속성이 아니라 톱니바퀴

처럼 움직이며 순환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간의 순환 외에도, 

톱니바퀴는 운명의 순환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래의 마지막 

그림에 ‘바퀴’는 <천년여우>에서 무녀가 사용하던 물레와도 같

은데, 바퀴의 움직임은 시간의 영원함과 시간의 흐름 자체, 범접

할 수 없는 영원함을 의미한다. 전국 시대에서 쇼와 시대(昭和時

代)까지 치요코가 연기하는 역할의 시대적 배경은 천 년을 넘나

들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보는 주제는 바로 ‘얻고자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수척한 공주든 인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그 안에 슬픈 복선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절실한 경험이 있

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았던 역할도 배우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운명을 반복할 수 있었다. 인생은 꿈과 

같고 또 환상가도 같다.

33) 구로사와아키라의 <거미의 성>에서 무녀의 모습은 ' 야반마(일본의 
산에 산다고 알려진 요괴의 일종-역주)'에 가까운데, '야반마'는 '다
른 세계'의 인물 같은 모습니다. 그녀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
며,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다. 그녀는 '삶의 세계'와 '죽
음의 세계'의 윤회 사이와 망령을 벗 삼아 영혼의 순환궤도에서 마음대
로 돌아다닌다. 그녀의 시간이 느려질 때,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고 윤
회하는 속도도 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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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곤 사토시 <천년여우>

3. 자연에 대한 감동의 묘사

일본인들은 잔월(残月), 벚꽃, 박설(薄雪)을 좋아하여 아름

다운 사조와 시를 대자연에 바쳤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산천초목

에 들어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생명의 움직임과 시간의 흐름을 

느꼈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다. 일본의 원시 도교 신앙은 물

활론으로 일본인들은 산수초목에 영혼이 있으며 그들이 각종 요

정으로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일본 민족은 자연과 화합, 공생 

관계를 유지해왔고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원시적인 느낌도 자연

에 근거했다. 일본 문화에서 가장 높은 경지는 자신을 자연 속에 

녹여냄으로써 자신을 잊고 물아일체의 정신적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다.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34)는 일찍이 글에서 “일본

에서는 ‘꽃, 눈, 달’이라는 글자만으로 변화하는 사계절의 아

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산천초목, 우주만물, 대자연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감정의 아름다움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일본의 전통이다.”라고 주장했다. 최초 모노노아와레는 자연

34)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1899-1972)는 일본의 소설가. 갖가지 
전위문학적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전통적인 일본의 아름다움 속에서 독자
적인 문학의 세계를 창조해 근대 일본문학사상 부동의 지위를 구축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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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친밀한 교류에서 비롯했다. <천년여우>에서 곤 사토시도 자

연환경을 자주 묘사했는데 벚꽃, 숲, 설경과 같은 자연의 생명력

은 전체 작품에 신비함을 더해주었고 이러한 요소들은 치요코가 

사랑을 찾아 떠날 때, 치요코가 사랑을 찾아 떠나는 길에서 담담

한 슬픔에 젖어 있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꽃, 눈, 

달’ 활용한 <천년여우> 속에 모노노아와레의 서정적 표현을 분

석하겠다.

1) 꽃

일본의 모노노아와레 미학에서 모노노아와레는 생사에 관한 

개념으로 순간의 아름다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추락을 중시한

다. 옛날 일본인들은 벚꽃에 스스로를 비유하였는데 그것은 일본

인들이 벚꽃의 생장방식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벚꽃의 생장주기

는 일주일로 빨리 피고 빨리 지고, 한꺼번에 폈다가 한꺼번에 진

다. 벚꽃은 장엄한 풍경을 조성하며 꽃이 멋있게 떨어지는 모습

은 영원히 정지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필 듯 안 핀 꽃망울이

든, 떨어질 듯 말 듯한 꽃받침이든 모두 일본인들의 순간의 아름

다움에 대한 숭상과 죽음에 대한 추구와 부합한다. 이는 모두 일

본인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일본 말에 “꽃 

중에 벚꽃이 아름답고 사람은 무사가 좋다”는 말이 있다. 벚꽃

이 무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둘이 충성심, 완전함, 죽음

에 대한 엄숙한 태도 등 비슷한 특징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서 인생

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느냐 하는 것을 중시한다.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가 “삶은 여름 꽃처럼 화려하고, 죽음은 

가을 잎처럼 조용히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던가. 곤 사토시의 

작품에서도 자살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다. 

<천년여우>에서 곤 사토시는 여러 차례 벚꽃을 배경으로 삼

는다. 아래의 그림에서 치요코가 마차에 앉아 벚꽃 길을 거니는

데 기모노에는 벚꽃이 그려져 있고 얼굴은 매우 아름답다. 하늘 

가득 흩뿌려지는 벚꽃은 치요코의 정리되지 않은 그리움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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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곤 사토시는 여기서 벚꽃의 고결하고 순수한 정신에 치요

코의 사랑을 비유하고 벚꽃의 달콤함 속 담담한 슬픔으로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곤 사토시는 치요코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예찬

하며 만개한 벚꽃처럼 열정을 발산하여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아래의 마지막 그림에서 치요코가 은거할 때 살던 정원의 연

못 속에 조용히 만개한 연꽃은, 마치 그 주인인 치요코의 순수하

고 진실한 마음과도 같다. 연꽃의 꽃말은 ‘순수’이지만 연꽃은 

윤회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일본인들은 사실 연꽃을 꺼리는 경향

이 있는데 연꽃이 일본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꽃이기 때

문이다. 또한 일본의 사원에서는 보통 죽은 사람을 극락정토로 

가도록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윤회의 끝과 시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곤 사토시 <천년여우>

2) 눈

눈이 오는 날 치요코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되고 몇 년 후 촬영을 하면서 그녀가 그날처럼 다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면서 모든 것이 재연되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남겨

진 말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한 마디뿐이었고 이후에

도 몇 십 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또 다른 눈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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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장면은 치요코가 한 상상이다. 아래 그림 보면 상상 속에

서 그는 눈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치요코는 한 쪽에서 그

에게 “이렇게 눈 속에 서 있는 느낌이 정말 좋아. 하늘을 나는 

것 같아!”하고 말한다. 이외에도 그가 사람에게 부탁해 보낸 편

지를 받은 그날 밤(이 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치요코는 며칠을 걸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치요코가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 연인과 만나려고 할 때 

곤 사토시는 모든 장면 배경색을 하얀색으로 한다. 새하얀 눈과 

바다 같이 푸른 하늘이 먼 곳에서 서로 밀어내고 큰 여백이 펼쳐

진다. 치요코가 느낀 무력감이 가감 없이 드러나면서 가쓰시카 

호쿠사이35)의 요키우에 회화작품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준

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중요한 날을 눈 오는 날로 설정한 것

은 아마도 눈이 치요코의 마음을 대변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눈 오는 날 그녀에게 남겨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순간

에는 그녀의 ‘과거’와 ‘그리움’이 담겨있다. 곤 사토시는 설

경을 배치함으로써 일본 전설에서 눈이 묘사하는 무정함, 냉담함

을 표현하였다.

      

그림 5. 곤 사토시 <천년여우>

3) 달

 “나는 보름달이 되기 전의 달이 가장 좋아. 왜냐하면 14일

35)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1760-1849) 일본 화가. 19세기 일본 미
술가 중 뛰어난 한 명으로 생전에 호평을 받았으며 프랑스 인상주의 화
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키요에' 양식의 그림을 발전시켰고 
책에 묵화 삽화를 그렸다. 46점의 채색 판화로 구성된 '후지산의 36경'
이 가장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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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나면 다시 보름달이 될 테니까.” 이는 애니메이션 중에서 

남자주인공의 많지 않은 대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인데 이 

부분 또한 윤회를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우주항공사와 관련된 애

니메이션 영화 <유성Z>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내용은 이 애

니메이션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 그림 보면 첫 번째 장면은 첫 

도입 부분인데, 겐야가 회사에서 치요코가 연기한 영화를 보는 

장면이다. 영화에서 치요코는 운전석에 앉아 달을 벗어나 우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장면은 중간의 클라이막스 부

분으로 몇 분이나 걸리는 몽타주 장면을 거쳐 치요코가 달에 도

착하고 화가가 그린 홋카이도 설경과 화면이 이어지는 부분이다. 

화면 속 화가는 다시 사라지고 이후 장면이 변하면서 촬영현장으

로 돌아온다. 셋 번째 장면은 치요코는 비행하는 장면을 찍으려

고 하지만 지진에 의해 중단되고, 이후 치요코는 영화계를 떠난

다. 마지막 세 그림은 결말부분으로 죽음에 가까운 치요코의 그

림자가 우주비행사로 변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은 후 하

늘로 날아가는 장면이다. 여기서 달은 화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한

다. 이 세 장면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치요코의 심경

의 차이도 알 수 있다. 애니메이션 시작 부분에서 보면 지진 때

에도 로켓이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 나오는데 이는 영화 속 줄거

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겐야가 되감기 버튼

을 누르면서 영화의 시간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묘

사는 그녀의 ‘포기(舍)’와 겐야의 ‘아쉬움’을 보여준다. 중

간에 치요코는 원하던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영화계를 떠나는데 

이는 그녀의 ‘단절(断)’을 보여준다. 마지막에 치요코가 세상

을 떠날 때 달을 떠나는데 이는 그녀가 ‘떠남(离)’을 의미한

다. ‘사단리(舍断离)’, 즉 몸을 버리고 그리움을 끊어내고 인

간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창고에서 화가는 치요코에게 “달은 

차면 기울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달이 더 좋아.”라고 말한다. 

내일의 달은 여전히 둥글고 내일의 희망도 여전하듯 달과 화가는 

화가와 치요코 처럼 미래의 희망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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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곤 사토시 <천년여우> 

    

   

그림 7. 곤 사토시 <천년여우>

Ⅳ.결론

모노노아와레는 일본의 주류 미의식 중 하나로 우아, 담백, 

섬세, 고요, 감상 등 다양한 색채를 띄고 있다. 이러한 정서에 

내포된 동정은 타인 및 세상 만물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의미한

다. 또한 도서국가 일본은 일본 특유의 색채가 짙은 모노노아와

레라는 특징을 만들었다. 일본의 고전미학과 현대 애니메이션의 

미래에 착안점을 두고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미학 3단계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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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예웨이쥐가 제기한 모노노아와레의 미학 서정적 

표현을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먼저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형성 과정과 특성을 정리

하였다. 특히 모노노아와레 미학은 자연을 중시하고 감정을 우선

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성사>과 

<망상대리인> 등 작품을 통해 예웨이쥐의 모노노아와레 미학 감

정 전달의 3단계인 ‘사람에 대한 감동’, ‘세상에 대한 감

동’, ‘자연에 대한 감동’에 대해 이론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해 감독 곤 사토시는 일본의 고전미에 대한 이해

와 예술적인 모노노아와레 미를 애니메이션 전반에 걸쳐 보여준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고 작품 중에 충분히 반영하였다. 분석한 

작품 <천년여우> 속 치요코의 사랑은 이미 비극적인 결말이 정해

져 있었다. 현실과 영화 속에서 몇 번의 재회를 반복하지만 결국 

헤어지고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운명을 바꾸지 못했다. 

작품 중에 ‘자연에 대한 감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애니메이션 속의 ‘꽃, 눈, 달’은 치요코의 사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운명을 나타내기도 한다. 몇 번의 윤회가 되었든 주인공

은 이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대한 추구가 

영화 속 ‘슬픔’의 기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모노노아와레 3단계 감정 표현을 통해 주인공 치요코

의 최후가 육신의 소멸에 국한되지 않게 했다. 현실세계, 육체 

및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녀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추구, 애

니메이션의 비극적인 결말은 관객들로 하여금 곤경에서 탈출된 

느낌을 갖도록 했다. 모노노아와레 미적 감각을 지닌 애니메이션 

작품은 감정표현은 물론 화면 스타일 부분에 있어 모두 모노노아

와레 감정표현 요소가 잘 녹아들어 있다. 즉 애니메이션은 사람

이라는 주체를 통해 모노노아와레 미학의 감정을 표현했다. 관객

은 민족미학 시점에서 애니메이션 작품을 감상하기 마련이며 모

노노아와레 미가 어우러진 작품은 관객에게 최고의 미적 만족도



199

를 선사했다. 또한 애니메이션 내용 부분에서는 인정세태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관객의 감

정을 움직여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

본 연구는 애니메이션 <천년여우> 통해 일본 전통 미학인 모

노노아와레 표현에 있어 어느 정도 예웨이쥐 주장했던 모노노아

와레 미학 3단계 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니메

이션은 도입부부터 결말까지 일본식 아름다움으로 가득한데 이야

기에서 일본식 비극을 반영한 것 외에도, 일본 전통 우키요에풍

의 배경을 사용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꽃, 눈, 

달, 기모노 등이 나오고 이는 모두 일본 민족문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일본의 독특한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적 아름다움을 부각시킨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디즈니 동화나 클래식 전설을 각색하는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만화 각색 및 극본 재창작에 심혈을 기울였

다. 뿐만 아니라 판타스틱 요소를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면서 전

통 미학과 동양 철학까지 융합시켰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폭넓은 

주제 선정을 통해 미학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갔고 현실 

사회로부터 각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대인에게 정신적 해방

과 탈출의 출구를 마련하였다. 관객은 이러한 애니메이션 세계 

속에서 오감 만족을 얻게 된다. 또한 일본 애니메이션은 담담하

면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여 초탈한 생사관과 다양한 인문학적 

사고를 유발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애니메이션을 감상함과 동시에 

영화 속의 주제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

로 스토리에 몰입하여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느끼

면서 감동을 받게 한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만들어진 환상적 

세계는 기존의 사람과 예술 사이에 형성된 수동적인 사고방식과 

진지한 상호관계를 변화시켜 관객이 순수한 애니메이션 세계와 

하나가 되게 한다. 한편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식을 통해 관

객으로 하여금 ‘사물의 마음’과 ‘사물의 슬픔’을 느끼게 하

고 자발적으로 모노노아와레를 인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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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노아와레 미학을 추구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전통 민족

미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독특한 특징을 유

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모노노아와레 미학 감정 

표현 관련 주제가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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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lyrical expression of Mono no aware aesthetic

-concentrated on <Millennium Actress>

Xia Yi . Kim Hong-Kyun

In this thesis, we investigate the animation <Millennium 

Actress>(2001) based on thethree phases of the lyrical 

expression derived from Ye Weiqu’s Mono no aware Aesthetic

—a Japanese classical aesthetics’ perspective, on the aspects 

of the perceptions of human, world, and nature. By analyzing 

each component of three phases of Mono no aware Aestheti

c, the thesis illustrated that how <Millennium  Actress>(2001)  

utilized and expressed Japanese classical aesthetic and how 

Japanese classical aesthetics were widely utilized into modern 

Japanese animations. Moreover, the thesis also stated that 

Mono no aware Aesthetic has become a creative element in 

order to answer a development direction with future Japanese 

animations.

Through integrating Japanese unique classical aesthetics 

into the animation elements, Satoshi Kon, the director of the 

animation, well carried and expressed the cultural content of 

Japanese nation, thus promoting a deep understanding of 

characteristics for Japanese animation which have a wide 

appeal. In his masterpiece -<Millennium Actress>, the 

characters building, plot describing, theme expressing, cultural 

meaning could be analyzed respectively by means of Ye 

Weiqu’s 3 phases of Mono no aware aesthetic, reflecting  

how <Millennium Actress> inherited the legacy of Japanese 

classical aesthetics. Furthermore, based on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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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the animation contributed tremendously to Japanese 

classical aesthetics and Mono no aware aesthetics. Tradition 

for classical aesthetics could play a role as a creative tool for 

contemporary and future animation.

Key Words : Mono no aware, aesthetic, animation, 3 

phases of Mono no aware aesthetic, lyric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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