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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의 전이지대와 어원

전남·경남 함양 ‘포대기’와 같이 권역 달라도 인접 지역 방언 사용
선생님이 1998년에 경남 함양에 방언을 조사하러 간 적이 있는데, 평소 들어본 적이
없는 방언을 쓰는 것을 알고 적이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함양은 전북 남원·장
수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경남 방언과 전북 방언의 전이지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독
특한 방언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① 대님(전라지역과 함양)/다님(경남 6개 시·군) ② 귓밥(전라지역과 함양)/기창(경남
대부분) ③ 포대기(전남과 함양)/두디기(경남 대부분) 위에서 보듯 함양은 다님·기창·
두디기 같은 경남 방언 대신 전라 지역의 대님·귓밥·포대기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는 경
상 방언권이면서 부분적으로는 인접한 전라 지역과 같은 방언을 쓰는 것입니다. 방언의
전이지대는 도와 도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좁게는 시·군과 면 지역에도 존재하며,
넓게는 몇 개의 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우쌈 참 맛있네.” “물 나믄 해우 뜯으러 가자.”
1996년 경남 남해에 방언을 조사하러 갔을 때 ‘해우’라는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경남
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지라 전라 방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랬
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의 전라 방언이었습니다.
1996년 경남 남해에 방언을 조사하러 갔을 때 ‘해우’라는 말을 처음 접했습니다. 경남
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지라 전라 방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랬
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의 전라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김을 ‘해태(海苔)’라고 배운 것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해우도 한자어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와 관련 지어 표준어를 찾아보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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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의 표준어는 ‘해의(海衣)’다. 해태가 ‘바다(海)에서 나는 이끼(苔)’라는 뜻이듯
해의는 ‘바다(海)의 바위 따위에 붙어 바위 옷(衣)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
럼 방언을 표준어로 풀 때는 어원상 직접 연결되는 것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만
약 ‘해우’를 ‘해의’라 먼저 풀지 않고 바로 ‘김’이라고 풀어버린다면 그 어원이 무엇
인지 영영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자어가 변이를 일으켜 방언이 된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경남에서는 상여 앞
에 혼백과 신주를 넣어 두 사람이 들고 가는 가마를 ‘엥이(에이)’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언의 표준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도 이를 찾는 데 7년이나 걸렸습니
다. ‘엥이(에이)’는 한자어 ‘영여(靈輿)’에서 왔으며, ‘요여(腰輿)’와도 뜻이 같습니다.
‘엥이(에이)’ 역시 바로 ‘요여’로 푼다면 원래 말인 ‘영여’는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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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언의 전이지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다님’, ‘기창’, ‘두디기’는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 지역에서는 ‘다님·기창·두디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다님(대님)’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그 쓰임을 알아 봅시다.

3

‘다님·기창·두디기’를 읽고 느낀 점을 시로 나타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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