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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세안)

‘연말’ 의미…겨울로 잘못 해석 많아
방언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뜻풀이를 엉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
다. 사전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방언 화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터무니없는
뜻으로 풀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경상도와 전라도 어른들이 이맘때면
지금도 흔히 쓰는 ‘시안’ 또는 ‘세안’이라는 말입니다.

양력을 쓰는 요즘은 한 해가 저무는 이 무렵을 보통 ‘연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음
력을 썼던 우리 조상들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널리
쓰이는 ‘시안’ 또는 ‘세안’입니다.

그런데 일부 방언 관련 책이나 글을 보면 이 말을 엉뚱하게 ‘겨울의 방언’으로 풀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수는 모 신문에 기고한 글에 ‘시안은 겨울을 뜻하는 방언
으로 전라도에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가 범한 오류는 ‘시안’이 설날이 되기
전의 음력 섣달경이라 겨울의 일부에 해당하다 보니 겨울로 잘못 해석해 생긴 것입니다.
요즘 쓰는 ‘연말’을 ‘겨울’이라고 풀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의 어불성설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안’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3년 동안 숱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
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도 전남 강진에 사는 82세
어르신에게 시안이 언제를 말하는지 물었다가 “동짓달하고 섣달이지라”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북 남원의 78세 된 어느 아주머니 역시 ‘새해가 되기 전의 섣달 무렵’이
라고 했고, 경남 합천의 두 어르신도 ‘연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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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은 ‘세안’의 변이형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본말 ‘세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는
한자어 ‘歲晏(세안)’에서 온 말인데, 국어사전에는 ‘歲안’으로 잘못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인이 쓴 글이나 조선시대 관리 이만규가 쓴 편지글, 그리고 한말 유학자인
오준선(1851~1931)이 쓴 한시에 연말이라는 뜻으로 쓴 ‘歲晏’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래의 용례를 보면서 ‘시안(세안)’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많이도 썼던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도 한번씩 써봅시다.

“이 일 시안까지 해 치우겄나?”
“올 시안에는 딸 여우야 될 거인디.”
“이 양석 세안까지는 묵겄나?”
“지난 시안에는 눈이 참 마이도 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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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시안’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 지역에서는 ‘시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여러분이 ‘수금포, 사분, 다비, 고오매’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시안’의 변형과정을 표로 정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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