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家 吉田鐵郞의 海外出張이 갖는 建築史的 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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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Japanese architect Tetsuro Yoshida (1894-1956)'s
year-long travel in the West from July 1931. Belonging to Teishinsho or Ministry of Communications, he was sent out to the
West to investigate into broadcasting station facilities. Beyond the official duty, however, Yoshida seemed more interested in
visiting European architecture in the flesh, which he had experienced only through publications in Japan. During the stay in
Europe, he had extensively travelled, base-camping in Berlin, and met many leading architects. Without doubt, this travel was
important for his architectural career thereafter and it was direct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Japanese modern architecture.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his travel was more crucial, in a broader sense, in terms of the architectural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His existence in Europe - and also his Japanese house designs in his publication Shin-Nihon-Jutaku-Zushu
(1931) - aroused Europeans' keen interest in and more curiosity about the traditional Japanese house. As a result, he came to
publish the well-known Das japanische Wohnhaus (1935), one of the classics on Japanese architecture in the West, which has
had a strong influence on Western architects. This is the resounding historical significance that distinguishes Yoshida's travel
abroad from that of other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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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와 1930년대의 유럽은 일본의 젊은 세대 건축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일본 건축가들의 일부는 꼬르

1.1 연구배경 및 목적

뷔지에 사무실의 마에가와(1928-30)나 그로피우스 사무실
의 야마구찌(1928-33)의 경우에서처럼 유럽 근대건축 거
장들의 아틀리에에서 직접 일하기도 하고, 야마와키 부부

일본은 서양에 대한 문호개방 및 메이지유신(1868)을
계기로 발빠르게 근대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건축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에 의해 초청되어 1877
년에 도일한 영국인 건축가 J. 콘더(Josiah Conder;
1852-1920)는 일본 건축가들을 양성하고 동경제국대학에
서양식 건축교육 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콘더나 다쓰노 깅고(辰野金吾; 1854-1919)와 같은
그의 제자들, 그리고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활약하던 서
양인 건축가들의 작품은 대개가 유럽의 복고주의나 절충
주의적 경향을 띤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건축
이 시작된 시점이라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의해 제
국호텔이 건설되고 (1913-23) 일본의 젊은 분리파 건축가
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활동을 시작한 1920년대 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 메이지 시대에도 많은 일본의 건축
가들이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며 서양의 건축흐름과 기술
을 습득하려 노력했지만, 신건축운동이 한창인 1920년대
* 영국 셰필드대학 건축학과 연구원 (AHRC Grant), 건축학 박사
1) 일본 근대건축의 발전 과정 중에 나타난 좀더 상세하고 다양한
흐름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
上․下 (東京: 岩波書店, 1993). David B. Stewart, The Making of a
Modern Japanese Architecture (Tokyo: Kodansha, 1987).

의 경우에서처럼 바우하우스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수학
함으로써 (1930-32) 유럽의 근대건축을 몸소 체험하고 자
국으로 돌아가 일본의 건축발전에 기여했다.2)
이처럼 일본 근대건축가들의 해외체류는 근대화된 서
양의 건축흐름을 직접 경험하고 자국에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2) 무라마츠 테이지로에 의하면 1920년대에서 40년대 초까지 해외에
서 일하거나 유학한 일본 건축가는 다음과 같다: ․이시모토 기꾸지
(1922): 그로피우스/ ․무라노 토고 (1923, 1929): 독일 및 여타 국가/
․호리구치 스테미 (1923-24): 독일 및 여타 국가/ ․구메 공쿠로
(1926-29): 슈투트가르트 공업예술학교/ ․미즈타니 다케히꼬
(1927-31): 데사우 바우하우스/ ․마에가와 구니오 (1928-30): 르 꼬
르뷔지에/ ․야마구찌 분죠 (1928-33): 그로피우스/ ․야마다 마모루
(1929-30): 독일 및 여타 국가; 2차 CIAM 참여/ ․구라타 찌카타다
(1930-31): 그로피우스/ ․야마와끼 이와오 (1930-32): 데사우 바우하
우스/ ․야마와끼 미찌꼬 (1930-32): 데사우 바우하우스/ ․요시다
테츠로 (1931-32): 독일/ ․사카쿠라 준죠 (1931-36): 르 꼬르뷔지에/
․즈시 요시히꼬 (1933-34): 주로 독일/ ․다니구찌 기치로
(1938-39): 주로 독일/ ․요시무라 준죠 (1940-41): 미국; 안토닌 레
이몬드의 학생.
Teijirō Muramatsu, "Ventures into Western Architecture," in
Chisaburoh F. Yamada, ed., Dialogue in Art: Japan and the West
(Tokyo: Kodansha, 1976), 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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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러한 일본 건축가들의 외유(外遊) 가운데에는 역으로 일
본의 건축을 서양에 알리는 데에 큰 공헌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체신성 (遞信省) 소속 건

시점에서 보는 가운데, 이러한 건축사적 의의를 부각시키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그가 여행 중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어떤 건축가와 만남을 가졌는지 살펴볼 것이고;

축가였던 요시다 테츠로(吉田鐵郞; 1894-1956)의 구미(歐
美)출장이다. 그는 1931년 7월부터 1년 동안 행한 유럽과
미국에서의 여행기간에 서양의 많은 근대건축가들을 만

둘째로 유럽 건축에 대한 요시다의 관점을 고찰할 것이
며; 셋째로 요시다가 유럽 건축가들에게 일본건축을 어떻
게 소개했고 그들로부터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탐구

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여행 목적에
맞게 서양의 선진 건축과 시설을 견학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을 소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함으로써, 이 해외여행이 궁극적으로 일본 전통건축의 가
치를 서양 근대주의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음을 주
장할 것이다.

리고 귀국 후에는, 서양에서 일본건축에 관한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Das japanische Wohnhaus (일본의 주택;
1935)의 출판이라는 결정적 결실을 거두게 된다. 바로 이

하지만 이에 앞서,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다지 연
구되지 않은 인물인 요시다 테츠로와 그의 작품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점이 요시다의 여행을 다른 건축가들의 해외체류와 구별
짓는 독특성이다. 이 연구는 요시다의 해외출장의 여정과
활동을 탐구하여 그의 여행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요시다 테츠로는 1894년 (明治 27
年) 일본의 도야마현 히가시 도나미군

1.2 연구방법 및 논점
이 연구는 요시다가 남긴 글과 저서를 주요한 연구대
상으로 삼는다. 요시다 테츠로의 해외출장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은 역시 그가 여행 중에 쓴 일기와 편지이다.
그 기간의 일기와 편지는 다른 문헌에서도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3) 그 대부분이 무까이 사또루(向井覺)가 편집
한 『吉田鐵郞․海外の旅』(요시다 테츠로의 해외여행;
출판되었다.4)

요시다의 여행에 관한
1980)에 해설과 함께
또 다른 기록으로 그의 여행 수첩이 일곱 권 남아있고
(矢作, 1975), 여행 중 지참했던 16mm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40분 남짓의 비디오 테이프가 현존한다. 전자의
경우 야하기 히데오(矢作英雄)의 발표원고(1975)가5) 중요
한 연구문헌이고, 무까이의 편저서(編著書)는 이 두 가지
기록의 내용도 역시 아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吉田鐵郞․海外の旅』을 기본 참고문헌으로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논점은 이 연구의 관심과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무까이는 요시다의 해외출장이 갖는 의미를 ‘일
본의 근대건축이 어떠해야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여행’
으로 규정하였다.6) 그는 분명 이 여행의 주요한 목적과
성취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그러나 요시다가 그의 작품집
인 『新日本住宅図集』(1931)을7) 지참하여 (矢作, 1975)
유럽 건축가들에게 일본주택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간과
함으로써, 그의 관점은 일본 자국 내의 근대건축 발전이
라는 범주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 연구는 요시다
여행의 부수적 효과이면서도 중요한 건축사적 의의를 ‘일
본 전통건축을 서양 근대건축계에 노출시킨 것’으로 볼
것이다. 즉 본고는 요시다의 해외출장의 의미를 다각적
3) 吉田鐵郞, 『スウェ-デンの建築家』(東京: 彰國社, 1957). 向井
覺․內田祥哉 編, 『建築家․吉田鐵郞の手紙』(東京: 鹿島出版會,
1969).
4) 向井覺 編, 『吉田鐵郞․海外の旅』(東京: 通信建築硏究所, 1980).
5) 矢作英雄, 「吉田鐵郞の外遊手帳とその周辺」『日本建築學會東北
支部硏究發表會』(1975): 133-136.
6) 向井覺, 1980, 7
7) 志摩徹郞 (吉田鐵郞), 『新日本住宅図集』(東京: 洪洋社,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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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가 요시다 테츠로 (吉田鐵郞, 1894-1956)

에서
태어났다.
르
꼬르뷔지에
(1887-1956) 보다 일곱 살 어리고 알
바 알토 (1898-1956) 보다 네 살 위인
그는 이른바 유럽 근대건축의 거장들
과 같은 세대에 속했으며, 야마다 마
모루 (山田守; 1894-1966), 호리구치
스테미 (堀口捨己; 1895-1984) 등과 그림 1. 1930년경의
요시다 테츠로
같은 일본 分離派 건축가들의 동경제
대 1년 선배이기도하다. 그는 Das japanische Wohnhaus
의 저자라는 사실 이외에 해외(서양)에 그다지 알려진 바
가 없고,8) 일본 내에서도 분리파에 참여했던 건축가들 정
도의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뛰어난 건
축가였다. 대학시절부터 그의 작품은 언제나 다른 학생들
을 위한 모본(模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9) 수년간
8) 1931년에 이미 독일공작연맹 기관지인 Die Form에 출판된 노이
트라의 두 아티클은 각각 요시다의 遞信省電氣試驗所(1929-30)와 馬
場住宅(1928)의 사진을 게재한 바 있으나 몇 장의 사진만으로 일반
독자들이 요시다를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R. 튀르딩거가 스
위스 저널인 Werk(1956)에 실은 요시다의 부고기사와 U. 쿨터만이
New Japanese Architecture (1960)에서 반 페이지 분량으로 그에
관한 서술한 것, 그리고 Das japanische Wohnhaus의 Pall Mall
Press 영역본(1969)에 적은 에필로그 등은 서양건축계에 요시다에
관한 드문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짧은 글들은 모두 그에 관한
피상적 서술에 그친다. 일본건축을 공부하는 일반적 서양인들에게
요시다는 아마 스튜어트의 책에서 볼 수 있듯이 도쿄중앙우체국의
설계자 정도로 기억될 것이다. Richard Neutra, "Gegenwärtige
Bauarbeit in Japan," Die Form, vol. 6, h. 1 (Jan., 1931): 22-28 &
"Japanische Wohnung, Ableitung, Schwierigkeiten," Die Form, vol.
6, h. 3 (Mar., 1931): 92-97. Reni Türdinger, "Nachrufe: Architekt
Tetsuro Yoshida," Werk (Nov., 1956). Udo Kultermann, New
Japanese Architecture (London: Architectural Press, 1960), 25-26
& "Epilogue," The Japanese House and Garden (London: Pall
Mall Press, 1969), 1942-212.
9) 야마다는 학창시절부터 요시다가 두드러졌음을 다음과 같이 말한
다. “요시다씨의 도면은 1학년 때부터 거의 매번 게시되었습니다. 그
도면의 필력도 좋고, 색채도 좋고, 개념도 좋고, 매우 뛰어나서, 우리
를 크게 고무시켰습니다. 그는 빈번히 우리에게 도면을 그릴 때 어
떻게 콤파스를 사용하는지, 또 연필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필자 역) 藏田周忠 等, 「吉田さんの追憶」『郵政建築』
28 (196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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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36) 일본에 머무르며 일본건축을 직접 체험하고 관
찰했던 독일의 대표적 모더니스트 부르노 타우트
(1880-1938)로부터 일본 최고의 건축가라는 칭송을 받기

특한 디자인을 낳게 한” 의장요소가 되었다.13) 도쿄중앙
우체국의 설계 시기부터 오사카중앙우체국의 완공시기까
지의 10여 년이 그가 체신성의 건축가로서 가장 활발히

도 했다.10) 1919년 대학을 졸업한 요시다는 졸업생들이
가장 선호하던 체신성의 영선과(營繕課)에서 자신의 커리
어를 시작하게 된다.11) 근대 일본에 새롭게 설립된 체신

활동한 기간이라 볼 수 있다. 그 후 그는 高等海員養成所
(1943)나 燈臺寮(1943)와 같은 몇몇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불황은 일거리의 부재를 가져

성은 우편․전신․전화 등 그 체신업무 자체가 ‘합리성’과
‘진보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구의 新建築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12) 이러한 진보적 분위기 가운데 그

왔고 결국 1944년 체신성을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2년
뒤 그는 일본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교육활동과 더불어
몇몇 독립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요시다 인생의 이

는 많은 체신관련 건물을 디자인한다.
초기 건축물에서 표현주의적 성향을 다소 띠기도 하고
(예: 檢見川無線送信所 第1期, 1924-26) 북유럽풍의 디테

마지막 10년은 그의 저술작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기
도 하다.14)
그러나 건축가로서의 요시다

일을 선보였던 (예: 別府市公會堂, 1926-28; 그림 2) 요시
다는 東京中央郵便局(1927-31; 그림 3)을 완성함으로 자
신의 일본 근대건축가로서의 위치를 확립한다. 도쿄중앙

의 디자인은 이러한 공공건축에
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체신성에 고용된 기간에도 몇몇

역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우편국(혹은 우체국)은 역사와
지하로 연결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편배달의 기능을
추구하는 한편, 흰색 타일

사적인 클라이언트로부터 의뢰
받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바
바 (馬場) 가족을 위한 일

로 덮인 철근콘크리트 건
물이 근대 도쿄의 이미지
를 상징화했다. 결국 이 건

련의 주택이 대표적인 예
이다.15) 그 가운데 우리는
일본의 전통주택 스타일

물은 요시다 자신의 첫 번
째 걸작이 됨과 동시에 일
본 근대건축의 문을 활짝

을 띠고 있는 1927년의
나스산장(那須山莊; 그림
5~6)과 1928년의 우시고

그림 2. 別府市公會堂, 1926-28

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의 근대건축가로서의 경력은 大阪中央郵便局
(1936-39; 그림 4)에 와서

메저택(牛込邸宅;
그림
7~8)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

그림 6. 那須山莊 베란다

절정을 이루었다. 도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건
물은 오사카역의 옆에 위

한 『新日本住宅図集』이 이 두
주택의 사진과 도면으로 구성되
어있기 때문이다. 즉, 요시다가

치했으며, 타일로 덮인 철
근콘크리트造이고,
오픈
그림 3. 東京中央郵便局, 1927-31
레이아웃의 평면을 갖는

유럽의 건축가들에게 소개한 일
본의 주택이 바로 이 건물들이
므로, 본 논고에서 이들은 중요

다. 그러나 골조 이외의
벽면을 최소화하고 나머
지 부분을 유리창으로 한

성을 갖는다. 더욱이 요시다는
자신의
핵심
저서인
Das
japanische Wohnhaus에서도 이

적극적 구조의 표현은 도
쿄의 우체국보다 훨씬 더
정제된 근대건축의 이미

두 주택의 사진을 20여 장 채용
하게 된다. 나스의 산마루에 설
계된 나스산장은 여러 레이어의

그림 4. 大阪中央郵便局, 1936-39

지를 드러낸다. 한편 이러
한 기둥-보 구조와 더불어 일본의 처마를 연상시키는 지
붕의 캐노피는, 야꾸시지 히로시(藥師寺厚)가 주장하듯

그림 5. 那須山莊, 1927

그림 7. 牛込邸宅, 1928

그림 8. 牛込邸宅 실내
초가지붕이 토착적 이미지를 강
하게 띠고 있으며, 본채와 급경사 아래의 목욕실을 연결
한 방식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산지

“일본 근대건축이 서양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자신의 독

10) “요시다씨는 가장 뛰어난 건축가 중의 한 사람 - 아니, 최고로
뛰어난 건축가라 말할 수 있다.”(1933년 9월 15일 타우트 일기) “요
시다씨는 우에노씨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탁월한 건축가이다. 그
리고 대단히 친절하다.” (1934년 2월 8일 타우트 일기) 向井覺, 『建
築家吉田鐵郞とその周辺』(東京: 相模書房, 1981), 170-171에서 재인
용. (日譯으로부터 필자 역)
11) 內田祥三, 「追想」, 藥師寺厚 等『吉田鐵郞建築作品集』(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68).
12) 向井覺, 1981, 70-71.

13) 藥師寺厚, 「解說」『吉田鐵郞建築作品集』(東京: 東海大學出版
會, 1968), 8-15.
14) 교수직을 얻은 후의 10년 동안 그는 Houses and People of
Japan (1937; 시노다 히데오와 共譯, 1949) 등 일본에 관해 타우트가
저술한 네 권의 책을 번역했고, 「くずかご」(1950)나 「最近の世界
の建築」(1954) 등 네 편의 아티클을 썼으며 Japanische Architektur
(1952), Das japanische Wohnhaus 개정판 (1954), Der japanische
Garten (1957), 『スウェ-デンの建築家』(1957) 등을 출판했다.
15) 그는 이 클라이언트를 위해 다음의 다섯 채의 주택을 설계했다:
那須山莊 (1927), 牛込邸宅 (1928), 淸彦邸 (1936), 熱海別邸 (1940),
烏山別邸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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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의 경관이 이 주택이 가지는 매력의 절정을 이룬다. 한편
넓은 대지 위에 설계된 도쿄 우시고메저택은 상류층을
위한 쇼인즈꾸리 (書院造) 주택의 전형적 평면을 가지고

3.1 해외출장 목적 및 요시다의 관심
도쿄중앙우체국이 완공될 무렵 요시다는 해외출장 길
에 오른다. 이 출장에 관해서는 당해년도 7월 1일 부로

있으며, 일본식의 정교한 정원도 조영되었고, 대지 동쪽
편의 정원에는 조그만 차정(茶亭)도 놓였다. 요시다는 이
저택에 일본 전통주택의 형식을 전폭 채용한 가운데 외

다음과 같은 짤막한 문구가 남아있다: “仏國及加奈陀へ出
張ヲ命ス (旅費七千圓給与) 遞信省” (프랑스 및 캐나다로
출장명령 (여비 칠천엔 급여) 체신성).17) 출장의 공식적

벽창호에 유리창을 사용하거나 욕실에 근대식 설비를 사
용하는 등 전통과 근대의 조화에도 노력했다. 몇 장의 우
시고메저택 내부 사진은, 1930년에 잠시 방일한 건축가

임무는 서양의 체신관련 건축, 특히 방송국 시설을 조사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그는 해외체류
기간 중의 일정 시간을 방송국 견학과 보고서 작성에 할

리차드 노이트라에게 제공되어 Die Form 1931년 3월호
에 그가 게재한 아티클과 함께 출판되기도 했다.16)

애했고 귀국 직후 「함부르크 방송국 조사보고서」를 제
출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1938년도에 출간된 『放送會
館建築』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젊

3. 요시다 테츠로의 해외출장 (1931.7.29-1932.7.28)
표 2. 요시다 테츠로의 구미여행 일정
* 유럽행 항로 (1931)
7 29
도쿄 출발
30
고베 출범
31
모지 기항
8 2
상하이 기항
6
홍콩 기항
10
싱가포르 기항
18
콜롬보 기항
27
아테네 기항
31
수에즈 통과
9 5
나폴리 기항
7
마르세이유 착
* 스위스 기행
8
마르세이유 발
9
인터라켄 박
10
융프라우 등산
12-18 베른 박
19-23 취리히 박
24-26 제네바 박
27-30 바젤 박
10 3
베를린 착
* 북구 기행
17
베를린 발
18-24 스톡홀름 박
25-26 오슬로 박
27
베르겐 박
29-30 코펜하겐 박
31
코펜하겐 발
11 1
베를린 귀착
* 남독일 기행
28
베를린 발
28-1
프랑크푸르트 박
12 2
다름슈타트 하차
하이델베르크 박
3
칼스루에 박
4-5
슈투트가르트 박
6-11
뮌헨 박
12-15 프라하 박
16-20 드레스덴 박
21
베를린 귀착

* 이태리 기행 (1932)
1 18
베를린 발
19-20 밀라노 박
21
제노바 박
22-28 로마 박
29-31 나폴리 박
30
폼페이 방문
2 1-3
플로렌스 박
4-5
베니스 박
7-14
비엔나 박
15-18 부다페스트 박
19
브르노 박
20
브레슬라우 박
21
베를린 귀착
* 네덜란드․런던․파리 기행
3 28
베를린 발
28-29 함부르크 박
30
암스테르담 박
31
하그 박
4 1-2
로테르담 박
3
유트렉트 박
4
암스테르담 박
5
브뤼셀 박
6
겐트 박
7-22
런던 박
23-8
파리 박
5 9-10
쾰른 박
11
마인쯔 박
13
베를린 귀착
* 북대서양 항로
6 15
브레멘 출범
22
뉴욕 착
* 미국 기행
22-29 뉴욕 박
30
보스톤 견학
7 1
나이아가라 관광
2
시카고 박
3-7
대륙횡단열차
7-9
로스안젤리스 박
10
요세미테 관광
11-13 샌프란시스코 박
* 북태평양 항로
* 이 표는 向井覺(1980)의 정리를
14
샌프란시스코 출범
재구성한 것임
28
요코하마 착

16) 주 8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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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대의 건축가로서 요시다에게는 공적 임무를 뛰어넘
는 야심이 있었다. 그것은 지면과 소문을 통해서나 접하
던 유럽의 당대 건축물을 몸소 답사하고, 그 건물을 디자
인한 건축가들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다. 자신보다 앞서
구미에서 공부하거나 일했던 건축가들의 서양건축에 관
한 생생한 보고는 당연히 요시다와 같은 건축가의 야심
을 자극했을 것이고, 자신의 후배였던 야마다가 두 해 전
에 다녀온 출장 역시 그의 욕구를 크게 촉진했음에 틀림
없다.
3.2 여행일정과 교류 건축가
1931년 7월 29일 도쿄를 떠나 이듬해 7월 28일 요코하
마에 도착한 요시다의 여행기간은 정확히 1년이다. 오갈
때의 긴 항해여정이나 여행 막바지의 미국 행을 감안하
더라도 그가 유럽대륙에서 체류한 기간은 9개월 남짓이
된다 (1931.9.7-1932.6.15). 그의 여행일정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베를린에 근
거지를 마련하여 유럽의 각국과 주요 도시를 광범위하게
답사했고, 많은 유력한 건축가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방
송국 시설 견학을 위한 만남을 제외하고, 그는 취리히에
서 W. 모저, R. 슈타이거, M. E. 해팰리와 S. 기디온을
만났고, 스톡홀롬에서 G. 아스플룬드와 R. 외스트버그를,
칼스루헤에서 A. 피셔, 슈투트가르트에서 R. 되커, 뮌헨에
서 R. 포횔쪄, 드레스덴에서 W. 크라이스, 비엔나에서 J.
프랑크, 브르노에서 E. 비제너를 만났다. 그 이외의 다른
도시에서는 일기가 남아있지 않아 불확실하지만 그의 여
행수첩에 적힌 일정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암스테르담에
서 J. 뒤커, 로테르담에서 J. 브링크만, 유트렉트에서 G.
리트벨트, 브뤼셀에서 V. 부르조아, 런던에서 F. R. 여버
리를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베를린에서의
여러 달 동안도 일기의 부재로 누구를 만났는지가 모호
하나 그는 자신의 수첩에 다음 건축가들의 이름과 주소
를 기록해두고 있다: H. 포엘찌히, W. 그로피우스, B. 타
우트, F. 호프만, H. 해링, E. 멘델존, A. 앙커, W. 루카르
트, H. 루카르트, H. 샤로운, 미스 반 데어 로에.18) 베를
린에서 체류한 기간이 전체 유럽체류 기간의 반에 상당

17) 向井覺, 1980, 5.
18) 앞의 책,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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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는 이들 이외에도 더 많은 건
축가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Das japanische
Wohnhaus 서문에 해링과 더불어 언급했던 힐버자이머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자신이 디자인했던 別府市公會堂
(그림 2)은 이 건물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예이
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그 예이다.19) 이 베를린 체류 시 요시다가 가장 빈번히
접촉했을 인물은 당연히 해링이었을 것이다. 그는 베를린
의 주도적 건축가 그룹인 ‘Der Ring’의 대표였을 뿐만 아

는 베를린에 정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스톡홀름을 방문해 이 건물
을 답사했다. 10월 19일의 일기

니라 동아시아의 미학을 비롯한 폭넓은 주제에 지적 호
기심을 가지고 있었다.20) 한편 야마다가 두 해 전에 베를
린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해링은 그를 여러 차례 만나 안

는 이 시청사를 설계한 건축가인
외스트버그(Ragnar
Östberg;
1866-1945)에 대한 경외심이 잘

내했던 일이 있기 때문이다.21)

드러나 있다. “일본을 떠날 때는
외스트버그도
만나고 올 계획이
그림 9. Stockholm City
Hall, R. Östberg, 1909-23 었는데, 시청사를 실제로 본 다

3.3 요시다가 본 유럽의 건축
이 유럽 여행 중 요시다는 어떤 건축물을 답사하고 봐
야할지 숙지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서
양의 건축잡지를 꼼꼼히 학습해왔고,22) 1930년에 이미

음부터는 그 설계자의 위대함에 압도되었는지 나 자신의
빈약함이 통절하게 느껴져 그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
게 되었다. 그러나 [...]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처음 계획

『世界の現代建築』라는 책을 편집해 간행한 경력이 있
다. 자신의 필명인 시마 테츠로(志摩徹郞))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은 서양의 주요 13개국의 근대건축물을 다

대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호텔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펜을 잡고, 밤늦게 까지 열정을 다해 그에게 편지를 썼
다.”25) 스톡홀름에서의 이러한 답사와 외스트버그, 아스플

루고 있다.23) 또한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 건축사를 가르
친 이토 츄타 (伊東忠太; 1867-1954) 교수의 강의노트를
지참하여 답사를 위해 참조하기도 했다.24) 그는 현지 건

룬드 등의 건축가와의 만남이 그로 하여금 세상을 뜨기
전 『スウェ-デンの建築家』(스웨덴의 건축가; 1957)를
저술하게 한 모티브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이 책의 서문

축가들의 안내를 받아 건축물을 방문하기도 하고 혼자서
답사하기도 했는데, 요시다의 일기나 메모는 그가 보고
만났던 건물과 건축가에 대한 의견이 잘 피력되어 있다.

에 밝히듯 스웨덴의 건축은 그의 “마음의 양식” (心の糧)
이자 “마음의 고향” (心のふるさと)으로 자리잡았다.26)
1927년 독일공작연맹 주관으로 지어진 슈투트가르트의

그 중 스톡홀름과 슈투트가르트에서의 기록은 주목할만
한 가치가 있다.
여행 전부터 이미 그는 스웨덴건축의 아름다움에 깊이

바이센호프지드룽(Weissenhofsiedlung; 그림 10)은 근대
건축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할 뿐만 아니라, 16명의 다른
건축가에 의한 스무 채가 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기

매료되어 있었는데 스톡홀름 시청사(1909-23; 그림 9)가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은 요시다의 건축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 주택단지가 건설
될 때 현장감독의 역할과 두 블록의 설계를 담당했던 동

19) “유럽에 머무는 동안 - 1931년 9월부터 1932년 6월까지 - 나는
현지 건축가들의 일본주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크게 놀랐다. [...]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의 저술을 권유해준 베를린의 휴고 해링
과 루드비히 힐버자이머 두 분께, 그리고 해외 체류 중 여러 모양으
로 호의를 베푸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Tetsuro
Yoshida, "Vorwort," Das japanische Wohnhaus (Berlin: Verlag
Ernst Wasmuth, 1935), v.
20) 휴고 해링의 활동 및 동아시아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Peter Blundell Jones, "Scharoun and Häring and
East-West Connections" (paper presented at the 60th Annual
Meeting of Socei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Pittsburgh, Aprill
11-15, 2007).
21) 해링은 야마다와 최소 다섯 차례는 만났으며, 그를 위해 지멘슈
타트 주택단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向井覺 編, 『建築家․山田守の
手紙, 1929-30』(東京: 山田守建築硏究所, 1982), 217-219.
22) 야마다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 건축가들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월 서양의 잡지를 읽었고 한다 (藥師寺厚, 1968, 9). 무까이의
기술로 미루어 보아 요시다의 경우는 이런 성향이 훨씬 강했던 것으
로 여겨진다. 向井覺, 1981, 88-89.
23) 이 출판물은 체신성의 젊은 건축가들이 함께 공부하기 위해 그
동안 매월 만들어낸 팜플렛의 종합으로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체코슬로바키아, 미국, 러시아, 영국, 벨
기에, 덴마크, 스웨덴의 건축물을 다루고 있다. 志摩徹郞 (吉田鐵郞),
『世界の現代建築』(東京: 洪洋社, 1930).
24) 일본건축역사 분야를 개척한 伊東忠太에 대해서는 藤森照信의
앞의 책 下卷 (8-14) 및 Jonathan M. Reynolds, "Teaching
Architectural History in Japan: Building a Context for
Contemporary Practice," JSAH, vol, 61, no. 4 (Dec., 2002):
530-536을 참조하시오.

갑내기 건축가 되커(Richard Döcker, 1894-1968)에게 가
이드를 받았기 때문에 (12월 5일), 그는 이 주택전시회에
대한 최선의 정보를 얻
을 수 있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요시다는 꼬
르뷔지에가 설계한 주택
이나 타우트, 포엘찌히
등에 의한 블록에 관심
그림 10. Weissenhofsiedlung, 1927
이 없었다. 그러나 그로
피우스의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좋다”는 평을 M. 슈탐
의 주택에도 “꽤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27) 요시다가 꼬
25) 向井覺, 1980, 26.
26) “학교를 졸업한지 어느덧 40년이 되어간다. 그간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로 독일의 건축가로부
터 강한 영향을 받았지만, 모두 하나같이 만족스럽지 않아, 다음 사
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마음의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건
축을 알고부터는 그것이 내게 꼭 맞아 더 이상 다른 영향을 찾지 않
게 되었다. 그것은 마음의 양식으로, 또한 마음의 고향으로서 지속적
으로 나를 양육해주었다.” (필자 역) 吉田鐵郞, 1957, 1.
27) “꼬르뷔지에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로피우스는
역시 좋다. 마트 슈탐도 꽤 좋다. 타우트, 포엘찌히는 관심이 없다.
어쨌건 전체적으로 색깔이 좋은 것에는 변함 없이 관심을 가졌다.”
(12월 5일 일기; 필자 역) 向井覺, 198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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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뷔지에에 무관심한 것은 다소 의외이다.28) 한편 그는
해링이나 타우트 같은 건축가들과 좋은 친분을 가지긴
했으나, 이미 그들의 이른바 ‘표현주의적’ 성향을 탈피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강의에 대한 자세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 날이 토요일이었던 것으
로 미루어 보아, 이 강의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며 참

이성주의적 성향에 더욱 기울어 있었다. 이런 그의 입장
은 『世界の現代建築』의 서문에 뚜렷이 나타난다. “현대
건축에서는, 戰前의 다양한 예술지상주의적 혹은 극도의

석한 학생도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34) 그러나 당시
바우하우스 학생이었던 야마와끼가 참석자에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이 강의는 일본건축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고

개인주의적 색채가 급격히 줄고, 사회의식이 농후하게 퍼
지게 되었다. 건축가 전체가 각자의 소아를 희생하고, 공
동으로 민중의 생활에 근거한 가장 건강하고, 가장 능률

요시다의 위 図集을 그 교재로 사용했다.35) 비록 많은 학
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 강의이지만 바우하우스의
위상을 생각할 때 그의 이러한 활동은 무의미하지만은

적이며, 또한 가장 경제적인 합리주의건축을 창조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이 명확히 보인다. 따라서 그 표현은 지극
히 단순명쾌하다.”29) 이러한 태도는 유럽의 당대 건축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요시다가 유럽의 건축가들에게 일본건축을 소개한 것
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도 빠른 효과는 북유럽 근대건

바라보는 요시다의 관점이자 자신의 건축관이기도 했다.

축계의 대부(大父) 격인 아스플룬드로부터 나타났다. 요
시다가 방문한 지 약 한달 후에 있었던 (11월 19일) 스톡
홀름 왕립공학원 교수취임 강의에서,36) 아스플룬드는 오

3.4 유럽 건축가들의 일본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
요시다는 유럽에 머무는 가운데 그곳의 건축가들이 일
본의 주택건축(japanischen Wohnungsbau)에 지대한 흥
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게 된다.30) 그는

스발트 슈펭글러의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서구의 몰락; 1918)에 나타난 공간개념을 강조했으며 유
럽의 건축가들이 일본주택의 융통성을 채택할 것을 예견

이러한 예기치 않은 사실을 유럽대륙에 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접하게 되는데, 취리히에서 체신성
의 직원에게 보낸 편지가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스위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아마도 서유럽의 우리
들은 고정되거나, 무겁거나, 영구한 오브제로서가 아닌
일본주택의 개념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스 건축가의 대부분을 만나 건축안내를 받았는데, 모두가
똑같이 일본에 대단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닫이창
(일본류의)[引き違い窓(日本流の)]의 실물치수 도면을 원

우리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행해왔던 관습, 즉 요구에 부
응하여 우리의 주택을 계절에 따라 혹은 거주자에 따라
바꾸어주는 관습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하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모두들 바퀴가 있는 것이라든
가 고무링이 있는 것이라든가 각종 도면을 그려서 보내
주십시오.” (9월 27일)31) 스톡홀름에서도 역시 아스플룬

는 것과 똑같이 여름 동안은 충분한 환기를 위해 벽면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37) 아스플룬드가 언제부터 이러한
일본건축의 특성을 적극 받아들였는지는 불확실하나, 분

드로부터 일본건축 특히 미닫이창에 대해 질문을 받아
대화하게 된다. “아스플룬드와 그의 사무실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 조용한 어조로 [그는] 독일과 스웨덴의 신건

명한 것은 한달 전 요시다의 방문이 이러한 그의 신념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흥미롭게도 스웨덴의 대
표적 건축잡지인 Byggmästaren(1931)에 이 강의가 출판

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일본의 건축 특히 미닫이창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 구조에 대해 여러 가지 내게 물
었다.” (10월 22일 일기)32) 유럽 건축가들의 이러한 질문

될 때 아스플룬드는 요시다의 나스산장 베란다 사진(그림
6)을 삽화로 추가했다.38) 이 주택의 베란다가 상징하는

에 그는 분명 자신의 작품집인 『新日本住宅図集』을 보
이며 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건축의
노출은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호기심과 궁금증을 유발했

33) 주 8을 참조하시오.
34) 요시다의 바우하우스 강의에 대해서는 앞의 책, 46 및 다음을 참
조하시오. 矢作英雄, 「吉田鐵郞によるバウハウスでの講義」『日本大
學工學部學術硏究報告會』(1978): 196.
35) 당시 야마와끼 부부가 바우하우스의 유일한 일본인 학생들이었
는데, 주말을 이용해 베를린을 방문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우하우스
에서 요시다를 만나지 못하고 친구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矢
作英雄, 앞의 글.
36) 필자는 Peter Blundell Jones (2006년 Phaidon 출판 Gunnar
Asplund의 저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통해 (2007년 1월 26일) 이
강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이 강의는 그 다음날
Svenska Dagbladet이라는 신문에 보도되었다.
37) Erik Gunnar Asplund, "Var Arkitektoniska rumsupplfattning,"
Byggmästaren (1931): 203-210. 이 강의 텍스트는 Simon Unwin과
Christina Johnsson에 의해 英譯되어 “Our architectural conception
of space"라는 제목으로 다음에 출판되었다. arq, vol. 4, no. 3
(2000): 151-160. (英譯本으로부터 필자 역)
38) 이 사진은 함께 출판된 우시고메저택의 내부사진과 더불어 아스
플룬드가 요시다의 『新日本住宅図集』로부터 발췌한 것임에 틀림없
다. 야하기(1975)가 추정했듯, 이는 요시다의 해외출장용 기념품으로
출판된 것임에 다름 아닌데, 아스플룬드에게서 그 명백한 증거를 찾
을 수 있다. 요시다의 또 다른 작품집인 『郵便局․電氣中繼所及電
氣試驗所』(1931)도 역시 같은 목적으로 출판되어 여행에 지참되었
다. 후자는 주로 체신관계 건축가들에게 증여했을 것이다.

을 것이고, 스위스의 건축가들처럼 더 정확한 도면을 요
구하든지 아니면 베를린의 해링이나 힐버자이머처럼 아
예 본격적인 저서를 요구했을 것이다.
한편 요시다는 베를린에 머무는 동안 잠시 짬을 내어
데사우의 바우하우스를 방문했고 (11월 7일), 짧은 강의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요시다의 체신건물과 바바
주택의 사진이 수개월 전 Die Form에 게재되었던 것을
고려하면,33) 그 가운데 요시다의 이름을 들어본 학생이
28) 무까이는 그 이유를 꼬르뷔지에의 명성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요시다가 파리를 방문했을 때에도 꼬
르뷔지에의 건물보다는 자신이 존경했던 오귀스트 페레의 건축을 주
로 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向井覺, 1980, 121-122.
29) 志摩徹郞 (吉田鐵郞), 1930, 1.
30) 주 19를 참조하시오.
31) 向井覺, 1980, 20.
32) 앞의 책,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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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공간 전이는 그가 강조했던 공간개념과 일치한다.
한편, 요시다가 비엔나에서 요셉 프랑크와 만났던 일도
의미 깊다. 그동안의 작품에서 일본적 분위기를 나타냈던

하면 이 여행이 일방향적으로 서양건축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일본건축을 소개하는 기회
도 되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고자 하는 것이다. 그가 서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인테리어, 1912; 가구점 Haus &
Garten, 1925) 프랑크는 자신의 저서 Architektur als
Symbol (1931) 에서도 동아시아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구 건축가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이것이 가능했고 또 여
행의 중요한 성과물을 통해 이것이 가능했으니, 그 성과
물은 다름 아닌 Das japanische Wohnhaus의 출판이다.

서술하는데, 요시다와의 만남은 (1932년 2월 9-13일) 그
에게 있어서 동아시아 문화에 이끌리는 또 하나의 촉매
제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페니 슈파크(1996)는 프랑크가

이 저서는 첫 기획부터 책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이 여
행에 전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여행 기념품 격
으로 출판한 자신의 주택작품집 『新日本住宅図集』이,

1933년 스웨덴으로 이주할 때 “아시아 디자인에 대한 이
해”도 함께 가지고 갔다고 평한다.39)

유럽의 모더니스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 그들로부
터 일본주택에 관한 저술을 권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
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달했을 때 뉴욕도서관에서 F. 발쳐

4. 요시다의 해외출장이 갖는 의의
요시다의 해외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
다. 이는 앞장에서 밝힌 출장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
이 되는 것이다. 첫째는 여행의 공식적 목적과 관련하여,
그의 서양 방송국시설 보고서와 저서가 일본의 방송국
건축에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40) 둘째는 요시
다 개인적 측면의 의미인데, 이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오던 건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서양의
건축을 직접 접하여 자신의 역량을 재충전함으로써 앞으
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그 구체
적인 결실은 야하기(1975)나 무까이(1980)가 모두 이야기
하듯 오사카중앙우체국이라는 요시다 최고 걸작의 탄생
이다. 셋째는 일본의 건축사적 의미로서, 요시다의 디자
인이 결국 일본 근대건축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
다는 사실이다. 앞서 야꾸시지의 말을 인용했듯 오사카중
앙우체국 등의 작품은 일본건축이 서양의 모방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건축어휘를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체신건축이 근대 일본의 공공건축계에서 리더로서
의 위치를 점했다는 사실과 요시다가 야마다와 더불어
체신건축의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41) 그의 건축
진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의미는 일본건축사적 의미와 직
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들은 일본의 다른 대표적 건축가들
이 해외체류를 했던 의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좀더
거시적 차원에서, 이 논고는 요시다의 해외여행이 동서
건축교류의 교량 역할을 했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 말
39) Penny Sparke, "Josef Frank and the Swedish Modern
Movement in Design," in Josef Frank: Architect and Designer,
ed., Nina Stritzler-Levin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6), 118-129.
40) 向井覺, 1980, 6.
41) 일반적으로 말해 이른바 “체신건축”은 요시다나 야마다가 체신
성에서 각각 일하기 시작한 1919년과 1920년 이래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후 약 20여 년 동안 체신건축은 일본 공공건
축의 리더로 여겨졌다. 藤岡洋保(建設ジャーナル 1578, 1994)가 지적
하듯, 체신업무의 명확한 프로그램은 근대건축의 기능주의 건물형과
꼭 맞아떨어진다. 체신건축의 역사와 의미 및 요시다와 야마다가 거
기에서 차지했던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近江榮 等,
「遞信建築の再評價」『NTT建築』145 (1987년 7월): 9-17 & 藥師
寺厚 等, 「遞信建築の足跡の展望」『建設ジャーナル』1578 (1994년
4월): 43-119.

가 쓴 Das japahische Haus (1903)를 접하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그 책의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42) 오오카와
와 타도꼬로(2002)가 지적했듯, 발쳐와 요시다의 책은 “목
차구성이나 도판, 특히 구법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 점에
서 그 유사성이 두드러진다.43) 그러나 요시다의 책은 전
통을 다루면서도 근대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발쳐를 뛰
어넘었으며, 1900년 전후로 이미 출판되었던 다른 여러
저서와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44) Das japanische
Wohnhaus는 출판되자마자 여러 서평과 함께 많은 독자
를 거느리게 되는 유명세를 탔다.45) 쿨터만은 이 책이 유
럽과 미국에 “상당한 소요”(a considerable stir)를 일으켰
다고 평했고,46) 슈파이델은 이를 “30년 걸친 일본주택에
관한 미스테리의 해답”이라 칭송했다.47) 실제로 이 저서
는 알바 알토나 에곤 아이어만과 같은 건축가들의 주택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참고서가 되어 명실공히 그 가치
를 드높였다.48) 이러한 성공은 후일 그 개정판 (1954) 및
42) 向井覺, 1980, 132.
43) 大川三雄 & 田所辰之助, 「『日本の住宅』の今日性」『日本の住
宅』(Das japanische Wohnhaus 日譯書, 向井覺 等 共譯) (東京: 鹿
島出版會, 2002), 203-214.
44) 1900년 전후로 서양에서 출판된 일본건축 관련서 가운데에서는
발쳐의 저서 이외에도 C. 드레서의 Japan: Its Architecture, Art,
and Art Manufactures (1882), E. S. 모스의 Japanese Homes and
Their Surroundings (1886), R. A. 크람의 Impressions of Japanese
Architecture and the Allied Arts (1905) 등이 대표적이다. 발쳐의
책을 비롯한 이와 같은 출판물에 관한 연구로는 고베대학교 아다찌
히로시 (足立裕司) 교수 연구실의 「19世紀末以降のヨーロッパにお
ける日本建築の收容に關する硏究-出版物を中心とした考察」(2000)과
그 후속 논문을 보시오.
45) 서평의 예로 다음을 보시오. Helge Zimdahl, "Litteratur,
Tetsuro Yoshida: Das japanische Wohnhaus," Byggmästaren
(1936): 2-3; Otto Fischer, "Das japanische Wohnhaus," Artibus
Asiae, vol. 6, no. 1/2 (1936): 153-154; 市浦健, 「吉田鐵郞著Das
Japanische Wohnhaus"に就いて」『建築雜誌』608 (1936): 65-66.
46) Kultermann, 1960, 26.
47) Manfred Speidel, "The Presence of Japanese Architecture in
German Magazines and Books 1900-1950" (paper presented at the
symposium on Germany-Japan exchange, Kobe, September 2005).
48) 요시다의 이 저서가 알바 알토의 빌라 마이레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uhani Pallasmaa, ed., Villa Mairea 1938-39 (Helsinki:
Alvar Aalto Foundation, 1998), 98과 拙稿, 「알토의 마이레아 저택
미술전시개념에 나타난 일본주택 도꼬노마의 영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47 (2006년 8월): 43-57를 보시오. 아이어만은 바덴
-바덴에 있는 자신의 주택 겸 아틀리에(1959-62)를 위해 일본주택의
개념을 전폭 채용했다. 그리고 그는 강의시간에 Das japanische
Wohnhaus를 너무 자주 언급해서, 그의 학생들이 ‘아이어만이 이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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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영역본(1955)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1952년에
Japanische Architektur, 1957년에 Der japanische
Garten을 출판함으로 요시다의 일본건축 독일어 삼부작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서건축의 교류라는 역사적 의의
를 띠는 것이다. 한편, 이 낯선 일본건축가에 대한 연구
는 한국 건축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자못 작지 않다. 숨가

을 낳게 하였다 (그림 11). 이와 같은 요시다의 저술활동
은 일본건축을 서양에 알리고 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
키는
계기를

쁘게 달려왔던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건축
의 가치를 해외에 알리는 데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역량이 축적되

마련했는데, 이
러한
반향의
배후를 거슬러

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소개
할만한, 서양어로 된 한국건축개론서 정도는 하나쯤 가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오르면
바로
요시다의 해외
출장이라는 역

참고문헌
그림 11. 요시다의 일본건축 독일어 삼부작

사적이라고도 부를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요시다의 역할은 마땅히 동서양의 건축교류의
측면에서 조명 받아야 한다. 그동안 18세기 시놔저리와
로코코건축, 19세기 후반의 자포니즘과 아르누보건축에의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고, 동아시아 건축이
미국의 건축가들,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에 미친 영
향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어왔다. 그러나 근대건축운동이
정점에 올랐던 1920, 30년대의 유럽건축에 대한 동아시아
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주 드문 상태이다. 치사부로 야
마다가 펩스너의 관점을 의존해 논평했듯49) 근대건축이
전적으로 “유럽 문명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탄생한 까
닭일까? 1930년대 전반기의 요시다의 활동, 특히 그의 해
외출장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연구와 인식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징검돌이 될 것이다.
5. 결

론

본고는 일본 체신성 소속의 건축가였던 요시다 테츠로
가 1931년 여름부터 1년 간 다녀온 구미출장을 그가 남
긴 일기나 편지 등의 기록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
는 우리에게 많은 사실을 가르쳐준다. 요컨대, 그는 베를
린을 근거지로 삼아 유럽대륙을 활발히 오가며 수많은
건축물을 답사하고 각국의 대표적 건축가들과 만나 교류
하였으며, 이러한 광범위한 여행을 통해 방송국시설물 조
사라는 공식적 업무 이외에도 유럽의 건축을 보고 배움
으로써 자신의 건축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요시다의 여행이 보다 가치 있었던 더 큰 건축사적 의의
는 자국의 건축을 서양 건축가들에게 소개했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여행 시 지참했던 자신의 일본주택 작품집을
통해 더 효과적이었고, 이때 만난 현지 건축가들의 권유
로 저술한 - 후일 서양언어로 된 일본건축서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 Das japanische Wohnhaus의 출판이라는
중요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요시다의 해외출장이 일본 전통건축의 가치를 서양 근대
주의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음을 주장
을 베개 밑에 두고 자지 않았나’ 하고 의아해할 정도였다고 한다.
Karin Kirsch, Die Neue Wohnung und das Alte Japan (Stutt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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