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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게 선비, '봉창'에 무얼 담았소?

호주머니 편
조선 중기 무렵, 경남에 살던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서울)으로 떠났습니
다. 보따리 가득 책을 짊어진 선비는 오랜 시간 동안 산 넘고 물 건너 한양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시험 날까진 며칠 여유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장 근처 주막에 머물며 그
간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드디어 시험 당일. 시험장 앞은 전국 각지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찾아온 선비들과 응
원 나온 가족, 구경꾼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선비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머
릿속에 떠올리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험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험장 문 앞을 지키고 서 있던 병사 한 명이 선비를 밀쳐냈습니다. 선비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오? 왜 날 가로막소?”
“거기 호주머니에 불룩하니 든 것 좀 봅시다.”
“호주머니? 난 그런 거 없소. 그게 도대체 어떤 물건이오?”
“호주머니를 모른다니, 당신
과거 시험 보러 온 선비 맞소? 시치미도 정도껏 떼시오. 혹시 호주머니에 시험에 도움 될
만한 글귀가 적힌 종이를 넣어온 것 아니오?”
선비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어요. 선비는 마지막으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니, 도대체 호주머니가 어떤 물건인지부터 좀 설명해주시오!”
선비는 정말 호주머니가 어떤 물건인지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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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호주머니는 옷의 한 부분에 헝겊을 덧대어 돈이나 소지품 따위를
넣도록 만든 부분을 말해요. ‘주머니’와 같은 말이죠.
그런데 경남에선 호주머니를 ‘개줌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선비는 개줌치와 호주머니가 같은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웃음) 선비 입장에선 정말 답
답했겠죠? 같은 경남 안에서도 지역별로 호주머니를 부르는 말이 약간씩 다른 형태를 띱
니다. 거창·김해(이상 경남)에선 ‘개아줌치’, 경주(경북)에선 ‘개쭈미’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선 호주머니가 어떻게 불릴까요? 호주머니는 전남에선 ‘개비’,
충북에선 ‘봉창’이란 이름을 각각 갖고 있어요. 광주와 충남에선 ‘호랑’, 북한 함경남
도에선 ‘옆차개’, 강원에선 ‘개화’라고도 부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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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보게 선비, '봉창'에 무얼 담았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봉창’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는 ‘개줌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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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줌치’에 물건을 넣고 다닌 경험을 떠올리며 만화로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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