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새 연장 필요하다면서
'성냥' '풀무'는 왜

대장간
때는 조선시대, 한양(서울)에 있는 ‘자투리사투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봄, 한 젊은 부부가 충남 보령 바닷가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결혼한 지 얼
마 안 되는 신혼부부였죠. 이곳으로 올라온 다음 날, 젊은 부부는 맛있는 떡을 빚어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모르는 게 있으면
잘 일러주세요.”
“그려, 젊은 사람들이 예의가 참 바르구먼.”
며칠이 지나 이들 부부는 집 근처에 있는 밭을 사서 농사짓기에 나섰어요. 하지만 겨울
동안 차갑게 얼어버린 땅은 쉽게 일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향에서 가져온 연장들이
모두 두 동강 나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제 부부에게 남은 연장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연장을 새로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오. 내가 어서 새 연장을 사서 오리다.”
남편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후닥닥 달려갔어요.
“아주머니, 이 동네에 성냥깐이 어딨나요?”
“성냥? 혹시 불피우는 나무껍질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게 있다고 전해듣
기는 했지만 이 동네에선 구하기 어려울 건데….”
“성냥이요? 그게 도대체 뭐죠? 그게 아니라 쇠를 달궈 연장을 만드는 곳 말이에요. 헌 연
장도 새로 날카롭게 만들어주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새 연장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대장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냥깐이라고 해요? 사람 헷갈리게. 저기 골목 모
퉁이 돌아가면 나올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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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곳에선 성냥깐을 대장간이라고 부르는군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남편은 멋쩍어하며 골목 모퉁이를 돌아 대장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위 얘기에서 알 수 있듯 충남 보령에선 대장간을 ‘성냥깐’이라고 부른답니다. 마치 우리
에겐 ‘성냥을 파는 곳’이라고 들릴 정도로 좀 낯선 단어죠?
이 밖에도 대장간을 일컫는 말은 지역별로 참 다양한데요. 강원도에선 ‘베름질깐’이라
고 불렀어요. 베름질깐이란 ‘무딘 연장을 벼려서 새 연장의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는 의
미를 가진답니다. 참! ‘벼리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에게 좀 낯설 거예요. ‘무뎌진 연장
의 날을 불에 달궈 두드려서 날카롭게 만들다’는 의미의 표준어랍니다.
경북 경주에선 대장간이 ‘펜수깐’이란 이름을 갖고 있어요. 강원도 사람들은 ‘풀무
깐’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장간엔 쇠를 불리기 위해 항상 풀무(불을 지피는 데 이용되는
기구)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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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 연장 필요하다면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대장간을 왜 ‘성냥깐, 풀무깐’ 혹은 ‘베름질깐’이라 부르게 되었을까요?

2) 우리지역에서는 대장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여러분이 대장간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성냥깐’를 체험한 경험을 떠올리며 삼행시로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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