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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유 성 호*

1)

• 국문초록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졸업반 때 자신의 

시편 가운데 열여덟 편을 정선하고, 마지막에 1941년 11월 20일 날짜로 시집의 

서문을 아름다운 시로 써서 열아홉 편으로 만들어 원고지에 정서해 묶은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비록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1941년 

11~12월에 완성된 윤동주 자선 친필 시고인 셈이다. 그리고 윤동주가 정병욱에게 

준 원본이 남아, 훗날 일반에게 공개되어 친필시고전집의 자양이 되었다. 이어 

1947년 2월 13일 경향신문에 정지용의 소개 글과 함께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詩｣가 해방 후 최초로 발표되었고, 1948년 1월에는 유고 31편을 모아 정지용 서

문과 강처중 발문과 유 의 추도시를 붙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음사에

* 한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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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행하 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이다. 이 시집의 표지는 

파란색으로 더 유명하지만 초간본 겉표지는 사실 갈색이었다. 이후 1948년 3월에 

초판본 1,000부가 파란색 표지로 출간되었다. 이후 1948년 12월 누이 윤혜원이 윤

동주의 습작 노트를 가지고 고향에서 서울로 이주하 다. 1955년 2월에는 윤동주 

10주기를 기념하여 습작 노트에 실렸던 작품들을 보태 89편의 시와 4편의 산문을 

엮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음사에서 다시 펴낸다. 이때 초판본에 실렸던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은 제외된다. 편집은 정병욱의 자문을 받아 윤일

주가 하고 표지화를 김환기가 담당하 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이다. 1935년 시문학사에서 출간된 정지용시집 편제를 따른 바로 그 시집이

다. 이러한 우리는 윤동주의 텍스트의 역사 안으로 제국과 식민, 기억과 망각, 해

방과 분단과 전쟁의 흔적이 흘러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모든 텍스트가 

결국 역사적 산물이며, 우리는 텍스트의 속살과 맥락과 구성까지 면 히 들여다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올해는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전문학교를 마치고 일본 동경과 경도에서 짧은 유학 

생활을 하다가 독립운동 죄목으로 체포되어 차가운 감옥에서 1945년 2월 16

일 젊은 날을 마감하 다. 27년 1개월 남짓의 짧은 삶이었다. 이러한 생애를 

거느린 윤동주는 우리 근 시사에서 시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이 증명해온 문학사적 실례일 것이다. 그의 순결한 언어와 삶 그리고 비

극적 죽음이 이러한 결과를 선명하게 증언하고 있고, 그는 이렇듯 불멸의 삶

과 죽음 그리고 그것의 결정(結晶)인 시편들을 남기고 그의 ‘또 다른 고향’으

로 서둘러 떠났다.

윤동주가 나고 자란 ‘북간도(北間島)’는 우리 근 사에서 ‘수난’과 ‘저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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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동시에 거느린 채 존재하고 있다. 작가 안수길은 일제강점기 때 북

간도로 생활 터전을 옮겨 거기서 얻은 체험을 하소설 북간도에 담음으로

써 그러한 이미지들을 풍요롭게 서사화한 바 있다. 반면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태어나 자란 생래적 이력을 가지고 있다. 파평 윤 씨 집안 증조부 윤재옥이 

북간도로 이주했을 때는 우리 민족의 이주 초창기 는데, 그 초기 이주 세력 

가운데 하나인 윤하현 장로의 외아들 윤 석과 동만(東滿)의 통령이라 불

렸던 김약연의 누이 김용 사이에서 태어난 윤동주는 둘도 없는 천생의 ‘북간

도 시인’이었다. 그의 혼 안쪽에는 해란강과 일송정으로 표되는 북간도 

풍경이 짙게 담겨 있었는데, 그 점에서 ‘북간도’는 윤동주를 낳고 길러낸, 양

도할 수 없는 우리의 땅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윤동주는 지금의 중국 땅에서 태어나 지금의 북한(숭실중학)과 

남한(연희전문)에서 공부하고 일본(입교 학, 동지사 학)에서 유학중에 죽음

을 맞은 생애로 인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공간 편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아마도 한중일(韓中日)에 모두 시비가 세워진 유일한 시인일 것이다. 따라

서 우리는 앞으로 윤동주를 통해 ‘북간도－평양－서울－일본’이라는 공간 확장

의 기억 단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윤동주의 현재성은 일단 이러한 동아시

아적 공간 확장성에서 온다.

Ⅱ.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역사

윤동주는 북간도에서 카톨릭소년에 동시 8편을 발표하 다. 이 잡지는 

가톨릭이라는 종교의 힘에 의해 서울과 만주 연길에서 발행되었다. 당시 연길

에 가톨릭 만주교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동지사 학 문과에 

다니던 정지용은 1928년 7월 경도의 가와라마치(河原町) 교회에서 천주교에 

입교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은 바 있다. 세명은 프란치스코 고, 중국식 

표기인 방지거(方濟各)를 쓰기도 하 다. 그 무렵 동지사 학에는 조선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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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과 문화를 찬탄하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의 문과 강의가 있었

다. 1929년 휘문고보 어 교사로 돌아온 정지용은 천주교 종현(鍾峴：명동) 

성당 청년회의 총무를 맡는다. 1933년에는 천주교 전국 5개 교구(연길교구 포

함) 연합으로 창간한 월간 가톨릭청년의 문학 면(문예란) 편집을 맡게 된다. 

편집위원은 윤형중 신부, 장면, 장발, 이동구, 정지용이었고, 주간은 이동구

다. 필진은 이병기, 정지용, 이상, 신석정, 이태준, 김기림, 김억, 조운, 유치환, 

김동리, 박태원, 김소운, 이효상 등이었다.

정지용은 가톨릭청년 문예면에 가람 이병기의 ‘조선어강좌’를 연재하

다.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상(李箱)의 시편을 처음 싣기도 했다. 처음

에 도상과 숫자로만 시를 썼던 이상은 이 지면에 이르러 처음으로 ｢꽃나무｣, 

｢이런 詩｣ 등 의젓한 한글 시편을 발표하 다. 비록 일제 탄압으로 청년회가 

해체되었지만 정지용의 신앙은 더욱 고양되어 1937년 성프란치스코회 재속

(在俗) 회원으로 입회하 다. 서울 백동(혜화동) 성당에서 장면, 장발, 유홍렬, 

한창우 등과 착의식에 참석하 는데, 한창우는 나중에 경향신문 사장이 된다. 

정지용은 일제말기에 부천 소사(素砂) 마을로 이사하여 천주교 공소(公所：

간이성당) 신자로 신앙생활에 열중하 다. 그 무렵 윤동주는 가톨릭 만주 연

길교구에서 발행하는 카톨릭소년의 애독자이자 투고자로 있었다. 정지용은 

해방 후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초판(정음사, 1948) 서(序)에서 윤동주의 신

앙시 ｢十字架｣를 인용하 다. 천주교회에서 운 하던 경향신문 주간도 물러

나고 이화여  교수도 사퇴하고 녹번동 한 초가에 은둔하다가 그는 홀연히 

북으로 떠나갔다.

정지용과 윤동주는 동지사 학 문과 선후배 지만 생전에 만난 적은 없

다. 그러다가 정지용은 윤동주의 동기인 강처중을 통해 윤동주 유고를 접했

고, 시집 초판에 감동적인 서문을 썼다. 그리고 앞에서도 강조하 듯이, 그의 

월북 후 만들어진 윤동주 시집 재판은 정지용시집(시문학사, 1935)의 배열

을 그 로 따랐다. 강처중이 아니라 윤일주와 정병욱의 편집 결과 다. 박용

철에 의해 만들어진 정지용 시집은 5부로 구성되었는데, 그 체재는 1부 최근

작, 2부 초기 시편, 3부 동요, 동시, 4부 신앙시, 5부 산문시 다. 하늘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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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별과 詩 재판(정음사, 1955. 2. 16.) 역시 1부 자필시고, 2부 동경 시편, 3부 

연 가 기입되지 않은 작품군(群), 4부 동요, 5부 산문으로 배열함으로써 꼭 

그 체재를 따랐다. 아마도 정병욱과 윤일주는 정지용의 시집을 참고로 윤동주 

시집 재판 편집에 임했으리라.

이 시집을 출간한 정음사(正音社)는 1928년에 외솔 최현배가 창설하여, 일

제의 억압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는 출판 활동을 벌여온 출판사이다. 정음사에

서는 외솔의 우리말본을 비롯하여 1930년 에도 꾸준하게 한글 관련 책을 

출간하 다. 바로 그 출판사에서,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상불온, 독립운

동’의 죄목으로 싸늘하게 옥사한 비극적 청년 시인의 유고 시집이 출간된 것

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집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애송된 시집이 

되었다. 정음사 사장 최 해(1914∼1981)는 외솔 최현배의 아들로서 양정고보

와 연희전문 문과를 나왔고, 삼사문학 동인을 했다. 조선일보 출판부에 들어

가 소년 편집을 하기도 했다. 해방 후 정음사 사장을 했고 경향신문 부사장

을 역임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용과 최 해와 한창우 등이 결속하여 

윤동주의 유고 시편을 발표하고 시집을 발행하는 동선을 그릴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가톨릭－경향신문－정음사’의 동선과 그 로 겹친다.

윤동주는 정지용시집을 자신이 소장하게 된 날짜를 1936년 3월 19일로 

시집 내지에 선명하게 기록하 다. 정지용 시는 윤동주뿐만 아니라 당 의 여

러 후배들 예컨  신석정, 이상, 임화, 청록파 등에게 매우 보편적으로 감염된 

어떤 수원(水源)이자 정전(正典)의 역할을 했다. 마치 근  초기에 춘원 이광

수가 시인들이 모두 김억의 변역 풍을 따라하자 “懊惱의 舞蹈화”하 다고 

말한 그러한 편재성에 가까운 것이었을 터이다. 특별히 윤동주에게는 정지용 

향의 흔적이 상 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萬象을

굽어보기란―

무렆이

오들오들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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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樺

어려서 늙엇다.

새가

나븨가 된다

정말 구름이

비가 된다.

옷 자락이

칩다.

― 윤동주, ｢毘盧峯｣ 전문

이 작품은 윤동주 초기 습작이다. 1937년 9월에 씌어졌다는 시인 스스로의 

기록이 있으니, 그의 나이 스물한 살 때이고 북간도 광명학원 시절이다. 시편

의 형식은 그 당시 유행하던 2행 1연의 작법을 취했고, 짧고 명료한 스타카토 

식의 어조를 선택했다. 까다로운 유추가 필요 없는 소품이자 삽화다. 하지만 

이 작품의 원천은 그 로 정지용 시편에 있다. 다음에 인용되는 두 시편과 정

지용의 다른 작품 ｢蘭草｣(신생 1932. 1. 나중에 정지용시집에 수록)를 따

라 윤동주의 습작이 상당수 태어났다는 것이 지울 수 없이 약여하게 드러난다.

白樺수풀 앙당한 속에

季節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肉體없는 寥寂한 饗宴場

이마에 시며드는 香料로운 滋養!

海拔五千피이트 卷雲層우에

그싯는 성냥불!

東海는 푸른 揷畵처럼 옴직 않고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옴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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戀情은 그림자 마자 벗쟈

산드랗게 얼어라! 귀뜨람이 처럼.

― 정지용, ｢毘盧峯｣ 전문(정지용시집)

담장이

물 들고,

다람쥐 꼬리

숫이 짓다.

山脈우의

가을ㅅ길－

이마바르히

해도 향그롭어

지팽이

자진 마짐

흰들이

우놋다.

白樺 홀홀

허울 벗고,

꼿 녑에 자고

이는 구름,

바람에

아시우다.

― 정지용, ｢毘盧峯｣(조선일보 1937. 6. 9) 전문

이 동일 제목의 시편들을 들여다보면 정지용으로부터 윤동주가 향을 받

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진다. ‘白樺’라는 한자 어휘가 함께 반복되고 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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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도 정지용이 주류화하다시피 한 2행 1연의 작법을 윤동주가 준용했기 때

문이다. 첫 번째 작품의 마지막 행 “귀뜨람이 처럼”에서와 같이 ‘처럼’을 띄어 

쓴 것조차 윤동주의 ｢十字架｣에서 1행으로 처리한 ‘처럼’을 생각하게 한다. 

두 번째 시편은 윤동주가 정지용 시집을 본 것이 아니라 일간지에서까지 정

지용 시편을 찾아 읽은 확연한 증거가 된다. 시차(時差)로 보아 정지용의 두 

번째 동명(同名) 시편과 윤동주의 습작은 거의 동시기에 씌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성시인의 작품을 필사(筆寫)하며 배워야 할 시기에 윤동주

는 정지용 시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습작을 했다. 이러한 정지용 향의 편재

성은 여러 군데서 눈에 띈다.

時計가 자근자근 가슴을 땋려

저 不安한 마음을 山林이 부른다.

― 윤동주, ｢山林｣ 중에서

귀에 설은 새소리가 새여 들어와

참한 은시게로 자근자근 얻어맞은듯,

― 정지용, ｢이른 봄 아츰｣(정지용시집) 중에서

더 많은 흔적들이 있다. 물론 윤동주의 정지용 모작은 그 사례가 초기 습

작에 거의 몰려 있다. 윤동주는 이처럼 정지용을 만나 흠모하고 모방하고 

넘어선다. 어쩌면 그것은 정지용으로부터의 역주행인데, 그것은 정지용이 

후기시에서 주체 멸각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면 윤동주는 철저하게 주체 형

성의 1인칭 시를 썼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졸업을 앞둔 기념시집

에서 자신의 이러한 정지용 모작 혹은 과도기적 습작을 모두 빼고 19편만 정

선(精選)하 다. 정지용을 훌쩍 벗어나 자신만의 시집을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모두 세 권이다. 두루 알려

져 있듯이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졸업

반 때 자신의 시편 가운데 열여덟 편을 정선하고 마지막에 1941년 11월 20일 

날짜로 시집의 서문을 아름다운 시로 써서 열아홉 편으로 만들어 원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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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해 묶은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1941년 11~12월에 완성된 윤동주 자선 친필 시고인 셈이다. 그리고 

윤동주가 정병욱에게 준 원본이 남아, 훗날 일반에게 공개되어 친필시고전집

의 자양이 되었다.

이어서 1947년 2월 13일 경향신문에 정지용의 소개 글과 함께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詩｣가 해방 후 최초로 발표되었고, 1948년 1월에는 유고 31편을 

모아 정지용 서문과 강처중 발문과 유 의 추도시를 붙여 하늘과 바람과 별

과 詩를 정음사에서 간행하 다. 이것이 두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이
다. 이 시집의 표지는 파란색으로 더 유명하지만 초간본 겉표지는 사실 갈색

이었다. 정음사 표 최 해의 장남 최동식 교수(고려  화학과)는 “윤동주의 

3주기 추도식에 초간본을 헌정하려 했으나 제작이 늦어져 동 문시장에서 구

한 벽지를 마분지에 입혀 표지를 꾸민 뒤 10권을 급하게 제본해 가져갔다.”라

고 증언한 바 있다. 즉 벽지로 표지를 제본한 ‘갈색’ 10권이 세상의 빛을 처음 

본 윤동주 최초 시집이다. 이후 한 달 정도 지난 1948년 3월에 초판본 1,000부

가 파란색 표지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집의 제목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가 아니어야 했다. 앞의 열아홉 편만 그 제목으로 출간하려 했던 윤

동주의 뜻을 존중한다면, 시집 전체 제목은 ‘윤동주시집’ 정도로 하고 1부 열

아홉 편을 원래 시집 제목으로, 그리고 나머지 12편을 다른 제목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후 1948년 12월 누이 윤혜원이 윤동주의 노트를 가지고 고향에서 서울로 

이주하 다. 1953년 7월 15일에는 정병욱이 연희춘추에 ｢고 윤동주 형의 추

억｣을 기고하 고, 1953년 9월에는 윤동주에 한 최초의 본격 비평 ｢윤동주

의 정신적 소묘｣가 고석규에 의해 씌어진다. 1955년 2월에는 윤동주 10주기를 

기념하여 89편의 시와 4편의 산문을 엮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음사

에서 다시 펴낸다. 이때 초판본에 실렸던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은 

제외된다. 편집은 정병욱의 자문을 받아 윤일주가 하고 표지화를 김환기가 

담당하 다. 이것이 세 번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이다. 앞에서 말한 정지

용의 시집 편제를 따른 그 시집이다. 그리고 1967년 2월에는 백철, 박두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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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환, 장덕순의 글을 책 말미에 추가 수록하고 판형을 바꾸어 새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정음사에서 간행하 다. 이러한 텍스트의 역사 안으로 제

국과 식민, 기억과 망각, 해방과 분단과 전쟁의 흔적이 흘러간다. 모든 텍스트

가 얼마나 역사적인 산물이며 우리는 텍스트의 속살과 맥락과 구성까지 면

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또한 윤동주 시가 여전히 생생

한 현재형임을 말해주는 맥락이다.

Ⅲ. 부끄럼에서 자랑스러움으로의 실존적 전이 과정

어찌되었든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사상불온, 독립운동의 죄목

으로 싸늘하게 옥사한 후 발간된 정음사 판 시집은,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애송된 시집일 뿐만 아니라 문학사적으로도 일제 말기의 어두움을 

밝혀준 한 줄기 빛으로 은유되고 있는 소중한 작품집이다. 이 시집에 실린 윤

동주의 가작(佳作)들 이를테면 ｢자화상｣, ｢십자가｣, ｢또 다른 고향｣, ｢길｣, ｢별 

헤는 밤｣ 등은 지금도 한국 현 시사에서 서정과 인식 그리고 언어적 세련이 

결합된 수준작으로 손꼽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앤솔러지에도 빠짐없

이 등재됨으로써 많은 한국인들의 기억과 경험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조금 저널리즘적인 시각을 덧붙인다면, 그의 모교인 연세 학교 교정에 윤

동주 시비(詩碑)가 세워진 이래, 그를 추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발길과 국

화꽃이 끊일 날이 없었다거나, 1970~80년 의 웬만한 심야 라디오 프로에 그

의 시편이 드물지 않게 낭송되었다거나 하는 일도 이러한 윤동주의 중적 

인지도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의 깊이를 말해준다. 지금이야 시인보다

는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의 우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시  청소년들에

게 가장 큰 외경과 관심을 동시에 받았던 이들이 바로 시인 혹은 작가들이었

고, 그 중에서도 윤동주에게 쏟아진 그것은 매우 크고도 지속적인 것이었다. 

그만큼 윤동주의 시는 우리의 근 가 펼쳐지면서 비례적으로 커져간 속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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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면의 황폐함을 견디게 해준 치유와 위안의 시편들이었고, 나아가 그 안

에 근 적 인간이 잃어버린 순결한 그 무엇을 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우

리는 윤동주의 그 무엇이, 20세기를 관통하면서 우리 인간이 상실한 어떤 원

형 같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취할 것이 물론 많겠

지만, 그 무엇의 핵심에는 바로 시편 구석구석에서 고독하게 빛나고 있는 그

의 ‘부끄럼’과 ‘자기 성찰’의 힘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다. 먼저 시집의 서시

를 읽어보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작품은 전체가 자연 현상의 이미지와 시인의 정서 또는 관념이 각각 

등하게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시제를 중심으로 볼 때, 과거(괴로

워했다), 미래(걸어가야겠다), 현재(스치운다)의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편에 나타난 이러한 시적 구조의 완결성과 시인의 도덕적 성실성 그리

고 사물과 인간과 우주까지 넘나드는 시적 상상력의 활달함은 이미 여러 논

자들에 의해 논증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윤리적 자아와 시적 자아의 통합,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과 실존적 감각의 결합은 윤동주 시에서 모두 한결같은 

빛을 발한다. 이 작품에서 그가 노래하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는 것, 거기서 우리

가 받는 문학적 감동은 “한 점 부끄럼이 없”이 살겠다는 윤리적 의지나 자존

심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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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의 자기 성찰적 행위에서 생겨난다. 그러한 양심의 가치는, 윤리적 완성

이나 종교적 탈속을 이룬 자가 보이는 넉넉한 품과는 전혀 다른, 다시 말해서 

세계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순, 한계, 실존적 운명 같은 것을 “죽는 날까

지”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명징하고도 절제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도 가장 정직한 고백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시인은 “별을 노래하

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는 운명애(運命愛)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라는 삶의 불가항력적 운명, 그럼에도 불

구하고 내면에서 간단없이 솟아나는 삶의 의지를 노래할 수 있었으리라. 그 

시적 자아를 사이에 두고 “하늘과 바람과 별”은 둘째 연에서 서로 화창(和唱)

하고 갈등하면서 흔들리는 이 세계를 함께 걷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집 제

목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이 작품에서 귀납된 것이리라. 이렇게 우리는 

이 작품에 나타난 그의 시정신을 자기 성찰과 운명애 그리고 세계와 마주서 

있는 자신에 한 실존적 의식 등으로 읽을 수 있다. ‘자기 연민’과 ‘자기 긍

정’이라는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의식은 비극적 존재로서의 인간 실

존에 한 승인과 그에 한 저항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필연적으로 낳게 된

다. 그 점에서, 이 작품은 그의 또 다른 표작 ｢자화상｣의 구조 곧 ‘자기 확

인－자기 혐오－자기 연민－궁극적 자기 긍정’이라는 회로를 따라가면서 그것

을 더욱 응축된 자연 형상으로 나타낸 절편(絶篇)이라고 할 수 있다.

윤동주는 이 치열하고도 충실한 그리고 정직한 자기 응시와 자기 입법으로

서의 ‘부끄럼’을 가장 섬세하고 아름답게 보여준, 그래서 자기 확인이나 자기 

성찰이 얼마나 성실한 내적 변증을 이루면서 한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

는가, 그리고 그 개입이 삶을 얼마나 순결하게 만드는가의 실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부끄럼’을 소녀 취향의 유약한 정서로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 바

로 여기에 있거니와, 그것은 섬약한 퇴 적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정

－자기 긍정’이라는 부단한 자기 성찰의 소산인 것이다. 그런데 윤동주는 표

작 가운데 하나인 ｢별 헤는 밤｣에서 바로 그 ‘부끄럼’을 ‘자랑’으로 바꾸어가

는 아름다운 전이(轉移) 과정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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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 ｢별 헤는 밤｣ 마지막 연

이처럼 그는 자신의 부끄럼을 ‘자랑’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다. 윤동주에게 

‘부끄럼/괴로움/자랑스러움’은 하나의 육체를 이루는 정서의 안팎이었던 셈이

다.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부끄러운 이름을 슬

퍼하는 까닭”이라는 목이, “자랑처럼 풀이 무성”한 상태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편의 구조는 ‘흙으로 덮어버림－봄의 도래－풀(잔디)의 재생’이라

는 일련의 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 그 같은 자연의 순환과 섭리에 그 로 

응되는 은유적 상관물이 바로 “(부끄러운) 내 이름자”이다. 윤동주는 이 시편

에서 흙 속에 피어나는 잔디를 통해 재생과 부활을 꿈꾼다. 그 재생과 부활은 

물을 것도 없이 수난과 광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체적, 집단적 갱

생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현

실적 시련을 자연의 순리처럼 받아들이며 견디겠다는 자세를 무덤 위에 돋아

나는 봄풀의 이미지, 서러움과 생명력을 동반한 소망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

는데, 내 이름자를 써서 흙으로 덮어버린 위에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라

는 의미는 ‘부끄럼’ 자체를 순결한 자신에 한 긍지로 삼고 있는 시인의 의

식의 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자기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반성적 인식이야

말로 윤동주 시가 자기 회귀성이 강한 전형적 서정 양식으로, 모국어의 아름

다움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재현한 언어의 보고(寶庫)로, 어두운 역사를 외적 

싸움이 아닌 내면의 격 높은 갈등으로 응했던 첨예하고도 이색적인 저항의 

한 양상으로 기억되게끔 작용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일 것이다. 그 안에는 부

끄럼에서 자랑으로의 실존적 전이 과정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그 전이 과

정의 맥락에 사랑의 마음이 애달프게 번져 있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함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22  한국시학연구 제51호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歷史)처럼 홀홀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

지로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

로 발자욱을 찾아나서면 일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 ｢눈 오는 지도(地圖)｣ 전문

어떠한 고백체 예술이든지 그것은 끊임없는 고뇌와 자기 폭로의 열정이 동

반될 때 가능하게 마련이다. 윤동주는 우리 시사에서, 서정시가 고백체 예술

의 가장 표적인 양식임을,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언어로 보여준 사례이

다. 물론 그런 그도 구체적 사랑의 흔적을 고백한 일은 좀처럼 없다. 오히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바람이 불어｣)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하

지만 그런 윤동주 시편에서도 ‘순이’라는 여인이 세 번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

는 “사랑처럼 슬픈 얼골 아름다운 순이의 얼골”(｢소년｣)이라든가 “순아 너는 

내 전(殿)에 언제 들어왔던 것이냐?”(｢사랑의 전당｣) 등의 진술을 통해 그의 

시편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슬픈 얼굴을 하고 사랑의 전당에 들어왔던 그

녀가 이제 “잃어버린 역사(歷史)처럼 홀홀이” 시인을 떠나고 있다. 방안에까

지 눈이 내리는 듯한 함박눈의 환각 속에서 그녀는 떠나고, 시인은 “너는 내 

마음 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제 눈이 녹으면 그녀가 남긴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필 것이고, 시인은 그녀의 발자욱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랑과 이별의 기억을 내내 간직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별의 불가항력을 인정

하면서도, 그것을 오랜 기억 속에 간직하려는 상상적 행위가 이 시의 모티프

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연희전문 38학번 청년 윤동주는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사랑스런 추억｣)는 자신의 예언처럼 불멸의 청춘으로 남

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성찰하면서 잃어버린 젊음을 항구적으로 탈환케 하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존적 전이 과정을 구현한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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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애송되는 불멸의 문학적 성채가 되었다. 일본에

서는 윤동주 관련 연구나 번역 혹은 시읽기 모임이 연쇄적으로 생겨나고 있

고, 최근에는 송우혜의 윤동주 평전이 일본어로 완역되기도 하 다. 그의 목

숨을 거두어간 적국(敵國)의 심장에서, 그야말로 시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열

리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윤동주의 핵심 사상인 부끄럼과 연민이 그들에게

까지 “자랑처럼” 감염된 역사적 실례일 것이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의 시집을 새삼 꼼꼼하게 읽어야 할 까닭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도출되

는 것이다.

Ⅳ. 기억 전승의 특권

주지하듯 윤동주는 명동소학교에 들어간 이후 죽을 때까지 ‘학생’ 신분으

로만 있었다. 학교도 여럿 다녔다. 그는 자신을 ‘시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그런 그도 동경 시편에서 “詩人이란 슬픈 天命”(｢쉽게 씌어진 詩｣)이라고 적

었다.), ‘학생’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계속 견지하면서 선행 명편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가운데 핵심이 되는 표현이나 사유에서 자신의 시적 좌표를 정

성스레 찾아갔다. 마치 서양화 그리는 학생이 데생 연습을 반복해서 하면서 

어떤 상(像)을 그려가듯이, 윤동주는 선배들의 빛나는 성과에 힘입어 자신의 

시상(詩想)에 형태를 간단없이 부여해갔고, 그 상은 정지용, 김광섭, 이상, 

백석, 이용악 등에 두루 걸쳐 있다. 특별히 정지용의 압도적 향 아래 여러 

편의 습작들을 써두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자신이 마지막 정리한 친필 시고에

서 정지용 모작들을 모두 뺌으로써, 그것들이 학생 시절의 습작이었음을 스스

로 증명하 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남긴 노트의 모작들을 일일이 인용하면서 

그가 엄선한 작품들과 등가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그것

을 예로 하여 윤동주 시의 한계 내지는 미완의 속성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온

당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윤동주가 최종적으로 갈무리한 열아홉 편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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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정선(精選)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는 섬세하게 실증적 위상을 

판단하여 윤동주의 ‘습작’과 ‘완성작’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

리는 ‘학생 윤동주’와 ‘시인 윤동주’는 미학적 분기를 온전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 새겨두어야 할 것은 윤동주의 후행 시인이 그 계보를 이어간 경우

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우리 근  시문학사에서 정지용, 이상, 백석, 서정주, 

김수  등은 막강한 계보와 후행 현상을 거느리고 있다. 정지용의 경우 한시

적이기는 했지만 당 의 가장 커다란 ‘정지용 에피고넨’들을 만들어냈고, 백

석은 해방 후 많은 시인들의 서사 지향 시편과 유장한 호흡의 고백 시편들에 

커다란 향을 남겼다. 이상－서정주－김수 은 우리 근  시문학사의 세 지향 

곧 실험－서정－참여의 비조(鼻祖)가 되었다. 하지만 윤동주는 후행 계보가 존

재하지 않는다. 있다 하더라도 간헐적이거나 예외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그 

또한 괄목할 만한 시사적 자산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윤동주는 반복 불가능

한 유일 사건이다. 흉내를 내거나 모방할 경우 바로 촌스러워지는 유일성을 

그는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쩌면 ‘윤동주적(的)’인 존재는 윤동주 자신밖

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윤동주는 선행 시인으로부터는 많은 향과 참작을 

통해 새로운 창의적 변형으로 나아갔고, 후행 시인들에게는 윤리적이고 미학

적인 진정성으로 모방할 수 없는 아이콘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

동주만이 누리고 있는 기억 전승의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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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ree Versions of Sky, Wind, Stars and Poem

Yoo, Sung-Ho

(Hanyang University)

The first version of Sky, Wind, Stars and Poem is a bundle of squared 

manuscript papers, fair copies of 18 poems carefully selected by himself 

from his works when he graduated Yonhui college and a forward in the 

form of poem written in November 20, 1941. So, the first version was not 

published, however, it is a handwritten draft of poems selected by the poet, 

completed around November and December 1941. And it has become the 

source of the complete works handwritten by the author because the original 

manuscripts given to Jeong, Byung-Wook was preserved.

Then,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 Yoon, Dong-Ju’s ‘Easily Written 

Poem’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Kyunghyang Newspaper with the 

introduction by Jeong, Ji-Yong in February 13, 1947. And Jeongum 

publishing company collected 31 poems after his death and published Sky, 

Wind, Stars and Poem with a forward by Jeong, Ji-Yong, an epilogue by 

Kang, Cheo-Joong and a lamentation poem by Yoo, Young in January 1848. 

This is the second version of Sky, Wind, Stars and Poem. The front cover 

of this version is famous for its blue color, actually the first edition of it 

was published with brown cover. Later in March 1948, 1,000 copies were 

published with blue cover.

Yoon, Dong-Ju’s sister, Yoon, Hey-won moved from hometown to Seoul 



세 권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 ∙ 유성호  27

with study note of the poet in December 1948. Commemorating the 10th 

anniversary of Yoon’s death, Jeongum publishing company added works 

from study note and published Sky, Wind, Stars and Poem, a compilation of 

89 poems and 4 proses. A forward by Jeong, Ji-Yong and an epilogue by 

Kang, Cheo-Joong in the second version were excluded. Yoon, Il-Joo edited 

this version with the consultation of Jeong, Byung-Wook and the cover 

picture was drawn by Kim, Hwan-ki. This is the third version of Sky, Wind, 

Stars and Poem following the organization of The Collected Poems of Jeong, 

Ji-Yong published from Simunhaksa in 1935.

The traces of the Japanese Empire and colonization, memory and oblivion, 

liberation and the division of Korea had flown into the history of these texts. 

All texts are products of the history and the reason why we have to look 

into the inside, context and structure of the text is in here.

• Keywords：Yoon, Dong-Ju, Sky, Wind, Stars and Poem, Jeong, Ji-Yong, 

Kang, Cheo-Joong, Jeong, Byung-Wook, Yoon, Il-J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