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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북 육진 방언 화자 윤동주

<서시>(1941)의 작가 윤동주(1917-1945)는 일제강 기에 북간도 龍井의 明東

村에서 태어났다. 명동 은 1900년 무렵, 김약연(1868-1942, 함북 회령 출신)과 

문치정(1879-1914, 함북 종성 출신) 등이 식솔을 이끌고 함경북도 종성  회령

에서 옮겨 와 북간도 용정에 새로 건설한 마을이다(�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2017).1)1)이처럼 당시의 명동 은 함북 종성과 회령 출신 이주민들의 정착지 으

*  이 논문은 2019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의 결과물임(KIKS-2019-452-32301).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윤동주의 증조부 윤재옥(1844-1906)도 함북 종성에서 이주하

여 이곳에 정착하 다. 윤동주의 아버지 윤 석(1895-1962)과 어머니 김용(1891-1947)도 

이들과 함께 온 이주민으로, 주 성장지가 명동 이었다. 그의 증조부에서부터 아버지에 이

르기까지 모두 종성 출신(그의 어머니는 회령 출신)으로 명동 에 정착한 이주민이었다

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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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언어 으로 볼 때 이 마을은 종성 는 회령 말씨가 통용되던 지역이었다

고 할 수 있다(함북 종성․회령은 북․남으로 서로 면해 있다). 종성과 회령에

서 쓰이는 말은 곧 육진 방언인바2)
2)이곳 명동 에서 출생․성장한 윤동주는 틀

림없이 육진 방언 화자 을 터이다. 거주지  학력을 심으로 그의 생애(송우

혜 2014: 537-555)를 정리하여 간략히 드러내 보이면 그러한 사실이 더욱 분명

해진다.

  1917년 12월 용정 명동  출생 

  1925년  4월 명동소학교 입학

  1931년  3월 명동소학교 졸업3)
3)  인근 달라즈[大拉子]의 국인 소

학교 6학년 편입

  1932년  4월 용정의 은진 학교 입학

  1935년  9월 평양의 숭실 학교 편입

  1936년  3월 용정의 명학원 학부 편입

  1938년  2월 명 학교 졸업

  1938년  4월 서울의 연희 문학교 문과 입학

  1941년 12월 연희 문학교 졸업  일시 귀향

  1942년  4월 일본 도쿄 릿쿄[立敎] 학 문학부 문과 입학

  1942년 10월 교토 도시샤[同志社] 학 문과 편입

  1943년  7월 치안유지법 반으로 교토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  기소

  1944년  4월 징역 2년 선고  후쿠오카 형무소 수감

  1945년  2월 옥  사망

 연보에 의하면 윤동주는 출생(1917년 12월) 이후부터 서울의 연희 문학교

에 입학할 때(1938년 4월)까지 20년 남짓을 곧 용정에서 살았다(평양의 숭실

학교 재학 기간 6개월 제외). 이른바 언어 습득기( 체로 13세 이 )를 온통 

용정에서 보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윤동주는 당시의 용정 말씨 더 정확히

는 명동  말씨를 쓰던 방언 화자 음에 틀림없다. 그때 이 지역에서는 육진 방

2) 지리 으로 ‘육진’은 함경북도의 최북단 여섯 지역 즉 ‘온성, 경원, 종성, 회령, 경흥, 부령’

을 가리킨다. 다만 방언 특징상으로 ‘부령’은 “육진 방언”에서 제외된다(방언연구회 편 

2001: 281).

3) 한철호(2009: 274-275)에 따르면 명동(소)학교는 “일본의 압력을 받은 국 화룡  교육

국”의 “억압 정책”으로 인해 1930년 5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강제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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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로써 우리는 윤동주가 북간도 명동  출신의 육진 방언 

화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논문에서는 윤동주와 련된 방언의 문제를 검토하되 ‘육진 방언’ 

신에 가  ‘함북 방언’이란 용어를 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 

이와 같이 ‘함북 방언’이란 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윤동주와 함북 방언을 

연결 지어 서술한 기존의 업 들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을 피하고자 함이다. 아

울러 출처에 한 특별한 언 이 없이 제시된 함북 방언의 는 모두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 �(곽충구, 2019)4)에서4)가져왔다는 사실도 서 함께 밝

 둔다.

2. 윤동주의 표 어: 국가 표 어와 민간 표 어

윤동주가 표 어5)를5)본격 으로 하게 된 것은 아마도, 명동소학교에 입학

(1925년)하면서부터라 여겨진다. 그런데 일제의 탄압에 의해 불타 버린 학교를 

“재건”(1921년)한 이후, 이 학교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교육령을 수”하고 그에 

따라 편찬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 수업이 이루어졌다(한철호 2009: 268). 따

라서 당시에 이 학교를 다녔던 윤동주는 총독부 학무국에서 간행한 �(보통학교

용) 조선어독본�(1923-4)을 통해 표 어를 배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어독

본�을 매개로, 말할 때(구어)는 함북 방언을 쓰면서  쓸 때(문어)는 체로 

서울말 표 어를 사용하는 이 인 언어생활이 시작되었으리라는 말이다. 그러

는 가운데 윤동주의 시어 형성에 있어 문어의 간섭이 언어 ․문학 으로 끊임

4) 이 사 에는 “ 국 길림성 조선족자치주”의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조선어 

방언”이 수록되어 있다. 제보자가 “두만강 건 편의 함경북도에서 이주한 사람이거나 그 

후손”(사 의 ｢일러두기｣ 참조)이므로 이 사 에 실린 어휘는 분명히 함북 방언이다(부

록 ｢조사 지 , 조사 일자,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들의 연배는 개 1920-30년  생). 한

편 해당 사   함북 방언과 련한 필자의 화 질의에 일일이 응해 주신 곽충구 서강

 명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5) 조선총독부에서 제정․공포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 이래로, 이 땅에서 서울말이 

국가 표 어로 정립되었다(정승철 2018: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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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윤동주의 시 속에 드러나는 이와 같은 문어의 향을 본격 으로 살피

기에 앞서 �조선어독본�의 표 어6)에6) 해 언 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 반 된 

표 말이 때때로 재의 표 어와 상 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  표 어의 

실상  그것의 변화와 련하여 윤동주의 시어 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이 

무렵에 간행된 일련의 독본  사 류들을 비교․검토해 볼 때 주목할 만하다.7)7)

  <표 1> 윤동주의 시어와 표 어

윤동주의 시어
조선어독본

(총독부, 1923-4)

조선어 표 말 모음

(조선어학회, 1936)
 표 어

나리다 나리다 내리다 내리다[降]

애기 ×8)8) 아기 아기[幼兒]

오날, 오늘 오날 오늘 오늘[今日]

우 우 [上]
 

단 으로,  표의 해당 단어들에서는 국가 표 어(�조선어독본�)와 민간 표

어(�조선어 표 말 모음�)가 상이한바9)
9)윤동주의 시어는 자와의 일치를 보

여주는 것이다(후자의 민간 표 어가 개  표 말이 되었다). 이로부터 윤

6) 이를 사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심의린(1894-1951)의 �보통학교 조선어사 �

(1925)이다. 그 ‘범례’에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속에 잇는 말은 하나도 진 것이 업고” 

표기 원칙은 “敎科書에 依하야, 京城의 本語를 標準語로 삼아” 사 을 편찬했다는 진술이 

있다. 만일 기의 문  활동 과정에서 윤동주가 주로 참조한 국어사 이 있었다면 이 책

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7)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어사 �(1920)에는 흥미롭게도 이들 단어가 모두 복수 표제항

(‘나리다～내리다, 아기～애기, 오날～오늘, 우～ ’)으로 실려 있다. 이는 총독부의 �조선

어사 �이, 규범 사 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 사 의 성격을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문세 (1895-1952?)의 �조선어사 �(1938)에는 ‘내리다, 아기～애기, 오늘, ’가 “표

말” 표제항으로 나타난다.

8) 이 단어는 일제강 기 때 나온 �조선어독본�류에는 출 하지 않는다(이를 신해 ‘’ 

는 ‘어린’가 쓰인 듯하다).

9) 이러한 표  단어들의 립은, 그 수효가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일제강 기 내내 그

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 표 어와 민간 표 어의 이원  체계는 복 이후에 이

르러 비로소, 거의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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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가, �조선어독본�을 통해 습득한 당시의 국가 표 어를 작품 생산 과정에서 

시어로 취택․사용했음을 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표에 제

시된 단어 ‘나리다, 애기, 오날, 우’ 등은 틀림없이 윤동주의 구어(즉 함북 방언)

가 아니라 문어(즉 서울말) 특히 국가 표 어에 연원을 둔 시어 을 터이다.

가령 �두만강 유역의 조선어 방언 사 �(이하 ‘방언 사 ’)에 따르면 ‘내리다’

의 함북 방언형은 ‘내리다, 내리우다, 네리다, 네리우다’로, ‘나리다’는 함경북도 

지역에서 실제 쓰이는 형태가 아니다. 그럼에도 윤동주는 이 단어를 평생에 걸

쳐 일 되게 시어로 사용하는데 이는 당시에 ‘나리다’가 (국가) 표 어 던 데에

서 비롯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의 윤동주는 ‘나리다’뿐만 아니라 ‘오날, 우’ 

심지어 ‘애기’까지도 표 어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기에 �윤

동주 시어 사 �(조재수, 2005, 이하 ‘시어 사 ’)에서 ‘나리다, 오날’을 ‘내리다, 

오늘’의 “사투리”, ‘애기, 우’를 “북한 문화어” 즉 북한어로 풀이한 것은 윤동주

의 표 어를 제 로 이해한 정의라 하기 어렵다.

이처럼 윤동주의 시 속에 국가 표 어가 견고한 지 를 차지하고 있음은 단순 

어휘뿐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특히 어미 ‘-아/어’의 결합형)에서도 쉽게 확인된

다. 그것들이 체로 함북 방언보다 �조선어독본�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유형별로 나 어 간략히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10)10)

<표 2> 윤동주의 시어와 함북 방언

  

윤동주의 시어 함북 방언11)
11)

조선어독본

(총독부, 1923-4)

한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1933)

(1) 따려 때 나려 때려[打]

(2) 무서워 무섭아 무거워 무서워[恐]

(3)

ㄱ 박구어 바꽈 맛추어 바꿔[換]

ㄴ
받아～받어, 

담아, 찾어

받아, 

담아, 찾아

바다～받어, 

감아, 차

받아[受], 

담아[注], 찾아[ ]

10) 번잡을 피하기 해 각 부류의 표 인 만 내세워 표를 작성하 다. 다만 �조선어독

본�에 한해서는 ‘때리다, 무섭다, 바꾸다, 담다’의 해당 활용형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에 

이와 음운론 으로 유사한 단어(여기서는 ‘나리다[降], 무겁다[重], 맛추다[適], 감다

[捲]’)의 활용형을 신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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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는 윤동주의 시어로 자주 출 하는 활용형들을 음운 상에 따라 

크게 세 부류로 나 었다.  용어를 빌리면 이때의 부류 (1)은 활음화,12)12) 

(2)는 ‘ㅂ’불규칙 활용,13)13)(3)은 모음조화14)와14)연 된 들이다.

먼  (1)과 (2)의 들은 윤동주의 시어가 함북 방언의 형 인 활용에서 상

당히 벗어나 있음을 단 으로 드러내 다. (1)에서는 활음화를 겪은 어형(‘따

려’) 그리고 (2)에서는 ‘ㅂ’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어형(‘무서워’)이 시어로 채

택․사용되었으나 이들은 함북 방언에 나타나는 일반 인 형태가 아니다. 함북 

방언이라면 자의 경우에는 ‘때리-어→때 ’처럼 모음축약(‘이-어→에’)을, 후자

의 경우에는 ‘무섭구, 무섭아’처럼 ‘ㅂ’규칙 활용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최명옥 

외 2002: 53-56, 60-65). 따라서 이들 신에 (1), (2)와 같은 형태가 시어로 사

용된 것은 표 어(더 정확히는 �조선어독본�)의 향이라 가히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음조화(즉 어미 ‘-아/어’의 교체) 상에서도 윤동주의 시어는 함

북 방언과  다른 모습을 보여 다. 우선 (3ㄱ)의 ‘박구어(=바꿔)’와 ‘바꽈’

의 비에서 알 수 있듯 윤동주의 모음조화는 표 어(�조선어독본�  �한  맞

춤법 통일안�)에 더 유사하다. ‘박구-(=바꾸-)’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우’인 경우

에 함북 방언은 그것을 선행하는 음 의 모음에 따라 모음조화가 결정되는데15)
15) 

11) 이 표에 제시된 함북 방언의 활용 는 곽충구(1994)와 최명옥 외(2002)에서 거의 그

로 가져왔다.

12) ‘때려(←때리-어)’에서 보듯  표 어의 활음화(‘이-어→여’)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의 말음” ‘이’와 어미의 모음 ‘어’가 서로 합쳐져 ‘여’로 되는 상이다(김성규․정승철 

2013: 226-227). 이때의 ‘여’는 활음 ‘j’와 모음 ‘어’의 결합이므로  음운론에서는 이를 

‘활음화’(즉 모음 ‘이’가 활음 ‘j’로 바 는 상)라 부른다. 

13) 모든 활용형에서 ‘곱다, 곱아, 곱으니[曲]’처럼 어간 말음 ‘ㅂ’이 항상 발음되는 동사나 형

용사를 ‘ㅂ’규칙 용언이라 하고 ‘곱다, 고와, 고우니[麗]’처럼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ㅂ’

과 ‘우’가 교체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ㅂ’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14)  표 어의 모음조화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 

어간의 말음  모음이 ‘아, 오’면 ‘-아’가 연결되고 어간의 말음  모음이 그 이외의 모음

이면 ‘-어’가 연결”되는 상을 가리킨다(김성규․정승철 2013: 225). 즉 어간의 마지막 

음  모음이 ‘아, 오’일 경우(가령 ‘받다, 나오다’)에는 ‘받아(←받-아), 나와(←나오-아)’ 

등과 같이 ‘-아’가 결합되고 그 이외의 모음일 경우에는 ‘먹어(←먹-어), 바꿔(←바꾸-

어)’ 등과 같이 ‘-어’가 결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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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시어에서는 ‘박구-아’가 아니라 ‘박구-어’로, 이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어간 말음  모음이 ‘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ㄴ)에 

따르면 함북 방언의 ‘아’는 확고한 양성 모음(어미 ‘-아’가 연결되는 모음)이지만 

윤동주의 그것은 양성 는 음성 모음(어미 ‘-어’가 연결되는 모음)으로서의 성

격을 수의 으로 가진다. 즉 어간 모음이 ‘아’일 때는 단어에 따라 어미 ‘-아’가 

연결되기도 하고(‘받아, 담아’) ‘-어’가 연결되기도 하는 것이다(‘받어, 찾어’).  

표에서 보는 로 이와 같은 모습 한, 약간의 표기법 인 차이를 제외하면   

�조선어독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결국 모음조화에 한 한, 윤동주는 자신의 구

어(즉 함북 방언)에서 벗어나 �조선어독본�을 통해 습득한 문어(즉 서울말)를 

철 히 따르고 있었던 셈이다.16)16)

그런데 이 상에 여하는 모음 ‘아’의 성격과 련하여 �조선어독본�(국가 

표 어)과 �한  맞춤법 통일안�(민간 표 어)이 차이를 드러낸다는 은 주목

할 필요가 있다.17)17)(3ㄴ)에서 보듯 자에서 ‘아’는 단어에 따른 수의성(‘받아～

받어’)을 노정하지만 후자에서는 ‘아’가 명확히 양성 모음으로 규정(‘받아’)되어 있

기 때문이다.18)18)그럼에도 윤동주의 시어는 어미 ‘-아/어’의 교체에서 부분 �조선

어독본�과의 일치를 보여주는바 이는 윤동주의 문학어가 애 부터 �조선어독본�

을 통해 습득한 국가 표 어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해 다. 

15) 가령 ‘갖촤(←갖추-아)’와 ‘들춰(들춰←들추-어)’에서 보듯 선행 음 의 모음이 양성 모

음(이 경우에는 ‘아’)이면 ‘-아’가 연결되며(‘갖추-아’) 음성 모음(이 경우에는 ‘으’)이면 

‘-어’가 연결된다(‘들추-어’). 이러한 에서 함북 방언의 모음 ‘우’는 모음조화 상에 

한 한 “비 여 ”(곽충구 1994: 117)이라 할 만하다.

16) 모음조화와 련하여, 그의 동시 <빗자루>(1936.9)에서 발견되는 ‘감촷더니’는 유일하지

만 함북 방언의 형 인 활용을 따른 형태다(표 어라면 ‘감추었더니’ 는 ‘감췄더니’). 

아마도 작품 활동 기에는 자신의 구어에서 완 히 벗어나는 일이 그리 수월치는 않았

던 모양이다.

17) 형 인 서울말에서는 “많었어, 앓어서, 깎어서, 빨어요” 등과 같이 어간 모음이 ‘아’일 

때 어미 ‘-어’가 연결되는 게 보통이다(이병근 1991: 17).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한  

맞춤법 통일안�보다 �조선어독본�의 모음조화가 서울말에 더 가깝다.

18) �한  맞춤법 통일안� 부록 1(표 어)의 제3항(용언 활용에서 “그 어간의 끝 음 의 홀

소리가 ‘ㅏ’나 ‘ㅗ’일 에는” 어미 ‘아’가 연결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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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투리 시어의 변개와 표 어

윤동주는 다른 문인들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19)를19)제외하곤 체로 이러

한 문어 즉 (국가) 표 어를 기반으로 작품 활동을 하 다. 그러기에 1938년에 

고향 용정을 떠나 서울의 연희 문학교에 입학한 것은 그의 시어 정립 과정에서 

일  환 이 되었다.20)20)당시의 이 학교에는 이른바 민간 표 어 운동을 주도

한 조선어학회의 최 배(1894-1970) 등이 재직하 는바 그로 인해 윤동주의 시

어에서 표 어 의식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동시에 국가 표 어보다 민간 표 어

가 우 를 하는 계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21)21) 

그 결과, 1938년 이후의 시에서는 ‘ 다[苦], 칩다[寒]’22)22)등과 같은 함북 방언

의 형 인 형태(즉 ‘ㅂ’규칙 활용)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앞서 국가 표 어의 

로 언 한 ‘오날[今日]’ 등이 쓰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변화를 보여 다. 자

는 함북 방언형의 상당수를 시어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을 뜻하며 후

자는 병용되던 그의 시어 에 일부가 민간 표 어(이 경우에는 ‘오늘’)로 통일

되었음을 뜻한다. 이 시기의 윤동주에게는, 표 어에 한 인식이 강화되어 자신

의 사투리23)
23)시어를 (민간) 표 어로 체하거나 그것을 변형해 시어로 활용하

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되었다는 말이다.

19) 군산 출신의 소설가 채만식(1902-1950)의 표 을 빌리면 이때의 특별한 경우란 개 “방

언인  모르고 쓰는 것”(=사투리를 표 어로 잘못 알고 쓴 것)과 “방언인  알고 쓰

는 것”(=표 어를 알고는 있으나 일부러 사투리를 쓴 것) 그리고 “표 어로는 몰라서 

할 수 없이 방언을 그 로 쓰는 것”(정승철 2018: 85)이 될 터이다.

20) 윤동주의 작품 세계를 통틀어도 1938년은 매우 요한 기 이 된다. “1938년 후반기”에 

윤동주는 “동시를 그만둔 신 산문 창작에 본격 착수”했던 것이다(홍장학 2004: 463). 

한편 이 논문에서 인용하는 윤동주의 작품 연보는 홍장학(2004: 463-468)을 따른다.

21) 이  시기와 비교할 때 1938년 이후에 창작된 윤동주의 작품들에서 “퇴고의 흔 이 상

으로 은”(심원섭 2002: 3) 것도 이와 같은 표 어 의식의 강화와 무 하지 않다. 표

어로의 작품 활동이 일상화되어 그만큼 고칠 것이 어졌다는 말이다. 

22) 물론 이들은 함북 방언에서 ‘ㅂ’규칙 형용사다. ‘ 다, 은’ 그리고 ‘칩다, 칩은’ 등으로 활

용하는 형용사라는 말이다. 다만 ‘칩다’는 당시에 국가 표 어이기도 하 으나(민간 표

어는 ‘춥다’) 이는 ‘ㅂ’불규칙 활용(‘칩다, 치운, 치워서’)을 보인다는 에서 함북 방언의 

경우와 달랐다. 

23) ‘사투리’는 표 어와 립 으로 쓰이는 말이고 ‘방언’은 표 어와 상 없이 지역 는 계

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다(정승철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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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일반 으로 ‘ 체’란 원래 있던 상을 없애고 다른 상으로 신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 상을 한 시인의 시어로 한정하면 체는 결국, 해당 시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휘부(=어휘 사 ) 상의 변화를 뜻하게 된다. 그 변화의 

결과로서 단어의 체는 동일한 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즉각 으로 이루어지기

도 하며 창작 활동의  시기에 걸쳐 통시 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윤동주의 경우에는 그의 자필 원고가 실린 �사진  윤동주 자필 시고 집�(이

하 ‘시고 집’)을 통해 그러한 시어의 체 양상을 직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

다. 이 �시고 집�(1999)에는 윤동주가 쓴 두 개의 원고지 노트(�나의 習作期의 

詩 아닌 詩�, �窓�)가 그 로 인되었는바24)
24)그 속에서 발견되는 “무수한 퇴

고․이기의 흔 ”(홍장학 2004: 500)이 상당수 시어의 변개 과정을 순차 으로 

보여 다. 그의 동시 <겨을>(1936겨울)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는 행 구분 

표시 기호).

(4)ㄱ. 난간 에 / 시라지 다람이 / 바삭 바삭 / 춥소

   ㄴ. 처마 에 / 시래기 다람이 / 바삭바삭 / 춥소25)25)

의 시는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4ㄱ)에서 �창�(4ㄴ)으로 옮겨 히면

서 일부 어휘( 는 표 )가 바 었다. 자의 ‘난간, 시라지’가 후자의 �창�에서

는 ‘처마, 시래기’로 체된 것이다. 당시의 윤동주는 (4ㄱ)의 ‘난간’이나 ‘시라지’

24) 첫 번째 원고지 노트(�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는 “1934년 12월부터 1937년 3월까

지 창작된 작품” 그리고 두 번째 원고지 노트(�창�)에는 “1936년부터 1939년 9월까지 창

작된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후자에는 자의 작품  “17편이 그 로, 혹은 개작된 상

태”로 실려 있기도 하다(왕신  외 1999: 8). 이 �시고 집�을 바탕으로 윤동주 시어의 

변개 과정을 살핀 논문으로는 심원섭(2002), 홍장학(2004), 김인섭(2013) 등을 참조. 

25) (4ㄴ)의 경우, 원본에는 세로쓰기된 ‘춥소’ 에 수직선 두 을 고 그 오른쪽에 ‘추어

요’라고 연필로 자를 써 놓았다. 하지만 홍장학(2004: 157)에 따르면 여기에 가필된 

‘추어요’는 “고 정병욱 교수의 필체”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반 하지 않고 원래의 표

(‘춥소’)을 그 로 살려 제시하 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정병욱(1922-1982)은 윤동

주의 원고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잘 간직하 다가 훗날(1948년 2월) 유고집으로 

간행할 수 있게 결정 인 도움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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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처마’나 ‘시래기’의 함북 사투리로 여기고 있었을 터, 결국  (4)는 이기  

퇴고의 과정에서 사투리 시어를 표 어로 바꾼 경우가 된다. 나아가 여기서의 

‘시라지/시래기 다람이’는 표 어 ‘시래기두름’에 응하므로 이로써 보면 ‘다람

이’는, 그가 표 어로 잘못 알았거나 아니면 표 어(‘두름’)를 몰라서 사투리를 

그 로 쓴 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다만 �방언 사 �(2019)을 참조할 때 ‘낭간’과 ‘쳐마’(윤동주의 시어로는 ‘난간’

과 ‘처마’)에 해서는 부가 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사 의 표제항으로서의 ‘낭

간’과 ‘쳐마’가 지시하는 상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낭간’은 

“지붕과 벽이 만나 ‘⎾’자 모양을 이룰 때” 그 윗부분을 가리키며 ‘쳐마’( 는 

‘쳐매’)는 “벽의 바깥쪽으로 내민 지붕의 끝 부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함북 

방언의 ‘쳐마’는 ‘낭간’의 바깥쪽으로, 고드름이 달리는 처마끝을 나타낸다는 것

이다.

그런데 시래기두름은 보통 물이 듣지 않는 ‘낭간’ 안쪽에 달므로 이러한 사실

을 고려하면 (4ㄴ)의 ‘처마’는 함북 방언의 ‘쳐마’(=처마끝)일 수가 없다. 따라

서 윤동주는 이 시의 이기  퇴고 과정에서 ‘낭간’(원문에는 ‘난간’)을, 사투리 

‘쳐마’가 아니라 표 어 ‘처마’(=지붕이 도리 밖으로 내민 부분)로 체했을 것

으로 짐작된다.26)26)

이러한 체는 부분 창작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심사자나 편집․교정

자 등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윤동주의 경우, 홍장학(2004: 498- 

527)에서 타인에 의한 체의 가능성이 언 되었다. 다음은 윤동주의 동시 

< >(1936.10)이다(‘//’는 연 구분 표시 기호).

(5) 우리애기는 / 아래발추에서 코올코올, // 고양이는 / 가마목27)에서27)가릉가릉

26) 이에 해 김인섭(2013: 118)은 “수평  공간”(난간)에서 “수직  높이를 느끼게 하는 

공간”(처마)으로, “시  상에 한 화자의 시선”이 바  것으로 문학  해석을 시도하

다.

27) 원본 원고지에는 ‘가막목’의 ‘막’자(푸른색 잉크)에 사선을 고 그 오른편에 ‘마’자(검은

색 잉크)를 고쳐 써 놓았다. 이처럼 “잉크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수정한 것은 윤동

주의 필체가 분명해 문제되지 않으므로(홍장학 2004: 503) 여기서는 그가 퇴고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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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집�에는 이 시의 ‘가마목’ 에 두 의 수직선이 그어지고 그 왼편에 

연필로 ‘부뜨막’이라 쓰여 있는데 홍장학(2004: 514)에서 이를 “정병욱 교수”의 

퇴고 “흔 ”으로 본 것이다.28)28)그런데 부엌과 방 사이의 경계가 없는 함경북도

의 가옥 구조(부뚜막 뒤편으로 벽이 없이 방과 이어져 있음)를 고려할 때 “정병

욱 교수”의 ‘가마목→부뜨막’의 체가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방언 사 �에 따르면 함북 방언의 ‘가맷목’(윤동주의 시어로는 ‘가마목’)은 부

뚜막과 방의 양쪽 “바닥이 맞닿은 그 주변”으로 “부뚜막에 걸린 솥 언 리의 뒤

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가맷목의 간쯤을 기 으로 방 쪽은 아랫목이 되고 

부엌 쪽은 부뚜막이 된다. 방에서 바라보면 아랫목이고 부엌에서 바라보면 부뚜

막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윤동주의 “가마목”(사  표제항으로서는 ‘가맷목’)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시  화자의 치를 악하는 게 우선이다.

의 (5)를 다시 보자. 아래쪽 발치에서 아기가 “코올코올” 자고 있으므로 이 

시 제1연의 화자가 치한 곳은 방이다. 나아가 제2연의 시  화자도 틀림없이 

동일한 치 즉 부엌에 연결된 방에서 고양이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29)29)그러

니 이 시선을 그 로 따라갈 때 고양이가 그르 거리는 장소는 아랫목 쪽이 될 

수밖에 없다. 방에서 바라보니 부뚜막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표 어 

‘부뚜막’과 사투리 ‘가마목’(아랫목+부뚜막)의 의미차를 알고30)
30)윤동주가 일부러 

사투리를 썼는데 “정병욱 교수의 퇴고” 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반 되지 않은 채 

‘가마목→부뚜막’의 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셈이다.

‘가마목’을 제시하 다. 이후로는 이러한 유형의 퇴고에 해서는 더 이상 언 하지 않는다.

28) 홍장학(2004)에서는 �시고 집�에 나타나는 이기  퇴고의 양상을 면 히 살핀 후, 원

고지 “상단”이 아니라 “원고지의 텍스트 상”에 남겨진 “연필 퇴고”(501면)는 모두 “정

병욱 교수에 의해 행해진 것”(527면)으로 규정하 다. 이하에서는 홍장학(2004)의 의견

을 따라 정병욱 등 타인에 의해 퇴고된 사항은 반 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9) 제1연 끝의 쉼표(‘,’)가, 화자의 치와 시선이 변하지 않았음을 상징 으로 나타내는 것

으로 보인다.

30) 앞서 주6에서 윤동주가 기 문  활동을 하면서 참조했을 사 으로 추정한 �보통학교 

조선어사 �(1925)에 ‘부뚜막’이 수록되어 있다; 부막 솟걸어노흔녑댕이. 즉 ‘솥을 걸

어 놓은 쪽’을 부뚜막이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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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제까지 본바 작품을 이기 는 퇴고할 때 행해지는 시어의 체와는 

달리, 시인의 창작 과정에서 체가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기도 한다.

(6) 몽긔몽긔 웨인내굴 낮에솟나(<굴뚝>, 1936가을)

(7)ㄱ. 石炭煙氣를자욱이 품기고(<오후의 구장>, 1936.5)

   ㄴ. 구역날 惡質의 煙氣가 스며든다.(<종시>, 1939?)

   ㄷ. 내그림자는 담배연기 그림자를 날리고(<사랑스런 추억>, 1942.5)

(6)과 (7ㄱ)에서 보듯, 창작 활동 기에는 同義의 ‘내굴’과 ‘연기’가 윤동주의 

시 속에서 병존하 다. 처음에는 단지 고유어(‘내굴’)와 한자어(‘煙氣’)의 립으

로 양자가 구별․표기되었으나 1936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내굴’이 더 이상 사용

되지 않았을 뿐더러 나 에는 ‘연기’에 한 한자 표기마  쓰이지 않게 된다(7

ㄷ). 작품 활동의 후기에 이르러, 시인의 어휘부 안에서 표 어 ‘연기’가 함북 사

투리 ‘내굴’을 완 히 체해 버렸다 할 만하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드러나는 시어의 변화는 상당 부분 표 어의 습득

과 련된다. 작품 활동 과정에서 표 어를 의식하고 인지해 가는 가운데 ‘사투

리→표 어’로의 어휘부상의 체가 발생한다는 말이다.31)31)이를 실용 차원에서의 

‘규범  체’라 부른다면 문  차원에서의 ‘문학  체’도 상정 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학  체에서는 그 변화의 결과가 꼭 표 어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윤동주의 동시 <오 쏘개디도>(1936)의 첫 번째 연을 보자.

(8)ㄱ. 바 에 걸어논 / 요에다 그린디도는 / 간밤에 내동생 / 오 쏴서 그린디도

   ㄴ. 빨래 에 걸어논 / 요에다 그린지도 / 지난밤에 내동생 / 오 쏴 그린지도

이는 매우 드물지만, 윤동주가 음수율을 상당히 고려해 가며 쓴 시다. 원고지 

노트 �나의 습작기의 시 아닌 시�에 실려 있는 (8ㄱ)은 퇴고 의 원고, �카톨

릭소년�(1937년 1월호)에 게재된 (8ㄴ)은 퇴고 후의 원고다. �시고 집�을 참조

하면 (8ㄱ)에 부분의 퇴고 내용이 나타나므로 (8ㄴ)은 분명히 윤동주 자신이 

31) 이른바 사투리 시인의 경우에는 어휘 체의 방향이 ‘표 어→사투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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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고한 최종 작품이 된다.

그런데 음수율 즉 음 수의 면에서 살필 때 (8ㄱ)은 ‘33/35/33/44’의 음수율을 

보이지만 (8ㄴ)은 ‘43/34/43/34’의 칭  음수율을 보여 훨씬 더 정제된 느낌을 

다. 이러한 칭미를 확보하는 데에는 ‘바 →빨래 ’(제1행)과 ‘간밤→지난

밤’(제3행)의 어휘 체가 크게 기여했다고 단된다. 이 경우, ‘바 ’에서 ‘빨래

’( 행 표 어는 ‘빨랫 ’)로의 체는 규범 수를 해선 듯하나 ‘간밤’의 

체는 그 지 않다. 당시에는 ‘간밤’뿐 아니라 ‘지난밤’도 표 어가 아니었기 때문

이다.32)32)이 시기의 표 어 규범으로서 �조선어 표 말 모음�(1936)에는 두 단어 

모두 ‘어젯밤’의 비표 어로 규정되어 있다.33)33)

이러한 을 감안하면 ‘간밤→지난밤’은 규범  차원이 아니라 문학  차원에

서 이루어진 체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제1행에서 사투리 ‘바 ’을 표 어 

‘빨래 ’로 교체하고 나서 흐트러진 음수율을 맞추기 해 제3행의 ‘간밤’마  3

음 의 ‘지난밤’으로 바꾸었으리라는 말이다. 이때 같은 3음 의 ‘어젯밤’이 선택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단어 종성의 운율도 퇴고 시의 고려 사항이었음을 짐작

하게 한다.34)34)말하자면 ‘바 →빨래 ’과 달리 ‘간밤→지난밤’의 체는 문학  

효과 달성을 한 작가의 의식  변개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문학  체가 다른 문인의 어휘와 련되는 수

도 있다. 한 작가의 성숙 과정에서 특정 문인의 향을 받아 그가 사용한 문학

어를 그 로 는 약간 변형하여 수용하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기 때문이다.35)35) 

32) �방언 사 �에 의하면 이의 함북 방언형은 ‘간밤’과 ‘기난밤’이다. 그러므로 (8ㄴ)의 ‘지난

밤’은 윤동주가 표 어로 여기고 있었을 수도 있다.

33) 다만 문세 의 �조선어사 �(1938)에는 이 두 단어가 ‘어젯밤’과 같은 뜻의 “표 말” 표

제항으로 실려 있다( 재의 �표 국어 사 �에는 ‘바로 어젯밤’이란 뜻의 표 어). 해당 

사 의 ｢일러두기｣에 “표 은 서울 류계 에서 쓰는 말로 하고 서울에 없는 말은 그 

말 자체를 표 으로 삼아” 풀이했으며 “각 지방의 사투리도 될 수 있는 로 많이 수용

하여 표 말과 비교”해 놓았다는 진술이 보인다. 이 시기의 표 어와 련하여 사정 주

체에 따라 표 어 여부를 달리하는 단어들이 잖이 존재했음도 주목할 만하다.

34) <오 쏘개디도>의 문을 살펴도 종성에 공명음(‘ㄹ, ㅁ, ㄴ, ㅇ’) 이외의 자음이 출 하

는 경우란 없다. 두어 ‘어젯-’은 비공명음(=장애음) ‘ㅅ’(발음은 ‘ㄷ’)을 포함하므로 애

부터 ‘간-’을 체하기에는 어려운 형태 다. 

35) 물론 그것이, 해당 어휘가 규범에 맞거나 자신의 시어로 더 합한 운율 구조를 갖추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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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까닭에 윤동주의 시어에서 다른 문인의 문학  표 을 연상할 수 있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김의수(1991), 이숭원(2016), 김신정(2016), 신철규(2017) 등에서 지 한 로 

윤동주는 정지용(1902-1950)이나 백석(1912-1996)의 향을 크게 받은 까닭에 

이들의 시어를 직  받아들인 흔 이 여기 기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난다. 단

으로 이숭원(2016)에서는 윤동주가 “1936년 3월 19일”에 �정지용 시집�(1935)을 

구해 읽고 난 뒤부터 “1938년”(제11면)까지는 자신이 지은 시(<모란 에서>, 

<산림>, <谷間> 등)에서 정지용의 시  표 을 “무의식 으로 활용”(제12면)한 

사례가 종종 에 뜨인다고 하 다.36)36)아울러 신철규(2017)에서는 윤동주가 

명학원 학부에 다닐 때 백석의 시집 �사슴�(1936)을 “필사”(제49면)한 뒤 그 

향이 “잠재 인 상태”로 남아 있다가 백석의 시 <힌 바람벽이 있어>(�문장�

1941년 4월호)가 발표되면서 그 “ 향 아래”(제65면) 윤동주의 <별 헤는 밤> 

(1941.11)이 쓰이게 되었으리라 추정하 다.37)37)

이러한 경우에 윤동주가 원래 쓰고자 했던 단어나 표 을 정지용이나 백석의 

문학어로 바꾸었을 테니 련 단어나 표 들을, 문학 인 이유(여기서는 다른 

문인의 향)에 의해 어휘상의 체가 일어난 로 보는 게 가능하다. 표 어를 

몰라서 다른 문인의 시어를 차용해 왔다고도 할 만하다. 그 다고 해당 단어나 

표 에서 윤동주가 감을 받아 창작 행 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을 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때문일 수도 있다.

36) 구체 으로 이숭원(2016)에서는 윤동주의 시어에 미친 정지용의 향으로 ‘앙당한’(<모

란 에서>, 1936.3)이나 ‘(시계가) 자근자근’(<산림>, 1936.6), ‘목이 자젓다’(<곡간>, 1936

여름) 등의 표 을 들었다.

37) 백석의 “ 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 랑시쓰․ ｣

과 陶淵明과 ｢라이넬․마리아․릴 ｣가 그러하듯이”(<힌 바람벽이 있어>)와 윤동주의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홈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랑시쓰․쨤｣ ｢라이

넬․마리아․릴 ｣ 이런 詩人의 일홈을 불러 니다.”(<별 헤는 밤>) 두 부분을 비교할 

때 “시  상을 나열하는 방식”과 실제의 나열 “ 상”에서의 유사성이 드러난다(신철

규 2017: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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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형 

‘변형’은 기존 형태의 일부를 늘이거나 이거나 는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

을 가리킨다. 이러한 변형은 보통, 분 음상의 변화를 동반할 경우를 이르나 넓

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철자만 바꾸거나 오자를 수정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

다.38)38)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시어 사 �(2005)의 다음 들은 단지 표기 방식

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다.

(9)ㄱ. 불으다(부르다, 呼), 안윽하다(아늑하다), 구즌비(궂은비),39)39)작구(자꾸), 집

행이(지팡이)40)40)

   ㄴ. 깁다/깊고[深], 십게/싶다[願]

(9ㄱ)은 분철(‘불으다, 안윽하다’)이나 연철(‘구즌비’) 그리고 같은 자를 두 

번 겹쳐 는 철(‘작구’)이나 하나의 소리를 둘로 나 어 는 재음소화 표기

(‘집행이’)와 련된다. 엄격하게 말해 ‘분철, 연철, 철, 재음소화 표기’는 어휘 

형태소(체언 는 용언 어간)와 문법 형태소(조사 는 어미)의 결합, 이른바 

형태소 경계에 나타나는 분 음 연쇄에 한 표기 방식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구즌비’를 제외할 때 이 되는 분 음 연쇄가 형태소 경계를 포함하지 않은 

(9ㄱ)은 각각, 과도한 분철41)
41)과 철 그리고 과도한 재음소화 표기의 가 된다. 

한편 (9ㄴ)은 소리 나는 로 는 음소  표기(‘깁다, 십게’)와 그 원형을 밝

 는 형태음소  표기(‘깊고, 싶다’)에 따라 달리 힌 들이다. 이들은 격음 

‘ㅍ’이 자음(여기서는 어미 ‘-다’와 ‘-게, -고’의 ‘ㄷ’과 ‘ㄱ’) 앞에서 평음 ‘ㅂ’으로 

바 는 평음화 상(김성규․정승철 2013: 160-162)과 련된다. 그러하기에 이 

38)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이러한 변형은 창작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심사자나 편집․교열자 등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도 있다. 서술의 편의상, 이 논문에

서는 타인에 의한 변형은 따로 언 하지 않기로 한다.

39) ‘늦은 ’처럼 동일한 구성을 가진 단어가 분철되어 있기도 하다.

40) 이의 형 인 함북 방언형은 ‘디패~이, 디페’다.

41) 다만 ‘불으다, 안윽하다’와 같은 과도 분철형은 총독부의 �조선어사 �(1920)에도 표제항

으로 실려 있는바 그것이 이 단어에 한 당시의 일반 인 표기 형태 을는지도 모른다. 

물론 윤동주가 이 사 을 직  보고 해당 표기를 그 로 따라 썼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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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령 ‘-은, -어’)와 연결되었을 경우에는 어간 

말음으로서 원래의 ‘ㅍ’이 회복되므로 이 당시에도 ‘깊은, 싶어’처럼 형태의 원형

을 밝  어 주는 게 보통이었다.

이제까지 언 한바 (9)의 들은 어느 쪽으로 든 발음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그 , 표기 차원에서 철자를 바꾼 에 불과하다. 이들과 달리 실제  차원에서

의 변형은 언제나 분 음상의 차이를 유발한다. 

(10)ㄱ. 을끟은(<이런날>, 1936.6) 

    ㄴ. 헌집신짝 끟을고(<고향집>, 1936.1)

(10ㄱ)은 원래 ‘( 을) 끗다’, (10ㄴ)은 ‘(신을) 끄을다’와 련된 형태다. 이때 

자의 ‘끟은’은 ‘ㅅ’불규칙42)
42)동사 어간 ‘끗-’과 어미 ‘-은’이 결합한 활용형 ‘끄

은’에 ‘ㅎ’을 첨가한 것이며 후자의 ‘끟을고’는 어간 형태 ‘끄을-’에 ‘ㅎ’을 첨가한 

것이다. 이로써 윤동주는 (10ㄱ)의 ‘끟은’을, ‘ㅅ’말음 동사(‘끗다’)가 아니라 ‘ㅎ’

말음 동사(‘끟다’)의 활용형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동주가 이들을 원래 ‘ㅎ’이 포함된 형태로 오해한 것은 이들 단어가 

자신이 잘 아는 함북 방언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형 인 함북 방언

에서는 (10ㄱ)에 해당하는 어구에는 ‘끗구, 끗어, 끗은’과 같이 활용하는 ‘ㅅ’규칙

의 ‘끗다[劃]’를 쓰며 (10ㄴ)의 어구에는 ‘끄슬구, 끄슬어, 끄슨’과 같이 활용하는 

‘끄슬다[引]’를 쓴다.43)43)따라서 윤동주는 이 구 에서 그러한 함북 사투리 신

에 표 어 ‘ 다[劃], 끌ː다[引]’를 받아들여44)
44)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

42) 개념상으로 이는 앞서 주13에서 언 했던 ‘ㅂ’불규칙 활용과 평행하다. 모든 활용형에서 

‘웃다, 웃어, 웃은[笑]’처럼 어간 말음 ‘ㅅ’이 항상 발음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ㅅ’규칙 용

언이라 하고 ‘ 다, 그어, 그은[劃]’처럼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ㅅ’이 탈락되는 동사나 

형용사를 ‘ㅅ’불규칙 용언이라 한다(이때 탈락한 소리가 ‘ㅅ’인지 아닌지는 본고의 논의

와 무 하다).

43) �방언 사 �에 ‘끌다’도 실려 있으나 사 의 부록 ｢조사 지 , 조사 일자, 제보자｣를 참조

하면 이는 “1948년생”의 남자 제보자에게서 얻은 형태다. 따라서 이때의 ‘끌다’는 통형

이 아니라 후 에 이르러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형태로 여겨진다.

44) �조선어 표 말 모음�의 ‘그어주다 劃給’과 �보통학교 조선어사 �의 ‘고’로부터 당시

의 표 어가 ‘ 다’와 ‘끌다’ 음을 알 수 있다(설명의 편의를 해 음장을 삭제함). 다만 



윤동주와 함북 방언·397

니 해당 동사의 활용이 완 치 못할 수밖에. 이에서 비롯하여 윤동주는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끗다, 끄을다’의 활용형에다가 일련의 변형(‘ㅎ’첨가)을 가한 

형태45)를45)자신의 시어로 활용하게 된다.

이때 ‘끗다, 끄을다’의 활용형 ‘끄은, 끄을고’에 들어간 ‘ㅎ’은, 한국어의 보편  

음운 상으로서의 ‘ㅎ’탈락에 한 과도교정 상과 련된다. ‘낳은[나은], 낳

을까[나을까]’ 등에서 보듯 한국어의 ‘ㅎ’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게 

일반인데(김성규․정승철 2013: 243-245) 윤동주가 이 음운 상으로부터 거꾸

로 유추하여 ‘끗다’의 활용형 ‘끄은’과 ‘끄을다’의 활용형 ‘끄을고’에다가 과도하게 

‘ㅎ’을 복원시켜 표기했다는 것이다. 원래 ‘ㅎ’을 가지지 않은 단어인데 ‘ㅎ’탈락

을 겪은 형태로 오인하여 가상의 ‘ㅎ’탈락 이  형태로 었으리라는 말이다.

이처럼 어떤 강력한 언어 상이 여할 때 보수형(이  시기의 형태 는 표

형)을 선호하는 언어 화자가, 그 보수  태도가 지나쳐 해당 상과 련 없

는 형태까지도 과도하게 보수형인양 교정하는 경우를 과도교정이라 한다.46)46)이

러한 과도교정 상은 일단 보수  형태( 체로 표 어형)에 한 연상에서 비

롯되므로 결국 이는 표 어의 향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변개 과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후자의 경우, 총독부의 �조선어사 �에는 ‘끌다’ 신 ‘다’(문세 의 �조선어사 �에도 

‘껄다’)가 실려 있음도 여기에서 짧게 언 해 둔다(이때의 ‘껄다’는 ‘끌다’에서 ‘으>어’의 

설화를 겪은 것).

45) 수용된 표 어 ‘ 다, 끌ː다’와 련된 변형에는 ‘ㅎ’첨가 이외에도, ‘ 다’가 ‘끗다’로 되

는 어두경음화와 ‘끌ː다’를 ‘끄을다’로 쓰는 표기 환이 포함된다. 특히 자의 변화 즉 

‘ 다>끗다’의 경우, 표 어형 ‘ 다’(‘ㅅ’불규칙 동사)와 함북 방언형 ‘끗다’(‘ㅅ’규칙 동

사)가 섞이는 일종의 혼효 상(정승철 2013: 230-233)을 통해 윤동주의 시어 ‘끗다’(‘ㅅ’

불규칙 동사)가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끗다’의 활용형 ‘끄은’에 ‘ㅎ’첨가가 마  일어

나면 ‘끟은’이 실 된다.

46) 이로 미루어 볼 때 윤동주의 시어 ‘뫃아(모아), 몷으는(모르는), 딿아(따라)’ 등도 ‘ㅎ’탈

락 상에 한 과도교정을 반 한 표기로 여겨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윤동주는 어  

‘ㅎ’의 무음가성을 인지한 데에서 비롯하여 ‘떻나는(떠나는), 땋려(때려)’ 등의 극단  표

기를 선보이기도 하 다. 하지만 ‘놓네[논네], 히읗리을[히은니을]’ 등처럼 한국어에서 

자음(이 경우에는 ‘ㄴ’ 는 ‘ㄹ’) 앞의 종성에 나타나는 ‘ㅎ’은 탈락하지 않고 어떠한 형

태로든 발음을 남기므로 윤동주의 ‘떻나는, 땋려’ 등을  들과 평행한 과도교정의 

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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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시어의 변개 과정에 표 어가 아니라 다른 문인의 시어가 개입되는 

수도 있다. 다음은 윤동주의 시 <산림>(1936.6)의 제5연  일부다.

(11)ㄱ. 멀리 첫여름의 개고리 떠듦에

    ㄴ. 멀리 첫여름의 개고리 재질 에

�시고 집�에서 보는 로 (11ㄱ)은 원고지에 원래 이기되어 있던 것이고 (11

ㄴ)은 이에 가해진 퇴고 내용을 반 한 것이다. 이 시가 실린 원고지 노트 �창�

에는, ‘떠듦에’ 에 검은색 잉크로 두 의 수직선을 고 그 오른편에 ‘재질

에’라 고쳐 써 놓았다. 이때의 ‘떠들다’가 함북 방언이면서도 당시의 표 말이었

으므로 (11)의 ‘떠듦에→재질 에’를 규범  차원에서 체가 일어난 로 보기

는 어렵다.

그런데 이 단어들과 련하여 �조선어 표 말 모음�(1936)의 제2장 “비슷한

말”에는 흥미로운 진술이 담겨 있다. 표 어 ‘떠들다’와 ‘재잘거리다’를 함께 나

열하면서47)
47) 자에는 “同大聲”(의미는 같으나 큰 소리) 그리고 후자에는 “同

”(의미는 같으나 작은 소리)라 하여 소리의 크기로 양자를 구별해 놓은 것이

다. 이러한 을 감안할 때 윤동주는 개구리 소리가 크지 않다는 단에서 ‘떠

듦’이란 단어를 다른 말로 체하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재잘거리다’

는 ‘아이들’이나 ‘새들’의 이른바 작은 소리에 국한하여 쓰이는 단어48) 기48)때문에 

그 체의 결과물로서 표 어 ‘재잘거림’을 선택하지 않았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다면 윤동주의 ‘재질 ’은 어디에서 연유한 형태일까? 아마도 이는 정지용

의 시어 ‘지 ’과 련을 가진 단어로 추측된다. 정지용은 “靑제비의 푸념 겨

운 지 ”(<조약돌>, 1932.7)과 “옛이야기 지 는 실개천”(<향수>, 1927.3)에

47) 두 단어가 곧, 비슷한 말의 표 어라는 뜻이다. 한편 �조선어 표 말 모음�에는 ‘재잘

다’를 비롯하여 미사 ‘-거리다’에 응하는 ‘- 다’ 결합형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문세 의 �조선어사 �에는 ‘재잘 다’가 실려 있음).

48) �방언 사 �을 참조하면 이에 응하는 함북 방언의 ‘쟤쟬거리다’도 아이들이 “작고 빠른 

목소리로 자꾸 떠들어 ”거나 “참새 따 의 작은 새”들이 자꾸 지 귈 때 쓰는 단어다. 

이에 해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 �에는 ‘재재거리다(“여러 새가운다는말”)’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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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듯 “청제비”의 지 귀는 소리뿐 아니라 “실개천”이 흐르는 소리까지 지

다 하 으니 틀림없이 그의 ‘지 ’은 표 어 ‘재잘 ’( 는 ‘재잘거림’)49)49)보

다 의미 역이 더 넓은 단어다. 그러한 까닭에 윤동주는 개구리 소리를 표 하

는 데에 이 단어가 훨씬 합하다고 단해 ‘지 ’으로 해당 구 을 수정하려 

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함북 방언의 ‘주 다(=주 다)’의 존재는 정지용의 ‘지 다(≒

재잘 다)’를 시어로 활용하는 데 곤란함을 다. 비하의 느낌에서 정도차를 보

이는50)
50)두 단어의 형태가 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윤동주는 정지

용의 ‘지 ’을 그 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변형하여 ‘재질 ’이란 새로운 

형태를 창출해 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보면 윤동주의 ‘재질 ’은51)
51)표 어 

 함북 방언의 체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그가 “무의식 으로 활용”(이숭원 

2016: 12)해 온 정지용의 시어를 일부 변형하여 만든 신어의 가 되는 셈이다.

4. 윤동주의 사투리 시어: �시어 사 �과 �방언 사 �을 

조하여

함북 방언 화자 윤동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단할 때 “표 어 ”(정승철 

2017: 64) 시인이 분명하다.52)52)말할 때는 사투리를 구사하면서도  쓸 때는 표

49) 미사 ‘- 다’와 ‘-거리다’는 “어기가 의미하는 동작이 반복 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

며 그에 결합하는 어기도 “ 부분 일치”(송철의 1992: 189-193)하므로  표 어에서

는 거의 어느 경우에나 호환 가능하다. 

50) �표 국어 사 �(1999)에 실려 있는 ‘주 다’와 ‘재잘 다’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이

러한 차이가 쉬 드러난다. 주 다 실없는 얘기를 주 다. : 재잘 다 아이들이 재잘

며 떠드는 소리에 낮잠을 깼다.

51) 윤동주의 시 구  “철모르는 女兒들이 / 도모를 異国말로 / 재질 며 을뛰고”(<모란

에서>, 1936.3)에서 알 수 있듯 ‘재질 다’의 기본 의미는 ‘여자 아이들’이 작고 빠른 소

리로 이야기하는 것일 터이다. 이와 같은 ‘재질 다’가 두 군데(<모란 에서>와 <산림>)

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오자일 리는 없다.

52) 특히 1938년 이후의 윤동주는 더욱 그러하다. 1938년에 이르러서는 그 이  시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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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바탕을 둔 쓰기 언어를 사용하는 문인의 한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그

럼에도 그의 시 속에 종종 사투리가 등장하는바 그것들이 때로는 부정확한 해석

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12)ㄱ. 붉은사과 한개를 / 아버지 어머니 / 나, 나, 넷이서 / 껍질채로 송치까

지 / 다 논아먹엇소.

    ㄴ. 닭들은 녹아드는 두엄을 기에 / 雅淡한 두다리가 奔走하고 / 굼주렷든 

주두리가 바즈런하다.

(12ㄱ)은 그의 동시 <사과>(1936)의 문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시에서는 

‘송치’란 단어만 약간의 문제가 될 터인데 �시어 사 �의 “풀이 ‘속, 고갱이’의 

방언 … ‘속치’(속에 있는 것)의 바  형태”를 굳이 참조하지 않더라도 시  문

맥을 통해 강의 뜻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방언 사 �의 

풀이(“씨가 들어 있는 과일의 속 부분”)를 보면 윤동주가 왜 ‘속치’라 하지 않고 

‘송치’라 했는지 쉬 이해가 간다.53)53)

(12ㄴ)은 <닭>(1936 ) 제3연의 일부다. �방언 사 �에 따르면 함북 방언의 

‘주두리’와 ‘주딩이～주디이’는 서로 변별되는 단어로, 자는 “짐승이나 곤충의 

입” 그리고 후자는 “사람의 입을 속되게 이르는 말”을 뜻한다. 따라서 동일한 

문맥에서 두 단어를 섞어 쓸 수 없으므로 ‘주두리’에 한 �시어 사 �의 풀이

(“‘주둥이’의 함경도 방언”)는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표 어의 ‘주둥이’가 

양자를 모두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의 들에서 보듯 어떤 한 지역의 방

언형을 단순히 표 어에 응시켜 뜻풀이하는 방식은 어느 경우에나 의미 역

상의 불일치를 내포하게 마련이니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의미 역 차원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한 단어의 뜻풀이 자체가 지

니는 부정확함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산골물>(1939)의 후반부를 보자. 

그의 시 속에 나타나는 사투리의 출  빈도가 히 어든다.

53) �방언 사 �의 ‘속치’는 “과일의 씨를 둘러싸고 있는 속 부분, 식물의 속 기, 배추의 겉

잎에 싸여 있는 가장 안쪽의 노란 속잎, 꽈리의 껍질 속에 든 씨와 그 응어리, 삼의 껍질

을 벗겨낼 때 나오는 하얀 속 기, 깃 이나 밧  따 의 속에 든 물건, 맷돌의 암쇠

와 수쇠 따 ”를 이르는 명사다. 단 으로 ‘속치’의 하 어가 ‘송치’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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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 밤을 더부러 말할이 없도다. / 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수없도다. / 그신

듯이 냇가에 앉어스니 / 사랑과 일을 거리에 맥기고 / 가마니 가마니 / 바

다로 가자. / 바다로 가자.

이 시에서는 “소음”이 있는 “거리” 즉 타락한 실에 응하지 못하는 외톨이 

주인공이 등장하여 일상에서 벗어나 가만히 “바다”로 가자고 한다. 실이 “노

래”를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소음”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괴로워하

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지쳐 “냇가”에 “그신듯이” 앉아 

있는 시인. 이때의 ‘그신듯이’를 �시어 사 �에서는 “끌리다”의 방언으로 풀이하

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듯 �방언 사 �의 ‘그시다’에는 그러한 용법이 없다.54)54) 

그시다[kɨsínda] � kɨšét’a/kɨsígu � ① 어떤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

어 숨기다. 공개 으로 진상을 말하지 않고 감추다. 진실하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감

추다. ¶댜ˈ는 제 에ˈ미르 그솃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속 다.) ② 모르는 척하

고 피하다 ¶그 아ˈ르 그셰ˈ라.(그 아이(=사람)을 피해라.)

이 풀이를 참조하면 (13)의 해당 시구에는 ‘그시다’의 두 번째 뜻(“모르는 척

하고 피하다”)이 잘 어울릴 듯하다. 이 구 은 “거리의 소음”에서 벗어나 모르

는 척, 피하듯이 “냇가”에 앉아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 해석하 을 때 “사랑과 일” 즉 일상을, 모르는 척 “거리”에 맡기고 이에서 

탈출하여 “바다”로 가자고 하는 시  문맥이 좀더 선명히 드러난다.

시  문맥을 고려한 시어의 해석과 련하여 <비오는 밤>(1938.6)55)의55)‘살래

다’는 이보다 좀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 다. 다음은 해당 단어가 나타나는 이 시

의 제2연이다.

54) 이 사 의 특징은, 모든 “조선어 방언” 표제항에 해 일반 국어사 과 같은 방식의 완

한 풀이를 붙 다는 이다. 그러기에 이 사 을 통하여 각각의 표제항 단어들이 보이는 

거의 모든 용법과 그에 해당하는 용례를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를 

해 해당 사 의 풀이를 약간 여 제시하기로 한다.

55) 이숭원(2016: 29)에서는 이 시에 정지용의 시 세 편 즉 <바다 1>(1930.5), <밤>(1932.1), 

<별>(1933.9)의 구 이 “교묘하게 변형되어 수용”되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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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잠은 한낫 검은고래떼처럼 살래여, / 달랠 아무런 재조도 없다.

�시어 사 �에서는 이를 ‘설 다(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만 움직이다)’의 “작은

말”로 “살랑살랑 흔들리다”라 풀이하 으나 이러한 해석은 시  문맥에 그다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56)56)이때의 ‘살래다’를 제 로 이해하기 해서는 후 문맥

에 한 고려가 우선이다.

이 시 제1연(솨―철석! 도소리 문살에 부서  / 잠살포시 꿈이 흐터진다.)

은 “ 도소리”에 잠이 깨는 상황 그리고 제3연(불을밝  잠옷을 정성스리 여매

는 / 三更. / 念願.)은 “삼경”(23시-01시) 늦은 시각에 아  일어나 “불”을 밝히

고 “잠옷”을 여미며 기도하는 상황을 묘사했으므로 제2연은 잠이 아직 덜 깬 상

태에서 이리 리 뒤척이다가 잠을 포기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다. 그

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14)의 후행(“달랠 아무런 재조도 없다.”)이 잠자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정황을 표 했다면 그 행은 잠이 덜 깨서 뒤척이는 정황

을 표 한 시구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 볼 때 �방언 사 �의 ‘살개다’라는 단어

가 주목된다. 

살개다[salgέnda] � ⇒설개다①. 어린아이가 아 거나 졸리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에 어떻게 해 달라는 뜻으로 울거나 칭얼거리다. � 보채다.

이 단어를 활용하면 (14)를, 잠이 “고래떼처럼” 몰려와 보채는데 그런 잠투정

을 “달랠” 길이 없어 이리 리 뒤척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으로써 비로소 제1연-제2연을 ‘발단- 개’의 자연스러운 구성으로 이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는 두 형태 즉 ‘살래다’와 ‘살개다’ 사이에 노정되는 분

음상의 차이를 해명하는 일이 제된다. 이 경우의 ‘살개다’는 어  자음 ‘ㄱ’

의 유지 상과 련된 형태로 보인다.

어  자음의 유지는 함북 방언에 매우 많은 흔 을 남긴 상이다(방언연구회 

편 2001: 102). 그리하여  함북 방언은 ‘나시(냉이), 기불다(기울다), 술기

56) 다소간의 문제가 있음에도 �시어 사 �이 이 논문을 구성하는 데 매우 요한 기반을 제

공한 것도 사실이다.



윤동주와 함북 방언·403

(수 )’ 등처럼 어 에 기원 인 ‘ㅅ, ㅂ, ㄱ’을 포함하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보

여 다.  (14)의 표 어 ‘달래다’도 그런 단어 에 하나다. �방언 사 �에는 

‘ㄱ’탈락형(‘달래다’류)은 없고 오직 ‘ㄱ’유지형(‘달개다’)만 나타난다. 이의 함북 

방언형은 ‘달개다’라는 말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할 때 ‘살래다-살개다’는 ‘달래다-달개다’와의 평행한 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동주가 ‘달개다’를 ‘달래다’로 교체했듯이 ‘살개다’를 

‘살래다’로 바꾸었으리라는 것이다. 이때의 ‘달개다(사투리)→달래다(표 어)’는 

규범  체의 가 분명하나57)
57)표 어와  상 없는 ‘살개다→살래다’는 그

러한 차원의 체로 보기 어렵다. 

그 다면 ‘살래다’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형태일까. 아마도 이는 ‘달

개다→달래다’에서 유추하여 표 어처럼 보이게끔 ‘살개다→살래다’의 변형(즉 

‘ㄱ’탈락)을 통해 창출한 어형으로 짐작된다. 이로써 보면 ‘살래다’는, 표 어의 

향권 아래에서 윤동주가 자신의 함북 사투리(즉 ‘살개다’)를 변형하여 새로이 

만들어 낸 신어의 가 되는 셈이다. 비록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졌지만 그 더라

도 이 단어를 ‘보채다’ 정도의 뜻을 가진 시어로 해석하는 것은 여 히 유효하다.

5. 맺음말 

함북 방언 화자 윤동주는 이른바 표 어  시인의 한 사람이다. 시 창작 과정

에서 자신이 쓰는 함북 사투리를 표 어로 바꾸는 작업을 늘상 해 오던 문학인

의 하나 다는 말이다.

특히 윤동주는 이기․퇴고의 흔 을 그 로 담고 있는 자필 시 원고를 남김으

로써 결과 으로 거의 모든 작품의 변개 과정을 직  확인할 수 있는 시인이 되

었다. 그러기에 그의 자필 원고를 바탕으로 변개의 내용을 찰․검토하는 일은 

57) 심의린의 �보통학교 조선어사 �에 ‘달내면서’가 보이므로 ‘달래다’(�조선어사 �의 표기

로는 ‘달내다’)는 당시의 표 어가 확실하다. 용언의 경우, 이 사 에는 표제항으로 기본

형(‘-다’형)이 아니라 활용형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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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의 창작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기 인 작업이 된다. 나아가 그것은 

부분의 방언 화자 문인들이 어떻게 표 어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어 내는지

를 알려 주는 하나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학 작품 속의 시어의 변개는 크게 체와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

다. 어느 경우에나 그러한 변개는 창작자 본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지

만 심사자나 편집․교열자 등 타인에 의해 이행되기도 한다.

우선, 시어의 체는 원래 있던 단어를 없애고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을 가리

킨다. 이때의 체는 동일한 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즉각 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창작 활동의  시기에 걸쳐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한다. 아울러 그러한 

체는 그 목 에 따라 사투리를 표 어로 교체하는 실용 차원에서의 규범  체 

그리고 문학  효과를 고려하여 단어를 교체하는 문  차원에서의 문학  체

로 나뉜다.

한편 변형은 기존 형태를 늘이거나 이거나 형태의 일부를 다른 형상으로 바

꾸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의 변형은 단순히 철자 방식을 환하는 경우에서부터 

언어  유추와 과도교정 그리고 다른 문인의 향 계에 따라 시어의 형태를 

조정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여러 방식으로의 체와 변형이 이루어졌

음에도 불구하고 의식 이든 무의식 이든 작품 속에 사투리가 그 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간간이 발견된다. 방언 화자 문인의 경우, 그들은 사투리를 표 어

로 잘못 알고 쓰기도 하며 표 어를 몰라서 는 표 어를 알고는 있으나 문학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사투리를 쓰기도 한다. 그러하기에 이들의 문학 작품

에 한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해 해당 문인과 련된 방언을 일차 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수 으로 요청된다.

주제어 : 윤동주, 함북 방언, 시, 표 어, 시어

투고일(2020. 1. 23),  심사시작일(2020. 1. 30),  심사완료일(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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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oon Dongju’s Poetry and Hambuk Dialect
58)

Jung, Seungchul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modification process of Yoon Dongju’s poetry. In 

order to achieve the aim, I compare his draft and finished manuscript through Sajinpan 

Yoon Dongju Japil Sigojeonjip(=The Photoengraved autographic collection of Yoon 

Dongju’s Poetry, 1999) and then describe the changes of poetic dictions used in his 

poems.

As a consequence, this study argued that he performed the standardization of poetic 

dictions which substituted his Hambuk(=Hamgyeongbuk-do Province of Korea) dialect 

words for the standard words, e.g. nangan→cheoma(eaves), siraji→siraegi(dried radish 

leaves), ets. It is also argued that he made revisions of his poetic dictions for the poetic 

rhythm and beauty under the influences of Jeong Jiyong(1902-1950)’s and Back 

Seok(1912-1996)’s poetry by the replacement and transformation, e.g. ganbam→

jinanbam(last night), tteodeum→jaejildaem(noise), ets.

Key Words : Yoon Dongju, poetry, Hambuk dialect, standard language, poetic 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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