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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별 헤는 밤’의 미적요소를 응용한 금속조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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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Sculpture Research Applying Aesthetic Factor of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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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의 디자인은 자연과 생물 형태를 지닌 것에서 주로 시작되면서 점차 디자인 대상은 한계에 부딪혀 디
자인은 형태에서 감성을 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성은 대중의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
구자는 이미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대상을 선정하여 금속조형으로 시각화 하고자 했다. 연구자가 선정한 시각화 
대상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인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미적요소는 선행 연구된 문헌
들을 통해 미적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금속과 원석, 착색기법, 세공 등을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그 결과 윤동주 ‘별 
헤는 밤’의 시어 속에 내재된 감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미적요소를 선정할 수 있어 감성적으로 객관성을 잃지 않
았으며, 완성된 금속조형물 속에서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깊은 감성과 금속조형물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무형의 대상을 형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 금속조형, 리텔링 디자인, 윤동주, 별 헤는 밤, 시각화

Abstract  Modern design started from having form of nature and biology and had gradually faced limit on the 
design subject, therefore changed to something with emotions. However, personal emotion is hard to receive 
sympathy from the public. Therefore the researcher have selected subject that is already receiving love from the 
public and tried to visualize it through metal sculpture. The subject selected for visualization is 'Counting Stars 
at Night' by poet Yoon Dong Ju who the Koreans love the most and the aesthetic factor was selected through 
prior studied literature and have made by applying metal, gemstone and coloring method. As a result the 
aesthetic factor could be selected understanding the emotion inside the poet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and have not lost objectivity in the emotions and could be able to feel the beauty of the metal 
sculpture with deep emotions of the 'Counting Stars at Night' by Yoon Dong Ju through completed metal 
sculpture. This served as a momentum for suggesting possibility of shaping the immaterial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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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사회의 미  감각은 디자이 의 생각이나 존하

는 지혜를 형태화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지 까지 디

자인의 미  감각은 작가의 개성이나 자연물 등의 형태

에서 시작되어 왔으나 이것은 곧 디자이 의 상상력에 

한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유형의 물질에서 디자인 시작

이 아닌, 무형의 것에서 미 요소를 악하고 아름다움

의 표 하는, 형상화할 수 있는 주제로 확 하는 안목과 

시도가 필요한 시 이다. 무형의 아름다움은 이나 춤, 

노래 등 일정한 형상을 지니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

한 무형의 아름다움을 유형의 형태로 완성하기 해서는 

이론  지식과 문화, 작가의 개성이 함께 포함되어 보는 

이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어야하기에 주제는 이면

서 쉽게 이해 할 수 있으며 문화를 변해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무형 이미지의 형상화 방법으로 텍

스트 리텔링을 통해 미 요소를 선정하고 이를 속조형

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리텔링은 다시 쓰는 이야기[1] 로

서 기존의 작품을 시 에 맞게 해석하고 작가의 으

로 형태화 하는 것을 말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무형의 아름다움을 유형으로 형태화 하는 과정을 구

체화하기 한 방법으로서, 문학 에서도 간결한 단어

들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문학으로 선정하고 우

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 시인인 윤

동주의 ‘별 헤는 밤’을 속조형으로 형상화 하고자 한다. 

시문학을 형태화하기 해 첫째, 윤동주의 일생과 윤

동주 시인의 작품세계를 알아본다.

둘째,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윤동주의 시문학이 내

포하고 있는 표 단어들을 선정하고 이를 디자인요소와 

원리에 의해 결합, 응용하여 형태 으로 개한다.

셋째, 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표 할 

수 있는 속 재질과 원석을 응용하여 실제로 완성한다.

넷째, 완성된 작품을 심으로 시문학의 미 요소와 

 공감과 아름다움을 함께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한

다.

2. 본론 

2.1 윤동주의 생애 및 작품세계

1917년 12월 30일 만주 북간도의 명동 (明東村)에서 

태어났으며,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향을 받았다. 1941

년에 서울 연희 문학교(延禧 門學校) 문과를 졸업하

고, 일본으로 건 가 도쿄에 있는 릿쿄[立敎] 학 문과

에 입학하 다가(1942), 다시 도시샤 학[同志社大學] 

문과로 옮겼다(1942). 학업 도  귀향하려던 시 에 항일

운동을 했다는 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1943. 7), 2

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福岡) 형무소에서 복역하

다. 그러나 복역  건강이 악화되어 1945년 2월에 생을 

마치고 말았다.

28세의 은 나이에 타계하고 말았으나, 그의 생은 인

생과 조국의 아픔에 고뇌하는 심오한 시인이었다. 윤동

주는 15세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 는데, 처녀작은 

<삶과 죽음> < 한 >이다. 그의 짧은 생애에 쓰인 시

는 어린 청소년기의 시와 성년이 된 후의 후기 시로 구분

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쓴 시는 암울한 분 기를 담

고 있으면서 체로 유년기  평화를 지향하는 실 분

기의 시가 많다. <겨울> <버선본> <조개껍질> <햇

빛 바람> 등이 이에 속한다. 후기인 연희 문학교 시

에 쓴 시는 성인으로서 자아성찰의 철학  감각이 강하

고, 한편 일제 강 기의 민족의 암울한 역사성을 담은 깊

이 있는 시가 종을 이룬다. <서시> <자화상> <  다

른 고향> <별 헤는 밤> <쉽게 쓰여진 시> 등이 표

인 그의 후기 작품이다. 특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는 그의 표로서 어두운 시 에 깊은 우수 속에서도 티 

없이 순수한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의 내면세계를 표 한 

것이다[2].

2.2 선행 연구 조사 

2.2.1 윤동주 시문학의 특징

윤동주의 별이 빛나는 밤의 미 요소를 선정하기 

해서 먼 , 윤동주의 시문학의 체 인 특성을 악하

고 세부 으로 ‘별 헤는 밤’의 세부 인 해석을 선행연구

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윤동주 시의 특성은 ‘서정성’과 ‘자아성찰’로써 윤동주 

시의 서정성은 윤동주의 시를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과 

서정 인 표 을 으로 학습하게 되며 일제의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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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심했던 1930∼40년 를 살아야 했던 윤동주는 

식민지 국민이라는 외  갈등과 그러한 시 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에 한 고민으로 내  갈등을 겪어야

만 했고 윤동주의 시에 드러난 자아성찰은 부단히 자신

의 내면을 응시하면서 고민한 반성  인식이기에 윤동주

의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특별한 윤리 ․미학  

효용을 가진다[3].

한, 윤동주의 텍스트들은 시인과 화자의 근거리로 

인해 시인 자신의 언어와 화자의 언어 사이의 균열이 최

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리 알려져 있다. 특히 윤동주의 

시는 미학  화자를 따로 설정하기보다는 시인자신이 직

 발화의 주체로 나섬으로써 고백  어조를 동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할 때는 윤동주 자

신의 삶에 한 고백을 듣는듯한 느낌에 친근감을 얻게 

되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

욱 쉽게 공감해 나갈 것이다[4].

윤동주는 작 이고 인 인 시어를 선택하거나 기

교를 부리지 않았고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시

 실과 그 속에서의 고뇌를 아름답고 서정 으로 표

 하 으며 티 묻지 않은 감정으로 상을 노래하고 마

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시어를 통

해 시 반에 서정 인 정서를 주었다. 항의식을 보인 

시에서도 윤동주는 거칠고 어두운 시어 선택보다는 암담

한 실과 그로 인한 슬픔, 고뇌를 정화시킨 맑고 순수한 

소재의 시어를 선택하여 시어의 서정성이 돋보이면서 우

리나라  시사에 찾기 힘든 ‘ 혼마  아름다운 시인’

으로 자리 매김 되고 있다[5].

윤동주의 시가 서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연에

서 소재를 택한 것’과 ‘동심의 순수함’이 시 체에 묻어

나고 있다는 이다. 윤동주는 ‘우주, 천체, 계 , 잎새, 바

람, 꽃, 별’등과 같은 자연에서 시의 소재를 선택하여 

원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다. 그의 

시는 이러한 밝고 맑은 동심의 세계에서 출발하여 티 묻

지 않은 감정으로 상을 노래하며 동심을 바탕으로 하

여 서정성을 짙게 드러내고, 착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꿈꾸는 휴머니즘으로 회귀한다[6].

윤동주의 시가 사랑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근원

인 감정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윤동주의 인품과 

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 인 감수성의 정결감’ [7]이고, 그러한 윤동주의 시 

세계는 어떤 사조에도 향 받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시

심과 깊은 사색을 통해 독창 으로 스스로의 시 세계를 

성숙시켜 주옥같은 작품을 남겨 놓았다[8].

선행 연구 조사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윤동주의 자이

성찰과 실천의지를 특징으로 내세웠다. 

2.2.2 ‘별 헤는 밤’ 해석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문은 아래와 같다. 

별 헤는 밤

                  윤동주 / 시인

계 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憧憬)과

별 하나에 시(詩)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異國 女)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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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랑시스 잠, 라이  마리아 릴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 니다.

이네들은 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리었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벌 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이 오면

무덤 에 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9].

별 헤는 밤은 별이 총총한 가을밤을 배경으로 한 은

이가 더듬는 회상과 자아성찰이 드러난 시이다. 윤동주

는 별을 헤아리며 ‘가을’은 쓸쓸함과 덧없음을, ‘하늘’은 

맑고 아름다움을, ‘별’은 회상의 매개체이자 그리움의 세

계임을 노래한다. 깊은 향수를 토하면서 재의 역사  

상황 속에서는 지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순수의 세계

가 늙은 교수의 강의처럼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자기의 별에도 이 오면 자신의 부끄러움은 

무덤의 풀처럼 자랑스러운 존재로 되살아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10].

체 10연으로 이루어진 이 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첫 번째 부분(1-3연)은 별이 총총한 가을밤

을 배경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더듬는 한 

은이의 모습을 제시하고  두 번째 부분(4-7연)은 별을 하

나하나 헤아리며 아름다운 어린 시 에 한 애틋한 그

리움을 구체 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4연과 5연은 

어조와 리듬의 변화를 통해 이들에 한 간 한 그리움

을 인상 으로 달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8-9연)은 시

 화자의 자기 성찰 모습을 보여 다. 자신의 이름을 

‘별’이 내려다보는 ‘언덕’ 에 써 보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시 화자의 행 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재의 시  상

황 속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갈등을 암시한다. 네 번째 부분(10연)

은 지 까지 고통과 시련의 겨울처럼 시  아픔과 갈

등의 어두운 세계 속에서 고뇌를 거듭했던 시  화자가 

새로운 미래에 한 희망과 의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시의 핵심은 8-9연이 보여주고 있는 ‘부끄러움’의 

심상과, 10연이 보여주고 있는 ‘재생’의 심상이다. 9연에

서 윤동주는 풀벌 들이 우는 것이 바로 자기의 부끄러

운 이름을 비웃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워’진 것이

다. 이처럼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부끄

러움, 이상과 실의 괴리에서 오는 부끄러움, 윤리 지상

 생활 철학에 자신의 실천과 행동이 채 미치지 못했을 

때 갖게 되는 부끄러움 등의 이미지가 한데 합쳐져 시 

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엄한 

윤리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부끄러움을 그린 9

연에 나타나는 자신의 무기력한 상황에 한 성찰이 10

연의 ‘ ’의 부활과 재생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박한 상

황에서도 언제나 희망과 의지를 잃지 않음은 ‘기다림’에

서 연유한 것이고 윤동주의 나약한 ‘자기 오’는 마지막 

연에서 훌륭히 극복 되고 있다[6].

2.3 별 헤는 밤의 미적요소

‘별 헤는 밤’은 윤동주의 서정성과 자아실 을 비롯해 

스스로의 삶의 치유하기까지의  여정이 함께 담겨져 

있으며, 간결하면서도 청순한 시어들은 어린 시  나라

를 잃어 청년의 공허함과 잔잔함 속에서의 열정을 함께 

엿볼 수 있다. 

한, 별, 하늘 등의 그리운 상을 지칭하는데 이는 

잃어버린 조국과 자신의 주체성의 혼란에서 야기되는 그

리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그리운 상으로 직

 묘사되는 어머니는 인들에게 있어서는 휴식과 자

기 치유의 명사로서 가까이 있지 않지만, 늘 함께 있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미 요소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그리움을 지칭하는 별, 하늘, 그리움을 미 요소로 선정

하고 실제 인 별자리와 하늘의 깊음, 그리움, 동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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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디자인으로 개하고자 한다. 

별 헤는 밤에는 그리움과 쓸쓸함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갈수록 미래지향 이며 굳건히 자신을 다지는 형태

로 시가 완성되는데, 이것은 표 할 수 있는 미 요소들

은 의 싱그러움, 란 잔디의 색채, 풀 형태 등으로 해

석하고 이를 심으로 디자인으로 시각화하려 한다. 

2.4 시각화

윤동주의 별이 빛나는 밤의 형상화는 다음과 같다. 

2.4.1 새벽이 올 때

[Fig. 1]은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의 그리움의 주체인 별

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움이란, 행복할 때 일어나지 않는

다. 그리움은 막하고 고요하며 쓸쓸함을 동반하고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마음을 구의 형태로 해석하고 밤하늘

의 별을 변할 수 있도록 백동에 드릴링을 하여 별자리

로 구체화 하 다. 마음의 공허함은 간에 짙은 녹색의 

만호 원석을 사용하여 표 하고, 쓸쓸함은 마음에서 뻗

어 나오는 세 개의 뾰족한 선으로 신하고 미묘하고 복

잡한 심경을 에노다이징 기법을 통해 다채롭게 표 했다.

구 형태를 받치고 이보다 앞서 뻗어나가는 동의 유

닛은 풀을 시각화 한 것으로 달이 작아지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뒤로 깨끗하고 고요한 아침이슬과 자아성찰을 

통한 인고의 시간 후 느낄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

낄 수 있도록 개하 다. 세상 만물이 고요함을 깨고 요

동하는 아침이슬의 힘찬 모습은 각지고 방향성을 가진 

형태로 리드미컬하게 나타냈다.    

  

[Fig. 1] When dawn

2.4.2 하늘 시계

[Fig. 2] 작품은 별 헤는 밤의 그리움을 시간  의미로 

해석하여 시계로 나타냈으며, 작품1과 같이 공허한 화자

의 마음을 변 할 수 있도록 구 형태로 나타내었다. 이 

구는 양 의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 지는 선이 받히고 있

는 데 이것은 그리움의 상인 어머니를 활짝 팔 벌려 맞

이하는 아이의 모습을 단순하게 시각화 한 것이다. 

체 으로 사람이 서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다리 

부분 사이로 로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별 헤는 밤의 미

래지향  미 요소인 의 시작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며 

란 잔디를 표 하기 해 작품 체에 녹청기법으로 

착색 하 으며, 황동과 아게이트 원석을 사용하여 구름

과 원 형태의 문양으로 의 싱그러움을 나타냈다.  

[Fig. 2] Sky Watch
 

3. 결론 

형태가 없는 무형의 문화를 시각화하기 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기 해 시작된 본 연구는 공감과 아름다

움을 한곳에 제시하기 해 속조형디자인을 개함에 

있어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을 시각화 상으로 선정하 다. 형태 으로 완성하기 

해 윤동주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별자리, 하늘의 깊음, 그리움, 동심, 의 싱그러움, 

란 잔디의 색채, 풀 형태 등을 미 요소로 선정 디자인으

로 개하여 속으로 완성하 다. 그 결과, 시문학을 

 감성과 함께 속조형으로 완성함으로서 무형의 다

양한 장르의 문화를 시각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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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한, 미 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함으로서 

객  시각을 유지할 수 있고 속조형 디자인에 내포

된 의미를 통해 공감과 아름다움을 함께 알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 앞으로 무형문화의 시각화는 많은 연구자들

에게 다양하게 활용되어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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