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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 ‘개락’과 ‘땀바구’

개락은 ‘아주 많음’ 의미, 땀바구는 ‘청미래덩굴’
“강릉 단오축제에 움매나 사람들이 마이 모옌지 사람들이 개락이야, 개락!”

위 말은 강원 방언으로서, 본뜻을 살려서 표준어로 바꾸면 아래와 같습니다.
“강릉 단오축제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홍수더라.”

경상 지역 사람이면 누구나 ‘천지(天地)뻬까리’란 말을 알듯 강원 지역 사람치고
‘개락’이라는 말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경
상 지역의 ‘천지뻬까리’는 타작마당이나 논에 잔뜩 쌓아놓은 볏가리에 비유해 아주 많
음을 뜻하는 재미난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강원 방언 ‘개락’은 어디서 왔을까요.

1936년 9월 초, 강원 지역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이 홍수는 고성에서만 130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가는 등 강원 지역을 초토화 수준으로 휩쓸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80~90대
어르신들은 이 유명한 홍수를 1936년 병자년에 일어난 홍수라고 해 ‘병자년포락’이니
‘병자년개락’이니 하는 말로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포락(浦落)은 성천포락(成川浦落)의 준말로, 사전적 의미는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스쳐 떨어져 나감’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비가 많이 내려 논밭이 강물이나 냇물에 씻
겨 무너져 떠내려감’ 정도가 되며, 이는 곧 ‘홍수’로 연결됩니다. 포락과 어원적 궤가
비슷한 개락(開落)도 마찬가지 뜻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개락’은 홍수 때 급
격히 불어난 강물과 냇물처럼 아주 많다는 뜻으로 표현된 방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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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이 흐르고 표준어가 침투해도 지역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사랑받는 방언은 사라
지지 않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강원 방언(경북 울진·봉화 등지에서도 쓴다) ‘개락’이란
말 역시 후대까지 전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름다운 강원 방언이 이뿐일까요. 요즘 산에 오르면 짙은 녹색의 열매를 달고 있는 덩
굴나무가 있습니다. 이 식물을 경상 지역에서는 ‘망개나무’, 전라 지역에서는 ‘맹감나
무’라고 합니다. 표준어로는 ‘청미래덩굴’. 그렇다면 강원 지역 사람들은 뭐라 부를까
요. 평창·영월·정선 등에서는 ‘땀바구’라 하고, 인제·고성·홍천·양양 등에서는 ‘퉁
갈나무’라 한다. 필자는 표준어 청미래덩굴보다 땀바구·퉁갈나무·망개나무·맹감나무
가 더 정겹습니다. 강원 방언 ‘땀바구’와 ‘퉁갈나무’ 역시 강원도민이 오래도록 쓰는
방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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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락과 땀바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개락’과 ‘땀바구’은 어떤 의미의 방언인가요?

2) 우리지역에서는 ‘개락’과 ‘땀바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써 봅시다.

2

여러분이‘개락과 땀바구’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준다면 어떤 이름을 좋을까요?

3

산에서 땀바구(청미래덩굴)를 찾아 보고 그 생김새를 그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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