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11

2022년_11호
뒴

뜬내가 널 사랑해뜯를 부산말로 나타

내면 무엇일까? 사랑한다? 아니다.
뜬알제?뜯이다. 서울말로는 뜬내 맘 알
지?뜯인데 부산말이 더 정겹게 느껴지
는 것은 말로 나타내지 않은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은
서로 마음을 잘 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 사람보다 관
계 중심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
는데 부산 사람도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서양 사람은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가 표현하지 않으면 마음
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
람은 상대를 잘 알기 때문에 상대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읽을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표현해야 사
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은 표현하지 않
더라도 내 마음을 상대가 안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산에서는
수도권에 비해 서로의 유대를 전제로
언어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그래왔던 것도 있지만 타
향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결합하기 위
한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표현으로 뜬아있나, 아이
가, 맞제, 그쟈뜯 등이 있다. 뜬아있나뜯
의 경우, 뜬가(그 아이) 아있나?뜯와
같이 뜬있지 않느냐?뜯라는 반문(되물
음) 형태로 주로 사용하며 상대와 공
유하는 정보에 기반을 둔다. 뜬아있
나뜯는 뜬너그 아부지 아있나, 어제 아
있나, 맛있는거 억수로 사왔데이뜯와
같이 문장 속 어느 위치에서든 습관적
으로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 뜬아니냐?뜯라
는 뜻의 뜬아이가뜯도 있다. 부산사람
은 뜬내가 다 아이가. 근데 맛이 영
아이라뜯와 같이 정보뿐 아니라 자신
의 행동도 상대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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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미2동 중심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F1963 전경.

수영구에 있는 망미동(퀊톾챾)에는
뜬아름다울 미(톾)뜯가 들어가 있다. 어
떤 사람은 이곳 근처 토곡이라는 곳이
고려시대 문인 뜬정서뜯가 뜬정과정곡뜯
을 지은 동래 지역이어서, 임금을 그
리워한다는 의미로 임금을 뜻하는 미

인(톾 )의 뜬미뜯가 들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명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뜬미뜯는 뜬산뜯의 고유어인 뜬뮐뜯에서 발
음이 변화한 경우가 많다. 뮐(혢)가
뫼, 메로 되었다가 다시 뜬미뜯로 발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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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맞제?뜯라는 표현도 유사하다. 뜬맞

제뜯는 서울말로 뜬맞지?뜯에 해당한다.
뜬니꺼 맞제?뜯에서처럼 상대에게 정

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물론,
뜬영도다리 뱃고동에 마음 설레면 봄
인기라, 맞제?뜯와 같이 자신이 확신
하는 정보를 상대에게 재차 확인할 때
도 사용한다. 이는 상대를 의심해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공
유성을 유지하려는 대화의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뜬그쟈뜯도 마찬가지이다. 뜬그쟈뜯는 서
울말로 뜬그렇잖니?뜯에 해당하는 표

기존에 알려진 망미동의 지명 연원
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망산(퀊혢)의
뜬망뜯과 배미산의 뜬미뜯를 따서 망미
(퀊톾)가 됐다는 설이다. 망산은 과거
망미동과 수영동 사이에 자리했던 산
이며 배미산은 현재 배산(튫혢)으로
부르는 곳이다. 다른 하나는 망미동이
옛날 동래부의 고읍성이 있던 자리이
고 수영성의 북문 밖에 있어, 수영의
수사( 핚)가 초하루와 보름에 임금을
향해 망배(퀊튧)를 올렸기 때문에 임
금을 사모한다는 뜻의 망미인에서 생
긴 이름이라는 설이다.
그러나 1911년 경 만들어진 뜬조선
지지자료뜯의 부산군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두 가지 설 모두 근거가 확실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는
남면 망미동의 산명인 배산(튫혢)을
고유 지명인 뜬잘뮐산뜯으로 기록하고
있다. 뜬잘뮐산뜯은 뜬잘＋뮐뜯로 분석하
는데, 이는 뜬잣＋뮐뜯에서 음이 바뀌
어 나타난 것이다. 지명에서 뜬잣뜯은
성(힃)을 뜻하는데, 이곳에 배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잣뫼
즉, 성이 있던 산을 뜬잗뫼, 잔메뜯로
발음하기 때문에 잔메의 뜬잔뜯을 뜬배
(튫)뜯로 옮기고 뜬메뜯를 뜬산(혢)뜯으로
옮겨 뜬배산뜯이 된 것이다. 배산을

현이다. 뜬봄날이 오면 뭐하노, 그
쟈?뜯, 뜬우리는 괜찮다, 그쟈?뜯 등과
같이 끊임없이 상대와 정보를 공유하
고 확인하려는 언어 습관이다. 뜬우리
가 남이가뜯라는 되물음이 우리가 남
이 아니라는 확신을 확인하는 것이라
면 뜬우리가 남이가, 그쟈?뜯는 이러한
확신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표현이다.
언뜻 들으면 무뚝뚝하게 느껴지는
부산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와
끊임없이 공유하고 연대하며 깊은 정
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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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배미산뜯으로 불렀던 것은 뜬잔메뜯의
뜬 잔뜯 을 뜬 배뜯 로 옮기고 뜬 메뜯 를
뜬미뜯로 발음해 뜬배미뜯가 만들어졌으

며 뜬배미뜯가 산 이름처럼 보이지 않
자 뒷부분에 뜬산뜯을 보탠 과정을 통
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자료에
는 뜬잘뮐뜯와 함께 뜬망뮐뜯를 기록하고
있는데 망산(퀊혢)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한다. 따라서 망산인 뜬망뫼뜯가
뜬망미뜯로 굳어져 그대로 망미동이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뜬망미(퀊톾)뜯는 배산
즉, 배미산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
다. 또 망미의 뜬미뜯는 본래 뜬산뜯의 고
유어인 뜬뮐뜯에서 온 것으로, 뜬아름다
울 미(톾)뜯가 들어간 것은 정확한 역사
적 근거가 있기보다는 후대 사람들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본 글은 전문가 칼럼으로 부산시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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