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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자라가다’와 ‘시겁다’

‘자라가다는 ‘~까지 미치다’, 시겁다는 ‘맛이 시다’ 의미
인터넷에서 방언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강원 춘천의 위성도시 홍천

이 고향입니다. 대학 친구가 부산 사람 3명에 광주 사람 1명, 서울 사람 2명인데, ‘좀 시
겁다’라고 했다가 못 알아듣는 것에 문화 충격…. 줄자로 땅 길이를 재는데 ‘이 줄자 거
까지 자라가나 봐봐’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에 또다시 충격…. 자기도 모르게 ‘시
겁다’, ‘짜겁다’ 이러고 있으면 당신도 사투리를 쓰는 거라오.”

방언은 모어(母語)입니다. 표준어를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연스러운 대화 환경에서
는 무의식중에 방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위의 글을 쓴 홍천 출신의 대학생은 부모님과
고향 어른들로부터 ‘자라가다’라는 방언을 제대로 배워 실생활에서 쓰고 있고, 부산
과 광주 출신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 친구들은 광주와 부산에도 홍천의
‘자라가다’와 동일한 뜻의 ‘자리다’ ‘짤리다’ 같은 방언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말
을 몰라 홍천 출신 친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 글에 나온 ‘자라가다’라는 말은 표준어로 ‘자라다’입니다. ‘일정한 지점을 향
하여 뻗었을 때 그에 미치거나 닿다’라는 뜻으로, ‘까치발을 해야 겨우 선반에 손이 자
란다’처럼 쓰입니다. 강원 강릉의 방언학자 김인기씨에게 물었더니 거기서는 ‘재래가
다’라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경남 통영·고성·창원 등에서는 ‘짤리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원 방언 ‘시겁다’는 무슨 뜻일까요.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과 충
북에서 ‘(맛이) 시다’라는 뜻으로 쓰는 방언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시굽다’라
는 방언이 강원뿐 아니라 경상·충북·함북에서도 쓰는 방언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겁다’ 역시 더 넓은 지역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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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겁다’와 어원을 같이하는 말로 경상지역의 ‘시그럽다’가 있습니다. 경상지역 사람
들은 사과를 한입 베어 먹다가 자연스럽게 “아이고, 시그러버라”라고 합니다. 어원과 어
맥으로 볼 때 강원 방언 ‘시겁다(시굽다)’가 경상 방언 ‘시그럽다’를 낳았을 것입니다.
또 강원지역에서는 ‘짜다’ 대신 ‘짜겁다’ ‘짜굽다’라는 방언을 씁니다. 이 말이 축
약 과정을 거쳐 경상 방언 ‘짭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짭다’라는 방언은 경상지역
에서 하나의 큰 방언 세력이 되어 방언 세대가 아닌 젊은이들도 널리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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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라가다’와 ‘시겁다’ 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자라가다’와 ‘시겁다’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는 ‘자라가다’와 ‘시겁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자라가다’와 ‘시겁다’를 넣어서 짤은 글을 지어 봅시다.

3

위 글의 내용 중 친구가 받았을 문화적 충격 부분을 만화로 나타내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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