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달콤한 네 이름, 왜 이리 촌스럽니?

딸기 편, 제주도는 '탈', 전라도는 '때알', 경상도선 '딸'…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어요. 내일 수도관 공사를 해서 학교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
니다. 급식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니 점심시간에 먹을 도시락 꼭 챙겨오세요!”
종례시간, ‘향기’네 반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부엌
에 있던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갔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 도시락 싸가야 한한 대.”
“어머, 그러니? 내일 엄마가 좀 바쁜데…. 혹시 빵 싸가면 안 될까?”
“왜요? 어디 가세요?”
“응, 외할머니 모시러 공항에 나가야 하거든.”
“지난번처럼 김장 도와주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제주공항에서 몇 시 비행기 타시는데요?”
“아마 새벽 6시 비행기일 거야. 7시쯤이면 공항에 도착하시겠지?”
향기는 울상이 됐어요.
“저 빵 싸가기 싫어요. 애들이랑 모여서 반찬 나눠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엄
마, 미워요!”
“울지 마, 향기야. 그럼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돌아와서 금세 맛있는 도시락 싸 갖고 학
교로 가져갈게.”
엄마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향기를 달랬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자마자 향기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리 둘러봐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향기는 도시락을 같이 먹기로 한 친구들에
게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갖고 오신댔데 아직 안 오셨어. 너희 먼저 먹을래?”
“아냐. 너희 엄마 오시면 같이 먹자. 기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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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향기 엄마는 10분이 지나도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금방이라도 울
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향기 외할머니가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향기 엄마는 10분이 지나도 학교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는 금방이라도 울
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때, 향기 외할머니가 교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향기야, 엄마 대신 할머니가 왔다. 여기 네가 좋아하는 ‘탈’도 가득 가져왔어.”
그 말을 들은 향기네 반 친구들은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희 할머니는 무슨 탈을 가져오셨다니? 우리가 연극 준비하는 줄 아신 거 아니
니? 아니면 혹시 너 집에서 혼자 탈 쓰고 노니? 으하하.”
“야! 너희 탈이 뭔지나 알고 그러는 거야?”
향기는 친구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향기나 할머니가 가져오신 탈은 우리가 아
는 탈(얼굴을 감추거나 달리 꾸미기 위해 나무·종이·흙 등으로 만들어 얼굴에 쓰는 물
건)이 아닌 걸까요? 사실 향기네 할머니가 가져오신 건 ‘딸기’입니다. 향기네 할머니가
사는 제주도에선 딸기를 ‘탈’이라고 부르거든요. 딸기를 뜻하는 사투리는 지역별로 참
다양합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에선 딸기를 ‘딸구’, 전라도에선 ‘때알’, 경상도 일부 지
역에선 ‘딸(따알)’이라고 각각 불러요. 그러니 혹시 경상도 어르신들이 “딸이 참 맛있
네”라고 말씀하셔도 놀라지 마세요!

24 … 즐거운 경남의 방언 여행

1

‘달콤한 네 이름, 왜 이리 촌스럽니?’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딸’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 ‘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2

여러분이 ‘딸기’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딸’에 관한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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