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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하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변소＝뒷간＝통시＝측간＝똥두깐
프랑스 파리에 케이팝(K-POP·우리나라 대중가요)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불란
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국 여행을 떠나기로 결
심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 불란서 씨는 가장 먼저 전통 시장에 들렀습니다. 떡갈비,
김치전, 비빔국수띵. 시장에선 전국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맛있는 음식들을 팔고 있었어
요. 눈이 휘둥그레진 불란서 씨는 이것저것 사먹다가 그만 배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불란서 씨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지만 당최 화장실 푯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
황한 그는 제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그러다가 그만 ‘뿌웅’ 하며 방귀를 뀌고 말
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주변 상인들이 한마디씩 외쳤어요.

“거기 노랑머리 젊은이, 뒷간 찾는가?”
“무슨 소리! 측간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통시 위치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체 왜 시장 상인들은 불란서 씨에게 제각기 다른 곳을 일러주는 걸까요?
어린이 여러분에겐 조금 낯선 단어인 ‘뒷간’은 ‘변소’를 에둘러 일컫는 말입니다. 예
부터 변소는 냄새가 고약해 집 뒤쪽을 돌아가는 곳에 있었어요. 이 때문에 ‘뒤쪽의 공
간(간)’에 뒀다는 의미로 뒷간이란 이름이 붙여졌죠. 그런데 ‘통시’와 ‘측간’도 모두
뒷간과 같은 말이란 사실,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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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와 경남·경기·제주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는 통시는 ‘통을 묻은 구시’란 뜻입니
다. 구시는 ‘움푹 파여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통시는 구덩이를 판 자리에 둥글고 큰 나
무로 만든 통을 묻어 볼일을 보도록 만든 변소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통에 담
긴 똥오줌은 비료가 없던 시기에 소중한 거름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와 충청·경북 경주 일부 지역에서 쓰이는 측간(칙간·직간)은 변소를
구석진 모서리(측면)에 뒀다고 해 이름 붙여졌어요. 참, 강원도 지역에선 뒷간이 ‘똥두
깐’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똥뒷간’이 ‘똥둣간’을 거쳐 지금에 이른 거죠. 강원 영
월에선 ‘똥깐’이라고도 불린답니다.

즐거운 경남의 방언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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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 급하면 이 정도는 알아둬야겠죠?’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통시’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봅시다.

2

여러분이 ‘화장실’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화장실’을 활용하여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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