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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배를 짓다’

의미는 ‘배를 만들다’, 표준어는 ‘배를 뭇다’
선생님의 첫 발령지는 경남에 있는 통영의 한산도라는 섬이었습니다. 육지에서만 살다
가 섬에 가니 모든 게 낯설었고, 바다와 관련한 방언은 더욱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
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바닷가를 ‘갱분’이라 했습니다. 노를 저을 때 당기는 것은 ‘대리
다’라 하고, 미는 것은 ‘엇다’라고 했습니다. 불가사리는 ‘쌍바리’, 말똥성게는 ‘밤시
이’, 바닷물 속에서 형광빛을 내는 작은 생물(야광충)은 ‘시거리’…. 참으로 신기할 따
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 한분이 찾아와 “우리 집에 배 모았는데 저녁에 술 한잔 자시러 오이
소” 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배를 모았다? 어디에?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 ‘모아다’라는
것은 ‘여러 조각 따위를 한데 모아서 어떤 물건을 만들다’란 의미였습니다. 표준어 ‘뭇
다’가 바로 이 뜻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배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다
르게 말했습니다. 남해안과 동해안에서는 ‘배를 모안다’ 또는 ‘배를 뭇는다’라 했고,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쪽에서는 ‘배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만들다’란 말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빚는다’
‘떡을
,
빚는다’를
‘도자기를 만든다’
‘떡을
,
만든다’라고 말하면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다’ 대신 ‘집
을 만든다’라고 하면 더 어색합니다. 밥·옷·미소·눈물 모두 ‘만들다’가 아니라 ‘짓
다’가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그렇듯 배도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야 만들어지는 하나의
완성품입니다. 그래서 ‘배를 만든다’보다는 경기 서해 방언인 ‘배를 짓는다’나 표준어
인 ‘배를 뭇는다’가 더 어울립니다. 북한에서는 ‘조선(造船)’이란 말 대신 ‘배무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며 교과서에도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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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우리도 ‘배를 만들다’ 대신 좀 더 격조 높은 표준어 ‘배를 뭇다’, 또는
경기 서해 방언으로 ‘배를 짓다’란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이란 뜻의 ‘배뭇기’
또는 경기 방언 ‘배짓기’란 말을 다듬어 쓰면 어휘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또 경기 방언권에 속하는 인천 옹진군 덕적도의 ‘물반디’(발음은 물빤디)도 야광충
과 함께 표준어로 쓰면 더없이 좋은 말로 빛날 것입니다.

필자는 경남에 뿌리를 둔 사람이지만 경기 지역의 바다 방언 ‘배를 짓다’와 ‘물반
디’는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즐거움을 주는 말로서 가슴에 늘 새겨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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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의 ‘배를 짓다’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배를 모으다’ 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 경기 지역의 ‘물반디’는 무슨 곤충을 부르는 말일까요?

2

‘집을 짓다’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3

경기의 ‘배를 짓다’에서 처럼 짓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예문을 ‘-을 짓다’
란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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