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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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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2003년� 협약체제에서�무형문화유산의�국제적�보호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정책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말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 문화분과위원회는 총회 전체회의에서 무형문화유산보

호협약을 유네스코의 협약 중 하나로 채택하도록 권고하였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은 2003년 10월 17일 찬성 12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반대하는 국가 없이 채택되었

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2004년 3월 15일에 처음으로 알제리가 비준서를 기탁하였

으며, 동 협정의 경과규정에 따라 서른 번째로 루마니아가 비준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인 2006년 4월 20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에 이어 11번

째로 2005년 2월 9일에 협약에 가입하였다.

유네스코 195개 회원국 중, 2012년 10월 16일 현재 146개국이 동 협약에 가입하

였다. 블록별로는 서유럽 지역(그룹 1)에서 17개 국가, 동유럽 지역에서 24개 국가

(그룹2), 라틴아메리카에서 27개 국가(그룹3),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7개 국가(4

그룹), 아프리카지역에서 35개 국가(5-a그룹), 중동지역에서 16개 국가(5-b그룹)가 

2012년 10월 16일 현재 가입되어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48개국)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은 북한이 지난 2008

년 11월 21일에 105번째로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2004년 12월 2일, 

6번째), 일본(2004년 6월 15일, 3번째), 몽골(2005년 6월 29일, 16번째) 등 5개 국

가 모두가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약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즉,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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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란 국제간의 규범으로서 협약 채결 당사국 간에 국제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협약 당사국들이 수행

해야할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사항들을 고찰해 보고, 특히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

유산의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 보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구조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서문과 총9장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중 앞의 2

개의 장은 협약과 관련한 개념의 정의(제1장)와 운영 조직(제2장)이고 뒤의 2개의 

장은 경과규정(제8장)과 종결규정(제9장)이므로, 실질적인 협약의 내용은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제1조~제3조)에서는 협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국제문서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히, 제1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정의와 함께 

그 범주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열거

하고 있다.

제2장(제4조~제10조)에서는 협약상의 기관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당사국 총

회, 협약 정부간위원회, 자문기구, 사무국 등 협약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취해야 할 조

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제3장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와 제4장 무형

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이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앞의 국내외적인 보호를 이행하

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 및 행정적인 조치로서 국제협력과 지원, 무형문화유산보호기

금, 정기보고서 등에 관한 것이다. 

제3장(제11장~제15장)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취해야 할 의무 조항으로서 무

형문화유산에 관한 하나 이상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일명 국가목록이라고

도 불리는 목록작성이야말로 정기적인 회기보고서 제출을 제외한다면 협약이 유일하

게 당사국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다. 제3장에는 목록작성 이외에 ‘그밖의 보

호조치’와 ‘교육,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다.

제4장(제16조~제18조)은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제

16조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제17조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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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목록, 제18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잭트, 활동 등을 기술

하고 있는데, 결국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는 일명 협약 목록의 등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협약상의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대한 등재와 모범사례의 등록에 대

해 설명하고 있는 장인 것이다.

그리고, 제5장(제19조~제24조)은 국제협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국제지원의 목

적과 형식, 조건과 신청, 수혜당사국의 역할 등에 대해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제25

조~제28조)은 무형문화유산기금의 성격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

며, 제7장은 당사국의 회기보고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경과조치로서 협약 이전에 실시하였던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

유산 걸작 선언의 90개 목록들을 협약 체제하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

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협약이 채택되면서 걸작 선언은 폐지되었는데, 일개의 프

로그램인 걸작 선언의 목록들을 국가 간의 계약인 협약 목록에 통합하면서 특히 협약 

비가입국들의 목록을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었다. 그

리고 제9장(제32조~제40조)은 종결규정으로 협약 비준, 가입, 발효, 탈퇴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3.� 무형문화유산의�국제적�보호와�목록�등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의 핵심은 국제적 보호 조

치와 국제적 보호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다. 여기에서는 협약의 국제적 보호 조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협약에서 말하고 있는 국제적 보호 활동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이고, 두 번째

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이며, 세 번째

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

하는 일이다.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과 관련하여, 제16조는 정부간위원회가 ‘무형문화유산의 

가시성과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된 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작성, 

갱신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은 정부간위원회가 ‘대표목록의 작성, 갱

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대해서도, 제17조는 정부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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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

화유산 목록을 작성, 갱신 및 공표하고 관련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유산을 목

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협약은 대표목록과 같이 정부간위원회가 ‘이 목

록의 작성, 갱신 및 공표 기준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 또한 협약은 극도의 긴급 상황에서 정부간위원회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유산을 긴급보호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하여, 제18조는 ‘당사국

이 제출한 제안을 기초로 하고 정부간위원회가 작성하고 총회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정부간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협약의 원칙 및 목적을 가

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소지역, 지역의 유산 보호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정하고 증진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당사국의 국제적 지원 요청을 접수, 검토 및 승인한다’

고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간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최우수 관행

을 보급함으로써 위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이행을 보조한다’고 하고 있다.

4.�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목록의�등재�절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는 2가지 협약 

목록의 등재 및 모범사례의 등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협약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간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2006년 6월에 개최된 제1차 협약 총회에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는 운영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정부간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 운영지침은 2008년 6월 제2차 협약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게 되

었다. 다음에서는 2012년 6월에 개정된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협약 목록의 등재 절차

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1)� 신청서�제출

제출 절차는 등재신청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협약 목록 등재를 원하는 국가는 긴

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모범사례목록에 관한 각각의 양식을 사용하여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제출 당사국은 관련된 모든 

공동체, 집단, 개인을 신청서 작성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긴급보

호목록 등재 신청서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 등록 제안서 작성을 위한 준비를 위

하여 협약 기금의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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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심의

신청서 심의 과정은 요구 기준에 대한 등재 신청서와 제안서의 적합성 평가를 포함

한다.

첫째,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서와 모범사례 등록 제안서의 심의는 정부간위원회의 

자문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자문기구는 신청 종목의 등재 및 선정 여부에 대한 권고

를 포함한 심의보고서를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자문기구의 설립은 협약 8.3 조항

에 따른다. 정부간위원회는 자문기구 구성원의 공평한 지정학적 대표성과 무형문화유

산의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6인의 개별 전문가와 6개의 비정부기구를 선정한다. 자

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는 정부간위원회의 보조기구에 의해 심의된다. 보조기구

는 정부간위원회 회원국만으로 구성된다는 절차 규정 21조에 준하여 설립되었다. 정

부간위원회는 매년 보조기구를 통해 활용 가능한 재원과 수행 능력에 근거하여 대표

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의한다. 보조기구는 신청 종목의 대표 목록 등재 여부, 혹은 추

가 정보를 위해 신청서의 제출국 회부 여부에 대한 권고를 포함한 심의 보고서를 정

부간위원회에 제출한다.

심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사무국이 요약문 및 심의 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

들의 개요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신청서와 심의 보고서는 의견수렴을 위해 당

사국들에게도 공개된다.

(3)� 정부간위원회의�신청서�평가�

정부간위원회는 긴급보호목록과 대표목록 등재 신청 종목의 등재 여부, 혹은 모범사

례 신청 종목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목록의 경우 종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

출국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국은 재평가를 위해 해당 종목에 대한 신청서를 정부

간위원회에 재제출할 수 있다. 신청 종목의 대표목록 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간위

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4년 내에 동일 종목의 목록 등재 신청서 재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약 목록의 등재 신청 과정을 일정과 함께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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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서�제출

(1 년차� 3 월� 31 일)

(회원국→사무국)

등재�신청서�

보완� 자료�제출

(1 년차� 9 월� 30 일)

(회원국→사무국)

신청서�검토�및�

보완�요청

(1 년차� 6 월� 30 일)

(사무국→회원국)

등재�여부�결정

(2 차년도� 11 월)

(정부간위원회)

등재�신청서�

심의�및�평가

(1년차� 12월~2년차� 6월)

(심사기구→사무국)

심의�보고서

정부간위원회�송부

(정부간위원회� 4 주전)

(사무국→위원회)

5.�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목록의�등재�현황

(1)� 인류�구전�및� 무형유산�걸작�목록의�통합

협약 목록과 관련하여 첫 번째 작업은 협약 발효 이전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

작으로 선언된 유산을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하는 절차이었다. 걸작 선언은 

협약 이전에 무형유산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된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이었으나 

협약이 발효되면서 동 프로그램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세계유산을 모델로 한 걸작 선

언 프로그램은 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목록 등재의 근간

이 되기도 하였다.

걸작 선언 프로그램은 100개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였으며, 150개 이상의 신청 서류

가 제출되어 2001년, 2003년, 2005년의 3번에 걸친 걸작 선언에 의해서 70개국의 

90개 문화적 표현, 문화적 공간이 걸작으로서 선정되었다. 

2001년 5월에 행해진 제1차 걸작 선언에서는 32개 후보 중에서 19개의 걸작이 선

정되었고, 2003년 11월에는 56개 후보 중에서 28개의 걸작이 선정되어 추가되었으

며, 2005년 11월에는 64개 후보 중에서 새롭게 43개를 선정하여 걸작으로 선언하게 

되었다.

3차례에 걸쳐서 선정된 걸작들을 지역적으로 보면, 아프리카로부터 14건, 아랍제국

으로부터 8건,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30건, 구주로부터 21건, 라틴아메리카 카리

브지역으로부터 17건이 등재되었다.

이렇게 선언된 걸작이라고 불리는 90개의 목록은 협약 비가입국의 유산에 대한 법

적 처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2008년 11월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

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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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작으로 선언된 한국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

(2005) 등 3개 종목도 이때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통합 등재되었다.

(2)�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목록의�등재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최고 의결기관인 협약 당사국 총회(매 2년마다 개최)와 6

개 권역을 대표하는 24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매년 개최)로 구성되어 있는

데, 협약 목록들과 모범사례에 대한 등재 및 등록 작업은 정부간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된다.

대표목록은 각 블록별 대표 6개 국가로 구성된 정부간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구에서, 

긴급보호목록과 모범사례는 블록별 대표 6개 비정부기구와 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

부간위원회 산하의 자문기구에서 각각 심의되며 정부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재 여

부가 의결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서류는 협약 당사국이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

록 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미비 서류에 대한 보충 및 

번역 작업 등을 거쳐,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보조기구 및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받

게 되며, 11월에 개최되는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따라

서 등재 신청으로부터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1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유네스코 정부간위원회는 지난 2009년의 첫 번째 등재 및 등록 작업을 통하여 많

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처음 기념물, 건조물, 유적지 등

의 유형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그 복합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유산보

호협약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운영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정부간위원회 초기 

회의에서 인류의 창조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원천인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세계유산

과는 다른 운영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약 목록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자 국가 간 신청 건수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졌고 무엇보

다 과다한 신청 건수로 인하여 협약 사무국의 업무가 미비가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 급기야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약 사무국은 정부간위원회에 국가별 신청 

건수에 대한 제한을 요청하였고 목록 등재 두 번째 해인 2010년부터 협약 목록에 대

한 국가별 신청 건수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목록 등

재가 이루어졌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차 협약 목록은 2009년 11월에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34개 협약 당사국이 111건의 신청서를 제

출되었으며 이 중 76건의 유산에 대해서만 등재 결정이 이루어졌다. 긴급보호목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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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 � � 도 합� � 계 대표목록
긴급보호목

록

모범사

례
비� � � � 고

걸작�통합

(2008,� 이스탄블)
90 90 - -

1 차�등재

(2009,� 아부다비)
91 76 12 3

2 차�등재

(2010,� 나이로비)
51 47 4 -

3 차�등재

(2011,� 발리)
35 19 11 5

9개국으로부터 15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2개의 유산이만 등재되었다. 모

범사례는 3개국으로부터 5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어 3건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처

용무, 강강술래,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남사당놀이, 영산재 등 5건의 유산이 등재되었

다.

제2차 협약 목록은 2010년 11월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

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32개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147건의 대표목록 등

재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중 54건의 유산만이 심의되어 최종적으로 47건의 유산

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은 2개국으로부터 3건이 신청되어 전년도에 처리되지 않

은 2건과 함께 총5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 이 중 4건에 대해서 등재가 결정되었

으며 이 해에는 모범사례에 대한 신청이 1건도 없었다. 우리나라는 대표목록에 ‘대목

장’, ‘매사냥’(공동등재), ‘가곡’ 등 3건이 등재되었다.

제3차 협약 목록은 2011년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

회에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이전에 보류되었던 신청서를 포함하여 22개국에서 신

청한 총 107건의 신청서 중에서 54건만이 심의대상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건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은 17개국으로부터 29건이 신청되어 11건이 등재되었으며, 

모범사례는 제출된 15건 중 5건이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줄타기’, ‘택견’, ‘한산모시

짜기’ 등 3건이 등재되었다.

제4차 협약 목록은 2012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

서 결정되었다. 대표목록은 이전에 보류되었던 55건을 포함한 214건의 등재 신청서 

중에서 36건만이 심사대상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7건이 등재되었다. 긴급보호목록

은 8개국으로부터 8건이 신청되어 4건이 등재되었으며, 모범사례는 2개국으로부터 제

출된 2건이 선정되었다. 

다음은 지금까지 등재된 협약 목록들의 현황이다.

□�무형유산�협약�목록� 등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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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등재

(2012,� 파리)
33(31) 27(25) 4 2

ㅇ매사냥�추가� 등재

ㅇ세누포� 공동체� 발라폰�

관련� 관습� 및� 표현� 추가�

등재

총� � � 계 300(298) 259(257) 31 10

※� (� )� 안� 숫자는�추가� 등재�건수� 제외.

6.� 맺음말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의 일환으로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대표목록과 긴급

보호목록의 등재 및 모범사례 등록 작업은 협약의 가시성을 증진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인식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덕분에 1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151개 국가가 협약에 가입하여 성공적인 협약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협약 목록 등재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경쟁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다한 등재 신청 건수

로 말미암아 협약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지난 2012년 6월에 개최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4차 총회는 사무국과 심사 보

조기구 및 자문기구의 업무처리 양을 고려할 때 심사 총량을 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서 정부간위원회로 하여금 심사 총량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같

은 해 11월에 개최된 제7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심사 총량을 60건 이하로 결정되었

다.

둘째는 협약 목록에 있어서 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다. 불균형의 현상들은 먼저 국

가 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중국(37건), 일본(21건), 한국(15건), 크로아티아(13건), 

스페인(13건), 프랑스(11건), 이란(10건), 터키(10건), 인도(9건), 인도네시아(9건), 

몽골(9건) 등 상위 11개 국가의 등재 건수가 157건(공동등재 중복 제외 건수 153

건) 으로 그동안의 등재 건수 총 298건 중 52%(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다시금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6개 블록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 48개국이 145건(공동등재 중복 제외 건수 141건)으로 49%(4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불균형은 목록 간 불균형인데 총 등재 건수 298건 중 대표목록이 

257건으로 협약이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긴급보호목록 31건과 모범사례 10건을 감안하

면 대표목록이 협약 등재 목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로 이상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간위원회는 상기의 심사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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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함께 심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2011년 11월에 발리에서 개최된 제6차 

정부간위원회는 우선순위에 대하여 첫째 공동 등재 신청 건, 둘째 협약 목록, 모범사례 

및 국제 원조 건수가 없는 국가의 신청 건, 셋째 등재 및 등록, 수혜 건수가 적은 국가 

순으로 제안하였고, 그리고 2012년 6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협약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첫째는 등재 유산 미 보유국의 신청 건 및 긴급보호목록 등재 신청 건, 둘째

는 공동등재 신청 건, 셋째는 등재유산이 적은 국가의 신청 건으로 결정되었다.

넷째는 협약목록, 모범사례, 국제원조 등을 심사를 위한 비정구기구의 인가에 대한 문제

이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을 모델로 상기 심사를 위한 자문기구를 상정

하였다. 즉, 정부간위원회 산하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국제 비정부기구로 자문기

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격상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회기당 블록별 대표 6개의 비정부기구가 필요함에도 불

구하고 인가 비정부기구가 156개나 선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표목록은 임시기구인 블

록별 국가대표들로 구성된 심사 보조기구가 담당하고 있고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 국제

원조만을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자문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파리에서 개최된 ‘종목(element)의 바른 범위와 영역에 관한 

정부 간 워킹그룹 개방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즉, 무형유산에 있어서 종목

(element)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현재 등재된 목록들을 살펴보면, 신청 국

가에 따라 해당 장르를 신청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 특정 곡목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 국가가 특정 종목을 신청하였을 겨우 그와 유사한 해당 국가의 다른 종

목이나 다른 국가의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동 

회의는 기존 목록에 국가 내 혹은 국가 간의 공유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등재가 가능하

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도록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로서 목록 등

재는 초기 이행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협약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무형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데 있어

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유산 협약의 목록 등재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향후 협약 활동의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하는데 공헌할 것이라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고 국제간의 이해를 통한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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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무형유산에�있어서의�공유와�차이� :

인류의�공유유산으로서의�다국가�무형유산과�문화다양성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학부�교수

유네스코의 유산보호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상당히 성공적인고, 가시적, 구체적 성과

를 낳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유네스코의 보호 프로그램들 덕분에 유산들은 더 잘 

보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인류사회는 공동의 자산

으로서의 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고, 문화간 이해와 대화를 촉진하게 되

는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났다. 보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유산관광 (heritage 

tourism) 영역의 경우, 특정 유산이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아 목록에 오르는 경우 관

광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보호 사업들은 여러 해의 시행 과

정을 거치면서 각 지역의 환경적 차이나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변화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들도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고, 공동체, 환경, 

그리고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책임감을 제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와�문화유산

유네스코의 유형유산 보존사업, 자연유산 보호사업 등과 비교할 때, 무형유산 보호

사업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가 1972년데 채택한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는 보호의 

주요 대상에 무형유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89년이 되어서야 유네스코는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이하 

“권고안”)를 채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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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권고안” 은 이후 더욱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높은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이하 “걸작”) 

사업의 기초가 된다. 걸작 목록을 위한 선정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는데, 그 첫 

해인 2001년에는 19 건이 선정되었고, 두 번째인 2003년에는 28 건이, 그리고 마지

막 선정인 2005년에는 총 43 건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걸작 선정 사업은 일반 대중

들이 무형 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공헌하였고, 무형유산의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반면, 무형유산의 일부를 “걸작”으로 선정함으로써 문

화간 위계화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비판적인 평가도 있었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은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비

준한 국가의 수가 30개국을 넘은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06년 4월부터 유효하게 

되었다. 총회 채택 후 10년째 되는 해인 2013년 4월 현재 151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당 협약은 유네스코의 가장 성공적인 협약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협약이 발효되면서 

이전의 걸작 목록에 있었던 무형유산은 대표목록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편입되었다. 협약에 근거한 다른 목록으로는 “위기

에 처한 유산 목록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과 “모범 보호사례 목록”이 있다. 협약은 무형유산 보호의 철학적 배경

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각 국가

가 공통으로 가지는 문제의식과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과�유형유산

유형유산에 비해 무형유산은 사라져 버리기가 쉽고, 서구화, 전지구화 등의 외부로

부터 기인한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무형유산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무형유

산이 속한 공동체가 다 이상 그 유산을 정상적으로 연행하지 않는 순간 그 생명력을 

다해 버리기 때문이다. 많은 무형유산은 구전으로 전승되며, 매번 개인이나 집단에 의

해 연행될 때마다 재창작의 과정을 거친다. 무형유산의 기본적인 골격이 공동체의 성

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같은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무형유산의 유연성, 재창조의 가

능성 등으로 인해 한 시점에서도 여러 형태의 유산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다양한 유산은 “변이 (variation)”로 인식되며, “정통과 아류”의 위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국가나 전문가 등에 의해 무형유산의 “목록화 (inventory making)”가 되는 경

우에는, 기록 당시의 형태로 무형유산의 “화석화 (fossilization)”가 일어날 수 있다. 

만일 다양한 형태 중 한 가지만이 목록화 되는 경우, 기록된 것은 정본이 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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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잇다. 어떤 경우에는 목록화 자체가 무형유산을 

탈 맥락화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이는 목록화 과정에서 유산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유산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생태적 맥락이 함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일어난다.

국가�무형유산

무형유산이나 자연유산의 경우, 유형유산에 비해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국가간의 경계는 문화의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

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란 한 사회 안에서 동질적이지 않고 그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사회 안에 다양한 견해와 행태가 공존하는데, 이는 사회 성원들이 

가진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조건들을 반영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모여서 그 사회의 

문화적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무형유산은 문화 전파나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퍼지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무형유산이 처음 존재했던 곳과 이후에 퍼진 지역을 구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무형유산의 경우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여러 국가에 걸

쳐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국가 무형유산이란 예외라기 보다는 정상

적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행위주체자로 

설정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사업은 무형유산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있어 유산의 확인, 선정, 

보호에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심적이다. 유네스코에 다 국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등재신청을 위한 추기 교섭 

단계에서 공동 등재 가능성이 있는 국가간의 문화외교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다 국가 등재 신청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잇는 문제들은 무형유산을 국가단위로 지정 

보호하는 것이 지니는 문제점들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유산과 국가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국내 정치적 측면, 국가 정체성에 있어 소수자의 문화가 가

지는 주변적 위치, 소수자 문화에 대한 자기 이국화 (self-exoticization)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유네스코�무형유산에�나타난�다� 국가�등재�관련�사항

2003년 협약의 “실행지침 (Operational Directive)”에는 무형유산을 여러 국가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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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등재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전체 30 쪽의 실행 지침 

중 다 국가 등재에 관한 것은 총 반 쪽 정도에 불과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무

형유산의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분포되는 경우가 매우 보편적임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침들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

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실행 지침 중 다 국가 등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5	 Multi-national	 files

1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nominations	 to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hen	 an	 element	 is	 found	 o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State	 Party.	
14.	 One	 or	 more	 States	 Parties	 may,	 with	 the	 agreement	 of	 each	 State	
Party	 concerned,	 propose	 inscription	 on	 an	 extended	 basis	 of	 an	 element	
already	 inscribe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ubmit	 together	 a	
nomination	 showing	 that	 the	 element,	 as	 extended,	 satisfies	 all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paragraph	 2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uch	
a	 request	 shall	 be	 submitt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deadlines	 for	 nominations.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decides	 to	
inscribe	 the	 element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the	 new	
inscription	 shall	 replace	 the	 original	 in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decides	 not	 to	
inscribe	 the	 element,	 the	 original	 inscription	 shall	 remain	 intact.
15.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ubmission	 of	 subregional	 or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as	 well	 as	 those	 undertaken	 jointly	
by	 States	 Parties	 in	 geographically	 discontinuous	 areas.	 States	 Parties	
may	 submit	 these	 proposals	 individually	 or	 jointly.
16.	 States	 Parties	 may	 submit	 to	 the	 Committe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jointly	 submitted	 by	 two	 or	 more	 States	 Parties.
(End	 of	 citation)

Operational	 Directives,	 2003	 UNESCO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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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유산

아마도 다 국가 무형유산 관련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떻게 “공동” 유산을 

정의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한 무형유산의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들을 같은 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유산의 문화적 의미까

지 같아야 같은 유산인가?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며 문화인류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유리가 같은 유산인

지를 파악하는 주요 근거를 형태의 유사성으로만 본다면 이는 문화적 요소들의 탈맥

락화를 초래할 수 잇다. 클리포드 기어츠 (Geertz)가 1973년에 출간한 “중층 기술

(Thick Description)”에서 든 예를 보면 이의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눈을 깜빡이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이유와 의도를 담을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같은 자

리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 특정인과만 교감하고 있음을 해당인에게 비밀스럽게 알리

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표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며 

대화 상대자와의 친밀감을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중요한 차이들을 

무시하고 눈깜빡임을 하나의 행동이라고 단정한다면 이는 맥락을 무시한 성급한 일반

화일 것이다.

공동유산은 문화 전파의 결과일 수도 있고, 인적, 물적, 정보의 대량, 신속 이동을 

동반하는 세계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산이 원래 존재했던 곳과 

나중에 전파된 곳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 이

러한 경우 “원류” 또는 “원형”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개인, 공동체, 

국가들이 각각 자신들이 원류라는 주장을 하고 이것은 문화유산을 둘러싼 유산 소유

권의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문화유산은 공동체나 국가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논쟁은 매우 심각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비교적 최근의 예로 2005년 걸작 목록에 올랐던 “강릉단오제”를 둘러싼 논란을 들 

수 있는데, 일부 중국인들이 단오가 중국에서 유래한 날이라는 것을 들어 강릉단오제

가 한국의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 속

에서는 강릉단오제가 얼마나 지역의 토착적 문화 환경 속에서 독특하게 형성 발전되

어 왔는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식민지배, 전쟁 등의 역사적 경험이 있고, 역사와 

문화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 왔음을 감안할 때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논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앞으로 무형유산의 다 국가 공동 등재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문제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 등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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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협력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에 관한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잇다는 긍정적인 예

측도 가능하다. 특히 공동 등재의 성공적인 결과는 이 후의 다방면의 협력을 가능하

게 해 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무형유산�사업에�있어서�해결할�문제들과�전망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사업에서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 간의 문

화적 주도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여러 논쟁들을 잠재울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

것은 국가 간의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국가 내의 주류와 

소수자 문화 사이의 불평등한 면을 답습할 수도 있다. 평등하다고 할 수 없는 정치 

경제적인 위계가 문화적 영역에 반영될 수 있다.

국가 무형유산 공동 등재 사업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을 

요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초기 단계에서 협력의 주체는 국가 정부가 될 것이다. 만

약, 해당 유산이 한 국가에서는 주류의 문화이고 또 다른 국가에서 주변적인 것일 경

우, 특히 다문화, 다민족 사회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공동 등재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일부 유산의 경우 소수인 이민자들이 전파시킨 것일 수도 

있으며 이들이 주류 사회, 출신 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미묘한 입장을 고려할 

때 유산의 등재와 보호 사업에서 정치적인 측면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무형유산은 이민, 전파, 개별적 창조 등의 다양한 이유

로 여러 국가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한 집단 내에서, 그리고 집단들 사이에서 

문화란 (무형유산을 포함) 항상 협상되고, 타협되고,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 

들어 경계를 넘는 것은 그 규모와 속도에 있어 더욱 활발해져 왔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들은 더욱 널리 공유되고, 섞이고, 공존하게 되었다. 이 결과로 한 사회 

내의 문화 다양성은 증가했고, 세계 차원에서의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무형유산

보호 사업은 절실한 것이다. 무형유산의 기본적 특성이 다 국가 분포라는 현실과, 문

화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무형유산의 다 국가 공동 등재사업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다. 공동 등재 과정을 통해 국가간 문화적 유대감을 확인하고 서로간의 

문화 이해를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가 모여, 인류 사회가 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주는 상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

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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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2006 “문화유산 논의에 있어서의 토착성과 초국가성” 『사회과학논집』 제 

24 권 1 호.

_____ 2003 “전통문화의 정체성 논의와 문화정책: 안동하회마을의 전통역사마을 추진 

가능성” 『사회과학논집』 제 23 권 1 호.

박성용 2012 “2003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이행과 국제협력” 무형문화

유산 보호 심포지엄 무형문화유산 정책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당진 6 월 21 일 

25-41 쪽

임돈희 2012 “세계무형문화유산정책에 대하여” 무형문화유산 보호 심포지엄 무형문화

유산 정책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당진 6 월 21 일 15 – 22 쪽 

한경구 2009 “동아시아 공동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지역 내 문화정체성” 2009 동아

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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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동아시아�공유�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전통�줄다리기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학예연구관

1.� 서론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줄다리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이다. 

1930~4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줄다리기가 성행하였고, 1960년대 전통문화

의 보존 정책과 맞물려 현재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줄다리기는 단일 종목으로 8곳이나 지정되었고,1 국내 연구도 다른 민속분야에 

비해 성과가 축적되었다.2

  줄다리기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

동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연계하여 필자는 이 

글에서 동아시아의 전통 줄다리기의 보편성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었다. 그러

나 우리와 일본3을 제외하고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상태

라서 이번 발표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문헌

적인 내용은 존재하나, 현재의 줄다리기는 의례보다는 운동 경기 종목으로서의 성격

1 국가지정 : 영산줄다리기(국가지정제 26 호), 기지시줄다리기(국가지정제 75 호)
시도지정 : 삼척기줄다리기(강원지정제 2 호), 감내게줄당기기(경남지정제 7 호), 의령큰줄땡기기(경남지
정제 20 호), 남해선구줄끗기(경남지정제 26 호)
민속문화재 관련 : 포항모포줄다리기(모포줄 국가지정제 187 호), 김제입석줄다리기(월촌입석 전북지정제
7 호)

2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는 사회문화적 해석, 역사성과 지역성, 현지조사 민속지,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비교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
구』제 22 집, 2011, 136~148 쪽)

3 일본의 줄다리기는 국가지정이 10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오키나와가 현재 국가지정을 위
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수도작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지원사
업 자문회의 자료집』, 2013. 03. 2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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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고 있다. 이 글은 문헌자료와 인터넷, 기존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주관의 심포지

엄 자료 등을 근간으로 작성된 미완성 글임을 사전에 밝힌다.

2.� 본론

1)� 줄다리기와�전쟁�단어

줄다리기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런데 영어나 한자 표기에 ‘전쟁’이라는 글자가 들어

간 것은 재미있다. 영어로 줄다리기는 ‘a tug of war’라고 표기하고, 우리는 한자로 갈

전(葛戰), 삭전(索戰)4 등으로 명기한다. 또한 우리 줄다리기에 ‘줄대장’과 깃발이 등

장하는 것도 줄다리기와 전쟁의 관련성을 보인다. 중국은 ‘전쟁’을 가리키는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줄다리기를 나타내는 ‘구강(鉤強)’, ‘견구(牽鉤)’5, ‘시구(施鉤)’, ‘타구

(拖鉤)’ 등으로 명기하는데,6 이것은 초와 오나라의 수전(水戰)에서 사용한 도구에서 

기원한 단어이다.7 그밖에 당나라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는 “줄

다리기를 ‘발하(拔河)’라고 하여, 정월 보름에 두 편으로 나뉘어 대나무 껍질을 이용

한 쌍줄 형태로 잡아당기며 승부를 겨루었는데, 역시 초와 오의 전쟁을 모방한 것에

서 유래하였다.”8 라고 적어 ‘발하(拔河)’의 하(河)가 수전과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줄다리기의 영어에서 ‘전쟁’ 표현은 줄다리기의 격렬함이 전쟁과 맞먹기에 붙여

진 명칭으로 보인다. 또는 중국 줄다리기의 역사적 유래에서 그 의미를 따온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일본에서는 줄다리기를  ‘츠나히끼(綱引き)’라고 해서 줄다리기의 행

위를 단어로 표기하였다. 

4 중국 한대 사전인 『說文解字』에는 “승(繩)은 삭(索)이다”,  『爾雅』에는 “큰 것은 삭(索)이고 작은 
것은 승(繩)이다”, 『급취편(急就篇)』에는 “승(繩)은 두 가닥 이상을 꼬아 합쳐서 만든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삭전은 두 가닥 이상으로 꼰 긴 줄다리기를 가리킨다.

5 『隋書·地理志』

6 줄다리기를 가리키는 ‘구강(鉤強)’, ‘견구(牽鉤)’, ‘시구(施鉤)’ 등의 한자 가운데 ‘구(鉤)’를 비녀목으로 
보기도 한다.(웅몽하,  「줄다리기의 문화적 해석」,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46~47 쪽.) 

7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 (입춘일에는) 시구(施鈎) 놀이를 한다. 대나무 껍질을 꼬아 서로 연결하
면 그 길이가 몇 리에 이르고, 북이 울리면 잡아당긴다(爲施鈎之戱 以緶作篾䌫相罥 綿亘數里 鳴皷牽
之). 시구 놀이는 여러 외전(外典)을 찾아보아도 그 전례를 발견할 수 없다. 공수(公輸)가 초(楚)나라
에 가서 배 싸움 놀이를 하였는데 물러나면 구(鉤)로 당기고, 나아오면 강(強)으로 밀기 때문에 이를 
‘구강(鉤強)’이라고 하였다. 구(鉤)를 가지고 놀이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여기에서 비롯된 듯하다.(按
施鈎之戱 求諸外典 未有前事 公輸自逰楚爲載舟之戱 退則鈎之 進則强之 名曰鈎强 遂以鈎爲戱 意起於此 
湼槃經曰 鬭輪罥索 其外國之戱乎 今鞦韆 亦施鈎之類也施或作拖)

8 拔河吉謂之牽鈎一作拖鈎襄漢風俗 常以正月望日爲之相傳 楚將伐吳以此敎戰 古用箋纜今民則用大麻 經長
四五十丈 兩頭分繫數百條分二朋 兩相齊拖當大經之中立 大旗爲累震鼓呌噪 使相牽引以却者爲勝就者爲輸
名日拔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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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다리기�분포권�

줄다리기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영국 등지에도 분포하나, 집중지역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이다.9 즉,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

마, 태국, 대만 등이다.10 이들 지역은 벼농사를 생업으로 곳이 압도적으로 많아 줄다

리기가 수도작 농민들이 즐긴 놀이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도 벼농

사가 발달한 큐슈지역에 줄다리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중국 줄다리기의 기원지로 

여기는 양자강 중류 형초(荊楚)지역도 벼농사 중심지이다. 줄다리기 상이 조각된 캄

보디아 크메르의 앙코르와트사원 지역도 전통적으로 2모작을 하는 대표적인 도작지대

이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화전민에게 더러 나타나지만, 벼농사지대에 많이 분포를 

보여 농경민의 습속으로 본다.11 

이러한 사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 줄다리기 분포 설문지를 보면, 총 

161 지역 가운데 벼농사지역인 남한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12 또한 함경북도 지역은 

줄다리기가 분포하고 있지 않아, 줄다리기가 벼농사를 농업 기반으로 한 지역을 중심

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줄다리기의 도별 분포 비율도 전라·경상·충청 지방이 

70%를 상회하고, 경기·강원 지방은 50% 내외, 황해·평안·함경 지방은 20% 내외이다. 

이러한 현상은 줄을 만드는 주재료가 ‘볏짚’이고, 칡·억새·죽피 등은 보조 재료로 활용

되었기 때문으로 본다.13

그런데 동북아시아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줄은 ‘짚’이 아닌 ‘대나무 껍질’, ‘마’, 

‘칡’, ‘억새’이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 모두 벼농사 지역은 물론 한전, 해안 지역에서도 

줄다리기를 한 것을 보면 벼농사 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오늘날 줄은 주로 짚으로 만든다. 그래서 줄다리기를 벼농사 지역과 연결시키는 것

도 그러하다. 그러나 산촌이나 어촌의 줄다리기인 경우 짚 대신 칡, 삼(麻), 대나무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벼농사 중심의 농촌인 경우도 다용도로 사용되는 짚을 줄 제

9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227~229 쪽.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18~19 쪽. 

10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8 쪽.

   소우가와 쓰네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 쪽.

11 소우가와 쓰네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161 쪽.

12 村山智順,  『朝鮮の鄕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13 허용호, 『민속놀이의 전국적 분포와 농업적 기반」, 『민족문화연구』제 41 호, 41~57 쪽.

   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제 22 집, 2011,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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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 사용하는 것은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어서 짚과 삼베, 칡넝쿨, 늑다리 등과 함께 

꼬아 줄을 제작하였다.14 짚으로 만든 줄은 수도재배의 일반화로 볏짚 확보가 용이해

지면서 짚으로 일원화 된 것으로 보인다.15 『동국여지승람』에서도 제주도의 줄다리

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줄다리기가 ‘볏짚’이 아님은 자명하다.   

칡줄 사용지역은 영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 줄다리기를 갈전(葛戰)이

라고 불렀다.16 실제, 경북 울진, 영일 등 동해안 지역은 칡과 삼이 줄의 주재료로 사

용되고, 대나무와 나무껍질이 보강 재료로 사용되었다.17 칡이나 삼줄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뱃줄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짚 보다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칡으

로 줄을 만든 다는 것은 짚으로 줄을 만드는 것보다 일반적이지 않고 흉년으로 짚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칡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18      

일본의 줄도 정월과 8월에 줄을 당기는 곳은 새짚을 사용하나, 가고시마현(鹿兒島
縣) 일대에서는 칡과 짚을 겸용하거나 띠(억새)를 사용하기도 한다.19 야쿠지마(屋久
島)의 경우도 칡줄로 등줄을 만들고 주위를 참억새나 볏짚으로 반죽해서 만든다.

중국의 줄다리기 줄도 대나무, 삼으로 만들었다. 당나라의 봉연(封演)의 『봉씨견문

록(封氏聞見錄)』을 보면, 줄다리기의 줄은 예전에는 대오리를 만들었으나 당나라 때 

삼으로 만들었고 그 길이가 40~50장(1장, 3,03m)이 된다고 적고 있다.20 종름(宗凜)

의 『형초세시기』에는 고대의 줄다리기가 논둑을 사이에 두고 대나무껍질로 만든 줄

을 수 리(里)에 길게 늘어뜨리고 북이 울리면 당긴다고 적고 있다.   

일본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는 아시아 지역의 줄다리기가 벼농사 경작민에게 압도

적으로 나타나지만, 화전민․수렵민(에스키모, 아이누족)․해양민 등도 줄다리기를 즐겼

고, 동아시아의 줄다리기가 벼농사 재배 어로민이 즐긴 놀이라는 새로운 결론을 제시

하였다.21 이것은 일본의 줄다리기가 해안 가까운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그 

14 이우영, 『기지시줄당기기』, 집문당, 1986, 11 쪽.

15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71 쪽, 

16 『東國歲時記』正月 上元條/  村山智順,  『朝鮮の鄕土娛樂』, 朝鮮總督府, 1941.  

17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70~71 쪽. 

18 한양명,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
서)1, 집문당, 1996, 370 쪽. 

19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2 쪽.

20 拔河吉謂之牽鈎一作拖鈎襄漢風俗 常以正月望日爲之相傳 楚將伐吳以此敎戰 古用箋纜今民則用大麻 經長
四五十丈 兩頭分繫數百條分二朋 兩相齊拖當大經之中立 大旗爲累震鼓呌噪 使相牽引以却者爲勝就者爲輸
名日拔河

21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줄다리기,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39-4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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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들었다. 실제 일본의 줄다리기는 땅은 물론 바다에서도 행하고, 풍농은 물론 

풍어를 기원하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업

을 전업으로 하는 지역에서는 줄다리기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동해 해안가에서도 줄다리기를 하지만, 줄다리기의 목적은 이기는 쪽이 풍년

이 든다는 예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22 간혹 이긴 줄을 배에 실으면 풍어가 되고, 

줄을 배에서 사용한 사례 등은 더러 보이나, 어민들이 줄다리기를 한 예는 보이지 않

는다.

필자는 줄다리기는 농경지역의 전통문화이며, 단지 짚 대신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서 줄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벼농사가 발전하고, 다수의 짚이 확보되면

서 줄을 만들기 편한 짚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간이나 해안 지역에서

는 짚을 확보하기가 곤란해 여전히 칡, 삼, 억새 등으로 줄을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줄다리기 줄은 참가 구성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줄다리기의 줄은 참가 인원의 한계로 그 줄이 짧지만, 여러 마을을 공동

으로 한 경우에는 줄은 길어진다. 그런데 긴줄(큰줄)은 줄 제작 등의 여러 문제로 연

중행사가 아닌 공동적 차원에서 경축 또는 흉년이나 질병 등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행해지는 비정기적 놀이이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 달구경 이후 밤에 행해지는 마을 

단위의 전통적인 줄다리기와 달리 낮에 거행하고, 놀이적 성격이 강하다. 중국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100m 이상 되는 줄도 관 주도의 큰줄을 나타낸 것이다.

 

3)� 줄다리기�실크로드�종착점,� 한국�

우리나라의 줄다리기는 외줄, 쌍줄, 게줄(기줄)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것은 지

역에 따른 지역성과 다양성을 드러낸 것이지만, 줄다리기가 가진 문화적 함의에는 보

편성을 가지고 있다.23 동아시아 각국의 줄도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 본토에는 외줄이 

우세하지만, 오키나와의 경우는 우리처럼 쌍줄이 우세하다.24 중국은 역사적 문헌에 

22 김선풍, 「삼척 기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민속학』8 집, 민속학회, 1975.
이창식, 「술비통과 줄다리기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39 집, 1984.
장정룡, 「삼척게줄다리기 고찰」,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425~458 쪽.
김도현, 「삼척지역 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 『강원민속학』18 집, 강원도민속학회, 2004.
이창식, 「줄다리기의 원형복원과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삼척 기줄다리기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민속학』제 38 집, 2009.

23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63~83 쪽.

24 일본의 줄다리기는 큐슈부터 오키나와로 넓게 분포하지만, 긴 쌍줄은 오키나와에 많다.(사쿠라이 타츠
히코 교수, 「줄다리기,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
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4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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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이 등장하며,25 현재는 유목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게줄다리기를 할 정도이다.26 

외줄도 당기지만 그것은 현대식 운동경기에서 보인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외줄이 우

세하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우리나라는 외줄, 쌍줄, 게줄 등 세계의 모든 줄다리기 

유형이 총망라 한 셈이다.  

4)� 수신,� 용(뱀)

줄에 대한 관념은 ‘용’ 또는 ‘생식기’ 등으로 여긴다. 우리는 줄다리기의 줄을 ‘용’이

라고 인식하고 그 줄을 ‘용줄’, 외줄의 앞부분을 ‘용머리(대가리)’, 끝부분을 ‘용꼬리’라

고 부른다. 강원 횡성에서는 ‘용줄’에 비늘까지 달아서 용을 형성화시키고 있다.27 쌍

줄의 경우는 암줄을 ‘암룡’, 숫줄을 ‘숫룡’으로 성별화 하고, 줄다리기는 두 마리의 용

이 쟁탈을 벌리고, 그 모습이 용호상박이기에 용과 호랑이의 싸움으로 인식하기도 한

다. 

줄을 용으로 보는 경향은 중국, 태국, 라오스 등이며, 일본과 캄보디아는 용보다 ‘뱀

(이무기)’으로 인식한다. 우리나라 과천 등지에서도 줄을 ‘대맹이’, 즉 이무기로 인식

하는 경우도 있다.

용과 뱀은 맥을 같이하는 동물이다. 뱀이 승천하면 용이 되기 때문인데, 이때 용이 

되지 못한 뱀을 이무기라고 한다. 통상, 이무기는 1인자가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존재로 여기는데, 일본에서 줄다리기가 끝나고 바다로 

띄워 보내는 사례는 뱀(이무기)을 안위하고 마을의 액과 함께 멀리 떠나보내는 것이

다. 줄다리기는 아니지만, 경기도 고양 송포에서도 이무기를 위로하고 바다로 떠내 보

내는 의례를 매년 행하였다. 

줄이 용의 상징임은 줄의 보관 및 처리과정에 두드러지게 드러난다.28 우리나라 한

강변 주변지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끝나면 얼음 강변에 올려두어 해빙이 되면 떠내려가

25  당나라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는 “사람들이 삼으로 만든 40, 50 장(1 丈 
3.03m)되는 몸줄에 수백 개의 작은 곁줄을 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라 붙어 잡아 당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룡문관기(景龍文館記』에는 “삼으로 만든 몸줄의 양쪽에 십여 개의 곁줄을 달고 
하나의 곁줄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라 붙어 잡아 당겼다.”라고 역시 적고 있다. 

26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의 논문에서는 중국 광서성 장족자치구의 묘족(苗族)들이 13 년에 한번 중앙
에 북을 걸은 외줄을 당겨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였다는 내용이 보이나 실증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외줄은 경기를 목적으로 한 현대식 줄이다.(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
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
회, 24 쪽). 

27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52~53 쪽,  

28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2000, 69 쪽.



	
세션� 1�무형유산�보호를�위한�국제협력과�동아시아�전통�줄다리기� |� 31

게 둔다. 경기 여주 흔암리와 충북 중원 묵계지역, 충남 아산에서는 줄이 떠내려가면 

길하다고 여긴다. 용이 살던 곳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는 천

변 한쪽에 두어 용줄이 물과 가까이 있게 하고, 용인 죽전에서 줄다리기 줄로 보를 

막으면 물이 풍부해지고 가뭄이 들지 않는다고 본다. 수신인 용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줄다리기를 기우제의 하나로 한 것은 줄다리기의 줄을 용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

한 쌍줄을 당기는 것은 쌍룡이 서로 싸움으로 구름과 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주술법

의 하나로 볼 수 있다.29 용을 자극하여 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30

전북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끝나고 당산에 줄을 감는 행위를 생산의례로서의 성행위

의 상징으로 보기도 하지만, 용을 마을로 모셔와서 무사태평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사신앙으로 보기도 한다. 혹은 마을의 태평을 좌우하는 동신과 농사의 풍흉을 좌우

하는 용신의 결합을 통한 풍요다산이고, 이차적 의미는 당산으로 표상되는 마을의 범

역 내에서 용신의 성행위를 통한 1년간의 풍요 기원으로 보았다.31  

베트남 응에 안(Nghe An) 지방의 꼰궁(Con Cuong) 지역의 타이 사람들은 ‘용꼬리 

당기기’로 불리는 비를 기원하는 의례를 행해왔다. 타이 사람들은 가뭄이 용이 너무 

오래자거나 지하에 갇혀있어서 생긴다고 믿어서 꼬리를 잡아당겨 용을 깨워야 한다고 

믿었다. 줄다리기가 끝난 후, 마을사람들은 용의 꼬리를 상징하는 줄을 땅 깊숙이 묻

고 그곳을 신성한 지역으로 남겨둔다. 그곳에서 북을 치는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천둥소리를 상징하고, 풍년을 기원한다.32 

5)� 줄,� 생식기의�상징� � � �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두 가닥으로 서로 꼬아서 만든 줄은 서로 밀착하여 강렬한 교

합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줄은 표면적으로는 용과 뱀을 나타내고 내재적

으로는 남근 또는 남녀 교합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33 즉, 생식기가 생산의 근원이듯 

줄이 생산력의 상징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줄다리기가 남녀의 성행위를 상징한다

29 村山智順, 『釋尊·祈雨·安宅』, 朝鮮總督府, 1938, 141 쪽.

30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55 쪽,

31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63 쪽,

32 'Vietnam Festival & Folk Games' in Phu Quoc Explorer 
<http://www.phuquocexplorer.com/vietnamfestival.html>

33 웅몽하,  「줄다리기의 문화적 해석」,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
세아민속학회, 45~4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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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직접적인 모방에 의해서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주술행위이다.34  

줄이 가진 생식기의 의미는 줄 처리 과정에도 보인다. 보관 중인 줄을 넘어가면 아

이를 잉태하고, 임산부가 이긴 줄을 다려 먹으면 임신을 한다는 것은 줄이 가진 생식

기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밖에 줄을 지붕 위나 대문에 걸어두면 액이 

침범하지 않고, 병자가 달여 먹으면 병이 완쾌된다는 것도 강한 양기의 힘으로 액과 음

을 누르고자 함이다. 중국 『수서·지리지』에도 “속설에 의하면 줄다리기로 귀신을 물리

친다.”고 적고 있다. 

전북 부안, 정읍, 김제 등지에서는 줄다리기를 마치면 당산(나무, 돌)에 감는데, 이

때 암줄을 밑에 깔고 숫줄을 위에다 덮는다. 이것을 성적 교섭으로 여긴다.   

6)� 남녀�줄다리기와�성행위의�모의

아시아의 줄다리기는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공동체 공간을 동서, 남북, 상하 등으로 나누어 남녀 구분 없이 줄을 잡아당기지

만, 동·북·상은 ‘남성’, 서·남·하는 ‘여성’을 나타낸 것으로 인식한다. 남녀의 구분에서 

‘여성’의 승리는 풍농을 예지해주는 것으로 인식한다.35 여성의 생산(다산)을 농업의 

생산(풍요)과 관련지은 것이다. 남녀가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는 행위는 아시아 일대

가 보편적이며, 남녀가 나뉘지 않아도 남녀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36  

베트남 박닌(Bac Ninh) 지방의 호우 짭(Huu Chap) 마을에서는 미혼의 남자와 여

자의 두 팀이 구성되어 경기를 하는데, 남성팀은 양과 건기를 상징하고, 여성팀은 음

과 우기를 상징한다. 남성팀이 이길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게 여성팀이 이기도

록 해서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례용 경기는 타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캄보디아에서는 대게 남성과 여성으로 각각 나누어 줄을 당기는데, 이때 여성이 남

성 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전략상으로, 각 팀은 힘이 센 사람을 

중앙이나 끝 쪽에 배치했고, 보통 남자 팀원 중 한명이 중간에서 북이나 징 같은 악

기를 들고 중앙에 서서 두 팀이 마주서도록 했다. 이 악기를 든 사람의 역할은 중간

에서 북이나 징소리로 각 팀을 응원하는 것이었는데, 경기가 한창일 때, 음악소리를 

더 빠르게 연주해서 힘을 북돋아주었다. 그런데 전북의 외줄다리기에서 암줄에 젊은 총

34 이장섭, 『촌락사회의 줄당기기 연구』, 영남대석사학위논문, 1984.

35 남녀 구분 줄다리기에서 총각들은 진정한 남자로 인식하지 않아 줄 당길 때는 여성 줄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고의로 져주는 행위는 보이지 않으며, 힘센 총각들이 암줄을 잡아당기기에 놀이는 암줄이 승
리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를 구분 짓는 경우에는 이긴 해당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하여 ‘여성’을 상
징하는 마을에게 일부러 져주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36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2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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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을 포함시켜 승패를 정당하게 가르지만, 총각을 암줄에 포함시킨 것은 암줄의 승리를 

간접적으로 염원한 것이다.  

그런데 베트남 빈(Vinh) 지방의 딕손(Tich Son) 마을의 줄다리기는 남성을 상징하

는 동쪽 팀이 승리를 해야 풍년의 징조로 여기었다. 음력 1월3일 남자들만 참여하는 

놀이로, 동‧서 방향으로 줄을 당긴다. 서쪽의 암줄과 동쪽의 수줄의 구분을 두고 암줄

이 이겨야 그해에 풍년이 든다고 여긴 대게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나이가 더 많은 

남성이 동쪽에, 더 젊은 남성이 서쪽에 서는데, 베트남 전통 신앙에 따르면, 동쪽의 

팀이 이길 경우 풍년의 징조로 여겨 동쪽이 이기도록 했다.37 남성의 생식기 숭배사상

이 숨어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쌍줄의 경우 성별을 부여하여 양성의 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줄의 연

결은 남녀의 결합을 상징하고, 다산과 풍요를 의미한다. 암줄과 숫줄이 결합 때에는 

직설적인 성의 묘사가 이루어지고, 줄을 결합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에서는 

줄을 당길 때 몸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성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

처럼 줄다리기는 남녀의 모의 성행위를 통한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기능이 있

다.      

일본 오키나와의 줄다리기도 성적 모의행위가 보이며, 그 목적이 기우로서 행해진

다.38 즉 성적 관계에서 정액을 비로 인식하는 것이다. 송석하는 미얀마의 줄다리기도 

비를 오게 하기 위한 주술적 의식으로 보았다.39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면 비정기적

으로 줄을 당긴 사례가 경북 청송군,40 울산과 진주41 등 여러 지역에서 보인다. 이것

에 대해 용을 자극하는 행위로 보며, 정액인 비를 뿌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디딜방아 

다리를 하늘로 향하게 세운 기우제에서 보인다.   

줄다리기 승패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년에 있다. 당나라의 장설(張說)이 줄다리기를 

구경하면서 쓴 시에도 “봄이 와 줄다리기 놀이를 하니 그 뜻은 가을의 풍년에 있다.”

라고 그 목적을 바로 지었다. 『수서·지리지』에서도 줄다리기의 목적이 풍년이라 적

고 있다. 

37 ''Tug of War' in Vietnam Ethnic Cultures
<http://vietnam-culture.blogspot.kr/2011/08/tug-of-war.html>

38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 쪽.

39 송석하, 「조선의 줄다리기에 대하여」, 『송석하의 재음미』, 국립민속박물관, 2006, 166 쪽.

40 한양명, 「줄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놀이와 민중의식』(민속학회 학술총
서)1, 집문당, 1996, 370 쪽.

41 임장혁, 『기우제고』,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3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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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기의�놀이

우리 줄다리기는 정월 대보름, 2월 초하루, 단오, 추석 등 절기에 즐기지만 정월 대

보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는 정월에 행해지며, 일본은 지역에 따라 즐긴 시기가 다르다.  

중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현재 사라졌지만, 과거의 문헌을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에 거행하였다.42 그 이유는 봄은 파종의 계절로 파종은 곧 교합을 의미하

고 결실을 기원하는 것이다. 

일본의 줄다리기는 오끼나와로부터 동북지방에 이르기까지 분포하고 지역에 따라 

노는 시기가 다르다. 우리의 줄다리기가 정월 대보름에 집중한 것과 달리 지역에 따

라 놀이 시점이 차이를 보인다. 아오모리·아키타를 중심으로 한 동북지방과 교토·오사

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방은 정월 대보름에, 치바·이바라키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

은 7~8월 15일에, 큐슈지방은 추석에, 오키나와는 햅쌀 수확기인 6월로 구분된다.43 

결국, 일본 줄다리기를 대체로 정월과 6~8월에 벌이지만 농사력에서 보면, 어디서나 

신년에 벌이는 셈이다.44 오키나와는 6월과 8월 사이에 농작물을 거두는 동시에 새로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소우가와 쓰네오와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가 기술한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 내용

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5 단 그 내용이 비교적 단편적이지만, 동남아시아 줄

다리기가 신년에 남녀로 구분지어 줄을 당긴다는 것은 우리와의 연관성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연중이 아닌 기우제 때 줄다리기를 행한 것도 우리와 마찬가지이다. 

42 봉연(封演)의 『봉씨견문록(封氏聞見錄)』에 “줄다리기는 양한(襄漢)지역의 풍속으로 정월대보름에 
거행하였다.”고 적고 있다. 『신당서(新唐書)·중종본기(中宗本紀)』에는 “경룡(景龍) 3 년(709 년) 2
월 기축일에 중종과 황후는 현무문으로 나와 궁녀들의 줄다리기 하는 모습을 구경하였다.”, 『자치통
감(資治通鑑)』제 29 권 “경룡 4 년 봄, 2 월 경술 어금원(御禁園) 구장으로 가서 3 품 이상 문무관리
들에게 편을 나누어 공놀이와 줄다리기 놀이를 할 것을 명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3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줄다리기, 벼농사 농경문화와 해양 어로 문화의 결합」, 『제 3 회 아세아 
줄다리기심포지엄』, 2009.4.11, 당진문화원, 40 쪽.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2 쪽.
유경재, 「아시아 줄다리기문화의 상호관련성」,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40 쪽.

44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5 쪽.

45 소우가와 쓰네오 지음(이승수 옮김), 『놀이의 역사민족학』, 민속원, 2005, 160~165 쪽.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1~2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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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기�및�장소 방법 생업

대만�아미족 밤재배,� 조� 수확/사냥� 동물�머리보관소 화전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화전�볍씨�파종�때.� 남녀 화전�

인도네시아�타닌발섬 11월�파종.� 포레카제(천부지모성교�축하) 남녀 화전

인도�아삼� 아오·나가족 벼�파종�직후.� 작두콩�줄기�줄 남녀 화전

발리섬�덴바서르 신년(3월말),� 종려� 줄.� � 남녀 수도작

말레이시아� 신년 남녀 수도작

캄보디아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라오스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태국�샴족 신년(4월)� 물축제,� 기우제 남녀 수도작

윈난성�다이족 신년(4월)� 물축제 남녀 수도작

베트남� 정월� 3일(돈킨평야),� 타이족(정월� 15일) 남녀 수도작

라오스는 봄의 파종 전 농경의례의 하나로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은 뱀을 상징한다

고 하며, 암줄이 이겨야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46 캄보디아에서는 4월 중순에 맞이하

는 새해 축제에서 3일에 걸쳐 줄다리기를 즐긴다. 크메르인들은 이 놀이를 ‘줄을 당기

다’라는 뜻인 ‘teanhprot’이라고 불렀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된 놀이로, 마을이나 불

교 수도원 같은 넓은 공간의 공중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지

정된 장소에 모여 줄다리기를 했는데, 줄은 손목 굵기 정도이다. 캄보디아에서는 줄다

리기의 기원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제1회랑 벽면에 그려진 ‘우유의 바다 휘젖

기(乳海攪拌)’ 조각을 든다. 다섯 개의 머리가 있는 큰 뱀을 동체로 오른쪽에는 신들, 

왼쪽에는 악마들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줄다리기로 승부를 가르는 것

이 아니라 밧줄의 왕복 운동을 통해 유해를 교반시켜 영악 소마를 출현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농촌의 줄다리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유의 바다 휘젖기(乳海攪拌)’는 

9세기 인도 펀자브 지역의 그림에서도 보인다.47

악마와 신들의 ‘우유의 바다 휘젖기’의 목적은 잃어버린 불멸의 만병통치약을 되찾

는 것이었다. 12세기 말 지어진 캄보디아의 고대 수도도 이 신화를 모방한 것으로 알

려졌는데, 도시를 들어가는 각 입구에 악마와 신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48 

46 ‘줄다리기’,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43294&mobile&categoryId=2000004
25>

47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4 쪽.

48 ‘우유(젖)의 바다를 젓기’는 힌두의 신화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부조벽화뿐 아니라 캄보디아 시내 
곳곳에 위치한 사원이나 가정 집 입구에도 문양으로 그려져 있다. 신들이 전능의 힘과 영생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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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을의�태평과�단합

줄다리기 문화현상을 이해하는데 ‘수도작’과 ‘볏짚’에만 방점을 두면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줄다리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줄다리기는 수렵채취민, 농

민, 어민 등 다양한 생업 집단이 참여하고,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마을공

동체 놀이이기에 가장 큰 목적은 마을의 태평과 단합에 있다. 

줄다리기는 마을의 액운을 막거나 우환이나 가뭄이 들 때도 당기었다. 대표적인 지

역으로 기지시, 언양, 청도 화양, 삼척, 과천, 이천 등 우리나라 전역이 그러하다. 동

아시아에서도 기우(祈雨)를 위해 줄다리기를 한 사례들이 많다. 줄다리기는 그 자체

로서 싸움을 내포하고 있는데, 줄다리기는 재액과의 싸움인 것이다. 인간집단의 응집

된 힘의 과시가 곧 재액구축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49 줄다리기는 민심의 동요를 막

고 흩어진 노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삼척 게줄

다리기가 그러한 사례이다. 결국 줄다리기의 최종 방점은 마을의 태평과 단합에 있다. 

줄다리기 전에 줄을 메고 마을을 도는 장면이나 메고 나가는 장면은 곧 용이 꿈틀

거려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 또한 새롭게 탄생된 용의 생명력 과시 

내지는 용 출현의 형상화로 볼 수 있고, 그것은 용의 안위라는 해석으로 본다.50 그러

나 용을 상징하는 줄이 마을 전역을 도는 것은 ‘지신밟기’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태평

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줄다리기에 앞서 줄을 가지고 마을을 도는 의식을 치루며, 야쿠지마

에서는 줄을 끌고 상하좌우로 흔들리면서 가는 것을 뱀의 출현으로 여긴다. 또한 가

고시마(鹿兒島), 후쿠오카현(福岡縣) 치쿠고시(筑後市)에서는 동아줄을 둘러매고 동

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다.51 줄을 매고 도는 이유는 마을의 태평

과 조복재해를 기원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줄다리기 본연의 의미

가 서로 편을 나누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52 즉, 마을의 평안 기

원을 위해 줄 메는 의식이 잡아당기는 의식으로 변화하면서 점농(占農)과 생산과 여성 

살 방법을 비쉬누에게 물었더니 ‘젖의 바다에 갖가지 약초를 넣어 계속 저으면 감로수가 생성될 것이
다. 그것을 마시는 자는 여생하게 된다’는 답을 내렸고, 이 바다는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게 되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Ocean_of_milk>

49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61 쪽,

50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53~54 쪽,

51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3~77 쪽.

52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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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본다. 

줄다리기가 승패를 보지 않고 줄이 끊어질 때까지 당긴 것도 줄다리기가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말해준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제주도의 줄다리기를 ‘조리희(照里
戱)’라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하였으며,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도 줄이 끊어

질 때까지 한 사례도 보인다.53 전북 정읍군 정량, 전남 순천 등지에서는 줄이 끊어져

야만 줄다리기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줄을 당긴 사례가 있다. 이

와 같은 사례와 줄을 당기고 줄을 즉시 토막 내는 것도 ‘용자극’의 일환이라고 본다.54  

캄보디아에서도 줄다리기를 한 경기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 팀이 지

칠 때까지 경기를 반복한다. 이는 경기적 요소보다도 종교적 의미가 강한 것인데, 캄

보디아에서 새해에 줄다리기를 하는 목적으로 한 해를 새롭게 하고, 완벽한 우주를 

재창조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3.� 결론

동아시아 국가 중 여러 유형의 줄다리기가 전승되는 지역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쌍줄, 외줄, 게줄(기줄) 등 지역에 따라 줄의 형태가 다르고 놀이 방식이 차이가 난

다. 또한 줄다리기가 단순이 놀이가 아닌 제의와 마을의 대동단결이 연결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줄다리기의 특징에 대하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었다.55 소우가

와 쓰네오(寒天恒夫) 교수는 동아시아 줄다리기의 특징으로, ① 벼농사지대 ② 주로 

볏짚 사용 ③ 음력 정월 15일에 집중(농사의 시작) ④ 용(중국, 한국)과 뱀(일본) ⑤ 

년점, 공동체의식 연대기능, 풍요 기원 ⑥ 암줄이 이기면 풍년 등을 들고 있다.

사쿠라이 교수는 아시아의 화전민과 수도작 민족, 즉 농경민에게 보이는 줄다리기의 

공통점으로 7가지로 정리하였다.56 ① 풍요기원의 농경의례 ② 신년 풍요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 ③ 성적 교제의 상징적 행위 ④ 여성의 승리는 풍요의 예측 ⑤ 천부지모

성혼관념 ⑥ 쌍줄의 결합을 통한 하늘의 정액(비)이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풍속 ⑦ 줄

을 용사(龍蛇)로 인식(한일) 등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동아시아의 줄다리기

는 신년에 풍요의 기원과 길흉을 점치는 행위이며, 줄을 잡아  당기는 행위는 남녀의 

53 최인학, 「줄다리기에 관하여」, 『제 2 회 민속학회전국대회 발표요지』, 한국민속학회, 1973, 73 쪽.

54 한양명, 「중당기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제 4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
소, 1994, 55~56 쪽,

55 寒天恒夫, 「東アジアの網引き」, 『季刊自然そ文化』42 秋季號,, 1993, 4~11 쪽.

56 사쿠라이 타츠히코 교수, 「아시아 줄다리기 그 분포와 특징」, 『2010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
엄』, 2010.4.9, (사)국제아세아민속학회, 2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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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교제 또는 천부지모의 성혼관념에서 다산의 존재인 여성이 승리하면 풍요를 가져

온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줄 자체를 수신인 용사(龍蛇)로 인식하고 기우(祈雨)를 바

란 것이다. 

이런 개념은 한국 줄다리기의 특징을 정리한 장주근과 김택규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다.57 다만 장주근이 제시한 보름날 만월의 생산력, 논밭 장소의 줄다리기를 통한 

성적 전염주술적 행위 등은 한국 줄다리기의 또 다른 특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중국설, 동남아시아설, 인도설, 쌍방위설, 자생설 등으

로 구분된다. 중국설은 줄다리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6세기 『형초세시기』의 기록

에 근거해서 중국의 줄다리기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러한 견해는 일반적이다.58 그러나 현재 중국의 줄다리기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절기로서의 놀이가 아닌 소수민족전통체육대회 종목으로 경기적 성격을 띄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지방지의 기록을 참고 삼아 전통 줄다리기를 재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감숙성의 임담현(臨潭縣)의 줄다리기이다.59 그런데 중국

의 전통 줄다리기가 쌍줄이고, 줄다리기의 승패에 따라 풍년을 점친 것은 우리와 같

다. 또한 줄의 재료로 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헌 내용의 한계와 전통 

줄다리기의 단절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동남아시아설은 줄다리기와 쌀농사와의 관련성에 근거해 동남아시아의 쌀 재배 지

역인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60 그 이유로 우리

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의 줄다리기가 벼농사와 관련이 깊고, 줄을 용이나 뱀으로 

여기며, 줄다리기를 성행위에 비기고, 여성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믿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실제, 중국 전통 줄다리기에서는 줄의 재료로 볏짚 대신 대나무 껍질, 삼 

등이 재질로 사용되었으며,  ‘이긴 쪽에 풍년이 든다.’라는 단편적인 기록은 있으나, 

우리와 동남아시아처럼 다양한 주술적 종교행위는 보이지 않는다.

인도설은 줄다리기가 인도 밀교의 수행의례로 행해지다가 해류를 타고 오끼나와를 

57 장주근, 「줄다리기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제 1 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68, 56~62 쪽.
김택규, 『한국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58 최남선, 『조선상식』풍속편, 102 쪽
寒天恒夫, 「東アジアの網引き」, 『季刊自然そ文化』42 秋季號,, 1993, 4~11 쪽.
苑利, 최성은 옮김, 『도작문화로 본 한국문화의 기원과 발전』, 민속원, 2005, 105~107 쪽.

59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사업이 3 차에 걸쳐 종목이 선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줄다리기가 무형문화유산
으로 등재된 것은 없다. 이로 보아 감숙성 임담현의 줄다리기 재연은 그리 역사가 길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논문에는 구체적인 연도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명대에 쓰인 지방지의 줄다리기 기록을 
통해 600 여년의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劉玉忠, 「臨潭萬人扯鱦及文化探徵」,『甘肅高師學報』第
16 卷第 4 期, 2011, 111~113 쪽.)

60 김광언, 『동아시아의 놀이』, 민속원, 2004, 598 쪽.



거쳐 우리나라로 전래되었다고 본다.61 줄다리기가 벼농사가 아닌 종교 전파와 함께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 견해는 새롭지만, 줄다리기의 수전(水戰) 

기원설, 농업지역 분포 등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 자생설은 기존의 연구들이 

단순하게 문헌자료만을 가지고서 기원설을 유추하기 때문에 줄다리기가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62 줄다리기의 전파설은 단지 

도작농경지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전파론적 시점에서만 다루었지 그 경로와 시기에 

대한 논증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63 그러나 수도작을 많이 하는 지역에 줄다리

기의 분포 밀도가 높다는 사실로 보아 줄다리기는 농경문화에 속한다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64 

오늘날 산촌, 어촌지역에서 줄다리기 놀이는 단지 현 생태환경에서만 볼 것이 아니

라 산촌민도 농민들의 이주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고, 어촌도 어업을 전업으로 한 지

역에서는 줄다리기가 보이지 않고, 농업을 기반으로 한 권역에서만 줄을 당기기 때문

에 줄다리기는 농경을 근간으로 한 민속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해안가 지역의 줄다리

기도 장소는 비록 해안이라도 암수의 결합을 통한 풍농을 기원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승되는 농촌, 산촌, 어촌 등 모든 지역의 줄다리기는 농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의 중

요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전통 줄다리기는 농경의례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연행되는 공동의 유산

이다. 각국의 문화나 기후, 환경에 따라 공통성과 독자성, 창조성을 지닌 전통 줄다리

기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녔으나, 오늘날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전통 줄다리기 보호의 절실함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61 송화섭, 「동아시아권에서 줄다리기의 발생과 전개」, 『비교민속학』제 38 집, 2009. 127~160 쪽. 

62 임장혁, 「전통 스포츠로서 줄다리기의 역사」, 『한국체육사학회지』14 권 1 호, 한국체육사학회, 
2009, 107~108 쪽.

63 서해숙, 「도작문화축제로서 줄다리기의 전승 연구」, 『남도민속연구』제 22 집, 2011, 143 쪽. 

64 나경수, 「전남지역의 당산제 일환으로서의 줄다리기의 성격」, 『공연문화연구』제 5 집, 한국공연문
화학회, 2002, 7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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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1】

베트남의�전통�줄다리기�축제

흐엉�깐�줄다리기�축제�사례를�중심으로

응옌�티투하�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연구원

1.� 베트남의�전통�줄다리기� :� 서론

최근 베트남에서는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많은 공동체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놀이를 즐기는 이유는 무엇보다 특별한 기

술이나 훈련이 필요 없고 참여 인원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줄다리기는 어

린이 캠프 및 학생 대상 행사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사와 많은 전통축제 그리고 베

트남의 음력 설(Tet)에 주로 행해지고 있다.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팀으로 나

뉜 참여자들이 줄을 따라 마주보고 선다(밧줄은 대나무나 황마로 만든다). 빨간색 천

을 묶어 줄의 한 가운데를 표시하며, 양팀을 구분하기 위해 땅에 그어놓은 선과 평행

하도록 위치시킨다. 심판이 신호(휘파람 또는 손 신호)를 보내면, 양팀 선수들은 빨간

색 천이 자기 편 쪽으로 오도록 줄을 힘껏 당긴다. 만약 한쪽 편이 힘이 빠져 줄에 

묶어 둔 빨간색 천이 상대편 쪽으로 넘어가면 상대편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 매 게임

마다 양팀 선수들은 주변의 구경꾼들로부터 큰 응원을 받는다.   

베트남에는 다양한 종류의 줄다리기가 있다. 황마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줄을 당기

는 깨오 꼬(keo co),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밧줄을 쓰는 깨오 쏭(keo song), 긴 막대를 

사용하는 야이 가이(day gay) 등 그 이름도 다양하다. 이들 줄다리기는 각 공동체의 

다양한 특성, 신앙, 문화적 가치, 줄다리기가 포함되는 행사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형

식과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줄다리기 변종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n 연행 장소: 베트남 남부 지역과 같이 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촌 지역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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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전통을 가진 공동체에서 주로 행한다. 줄다리기는 따이족, 타이족, 눙족, 쟈이

족, 킨족 등 다양한 민족 공동체에서 행하고 있다. 전통 축제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줄다리기는 베트남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보다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2004년 베트

남 문화예술연구소(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가 실시한 조

사에 따르면, 현재 존재하는 630개의 전통축제 가운데 16개 축제에서 줄다리기를 

시행하고 있다. 2008~2010년 통계에 따르면 호찌민 시는 815개의 전통축제를 개

최하지만 불과 6개 축제에서만 줄다리기를 시행한다.65

n 연행 시기 : 음력 설, 시농(始農) 또는 추수 기간. 다수의 줄다리기 놀이는 풍작을 

기원하는 봄철 전통축제와 음력 설 무렵에 행해진다. 

n 의미 : 줄다리기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뿐 아니라 오늘날 베트남의 많은 농촌 공동

체가 개최하는 전통축제와 줄다리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러

한 집단적 전통문화 관습의 존재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설명을 듣는데 한층 흥미

가 더해질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줄다리기는 그것을 행하는 공동체에 따라 다

양한 형식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행 장소 및 시기의 유사성

과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는 사실은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관습에 

공통적으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거의 모든 줄다리기 관습

은 농촌 공동체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무형문화 가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의 관점을 반영한다. 다시 말

해 자연은 인간의 존재를 결정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자

연의 보호를 받기 위해 인간은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2.� 흐엉�깐� 줄다리기�축제(베트남�빈푹�성� 빈쑤옌�현)�

흐엉 깐(Huong Canh)은 응옥 깐(Ngoc Canh), 띠엔 깐(Tien Canh)과 함께 깨 깐

(Ke Canh)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마을의 이름

은 전체 공동체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흐엉 깐은 앞서 언급한 마

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부 마을까지 포함하는 소도시를 지칭한다. 흐엉 깐은 하노

이에서 북서쪽으로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역사적으로 줄다리기는 응오아이 짯(Ngoai Trach), 꾸앗 루(Quat Luu), 쏜 로이

(Son Loi), 탄 랑(Thanh Lang) 등 빈쑤옌 지역의 많은 마을에서 주로 음력 설에 행

한 대중놀이였다. 오늘날에는 흐엉 깐에서만 줄다리기를 행하며 큰 축제로 승화시켰

65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 연구 문헌 참조



세션� 2� 동아시아�공유유산�전통� 줄다리기의�다양성과�통유성� |� 45

다. 흐엉 깐 줄다리기는 그 형식이나 의미에 있어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와 상당히 다

른 면모를 보인다. 보통 줄다리기에서는 커다란 밧줄을 사용하지만, 흐엉 깐 줄다리기

는 길고 거대한 등나무로 만든 줄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흐엉 깐 줄다리기는 양팀

을 구분하는 표시로 사용되는 경질 목재 말뚝에 등나무 줄을 넣어 당겨야 한다. 바로 

이 말뚝 때문에 흐엉 깐 줄다리기는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보다 격렬하고 오래 지속되

며 기술이 필요하다. 양팀은 줄을 당기는 동안 말뚝을 이용하여 힘을 끌어낼 수 있다. 

흐엉 깐 줄다리기 선수들은 서서 줄을 당기지 않는다. 각 선수의 자리에 파놓은 구멍

에 발을 넣고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등을 거의 눕힌 상태에서 줄을 당긴다. 이러한 

자세 때문에 줄을 당길 때 더 힘을 실을 수 있고 줄다리기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

다. 

전통적으로 흐엉 깐은 해마다 다양한 축제를 개최한다. 음력 설 줄다리기 축제, 마

을 수호신의 은덕을 기려 음력 2월 15일에 개최하는 딘(đình) 축제, 음력 7월 벼농사

를 시작하기 전 대지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의식인 트엉 디엔(Thượng Điền), 음력 

10월 추수 후 대지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하 디엔(Hạ Điền) 등이 있다. 흐엉 깐 

사람들에게 트엉 디엔과 하 디엔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이들 의식은 경건한 마음

으로 정성을 다해 치러야 한다. 마을은 생 돼지고기를 마을의 수호신에게 바치고 풍

작을 기원한다. 축제 기간 동안 밥짓기 대회, 과일 장식 전시 등 여러 가지 문화행사

도 함께 열린다.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는 보통 음력 1월 3일에서 6일까지 개최되며, 간혹 1월 9일

까지 지속된다(음력 설 축제 기간). 과거에는 양팀 중 한쪽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줄

다리기가 계속 되었지만, 지금은 경기당 20분씩 세 차례 진행한다. 

3.� 역사적�배경

흐엉 깐의 로 응오이 마을에 거주하는 74세 응우옌 둑마우 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

은 6~7대에 걸쳐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해왔다. 그는 오랫동안 로 응오이 팀의 선수

였으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도 이 팀에 속해 있다. 그는 흐엉 깐의 줄다리기 관습이 

원래는 로 응오이 마을(타일 제조)및 로 강 마을(적갈색 유약 옹기 제조)에 사는 청

년들이 즐기던 놀이였다고 주장한다. 이후 지리적으로 깐(흐엉 깐) 지역에 위치한 다

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로 응오이 및 로 강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래 전부터 이 축

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깐 지역에 속한 18개의 전통 주택지구(giáp)를 6개씩 한 

팀으로 만들어 총 세 팀이 줄다리기 축제에서 서로 겨루도록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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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가 처음 시작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을에

서 이 축제를 벌인 것은 확신했다. 일부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줄다리기 축제가 베트

남 북부에서 프랑스 식민세력에 맞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6년부터 1942년까지 

흥했다고 전한다. 이 전쟁으로 1950년까지 잠시 줄다리기 축제가 중단되었다.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의 기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지역 공동체, 특히 마을 원로

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각기 다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 지역 주민

으로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이 반영되어 있었다. 

첫 번째 설명66은 줄다리기가 서기 10세기 무렵 응오(Ngo) 왕가의 두 자제 응오 

쑤옹 응압(Ngo Xuong Ngap)과 응오 쑤옹 반(Ngo Xuong Van) 그리고 두 칸 탁(Do 

Canh Thac) 장군이 사냥을 위해 동 호(Dong Ho, 오늘날의 흐엉 깐) 지역에서 벌였

던 동물 몰기와 사냥 행위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흐엉 깐 

지역의 주민회관에서 전설의 세 인물을 위한 제사가 거행된다. 당시 흐엉 깐 사람들

은 길고 두터운 등나무 줄을 이용하여 여러 나무에 두른 뒤 그 안으로 동물들을 몰아 

사냥했다.

두 번째 설명은 줄다리기가 서기 10세기(938년) 응오 왕조 시대에 한족(Han)이 침

입하자 박당 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까로 강(오늘날 빈푹 성 빈쑤옌 현에 

위치)에서 벌였던 비밀 해군 훈련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해군들은 적을 기습

하기 위해 등나무 줄을 보트에 매달고 헤엄쳐서 끌고 갔다.

다른 마을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흐엉 깐 사람들은 까로 강에서 홍 강 그리고 탐

지앙 강에서 다 강까지 배를 타고 이동하며 타일과 옹기를 팔고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등나무 줄은 강에서 보트를 끄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오늘날 흐엉 깐에서 행해

지는 줄다리기 관습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다.

흐엉 깐 주민이자 2013년 줄다리기 축제에 티엔 흐엉 팀의 일원으로 참석한 트랜 

반박67씨는 전통 줄다리기 관습의 기원에 대해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줄다리기는 깐 

지역의 오랜 농업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풍작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거나 

주술과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흐엉 깐 마을은 줄다리기 

외에 씨름, 막대 당기기, 닭싸움, 오리 잡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해왔다. 이 놀이들

은 모두 베트남 북부 지역의 전통 농업 공동체와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4.� 흐엉�깐� 줄다리기�축제� :� 특징�및� 실행

66 흐엉 깐 시, 2 월 28 일 인터뷰

67 빈푹 성, 빈쑤옌 현, 흐엉 깐 시, 2013 년 3 월 12 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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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적�특징

흐엉 깐 줄다리기에서 사용되는 줄은 반드시 길이 45m가 넘는 길고 큰 등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마을 사람들은 장정 몇 명을 북부 산악지역(라오 까이, 라

이 쩌우, 옌 바이, 하 지앙)으로 보내 밧줄 만들기에 적합한 등나무를 구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숲의 황폐화가 베트남의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여 단기간에 

질 좋은 등나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질 좋은 등나무를 찾는 

작업은 거의 보름에 걸쳐 진행되었다. 등나무 찾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글 깊숙한 

곳까지 가서 찾아야 했기 때문이다. 과거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말뚝의 높이가 1.2m 

정도였을 때에는 등나무 줄이 쉽게 끊어져서 여분의 줄을 몇 개 더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길고 큰 등나무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줄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말뚝 길이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등나무 밧줄은 보름 간 물에 담가야 하며, 쓰기 전 5~6일 동안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줄이 단단해지고 내구성이 향상된다.

커다란 등나무로 만든 줄 이외에,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말뚝 또한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 말뚝 때문에 흐엉 깐 줄다리기가 베트남의 다른 지역에

서 행해지는 줄다리기와 구별되는 것이다. 말뚝은 경질 목재로 만들어 지며, 높이 

1.5m, 직경 37cm이다. 말뚝은 땅에 고정하는데 이는 양팀을 나누는 표시가 된다. 말

뚝 몸통에는 직경이 약 4cm가 되는 작은 구멍이 지면에서 80cm 정도 되는 높이에 

뚫려 있다.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밧줄을 구멍에 통과시켜 줄의 한 가운데가 말뚝 안

에 놓이도록 한다. 심판은 흰색 페인트로 줄의 가운데 지점에서 18,5cm와 1.5m 떨어

진 지점을 표시한다. 1.5m 지점이 각 라운드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표시로 사용

된다.          

과거에는 말뚝을 용안(longan) 나무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이 나무는 요즘 사용하는 

경질 목재만큼 단단하지 않다. 말뚝의 높이는 과거 1.2m 였으나 오늘날에는 1.05m로 

줄였다. 과거에는 말뚝의 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줄을 당길 때 기술과 전술이 필요했

고 격렬한 경합이 펼쳐졌다. 또한 줄이 쉽게 끊어지거나 닳았다. 오늘날에는 등나무 

구하기가 힘들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축제 주최측은 말뚝 높이를 1.05m로 낮추고 

시합시간도 단축하여 등나무 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2)� 무형적�특징

축제 첫날(음력 1월 3일), 시합이 열리기 전 흐엉 깐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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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선수들은 대지의 신(Hậu Thổ)을 모신 신전에 모여 돼지, 닭, 햅쌀밥, 과일 등을 

재물로 바치고 시합에서의 승리와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그런 다음 네 팀은 형형색색의 축제 깃발을 들고 흐엉 깐 주민회관까지 함께 행진

한다. 흐엉 깐 주민회관은 이 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로 축제를 위한 본 의식

을 거행하는 곳이다. 전체 마을의 대표로 선정된 원로들이 의식을 거행한다. 원로들은 

마을의 수호신에게 기도를 올리고 줄다리기 축제 개최를 선언한 뒤 모든 참가자들에

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축원한다.

원로들의 기도가 끝나면, 각 팀은 차례로 축제의 성공과 자신이 속한 팀의 승리를 

기원한다.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

하고 시합 전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3)� 실행

과거 흐엉 깐 줄다리기는 보통 음력 1월 3일부터 6일까지 펼쳐졌으나, 몇 년 동안

은 최종 결과 없이 1월 9일까지 지속되기도 했다. 참여한 모든 팀들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될 때까지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줄다

리기 한 회 지속 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다. 지난 몇 년 동안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

는 음력 설 축제 기간인 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기도 했다.  

오늘날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팀은 티엔 흐엉(Tien Huong), 흐엉 응옥(Huong 

Ngoc), 동 낫(Dong Nhat), 로 응오이(Lo Ngoi) 총 네 팀이다. 축제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에 입장하는 각 팀의 선수 수는 34명이다. 선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장 1명, 

부주장 2명, 팀 매니저 1명, 주전 선수 25명, 예비 선수 5명 그리고 각 경기가 끝난 

뒤 주전 선수와 교체하기 위해 경기장 밖에서 기다리는 교체 선수 50명이 있다. 주장

과 부주장들은 강한 리더십과 신뢰를 바탕으로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알코

올이나 약물 중독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가진 성인이어야 한다. 

경기장에 들어서면 양팀은 주도 면밀하게 포메이션을 구성한다. 경기장 한 가운데에 

박힌 경질 목재로 만든 말뚝을 경계로 양팀 선수들은 마주보고 줄지어 선다. 양팀 주

장은 말뚝으로부터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서고, 부주장 중 한 명은 말뚝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는다. 또 다른 부주장은 줄의 거의 맨 끝 부분에 선다. 25

명의 주전 선수 중 주요 선수 네 명은 줄다리기 말뚝과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줄이 헐거워져서 팀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줄을 땅바닥 쪽으로 끝까지 당겨야 

하기 때문에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이 좋고 기술에 능해야 한다. 나머지 21명의 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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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열을 지어 서고 나머지 한 명이 줄 끝을 잡는다. 축제 

주최측은 선수들이 발을 딛고 힘을 쓸 수 있도록 넓이 1.2m, 길이 1.4m에 달하는 얕

은 구멍을 판다. 각 열은 1.5m씩 간격을 유지하는데 선수들이 다리를 뻗고 등이 거의 

땅에 닿을 만큼 누워 줄을 잡아 당겨야 하기 때문이다. 각 팀은 경기 한 회당 다섯 

명의 예비 선수를 둘 수 있다. 

줄다리기 심판은 세 명으로 구성된다. 주심 한 명과 시합을 하지 않는 다른 두 팀의 

주장들로 이루어진 부심 두 명이 있다. 

흐엉 깐 줄다리기는 흐엉 깐 주민위원회가 축제 주최측의 의견을 참고하여 만든 규

정에 따라 개최된다. 그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규정

◾ 줄다리기� 한� 회당� 각� 팀은� 주전� 선수� 25명,� 예비� 선수� 5명,� 주장� 1명,� 부주장� 2� 명,� 매니
저� 1명을� 둘� 수� 있다.� 줄다리기�시합에�참여하는�총� 인원은� 34명이다.� � �

◾ 줄다리기� 심판은�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된다.� 부심은� 시합을� 치르지� 않는� 다른�
두� 팀의� 주장이� 맡는다.� 시합의� 시작,� 중단,� 설명과� 같은� 모든� 지시는� 세� 명으로� 이루어

진�심판진의�결정에�따른다.

◾ 시합이� 진행되는� 동안� 주전� 선수� 5명만� 예비� 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장외� 교체� 선수들
은� 시합이� 진행되면� 경기장�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반칙을� 범하는� 팀은� 한� 건당� 20점이�

감점된다.

◾ 줄다리기� 한� 회가� 끝나면� 양팀은� 방향을� 바꾼다.� 그러나� 줄이� 놓인� 방향(줄의� 머리는� 서
쪽,� 꼬리는�동쪽)은� 그대로�유지한다.�

◾ 선수들은� 줄을� 당길� 때� 발을� 딛는� 구멍을� 임의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요구사항이�있다면�심판에게�요청해야�한다.� � �

◾ 줄다리기� 경기에는� 남성만� 참여할� 수� 있다.� 여성은�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다.

◾ 줄다리기� 경기에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심판에게만� 주어진다.� 주심이� 등나무� 밧줄을�
확인하고�표시한�뒤에야�경기를�시작할�수�있다.

경기�방법과�시상

◾ 두� 팀이� 시합을� 벌인다.� 각� 팀은� 20분씩� 세� 차례의� 경기를� 치르고,� 한� 회당15분씩� 휴식
시간이�주어진다.� 각� 팀은� 이기면�승점� 3점을� 획득한다.� 무승부일�경우� 1점이� 주어진다.

◾ 줄다리기� 승패는� 줄을� 1.5m� 이상� 자기� 편으로� 끌어당긴� 팀에게� 승리가� 돌아간다.� 그렇지�
않다면�줄다리기�승패는�무승부로�간주한다.

◾ 네� 팀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시합의� 승점� 계산은� 3� 경기� 9� 회전을� 치러� 획득한� 점수를� 합
산하여� 최종� 집계한다.� 순위는� 각� 팀이� 획득한� 최종� 점수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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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순위가� 높아진다.� 상은� 네� 가지가� 있다.� 우승,� 준우승,� 3등� 그리고� 페어� 플레이�

상이� 있다.

◾ 동률의� 결과일� 경우,� 두� 팀이� 붙은� 시합에서� 승리한� 팀이� 우승을� 차지한다.� 그� 시합도� 무
승부라면�투표를�통해�승부를�가린다.�

줄다리기 시합의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줄을 당기는 기술은 선수들의 힘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팀원과 팀 리더 간의 단결력 또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선수가 주장의 신호를 놓치거나 잘못 이해하면 시합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 

각 선수는 등나무 줄을 겨드랑이에 끼고 똑바로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 한다. 둘씩 열

을 지어 서 있는 선수들은 서 있는 방향에 따라 왼쪽 겨드랑이와 오른쪽 겨드랑이 사

이에 줄을 끼고 힘껏 당겨야 한다. 각 선수는 앞쪽에 파인 구멍에 발을 똑바로 딛고 

힘을 모으며, 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누워 자기 편 쪽으로 줄을 당긴다. 모든 행동

은 주장과 부주장의 신호에 따라 정확하고 리듬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양

팀이 똑같은 힘을 주어 줄을 당길 경우, 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찰열이 발생

하여 연기가 날 때도 있다.      

줄다리기의 기술적 비밀은 팀 리더의 신호에 있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고 절대 다른 팀과 공유하지 않는다. 팀의 리터가 깃발을 흔들거나 합의한 

신호를 보내면 모든 선수들은 줄을 잡거나 당기는 등 정확하게 그 신호에 해당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시상식은 줄다리기 축제 마지막 날 개최된다(음력 1월 5일). 줄다리기에 참석한 네 

팀은 물론, 주최측과 지역 주민들의 환호 속에서 치러진다. 축제 주최측이 수여하는 

상과 인증서를 비롯하여 각 팀은 지역 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상금을 받는다. 축제가 

끝나면 각 팀은 승리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다음 축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

해 시합에 대한 얘기를 나눈다. 이 축제의 중요한 도구인 두 개의 등나무 줄은 다음 

시합에서의 사용을 위해 보관된다.

5.� 보호와�전승

(1)� 보유자/실행자

줄다리기는 많은 기술이나 훈련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흐엉 깐 줄다리기는 선수

들의 힘과 기술이 상당히 요구된다. 또한 팀원들의 협동심과 신뢰가 최종 경기 결과

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주장과 부주장은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팀원을 통합하여 강팀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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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선수 개개인의 자질과 특성을 파

악하여 매 경기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포메이션을 구성한다. 매 회 또는 매 경기가 끝

난 후 팀 리더들은 팀원들을 모아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과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상대팀을 분석하거나 다음 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팀

원을 격려한다. 

각 팀은 선수 외에 팀 매니저를 두고 물품(경기복, 응급약품, 음식, 음료 등), 자금

(기업 후원, 지역 주민), 금전 관리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흐엉 깐 

지역 주민들의 지원과 성원이 바로 수년 동안 이러한 축제가 명맥을 유지해 온 근간

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호�활동

매년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는 지역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68 두 개의 등

나무 밧줄, 팀 구성, 팀원 모집 및 네 팀에게 수여하는 상금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는다.본 축제 주최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주로 지역 당국 공무원 및 흐엉 깐 주택지

구 대표자들이다. 그들은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라는 무형유산에 대한 사

랑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축제 지원 업무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예전에는 흐엉 깐 주민회관 앞의 초지에서 줄다리기가 펼쳐졌다. 간혹 관객들이 경

기에 너무 몰입하여 경기장과 관객석을 구분해 놓은 선을 넘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해 

경기를 방해하여 혼란과 난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상황을 막고자 

2007년 지역당국은 줄다리기 축제를 위한 작은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타원

형 모양의 경기장은 흐엉 깐 주민위원회 사무소 앞에 위치하며 2번 고속도로 변에 인

접해 있다. 또한 타원형 도랑을 경기장 주변에 둘러 관객석과 경기장을 구분했다. 관

객들이 경기장 안으로 난입하지 못하도록 한 이러한 장치 덕분에 경기가 원활히 진행

되고 있다. 

축제 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밧줄의 재료가 되는 등나무를 찾는 것이다. 

이 작업은 축제 주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과거

에는 길이가 45~50m, 직경이 3~4cm 정도에 달하는 줄다리기 밧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밧줄의 희소성 때문에 점점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경질 목재 말뚝은 현재 높이보다 더 높아서 줄이 

쉽게 끊어지거나 마찰이 잘 일어나 1년 이상을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등나무 

밧줄 구입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 등 축제 개최 비용의 부족을 고려하여 지역당국은 

68 2013 년 두 개의 등나무 밧줄 구입에 미화 2,200 달러, 네 팀 구성에 미화 300 달러, 시상식 

상금으로 미화 750 달러가 들었다(흐엉 깐 주민위원회, 201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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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의 높이를 낮추고 줄다리기 한 회 경기 시간을 20분으로 단축하여 줄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밧줄은 한 번 이상 사용이 가능해졌고 지

방 정부의 예산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포상은 흐엉 깐 청년들이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책 중

의 하나이다. 줄다리기는 문화 관습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승리와 성공에 대한 열

망을 결부시키는 경기이기도 하다. 과거 흐엉 깐의 마을들은 18개의 전통 주택지를 

나눠 6 개씩 나눠 세 팀을 구성했다. 상품은 분홍색, 노란색, 녹색의 비단이었다. 오

늘날 줄다리기 팀에게 수여하는 상금은 현금으로 준비하며, 시합 후 옷, 차 세트, 보

온병, 그릇 등 팀원들을 위한 상품을 사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상품들은 금전적으로 가

치가 크지는 않지만 팀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6.� 변화

본 보고서의 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줄다리기는 흐엉 깐 주민들이 보호하고 실행한 

단순한 문화활동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매년 흐엉 깐 시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

하는데, 마을 수호신의 은덕을 기려 음력 2월 15일에 개최하는 딘 축제, 음력 7월 벼

농사를 시작하기 전 대지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트엉 디엔 축제, 음력 10월 추수 

후 대지의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하 디엔 축제 그리고 음력 1월 줄다리기 축제가 있

다.   

전통적으로 음력 1월 줄다리기 축제는 음력 2월 15일의 딘 축제와 별도로 개최되

었다. 그러나 2012년 빈푹 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관광개발 프로그램의 틀 안에

서 두 축제를 음력 2월에 개최되는 하나의 대규모 문화 이벤트로 통합하여 흐엉 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새로운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는 음력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계획

되었다. 축제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례(제물의식, 행렬)와 한마

당 축제(오리 잡기, 닭싸움, 밥짓기 대회, 장기 등 전통놀이와 민속예술 공연)가 그것

이다.

지역 주민과 당국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제

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청회의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흐엉 깐 시의 19

개 주택지구 중 세 곳 만이 음력 2월에 출전시킬 선수 부족과 해당 지역 고유의 전통 

줄다리기 축제의 가치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제안을 거부했다. 줄다리기 

관습은 오래 전부터 전통놀이가 아닌 농사에 대한 믿음과 강하게 연관된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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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습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이 제안의 실효성이 다시 한번 검토되었다.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도 문화유산을 통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당국

의 노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와 같은 경우처럼 지역 주민의 

관점을 고려한 보호 노력과 활동이 지속된다면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호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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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캄보디아의�전통�줄다리기,� Teanh� Prot

시욘�소피리트� |�캄보디아�문화예술부�사무관,� 왕립예술대학�강사

줄다리기는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민속놀이다. 줄다리기를 두 팀 간의 순수한 

힘겨루기로 보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심오한 사회적,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의식으로 보고 특별한 명절에 행하는 나라들도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4월 중순 무렵

의 설 명절과 설이 지난 후 시농(始農)을 알리는 축제(Chlong Chet 또는 Chlong 

Chnam) 때 줄다리기를 행한다. 줄다리기는 보통 ‘씨앗 던지기(bos ankonh)’ ‘보자기

로 싼 공 던지기(chaol chhoung)’ ‘손수건 숨기기(lakanseng)’등 여러 민속놀이와 함

께 벌인다. 놀랍게도 캄보디아 사람들은 줄다리기를 가장 중요한 민속놀이로 생각한

다. 캄보디아 국민 중 이 놀이를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 마을 원로들의 전통 수호에 대한 의지 감소, 

급속도로 진전되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줄다리기의 명맥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

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줄다리기 대신 다른 현대적인 오락거리에 젊은 세대의 관

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발표 자료와 함께 제공한 짧은 보고서를 통해 캄보디아 전통 줄다리기의 현황을 간

략히 언급하고 동아시아 줄다리기 심포지엄의 취지에 걸맞게 줄다리기의 역사적 의미

와 의식으로서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줄다리기에�대한�대략적�설명

이 민속놀이는 크메르 말로 ‘줄 당기기’라는 뜻의 Teanh Prot이라고 불린다. 줄다리

기는 보통 민속놀이를 하기에 적합한 널찍한 마당이 있는 불교사원 또는 마을의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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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서 벌어진다.     

줄다리기는 사흘 간의 설 명절 중 마지막 날에 행한다. 캄보디아 북부에 위치한 마

을에서는 여전히 이 풍습을 지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명절의 마지막 날을 크메르 

어로 pdach prot(줄 끊기)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설날에 밧줄을 자를 경우, Chlong 

Chet 축제에서는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다.

줄다리기는 미혼의 청소년들이 참가하기도 하지만, 보통 25세에서 60세에 이르는 

기혼 남녀로 구성된 두 팀이 경기를 벌인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여성팀의 수가 남성팀보다 더 많다. 각 팀은 10~30명의 선수로 구성된다. 심판은 연

배가 높은 참가자 중 두 명을 뽑는다. 두 명의 심판이 있다면, 각 팀을 대표하여 남자

와 여자 한 명씩 선출한다. 경기장 한 가운데에 선을 긋는다. 요즘에는 시장에서 구입

한 밧줄을 사용하여 경기를 벌인다. 각 팀은 경기장 바닥에 그어 놓은 선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도열한 뒤 밧줄을 잡는다. 심판이 셋을 세면 경기가 시작된다. 때로는 

심판이 yak이라고 세 번 외쳐 양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한다. 그러면 각 팀 선수들

은 심판의 고함을 듣고 heouy라고 외친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것은 악귀를 물리치

기 위한 뜻도 있다.  

세 번의 고함 지르기 후, 양팀 선수들은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줄을 당겨 상대팀이 

바닥에 그어 놓은 선을 넘어오게 하면 승리를 얻는다. 줄다리기는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열기 가득한 경기이다.

경기가 끝나면 승려(achar)가 밧줄의 한 가운데를 자른다. 때로는 양팀이 힘껏 당기

는 바람에 줄이 끊어지기도 한다. 요즘에는 밧줄을 시장에서 사야 하고 가격도 비싸

기 때문에 실제로 줄을 끊지 않고 의식만 거행한 뒤 다음 해 경기를 위해 보관한다.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하는 팀들은 내기를 건다. 승리한 팀의 선수들은 목마를 타거

나 상대편 선수들의 엉덩이를 때린다. 패배한 팀의 선수들은 진흙을 바르거나 몸을 

진흙탕에 굴리는 벌칙을 받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벌칙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 명절과 Chlong Chet 축제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용인된다. 

마을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놀이에 참여한다면 화를 내지 말라!”라

고 말한다. 이러한 벌칙 때문에 나이 어린 미혼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줄다리기 경기

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벌칙이 없으면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줄다리기

에서 내기는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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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다리기의�역사적�배경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행하는 줄다리기 현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했다. 이제 

줄다리기의 역사적, 종교적 의미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캄보디아 문화에서 줄다리기의 기원 및 영감의 원천은 물리적, 종교적 측면에서 “유

해교반(乳海攪拌)”이라는 힌두교 신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도해와 명문 증거에 따

르면, 유해교반 신화는 당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고대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신화는 기원지인 인도에서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유해교반 신화를 묘사한 부조를 보면 우유를 젓는다기 보다는 신과 악마가 합심하

여 ‘나가(naga)’라는 용의 형상을 한 밧줄을 당기는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참조). 또

한 줄다리기를 신과 악마의 힘 대결과 결부시키는 흥미로운 설화가 존재한다(번역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 참조. 추후 ICHCAP에 제출 예정). 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화를 

잘 모르는 캄보디아인이라도 앙코르와트 사원(12세기 건립)에 가서 유해교반을 묘사

한 50m 길이의 조각을 본다면, 그들은 즉각 Teanh Prot의 장면이라고 생각할 것이

다. 즉, 캄보디아인들은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를 보고 줄다리기를 즉각 연상시

킬 만큼 Teanh Prot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다.  

 

3.� 줄다리기의�의미

줄다리기가 설 명절 또는 Chlong Chet 축제에서만 연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캄보디아의 설 명절은 사흘 간 지속된다. 사흘이라는 기간은 묵은해에서 새해로 넘

어가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이 기간은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혼란의 기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남성은 관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전통 놀이를 한다는 구실로 허용되기도 한다.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의식과 그와 관련된 놀이가 거행된다. 모래산 쌓기

(추후 설명), 씨앗 던지기, 보자기로 싼 공 던지기, 줄다리기가 그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줄다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시간의�경과와�주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간 개념은 ‘주기’로 설명할 수 있다. 시간 주기의 흐름은 밧

줄을 자르는 의식과 함께 종결된다. 밧줄 자르기는 묵은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됨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간 주기로의 진입을 상징한다. 새로운 시간 주기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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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음력 12달이 시작됨을 의미하고, 새로운 벼농사 주기란 새로운 벼농사 철이 시작되

었다는 의미이다.  

(2)� 완벽한�시간과�사회�질서의�회복

이 세상의 만물은 시간과 함께 소멸된다. 즉, 모든 것은 완벽한 상태에서 점점 멀어

지게 되고 시간 주기는 끝나게 된다.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 되기 전에는 만물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과도기가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완벽한 시간 주기를 

시작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Teanh Prot도 이러한 목

적에 부합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교반은 신과 악마라는 

경쟁관계의 두 세력이 서로 합심하여 잃어버린 보물, 즉 불멸의 묘약(amrita)을 찾는 

행위를 의미한다. 캄보디아의 사회-종교적 맥락에서 이 힌두교 신화와 연관된 신앙 

및 관습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캄보디아인들은 이 신화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12세기 말 캄보디아의 고대 도

시 앙코르 톰(Angkor Thom)은 이러한 유해교반 신화를 모방하여 건설되었다. 도시 

입구의 양 편에는 악마와 신의 형상을 한 조각들이 나가(naga)를 잡고 서 있다. 이는 

분명 유해교반의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왕 자야바르만 7세

(1181-c.1220)가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입구를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신과 악마들이 참족과의 전쟁 중에 잃어버린 ‘영광의 보물’을 되찾도록 

이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를 휘젓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약 1177~1181

년까지 캄보디아는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참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그 지배하에 들

어가게 되었다. 이후 캄보디아를 수복한 자야바르만 7세는 캄보디아의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사회질서와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식과 정치제도

를 정비했다. 그는 신과 악마가 도시를 휘저어 불멸의 묘약을 찾는다면 도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듯 되찾기와 재창조라는 내재된 관념은 Teanh Prot이라는 놀이 의식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이 놀이는 ‘해(年)라는 시간 주기의 갱신’ 또는 ‘완벽한 질서를 가진 우

주의 재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상서로운 시

간, 질서 및 번영을 되찾기’ 위해 설 명절의 의식이 거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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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산을�상징하는�행위

남성과 여성이 편을 나누어 밧줄을 당기는 것은 생산이라는 활동을 상징한다. 또한 

목말 태우기, 몸 굴리기, 엉덩이 때리기와 같은 벌칙은 생산이 가진 성적인 의미를 상

징한다. 또한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기우제를 지내는 동안 이러한 행위들을 수행하

기도 한다.  

4.� 결론

수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온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Teanh Prot은 사회적으로 종교

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통 의식이다. 그러나 현재 실행 현황을 보면 소

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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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푸눅,� 추수를�마무리하는�하파오�강�유역의�전통�줄다리기

노마�레스피시오� |�필리핀대학교�교수

1.� 개요

푸눅(punnuk)이란 이푸가오 주 훙두안 지역 하파오 바랑가이(필리핀의 최소 행정구

역 단위)의 세 공동체가 행하는 줄다리기 의식을 말한다. 하파오 강 유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추수가 끝난 뒤 거행되는 전통 의식(huowah)의 대

미를 장식한다. 푸눅은 농사 주기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주기가 시작됨을 알리는 의식이다. 

  

2.� 전통�의식�

(1)� 바키와�이눔� � � �

푸눅에 앞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의식을 가리켜 바키(baki)와 이눔(inum)이라고 한

다. 두 의식은 추수기에 지정된 종가(dumupag)에서 행한다. 두 의식은 같은 날 종가

의 전통 가옥 1층에서 거행한다. 첫 번째 의식인 바키는 아침에 치른다. 바키는 점

(占)을 치는 의식으로 3~5마리의 닭(돼지를 사용할 때도 있다)을 제물로 바친다. 의

식은 마을의 사제(mumbaki)가 주관하며, 신들에게 추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현 세

대에게 농지(특히 종가의 농지)를 물려준 조상들에게 감사의 예를 표한다(3~5세대에 

걸친 이름 낭독). 마을 사제, 종가 및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점심으로 

요리한 음식을 음복한다. 바키에 이어 술을 음복하는 두 번째 의식 이눔을 치른다. 종

가는 서로 다른 크기의 세 단지를 내어 놓는다. 단지에는 종가에서 빚은 술(baya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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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겨 있다. 마을 사제는 3~5세대에 걸친 조상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술을 조상에

게 바친다. 술 단지를 여는 특권은 마을 사제에게 있으며, 세 단지 중 가장 큰 단지

(binouwangon)부터 술을 음복해야 한다. 가장 큰 단지의 크기는 약 76cm 정도 된다. 

그 다음으로 중간 크기의 단지(dinoaman)의 술을 음복하고, 마지막으로 높이가 30cm 

정도 되는 가장 작은 단지(guling)의 술을 마신다. 셋 중 가장 작은 단지에 가장 맛 

좋은 술이 담겨 있다. 참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가장 큰 단지의 술만 음복한다. 종갓

집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잔치 소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밤까지 계속되는 주연에 

참석하라는 의미로 간주된다. 

(2)� 푸눅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거행되는 의식이 바로 푸눅이다. 바키와 이눔이 끝난 다음

날 치른다. 세 곳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 놀이를 말하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주로 연령에 관계 없이 신체 건장한 남자들

이 강에서 줄다리기를 벌였고, 여자들은 강둑까지 이어지는 행렬에 참여했다. 강둑에 

모인 관중들은 마을을 대표해 참여한 선수들을 응원하고 상대팀 구성원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신경전을 벌인다.  

도구 : 티나구와 파키드

푸눅은 두 가지 도구가 사용된다. 티나구(tinaggu)와 파키드(pakid)가 그것이다. 티

나구는 벼 이삭으로 만들며 덩굴로 단단히 묶는다. 이 도구는 허수아비를 닮았으나 

왕도마뱀이나 원숭이를 닮은 모양도 있다. 강 한가운데에 던져 강을 사이에 두고 위

치한 두 팀이 당겨야 하는 물체이다. 각 팀은 3~5m 정도 되는 나뭇가지인 파키드를 

사용하여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당긴다. 파키드는 내구성이 탁월한 아토바 나무의 

가지로 만든다. 파키드의 한 쪽 끝은 갈고리처럼 생겨 티나구에 걸어 잡아당길 수 있

다. 파키드를 티나구에 걸면 그 때 양팀의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먼저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당긴 팀이 승리한다.   

티나구 제작은 푸눅을 행하는 아침,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계단식 논둑을 내려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강가로 행진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다. 반면 파키드는 푸눅을 

하기 며칠 전에 준비한다. 파키드의 재료가 되는 나무는 주로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

진 숲에서 자라 채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티나구와 파키드는 모두 이 행사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남자들이 준비한다. 여분의 티나구와 파키드를 준비하여 줄다리기

가 펼쳐지는 강가에 가져온다. 이렇게 하면 무승부이거나 승패를 가리기 위해 다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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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 할 경우, 또는 파키드가 망가질 경우 곧바로 교체할 수 있다.

3.� 배경

(1)� 지리적/물리적�배경

훙두안(Hungduan)은 북서쪽으로 마운틴 주, 남서쪽으로 벵게트 주와 인접한 이푸

가오 주에 위치한 도시이다. 훙두안 시를 구성하는 9개의 바랑가이 중 하파오 프로퍼

(Hapao Proper), 눙울루난(Nungulunan), 반가-안(Banga-an) 세 곳 만이 푸눅을 연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 바랑가이는 훙두안의 중부에 위치해 있으

며 방대한 계단식 논으로 유명하다. 전체 지형은 넓게 펼쳐진 분지로 남쪽은 넓고 완

만하게 경사가 진 반면 서쪽과 남서쪽 면은 경사가 가파르다. 하파오 강은 이 지역의 

한 가운데를 관통한다. 강물은 표면이 매끄러운 바위 틈 사이로 흐르며, 알라위탄 산

과 폴리스 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급류와 카필리간 산에서 흘러나오는 지류가 합쳐져 

강을 이룬다.

(2)� 인구�구성과�주요�경제�활동

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훙두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투알리 민족-언어 집단에 

속한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벼농사를 지어 왔다. 돌로 만들어진 계단식 논은 강인하

고 성실한 주민들을 성정을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라고도 볼 수 있다. 바키와 이눔, 푸

눅과 같은 전통 의례는 모두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무

형유산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농사 주기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 품종

(pinung-o)에 맞춰 형성되었다. 보통10월 또는 11월 초에 파종이 이루어지고, 12월 

초 묘판에서 발아한 묘목을 옮겨 심기 전에 논을 가꾼다. 5월까지 벼는 열매를 맺어 

황금색이 될 때까지 여물고 6월말 또는 7월 초에 추수가 시작된다.

   

(3)� 사회�구조

사회는 계층화되어 있다. 상류층은 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규모가 큰 계단식 

논을 소유한 부유층(kadangyan)을 말한다. 농사철이 되면 이들 계층이 소유한 논에 

가장 먼저 일손이 투입된다. 상류층 가운데 종가(dumupag)로 지정된 집안이 농사 및 

추수 후에 치르는 의례 관련 활동을 총괄한다. 종가는 소유한 논의 규모와 과거의 사

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마을 사제와 원로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종가는 반드시 규

모나 수의 측면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계단식 논 중에서 가장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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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소유한 상류층 출신이어야 한다. 종가가 되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특권을 행

사하며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논에서 먼저 추수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종가의 논에서 추수가 모두 끝나야 두 번째로 많은 논을 소유한 집안

(umuonub)의 추수 작업이 시작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논을 소유한 집안

(mikatuo)의 추수가 이루어지고,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논을 소유한 집안

(makap-at)의 추수가 시작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추수는 공동체 구성원과 각 논을 

소유한 집안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공동 작업이다. 추수에 참여한 공동체 구

성원들은 하루 일당으로 다섯 가마니의 쌀을 받는다. 네 번째 집안의 추수가 끝나고 

나서야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농부들이 추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들 농지는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의 일손 없이 소유주가 직접 추수한다.  

4.� 푸눅의�실행

(1)� 공동체�참여:� 다채롭고�흥겨운�축제

오전 9시 무렵 푸눅에 참여하는 세 공동체 구성원들은 계단식 논을 지나 하파오 강 

쪽으로 행진한다. 그들이 입은 붉은색 전통의상은 주변의 녹음과 대비되어 한층 더 

강렬한 느낌을 준다. 신을 매혹한다고 여겨지는 동아(dong-a) 나무의 붉은색 잎은 

머리 장식으로 사용된다. 티나구와 파키드를 든 장정들은 연신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흔들어 댄다. 한편 나머지 공동체 구성원들은 푸눅 참가자들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외쳐대는 고함 소리에 맞춰 동아 가지를 흔든다.       

(2)� 신의�가호를�빌다

응원의 함성과 상대편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꽃 튀는 공방전은 선수들이 강

둑에 다다를 무렵 절정에 달한다. 먼저 정해진 장소에 당도한 두 팀이 줄다리기를 벌

인다. 그러나 경기 시작 전 양팀 선수 중 한 명이 나와 신의 가호를 비는 사행시를 

읊는다. 하늘의 신(Daya), 바다의 신(Laud) 그리고 대지의 신(Bago)에게 무사히 경

기를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한다. 뒤이어 풍작과 행

운이 그들에게 깃들기를 기원하는 또 다른 사행시를 상대팀 참가자 중 한 명이 읊는

다. 

 

(3)� 줄다리기�경기

시 낭독이 끝나고 양팀 중 한 팀이 티나구를 강 한 가운데에 던지면 선수들은 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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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파키드를 뻗어 티나구에 걸고 당길 준비를 한다. 이로써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양팀이 계속 파키드를 당기는 동안 강둑에 모인 관중들은 열화와 같은 응원의 함성을 

보내며 자기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한다. 합심하여 더 큰 힘으로 당긴 팀은 티나구를 

자기 편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 당길 수 있으며, 이 때 상대편까지 같이 딸려올 수도 

있다. 티나구를 가까이 끌어 당긴 팀이 승리를 차지하며 나머지 팀과 다음 시합에서 

겨루게 된다. 파키드를 걸고 당길 여분의 티나구가 있고 선수들이 모두 지칠 때까지 

도전은 계속될 수 있다.

� �

(4)� 승자와�패자

줄다리기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둔 팀이 전체 경기의 승자가 된다. 이는 푸눅에서 

뿐만 아니라 수확기 내내 승리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허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

아간 패자들은 수확한 곡식을 금방 소비하여 다음 추수기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지 못

할 것이라고 낙담한다. 반면 승자는 낙관적인 전망과 함께 자신감이 넘친다. 다음 해

는 풍요로운 해가 되고 그들의 곡식 창고는 매번 채워 넣지 않아도 항상 가득 차 있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수확과�관련된�전통�의식과�그� 의미� :� 바키,� 이눔,� 푸눅

	 	 	 	 	 	 	 	 	 	 	 	 	 	 	 	 	 	 	

◾ 종교적 의미 바키와 이눔이라는 의식, 수확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동체

에게 신의 가호가 내리길 기원하는 시 낭독  

◾ 주연과 축제 이눔 의식, 계단식 논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렬, 줄다리기 시합에서

의 응원

◾ 스포츠 정신 줄다리기의 승자와 패자

◾ 공동체의 협동심과 효율성 신속한 티나구 제작, 파키드 채취, 푸눅의 실행, 

‘Hagioh’라는 후렴구가 들어간 노래에 맞춰 계단식 논을 따라 내려가는 행진, 관

중들이 한목소리로 내는 응원의 함성, 서로 합심하여 줄을 당기는 모습

◾ 철저한 금기사항 엄수 추수 기간 동안 공동체 구성원들은 잎이 무성한 채소, 껍

질이 무른 조개류 및 생선을 피한다. 추수 의식이 거행되는 기간 동안 종가와 마

을 사제들은 목욕을 금한다. 잎이 무성한 채소는 상서롭지 못한 음식으로 간주되

는데, 익히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른 껍질의 조개류를 피하는 이유는 

쉽게 껍질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수확한 곡식들이 쉽게 고갈되거나 

파괴될 것이라는 미신과 관련이 있다. 생선 냄새는 신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



66� |� 동아시아�전통�줄다리기의�다양성과�통유성�

에 피한다. 콩과 같은 꼬투리 식물은 제례 음식으로 올릴 수 있다. 콩의 경우, 익

히면 부피가 늘기 때문에 수확의 양을 배로 만드는 것과 같은 뜻으로 간주된다. 

◾ 체계적인 농번기 노동 공유 수확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확한 곡식의 손상을 

막는다. 

◾ 전통 수호에 대한 인식 고취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전통 수호

를 위해 노력한다. 마을 사제, 원로, 상류층 및 종갓집 구성원들은 바키, 이눔, 

푸눅과 같은 종교적 의식을 지속적으로 거행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공동체 전통

의 수호와 실행에 힘쓴다. 지속적인 의식의 실행은 젊은 세대로의 전통 전승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다.  

◾ 지자체와 바랑가이의 관료들(시장, 기초단체장, 관광 담당 지자체 공무원 등)은 

전통 놀이와 의식을 보존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통 줄다리기인 푸눅이 사라지거나, 상품화되거나, 터무니없는 간섭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단순한 구경거리 또는 관광객들을 위한 놀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관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화학 제초제와 비

료를 사용해야 하는 외래 벼 품종의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하지 않은 외래 품종들은 푸눅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

흥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본 보고서는 다음에 제시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인

터뷰는 2013년 3월 16~17일 이푸가오 주 훙두안 시 하파오 센트로에서 진행되었다.

	 	 	

마을�원로

루치오�아담(Lucio� Adamme),� 80세,� 바앙� 바랑가이�거주�

로메오�보디온(Romeo� Bodhihon),� 82세,� 바앙� 바랑가이�거주

페드로�망-오한(Pedro� Mang-ohan),� 60세,� 눙울루난�바랑가이�거주

마을�사제

반다우�아톨바(Bandaw� Atolba),� 90세,� 팡아-안�하파오�바랑가이�거주

로사�아톨바(Rosa� Atolba),� 사제� 반아우�아톨바의�아내,� 팡아-안� 하파오�거주

마을�원로�겸� 사제

안토니오�부망아방(Antonio� Bumangabang),� 79세,� 하파오�프로퍼�바랑가이�거주

가노�나파다완(Gano� Napadawan),� 84세,� 하파오�바랑가이�거주

빅토르�멜롱�마둘라우(Victor� Melong� Madulaw),� 78세,� 하파오�바랑가이�거주

종가

엘레나�팡이완�오야미(Elena� Pangiwan� Oyammi),�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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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오야미(Jose� Oyammi),� 종가의�남편,� 61세

상속�농지�관리인

모나리자�비무약과�그녀의�남편�레이� 비무약

지자체�공무원

라몬�가야당(Ramon� Gayadang),� 49세,� 하파오�프로퍼�바랑가이�단체장

조셉�나카케(Joseph� Nakake),� 59세,� 전� 하파오�프로퍼�의장,� 마을�사제

로웨나�시캇(Rowena� Sicat),� 38세,� 훙두안�시� 관광� 사무관�

**필자는 추수 및 의식 기간 내내 현장에 머물렀으며, 1976년 하파오에 머무는 동

안 푸눅의 연행을 일부 관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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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4】

일본의�줄다리기�전승�현황

호시노�히로시� |�일본�동경문화재연구소�명예연구원

1.� 개설�

당진시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주최하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

지엄’에 초대해 주시고 일본의 줄다리기의 전승현황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한국 정부의 관계자 여러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행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날(正月)이나 백

중날(오봉), 단오, 8월 보름 등 주요 연중행사에 볏짚이나 띠짚, 창포 등으로 줄을 만

들어 줄다리기를 합니다. 마을을 농촌부와 어촌부, 동서, 상하 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거나 어린이와 청년, 남자와 여자 등 두 패로 나누어 줄을 당겨 승부를 가릅니다. 

또 줄을 함께 끌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땅바닥에 내리치거나 줄을 자르는 행사가 진

행되기도 합니다. 줄다리기의 승패로 생업의 풍년 흉년을 점치기도 하고 악령을 퇴치

하여 마을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줄다리기 행사는 동일본, 서일본(西日本), 남일본에 널리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속행사와 마찬가지로 근대화 이후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로 쇠퇴와 변화를 거듭

하여 왔습니다. 일차산업 종사자들이 도시의 샐러리맨이 되면서 행사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로 변경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의 과소화현상으로 인해 민속행사의 지속, 계승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 풍습을 유지해왔던 산간벽지의 귀중한 문화유산들도 이와 같은 단절의 위기에 처

해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0년 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줄다리기를 비롯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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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명칭 소재지 개최일

문화재�

종별

전승�

형태별

1
가리와노�줄다리기

(刈和野の綱引き)�
아키타현 음� 1월� 15일

국가� �

지정
단일형

2
오마가리�줄다리기

(⼤曲の綱引き)
아키타현 2월� 15일 현�지정 단일형

3
반다이� � 신사의�배�당기기�축제

(磐梯神社の船引き祭り)
후쿠시마현 춘분

국가� �

선택
단일형

4
유즈가미� � 다이모지�당기기

(湯津上のダイモジ（⼤念縄）引き) 토치기현 8월� 14일
국가� �

선택
단일형

5
오이소의� � 달불놀이

(⼤磯の左義⾧)
가나가와현 1월� 14일

국가� �

지정
복합형

6
곤간신지

(御願神事)
이시가와현 2월� 10일 현�지정 단일형

7
츠루가�니시마치�줄다리기

(敦賀西町の綱引き)　　　　
후키이현 1월�제3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8
휴가의� � 줄다리기�행사

(⽇向の綱引き⾏事)
후쿠기현 1월�제3일요일

국가� �

선택
단일형

9
호소노� � 이고모리�축제

(祝園の居籠祭り)
교토부

1월�첫�申의�

날에서� 3일간

교토부� �

지정
복합형

10
타지마쿠타니의� � 창포줄다리기

(但⾺久⾕の菖蒲綱引き)
효고현 6월5일 국가지정 단일형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대의 추세에 거스를 

수 없어 많은 민속행사들이 쇠퇴, 소멸되었습니다. 1954년도부터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민속행사들을 무형민속자료로 지정하고 주요행사에 대해서는「목록작성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종목」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을 피크로 민속행사들은 현저하게 쇠퇴하였으며 

1975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무형민속자료는 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요 민속행사에 대해서는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보호정책이 강화되

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무형민속문화재를 지정하기도 하고 혹은 기록 작성 등의 조치가 필

요한 것에 대해서는 선택 무형민속문화재로 선정하였습니다.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

을 비롯하여 그 외 일본 전국각지에 전승되고 있는 20곳의 줄다리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해 보았습니다. 

그 중 2, 6, 9, 15, 17번은 각각 아키타현(秋田縣), 이시카와현(石川縣), 교토부(京
都府),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현 지정 무형민속문화재입니다.  국가적인 보호조치 

이외에도 일본 전국 47도도부현(都道府縣) 및 각 지방자치체는　문화재보호 조례에 근

거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해당 행정관할의 지정 무형민속문화재 혹은 선택 무형민속문

화재 등으로 보호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각지의�줄다리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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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나바� � 창포줄다리기

(因幡の菖蒲綱引き)　　　　
도토리현

-� 음력� 5월� 5일�

가까운�일요일,�

-� 음력� 5월� 5일�
전후의�토.일요일,�

-� 6월� 5일후의�

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12
미사사의� � 진쇼

(三朝のジンショ)　　　　　
도토리현 5월� 3,4일 국가지정 단일형

13
요부코의� � 대줄타리기�

(呼⼦の⼤綱引き)
사가현 6월� 제1토,� 일요일 국가지정 단일형

14
고토의� � 줄다리기

(五島の綱引き)
나가사키현 설날 　 단일형

15
센다이� � 대줄다리기

(川内⼤綱引き) 가고시마현 9월22일 현�지정 단일형

16
미나미사츠마의� � 십오야행사

(南薩摩の⼗五夜⾏事)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5일 국가지정 복합형

17
유이의� � 풍년춤

(油井の豊年踊り)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6일 현�지정 복합형

18
요론의� � 십오야�춤

(与論の⼗五夜踊り)　　　　 가고시마현 음력� 8월� 17일 국가지정 복합형

19
오키나와� � 줄다리기

(沖縄の綱引き) 오키나와현 음력� 6월~8월 국가선택 복합형

20

이시가키섬�시카마을의�푸리이�

(풍년축제)�

(⽯垣島四ケ村のプーリイ(豊年祭り

)

오키나와현

음력6월� 2번째�

壬,癸의�길일부터�

2일간

국가선택 복합형

2.� 각지의�줄다리기의�전승�형태별�개요설명

앞에서 언급한 20건의 줄다리기를 일본 지도에 표기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동해

(일본해)에 접해있는 지역, 규슈의 북부에서 남부, 그리고 아마미(奄美), 오키나와(沖
縄)의 서남지역의 여러 섬 등 대체로 대륙에 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줄다리기의 목적이나 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20곳의 줄다리기를 편의상 전승형태 유형별로 설명하고자 합니

다. 하나는 줄다리기의 단일행사(단일형)이며 다른 하나는 본 행사의 일부로서 줄다

리기 행해지는 경우(복합형)입니다. 수적 보아 단일형이 복합형의 약 2배에 이릅니다.

(1)� 줄다리기�단일전승의�경우

단일형 줄다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위의 일람표의 번호로 보면 음력 정월 대보름

(小正月)에 거행되는 것이 이 1, 2, 7, 8, 14번이며, 단오 때 거행되는 것이 10, 11, 

12, 13번이며, 백중날(盆)에 거행되는 것이 4번입니다. 15번은 9월22일 (원래는 음력 

8월 14, 15일）이며, 20번 오키나와(沖繩)에서는 음력 6월∼8월사이의 수확 축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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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줄다리기�분포

중날(盆), 8월 보름(十五夜)에 실시됩니다. 

모든 줄다리기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암줄과 수줄 두 개의 줄을 연결시키는 

지역이 많습니다. 두 패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여 그 승패로 생업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는 것이 주행사입니다. 줄다리기 주 행사 전후에는 줄을 들고 돌거나 끌면서 돌

아다니기도 하고 줄로 땅을 치기도 합니다. 8번 휴가의 줄다리기(日向の綱引き行事)

처럼 줄다리기할 때 줄을 서로 빨리 끊기를 경쟁하기도 합니다. 또 줄다리기가 끝난 

후 줄을 풀거나 강이나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신사에 받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유즈카미의 다이모지 끌기(湯津上のダイモジ（大念縄）引き)와 11번 이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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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포줄다리기(因幡の菖蒲綱引き)에서와 같이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줄로 씨름판(土俵)

을 만들어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줄 재료는 주로 볏짚을 사용하지만 단오 때 거행하는10, 11, 12, 13번의 경우에는 볏짚

에 창포나 쑥을 함께 넣어 꼬아 줄을 만듭니다.

단오 때의 줄다리기는 어린이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의 줄다리기로 진행됩

니다. 규슈북부나 오키나와 지방에서는 남녀가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곳에서

는 여성 쪽이 이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복합�행사의�일부로서의�줄다리기�전승�

복합형 행사로서는 설날의 신앙적인 행사(神事)로 거행되는 교토부의 9번 호소노 

이고모리 축제(祝園の居籠祭り), 규슈(九州) 남부에서 남서제도(南西諸島)에 걸쳐 8

월 보름(十五夜)행사로서 16, 17, 18번, 그리고 오키나와(沖繩)의 20번 야에야마(八
重山)의 풍년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형 행사는 줄다리기가 축제의 일부로서 

거행될 뿐만 아니라 17, 18번과 같이 예능 곡목순서가 별도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9번은 연초에 일정 기간동안 신사에 칩거하는 행사(お籠り神事)가 있으며 신(神)을 

청하는 의례(神勧請儀礼), 풍년을 미리 축하하는 놀이행사(御田)에 이어서 줄다리기

가 진행됩니다. 여기에서는 둥근 고리형태(輪形)의 줄을 사용하며 줄다리기가 끝난 

후 줄은 태워 버립니다.

8월 15일 밤(十五夜)줄다리기행사로 주목할 만한 것은 16, 17번입니다. 줄다리기에 

줄 끊기를 하거나 끊은 줄로 씨름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16번은 매우 독특한 순

서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산에서 잘라온 띠 짚으로 줄을 만듭니다. 띠 짚으로 줄

다리기의 줄뿐만 아니라 둥근 고리형태로 달 모양을 만들어 나무에 걸기도 하고 있습

니다. 줄다리기 때에 자른 줄 자락을 이용하여 지면에 달 모양을 만드는 곳도 있습니

다. 이러한 행사는 달(月)에 대한 신앙과 줄다리기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

니다. 특히 띠 짚과 조(粟), 피(稗), 고구마(イモ)등의 작물의 줄기나 잎을 섞어 함께 

꼬아서 달 모양의 줄을 만드는 사례를 오노 주로(小野重朗)씨는 벼농사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물 경작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오야 행사도 최근에 와서는 과소화 현상이나 출생률 감소로 인해 어린이가 적어 간

략화 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 줄다리기의�유사�전승�

줄다리기 행사는 아니지만 줄다리기의 아류라고 할 수 있는 민속행사가 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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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 5, 6번입니다. 3번 반다이 배 당기기 축제(磐梯舟引き祭り)는 배에 쌀가마니를 

싣고 줄을 매달아 끌어당기는 행사입니다. 5번 오이소의 달 불놀이(大磯の左義長)는 

썰매위에 임시 신사(仮宮)를 설치하고 줄을 매달아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서로 당기

는 행사입니다.  6번 고간신지(御願神事)는 예전에 줄다리기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만 지금은 볏짚으로 뱀(藁蛇)를 만들어  청년들이 끌고 돌아다니다가 이를 잘라 강에 

흘려보내는 행사만이 남아있습니다. 

한편 줄다리기의 줄을 뱀이나 용으로 여기고 수신(水神)과 결부시키는 지역은 아직 여

러 곳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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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5】

한국의�줄다리기의�다양성과�그� 의미
69

한�양�명� |�안동대학교�민속학과�교수

1.� 머리말

나는 그 동안 한국의 대동놀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왔고, 줄다리기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한국의 줄다리기는 상당한 지역성을 보여

주는 한편 일정한 유형성도 지니고 있었다. 각 지역의 줄다리기가 보여주는 다양성이, 

문화의 주고받음과 그 지역의 지리생태적․사회문화적․주술종교적 요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이 가지만 현재로서는 그 까닭을 깊이 있게 밝히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를 통하여 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드러나는 의미를 살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줄다리기의 다양성을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

는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서 그 존재양상을 드러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 줄다리

기의 의미를 파악해보려고 한다.70

2.� 줄다리기의�다양성

69 이 글은 ‘한양명, 「줄당기기의 다양성과 보편성」,『실천민속학연구』제 2 호, 실천민속학회, 2000’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70 이 글에서 다루는 줄다리기는 현재 전승되는 것은 물론 과거에 전승되었던 것 가운데 내가 직접 조사
했거나, 다른 이가 조사한 결과를 포괄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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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을 전승집단의 규모, 시공간, 줄의 형태, 편의 구성방식, 

줄의 처리방식, 줄의 재료, 공동체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 등의 제 부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전승집단의�규모�

전근대 사회에서 지연공동체는 마을․고을․나라의 세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마을

과 고을 사이에 면, 고을과 나라 사이에 도가 존재하였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들이 강한 지연적 귀속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따라 지연공동체

의 축제도 자연히 마을축제․고을축제․나라축제의 세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고대의 

국중대회 이래 국가단위의 축제는 점차 불식되어갔으며, 마을축제와 고을 축제가 지

방 행정제도의 변화와 농업생산력의 고양 등에 조응하면서 제 자리를 잡아갔다. 줄다

리기는 이들 축제의 중심적 연행이었으므로 자연히 고을 단위와 마을 단위의 두 수준

으로 전승되었다.

고을의 읍치(邑治)를 중심으로 전승되던 고을형 줄다리기는, 평시에는 읍치의 구

성원들이 참여하여 소규모로 행하다가 비상적 상황이 되면71 고을 사람들 대다수가 

마을을 단위로 참여하는 초대형의 줄다리기가 되었다. 전자의 줄다리기를 ｢닫힌고을

형｣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줄다리기는 ｢열린고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단위 마을을 배경으로 전승되던 마을형 줄다리기 역시 고을형과 마찬가지 양상을 

보여준다. 평시에는 마을 사람들만이 참여하여 소규모로 줄을 당기다가 비상적 상황

이 되면, 인근 마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의 줄다리기를 행하였다. 전자를 

｢닫힌마을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열린마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집단의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마을형｣의 줄다리기는 모든 마을에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대

개 역촌, 면소재지, 시장의 소재지, 군사적 요충지 등 대촌에서 가능했다. 이처럼 차별

적으로 존재하던 줄다리기에 대한 민속분류체계가 통용되었다. 외집단의 참여가 보장

되는 줄다리기는 ‘큰줄’이라고 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줄다리기는 ‘골목줄’, ‘동네줄’, 

‘애기줄’ 등으로 불렀다.72

시공간�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한국의 줄다리기는 일정한 시기에 행해지는 것과 특별한 경

71 풍년이나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특별히 경축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또는 흉년이나 질병 등 공동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위기가 닥쳤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72 한양명, ｢줄다리기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1998, pp.62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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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임시로 행하는 두 종류가 있다. 후자는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심한 가뭄이 들거

나 역병이 돌 때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정한 시기에 행할 경우에는 그 시기

는 거의 대보름을 전후한 때이다. 그러나 문헌을 검토하여보면 단오와 추석에도 줄다

리기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학성지에 의하면 울산지역에서는 마두희(馬頭戱)라는 

이름의 줄다리기를 매년 단오에 행하였다고 한다.73 또한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제주

에서는 조리지희(照里之戱)라고 하는 줄다리기를 매년 추석에 행하였음이 나타난다.74 

이와 같은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단오와 추석 역시 줄다리기의 연행 시기였음을 알 

수 있으나 언제부터 대보름을 전후한 시기로 일원화하였는지는 상고하기 어렵다. 

줄다리기의 연행공간은 기본적으로 줄을 당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넓고 긴 공간이

면 족하다. 줄의 규모에 따라서 각 지역의 지리적 여건에 맞게 연행의 공간이 결정된

다. 내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넓은 논밭이나 큰 길이 채택되며, 소규모일 경우에는 

골목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내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강변의 공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탐진강변에서 큰줄을 당긴 전남 장흥의 경

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해안 지역에서는 대체로 해변의 백사장에서 줄을 

당기는 경우가 상당히 나타난다. 동해 연안 지역의 줄다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줄의�형태�

한국의 줄은 쌍줄과 외줄의 두 형태가 있다. 외줄은 호남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

나며 쌍줄은, 외줄을 당기지 않는 호남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줄

은 하나의 줄이므로 별도의 성 구분이 없으나 쌍줄은 암줄과 숫줄로 구분된다. 외줄

의 형태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변이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줄을 당기기 위해서 별도

의 줄을 마련하지 않고 통째로 ‘몸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서 쌍

줄은 분명한 변이형이 나타난다. 대개의 경우, 하나의 몸줄에 수많은 ‘종줄’을 달아서 

사람들은 그 종줄을 잡아당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네줄’이라고 부른다. 

이에 비해서 강원 삼척과 부산 동래의 경우에는 몸줄 자체가, 여러 개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다시 종줄을 매달아 당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줄[게줄]’이라고 

부른다.

줄의 형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게줄'인데,  놀이도구는 길이 5~6m 

정도의 가는 줄이다. 이 줄의 끝을 연결하여 각기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 두 사람의 

몸 뒤에서 사타구니 사이로 줄을 빼내 목에 걸고, 자기 방향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가 

73 鶴城誌, 풍속조.

74 東國歲時記, 8 월 추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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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가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남 밀양시 감내의 게줄다리기가 

있으며, 경북의 울진과 영덕, 풍기 그리고 선산 지역에서도 같은 형식의 놀이를 확인할 

수 있다.75 

편�구성의�방식�

줄다리기는 지연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두 편으로 갈라서 진행하는 편싸움이다. 편을 

가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남성과 여성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공간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편을 가르는 것이다. 남녀별로 편을 가

를 때, 여성편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의 남성들도 포함된다. 남성 편에는 기혼 남

성들만이 포함된다. 가령 부부와 미혼의 세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있다면 아버

지만 남성 편에 속하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미혼의 자녀 셋은 여성 편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지역별로 편을 가르는 경우에는 동/서, 남/북, 상/하 등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76 남녀별 편구성 방식은 모든 외줄다리기와 호남 및 경기 일

원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이다. 이에 비해서 지역별 편구성은 위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편구성의 방식과 연관하여,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여성의 승리가 풍요

다산을 주술종교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

해가 있다.77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경쟁적 놀이의 속성과 편구성의 구조적 요인을 

살피지 못한 결과이다. 실제로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여 줄을 당기는 현장에 가보면 

양편은 온 힘을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애초에 남성편이 불리하게 편을 

구성하는 관행에 있는 것이지 일부러 져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줄의�처리�방식�

줄다리기가 끝난 후의 줄 처리는 소비형과 보존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비형은 다시 ｢즉시소비형｣과 ｢송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대부분의 

쌍줄다리기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후자는 주로 한강변의 강촌(江村)에서 나타나

는 특별한 형태이다. 보존형은 ｢일년보존형｣과 ｢영구보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전

75 한양명, ｢몇 사례를 통해 본 울진 줄다리기의 지역성｣, 민속연구 제 8 집,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pp.151-152.

76 경남 의령의 줄다리기는 거주지별로 편을 구성하지만, 그가 만약 상대 편 지역에서 태어났다면, 현재
의 지연을 무시하고 원래의 지연을 좇아가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안동 차전
놀이에서도 나타난다.

77 차기선, ｢한국의 줄다리기｣, 한국문화인류학 14, 한국문화인류학회, 1982,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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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줄을 동신의 신체인 당산에 감아두었다가 다음해 줄을 당긴 후에 새 줄로 교체

하는 형태로 외줄다리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영구보존형｣은 줄을 동신으로 섬

기며 영구 보존하는 형태이다.78

｢즉시소비형｣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토막내거나 통째로 사용하는 것이다. 줄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속신들이 있다.

◾ 줄을�지붕위에�얹어�놓으면�집안에�액이�들어오지�않는다.
◾ 논밭에�넣으면�곡식이�잘� 된다.
◾ 대문�앞에�걸어두면�액이�침범하지�못한다.
◾ 불임녀가�달여�먹으면�아기를�갖는다.
◾ 병자가�달여�먹으면�병이� 완쾌된다.
◾ 배�위에�싣고� 바다에�나가면�풍어�진다.
◾ 보를�막으면�물이�풍부해지고�가뭄�들지�않는다.

모두 줄이 갖고 있는 제액 내지는 방액적 효능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줄다

리기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제액을 통한 안과태평을 기원하고 있다면, 줄다리기로 주

력(呪力)을 확보한 줄은 각 집안 단위의 제액과 안과태평의 보증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즉시소비형｣의 쌍줄다리기에서는 줄의 효용이 마을 차원에서 집 차원으로 세

분화,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송액형｣은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둥그렇게 쌓아두고, 그 해에 떠내려가면 길하

다고 믿는 것이다. 경기 여주의 흔암리에서는 줄을 얼어붙은 강 위에 길게 늘어 두었

다가 봄에 해빙이 되어 떠내려가면 마을의 액도 함께 떠내려간다고 믿었다. 충북 중

원 목계에서도 암줄과 숫줄을 강 위에 나란히 놓아두고 장마에 암수줄이 함께 떠내려

가면 매우 길하다고 믿었다.79 한편 충남의 아산에서는 용왕제에 이어 줄다리기를 한

다. 이 때, 줄은 용왕의 신체가 된다. 용왕제에서는 만신〔무당〕을 청해다가 용왕에

게 수액(水厄)과 재난을 없애고 가가호호에 복을 주도록 빈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하

고, 줄을 강가에 뱀이 똬리를 튼 모양으로 쌓아둔다.80 줄이 떠내려감으로써, 즉 수물

(水物)인 용이 거처인 강으로 돌아감으로써 마을의 액도 함께 소멸된다고 믿는다.81

｢일년보존형｣은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줄을 훼손하지 않고 그 줄을 동신인 당산에 

78 한양명, ｢줄다리기의 주술종교적 성격과 기능체계｣, 민속연구 제 4 집, 1994, pp61-63 참조.

79 한국문예진흥원, 한국의 축제, 1987, p.143.

80 아산의 용왕제와 뒤이어 행해지는 줄다리기는 용섬김과 자극 모티프의 공존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
고 있다.

81 鄭華永, ｢아산줄다리기｣,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97, 文化財管理局,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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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아두는 형태이다. 김택규는 줄을 성기의 상징으로 보고 전북 김제 입석리의 예를 

들어 당산에 줄을 감아두는 행위를 생산의례로서의 성행위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82 

강현구는 이 과정을 용을 마을로 모셔와 무사태평을 빌고, 풍년을 기원하는 용사신앙

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83 줄을 당산에 감는 것을 당산에 옷을 입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의식되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용신과 당산의 결합을 의미

하는 것이다. 전북 부안읍 돌모산의 당산제 축문에서는 이를 “헌옷을 벗고 새 옷을 갈

아입는다.”고 표현하고 있다.84 차기선은 이를 두고 당산에 개별성을 부여해주고 인격

화시켜서 부락의 한 멤버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85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심층에는 역시 용신과 당산의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강하게 자

리 잡고 있다. 

김제 입석리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군 정량과 부안읍 내요리에서도 여성 편에서 당

긴 줄을 당산의 아랫부분에 감고 그 위에 남성 편이 당긴 줄을 감아둔다. 이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외줄다리기 지역 및 호남지역의 쌍줄다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는 경북 포항시 모포의 골매기줄과 마찬가지로 성행위의 모의이다. 따라서 당산에 줄

을 감는 것을 거대한 성기와 당산의 결합으로 보거나, 당산의 인격화로만 보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전술했듯이 이 행위의 1차적 의미는 마을의 안과태평을 좌우

하는 동신과 농사의 풍흉을 좌우하는 용신의 결합을 통한 풍요다산의 기원에 있고, 2

차적 의미는 당산으로 표상되는 마을의 범역 내에서의 용신의 성행위를 통한 일년간

의 풍요의 지속적 보증에 있다고 하겠다.

｢영구보존형｣ 가운데 줄을 동신의 신체로 인식하는 지역으로는 경북 포항시 장기면 

모포리가 있다. 이 마을에서는 암줄을 골매기할매, 숫줄을 골매기할배로 인식한다. 줄

다리기가 끝나면 줄을 동사에 보관하는데 그 때의 보관방식은 앞에서 살펴본 ‘당산옷

입히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 암줄을 밑에 깔고 숫줄을 위에다 덮는 것이다. 전승집단

은 이를 할매와 할배의 성적 교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산옷입히기’와는 달리 동

신=줄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82 김택규, 한국 농경세시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5, p.235.

83 강현구, ｢줄다리기 小考｣-康津地方을 중심으로-, 湖南鄕史會報 제 2 호, 湖南鄕史會, 1991, p.45.

84 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癸酉正月甲辰朔十五日戊午幼學敢昭告于 顯陣垈祖 神主氣序流易維孟春世世年年享祀擧行舊皮脫服
新皮著衣部落全員伏願無病長壽富貴榮華時和年豊雨順豊調成就謹以淸酌脯醯敬神謹具虔告 尙饗.

85 차기선, 앞의 글, p.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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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의�재료�

일반적으로 줄은 짚으로 만든다. 그러나 울진 해안 지역을 비롯한 동해 연안 지역에

서는 1920-30년대에 이르러 짚으로 줄을 만들기 이전에 칡으로 줄을 만들었으며 그 

이후 어업에 사용하는 마닐라 삼과 나일론으로 만든 로프를 이용하여 짚을 만들었음

이 나타난다.86 문헌자료와 여타의 자료를 살펴보면 짚 외에도 칡과 삼(麻)이 줄의 주

된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대나무와 나무껍질 등이 보강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국세시기의 대보름 조에 소개된 갈전(葛戰)은 칡이 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

음을 암시한다. 현전하는 경북 영일군 장기면의 모포줄은 칡을 주재료로 하고 굴피

[나무껍질]로 보강한 것이다. 이 칡줄은 짚줄에 비해서 내구성이 강해서 영구 보존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87 무라야마(村山智順)가 보고한 칡줄도 마찬가지이고88 원래 부

녀자들이 삼베, 짚, 늑다리, 칡넝쿨 등으로 꼬아서 작은 줄을 당긴 데서 출발하였다고 

하는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의 경우도 짚 이외의 재료로 줄을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89 이로 보아 각 지역에서는 그 지리생태적 환경과 생업의 속성에 따라서 칡과 

삼, 그리고 볏짚 등을 줄의 재료로 사용하다가 수도재배의 일반화로 양질의 볏짚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짚으로 일원화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그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줄의 보강재로는 대나무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었다. 동해의 삼척에서부터 서남해의 장흥에 이르기까지 대나무의 이용이 나타나며 

그 분포는 아마도 대나무의 북방한계선과 일치할 것으로 보인다. 

앞놀이와�뒷놀이�

줄이 다 만들어지면 줄다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놀이를 한다. 이 앞놀이는 줄의 규

모와 형태에 따라서 구별된다. 먼저 일정 규모를 갖춘 쌍줄의 경우, 각 편이 줄머리

[고] 위에 사람을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상대편과 마주치면 공중에서 줄머리를 

맞부딪혀 승부를 겨룬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 광산구 옻돌마을의 고싸움이다. 고싸움

은 현재 독립적인 놀이로서 행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쌍줄다리기의 앞놀이로서 상당히 

86 울진군 기성면 직산 1, 2 리와 거일, 영덕군 병곡면 백석 1, 2 리의 줄다리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밖
에도 울진, 영덕 포항의 다수 지역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칡 → 짚 → 마닐라삼 → 나일론’으로 줄의 
재료가 변화하였음이 보고되었다(김호태, ｢대보름 민속놀이의 제의성 연구｣,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5, pp.48-49 참조). 한편 강운의 요지였던 서울 마포의 도화동 줄다리기에 사용된 줄의 재료
도 역시 배의 로프였다(서울시文化財委員會, 서울民俗大觀 3 -세시풍속과 놀이편-, 서울特別市, 
1993, p. 538).

87 任東權, ｢모포줄다리기｣, 無形文化財報告書 제 155 호, 文化財管理局, pp.562-563.

88 村山智順/박전열 역,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3, p.171.

89 李禹永, 機池市줄다리기, 集文堂, 1986,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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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것이었다. 경남 창녕군 영산의 골목줄다리기에 앞서 행해진 이싸움, 충북 단

양의 용두싸움, 경북 울진 죽변 후정의 용머리싸움, 그리고 전남 장흥읍의 고싸움, 경

남 밀양 무안의 용호놀이 등은 바로 옻돌마을의 고싸움과 같은 형식의 앞놀이였다. 

이들 앞놀이는 말 그대로 앞놀이에 불과하였으며 최종의 승부는 줄다리기에서 결정되

게 마련이었다. 한편 외줄다리기의 경우, 쌍줄다리기처럼 양식화된 앞놀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마실돌기’라는 독특한 놀이가 존재한다.90 줄이 다 만들어지면 남녀노소가 함

께 줄을 메고 마을의 거주 영역을 돈다. 이때 각종 깃발을 앞세운 풍물패가 신명을 

돋운다.

한편 줄다리기에 이어서 행해지는 뒷놀이로 이제까지 보고된 것으로는 전남 순천 

지역의 싱전[勝戰]놀이와 경북 의성 점곡면 사촌리의 박시싸움, 그리고 전북 정량의 

‘징싸기’가 있다. 싱전놀이는 이긴 편에서 빈 상여를 메고 진 마을을 찾아가 놀리면 

진 마을에서 이에 대응하는 놀이이고, 박시싸움은 양편이 스크럼을 짜고 서로 돌파를 

시도하여 먼저 돌파하는 쪽이 이기는 놀이이며, ‘징싸기’는 줄을 메고 각종 진(陣)을 

꾸미면서 풍물에 맞추어 흥겹게 노는 놀이이다. 이와 같은 뒷놀이들은 앞놀이들에 비

해서 임의성이 강하며 놀이형식이 줄다리기와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놀이는 각각 출상 전날에 행해지는 빈상여놀이와 독립적으로 

행해진 인근 지역의 박시싸움, 그리고 ‘마실돌기’와 풍물의 진법에서 그 원형을 찾아

볼 수 있는 놀이로서 양식적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

해서 경북 영천 지역의 줄다리기 뒷놀이인 곳나무싸움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곳나

무싸움은 줄을 결합할 때 사용하였던 ‘곳나무’를 두고 벌어지는 쟁탈전이다. 사람들은 

줄다리기의 승부보다는 곳나무싸움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줄다리기의 

승부가 결정되면 미리 줄머리에 배치되어 있던 양편의 싸움꾼들은 곳나무를 쟁취하기 

위해서 격돌한다. 그리하여 뺏고 뺏기고 숨기고 찾는 싸움이 길게는 이월 초하루까지 

계속되어 그때까지 곳나무를 보관하고 있던 편이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앞에

서 살펴본 뒷놀이들은 물론 고싸움류의 앞놀이, 그리고 마실돌기류의 앞놀이와도 분

명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놀이는 줄다리기에 이어서 행해지고 줄다리

기의 부속품인 곳나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줄다리기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한 놀

이이지만, 사람들이 줄다리기보다 흥미로운 놀이로 인식하였고, 양식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뒷놀이나 앞놀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91

90 다수의 마을형 쌍줄다리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존재한다.

91 한양명, ｢곳나무싸움: 그 뺏음과 빼앗김, 숨김과 찾아냄의 축제적 드라마｣, 비교민속학 제 15 집, 비
교민속학회, pp.149-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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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신에�대한�제사와의�관계�

줄다리기는 공동체 신에 대한 제사, 그리고 여타의 민속예술들과 함께 축제를 구성

한다. 축제에서 줄다리기는 제사와 일정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 마을 단위로 이루

어지는 호남의 외줄다리기와 쌍줄다리기는 제사가 거행되는 당일에 제사에 앞서서 행

해진다. 선놀이 후제사형인 것이다. 이와 달리 여타 지역의 쌍줄다리기는 대부분 제

사 당일에 행해지지 않고 그 다음날이나 며칠이 지난 후에 행해진다. 선제사 후놀이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선놀이 후제사형에서 줄다리기와 제사는 아주 긴밀하게 연

관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줄만들기, 줄굿, 마을돌기, 줄다리기, 제사, 뒷풀이 등

이 하루 동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과정이 매우 유기적이다. 이에 비해서 선제

사 후놀이형에서 줄다리기와 제사는 상당한 시간적 거리를 두고 행해지기 때문에 얼

핏 보아 무관한 것으로 보일 정도이다. 그러나 이 시기 전체를 새해맞이 축제의 기간

으로 본다면, 시간적 거리를 양자가 무관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보는 데는 무리가 따

른다.

유형성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한국 줄다리기의 유형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승집단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줄다리기는 고을형과 마을



84� |� 동아시아�전통�줄다리기의�다양성과�통유성�

형의 두 형태로 전승되었다. 고을형은 예외 없이 쌍줄인 반면에 마을형은 쌍줄

과 외줄의 두 형태로 전승되었다. 외줄이 호남지역에 국한된 데 비해서 쌍줄은 호남 

지역은 물론 여타의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편 구성의 방식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고을형은 예외 없이 지역별로 편을 구성하며, 마을형은 외줄의 

경우, 성별로 편을 구성하는 일관성을 보여주지만 쌍줄의 경우, 지역별로 편을 구성하

는 방식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경기 일원과 호남 지역에서처럼 성별로 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줄의 처리 방식과도 연관되어 외줄은 예외 없이 ｢일년보존형｣을 

택하고 있지만 쌍줄의 경우에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지역별 편구성인 경우, 

｢즉시소비형｣, ｢송액형｣, ｢영구보존형｣ 등이 있다. ｢송액형｣은 한강 등 큰 강을 끼고 

있는 강촌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며, ｢영구보존형｣은 경북 장기의 모포리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밖의 지역에서는 ｢즉시소비형｣을 취하고 있다. 한편 성

별로 편을 구성하는 경우에 경기 지역은 ｢즉시소비형｣, 호남지역은 ｢일년보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공동체신에 대한 제사와의 관계와도 연관된다. 외줄

은 예외없이 ｢선놀이 후제사형｣을 취하고 있으나 쌍줄의 경우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

다. 지역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선제사 후놀이형｣이 일반적이지만 성별로 

편을 구성하는 지역에서는 양상이 달라서 ｢즉시소비형｣의 지역에서는 ｢선제사 후놀이

형｣, ｢일년보존형｣의 지역에서는 ｢선놀이 후제사형｣이 나타난다. 이처럼 한국의 줄다

리기는 단순하게 줄의 형태로만 변별할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 관련 속에

서 일정한 유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줄다리기의�의미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정기적으로 관행된 줄다리기는 대부분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

를 맞이하는 집단적 전이(liminal)의 시․공간에서 행해졌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단오

나 추석에 행해졌다. 흔히 대보름․단오․추석 등은 ‘명절’이라는 말로 수용되고 있으나 

그 문화적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명절들은 해(年), 계절, 또는 생업력 상의 

전환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일 년이라는 시간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던 지연공동체 차원의 축제에 다름 아니었다. 축제로서 이들 명절은 일상과 대

국(juxtaposition)적 관계에서 비일상적 시공간을 창출하였으며, 대동놀이는 비일상적 

시공간에서 행해진 집단적 인간행위로서 축제의 대국성을 최고로 실천하는 기제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줄다리기는 지신밟기, 강강술래 등의 비경쟁적 대동놀이

들과 함께 축제의 집단성을 실현하는 중심적 연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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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함께 평등하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대동을 구현하는 대동놀이였다. 다양한 

대동놀이 가운데 특히 줄다리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축제의 중심적 연행이 될 수 있었

던 원인 가운데 하나도 이와 같은 참여주체의 개방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줄다리기의 축제성은 일상의 차별적 질서가 줄다리기의 연행과정에서 약화되거나 

무화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큰줄다리기에서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줄대장[패장, 

장군]’은 하나의 보기이다. 대개 공동체의 중농이나 부농, 또는 유력한 하층민 가운데

서 선임되는 줄대장은 줄다리기를 준비하고 연행하는 기간 동안 축제적 지도자로서, 

그에게 위임된 축제적 권위를 기반으로 해당 공동체를 영도한다. 영산의 경우 대장의 

집에는 대장기가 꽂히며, 거동시에는 소나 말을 타고 풍물패를 동행한다. 일상적 사회 

질서 속에서 평민에 불과했을지라도 축제의 기간 중에 그는 지도자로서 군림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면모는, 그 맥락은 다르더라도 카니발 왕(carnival king)을 연상시키

는 바가 있는 것으로서 일상에서 엄존하는 지배의 질서가 축제의 질서로 대체되는 상

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줄을 당길 때의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일상적 질서의 전도 내지는 무화, 약화 역시 줄다리기의 축제성을 잘 보여

준다. 전라도의 외줄다리기에서 드러나는 여성편의 압도적 우위는 남성중심의 일상세

계가 전도되는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남녀가 일체가 되어 진행하는 쌍줄다리기

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 줄다리기의 경

우, 갓 시집온 새댁이 줄다리기에 참여하여 어떤 남정네의 사타구니 밑으로 손을 넣

어 줄을 잡고 당겼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더라는 에피소드는 ‘함께 줄을 당긴다’는 

것 이외에 어떤 차별적 가치도 존재하기 어려운 줄다리기의 축제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암줄과 숫줄로 표상되는 거대한 성적 결합과 결합 당시의 노골적인 성

적 언술, 그리고 같은 편에 속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접촉은 성적 표현 및 교류의 

공식화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금압된 일상의 금기를 깨뜨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92 

한국 줄다리기의 주술종교적 성격은 지모신앙(地母信仰)과 성행위의 모의를 통한 

풍요다산의 기원, 그리고 용사신앙[龍神信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지모신앙

의 문제를 살펴보자. 어떤 형태의 줄다리기이건 여성 편의 승리를 농사의 풍년 내지

는 호시절과 연관 짓는 점세의 방식은 일반적이다.93 남녀별로 편을 구성하는 외줄다

리기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쌍줄의 경우에도 대체로 여성을 상징하는 좌

92 한양명, ｢줄다리기의 공동체적 성격에 대한 연구｣, 남도민속학의 진전, 태학사, pp.631-632.

93 지역에 따라서 남성을 상징하는 편의 승리를 풍요다산과 연결 짓는 경우도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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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인 서부, 아래쪽, ‘마쪽’의 승리가 풍년 또는 호시절을 미리 알려주는 징표로 해석되

고 있다. 이처럼 여성편의 승리를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대지의 생산신인 

지모신에 대한 믿음과 일정하게 연관된 것임이 지적되고 있다. 농경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생산의 담지자인 지모신에 대한 믿음은 필연적이며 이러한 믿음이 대동놀이

에도 투사되어 여성을 상징하는 좌향의 승리가 곧 지모신의 승리로 해석되는 관행이 

일반화하였을 것으로 유추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행위의 모의를 통해 풍요다산을 기원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쌍줄다리기

에서 암숫줄을 결합시키는 것은 양성의 결합으로 인식된다. 경기 성남과94 경북 울진 

후정 등의 지역에서는 암줄과 숫줄이 각기 암룡과 숫룡이라고 말해지며 두 줄의 결합

은 암숫룡의 성적 결합으로 인식하고 있다.95 여타의 지역에서는 암룡과 숫룡의 결합

이라는 사실은 별로 의식되지 않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사실만이 강조된다. 1993년에 행해진 경남 창녕의 영산줄다리기의 경우, 무려 한 시

간 가까이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대단히 강하고 직설적이며, 희화화(戱畵化)한 성적 

언술을 주고받았다.96 이는 비단 영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쌍줄을 당기는 대부분

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명히 양줄의 결합을 성행위의 시작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줄을 당기는 과정이 용과 호랑이

의 싸움으로 인식되는 밀양군 무안의 용호놀이와 울진군 월송의 줄다리기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용호의 싸움과는 별도로 양줄의 결합은 성적 결합으로 인식되고 있다.

쌍줄과 달리 외줄에서는 양성의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

만 남녀가 각기 한편을 이루어 줄을 통해서 결합하고, 성을 겨룸으로써 ‘양성의 표상 

→ 결합 → 상호작용’이라는, 쌍줄과 동일한 순차적 전개를 보여줌으로써 쌍줄과 같은 

차원에서의 의미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 게다가 외줄의 편구성에서 여성편은 미혼남

성과 여성들로 구성되어 남녀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줄다리기를 마치고 줄을 당산에 감을 때, 여성편이 당긴 줄을 아래에 

감고 남성편이 당긴줄을 그 위에 포개 놓으며 이를 성적 교섭으로 해석하는 것도 같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경기 송탄의 동령 줄다리기와 이

94 한국문예진흥원,앞의 책, pp.200-201.

95 울진 후정에서는 이 결합을 암룡과 숫룡이 ‘예를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의 예는 혼례로서, 이 
표현 속에는 섬김의 대상, 혹은 위무의 대상으로서의 용이 전제되어 있다.

96 1993 년에 행해진 영산줄다리기는 다른 행사와 함께 치러졌기 때문에 연행시간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줄을 결합하는 데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원래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
다고 하며 이는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쌍줄다리기와 흡사한 일본 오끼
나와의 쌍줄다리기에서 양줄의 결합은 다툼의 과정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崔
仁鶴, ｢韓國.中繩比較民俗學試考｣, 比較民俗學 1 집, 比較民俗學會, 1985, p.114).



세션� 2� 동아시아�공유유산�전통� 줄다리기의�다양성과�통유성� |� 87

천 갈매울 줄다리기97, 그리고 앞의 울진 월송줄다리기의 경우, 줄머리에 신랑․신부 분

장을 한 사람이 올라타서 혼례를 모의하는 과정까지 나타나서 성적 결합이라는 모티

프가 가장 다양하게 구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성의 결합은 생명의 형태와 행위 사

이의 연대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간의 직접 성행위, 혹은 모의적 성행위가 풍요다산

을 유감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98

다음으로 줄다리기에서 드러나는 용신신앙의 문제이다. 한국의 용신신앙은 수신과 

농신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줄다리기는 특히 농경과 관련된 용신앙이라는 측면에

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줄과 용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전북 정읍군 정량에서는 완성된 외줄의 앞부분을 용대가리라 하고, 뒷부분을 용꼬리

라고 한다. 경북 울진 후정에서는 암줄을 암룡, 숫줄을 숫룡이라고 한다. 경기 여주군 

흔암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원 횡성에서는 ‘용줄’에 비늘까지 달아서 용을 형

상화시키고 있다. 한편 경남 밀양군 무안, 경북 울진군 월송에서는 암줄을 용이라 하

고 숫줄을 호랑이라고 하지만 이런 예외는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난다. 충남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 기능보유자인 이우영은 줄나가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

다.

줄이� 나아가는� 그� 광경은�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성대한� 큰� 행진이며� 장엄한� 광경이다.�

(줄이)�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용으로� 화하는� 것이다......� 이때면� 반드시� 바람이� 난다.� 먼지

도� 오르고� 티끌도� 오른다.� 이래서� 용의� 조화라,� 신의� 조화라� 하며� ......� 금년엔� 반드시� 풍

년이�들게다�하는�말이� 나오게�된다.99

줄이 나아가는 장면을 용이 풍운조화 속에 승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 

용이 신이한 능력을 보이므로 올해도 풍년이 들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줄을 메

고 나가는, 혹은 마을을 도는 장면은 곧 용이 꿈틀거리는, 그리하여 공중을 날아다니

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을을 단위로 행해지는 쌍줄다리기에서는 대개 줄 당기는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줄을 메고 동신을 방문하는 과정이 있다. 용과 동신의 해후인 셈이다. 이 해후는 용이 

동신을 배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사람들은 동신에게 줄다리기가 사고 없이 이뤄지

길 기원한다. 울진 후정에서는 줄다리기 전후에 줄을 메고 서낭당으로 가서, 줄을 또

아리 모양으로 틀어놓은 뒤 서낭에게 고한다. 이 과정의 전, 혹은 후에 앞놀이가 행해

97 한국문예진흥원 ,앞의 책, p.271.

98 M.Elide/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형설출판사, 1992, pp.390-391 참조.

99 李禹永, 機池市 줄다리기, 集文堂, 1986,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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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양편 줄의 마주침으로 시작되는 이 싸움을 흔히 ‘용얼림’, 혹은 ‘용머리싸움’이라

고 부른다.100 양편의 줄머리가 공중에서 맞닥뜨리는 것을 용들 사이의 싸움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이다. 울진 후정에서 줄을 메고 나가며 부르는 노래는 보다 분명하게 줄

=용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자가자�어서�가자� /� 줄땡기로�어서�가자� /� 용� 위에서�마실�보니� /� 가자가자�어서�가자.

줄을 메고 마을을 돌 때는 대개 줄 위에 사람을 올려 태운다. 이 사람이 줄노래의 

앞소리꾼이게 마련이다. ‘줄 위’를 ‘용 위’로 보는 것은 줄=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상의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줄과 용을 동일시하는 사유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

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줄다리기에 반영된 용신앙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이다. 농경제의에서 드러나는 용에 대한 태도는 양면적이다. 

기우제와 용단지는 용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기우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우행위에서 용은 자극 내지는 학대를 받음으로써 제의집단의 의도

를 달성해주는 존재이다. 이와 달리 가신의 한 형태인 용단지 신앙에서는 용이 섬김

의 대상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관행된 용신앙의 이러한 양면성을 

줄다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용이 섬김의 대상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외줄다리기에서는 

줄이 다 만들어지면 줄을 길게 늘어놓고 줄굿을 친다. 쌍줄다리기에서는 줄고사를 올

린다. 전북 정읍군 정량에서는 완성된 외줄을 당길 장소로 운반한 뒤 풍물패들이 용

머리와 용꼬리를 세 번 왕복하며 풍물을 친다. 쌍줄인 경남 창녕 영산 및 경북 울진 

월송에서는 줄머리, 즉 용머리 앞에 간단히 주과포를 차리고 고사를 올린다. 역시 쌍

줄인 경북 청도 화양의 경우 줄고사 축문은, 줄바탕의 지신에게 줄다리기의 무사한 

진행과 고을의 무사태평, 풍년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101 축식(祝式)으

로 보아 근래의 것이고 원래는 정량과 마찬가지로 풍물로 가름되는 줄굿 형식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에틱한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줄굿이건 줄고사건 줄을 대상으로 행

해지며 제보자들이 의식하는 지신이 곧 용신의 다른 모습의 하나라는 점에서 식전

(ceremony)화된 ‘용섬김’의 모티프를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외줄과 일부 쌍줄다리

기에서 나타나는 마을돌기 역시 ‘용섬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줄다리기에 앞서 

100 丹陽郡, 내고장 전통 가꾸기, 1982, p.301.

101 이장섭, ｢촌락사회의 줄다리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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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사람들은 완성된 줄을 메고 마을을 한바퀴 돈다.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여 줄

을 메고 매우 역동적으로 놀이하며 마을을 누비는 이 과정은 새롭게 탄생된 용의, 날

아다니는 존재로서의 생명력의 과시 내지는 용 출현의 형상화로 볼 수 있는 한편102, 

높이 올려 메는 행위 그 자체를 용을 위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다 분명한 ‘용섬김’은 당기고 난 줄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외줄 및 

호남지역의 쌍줄은 공동체신이 좌정하고 계신 곳으로 여겨지는 당산에 감겨져 당산과 

더불어 일년 내내 섬김의 대상이 된다. 줄이 용신으로 인식되는 한강변의 강촌에서는 

당기고 난 쌍줄을 강물에 띄어 보낸다. 용을 원래의 거처인 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 모포리에서는 아예 줄을 골매기의 신체로 인식하고 동사에 영구보존하며 

섬김으로써 극명한 ‘용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용섬김’의 모티프와는 달리 용을 자극하는 모티프도 나타난다. 우리는 기우

제 등의 기우행위를 통해서 용을 자극하여 소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티프들을 쉽사

리 발견할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나라에 가뭄이 계속될 때 용이 산다고 믿어지는 

깊은 소에 범의 머리를 던져 넣었다.103 현전하는 기우제에서도 범은 아니지만 개, 혹

은 돼지나 닭을 산 채로 잡아 용소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관행들은 모두 ‘용자극’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줄다리기의 앞놀이인 무안용호놀이와 월송줄다리기에서 양편이 각각 용과 호랑이로 

환치되어 줄을 당기는 것의 본원적 의미도 용 자극에 있다. 용이 가장 싫어하는 호랑

이를 용과 맞붙게 함으로써 용을 자극하여 의도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믿음이 전제

되어 있는 것이다. 무라야마의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울산과 진주에서 기우행사

의 일환으로 행해진 줄다리기는, 용의 신체인 줄을 잡아당김으로써104, 또는 두 마리

의 용을 싸우게 함으로써105 용을 자극하여 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었다. 전북 정읍군 

정량, 전남 순천 등의 자료에서 우리는 줄이 끊어져야만 줄다리기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줄이 끊어질 때까지 줄을 당기고, 마침내 줄이 끊어져야 줄다리기를 끝내는 사

례를 본다.106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동국세시기에 실린 제주의 조리지희이

다. 

102 高野一宏,｢야쿠지마의 보름밤 줄다리기｣, 제 1 회 아세아 민속놀이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1993
(미간), p.4 에 의하면, 야쿠지마에서는 줄을 끌고 상하좌우로 흔들면서 가는 것을 뱀의 출현으로 보
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렇듯 줄을 메고 마을을 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崔仁鶴, ｢줄다리기에 관하여｣, 韓國民俗學 제 6 집, 民俗學會, 1973, p.73).

103  成宗實錄, 5 年 閏 6 月 癸巳.

104  村山智順/박전열 역, 앞의 책.

105 村山智順, 釋奠,祈雨,安宅, 朝鮮總督府, 1938, p.140.

10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앞의 책,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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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俗每歲⼋⽉望⽇男⼥共聚歌舞分作左右隊曳⼤索兩端以決勝負索若中絶兩隊⼘地卽觀者⼤

笑以爲照⾥之戱.

남녀가 함께 모여 큰 줄을 당기다가 줄 가운데가 끊어져서 땅에 자빠지면 이를 지

켜보던 이들이 크게 웃었다는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내용이 워낙 

소략하여 그 전말을 소상히 알 수는 없으나 큰 줄의 끊어짐을 의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당기고 난 줄의 처리방식에서 즉시 줄을 토막 내는 것도 용의 몸

을 마디마디 자르는 것으로서 마찬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용을 괴롭힘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우제의 용 자극 내지

는 학대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용사신앙의 반영물로서 줄다리기에는 용에 대한 섬김과 자극의 모티프가 함께 

채택되고 있음을 본다. 최덕원이 보고한 대둔도 수리의 갯제에서 용을 감화시키기도 

하고 장두칼로 위협하기도 하여 제의적 목적을 관철하는 과정은 용신앙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107 이처럼 초자연적인 존재를 섬기고 자극하며, 달래고 

위협하는 양면성이야말로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빌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 구사

되었던 전통적인 문제 해결방식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4.� 남은�문제들

그 동안의 현지조사 결과와 기존의 조사보고를 바탕으로 소략하게나마 줄다리기의 

다양한 존재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의 줄다리기는 전승집단의 

규모, 줄의 형태, 편구성, 줄의 처리방식, 줄의 재료, 제사와의 관계 등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며 이러한 다양성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상관하면서 일정한 유형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상이한 유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기능과 의미망에 있어서 일정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략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왜 호남지역에만 외줄다리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

둘째, 줄다리기의 유형성은 전승지역의 지리생태적,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배경과 

어떠한 연관을 갖고 있는가? 

107 崔德源, 多島海의 堂祭 -新安地域을 中心으로-, 學文社, 1983, pp.89-92.



세션� 2� 동아시아�공유유산�전통� 줄다리기의�다양성과�통유성� |� 91

셋째, 한국 줄다리기는, 수도재배를 비롯하여 타 문화요소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가?

넷째, 한국 줄다리기가 보여주는 유형성과 사회문화적, 주술종교적 의미는 다른 문

화권에서 전승되는 줄다리기에 비춰볼 때 어떤 독자성과 유사성을 지니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줄다리기의 존재양상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치한 조사․연구 작업을 통해서 지역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천착해야 한

다. 그런 후에 동아시아의 줄다리기 및 연관 문화요소에 대한 비교 연구, 나아가서는 

세계 각 문화의 줄다리기에 대한 통문화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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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종합토론문

1.� 머리말

  전체토론은 이삼열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응우옌 킴 
중 과장, 치 로타 교무처장, 세실리아 피카체 기획담당관, 이마이시 미기와 연구
원, 임장혁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2.�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공동등재 가능성 
  

  첫 번째 토론 주제로 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공동등재가 가능한가에 대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본 심포지엄이 다양한 사례발표를 통해 줄다리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각국 줄다리기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출발 단계에서 여러 
견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 종목을 
다국가간 공동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른 것을 억지로 묶어 등재하려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공통점을 찾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이어서 
아시아의 전통 줄다리기를 공동으로 등재신청한다고 가정할 때에, 앞으로 
동아시아 공동의 줄다리기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각 패널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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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표로 참석한 치 로타 교무처장은 캄보디아에서는 줄다리기가 
일반적인 놀이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보호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자카르타 회의 이후 
캄보디아 문화부 장관에게 줄다리기가 많은 나라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보호 방안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의 대표로 참석한 응우옌 킴 중 과장은 본 심포지엄이 다양한 나라의 
줄다리기를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줄다리기라는 종목이 
동아시아에 집중 분포해있으며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합심하여 줄다리기를 등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임을 피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세계화로 인해 각국의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의 보호도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함께 
노력한다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대표인 세실리아 피카체 기획담당관은 각국의 줄다리기가 줄을 당겨서 
승패를 결정한다는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이 더 정보를 
교환한다면 공동의 유산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또한 각국의 줄다리기가 다소 큰 형태로 존재하거나 소박한 형태로 존재하기는 
하나, 모두 공동체 정신을 이루고 세대를 거쳐 이어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며 이런 의미에 초점을 두어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마이시 미기와 연구원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마이시 연구원은 각국의 줄다리기가 비슷한 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깊었으며 각국 줄다리기의 역사가 모두 길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많은 사회 변화를 겪고 있어 연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연행자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줄다리기를 연행하고 있음을 안다면 매우 고무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3.�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유성  

  패널들의 발언을 듣고 이삼열 사무총장은 각국이 줄다리기가 공동등재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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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큰 장점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서 한국의 
임장혁 교수는 발표를 통해 각국 줄다리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으며 공통점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줄다리기의 
기원론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있으나 농사를 기반으로 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발표에서 캄보디아에서는 종교 의례로서 행해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농경의례로서 행하는 경우도 보았다고 말했다. 

이삼열 사무총장은 이어서 많은 국가에서 줄의 재료로 볏짚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도작 문화 생성물이 아닌가 생각했으나, 꼭 쌀농사와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누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캄보디아에서 우유 바다를 
젓는 의식과 관련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유목민 역사 전통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이에 치 로타 교무처장은 유해교반 신화는 인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했으며 
우유를 마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목민의 문화는 캄보디아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 유목민이 이동하면서 이러한 신화의 유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고 덧붙였다. 영어로 줄다리기를 tug-of-war 라고 하지 않고, 

고유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바다를 건너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도 전하였다. 또한 캄보디아의 경우 줄다리기가 한 집단에서 
점차 전파되었으며 떠도는 민족에 의해 전해졌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유해교반 
신화는 줄다리기가 유명해지는 기반이 됐지만, 사실 줄다리기의 기원은 더 
오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 로타 교무처장은 또한 줄다리기를 
탈맥락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인 레스피시오 교수는 줄다리기의 기반이 
농경사회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삶을 바랬다는 
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암줄과 숫줄로 줄에 성별을 부여하는 것은 다산, 

풍족함과 관련이 있으며 전통 줄다리기의 기본정신이 농경이든 아니든 풍요를 
기원한 것은 공통적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캄보디아인들이 
우유를 풍족함의 상징으로 본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패널들의 의견을 들은 박상미 교수는 각각 나라가 줄다리기를 어떻게 연행하는 
지, 역사상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재 
신청서에는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역사는 기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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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는 내용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에 대한 논의는 이 자리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당부하였다. 

4.�각국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좌장인 이삼열 사무총장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이외에 객석에서 질문이나 
발언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원창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장이 발언의 기회를 
얻었다. 원창제 보존회장은 일본과 대한민국 줄다리기의 유사성에 대해 다시한번 
조명하였으나 베트남의 경우는 등나무를 사용하며 그 형태가 스포츠 줄다리기의 
형태와 비슷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베트남의 줄다리기가 다른 
나라들의 민속 줄다리기와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삼열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줄다리기 역시 경기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전통이며 어느 나라의 
줄다리기도 승부 자체를 중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양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말했다. 

이어서 한국의 줄다리기에 대해 발표한 한양명 교수는 이번 자리가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공동등재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국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을 찾아보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교수는 또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줄다리기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야만 공통점과 
통유성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적가능한 시기까지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각국의 줄다리기가 
농경문화의 축제라는 점을 꼽으며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5.�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각국의 노력 

이삼열 사무총장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줄다리기 종목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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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제를 제시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각국의 줄다리기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각국의 사정을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 전통 줄다리기의 현황에 대해 발표한 호시노 히로시 
명예연구원은 일본에는 20 개 이상의 줄다리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은 20 건 이상의 줄다리기 의식을 어떻게 하나의 큰 줄다리기의 문화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차원에서도 여러 줄다리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단일화를 한 후에 등재 신청이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발표한 바와 같이 일본의 줄다리기는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며, 그렇다면 이 중 어떤 줄다리기를 택하여 등재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이어서 응우옌 킴 중 과장이 베트남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베트남이 카추 
창악을 등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해당 공동체에서 공동 요소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래야만 그 공동요소를 기반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 또는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공동등재를 하면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통점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 후에 공동등재에 대해 
합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과 같이 등재 신청에 
있어 경험이 많은 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을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실리아 피카체 담당관은 필리핀 전통 줄다리기인 푸눅이 국가 목록에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푸눅이 행해지는 지역 이외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또한 공동체에서 그 독특함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 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이삼열 사무총장은 국내에서의 인지도와 상관없이, 다만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나라, 

지역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해 볼 것을 제안했다. 

캄보디아 전통 줄다리기에 대해 발표한 시욘 소피리트 강사는 발언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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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캄보디아 줄다리기 현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였다. 그는 캄보디아 국가 
차원에서도 이전에는 줄다리기를 무형문화재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자카르타 
회의 이후 중요 종목으로 인식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과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통해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를 연구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문화예술부 장관이 줄다리기 종목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목 보호에 관한 노력도 더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성공적으로 공동등재를 하게 된다면 줄다리기의 전승에 더욱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민들은 줄다리기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한번 사라지면 
완전히 사라질 수 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패널들의 발언을 들은 후 이삼열 사무총장은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유네스코 등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와 담당 기관 사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보다 체계화된 준비를 
거쳐 공동등재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을 종료하기에 앞서 이삼열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주최한 당진시에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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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International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2003 UNESCO Convention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General, ICHCAP 

 

 

1. Introduction 
 

The Culture Subcomittee of UNESCO recommended adopting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a UNESCO convention at the UNESCO 

General Conference in October 2003. The Convention adopted with 120 votes in favour, 

20 abstentions, and none against on 17 October.  

On 15 March 2004, Algeria became the first country to submit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Korea joined the Convention as the eleventh state, following Lithuania and 

Belarus on 9 February 2005. Rumania was the thirtieth state to ratify the instrument, and 

three months on 20 April 2006 later, under the Convention’s transitional clause, the 

Convention went into effect 

Among the 159 UNESCO Member States, 146 joined the Convention as of 16 

October 2012. By block,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re made up as follows: 17 

states in Western Europe (Group1), 24 states in Eastern Europe (Group2), 27 states in 

Latin America (Group3), 27 states in Asia and the Pacific (Group4), 35 states in Africa 

(Group 5-a), 16 states in the Middle East (Group5-b). 

Since North Korea joined the Convention on 21 November 2008 as the 105th 

state, all five states in North-East Asian sub-region ar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cluding China (2 December 2004 as the sixth), Japan(15 June 2004 as the third), 

Mongolia (29 June 2005 as the sixteenth). 

Generally, a convention is considered a contract among the state signatories. 

Therefore, it is an inter-governmental regulation that has the force of an international 

law among the member states. In this regard, the member states of the UNES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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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possess the rights and the obligations related to implementing the 

Convention.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template the Member State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CH safeguarding by understanding the Convention, especially the 

international safeguarding efforts regarding the ICH inventories. 

 

2. Structure of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CH 

 

The Convention consists of the introduction and a nine-part body. The first two parts are 

the definitions (part 1) of the notions in the Convention and the operating organisation 

(part 2), the last two bodies are the transitional clause (part 8) and the termination 

provisions (part 9), and the other five parts are the actual contents of the Convention. 

Articles 1 through 3 make up the first part, and they articulat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the terms, and the relationship to other conventions. The first 

part also states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ICH and lists safeguarding methods.  

The second part is made up of articles 4 through 10, which describe the organs 

of the Convention: General Assembly of the Conven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Convention, Advisory Organisations, and the Secretariat. 

Articles 11 to 15 make up the third part, and they require Member States to 

make at least one ICH inventory. Other than submitting the periodical reports, making a 

national inventory is the only obligation of Member States. This third part also states 

other safeguarding measures related to education, raising awareness, and building 

capacity.  

The fourth part, Articles 16 through 18, describes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Articles 16 and 17 are about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respectively. Article 18 is about the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ICH 

safeguarding. In a nutshell,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refers to inscribing ICH on the 

UNESCO lists.  

Making up part five are Articles 19 through 24, which detail matters related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These articles list the purpose, forms, and 

conditions governing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the roles of beneficiary 

States Parties.  

Articles 25 through 28, which make up part six, articulate the nature and 

resources of the ICH Fund, including contributions by States Parties to the Fund as well as 

voluntary supplementary contributions and international fundraising campaigns.  

Part seven succinctly describes in Articles 29 and 30 the periodical reports of 

States Parties as well as the reports by the Committee.  

Part eight is made up of just one article, but an important one. Article 31 deals 

with incorporating the ninety items proclaimed as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 the Representative List before the Convention enters 



 
SESSION 1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AFEGUARDING ICH AND THE TRADITIONAL TUG-OF-WAR | 111 

into force. Adopting the Convention also meant abolishing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so devising a plan for 

handling the elements on the Masterpieces list, especially the elements of non-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was a big task for the Convention.  

Part nine closes out the Convention with Articles 32 through 40. This part is 

about includes information about ratifications, acceptance, or approval; and accession of 

the Convention; entry of the force; denunciation; and other matters.  

 

3.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and Registration for the Lists 

 

As examined in the structure of the Convention, the core of the Convention is about the 

international action for ICH safeguarding. In this chapter, the international safeguarding 

measures will be examined in more detail. 

As mentioned, international safeguarding measures can be categorised as 

follows. The first is to establish, maintain, and publish the Representative List. The second 

is to establish, update, and publish the List of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third is to select and promote the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CH.  

Regarding the Representative List, Article 16 says, “In order to ensure better 

visibility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awareness of its significance, and to 

encourage dialogue which respects cultural diversity, the Committee, upon the proposal 

of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establish, keep up to date and publish a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lso, the 

Convention says,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is 

Representative List.” 

Regarding the List of ICH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rticle 17 says “With a 

view to taking appropriate safeguarding measures,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keep 

up the date and publish a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shall inscribe such heritage on the List of the reques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Also, the Convention says, “The Committee shall draw up and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the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updating and 

publication of the List”. In addition, the Convention mentions that in cases of extreme 

urgency, the Committee may inscribe the heritage item in concern on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Regarding the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safeguarding ICH, Article 

18 says, “On the basis of proposal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to be defined by the Committee and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ttee shall periodically select and promote national, sub-regional and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which it 

considers best reflect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is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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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For this, the Convention mentions, “To this 

end, it shall receive, examine and approv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from 

States Parties for the preparation of such proposals.” Also, it says, “The Committee shall 

accompany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programmes and activities by 

disseminating best practices using means to be determined by it.  

 

4. Procedure of Nomination Files to the ICH Lists 
 

As examined above,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can be summarised into nominating 

ICH elements to the lists as well as proposing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For 

these activities to take pla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was created at the first General Conference held in 

June 2006 and it created the Operational Directives, which wer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t its second session in June 2008.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plain the procedure for nominating files to the ICH lists and 

mention the amendments made to the Operational Directives in June 2012.  

 

(1) Submission of files 

The submission process begins with preparing the nomination files. A different form is 

used for nominations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the Representative List and for 

proposals to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respectively. Submitting States Parties shall 

involve all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concerned in the preparation of their 

files. In addition, States Parties may request preparatory assistance for developing 

nomination files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proposals for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2) Examination of files 

The examination includes assessing whether the nominations and proposals meet up 

with the required criteria.  

First, a consultative body of the Committee examines nominations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and proposals for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The consultative body 

submits to the Committee an examination report that includes a recommendation on 

whether to inscribe the nominated element and whether to select the proposal. The 

consultative body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selects six independent experts and six accredited NGOs by considering 

equitable geographical representation and various domains of ICH. The term duration 

members of the consultative body shall not exceed 24 months.  

Second, a subsidiary body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according to Rule 21 of 

the Rules of Procedure, which stipulates that the subsidiary body may only be composed 

of States Members of the Committee, examines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e Committee, through its subsidiary body, shall ex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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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ions annu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ources available and their ability to do so. 

The subsidiary body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an examination report that includes a 

recommendation on whether to inscribe the nominated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and whether the nomination should be referred to the submitting state for additional 

information.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process, the Secretariat will transmit to the 

Committee an overview of all nominations and proposals including summaries and 

examination reports. The files and examination reports will also be made available to 

States Parties for their consultation. 

 

(3) Evaluation of files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make decisions on inscribing a nominated element to the lists and 

selecting a proposal for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For the Representative List, the 

element can be referred to the submitting State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submitting State may resubmit a nomination file to the Committee for re-evaluation. 

When the Committee decides that a nominated element(s) should not b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that element cannot be re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at least 

four years.  

The revised deadline for each stage is available in the following. 

 

5. Registration status of the ICH list  
 

(1) Incorporating the elements formerly proclaimed Masterpieces 

Regarding the lists of the Convention, the first task was to incorporate the ninety 

elements that were formerly proclaimed Masterpieces into the Representative List.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as the 

UNESCO programme adopted for safeguarding and promoting ICH, but it was abolished 

after the Convention went into effect. However, the Masterpiece programme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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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a hundred states participated in the Masterpiece programme, more 

than 150 nomination forms were submitted, and a total of ninety cultural expressions 

and spaces from seventy states were selected as the Masterpieces in 2001, 2003, and 

2005.  

In the first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nineteen masterpieces among the 

thirty-two elements were selected in May 2001, twenty-eight masterpieces among the 

fifty-six elements were selected in November 2003, and forty-three masterpieces among 

sixty-four elements were selected in November 2005.  

Looking through the selected masterpieces by region, fourteen are from Africa, 

eight from the Middle East, thirty from Asia-Pacific, twenty-one from Europe, and 

seventeen from Latin America and Caribbean.  

The ninety elements were finally incorporated into the Representative List after 

much meandering over the legal issues on the elements of non-States Parties of the 

Convention.  

Three elements of Korea, including Royal Ancestral Ritual in the Jongmyo Shrine 

and its Music (2001), Pansori Epic Chant (2003), and Gangneung Danoje Festival (2005) 

were also incorporated and register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Humanity. 

 

2) Registration to the ICH Lists 

The 2003 Convention consists of the General Assembly (held every two years) of the 

States Parties and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CH 

(held every year), and the registration process for the Lists and the Programmes are 

deliberated and decided in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he Representative List nominations are examined by the Committee’s 

subsidiary body, which is made up of six representative states, one from each block 

under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nd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nominations 

are examined by the advisory body made up of six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d 

six experts. The registration is decided a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As examined above, the nomination form is supposed to be submitted by 31 

March every year, and the submitted forms go through a supplementary process and are 

translated before they are examined by the consultative body or the subsidiary body 

from December to May following year, and finally decided its registration a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n November. Therefore it takes minimum of one and a 

half years from the application submission until a final decision is made for a particular 

elemen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underwent the trial-and-error process 

through the first registration process in 2009. The Convention was established by tak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s a model. However, through the meeting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establishing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they 

decided not to limit the number of the application form as they decided that different 

operational methods were needed, considering the diversity of ICH. Then, there w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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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able imbalance of the number of nomination forms among the countries, and the 

work of the Secretariat came to a standstill due to the excessive amount of nomination 

forms. Therefore, the Secretariat requested to limit the number of nomination forms, 

and the limited was established from 2010, which was the second year of registration. So 

far, there have been four registrations and the status i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initial list of the ICH Convention was decided at the Four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Abu Dhabi, the United Arab Emirates, in November 

2009. From 34 states, 111 nomination forms were submitted and 76 elements were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nine states that submitted fifteen nomination 

forms, twelve elements were inscribed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Five nomination 

forms from three states were submitted and three programmes were selected. In Korea, 

five elements were registered, including Cheoyongmu, Ganggangsullae,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Namsadang Nori, and Yeongsanjae.  

The second list of the ICH Convention was decided at the Fif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Nairobi, Kenya, in November 2010. Of the 147 

nomination forms submitted by 32 states, 47 elements were inscrib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Two states submitted three nomination forms, and four elements 

were registered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including the two forms carried over 

from the previous year. There was no nomination forms submitted for the Best Practices 

Programme. In Korea, three elements were registered, including Daemokjang,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Gagok (lyric song cycles accompanied by an orchestra), and 

Falconry (a living human heritage).  

The third list of the ICH Convention was decided at the Six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Bali, Indonesia, in November 2011. Among the 107 nomination forms 

from 22 states, 54 forms became the scope of the examination, and 19 elements were 

register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Twenty-nine nomination forms were submitted 

from seventeen states, and eleven elements were registered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Five programmes among the fifteen submitted nomination forms were registered as 

Best Practices. In Korea, three elements were inscribed, including Jultagi (tightrope 

walking), Taekkyeon (a traditional Korean martial art), and Weaving of Mosi (fine ramie) 

in the Hansan region.  

The fourth list of the ICH Convention was decided at the Seven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Paris, France, in December 2012. Among the 214 

form, 55 were carried over from the previous year, and 36 forms were the scope of 

examination, and 27 elements were registered to the Representative List. Eight 

nomination forms from eight states were submitted and four elements were registered 

to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wo of the nomination forms from two states were 

selected as the Best Practices.  

Followings are the status of the registration to the ICH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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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of the Inscription to the ICH Lists 

Year Total RL USL 
Best 

Practices 
Note 

Masterpiece 
(2008, Istanbul) 

90 90 - - 
 

1st Registration 
(2009, Abu 

Dhabi) 
91 76 12 3 

 

2nd Registration 
(2010, Nairobi) 

51 47 4 - 
 

3rd Registration 
(2011, Bali) 

35 19 11 5 
Additional registration of 
falconry 

4th Registration 
(2012, Paris) 

33 (31) 27 (25) 4 2 

Cultural practices and 
expressions linked to the 
Balafon of the Senufo 
communities of Mali, Burkina 
Faso and Côte d'Ivoire  

Total 300(298) 259(257) 31 10 
 

※ RL: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USL: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 The number in the parentheses represents the number of elements that the additionally 

inscribed elements are exempted.  

 

6. Conclusion 
 

As a part of the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efforts, inscriptions to the Representative 

List and Urgent Safeguarding List as well as proposals for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have an important role in raising the visibility of the Convention and promoting 

ICH safeguarding awareness . Thanks to this, the Convention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nventions in that 151 states have become signatories within a decade, 

which is very short period of time. Notwithstanding, the registration process for the lists 

and theprogrammes of the Convention have several problems. 

First, the biggest problem is that many projects concerned with implementing 

the Convention are actually being disrupted due to the excessively competitive 

atmosphere for registra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amount of work for the 

subsidiary body and the consultative body, the Fourth General Assembly held in June 

2012 agreed to limit the number of nomination forms in a year, and requested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to decide the limitation number. At the Seven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November 2012, the number of acceptable 

nomination forms was decided to be no more than sixty.  

Second, there is the imbalance problem. First, there is the imbalance among the 

states. The elements registered by the top eleven states are as follows: China (37), Japan 

(21), Korea (15), Croatia (13), Spain (13), France (11), Iran (10), Turkey (10), Indi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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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9), and Mongolia (9), is 157 (153 if the multinational nominated elements are 

exempted). This means these eleven states hold 52 per cent (51 per cent) of the 298 

inscribed elements. This situation also shows a regional imbalance. Among the six 

regional blocks of UNESCO, the forty-eight Asia-Pacific member states have 145 elements 

(141), which makes up about half of the total number. Another imbalance is among the 

lists and the programmes. Of the total registered elements, 86 per cent are on the 

Representative List, having 257 elements of the 298total, while Urgent Safeguarding List 

has 31 elements and the Register of Best Practices has only 10 elements. 

To solve these two problems,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decided to 

prioritise file examinations as well as limit the number of the nomination forms. In the 

Six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eld in Bali in November 2011, the nomination 

priority was decided as follows: 1) multinational nomination forms, 2) nomination forms 

of states with no registered elements, 3) nomination forms of states with the least 

registered elements.  

Fourth,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the approval of the NGOs to examine the 

nomination files. The Convention established the consultative body, using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s a model. The consultative body made up of international NGOs 

with expertise in examining the nomination files is organised and operated under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However, considering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ICH 

that is practiced in many different regions, it was difficult to select a qualified NGO that 

could examine the nomination files objectively and professionally. Also, only 6 of the 156 

approved NGOs are needed in any given session. Therefore, the Representative List is 

being overseen by a subsidiary body made up of a small pool of representatives. The 

same holds true for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e Best Practices Programme, and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Finally, there is a problem regarding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that 

was delivered at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held last October in 

Paris. on the subject was about how to interpret elements. Examining the registered 

elements, we can see that some states have nominated a certain genre of the element, 

and others nominated specific song title. Also, when one state has nominated a certain 

element, there is a matter of handling a similar element of the same state or of other 

states. In this regard, the Working Group recommended that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revise the Operational Directive to make additional registrations possible for 

similar elements within one state and for the common heritage among several states. 

Although there have been a few problems in the registration process, the lists 

and programmes are taking an important role in the raising the visibility of the ICH 

Convention and the promoting the importance of ICH safeguarding. Thus, careful thought 

and discussions about inscribing elements to the lists and the programmes will positively 

influence the promo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 hope this meeting 

will provide a forum of conversation and cooperation by understanding spirit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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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s programs on safeguarding heritages are considered to be highly successful, 

and have made visible and concrete effects.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world heritages 

have been better safeguarded at least partly due to the success of the those program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dditional, more indirect effects that have helped the 

humanity better appreciate the values of heritages as their common assets, and 

understand each other acrdnjfoss cultures. On a more practical note, heritage tourism, 

for instance, has significantly benefitted from UNESCO’s official recognition when 

heritage sites were nomi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or other similar titles. 

UNESCO’s heritage-related programs have evolved and diversified over the years, often 

leading the general public to expand their horizon on human creativity and to b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toward their community, environment and future generations.  

 

UNESCO and CULTURAL HERITAGE 

 

Compared to the UNESCO Safeguarding Programs for natural and tangible heritages, its 

safeguarding programs on ICH’s have a relatively shorter history.  UNESCO’s 1972 

adoption of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did not include iSntangible heritage as one of the primary objects to be 

                                                           
1 An earlier version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2012 Sub-regional Meeting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in South-East Asia, 10-12 September 2012, Jakarta, Indonesia, co-organized by the 
Indonesian Ministry of Culture, and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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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 Only in 1989 UNESCO issued the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which opened up a more active discuss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s. This “Recommendations” was later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more systematic and highly publicized program called,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The selection of “Masterpieces” was 

carried out three times: in 2001 (19 elements), in 2003 (28 elements), and in 2005 (43 

elements). The “Masterpieces Program” helped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of the ICH 

ssafeguarding and in fact drastically raised the visibility of the ICH’s. On the other hand, 

listing ICH’s as “Masterpieces” caused concerns over possibly creating hierarchy among 

cultur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Safeguar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passed at UNESCO’s General Assembly in 2003, and took effect in April 2006, three 

months after the number of state parties that ratified the Convention reached thirty. 

With the Convention in effect, the previous “List of Masterpieces” was incorporated into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e other List under 

Sthe Convention is entitled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The Convention represents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ICH 

safeguarding and highlights the common denominators among member states of global 

society with a diverse array of approaches to ICH safeguarding.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Compared to tangible heritages, intangible heritages tend to be more fragile and 

vulnerable to changes that occur from outside influences such as Westernization and 

globalization. This is because the intangible heritages stop to be alive as soon as they 

cease to be regularly practiced by the relevant communities for one reason or another. 

Many ICH’s are orally transmitted and they are also constantly recreated as they are 

practiced by different individuals or groups of people. Even when the basic forms of an 

ICH are shared by groups of people, due to the flexibility and recreation processes, there 

can be many different versions that coexist at any given time. All these variety of versions 

are considered to be variations rather than one standard version with non-standard 

variations. When an inventory of ICH’s is officially made, either by the state government 

or experts, the ever-evolving ICH’s may be fossilized as the version that was recorded at 

the time of inventory making. If one version is recorded in the inventory, it tends to 

become the standard of that cultural element, while all the other versions are relegated 

to marginal status. Sometimes inventorying ICH’s may even result in their de-

contextualization, because inventory itself might essentialize the ICH only, while 

obliterating the socio-cultural contexts out of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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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NATIONAL ICH’s 
 

Multinational heritages are much more prevalent in the case of ICH’s and natural 

heritages. The national borders do not necessarily overlap with cultural borders. But 

more importantly, cultures are not homogeneous, nor clearly bounded units. Various 

practices and views coexist in a society and they are represented in the whole cultural 

landscape of an area or community, reflecting the political, social, and historical order 

and characteristics the society has. ICH’s can also be shared through diffusion or 

migration of people. In this case people may differentiate the original form of ICH from 

the other variations. With so many possibilities of ICH becoming multinational, it is even 

argued that being multinational is a norm for the ICH’s rather than an exception. 

UNESCO’s ICH safeguarding program, which is still based on having the nation/states be 

the primary agencies in carrying out the nomination process and safeguarding measures,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is important aspect of ICH’s. 

As stated above, UNESCO’s ICH Program still heavily depends on the 

nation/states in identifying, nominating, and safeguarding the ICH. To process UNESCO’s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the role of nation/states is still critical. Cultural diplomacy 

by national governments seems to be the most likely means to seek collaboration from 

the potential partners in pursuing nomination at least in its initial stage.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nation/states being the primary agencies in the case of 

single nation/state ICH’s, may still remain. They include: the domestic politics of heritage 

and identity, the (lack of) representation of marginal (peripheral) cultures in national 

identity, self exoticization (patronization) of minority cultures, among others. 

 

MULTINATIONAL ICH’s in UNESCO’s 2003 CONVENTION 
 

The following are from the Operational Directives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on 

ICH. Only about half a page is devoted to the multinational files for nomination out of 30 

pages of the whole text of the Operational Directives. Considering that multinational 

presence is a norm rather than an exception in the case of ICH, more detailed guidelines 

are necessary in this regard. The detailed guidelines should accommodate the diverse 

scenarios of multinational ICH nominat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5 Multi-national files 

 

13.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nominations to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hen an 

element is found o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Stat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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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One or more States Parties may, with the agreement of each State Party 

concerned, propose inscription on an extended basis of an element already 

inscribed.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ubmit together a nomination showing 

that the element, as extended, satisfies all of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and 

paragraph 2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Such a request shall be submitted according to the established 

procedures and deadlines for nominations.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decides to inscribe the element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the new 

inscription shall replace the original inscription. In the event that the Committee, 

on the basis of the new nomination file, decides not to inscribe the element, the 

original inscription shall remain intact. 

15.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ubmission of subregional or regional 

programmes, projects and activities as well as those undertaken jointly by States 

Parties in geographically discontinuous areas. States Parties may submit these 

proposals individually or jointly. 

16. States Parties may submit to the Committee requests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jointly submitted by two or more States Parties. 

(End of citation) 

 

Operational Directives, 2003 UNESCO Convention o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ON HERITAGES 
 

Perhaps the biggest challenge in dealing with multinational ICH’s is how to define and 

identify “common” heritages. Is “similarity of the form” the only sufficient condition to 

categorize ICH’s that are practiced among communities in disparate localities? Or, should 

the cultural meanings and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those ICH’s be also very similar? 

This is a very complicated issue that touches upon the central concept in anthropology, 

“culture.” If we take the similarity of forms as the primary marker of common heritage, it 

is highly likely that we take cultural elements completely out of context. As Geertz (1973) 

said in his article on the importance of cultural context and “thick description,” a physical 

blinking of someone’s right eye may mean a number of totally different things: a 

suggestion to conspire against a third person present, expression of sexual interest, or an 

act to let the other person know that there is a special kind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others. If we categorize all different “blinking acts” into one category, we are 

treating blinking out of the context. We may still learn something about the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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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associated with blinking, but this alone is far from being sufficient when we 

try to understand anything about culture.   

Common heritages may have been resulted from cultural diffusion, or more 

recently, globalization process that includes more frequent and massive flow of people, 

resources, and information. In this case, people may know who “originally” created, or 

practiced the cultural element. As it is often the case, when the “origin” is not clear, 

individuals, communities, and nation/states might claim the cultural ownership of the 

element, or dispute such claims made by others. Since the cultural ownership of 

particular heritage can be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identity and pride of 

nation/states, the politics of cultural heritage surrounding multinational ICH’s can be as 

highly volatile as that in national competition among members of society.  A case in 

point is the controversy over Korea’s Dano Festival in Gengneung, which was put on 

UNESCO’s List of Masterpieces in 2005. Claiming that the Dano Day originated in China, 

some Chinese people argued that Gangneung Dano Festival should not be listed as 

Korean ICH, no matter how much localized and locally rooted the contents of the Festival 

are. Issues surrounding this incident became sensitive and led to heated debates in the 

East Asian region, with its colonial history and longtime rivalry among the region’s 

nation/states. This is one of the many possible challenges that any party pursuing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should anticipate. However, collaborating on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projects can initiate regional dialogues on the region’s common heritage, 

and a successful nomination may bring further positive consequences as well. 

 

CHALLENGES in WORKING with MULTINATIONAL ICH’s 
 

Promoting multinational ICH’s in the UNESCO context may not necessarily relieve the 

tension over cultural hegemony among nation/states. It may simply replicate the current 

tendency of rivalry among nation/states, or the unequal representation by the 

mainstream and minority cultures within nation/states. Regional politics based on the 

politico-economic power of nation/states may simply be translated into the politics of 

cultural heritage. 

On a more practical note, any projects involving multinational ICH’s required a 

close collaboration across political (and perhaps, cultural) borders. Realistically, the 

collaboration will be made through (or at least initiated by) the diplomatic work of the 

nation/state governments. When the common ICH is part of the mainstream cultural 

heritage in one nation/state, while that same ICH belongs to minority groups in another 

country, carrying out a multinational ICH nomination project can be highly difficult and 

politically charged. It may even make it impossible to carry out such projects. A 

hypothetical case can illustrate such tension very clearly. An ICH in nation/state A may be 

an integral part of the A national identity, while in nation/state B, where recent migrants 

from A are ethnically and economically marginal, the same ICH can be use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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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subversive political expression in B . In this rather extreme scenario, any 

projects on multinational ICH would be next to impossible. 

As mentioned earlier, ICH’s have been present across borders throughout human 

history due to human migration, diffusion, or independent creation. Cultures, including 

ICH’s, have always been negotiated and contested within and between groups of people. 

Crossing borders has become even easier with recent surge of globalization. People flow, 

cultures flow, and resources and information are shared across borders. In this process, 

cultures (including ICH’s) are shared, mixed, and hybridized. Through this, cultural 

diversity increases within a society, while safeguarding ICH is necessary in order to 

maintain cultural diversity in the global community. Even with all the potential problems 

mentioned earlier, recognizing and safeguarding multinational ICH’ s can be an effective 

way to avoid nationalistic competition among nation/states over ICH’s. Also it can be a 

way to mitigate the hegemonic and unilateral cultural policies by the mainstream of the 

nation/states. Understanding the exact nature of the ICH’s, and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the multinational ICH’s, and initiating an in-depth dialogue among 

nation/states on this matter will be the some of the important first steps in moving 

towards this inevitable path in securing harmonious and sustainable future for the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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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tug-of-war is one of the most well-know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that 

represent Korea. Tug-of-war games were widely enjoyed by people across the country 

before the 1930s to 1940s. During the 1960s, the tug-of-war came unde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Policy and has been appointed and is being managed 

by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In Korea, eight separate tug-of-war traditions have 

been inscribed on the national inventory list. Moreover, compared to other ICH element 

studies,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that has accumulated.  

Tug-of-war is a cultural heritage element of many East Asian nations, and these 

nations are preparing to inscribe the element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this contex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universal traits in tug-of-war traditions in East Asian. However, other than Korea 

and Japan,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tug-of-war traditions in the region, which 

limits scope of this presentation. In case of China,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records on tug-of-war in literature, the tradition as exists in China today seems to be 

more of a sports match than a ritual event. I would also like to mention that this paper is 

a draft based on the materials on document records, the Internet, and the academic 

symposium hosted by Gijisi Tug-of-war Conserv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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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in Discourse 
 

1) Tug-of-war and the term of war 

There are many names given to a tug-of-war. However,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e 

word war exists in both English and Korean terminology. In English, it is called "a tug-of-

war". In Sino-Korean characters, it is called galjeon (葛戰) or sakjeon (索戰). Moreover, in 

Korean tug-of-war includes terms such as ‘rope commander’ and ‘flag’, which suggest a 

relationship to war in the ritual. In case of China, although there are no terms that 

directly suggest war, there are many titles for tug-of-war, such as gugang (鉤強), 

gyeongu (牽鉤), sigoo (施鉤), and tagoo (拖鉤), which originate from tools used during 

naval battles of the Oh and Cho kingdoms. In addition, in The Journal of Bong (封氏聞見

錄), Bong Yeon of the Dang dynasty writes, "A tug-of-war is called balha (拔河). On the 

Day of the First Full Moon, people are divided into two teams and compete in a tug-of-

war using double knotted ropes made of bamboo bark. This ritual originates from 

imitating the war between Cho and Oh". This indicates that ha (河) in balha (拔河) relates 

to a naval battle. The expression of war in English is indicative of the intense struggles 

that match those in battles during a war. On the other hand, in Japan, a tug-of-war is 

called tsunahikari (綱引き), which more literally describes the act of pulling ropes. 

 

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ug-of-war  

The practice of tug-of-war is found in the Americas, Africa, and Europe, but it is primarily 

concentrated in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Cambodia, China, Indonesia, Japan, 

Korea, Laos, Myanmar, Taiwan, and Thailand. Since these are all nations with large 

agricultural sectors, tug-of-war matches are generally recognised as games played by rice 

farmers. In Japan, too, tug-of-war is heavily concentrated around the Kyuyshu area, 

where rice farming is well developed. Also, in China, in the Hyungcho region, which is 

thought to be where the tug-of-war began in China, is also the centre of rice farming. 

Yankor Wat of Khmer, which has a tug-of-war wall painting, is also a traditional centre of 

rice farming. Tug-of-war is also found in fire-field farmers of South-East Asia, but it is 

generally distributed heavily in rice farming regions. Therefore, it is regarded as a custom 

of agricultural farmers. It is the same case with Korea.  

Looking at a survey on tug-of-war that was done in the 1930s, out of 161 

locations surveyed, tug-of-war was found mostly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rice farming was prevalent. Also, tug-of-war is not found in 

Hamgyeongbuk-do, which is also not a rice farming area, and this further corroborates 

the hypothesis that tug-of-war was mostly done in rice farming regions. In terms of 

distribution by province, the share of rice faming in Korea is as follows: Jeolla-do, 

Gyeongsang-do, and Chungcheong-do are about 70 per cent; Gyeonggi-do and Gangwon-

do, about 50 per cent; and Hwanghae-do, Pyeongan-do, and Hamgyeong-do, about 20 

per cent. It is speculated that such phenomenon is due to the fact that the main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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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ke a rope for tug-of-war was rice straw, along with kudzu, silver grass, and bamboo 

bark as supplementary materials.  

However, the rope that first appeared in the records of North-East Asian 

literature sources was made not of rice straw but of bamboo bark, kudzu, and silver grass. 

Also, tug-of-war in Japan and Korea was not confined exclusively to rice farming regions. 

Therefore, attributing the use of rice straw to explain this phenomenon appears to have 

insufficient validation.  

Today, the rope for tug-of-war is made mostly of straw, and this is why some 

people relate tug-of-war directly to rice farming. However, in the mountain and coastal 

areas, kudzu, hemp, and bamboo were used instead of straw. In addition, even in rice 

farming areas, using rice straw, which was used for a lot of different purposes, must have 

not been easy. Therefore, hemp cloth, kudzu vines, and dried grass were also used in 

addition to rice straw. It appears that straw was used for making ropes as rice farming 

using waterways became more common and straw became more readily available. In 

Donggookyeojiseunglam (A Travel Record of Eastern Nations) introduces a tug-of-war in 

Jeju Island, and it is clear that rice straw was not used.  

Using arrowroot rope is prominent in the Youngnam region, and the tug-of-war 

in this region was called galjeon. In fact, the main materials used to make a rope in the 

eastern coastal areas of Korea, such as Wooljin and Youngil in Gyeongsangbuk-do, were 

kudzu and hemp, with bark from bamboo and other trees as supplements. Kudzu and 

hemp ropes were used as ropes for boating after tug-of-war was over because these 

materials are stronger than straw. However, using kudzu to make ropes was not a general 

practice and was used only when straw was not available because of a bad harvest.  

The ropes are also made of straw in Japan, where they have tug-of-war in 

January and August. However, in Kagoshima Prefecture, both kudzu and straws are used 

together or silver grass is used. In Yakujima, kudzu is used to make the rope spine, and 

the mixture of silver grass and straw is used cover the spine.  

The ropes in China were also made of bamboo and hemp. The Journal of Bong 

reports that, bamboo strips were once used but that hemp was used during Dang dynasty 

and its length was forty to fifty strips (one strip is 3.03m). Hyungchosesigi by Jongreum 

indicates that in ancient tug-of-war matches, a rope made of bamboo bark was hung 

across several li (里) between the two ridges of rice field and people began pulling the 

rope at the sound of a drum.  

According to Professor Sakurai Tatsuhiko, although tug-of-war in Asia was 

predominantly played by rice farmers, others people such as fire-field farmers, hunters, 

and fishermen also enjoyed tug-of-war. And this proposes a new theory that the tug-of-

war was enjoyed by both farmers and fishermen in East Asia. Evidence for this theory was 

that, in Japan, tug-of-war traditions are heavily concentrated along the coastal area. In 

fact, tug-of-war is not only played on land but also at sea, where not only big harvest of 

rice but also a big catch of fish was prayed for. However, in a place where fishing is the 

only industry, a case of tug-of-war has not been found. In the coastal region of G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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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and Gyeongsang-do in eastern Korea, the goal of the tug-of-war ritual is to pray for a 

good harvest. There are some cases where the custom of loading the boat with ropes 

represented good catch of fish, but there are no cases of fishermen doing tug-of-war.  

My opinion is that the tug-of-war is traditional custom of farming regions and 

that straw and other readily obtained materials were used to make ropes. Then, as rice 

farming improved and many acquired a ready supply of straw, rice straw was exclusively 

used to make ropes. However, in the mountain regions where it is hard to obtain straw, 

other materials, such as kudzu, hemp, and silver grass, were used to make ropes.   

The ropes used in tug-of-war differ depending on the size of number of 

participants. In Korea, ropes used in tug-of-war in farming community are short because 

of the limitation on the number of participants. However, in the tug-of-war where many 

farming communities participate, the length of ropes becomes longer. By the way, the 

tug-of-war using long ropes was played in special cases, where there was a special 

celebration or the possibility of calamities, such as famine and diseases, at the 

community level, not as an annual event. Therefore, unlike the tug-of-war that was 

played after the ceremony for the first full moon in January, these matches were held 

during the day and had strong entertainment qualities. The rope that is longer than 100m 

that appears in Chinese literature also represents a long rope used during communal 

events.  

 

3) Korea, the final destination in the tug-of-war Silk Road  

There are many forms of tug-of-war in Korea such as single rope, twin rope, and multiple 

ropes. They represent locality and diversity reflected in different regions, but they all 

contain culturally universal elements. Such is the case in other East Asian countries. In 

Japan, single rope is predominant. In Okinawa, however, twin rope is dominant. There is 

a record of twin ropes in Chinese records, and today some nomadic minority races in 

China play multiple rope games. They play a single rope game too but it appears in a 

modern sport game form. In the case of South-East Asia, a single rope is the predominant 

form.  

 

4) Dragon (snake), the water god 

The idea of rope invokes images of a dragon or male genitalia. We recognise the rope in 

the tug-of-war as the dragon rope, and the head of single rope is the dragon head while 

the end of the rope is the dragon tail. In Hoenseong, Gangwong-do, people hang scales 

on the rope to visually reconstruct a dragon. In case of twin ropes, they assign gender to 

ropes, one rope is the female dragon and the other is the male dragon. They also see the 

tug-of-war as a fight between two dragons or sometimes between a dragon and tiger.  

The tendency to look at the rope as a dragon is found in China, Thailand, and 

Laos. In Japan and Cambodia, represents a snake,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some places 

in Korea, such as Gwacheon, where it is called imoogyi. Dragon and snakes are often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because of the belief that when a snake ascen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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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 it becomes a dragon. Imoogyi is a snake that failed to ascend to heaven and it is 

usually viewed as harmful as there is a belief that it causes harm to compensate for his 

sorrow of not ascending to heaven. In Japan, there is a case where people throw the 

snake into the sea after tug-of-war is over to comfort the soul of imoogyi and to ward off 

bad luck. This is done every year as a ritual.  

The fact that rope is a symbol of dragon is conspicuously revealed in the handling 

of ropes. In the area around the River Han in Korea, after tug-of-war is over, the ropes are 

placed on the frozen river so that they can be washed away to sea when the ice melts. In 

many other areas in Korea, people consider it a good sign when the ropes are washed 

away to the sea. The ritual is the act of sending the dragon back home. In some areas of 

Gyeonggi-do, the ropes are placed around the stream so that the dragon can stay near 

water. In Jookjeon, Yongin, people believe that using the ropes to block the dams make 

water more abundant and prevent draught. They believe they get help of the dragon, 

who is a water god. Also related to the idea of water is that the tug-of-war was part of a 

draught ritual because the act of pulling at both ends was thought to induce a fight 

between two dragons in the heavens, which would result in clouds and ultimately rain.  

In Jeollabuk-do region, the act of coiling a string around Dangsan after the tug-

of-war is over is a reproductive ritual, symbolising sexual acts. It is also thought of as a 

dragon belief where people would bring a dragon to the village and pray for peace and 

good harvest. Also, it could be viewed as symbol of abundance and fertility through 

combining of god of farming and dragon god that determines good harvests. The 

secondary symbolic meaning was to view it as prayer for good harvest for a year through 

sexual acts of dragon gods around Dangsan, which marks and defines the territory of the 

community.  

In Nghe An region in Viet Nam, people of Con Cuong has been practicing a ritual 

to pray for rain called "Pulling dragon tails". Thais used to believe that draught occurs 

when dragon was sleeping too long or locked underground, and therefore they had to 

wake up the dragon by pulling its tail. After tug-of-war is over, people in the village would 

bury the tail that symbolised the dragon's tail and leave the place as a holy ground. Then 

they would perform a ritual of beating drums to represent the sound of thunder and 

prayer for good harvest.  

 

5) Stem, the symbol of genitalia 

In Korea and China, the ropes made by twisting symbolise a close bond and strong act of 

interlocking. In this respect, the rope not only represents dragon and snakes but also 

symbolises the penis or sexual intercourse. That is, as genitalia are the root of all 

reproduction, the rope symbolises the power of production. Also, the act of pulling a 

rope symbolises sexual intercourse and is a kind of black magic that prays for good 

harvest through direct imitation of sexual acts.  

The meaning of genitalia symbolised by rope is also reveal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ropes. Crossing the rope in storage means pregnancy. If a sterile woman 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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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pe boiled, she becomes pregnant. All these myths express the reproductive 

function of the rope as a sexual organ. In addition, if you hang a rope on the roof or at 

the gate, evil cannot enter your house. If a sick person eats it boiled, he or she is cured. 

These myths are also created to suppress evil and yin using the power of yang. In Suseo, 

Jiriji of China wrote "according to a folklore, tug-of-war can defeat evil".  

In Buan, Jeongeup and Gimje of Jeollabuk-do, people coil Dangsan (trees and 

stones) with ropes after tug-of-war is over. They lay a female rope on the ground and 

then lay a male rope over it. This is considered sexual intercourse.  

 

6) Tug-of-war between two genders and imitation of sexual act 

Tug-of-war in Asia is general done by dividing men and women into a team. Of course, 

tug-of-war is also played by dividing communal space to east-west, north-south and up-

down regardless of gender, but east, north, and up are viewed as male, and west, south, 

and down are regarded as female. In division of gender, the victory of female is a 

prediction for a good harvest. Fertility of female is being related to fertility in agriculture 

(good harvest). Tug-of-war between two genders is common and widespread in Asia.  

In Huu Chap of Bac Ninh, Viet Nam, tug-of-war matches are between unmarried 

males and females. Male team symbolises yang and a dry season while the female team 

represents yin and a rainy season. Despite the high chance of the male team winning, 

usually the female team is allowed to win in order to pray for good harvest. Such 

ritualistic acts often occur in minority races in Thailand.  

In Cambodia, usually men and women are divided to play tug-of-war. In this case, 

it is worth noting that there are more females than males playing the game. In terms of 

strategy, each team places the strongest person either in the middle or at the end, and 

often one of the male team members plays a drum or gong standing in the middle as the 

two teams face each other. The role of the person holding the musical instrument is to 

cheer for the team. They would play music faster to encourage their team members. In a 

single rope tug-of-war in Jeollabuk-do, Korea, young single males are included on the 

female team to determine the win fairly, but the act of including young males in the 

female rope indirectly plays in favour for the female victory.  

In Tich Son village of the Vinh region in Viet Nam, people believe the winning of 

the east team that represent male is a sign for good harvest. In this game, only males 

participate on January 3 in lunar calendar and they pull the ropes in east-west direction. 

They divide the team by female rope in the west and male rope in the east. A win by the 

female rope would signal good harvest for that year. Unlike other regions, older males 

are placed in the east and the young males in the west. According to traditional belief in 

Viet Nam, a win by the east team would signal a good harvest, and therefore, the east 

team was allowed to win. It seems to contain male genitalia worship.  

In twin rope tug-of-war in Korea, ropes are given gender and tug-of-war 

represents sexual intercourse. Therefore, the connecting of two ropes symbolise 

combining two sexes and represents fertility and good harvest. When female and 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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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pes interlock, it is a direct expression of sexual intercourse. It takes a long time for the 

two ropes to combine. In China, the act of lowering and stretching your body when 

pulling ropes is viewed as symbolising sexual intercourse. As such, tug-of-war in all cases 

has a function of praying for fertility and good harvest though sexual intercourse of male 

and female.  

The tug-of-war in Okinawa also reveals imitative act of sexual intercourse and 

the goal is to pray for rain. That is, rain is considered semen in a sexual relationship. Song 

Seokha viewed the tug-of-war of Myanmar also as a kind of black magic to pray for rain. 

In Korea, there are cases of playing tug-of-war during draught. This is considered, as 

mentioned before, as a way to entice dragons to produce rain.  

The ultimate goal in tug-of-war is to pray for good harvest. In a poem by Jang 

Seol of the Dang dynasty is written "Spring came and tug-of-war is being played, the goal 

is to hope for good harvest in fall," indicating the goal of tug-of-war. In Suseo, Jiriji also 

wrote that the goal of tug-of-war is a good harvest.  

 

7) Seasonal game 

In Korea, tug-of-war is the most widely played in the first full moon day (Jeongwol 

Daeboreum) although it is often played on the first day of February in the lunar calendar 

and on Dano, Chuseok (Korean Thanksgiving Day), and other holidays. Similarly, it is 

played in the beginning of the year i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Japan, the time of 

tug-of-war varies by region.  

In China, although traditional tug-of-war has been lost, it was played in the first 

full moon day according to the historic documents. It is because spring is the planting 

season and planting means wishes of an abundant harvest later in the year.  

The Japanese tug-of-war is distributed in Okinawa and northeast regions and 

played at different times. In the north-east region (Aomori and Akita), the tug of war 

takes place on the first full moon day, as it does in Korea. The tug of war happens at 

other times as well, on 15 July and August in Kansai region (Chiba and Ibaraki), on 

Chuseok in the Kyushu region, and in June, which is the harvest season, in Okinawa. In 

conclusion, tug-of-war is always played for the New Year in accordance with the 

agricultural calendar since from June to August is harvest season as well as the planting 

season in Okinawa.   

The table below shows tug-of-war in South-East Asia by Dr Sougawa Suneo and 

Sakurai Tazuhiko. Although it is fragmented, it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South-East Asian and Korean tug-of-war according to the fact that tug-of-war is a game in 

which men and women as separate teams draw a rope. Furthermore, it is played during a 

ritual for rain not throughout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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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Time and Location Method Occupation 

Taiwan Ami 

Tribe 

Chestnut cultivation, millet harvest/storage 

for heads of hunted animals 

 Fire-field  

Malaysia Island 

of Borneo 

Planting rice seed on the fire-field Male/Female Fire-field 

Indonesia 

Taninbal Island 

Planting in November, Prekaje 

(congratulation on the sexual union of heaven 

and hearth) 

Male/Female Fire-field 

India Asam 

Ao·Naga Tribe 

After planting rice/sward beans Male/Female Fire-field 

Bali Island 

Denbaser 

New Year (late March), using hemp palms Male/Female Rice farming 

Malaysia New Year Male/Female Rice farming 

Cambodia New Year (April) Water Festival Male/Female Rice farming 

Laos New Year (April) Water Festival Male/Female Rice farming 

Thailand Sham 

tribe 

New Year (April) Water Festival, Ritual for 

Rain 

Male/Female Rice farming 

China 

Winnanseong 

Dai tribe 

New Year (April) Water Festival Male/Female Rice farming 

Viet Nam The 3 January (Donkin Plain) 

The 15 January (Thai Tribe) 

Male/Female Rice farming 

 

In Laos, tug-of-war is an agricultural ritual happening before planting in spring 

and a rope is a symbol of snake. Also, people tend to believe that if the female team wins, 

the year will be abundant. In Cambodia, people enjoy tug-of-war for three days in mid-

April during the New Year Festival. The Khmer call tug-of-war teanhprot, which means 

'pulling a rope'. Everybody can participate in the tug-of-war at large public places, such as 

a Buddhist religious house. It is played without distinction of age or gender and the 

thickness of a rope is similar to the thickness of a wrist. The origin of tug-of-war in 

Cambodia comes from a bas-relief at the temple of Angkor Wat in Cambodia includes a 

depiction of gods and devils playing tug-of-war holding a big snake with five heads to 'stir 

up the Ocean of Milk'. This means not to decide a victory or defeat of the game but to 

start a vicious Soma through the alternating motion of a rope, which stirs up harmfulness. 

Thus, it is different from the tug-of-war of agricultural villages. A similar relief of the 

nineth century is found in Punjab, India. 

The purpose of 'Ocean of Milk' by gods and evils is an attempt to free the 

precious objects lost from within, including the elixir of immortality called amrita. It is 

well-known that this myth was imitated by the ancient capital built in the late twelfth 

century in Cambodia in accordance with findings of gods and evils reliefs at the entrance 

of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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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ishes for peace and union in village  

There a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tug-of-war, a cultural phenomenon, in East Asia 

including Korea if we focus on 'rice farming' or 'rice straw'. Tug-of-war is not only for 

farmers, but also for hunting people and fishermen, which is a community play for all 

people, young and old, men and women. In this regard, the main purpose of tug-of-war is 

to wish for peace in the village.  

Tug-of-war is often to prevent misfortune or a drought. And this is also a 

common reason throughout Korea (Gijisi, Eonyang, Cheongdo Hwayang, Samcheok, 

Gwacheon, Icheon, and other places). Similarly, there are many cases to wish for rain in 

East Asia countries. Tug-of-war contains the meaning of fighting to misfortune. People 

believe that the power of community can prevent misfortune. For instance, the 

Samcheok tug-of-war in Korea shows the purpose of tug-of-war as wishing for peace and 

unity in the village.   

Before playing tug-of-war, people tend to walk around the village holding a rope. 

This scenario represents a dragon flying into the sky. This is also considered as a form of 

vitality for a new born dragon as well as safety of the dragon. This performance is similar 

to 'Jisibapgi' and both tug-of-war and Jisinbapgi are to wish for peace and tranquillity of 

the village. There are good examples of this in Japan.  

In Japan, there is a performance to walking around the village holding a rope 

before tug-of-war.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that the performance of pulling a rope up 

and down and right and left is a symbol of a present of a snake in Yakujima, Japan. 

Furthermore, there are examples of this performance in Kagosima, Fukuoka, and Chikugo 

in Japan. The reason why people walk around the village is to wish for peace and to 

prevent misfortune in the village. In this point, there is an opinion that tug-of-war is not 

for fighting itself. 

That is, it i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ug-of-war and fortune-telling 

of a good harvest of the year was formed as tug-of-war had been transmitted from the 

performance of walking around the village holding a rope. There is another meaning in 

tug-of-war: people tend to pull a rope until the rope is broken. Dong-guk-yeojiseungram 

says that the tug-of-war in Jeju continued until the rope broke, and this is also the case in 

Kagosima, Japan. It is considered a part of 'Yongjageuk' to pull a rope and chop the rope 

after the performance. 

In Cambodia, a tug-of-war lasts about five to ten and is repeated until one team 

gives up. This game has a strong religious meaning to refresh New Year and recreate the 

universe.  

 

3. Conclusion  
 

South Korea is the most representative nation in East Asian in terms of various types of 

tug-of-war.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ropes and play methods in different region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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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sangjul, Oejul, and Gejul (Gijul). Besides, tug-of-war is not only a game but also a 

ritual that unites of village.  

Japanese scholars have research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ug-of-war in East 

Asia. Dr Sougawa Tsuneo (寒天恒夫) assert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ug-of-war in East 

Asia are: 1) rice farming zone; 2) using rice straw; 3) concentrated in the first full moon 

day (beginning of farming); 4) dragon (China and South Korea) and snake (Japan); 5) 

fortune-telling by years, community spirit regiment function, wishes for abundance; 6) if 

female team wins, the year will be abundance. Dr Sakurai classifies seven common points 

of tug-of-war of farmers, such as fire-field farmers and rice farmers using water, in the 

Asia regions. 1) agricultural ritual for abundance; 2) fortune-telling about abundance for 

the new year; 3) symbolic act of sexual association; 4) if female wins, it means a good 

harvest; 5) concept of sexual union of heaven and earth; 6) folkway to pray for rain (so 

called semen of the sky) through union of two ropes; 7) understanding of rope as dragon 

or snake.  

These concepts are not different from Korean scholars: Dr Jang Joogeun and Dr 

Kim Takgyu who study Korean tug-of-war. Dr Jang, however, suggests that additional 

characters of Korean tug-of-war, such as productivity of full moon and a ritual act, 

believes tug-of-war on the farms symbolises sex between male and female, which is a 

ritual act to wish for an abundant harvest. 

The origin of tug-of-war is categorised into the Chinese theory, South-East Asia 

theory, Indian theory, two directions theory, and natural growth theory. First, Chinese 

theory says that tug-of-war in Japan and Korea was transmitted from China based on 

Hyeongchosesigi which is the first record of tug-of-war in sixth century, and this theory is 

commonly adopted. However, Chinese tug-of-war is now performed by minorities, and it 

is not a seasonal folklore but a competition as an event of the Minorities Traditional Sport 

Festival. Recently, there is a tendency of representing the traditional tug-of-war 

according to the local newspaper's records in the past. In this regards, Imdamhyeon in 

Gamsukseong is the most representative region in China. There are, however, similariti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traditional tug-of-war, as both types use two ropes and 

people tend to predict a good harvest depending on the victor of the match. Furthermore, 

both use hemp or bamboo for rope materials. It is, however,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ulture fully due to limit of documents as well as discontinuity of traditional tug-of-

war culture.  

In accordance with South-East Asia theory, tug-of-war comes from Indonesia, 

Laos, Cambodia, and the Union of Myanmar which are all famous in rice farming. In this 

reason, tug-of-war of both Korean and South-East Asia are deeply related to agriculture. 

Furthermore, there are other similarities: people tend to consider rope as dragon or 

snake; the tug-of-war is seen as sexual act; and if female part wins, there must be a good 

harvest. In fact, even if there are documents that mentioned bamboo or hemp has been 

used for rope materials and if one part wins, the parts will enjoy a good harve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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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tradition. Chinese tug-of-war does not mean shamanic ritual acts like Korea and 

South-East Asia.  

Indian theory demonstrates that Juldarigi is originated from Indian Esoteric 

Buddhism and it handed down from Okinawa to Korea by riding an ocean current. This 

means tug-of-war is not related to rice farming but a spread of religion. Although this 

theory is new,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tug-of-war's Soojeon (game on river or sea) 

theory and agricultural regions distribution. There is also possibility that tug-of-war 

originated in Korea on the analogy of only documents. Spread theory has found that 

regions spread the tug-of-war and that they are similar to rice farming regions; there is, 

however, no demonstration on its route and time. Nonetheless, it is commonly 

understood that tug-of-war belongs to agricultural civilisation. 

 

Today, there is tug-of-war culture in mountain villages and sea villages. However, as there 

is no tug-of-war culture in a sea village that specialises solely in the fishing industry, it can 

be accepted that tug-of-war is based on agriculture societies. Even if tug-of-war in a sea 

village, it is about wishing for an abundant harvest. Thus, today’s tug-of-war in Korea is 

an important culture based on agriculture in agricultural villages, mountain villages and 

sea villages.       

Tug-of-war is a communal heritage as a part of agricultural rituals in East Asia. 

Traditional tug-of-war contains its similarities, differences, and creativeness in 

accordance with its own culture, weather, and environment. We are now aware of its 

desperate need of preservation as society rapidl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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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Traditional Tug-of-War Festival in Vietnam 

Case of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Nguyen Thi Thu Ha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Presented by Nguyen Kim Dung 

Chief, ICH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Viet Nam 

 

1. Traditional Tug-of-War in Vietnam: An Introduction 
 

Nowadays, tug-of-war has become a popular traditional game and loved by many 

communities in Vietnam. Both children and adults love playing this game since it requires 

not much particular skills or training and does not limit the number of participated 

players. Tug-of-war today is played in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events, mostly in youth 

camps, students/pupils gatherings, and especially, in many traditional festivals and during 

Tet Lunar New Year celebration in Vietnam. Basically, in a traditional tug-of-war game, 

players are divided into two teams and stand oppositely along a string (normally a 

bamboo cord or a jute rope). A red piece of cloth marks the middle of the cord, which is 

positioned in parallel with a line drawn on the ground in order to separate two teams. 

After a signal (either a whistle or a hand signal) from the referee, players tug the cord as 

hard as possible to pull the red cloth towards their side. If this team lose their strength 

and the red cloth mark is pulled out of their side toward competitor's side, the other 

team will win the match. For every match, players of both teams always receive great 

cheer from surrounding spectators.  

There are different variants of tug-of-war which are also named slightly different 

in Vietnamese such as keo co (tug-of-war with the cord is made of jute or other materials), 

keo song (tug-of-war with the cord is made of rattan), day gay (long stick pushing),… 

which have been all practiced differently in format and rules according to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mmunities, their belief, cultural values or events in which tug-

of-war game is a part of. However, these tug-of-war variants of tug-of-war do share some 

following common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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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ctice space: mostly in communities with long tradition with rice farming such 

as rural communities in the Southern part of Vietnam. Tug-of-war is widely 

practiced in different ethnic communities including Thai, Tay, Nung, Giay and 

especially Kinh people in provinces of Lao Cai, Bac Ninh, Ha Tay, Vinh Phuc, Hanoi, 

Thanh Hoa, Nghe An,…. Tug-of-war which plays a role as a traditional game in 

traditional festivals is more popular in villages in the North area than is in the 

South of Vietnam.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in 2004 by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there are 630 existing traditional festivals among 

which are 16 festivals having tug-of-war game included. In Ho Chi Minh City (2008 

- 2010 statistics), there are 815 existing traditional festivals, yet only 6 have tug-

of-war as their part of2. 

 Practice period: mostly in the return of a lunar year, at the start of a crop or after 

a harvest. Many of tug-of-war practices take place during a traditional spring 

festival marking for a good beginning of a new crop and a new lunar year. 

 Meaning: When trying to get back to the tug-of-war's origin or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especially its close attachment with traditional festivals of many 

rural communities in Vietnam today, one will be interested in receiving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explanation about the existence of this traditional collective 

cultural practice. As mentioned above, tug-of-war is presented in diversified 

format as well as in its socio-cultural function according to different communities 

who are practicing it; yet their similarity in practice space and period and long 

existence in farming communities in Vietnam show us a common profound 

meaning of traditional tug-of-war practices in Vietnam. Almost all of tug-of-war 

practices has strong attachment with rice-farming communitie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ir intangible cultural value system and reflecting those 

communities' perspectiv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nature; their 

belief of that nature has strong power that can determine human's existence and 

in order to have mother nature's protection, human has to live in harmony with 

mother nature.  

 

2. Case of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Vietnam) 
 

Huong Canh is a name of a hamlet which used to belong to Ke Canh village (Huong Canh, 

Ngoc Canh, Tien Canh hamlets), yet for many generations, Huong Canh had been used as 

a name of the whole commune. Today, Huong Canh is named for a town which included 

all those three old hamlets and some other hamlets around. Huong Canh town is 45 km 

away from Hanoi to the northwest direction. 

                                                           
2 According to data of project documents of Vietnam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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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ly, tug-of-war was a popular game played among many villages in Binh 

Xuyen district, mostly in the beginning of a lunar year, such as Ngoai Trach, Quat Luu, Son 

Loi, Thanh Lang,… Today, only Huong Canh town keeps practicing tug-of-war and turns it 

into a big festival. Huong Canh tug-of-war is quite different with tug-of-war in other 

places in terms of format and meaning.  Commonly, a big rope is used in tug-of-war 

game, yet in Huong Canh's tug-of-war, the cord must be made of a long and big rattan. 

Moreover, in Huong Canh tug-of-war, players tug the rattan cord through a ironwood 

stake which marks for the separating line between two teams. It is this very stake that 

makes the game here more drastic, skillful and longer lasting than the game in other 

places because both teams are allowed to use that stake to gain back their strength 

during the game. Players in Huong Canh tug-of-war game do not stand to tug as usual but 

half-laying their back on the ground while having their feet push against a swallow-wide 

hole set aside for each player. This setup is also an element that makes the game 

stronger and last longer.  

Traditionally, Huong Canh holds a number of different festivals in a year: Tug-of-

war festival in lunar January, đình festival (to commemorate and praise village tutelary 

deities' merits) in 15th lunar February, Thượng Điền ritual (a sacrifice dedicated to the 

God of earth at the beginning of rice farm work) in lunar July, Hạ Điền ritual (a sacrifice 

dedicated to the God of earth after having the harvest) in lunar October. To Huong Canh's 

people, Thượng Điền and Hạ Điền are very important rituals, therefore they need to be 

hold with great respect and care. The village will offer raw pig meat to village deities and 

pray for good crops for the whole community. During these days, the village also hold 

some additional cultural activities such as rice cooking contest, fruit decorative 

displaying,….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is usually hold from 3rd to 6th, in some cases, it 

lasts until 9th of lunar January (during Tet celebration). In the old days, teams kept 

tugging until they obviously either won or lost, yet currently, they have to play within 

three 20-minutes round for each match. 

 

3. Historical background 
 

According to Mr. Nguyen Duc Mau (74 years old, lives in Lo Ngoi hamlet, Huong Canh 

town), his family has participated this tug-of-war festival for 6 to 7 generations. He 

himself played for Lo Ngoi team for many years and now, his sons and grandsons also are 

playing for this team. He insists that tug-of-war practice in this Huong Canh town was 

initially played only by young men living in Lo Ngoi hamlet (specialized in making title) 

and Lo Gang hamlet (specialized in making glazed terra-cotta jars). Later on, people from 

other hamlets and villages which all geographically belonged to Canh village (current 

Huong Canh town) joined Lo Ngoi and Lo Gang hamlets to hold this festival for years until 

now. Canh village used to have 18 giáp (Vietnamese traditional residential quarters) 

divided into three teams of 6 giáp to compete with each other in its tug-of-wa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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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ior village members are unable to define the accurate date in that the festival was 

first practiced, yet could affirm that the festival has taken place for many village 

generations. Shared memory among some senior members told that the festival was 

ebulliently hold during 1936 - 1942 before the French-colonialist resistance war broke out 

in the North of Vietnam that make the festival stopped for few years until 1950. 

  Consultancy with local community, particularly with senior members of Huong 

Canh town, in the origin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this tug-of-war festival brought us 

different explanations, yet all reflect strong faith and great pride of local people about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first explanation3 suggested that tug-of-war simulated the action of animal 

encircling and hunting practiced by two members of Ngo royal family (10th century AD), 

which are Ngo Xuong Ngap and Ngo Xuong Van, and General Do Canh Thac when they 

were in Dong Ho area (Huong Canh) for hunting. Today, these legendary figures have still 

been worshipped in three communal houses in Huong Canh town. Back to that time, 

Huong Canh people used many long and big rattan cords to encircle the woods and 

trapped animals for their hunting.  

  The second explanation asserted that this game is to depict secret naval trainings 

on Ca Lo river (currently belong to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Ngo Dynasty (10th century AD) in order to gain victory in Bach Dang River 

Campaign against Han invaders (in 938.AD). Naval soldiers used rattan cords while 

swimming to pull slightly their boats to surprise their enemies. 

  According to other village members, Huong Canh villagers used to use boats for 

title and jar trading and fish-catching from Ca Lo river to Hong river, then up to Tam 

Giang river and Da river,… Rattan cords were used to pull back and forth their boats on 

the rivers. This is probably the origin of tug-of-war practice in Huong Canh today. 

  Mr. Tran Van Bach4, a local as well as a player of Tien Huong team in 2013 tug-of-

war festival had different idea about the origin of traditional tug-of-war practice. Tug-of-

war game probably closely relates to long agricultural tradition of Canh villages, with 

symbolic meaning of praying for crops and prosperity or exorcising-related practice. In 

old days, other than tug-of-war, Huong Canh village also hold many different traditional 

games such as wrestling, stick-tugging, cock-fighting, duck-catching,… which were all 

symbolically linked to pure and traditional agricultural communities in the northern areas 

of Vietnam.  

 

3.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Components and Practice 
 

(1) Tangible aspects 

Cord used in Huong Canh tug-of-war must be made of a big and long rattan with at least 

45m in length. Traditionally, the village will send some of their men to some mountain 

                                                           
3 Interview, 28 February, Huong Canh town 
4 Interview, 12 March 2013, Huong Canh town,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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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nce in the north of Vietnam such as Lao Cai, Lai Chau, Yen Bai, Ha Giang to find for 

the right and qualified rattan. Recently, because of the deforestation which has severely 

happened in many areas in Vietnam, it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find a good 

rattan in a short time. For last several years, it took almost two weeks to find a qualified 

rattan because some ethnic men who were hired to do this job had to go further into a 

jungle to find good ones. In the past, when tug-of-war stake was still 1.2 in height, the 

rattan cord was so easily broken that the village have to prepare for some spare ones; yet 

now, because long and big rattan is scarce, the village decided to shorten the stake in 

order to maintain the cord's durability. 

Rattan cord must be soaked under a pond for 15 days and then, lets it dry for 5 - 

6 days before using it for tugging. This process will make the cord durable, tough and firm. 

Other than the cord made of big rattan, tug-of-war stake is also an important 

element of Huong Canh festival and make the festival distinctive compared with other 

tug-of-war practices in Vietnam. The stake is made of ironwood, 1.05m in height and has 

37cm diameter. It was fixed in the ground, marks the location that separate both 

competing teams. There is a small hole (approximately 4 cm of diameter) cut 

diametrically through the stake at the point of 80cm high from the ground. When the 

game begins, the cord will come cross this hole and its central point will sit right inside 

the stake. The referee will use white paint to mark the cord at its position of 18.5cm and 

1.5m calculated from the central point of the cord. The 1.5m point will be used as a 

landmark to decide the winner and loser of the game in each round.  

  In the old days, the stake was made of longan tree, which was not as firm as the 

later one that made of ironwood. It was 1.20m before being shorten to 1.05m as today. 

In previous days, because of the old higher stake that made the game more skillful, 

tactical and drastic and the cord was easily broken or burnt. Today, because rattan is so 

scarce and extremely expensive that the festival organizers decided to shorten the stake 

to 1.05m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the rattan cord being broken as well as to shorten 

the duration of the festival. 

  

(2) Intangible aspects 

In the first day of the festival (3th of Lunar January), before the game start, players of 

each team of Huong Canh tug-of-war competition gather together in their Hậu Thổ (Deity 

of the Earth) shrine and bring along offerings such as pork, chicken, steamed spring rice 

and fruit to pray for the victory and protection from their own deities.  

After that, all four teams go together in a colorful procession with many festival 

flags to Huong Canh communal house, which is considered the main communal house of 

this town, to hold a main ritual for the festival. Some senior villagers who are chosen to 

be representative for the whole village will perform the ritual. These senior men will pray 

to village tutelary deities to report about the tug-of-war festival as well as ask for their 

protection for all players and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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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raying of senior men, each team one after another pray for success of 

the festival in general and success of their team in particular. Continuing drumbeats 

increasingly inspired all people involved and urge for the start of the game. 

 

(3) Practice 

In the past, Huong Canh tug-of-war was normally hold from lunar January 3 - 6, in some 

years it lasted until 9 without a final result. All participated teams used to tug until they 

could define winners and losers, yet now they tug in three 20 minutes-length rounds in 

order to finish a match. For last several years,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was often 

organized from Lunar January 3 - 5, during Tet celebration.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four participated tug-of-war teams, which are 

Tien Huong, Huong Ngoc, Dong Nhat and Lo Ngoi. According to the festival regulation, 

each team has 34 members when they get into the tugging ground: 01 captain, 02 vice-

captains, 01 service-staff, 25 main players and 05 reserve players. There are also 50 

substitute players waiting outside the ground to replace the main players when each tug-

of-war round finished. Captain and vice-captains must be men with strong leadership and 

credibility so that they can lead the whole team in unity and understanding. Players 

participated in all team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and have healthy life with no alcohol 

and drug addiction.  

When in a match, both teams have to be in closely organized formation. An 

ironwood stake was fixed into the middle of the ground to separately divide two team 

into two opposite and equal sides. Bothe team captains had to stand at 50cm away from 

the stake while one vice-captain is at position of 2m from it. The other vice-captain stays 

at the nearly end of the team. Among 25 main players, there are 4 important ones hold 

their positions close to the tug-of-war stake. These four people must be very strong, 

enduring, skillful and ingenious in order to protect their team against loosing by pulling 

the cord down to the ground. The left (21 other players) are divided into ten rows of two 

and on row of one holding the end of the cord. In each row, festival organizers dig a 

hollow oblique hole with 1.2m in width and 1.4m in length for players to step on to gain 

their force. One row is 1.5m separated from the other so that players can stretch their 

legs and half-lie their backs down to pull the cord. Each team is allowed to have 5 reserve 

players while they are in a tug-of-war round.  

Tug-of-war umpire team consists of three persons: the main one, sometime called 

by a folk name of "Mr. Level" or "Mr. Who Marks a Scale" and two assisting umpires 

which both are captains of the other two teams.  

Huong Canh tug-of-war has been organized according to a regulation set out by 

Huong Canh People's Committee with the advising of festival organizers, mainly as 

foll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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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gulations 
 In every tug-of-war competing round, each team has 25 players, 5 reserve players, 

one captain, two vice-captains and one staff. Totally, each team has 34 

participants while they are in the game. 

 Festival Umpire team consists of one main umpire, two assisting umpires who 

must be captain of two other team other than playing teams. All orders such as 

starting, pausing or explaining in the game will be upon these three umpires' 

decision. 

 While teams are competing, only 5 reserve players can be used to replace the 

main tugging players. Off-ground substitute playe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ground when the game is taking place. All offence will be count for 20 points 

deducted to the team commits them. 

 After each tugging-round, two teams have to switch their side yet remain the 

cord's direction in which its roots stands to the East while its top stands to the 

West. 

 Players are not allowed to fix the hole in which they are stepping in the tugging 

rows. For any requirement regarding to this issue, players should consult with the 

umpire team. 

 Only men are allowed to play tug-of-war competition. Female staff are allowed to 

support the whole team. 

 All orders in a tug-of-war match must be made by the umpire team. After 

checking and marking the rattan cord, the main umpire will be the one allow the 

match begin. 

 

Competing Methods and Awards 

 Two tug-of-war teams compete in a match. Each match consists of  three 20 

minutes-rounds, a 15 minutes-break separates three competing rounds. Each 

team will be given 3 points if she wins a round. One point will be given to both 

team if they are even in a round.  

 In each round, the winner will be defined if that team can pull in more than 1.5m 

length of the cord which belong to the competing team. If not, that round will be 

considered an even round.  

 Points gained from nine rounds in three matches will be totaled to become the 

final result for each team (among four tug-of-war teams). Classification will be 

decided upon the final point each team gained, the higher the result is, the higher 

prize each team can get. There are four types of award: First Prize, Second Prize, 

Third Prize and Fair-Play Prize. 

 In case of a drawing result, the winner will be defin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match these both team competed. If that match is even, both team will be 

settled in a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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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ug-of-war game, tugging tactic is important as much as players' strength in defining 

the final result of a game. Additionally, the unity among all players and team leaders play 

an essential role. If players miss or misunderstand their leaders' signal, their chance to 

win the game is very limited. The rattan cord need to be tightly and straightly hold and 

run through inside each player's armpit. In each row, the cord will be hold tightly by two 

players, run through one's right armpit to the other's left armpit; two players join force 

by step straightly their feet against the front hole, then half-lying their back down to tug 

the cord toward their side. All actions need to be followed precisely and rhythmically 

according to signal from three team leaders/captains. Sometime, when both teams 

summon up all their strength to tug the cord at the same time, making the cord be 

moved back and forth continuously and get burnt with smoke.  

Technical secrets in tug-of-war game are all in team leaders' signals. Each team 

has different secret signal system and will never be shared with other competitors. Once 

the leaders move their flag, or giving some agreed signals, all players are supposed to 

follow precisely to do the according actions, such as holding, pulling or tugging the cord…. 

An Awarding Ceremony was hold at the end of the final day of the tug-of-war festival (5th, 

Lunar January) among the great excitement of four teams, organizers and local people. In 

addition to a reward granted by Festival Organizers and a Certificate of Recognition, each 

team also received big financial supports from local people and businesses. Normally, 

when the festival finishes, each team will set a party to celebrate their success or effort 

and to learn from experience for better results in coming festivals.  

An important part of this festival, two rattan cords, will be carefully stored for next uses. 
 

4.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1) Bearers/Practioners 

Normally, tug-of-war game does not require too much skill or training, yet in Huong Canh 

tug-of-war game, players 'strength and skill are highly required. Additionally, the unity 

and full understanding among all team's members including leaders and players are also 

essential element to decide the final result for each team.  

Captain and vice-captains must be experienced, enthusiastic and most of all, 

have strong leadership that can unify all members in one strong team. They are the ones 

that are able to understand qualification and characteristic of every single member so 

that they can set their team the most suitable and effective formation for each tug-of-

war match. After each round or match, these leaders will quickly gather up their team to 

discuss about how to take advantage of their strength and overcome their weakness, to 

analyze their competing teams or simply to encourage their people for better results of 

next games. 

Other than their main members, each team also receives great contribution of 

their assistants in logistic (uniform, first-aid, food and drinks,…), fund-raising (donations 

from businesses, local people) and financial management,… Most of all, the continu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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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and cheers from all people in Huong Canh town are the very aspect that has kept 

this festival alive for many years. 

 
(2) Safeguarding activities 
Each year,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receives a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budget 

to by two rattan cords, organizing four teams, payment for organizing members and 

award for four tug-of-war teams5. People who serve in the festival organizing board are 

mainly local authorities and heads of Huong Canh residential quarters. They work to 

support the festival as hard as they can with little payment thanks to their great love and 

pride of this cultural heritage. 

In the past, the festival was hold at a grass-ground in front of Huong Canh 

communal house. Sometime, when spectators got extremely excited about the game, 

they crossed the line separated players with audience to get into the main ground and 

interfere the match which sometime causes chaos and conflict. In order to prevent this 

action, in 2007, local authorities decided to build a new small stadium for tug-of-war 

festival. This oval stadium locates in front of Huong Canh Town's People Committee office, 

next to No.2 highway and is separated with the audience stand by an oval trench. This 

new stadium works effectively in restrict spectators getting into the main ground and 

keeps the game well organized. 

Finding rattan cords seems to be the most difficult part in organizing this festival. 

This task has been taken care by some members in the festival organizing board. 

Traditionally, qualified cords need to be 45 - 50m in length with diameter of 3-4 cm. The 

price keeps getting higher and higher because of its scarcity. As mentioned in previous 

parts of this report, the tug-of-war ironwood stake used to be higher than now, which 

made the cords easily to be broken or burnt and could not last after one year. Therefore, 

after carefully considering festival financial constraint (for example, spending a big 

amount of budget to buy rattan cords), local authorities decided to shorten the stake and 

limited competing time in 20minutes rounds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the cords being 

broken. Thanks to this change, some cords has been reused for more than one time 

which save local government some budget.  

Prize awarding is one of effective activity to encourage young men in Huong Canh 

town to participate in tug-of-war festival. Tug-of-war is not merely a cultural practice but 

also a game where people involved always desire for victory and success. In the old days, 

Huong Canh villages were divided into 18 giáp (traditional residential quarter) that 

formed 3 tug-of-war teams. Awards were pink, yellow or green silk. Today, awards for 

tug-of-war teams are prepared in cash which later will be used to buy gifts for every team 

members such as clothes, tea-sets, thermos, vessels,… These gifts have little cash value 

but great acknowledgment made to everyone in a team. 

 

                                                           
5 In 2013, it cost almost 2,200 US$ to buy two rattan cords; 300US$ to organizing four teams; 750US$ for 

awarding. (Huong Canh Town's People Committe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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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ansformation 
 

As mentioned in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tug-of-war is not the only cultural activities 

that Huong Canh town has been preserved and practiced. Each year, Huong Canh town 

hold several traditional fests such as đình festival (to commemorate and praise village 

tutelary deities' merits) in 15th lunar February, Thượng Điền ritual (a sacrifice dedicated 

to the God of earth at the beginning of rice farm work) in lunar July, Hạ Điền ritual (a 

sacrifice dedicated to the God of earth after having the harvest) in lunar October and tug-

of-war festival in lunar January.  

  Traditionally, tug-of-war festival was been hold separately with đình festival in 

15th lunar February. However, in 2012,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Vinh Phuc province, within a framework of a provincial program of tourism development, 

proposed to merge these two traditional festival into one bigger cultural event in lunar 

February in order to attract more tourists come to Huong Canh town.  

  Basically, new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would be hold in three days, from 

15th to 18th of lunar February. It was suggested to divide this festival into two main parts: 

liturgy (rituals such as sacrifice, procession,…) and rejoicing (which including traditional 

games such as duck-catching, cock-fighting, rice-cooking competition, chess,… and some 

folk art performances,…). 

  This proposal was presented in a wide and open consultancy with local 

community including local people and local authorities. However, the result of this 

consultancy was positive. Three over nineteen residential quarters in Huong Canh town 

did not support this proposal with main argument made upon the lack of players in lunar 

February and the risk of losing the intrinsic value of traditional tug-of-war festival. For 

many years, tug-of-war practice has not considered as a traditional game but a valuable 

cultural practice with strong attach to their agricultural belief. 

  Because of this disagreement, this proposal was reconsidered in its feasibility. 

Though they did not support this proposal, local people were highly appreciated efforts 

of local authorities in trying to exploring tourism values from cultural heritages. For any 

safeguarding efforts and activities that take into account local perspectives such as this 

case of Huong Canh tug-of-war festival,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safeguarding of 

cultural heritages will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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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g-of-war is a very common game, which is played world-wide. The game is sometimes 

a pure contest of strength between two teams in some countries, whereas in the others, 

it profoundly connotes with socio-religious significance, and it is played only in specific 

ceremonial occasions. In Cambodia, during the traditional New Year celebration (mid-

April) and sometimes during a ceremony known as Chlong Chet or Chlong Chnam, which 

is performed shortly after the New Year to mark the start of the rice cultivation season, 

the tug-of-war is played along with other traditional games such as bos ankonh 

(“throwing a kind of nuts,” known as angkonh), chaol chhoung (“throwing a wrapped 

scarf”) and lakanseng (hiding of handkerchief”). Remarkably, the game prove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games nation-wide. Everyone in Cambodia experiences or sees or 

at least hears about the game.  

Unfortunately, due to mass migrations for jobs of young people, lacks of 

encouragements from the elders of the villages and emergenc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game is unfortunately fading away; and it is substituted by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mainly the modern dancing. 

Accompanying my PowerPoint presentation, this short paper aims to provide 

briefly a current state of the game in Cambodia and to discuss its historical and ritual 

significance as a part of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ug-of-War 

in East Asia. The longer and full-fledged paper will be submitted to the ICHCAP at the end 

of Apri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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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Game 
 

The game is known in Khmer language as Teanh Prot, which literally means “pulling the 

rope.” It is often played in Buddhist monastery compounds, where there are favorable 

and convenient open spaces for the games and other public religious and social activities. 

The game can also play in an open space of a village.  

During three days of New Year celebration, the last day, as still observed among 

villagers living the northern provinces of Cambodia, is the day in which the game is 

played. Interestingly, the last day is known in Khmer as pdach prot (lit. “breaking or 

cutting off the rope”) of the celebration. In the evening at the end of the day rope is 

physically or ritually broken or ritually cut off (see further explanation of its significance 

below). If the rope is cut off during the New Year celebration, the game is not played 

during the Chlong Chet ceremony.  

To play the game, two teams of generally married male and female at the age 

ranging from 25 to 60 years old actively participate in game, although the younger and 

unmarried people can be seen playing. Considering men are physically stronger than 

women, the women side often has more participants than the men’s. Each team can have 

10 to 30 people. One or two referees are selected from the rather old participants. If 

there are two referees, normally a man and a woman represent each side. A line is drawn 

in the middle of the contest arena. A rope, which nowadays can be easily bought from 

the market, is brought to the contest arena. Each team holds the rope on each side in 

between the drawn line. Then the referee (s) starts counting from one to three in order 

to begin the game. Sometimes the referee screams the sound yak or in order to “instigate” 

the contesting teams three times, whereas each teams scream the sound heouy each 

time after hearing the sound yak or from the referee. Notably, the sound is generally 

screamed to ward off the malevolent spirits.  

After three time of screaming, the teams start pulling the rope. If a team pulls the 

other passes the drawn line, that team wins. The game indeed draws quite remarkable 

number of crowd.  

At the end of the game, formerly the rope is said to be cut off in the middle by an 

Achar, a Buddhist officiating priest or sometimes the rope was broken by the pulling of 

the two teams. Since the rope, presently, is brought from the market and it is costly, it is 

ritually assumed that the rope is broken and kept at the temple for the next year games.     

In the game, bets are also staked between the contesting teams. They can be a 

piggybacking the winning team, smearing mud or rolling over the body of the losing team 

or winning team use the buttocks hitting the bodies of the losing team. Interestingly, the 

bets are clearly understood as inappropriate behaviors, but during the New Year and the 

Chlong Chet celebration, they are acceptable. Villagers often say, “If you don’t want to 

play, it is fine and if you play, you should not be angry!” Such bets often scare away the 

younger and unmarried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the game. If there is no such b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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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er people very often actively participate in the game. However, the bets 

symbolically are significant (see further discussion).   

  

II.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Game 
 

What is just mentioned above is the current state of the game, played in Cambodia. Now 

let us consider further its historical and religious significance.  

Tracing its origin and source of inspirations in Cambodian culture, the game is 

associated or strongly inspired from a Hindu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of both physical and religious aspects (see further discussion below). Both inscriptional 

and iconographic evidence shows that the myth of churning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and favors in ancient Cambodian society; and it was even more popular than 

in India, the country of origin itself.  

Iconographically, some bas-reliefs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the milk show 

the pulling of the “naga rope” between the demons and gods, rather than the churning 

(See images in my presentation). In addition, there is an interesting folktale, which 

associated clearly the game with the contest of strength between the demons and gods 

(See the full report with the translation, which will be submitted to ICHCAP). Furthermore, 

when Cambodian people, who are not experts in Hindu mythology, come to Angkor Wat 

(a twelfth century temple) to see a fifty meter-long bas-relief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they immediately identify it as the Teanh Prot scene. Notably, Cambodian 

people knows the game of the Teanh Prot very well that allow them to immediately 

associate with the depiction of the Hindu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III. Significance of the Game 
 

Why the game is performed only during the New Year celebration and or during the 

Chlong Chet ceremony?  

The Cambodian New Year celebration lasts for three days. These three days 

represents clearly a transitional cycles of tim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years. 

This transitional period represents a “chaotic” period and “social disorder.” What is 

normally not allowed is acceptable during this period. For instance, a man is customarily 

and socially not allowed to touch a woman; during this period and through the pretexts 

of other traditional games, it is allowed…etc. 

To “reorder” chaotic period and the social disorder, rituals and ritual games are 

performed and played, for instance making sand-mountains (see further discussed 

below), the games of bos angkonh, Chaol Chhoung and the teanh prot. To serve our 

purpose here, I would like to discuss only the teanh p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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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ssage of Time into a New Cycle 

General and traditional conception of Time is that it is a “cycle.” The passage of time 

cycle is realized in ritual act of breaking or cutting off the rope. Breaking the rope 

symbolizes the end of the “old” and the start of the “new” year. In other words, it 

symbolizes the entry into new cycles: New Cycle of Time i.e. the twelve lunar months, 

and the New Cycle of Rice Cultivation i.e. the beginning of new rice cultivation season.  

 

2. Recreating Anew Perfect Time and Social Order 

Time wears out everything in the world i.e. everything becomes lesser and lesser perfect, 

and then the time cycle is ended. Before the start of new time cycle,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in which everything is chaotic and disordered. Traditionally, to start a new and 

perfect cycle, rituals are performed to reorder and create a new perfect time and social 

order. The teanh prot serves very well this purpose.   

The game is without adoubt manipulated from a Hindu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The myth of “churning” demonstrates the unity between the two rival 

teams—the gods and the demons—in order to search for the lost treasures, particularly 

the elixir of immortality (amrita). Let us look closely in the belief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this particular Hindu myth in Cambodian socio-religious contexts.  

Cambodians know the story and its significance very well. The ancient capital of 

Cambodia built at the end of 12th century, known today as Angkor Thom, imitated the act 

of churning. On each side of city’s entrances, demons and gods stand holding nagas. The 

depiction clearly symbolizes the episode of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But then why 

did King Jayavarman VII (1181-c.1220) build the entrances of his city with reference to 

episode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The possible answer is that the demons and the gods are churning the Cambodian 

city for the “treasure of glory,” which was lost during the wars particularly with the Cham. 

Roughly from 1177-1181 A.D Cambodia was attacked and controlled by the Chams, 

another powerful neighboring kingdom at the time. When Jayavarman VII gained full 

control over Cambodia, He restored the lost glory of Cambodia and ritually and politically 

attempted to reestablish the social and political orders in the country. The demons and 

gods churning the city were to obtain the amrita (elixir of importunity), so that the city 

would be no longer mortal with attacks of enemies. 

 These imbedded notions of rediscovery and recreation have been manipulated 

and integrated in the ritual game of Teanh Prot. The game highly symbolizes “renewing 

the time of Year,” “recreating the universe” with a “perfect order.” By extension, it 

symbolizes “reestablishment of the social order”, which has been deteriorated by 

passage of time. In order words, ritual performance during the New Year’s days is 

conducted in order to “rediscover the lost auspicious time, order and 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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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ymbolic Act of Productivity 

The tugging of the rop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teams also symbolizes the 

productivity. In line, piggybacking, rolling over and using the buttocks touching body of 

the losing team clearly indicate the sexual symbolism i.e. symbolism of production. Such 

acts can be also seen doing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calling for the rain some part 

of Cambodia.    

 

IV. Conclusion 
 

In conclusion, the Cambodian Teanh Prot or tug-of-war represents a continuity of 

centuries-old tradition, which makes so much sense in both social and religious 

frameworks. The current state of the game raises huge concerns of fading-away of the 

game. This living cultural heritage needs to be safeguarded through collaborative work by 

exchange of ideas and other forms of support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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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eneral description 
 

The punnuk is a tug-of-war game among members of three communities in barangay 

Hapao, town of Hungduan in the province of Ifugao. The several-round competition is 

held at the River Hapao. It is the final activity in the huowah or ritual-activities observed 

after the completion of harvest. The enactment of the punnuk formally puts to a close 

the agricultural cycle, and signals the beginning of a new one upon its consummation. 

 

II. The huowah 
 

A. Baki and Inum  

The two ritual activities in the huowah that precede the punnuk are: the baki and the 

inum. Both are sponsored by the dumupag or designated lead family in the harvest. Both 

are enacted on the same day and at the ground floor area of the traditional house of the 

dumupag. The first in the huowah is the baki which is performed in the morning. It is a 

ritual divination with 3-5 chickens (sometimes includes a pig) as sacrifice. It is presided 

over by village priest/s or mumbaki who chants expressions of gratitude to the gods for 

the harvest and to the ancestors (reciting names of 3-5 generations) for the rice fields 

bequeathed to the present generation particularly those of the dumupag. The mumbaki, 

the members of the family of the dumupag, and the community members in attendance 

all partake of the cooked meat as lunch. The second ritual activity following the baki is 

the inum or the drinking of rice wine. Three jars of varying sizes are brought out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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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upag. They all contain rice wine or bayah prepared by the dumupag. The mumbaki 

invites the ancestors of the dumupag and his/her spouse from 4-6 generations by 

chanting their names one by one to partake of the wine. The mumbaki is given the 

honors to open the jars and have the first taste starting with the large jar or 

binouwangon– around 2.5 feet tall, then the medium-sized jar or dinoaman, and finally 

the guling which is a foot-high jar but contains the best tasting rice wine amongst the 

three. The community members in attendance then partake of the wine but only from 

the largest jar. The shouts of revelry emanating from the house of the dumupag signal 

the rest of the community to join the booze till late in the night. 

 

B. Punnuk 

The third and the last of the huowah ritual-activity is the punnuk. It is held on the day 

after the baki and inum. It is the tug-of-war participated in by members of three 

communities - young and old, men and women alike. Traditionally, the able bodied men, 

whether young or old, join the actual tug-of-war in the river and the women whether 

young or old, content themselves joining the march to the river embankment where they 

cheer their village mates and jeer or taunt the members of the opposing or rival 

communities. 

The contending groups converge at the hipukana, the area where two rivers, 

Hapao River and a tributary river, meet. 

 

1. Material Elements: Tinaggu and the Pakid 

The punnuk tug-of-war features two important material elements: these are the tinaggu 

(also called kina-ag) and the pakid. The tinaggu is a figure made up of rice stalks and 

tightly bundled with vines. The figure often resembles the scare-crow but there are other 

forms such as a large monitor lizard or a figure resembling a monkey. It is the object 

thrown into the middle part of the river and the subject of tugging between two opposing 

groups that are situated on opposite sides of the river across the current. Each of the 

groups uses a pakid which is a branch of the tree of three to five meters in length to pull 

the tinaggu to their side. The pakid is a stem of the attoba (also called atolba) tree 

(Callicarpa formosana Rolfe family Lamiaceae) which is known for its durability. The men 

who gather the tree will look for the one with a root that is formed like a hook so that 

upon being struck against the tinaggu it gets stuck and firmly hitched and from there the 

tugging between the contending groups ensues. The stem should a circumference of 

around three inches for it to be easily grasped by the participants. The first group to pull 

the tinaggu to their side is the winner. 

  

2. Production of the tinaggu is done three days before the punnuk while the pakid is 

gathered days before the event as the attoba tree where it is taken grows predominantly 

in the forest hills, far from the communities. Often times, the tree for the punnuk has 

been reserved prior to the harvest period to give them time to look for the longest tree. 



  
SESSION 2 DIVERSE AND COMMON ASPECTS OF THE TRADITIONAL TUG-OF-WAR AS SHARED ICH IN EAST ASIA | 161 

The longer the tree, the more men can join in the pulling during the tug-of-war. Both the 

tinaggu and the pakid are prepared by the men of each participating community. At least 

two pieces each of tinaggu and pakid are prepared and brought to the river for the tug-

of-war.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tie and necessitates another round to decide the game, 

or when a pakid gets destroyed there is a ready replacement. 

 

III. The Setting 
 

A. Geographic/Physical 

The Hungduan is a municipality of Ifugao bounded in the northwest by Mountain 

Province and in the southwest by Benguet. Among the nine barangays that comprise 

Hungduan, only Hapao Proper, Nungulunan, and Banga-an are known to practice the 

punnuk. The three barangays are situated at the central area of Hungduan and are 

distinctive for their impressive expanse of terraced fields all with stone-walling. The 

whole area is formed like a wide elongated basin with its southern flanks so expansive 

and gradually elevated in contrast to its western and southwestern flanks which are 

steep. The River Hapao traverses the very midst of the site. The waters rumble through 

large smooth-surfaced stones, and swiftly flow from the heights of Mt. Alawitan and Mt. 

Polis, and fed by small tributaries from Mt Kapiligan. 

 

B. The People and their Main Economic Activity 

The members of the three communities belong to the Tuwali ethno-linguistic group, just 

like the greater number of the population in Hungduan. They are ingrained rice-

agriculturists. Their stone-walled terraced fields grand and expansive are the tangible 

lasting testaments of a hardy and ingenuous people. And their living traditions such as 

the huowah – baki, inum, and the punnuk, all centered on their rice agriculture, are 

intangible heritage practices that have endured through generations. The agricultural 

cycle centered on the traditional rice variety, usually starts with the sowing of chosen rice 

grains or pinung-o in October or early November and followed by the preparation of rice 

fields prior to the replanting of seedlings from the seedbeds in early December. So that 

by May the grains form and then ripen till golden yellow and harvest would then 

commence in late June or early July. 

 

C. The Social Structure 

The society is stratified. Those occupying the upper ranks are the kadangyan or the 

traditional rich families owning several large terraced fields that are inherited from 

ancestors. In the agricultural cycle, work on the rice fields of the kadangyan is given 

precedence over those of the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owning small plots. 

There is a dumupag or the designated family from the kadangyan class who leads in all 

agricultural activities particularly the huowah or post harvest ritual-activities. The 

dumupag is chosen through consensus by the village elders and the mumbaki or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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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ests, on the basis of the extent of rice fields owned and social stature held in the 

traditional society. The dumupag necessarily emanates from the kadangyan family that 

owns the widest and biggest number of rice fields which are believed to be the oldest 

among the terraced fields in the area. Being the lead family, the dumupag has the 

exclusive privilege to declare the commencement of harvest and calls on everyone in the 

community to join the harvest starting off with his/her rice fields. Only after harvest is 

completed in the rice fields of the dumupag can the umuonub or the family with the 

second largest rice fields start harvest in his/her rice fields. Then it is followed by the 

mikatuo or the family with the third largest rice fields, followed by the makap-at or the 

family/families with the fourth largest rice fields. In all the foregoing, harvesting is a 

cooperative labor shared by the community members along with the respective owners 

of the rice fields. A harvester receives five bundles of rice from the rice field owner in 

exchange for a day’s work. Only after the rice crops of the makap-at are harvested will 

the small rice field-owners harvest their crops. And since the fields of the latter are small, 

harvesting can be done simply by them. 

  

IV. The Enactment of the Punnuk 
 

A. Community participation; colorful and celebratory 

At around nine o’clock in the morning, the members of the three communities, joining 

the punnuk, start marching through the rice-terraced embankments towards the 

direction of the River Hapao. The predominant red color of their traditional attire is a 

stunning contrast to the greenish vegetation in the surroundings. Red colored leaves of 

the dong-a (also called dongla) (Cordyline fruticosa (L.) A. Chev. family Agavaceae), 

believed to be attractive to the gods, are embellished on their heads. The tinaggu is 

swayed and the pakid is constantly raised by the men carrying them while a bunch of the 

dong-a is waved by the rest of the participants to the tempo of boastful shouting, 

goading and cheering in unison by the participants. 

 

 

B. Imploring blessings from the gods  

The cheering and exchange of pointed criticisms to put down the confidence of the 

opposite group/s becomes more feverish as the participants approach the river 

embankment. The first two groups arriving at the designated area in the river are the first 

to compete in the tug-of-war. But before the game begins, a participant called 

munggopah from one of the competing groups recites a 4-line prayer imploring blessings 

from the gods: Daya, of the sky, Laud, of the sea, and Bago the god of the earth, not just 

for a good game but also for their community’s health and well being. And this would be 

promptly followed by a recitation of another 4-line verse from the munggopah of the 

opposing group also addressed to the gods imploring that bounty and good luck shine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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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Game, tug-of-war 

After the versifications, a tinaggu is then thrown at the very midst of the river by one of 

the opposing groups and in a split of a second their pakid strike the tinaggu and get stuck 

on it, and the tugging ensues. The constant pulling by each group invites deafening 

shouts and cheers from those on the river embankment eagerly hoping for a victory on 

their side. The group that pulls with greater, concerted strength can bring the tinaggu 

closer to their side, sometimes even pulling along the opposing group, and attaining 

victory in the game. The winning team then faces-off with the remaining group for 

another round of game. The challenges to another round/s can go on as long as there is 

still a tinaggu to pick and pull, and until everyone gets tired. 

 

D. The winner and the losers  

Whoever wins the most number of rounds in the tug-of-war is declared the over-all 

champion, not only in the punnuk but of the entire harvest season. The losers go home 

feeling forlorn as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their harvest would be easily consumed and 

thus will not last till the next harvest season while those in the winning side are all 

euphoric, oozing with confidence that the forthcoming year would indeed be a year of 

plenty and that their rice granary will always be full if not replenished every time. 

Further demonstrate sportsmanship and camaraderie, the men who still have the 

strength to spend engage in a wrestling game called bultong or dopap before everybody 

takes a bath in the river. 

 

V. Significance of the traditions related to harvest, and the 

huowah –baki, inum, and punnuk 
                         

 religious - as shown in the rituals of baki, inum and in the recitation of verses at 

the river to thank the gods for the harvest and implore the gods’ continued 

assistance in the life of the community for the whole year; 

 revelry and celebration - as observed in the inum, during the march along the 

terraced fields, and in the dedicated cheering especially at the tug-of-war games; 

 sportsmanship in the tug-of war for both winners and losers; 

 unity and efficiency as a community as seen in the speedy production of the 

tinaggu, the procurement of the pakid, and in the enactment of the punnuk, the 

marching synchronized to the tempo of their chants punctuated by shouts of 

“Hagioh!” as they negotiate the undulating embankments of the terrace fields 

leading to the river, the cheering in unison by village-mates and the show of 

strength in the entire enactment of the game; 

 discipline in the strict observance of taboos such as abstaining from eating leafy 

vegetables, delicate shells, and fishes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harvest by the 

entir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none bathing for the dumupa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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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baki during the entire duration of the huowah. The leafy vegetables are not 

regarded as auspicious food since they shrink when cooked, and also the delicate 

shellfish are shunned due to their easily crushed shell covering. It is believed that 

those characteristics could have similar effect on the harvest such as easy 

depletion or destruction. The smell of fish is said to be disdained by the gods and 

therefore avoided. Pods such as beans can be served for food since they expand 

when cooked and this characteristic could be equated to the multiplication of 

harvest.    

 systematized sharing of labor in the fields for efficiency in harvest, and deter the 

spoilage of crops; 

 high consciousness re traditions is very apparent among community members 

(young and old, women and men), the mumbaki, the village elders, kadangyan 

and the dumupag especially seen in the practice or observance of community 

tradition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agricultural life as demonstrated in the 

religious observance of rituals and continuous enactment of the huowah – baki, 

inum, and the punnuk. Through continuous observance and/or enactment, the 

transfer of the traditions to the younger generations is ensured; 

 and the unparalleled dedica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in the town and 

barangay levels such as the Mayor, barangay officers and particularly the 

municipal tourism officer to their responsibility in safeguarding the huowah 

particularly the punnuk from waning or being commoditized and distorted 

through unscrupulous interventions, and from falling into the trap of pure 

spectacle or show for tourists’ consumption. The officials lead the community 

members in raising their guard on the entry of dissemination of non-traditional 

rice varieties that necessitate the application of chemical pesticides and fertilizers. 

Non-organic farming and non-endemic varieties of rice and other plants will 

greatly affect the gains attained in the safeguarding and propag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ch as the punnuk.  

 

* Data Gathered from the Following People Interviewed on March 16 to 17, 2013 

Hapao Centro, Hungduan in Ifugao: 

 

Village Elders: 

Lucio Adamme of Barangay Baang, 80 years old 

Romeo Buddihon of Barangay Baang, 82 years old  

Pedro Mang-uhan of Barangay Nungulunan, 60 years old 

Mumbaki: 

Bandao Atolba of Pangah-an, Barangay Hapao, 90 years old 

Rosa Atolba, Wife of Mumbaki Bandaw Atolba, also of Pangah-an, Hapao 

Village Elders and Mumbaki: 

Antonio Bumangabang, Barangay Hapao Proper, 79 years old 

Gano Napadawan, Barangay Hapao, 84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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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Melong (Mandulyaw, native name) Barangay Hapao, 78 years old 

Dumupag: 

Elena Pangiwan Uyammi, 62 years old 

Husband of Dumupag, Jose Uyammi, 61 years old 

Caretaker of Inheritor’s Rice Fields: 

Monalisa Bimuyag, and 

Husband of Monalisa, Mr. Rey Bimuyag 

Local Government Officials: 

Ramon Gayadang, Barangay Captain of Hapao Proper, 49 years old 

Joseph Nakake, former Councilor of Hapao Proper, and mumbaki 59 years old 

Rowena Sicat, Municipal Tourism Officer of Hungduan, 38 years old 

 

Note: The writer herself observed the entire harvest period and the huowah, and 

witnessed part of the punnuk while in Hapao in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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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ICHCAP, Dangjin City, and 

Korean government for inviting me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Tug-

of-War in East Asia,” and for giving this opportunity to introduce the present situation of 

traditional tug-of-war in Japan.   

  
1.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ug-of-War in Japan  
 

A custom of Japanese traditional tug-of-war, or Tsunahiki（綱引）, can be outlined as 

follows: 

 

 It is practiced on the occasion of different annual events, such as Ko-syogatsu 

(小正月, or New Year celebration around January 15th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Obon festival (盆, or celebration around August 15th), the Boys’ 

Festival on May 5th, (端午節句), or the 15th night of August of the lunar calendar 

(八月十五夜).  

 The ropes of tug-of-war are made of either straw, kaya (kind of cogongrass 

often used as traditional roofing materials), or shobu (菖蒲, or sweet sedge) 

etcetera. 

 A village is divided into two groups of farming vs fishing area, eastern vs western 

area, upstream vs downstream area, and in some cases, the two groups are 

subdivided into smaller groups such as children vs young adults, men vs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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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these groups, the rope is tugged, or dragged around, or slammed against the 

ground, or sometimes cut into pieces. 

 The purpose of this traditional event is said to forecast the amount of coming 

harvest, or to ward off evil spirits, or to pray for a peaceful life. 

 

Although the traditional event of tug-of-war has been handed down in many 

places throughout eastern, western, and southern Japan, it has been gradually declining 

or changing its shapes, just like other folk cultures, because of the drastic socioeconomic 

changes in modern Japanese society. In recent years, the day of this event has been 

moved to weekends or to national holidays in many cases, due to the changing life styles 

of the performers, who used to be engaged in primary industries but are office workers 

now. In addition, depopulation in local communities, caused by ongoing decrease in the 

number of children an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makes transmission of its tradition 

more and more difficult. These undesirable changes tend to be observed especially in 

remote rural areas, where rather old-fashioned and thus valuable customs were 

preserved. 

The Law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as enacted in 1950 to promote 

preservation of the intangible folk traditions including tug-of-war, but considerable 

numbers of folk traditions failed to go against the current trend and thus declined. The 

former National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defined these folk 

traditions as “intangible folk materials” in 1954, and since then, continued recording and 

documentation of the important intangible folk materials selected as the materials 

“requiring documentation and other measures.” However, the Law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was amended in 1975 as a result of the remarkable decline of those 

folk traditions during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nd the 70s. In this 

amendment, the wording “intangible folk materials” was replaced by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Also a conservation policy was introduced to designate important 

folk traditions as “important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and since then the policy 

has been enforced till this day. 

The following list shows 20 cases of traditional tug-of-war events observed in 

Japan, including ones that are designated as “important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or selected as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requiring documentation 

and other measures.” Some of them are designated as “folk cultural properties” by each 

prefectures; Number 2 is of Akita, 9 of Kyoto, 15 and 17 of Kagoshima prefecture. In this 

manner, 47 prefectures of Japan are allowed to promote preservation measures 

regarding intangible folk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each administrative district, based 

on their own Ordinanc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See Annex 1: List of the Traditional Tug-of-war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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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atterns Observed in the Tug-of-War Custom in Japan  
 

Please see the distribution map (Annex 2) with 20 types of tug-of-war from the list. Only 

with a few exceptions, you can see that most of the customs are distributed in the 

regions along the Nihon-kai, or the East Sea; in other words, such regions as north and 

south of Kyusyu, and Southwest Islands (including Amami Islands and Okinawa Islands) 

are facing the Asian continent. 

Regarding the purpose of tug-of-war event, or the significance of using ropes, 

there remain some questions to be unraveled, but for the sake of simplicity, I would like 

to classify the events according to patterns of the transmission. One of the patterns is 

what we call “mono-type” custom, in which people play tug-of-war as the main and only 

event of a festival, and the other is the “complex-type,” where not only tug-of-war but 

also several events are combined in a festival. As you may notice, mono-types are twice 

as many as complex-types. 

 

(1) Mono-type Custom 

The mono-type customs in the above list are as follows; number 1, 2, 7, 8 and 14 are 

performed at Ko-syogatsu (around January15th), number 10 to 13 at the Boys’ Festival 

(May5th), and number 4 during Obon (around August 15th). Number 15 is also a mono-

type custom conducted on September 22nd (it was originally conducted on August 14th 

and 15th of the lunar calendar). Number 20 is from Okinawa, where it is performed either 

for the harvest festival, Obon, or for the full moon festival held in June, July, and August. 

In many cases, two ropes called me-zuna and o-zuna, or female rope and male 

rope, are tied together into one rope, and two groups tug the rope and forecast the 

amount of coming harvest. Before this main event, people sometimes walk about holding 

the ropes, drag them around, or slam them against the ground. In the case of Hiruga 

(number 8 in the list), people try to break the rope during the tug match. In some cases, 

people unfasten the twisted ropes, cast them away into rivers and seas, or dedicate them 

to shrines after the match is over. In the case of Yuzukami (number 4) and Inaba (number 

11), they make a sumo ring with the used ropes after the tug match, and play sumo 

wrestling. 

Usually people use straw as materials to make these ropes, but when tug-of-war 

is performed at the Boys’ Festival (number 10~13), they twine Shobu or Yomogi (蓬, or 

Japanese mugwort) into straw. In Misasa’s case (number 12), people make use of wisteria 

vines.    

In the tug-of-war during the Boy’s Festival on May 5th, children team tugs the 

rope against adults team.  

In northern Kyusyu and Okinawa areas, it is common to divide people into men 

group and women group for the tug match. In this case, it is said that women group is 

supposed to win the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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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lex-type Customs 

Now let us see the complex-type custom; New Year’s Igomori festival of Hosono, Kyoto 

(number 5), full moon festival on August 15th in the lunar calendar observed in southern 

Kyusyu to Yolon Island of Southwest Islands (16-18), and Hohnen festival, or harvest 

festival, in Ishigaki Island of Okinawa (20). In these cases, the tug-of-war composes only a 

part of the whole event, and performing arts are much more emphasized than the tug-of-

war as in the cases of 17 and 18.  

First, Igomori festival (9) is a New Year’s ritual made by confining oneself in a 

shrine for a prayer. It starts with Kami-kanjyo (神勧請, or rites for ceremonial transfer of 

gods) and Onda (御田, or rites for advance blessing of the coming harvest), and then the 

tug-of-war follows. The rope they tug is round-shaped, and is burnt up after the match.    

Among the full moon festivals (16 to18), number 16 and 17 are quite interesting; 

they have a tradition to cut the rope during the match, or to make a sumo wrestling ring 

by laying down the used rope. In southern Satsuma area (16), children make not only 

towing ropes with kaya plants gathered in the woods, but sometimes make a loop 

representing the moon, and hang it on trees. In other cases in Satsuma, they do “make 

the moon” on the ground by making a circle with fragments cut from the rope. These 

customs may suggest that there existed some relation between the moon worship and 

the tug-of-war. In addition, ONO Jyuro (1911-1995), a Japanese folklorist, refers to 

custom of making ropes by twisting kaya plants with stems and leaves of such crops as 

millet (粟), Japanese millet (稗), or sweet potatoes. He then deduces that the tug-of-war 

custom in southern Satsuma area might not be originated in the rice cultivation era but 

can be traced back to the more primordial dry field farming era. Many of these valuable 

customs of full moon festival, however, are now shortened and simplified, or in some 

cases, abandoned altogether because the number of children are decreasing drastically 

by depopulation and low birth rates.  

  

(3) Customs Resembling the Tug-of-War 

Among the cases in the list, number 3, 5 and 6 are the ones that are not exactly tug-of-

war, but are closely similar to it, and can be regarded as its variations. Funa-hiki festival, 

or boat tugging festival, of Bandai Shrine (number 3) is an event to tug ropes that are tied 

onto a boat, which has three straw rice bags (俵, tawara) placed on it. In Sagicho of Oiso 

(5), the rope is tied to a temporary shrine placed on a sleigh, and people on the land and 

people on the sea tug the rope. Some says that Gongan ritual (6) was originally 

associated with tug-of-war, but nowadays it is an event where youngsters make a giant 

straw snake, drag it around, then cut it up into pieces and throw them into a river.  

Just like in this case, ropes for tug-of-war are often associated with snakes or 

dragons, or are related to God of Water in many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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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ug-of-War: Diversity and Its Significance 

 
 

Yang-Myung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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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Folklo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1. Introduction 
 

Throughout the years, I have been researching Korean recreational activities, and among 

them, the tug-of-war was definitely the most central theme. According to my research, 

the Korean tug-of-war has many different features following the different regional 

characteristics, but they also have similar patterns. Although it is possible to speculate 

that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s tug-of-war is due to the area’s geo-

ecological, sociocultural, and magico-religious factors and culture exchange, it is difficult 

to prove these factors in-depth.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diverse features present in 

the tug-of-war through studies completed up to now. Also I would like to add that only 

the intent for the tug-of-war studies was to compile and examine them in this report. 

Despite many methods in examining the diversity of tug-of-war, this paper sets a 

few standards to reveal the present features, and with these standards, the meaning of 

Korean tug-of-war can be understood. 

 

2. The Diversity of Tug-of-War 
 

The project will highlight many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size of the transmission 

group, space and time, type of rope, the composition of teams, processing mode of the 

rope, material of the rope,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ommunit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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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ssion Group Size 

The community in the pre-modern times can be classified geographically into three levels: 

village, county, and country. There could also be a township level between the village and 

country, or a province between the county and country level, but except for special cases, 

it was not easy to form regional belongingness at thes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s. 

Therefore, the community festivals existed naturally in the three levels as village festivals, 

county festivals, and country festivals. Nationwide competitions existed in ancient times, 

but these festivals in the country level gradually disappeared. The festivals of the county 

and village levels were established according to factors such as changes in administrative 

policies, enha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o on. The tug-of-war was 

conducted as the main role of the festivals; it has been transmitted naturally at the 

village and county level. 

For the ‘county type’ of tug-of-war, transmitted at the county level, members of 

the county would normally gather together to participate in a small scale. However, in 

certain circumstances of celebrations regarding good harvest or emergencies such as 

illnesses in the community, the majority of the county people took part, and the tug-of-

war became an extra-large event. If one would call the former tug-of-war a ‘closed 

county type tug-of-war’, the latter would be called an ‘opened county type tug-of-war’. 

Meanwhile, the same aspects can be found in the ‘village type’ of tug-of-war, where the 

transmission of tug-of-war is based on the village level. Usually just the villagers would 

participate on a small scale, but in certain circumstances, people from nearby villages 

would also join, making the tug-of-war a big event. Similarly, the former would be a 

‘closed village type tug-of-war’ and the latter would be an ‘opened village type tug-of-

war’. The ‘opened village type tug-of-war’ where members of an out-group can 

participate was not possible for all villages. It was practicable in areas of bigger villages, 

such as villages with a train station, township office, or military bases. For this kind of 

discriminative tug-of-war, a folklore categorisation system could be used interchangeably. 

A tug-of-war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an out-group member was called ‘big 

rope’, and the others were called ‘alley rope’, ‘town rope’, or ‘baby rope’. 

 

Space and Time 

From information researched up to now, the Korean tug-of-war is practiced in two 

different ways; those held at a certain fixed time, and others held in special cases. The 

latter case implies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extreme drought or epidemic. The tug-

of-war events held during certain fixed times would most likely be practiced before and 

after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calendar year (Daeboreum). However, when 

reviewing literature from the past, we can find that tug-of-war events were also held 

during the fifth day of the fifth month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Dano) 

and on the Korean Thanksgiving Day (Chuseok). According to Haksungji, a tug-of-war 

named ‘Maduhee’ was held in the Ulsan area every year during Dano. Also in 

Dongguksesigi, it is mentioned that a tug-of-war named ‘Jorijihee’ was held on Jeju Island 



  
SESSION 2 DIVERSE AND COMMON ASPECTS OF THE TRADITIONAL TUG-OF-WAR AS SHARED ICH IN EAST ASIA | 173 

every year during Chuseok. In reference to this information, we can see that Dano and 

Chuseok were also periods for participating in a tug-of-war, but it is not clear when this 

period was unified to before and after the Daeboreum. 

The spatial area for tug-of-war was simply a place where pulling a long rope 

would be convenient. The area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rop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the region. Farmland or large roads would be chosen for the 

inland areas and even alleys for small-scale tug-of-wars. Whereas inland areas with a 

large river, the wide open space near the water would most likely be chosen. The tug-of-

war held in Jangheung, Jeonranamdo Province, located near the River Tamjin, would be 

an example of this kind. In comparison, the coastal areas would generally have the tug-

of-war on the sandy beach. Tug-of-war events of the eastern coast of Korea would 

represent this kind. 

 

Type of Rope 

There are two types of rope in Korea tug-of-war; single and double. In the Honam region, 

the single rope is commonly seen, and the double rope is used in other areas. Since the 

single rope is only one rope, there is no division of gender, but the double rope is divided 

into male rope and female rope. There has not yet been any variation for the single rope 

type. It is normal to pull on the whole rope itself, without any side ropes. On the contrary, 

the double rope shows many variations. Mostly, many service ropes (jongjul) are hung 

around the whole rope so that people can pull on the jongjul. This type is called 

‘centipede rope’ (jinejul) because it takes the form of a centipede. However, in areas such 

as Samcheok, Gangwon Province, or Dongnae of Busan, the whole rope itself is made of 

many ropes, and on each of the many ropes many jongjul are hung around and people 

would pull on the jongjul. This type is called ‘crab rope’ (gaejul) because the form looks 

like a crab. 

When discussing matters of the rope type, one cannot forget about the gaejul. 

The rope is thin and about five to six meters long. Connecting the two ends of the rope, it 

goes around between the participants’ legs and over the necks of two people lying down 

toe to toe, facing opposite directions. Then the two people crawl in opposite directions; 

the one who gets pulled back loses. The gaejul tug-of-war of Gamnae of Miryang in 

Gyeosangnamdo Province would be representative of this type. Similar forms can be also 

found in Uljin, Yeongdeok, Punggi, and Sunsan area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Composition of Teams 

The tug-of-war is a competition between two teams from the community. There are two 

ways of dividing teams. One is to divide by gender, and the other would be to divide 

according to the member’s location. When divided by gender, the female team members 

include not only females but also unmarried men. The male team only includes married 

men. For example, if there is a family of a father, a mother, and three unmarried children, 

the father would be on the male team and the others would be on the female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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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ividing the team according to location, it is general to divide by east/west, 

north/south, and upper and lower sides. Dividing as male and female is seen in all single 

rope tug-of-wars and double rope tug-of-wars held in Honam area and some areas of the 

Gyeonggi Province. The location-compiled team composition is seen in most double rope 

tug-of-wars, excluding the examples above.  

In connection to composing teams, areas that divide the teams according to 

gender see a female victory as a guarantee for abundance and fertility in the region. 

There are many opinions, so it is difficult to classify this competition as a real competition. 

However, this kind of opinion is due to lack of examination of the attributes or 

constructional matters that the competitive activity pursues. In fact, we can verify that 

both team members pull with all their strength when we see them at the site. The male 

team does not purposely lose to the female team. The problem is that there exists a 

custom where the male team is unfairly composed. 

 

Processing Mode of the Rope 

After the tug-of-war is finished, the processing mode can be classified in two ways: the 

‘consuming type’ and the ‘preserving type’. The consuming type can be divided again into 

two: ‘instant consumption type’ and ‘sending bad luck type’. The former can be 

commonly seen in most double rope tug-of-wars and the latter is especially found in 

those held near the riverside. The ‘preserving type’ can be divided again into two: ‘one-

year preservation type’ and ‘permanent preservation type’. The former can be found in 

the single rope tug-of-war, soaking the rope in Dangsan, the body of the community god, 

and changing it with the new rope the following year. In the ‘permanent preservation 

type’, the people would consider the rope itself as the community god and worship it.  

The instant consumption type would cut the rope into many pieces or use the 

rope after the tug-of-war is finished. There are superstitions related to the rope’s usage.  

 

 Your house will not have bad luck if you put the rope on top of the roof 

 There will be good harvest if you put the rope in the farmland 

 Bad luck cannot come in if you hang the rope on the front door 

 If a sterile woman drinks a tea made from boiling the rope, she can become 

pregnant 

 If the sick drinks a tea made from boiling the rope, he or she can become well 

 There will be a rich catch if you put the rope on the boat and sail 

 There will be sufficient water and no drought if you block the reservoir 

 

All of the above is based on the prevention of misfortune, which is seen as the 

role of the rope. Since the tug-of-war includes wishes for driving out evil spirits and 

bringing peace, the rope contributes to guaranteeing each family’s peace. Thus, the 

double rope, instant consumption type of tug-of-war shows the subdivision and 

intensified aspects of the rope’s effect from the village level to the famil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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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sending bad luck type of tug-of-war, if the rope, which was 

stacked in a circle, is carried away, the misfortune of that year is also washed away. In 

Heunam-ri, Yeoju-gun of Gyeonggi Province, the people would put the rope on the frozen 

river, and when the river melted in the srping, the rope would be swept away. The people 

believed that the bad luck in their village would also be swept away with the rope. In 

Mokgae, Jungwon of Chungcheongbukdo Province, the people would put the male and 

female rope side by side on the lake, and if the two ropes were carried away at the same 

time, they believed it was a very positive sign. On the other hand, in Asan of 

Chungchungnamdo Province, the tug-of-war is practiced after the Dragon King Ceremony 

(Yongwangjae). Here, the rope was seen as the body of the Dragon King. In the ceremony, 

the people would pray to the shaman to prevent disasters and bad luck and for happiness 

and peace. Then the tug-of-war was held, and the rope was stacked near the riverside in 

a circle similar to the shape of a snake. When the rope was swept away, in other words, 

when the dragon goes back to the water, the people believed that the bad luck of the 

village also went away. 

The ‘one-year preservation type’ does not damage the rope after the tug-of-war; 

instead the rope is tied around the community god, Dangsan. Taekgyu Kim perceives the 

rope as a symbol of the sexual organ and giving the example of Ipseok-ri of Gimje 

Jeonrabukdo Province, he sees that the act of tying the rope symbolises a sexual act. 

Hyungoo Kang looks at the event as bringing the Dragon King to the village and praying 

for peacefulness as well as an act for a good harvest. Tying the rope on to the Dangsan 

was recognised as putting clothes on Dangsan, and this means it is a combination of the 

Dragon King and the Dangsan. In Dolmosan, Buan Jeonbuk, the Dangsan Ritual’s written 

prayer says, ‘Removal of old clothes and put on new clothes’. Gisun Cha mentions that 

this act personifies and gives individuality to the Dangsan, and thus includes Dangsan as a 

member of the town. As a phenomenon, it can be interpreted this way, but the motif of 

the combination between the Dragon and the Dangsan is more pervasive. 

Not only in Ipseok-ri, Gimje-si but also in Naeyo-ri, Buam-eup, and Jeongnyang-ri, 

Jeongeup-si, the rope pulled by women wound at the bottom of the Dangsan, and the 

rope is pulled by men wound on the top of the rope pulled by the women. Most regions 

enacting a tug-of-war using a single line and the Ho-nam region’s enactment with double 

lines also go through the same process as described as above. This represents a sexual act, 

similar to the representations in Golmaegijul in Mopo-ri, Pohang-si Gyeongsangbuk 

Province. Considering that coiling a string at the Dangsan is regard as combining a huge 

organ with Dangsan or personifying Dangsan lacks isn’t very persuasive. As stated earlier, 

the primary meaning of this action is to pray for richness and fecundity by combining 

Dongsin (the village god), who influences stability and peace, with Yongsin (the sea god), 

who influences a good and bad harvest. The secondary meaning is a continuous 

guarantee of annual richness via sexual acts of Yongsin. 

Among the permanent preservation type, in the tug-of-war of Mopo-ri, Janggi-

myeon, Pohang-si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middle rope is regarded as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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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village god. In this village, the female rope symbolises an old woman(Golmaegi 

Halmae) while the male rope symbolises an old man(Golmaegi Halbae). When a tug-of-

war ends, the ropes are stored in a village temple, Dongsa. The storage method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aforementioned Dressing Dangsan by covering the female rope with 

the male rope. Transmission groups regard it as a sexual connection between the old 

man and old woman. However, different from Dressing Dangsan, the ropes themselves 

are regarded as village gods.  

 

Materials of Rope 

Generally, ropes are traditionally made of rice straw. However, in the regions around the 

East Sea, including Uljin coastal areas, the ropes were made with kudzu during the 1920s 

and 1930s, and then made of Manila hemp and nylon used in fisheries. Searching through 

literature, it was discovered that kudzu and hemp had been used for making ropes, while 

bamboo trees and barks had been used as stiffener. The Galjeon tug-of-war, which is 

introduced in the “Daeboreum” section of Dongguksesigi, implies that kudzu had been 

used for making ropes. When making ropes in Mopo of Gyeongsangbukdo Province, 

kudzu is used as the main material, and it is reinforced with bark. The kudzu ropes are 

stronger than those made of rice straw and can be preserved permanently. The case of 

the Gijisi tug-of-war is another example of making ropes with not only rice straw but with 

other materials such as hemp, straw, and arrowroot vines. Based on these examples, it is 

believed that each region used kudzu, hemp, and rice straw as the materials for ropes at 

first, and then, as rice cultivation is became more stable and resulted in higher yields, the 

materials for the ropes were limited to straw. In a few regions, the tradition still remains. 

In general, bamboo trees had been used as a stiffener for the rope. The use of bamboo 

trees is observed from Samchuk of the East Sea to Jangheung of the South-West Sea 

region, and the distribution coincided with the dispersion of the northern boundary line 

of bamboo trees.  

 

Pre-Play and Post-Play Activities 

When the rope is made, prior to starting a tug-of-war, the village is involved with pre-play 

activities. The pre-play activities are divided according to the scale and type of the rope. 

Gossaum, for example, is a Korean sport in which the two teams each carry a large 

braided straw structure called a go. The object of the game is to knock the other team’s 

go to the ground. Gossaum is currently being conducted independently, but originally it 

was a pre-play activity for the double rope tug-of-war. The most representative one 

currently being conducted is in Otdol-ri, Gwangsan-gu, Gwangju, in Jeonranamdo 

Province. Issaum of Youngsan in Changnyeong-gun and Yongdussaum of Danyang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Yongmeorissaum of Hujeong, Jukbyeon, Ulji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the Yonghonori of Muan, Milyang in Gyeongsangnamdo 

province have pre-play activities similar gossaum. While these games were merely 

conducted as a pre-play for the tug-of-war, the final match ended through the tug-of-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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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 single rope type, there are no formal pre-play activities, but there is a 

unique activity called masildolgi. While the rope is being prepared, the people bring it 

around the village accompanied by a pungmul, a traditional Korean folk band with flags of 

different colours to encourage a festive mood. 

Meanwhile, the activities conducted after the tug-of-war are singjeonnori of 

Suncheon in Jeonranamdo province and bagsissaum of Jumgok-myeon, Sachon-ri, uisung 

in Gyeongsangbukdo province, and jingssagi of Jeongryang in Jeonrabukdo province. 

Singjeonnori is a game in which the winning group goes to the village of the loosing group 

and makes fun of them and the loosing group respond to the banter. Bagsissaum is an 

activity in which both groups interact witheach other by pushing and pulling at each 

other, and jingssagi is an activity in which the people carrying the rope organise battle 

arrays accompanied by a pungmul. Such activities are promptly conducted compared to 

pre-play activities, and the forma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tug-of-war. Moreover, 

these games have their origins from the empty coffin activities performed on the day 

before the procession. Bagsissaum is played independently in nearby regions. However, 

the got tree fighting, which a post-play activity to the tug-of-war in Youngchu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has different features. In this activity, the participants fight 

to take the tree that is used for connecting each rope. People seem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tree fight than in the tug-of-war. When the match concludes, the fighters at the 

head of the rope struggle to get the tree, and the winner is the one who has the tree at 

the end of the game. The fighting takes place until the first day of February. This aspec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post-play games as well as the pre-play activities, such as 

gossaum, and masildolgi. Moreover, considering that this play is conducted in succession 

to the tug-of-war and it is using the got tree as part of the rope, it is evident that this is 

originated from the tug-of-war. However, since people recognise it as an independent 

format, got tree fighting is distinctive from other pre-play and post-play activities.  

 

Relations with the Rituals for Village God 

The tug-of-war is accompanied by rituals for the village god and by various folk arts. In 

festivals, the tug-of-war is connected to rituals in a certain way. The single rope tug-of-

war and double rope tug-of-war in Honam province are conducted prior to the ritual on 

the same day. This is called the play first, ritual next style. Different from this, the double 

rope tug-of-war in other regions is conducted not on the day of ritual, but the day after 

ritual or a few days after. This is called the ritual first, play next style. In the play first, 

ritual next style, the tug-of-war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ritual. In these regions, 

making the ropes, rope exorcisms, walking around the village, rituals, and post-play are 

conducted successively in a single day, and the processes are closely connected. 

Compared to this, in the type of ritual first, play next, the tug-of-war and the rituals don’t 

seem to be connected to each other at first glance, as they are conducted over long 

intervals. However, when the whole period of the tug-of-war is regarded as a New Year’s 

festival, this gap will not as notic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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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of tug-of-war 

Based on aforementioned, the category of Korean tug-of-war in various types is as 

follows: 

 
At first, based on the size of transmission group, the tug-of-war in Korea has 

been transmitted a county type and village type. County type uses double ropes while 

village type uses both single rope and double ropes. While the single rope type appears in 

Honam Province, double rope types appear in Honam Province and other regions. By the 

manner in which the participants line up, the county type makes groups according to 

regions, while village type makes groups based on gender in the case of single rope. 

However, in the case of double ropes, they make groups sometimes based on gender, 

and other times based on regions, such as in Gyeonggi Province and Honam Province. 

This is connected to the way of disposing the ropes, a single rope usually goes through 

the one-year preservation, while there are various aspects in the case of double ropes. 

First, if the grouping is according to regions, instant consumption, driving off misfortune, 

and permanent preservation type appears. Driving off misfortune type appears only in 

the areas around the river such as River Han. Permanent preservation type only appears 

in the Mopo-ri, Janggi in Gyeongsangbukdo province. Other regions have instant 

consumption type. When a group is decided by gender, Gyeonggi province shows the 

instant consumption type, and Honam province shows one year preservation type. Such 

aspects are connected to the ritual for village god. While the ritual first, play next type is 

generally in making a group by regions, in the other regions making groups by gender 

have different aspects, such as the play first, ritual next type in the instant consumption 

type, and ritual first, play next type in the one year preservation region. Likewise, the tug-

of-war in Korea cannot be divided by the type of rope but by the organic connection of 

various elements. 

 

3. Meaning of the Tug-of-War  
 

The tug-of-war is mostly implemented during beginning of the year to bid farewell to the 

old year and greet the new, but it has also taken place during Dano and Chuseok in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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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Usually Daeboreum, Dano, are Chuseok are classified as holidays, but when 

consider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ese are in the turning points of the year and 

seasons, and they were regional festivals for communities to for organise and systemise a 

year. The holidays as festivals had created non-typical times and places that juxtaposed 

to daily life, and daedongnori is a collective human behaviour conducted during these 

times. Among this collective, the tug-of-war is situated at the centre of the performances 

with jisinbabgi, ganggangsulae and other non-competitive activities fulfilling the 

collectiveness of the festival for people of all ages and both genders. The reason that the 

tug-of-war is the most universal performance among the activities is because the 

participants are openly participating. 

The festiveness of the tug-of-war materialises while the ridged rules of daily life 

decrease or disappear during the tug-of-war period. The leader of the rope during the 

tug-of-war is an example. Usually the leader of the rope is selected among the rich and 

middle-class farmers of the communities but a powerful lower-class person can also be 

selected. The leader of the rope leads community based on his authority as the leader of 

the festival during the tug-of-war, from the preparation to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Youngsan, the leader hangs a flag at his house and rides on a cow or a horse 

accompanied by the pungmul band when he moves. Even though he is a commoner in 

daily life, he is the leader during the festival. This aspect is reminiscent of a carnival king, 

even if each context is different, and is an example showing a situation in which the 

dominant rules of society are replaced by those of the festivals. Furthermore, the 

festivals also show the changes of daily rules within human relationships. The single rope 

tug-of-war in Jeonrado Province shows the priority of the female group and shows 

change to the male-oriented structure of daily lives. This also appears in the double rope 

tug-of-war by females and mal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Wolsong tug-of-war of 

Byeonghaeeup, Uljingun in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newlywed bride was pulling 

the rope under the groin of her father-in-law. This episode shows the festivity of the tug-

of-war, without any discrimination, only focusing the pulling behaviour itself. Moreover, 

the tremendous sexual connection represented by the connection of the female rope and 

the male rope accompanied by the sexual conversations, and the contact of female and 

male participants in a same group will be interpreted as the role of breaking the daily 

taboos pressured by the dominant ideology, the sexual expressions, and communications.  

The religious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tug-of-war are found through the 

mother earth religion, praying for fertility by imitating the sexual connection and the 

Dragon King. First of all, let’s look into the matter of mother earth religion. Every type of 

tug-of-war regards female group win as a year of abundance. This same belief is also 

present in the double rope tug-of-war, where win by the western parts, bottom parts, 

and southern parts also represents richness during a year. Accepting the winning of 

female part as the positive conclusion is connected to the belief towards the mother 

earth god. In agrarian society, the belief towards the earth mother god is inevitab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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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elief is reflected in the daedongnori and the practices that regard the winning of 

west part representing the female is generalised.  

Let’s take a look at the fertility prayers demonstrating or representing sexual 

intercourse. Crossing the male and female rope is considered a union of the dual gender. 

In Seongnam-si, Gyeonggi Province, and Uljin-si,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male 

rope is referred to as the male dragon, and the female rope is called the female dragon. 

Combining the two ropes is considered a sexual act between the two dragons. In other 

regions, the combination of the two dragons is not well known, but instead, the focus is 

on combining the man and woman. In terms of the Youngsan tug-of-war practiced in 

Changnyeong-si, Gyeongsangnamdo Province in 1993, very strong, direct, and caricatured 

sexual discourse was communicated during one-hour long tug-of-war. This is not only 

limited to the Youngsan tug-of-war but is the common aspect of the double rope type 

tug-of-war in the other regions. Obviously the union of the ropes is considered the 

beginning of sexual intercourse. This is also true in the yongho games in Milyang-si and 

Wolsong tug-of-war in Uljin-si. Besides the yongho fight of, the union of two ropes is 

considered a combination of the two genders. 

On the other hand, in the single rope tug-of-war, the motif of combining two 

genders is not expressed as much. However, combining two genders, dividing into two 

groups, and competing with each other show a similar sequential development of 

meaning (symbol of two genders → combination → interaction), so the same 

interpretation possible. Moreover, the female team, made up of women and single men, 

makes direct physical contact possible. Also, when the rope is wound in a sacred place 

after the tug-of-war, placing the male rope on the female rope is also considered a sexual 

act. Meanwhile, in case of Donryeung tug-of-war in Songtan-si, Galmaeul tug-of-war in 

Yicheon-si, and Wolsong tug-of-war in Uljin-si, males and females appear with groom and 

bride costumes and demonstrate the wedding while expressing diverse sexual motifs. 

Combining two genders is based on the solidarity between the form and the action of the 

living, and based on the faith that actual or demonstrative sexual acts bring fertility and 

the richness. 

Next is about the dragon faith in the tug-of-war. The dragon faith in Korea has 

two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gods of water and farming. Tug-of-war activities focus 

on the features of a dragon faith related to the agriculture. Examples that show the 

relations between the rope and the dragon are found everywhere. In Jeongnyang-ri, 

Jeongeup-si, the head part of the rope is called the head of the dragon, and the tail part 

of the rope is called the tail of the dragon. In Hujeong, Uljin-si, the female rope is called 

female dragon, and the male rope is called the male dragon, and the same terminology is 

used in Heunam, Yeoju-si. In Hoengseong-si, the dragon is projected with scales on the 

dragon rope. In some places, such as Milyang-si in and Wolsong, Uljin-si, the female rope 

is called a dragon and the male rope is called a tiger, but this is an exception. Lee Woo 

Young in Dangjin-si, a Gijisi tug-of-war skill holder, described the scene of the rope 

moving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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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cene of the rope moving is the most magnificent march and majestic 

sight of all the events. The rope becomes a dragon. The wind rises and as 

does the dust and dirt. This is why the tug-of-war is called the harmony of a 

dragon or the harmony of a god, and people say this year will have a good 

harvest.  

 

He sees the scene of the moving rope as a dragon rising to heaven. Also, he has faith in 

the year having a good harvest since the dragon has supernatural power. The scene of 

carrying the rope through the village is a simulation of the dragon wriggling and flying.  

The double rope type tug-of-war has a ritual of visiting the patron saint before being 

moved to the place where the tug-of-war is performed. This is a reunion of the dragon 

and the patron saint. This reunion is a form of the dragon giving birth to the patron saint. 

People pray that the tug-of-war will go without any accidents. In Hujeong, Uljin-si, before 

and after the tug-of-war, people carry the rope to the house of the patron saint and 

ritually coil the rope. Before and after this process, the “head game” is played. This game, 

beginning with crossing the two ropes, is also called “rising of the dragon” or “fight of the 

dragon head.” Crossing the two rope heads is considered a fight between the dragons. 

The song that people sing when they carry the rope and move clearly shows the relations 

between the rope and the dragon. 

 

Go, go, let’s go  

go to pull the rope  

look at the village from the top of the dragon  

go, go, let’s go. 

 

When carrying the rope through the village, one person is lifted onto the rope. 

This person is the first singer of the rope song because the top of the rope is considered 

the top of dragon.  

Through the facts examined above, in the most places, the identification of the 

rope and the dragon was very general. But the difference is how the dragon faith of each 

tug-of-war has appeared. The attitude toward the dragon is ambivalent. The ritual for 

rain and the dragon jar are th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show the ambivalent 

attitude toward the dragon. In the ritual for rain, the dragon is stimulated and abused to 

comply with the people’s wishes. However, in the faith of the dragon jar, the dragon is 

worshiped. This kind of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the dragon faith can be seen in the 

tug-of-war.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case that dragon is being worshiped. In the single 

rope type, when the rope making is completed, a julgut (exorcism) is performed with the 

scattered rope. In the double rope type, the julgosa (shamanistic ritual) is performed. In 

Jeongnyang-ri, Jeongeup-si, after the completed single rope arrives at the place, a 

pungmul band plays while runn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head and the tail of the 

rope. In the double rope type in Changnyeong –si and Uljin-si, gosa is practiced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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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of the dragon head. Also in the double rope type in Chungdo, praying for a safe tug-

of-war and a good harvest and rich year are seen in the written prayer. In this aspect, the 

patron saint is another form of the dragon god, the motif of the ceremonial dragon faith 

can be read. Rotating through the village is found in most of the single rope types and 

some of the double rope types also seem to be related to the dragon faith. Before 

practicing the tug-of-war, people carry the completed rope and rotate through the village. 

Men and women participate in this process by carrying the rope and going around the 

village. This can be thought of as a newly born dragon showing off of its vitality or as a 

projection of the dragon’s appearance. Also the act of lifting the rope can be seen as 

cheering for the dragon.  

More obvious dragon worship appears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e rope after 

practicing the tug-of-war. Most of the single rope type and some double rope type are 

wound around the sacred place where the patron saint is located, and the rope is 

worshiped with the patron saint throughout the year. In Gangchon area, the River Han, 

where the rope is considered a dragon god, the double type rope is floated in the river 

after being used in the tug-of-war. This is sending the dragon to the water, its original 

place. Mopo-ri in Pohang-si, the rope is considered the body of the patron saint and it is 

preserved and worshiped permanently, which shows an extreme case of the dragon 

worship.  

Beside this motif of the dragon worship, there is another motif that stimulates 

the dragon. We can discover the motif that tries to achieve its wishes through stimulating 

the dragon. According to the documents, people threw the tiger’s head into a deep well, 

where it was believed that the dragon was dwelling. In today’s ritual for rain, not the 

tiger’s, but the dog’s, the pig’s or the cock’s head is thrown to the well. All these kinds of 

acts are based on the stimulating of the dragon.  

In the muan yongho game, the head game of the tug-of-war, and in the Wolsong 

tug-of-war, pulling the rope transfers to the dragon and to the tiger, the people on each 

team are also related to stimulating the dragon. By making dragon fight with the tiger, 

people are trying to stimulate the dragon to achieve their wishes. As we can see in 

Murayama, the tug-of-war practiced in Ulsan-si and Jinju-si, one kind of ritual for rain 

occurred through pulling the rope or through making the two dragons fight. According to 

the documents from Jeongnyang-ri, Jeongeup-si, and in Suncheon-si, we can see the case 

of pulling the rope until it snaps since they believed the tug-of-war was in effect only 

when the rope snapped. Regarding this, the jorijihi on Jeju Island as it appears in 

Dongguksesigi indicates that people laugh loudly when the centre of the rope is snapped. 

So the question is a matter of how to interpret this laughter. But breaking the rope can 

be interpreted as an expected situation. Cutting off the rope right after the tug-of-war 

finishes can also be interpreted as cutting the body of the dragon. Those actions can be 

understood as the trying to achieve their purpose by teasing the dragon by stimulating 

and abusing the 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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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ually, we can find that both motifs of worshiping and stimulating the 

dragon of the tug-of-war as the mirror of the dragon faith. The process of accomplishing 

the wishes through influencing and sometimes threatening the dragon can also be found 

in the getje in Dae-dun Island, as reported by Choi Deokwon. This mixed attitude of 

worshiping, stimulating, soothing, and threatening the dragon is considered a traditional 

problem solving method that relies on the supernatural powers.  

 

4. Questions unsolved 
 

Based on the field research and the literature review, I have examined the diverse and 

present aspects and the meanings in the tug-of-war. In conclusion, the tug-of-war in 

Korea has a wide range of diversity in its scale of the participants, type of the rope, 

composition of the team, the way disposing the rope, the material used in the rope, and 

the relation with the rituals for village god. These diversit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systematically and show certain kinds of typology. Also, the tug-of-war has social-cultural 

and magico-religious functions and universality in its semantic network.  

Although the summarised outcomes mentioned above, there are some questions 

still unsolved: 

 

 Why are the single rope tug-of-wars concentrated in the Honam area?  

 What a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ology of the tug-of-war and the geo-

ecological, socio-cultural, and magico-religious background of it?  

 How is the Korean tug-of-war related to the other cultural aspects including rice 

paddy cultivation?  

 What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social-cultural and magico-

religious meanings of the Korean tug-of-war compared to those practiced in 

other cultural areas?  

 

To answer those questions, we need to examine regionalisms and the 

universality through the extensive research on the present aspects of the Korean tug-of-

war. After that, we can continue comparative studies on tug-of-wars in the East Asia and 

the cross-cultural studies on tug-of-war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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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RY DISCUSSION 

 

Secretary-General Samuel Lee led the discussion as the moderator. Ms Nguyen Kim Dung 

from Viet Nam, Mr Rotha Chy from Cambodia, Ms Cecilia Picache from the Philippines, 

Ms Imaishi Migiwa from Japan, and Professor Jang-Hyuk Im from Korea took part in the 

discussion as panelists. 

 

1. The Possibility of Multinational Nomination of Traditional Tug-of-War 

 

As the first step of the discussion, the panels shared their opinions about whether 

traditional tug-of-war could be co-listed. 

 Dr Samuel Lee noted that this symposium, with its various case studies on 

traditional tug-of-war, gave him the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raditional tug-of-

war. Furthermore, he hopes that this symposium will be able to find and develop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traditional tug-of-war cultures, and that 

he will do his best to make this panel discussion an opportunity for various opinions to be 

voiced. Proceeding, Dr Lee voiced his concern that submitting one element as a cross-

national shared heritage may be a problem if different national elements are forcefully 

tied together as one. Thus, he stressed that the panel must find the similarities between 

these events and discusses how these similarities may be protected. Finally, Dr Lee asked 

what common efforts would be nee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Asian tug-of-war culture 

assuming they apply it to be co-listed as a common Asian heritage. 

 Mr Rotha Chy, representing Cambodia, said that Cambodia did not recognize the 

need for tug-of-war to be lis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cause it is considered 

as a general game of play. Furthermore, shortly after the meeting at Jakarta, he has 

reported to the Cambodian Minister for Culture and Fine Art that many countries already 

regard tug-of-war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is report also included ways by 

which Cambodia could safeguard tug-of-war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s Nguyen Kim Dung, representing Viet Nam, said that this symposium was a 

great time for her to learn about various tug-of-war culture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The distribution of the tug-of-war is concentrated in East Asia and we can find 

many similarities between different tug-of-war events. Thus, uniting together to 

multinationally nominate the tug-of-war element will be very meaningful. To do this, it is 

important that the professionals and officials from each country cooperate. Furthermore, 

globalisation is rapidly changing the societies in each country and is posing a threat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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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ing of tug-of-war. Despite this situation, working together will help us solve 

problems regarding the safeguarding of tug-of-war. 

 Ms Cecilia Picache, representing the Philippines, noted that the various tug-of-

war events have a common form in that they all “pull” to distinguish the winner. If each 

country shares inform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ug-of-war can be listed as a 

comm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urthermore, though each country’s tug-of-war 

varies in size, they all emphasize teamwork and are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Ms Picache believes these are the points that each country’s tug-of-war shares. 

 Ms Imaishi Migiwa, representing Japan, voiced her opinions. She was impressed 

that each country’s tug-of-war shared similarities and took note that all tug-of-war 

cultures have long histories. Furthermore, Japan is also experiencing many changes in 

society which threaten the continuation of the tug-of-war events. Many people involved 

in the Japanese tug-of-war event will be encouraged to hear that many people outside of 

Japan are also doing well in continuing their tug-of-war events. 

 

2. Commonality in Tug-of-War Based on Agriculture 

After hearing the panels, Dr Lee noted that the panels agree that tug-of-war has 

strengths which make it nominating. Furthermore, he was able to feel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ach country’s tug-of-war events after hearing all the presentation. 

One of the similarities was the fact that they all had backgrounds in agriculture. Although 

there are debates on whether tug-of-war originated from agriculture, it is clear that tug-

of-war is based on context of agriculture. In the presentation, we saw that in Cambodia, 

people held tug-of-war events as a religious as well as agricultural rite. 

 Continuing, Dr Lee said he wondered whether tug-of-war was derived as a side-

product of the rice cultivation culture, given that the ropes are made of rice straws in 

many counties. However, he noted that this may not be the case and further asked the 

panels on their opinions. He also asked if tug-of-war was related to the nomadic history 

and traditions, given that tug-of-war is related to the rites involving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in Cambodia. 

 In response, Mr Rotha Chy contended that those rites come from the myth,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and that the milk here is does not refer to the common 

“drinking” milk. However, he suggested that this mythology originated from the nomads 

moving to Cambodia from Central Asia. Furthermore, Mr Chy noted that Cambodia’s 

word for “tug-of-war” does not originate from the English word but rather from 

Cambodia’s native language.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both words have the 

same meaning although Cambodia and English-speaking countries are oceans apart. In 

Cambodia’s case, people discuss the possibility that tug-of-war was spread by a noma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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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hat moved from place to place. He noted that the myth,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was a means by which tug-of-war became famous, but he claimed that 

the origins of tug-of-war go further back than the myth itself. Mr Ch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not taking tug-of-war out of context in the process of safeguarding it. 

 Philippin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pert Professor Norma Respicio 

stressed the fact that all people—agricultural or non-agricultural—wished for the 

abundance in life through tug-of-war. Furthermore, giving male and female genders to 

the ropes used for tug-of-war implies that its relation to birth-giving and abundance. 

Whether agricultural or not, tug-of-war finds its commonality in the desire for abundance 

of life. Further in this point, Professor Respicio suggested that Cambodians may think of 

milk as a symbol of abundance. 

 Having heard the panels, Professor Sangmee Bak stressed that although the 

procedures and historical shapes of each country’s tug-of-war are important, the 

nomination file does not require that history be written. She stressed that the 

nomination form has parts discourage historical contents and that the opinions of the 

current discussion need not be historical. 

 

3. Diversity and Commonality of Each Country’s Tug-of-War 

As the moderator of the discussion, Dr Samuel Lee asked if the non-panel audience had 

any questions or comments. Mr Chang-Je Won, the President of Preservation Committee 

at Gijisi Juldarigi (Tug-of-War), took the opportunity. Preseident Won highlighted the 

similaritie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tug-of-war but that Viet Nam uses rattan and is 

more like a form of sport. Continuing, he questioned if Vietnamese tug-of-war is different 

in nature from the ethnological tug-of-war of other countries. 

 Subsequently, Dr Samuel Lee said that the Vietnamese tug-of-war is a tradition 

that originates from social customs and does not focus on winning and competition, as 

are all other tug-of-war traditions belonging to each country. 

 Furthermore, Professor Yang-Myung Han, who gave the presentation on Korean 

tug-of-war, stressed that the current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multinational submission of Asian tug-of-war as shared heritage, and on finding the 

common and diverse aspects of each country’s tug-of-war. Professor Han continued to 

say that the tug-of-war in Viet Nam and Cambodia is undergoing various changes, and 

that we must know what historical changes occurred in these countries, for us to find 

their similarities and diversities. He further stressed that we must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es as further back as possible. However, the obvious commonality is that 

each country’s tug-of-war is an agricultural event, and that there is much needed 

research on the diversity of each tug-of-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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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ach Country’s Efforts Needed for Multinational Submission of Tug-of-

War as a Shared Heritage 

Dr Lee noted that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have revealed many important tasks 

involved in commonly safeguarding the tug-of-war. Subsequently, he suggested 

continuing the discussion with the topic on how to prepare for the multinational 

submission. Furthermore, Secretary-General Lee said that tug-of-war must be lis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each of the countries for it to be multi-nationally 

nominated, and he continued by asking the countries’ situations. 

 As a reply, Emeritus Researcher Hoshino Hiroshi, who gave the presentation on 

Japanese traditional tug-of-war, said that Japan has over twenty different tug-of-war 

rituals. Furthermore, he explained that there lies a problem of how to see over twenty 

different tug-of-war rituals as a single tug-of-war element. Even within Japan, the 

diversity of tug-of-war rituals require some extent of unification before Japanese tug-of-

war is submitted for listing at UNESCO. As presented, the tug-of-war events in Japan are 

so diverse and different from each other that it is hard to find similarities. Hence, we face 

the problem of which tug-of-war event to choose if we must choose one for listing. 

 Following, Ms Nguyen Kim Dung introduced Viet Nam’s situation. Ms Kim 

introduced Viet Nam’s experience with listing the CaTru Music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stressed that the relevant parties must agree upon common 

factors regarding the tug-of-war. Only through finding common factors can tug-of-war 

have a firm base in the application for UNESCO listing. Additionally, each country and 

region has many different nuances, and each region needs to accept these differences. 

Ms Dung suggested that they must agree on accepting the differences before they come 

to an agreement regarding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Moreover, he said that Korea 

and Japan, countries with more experience in UNESCO listing, must lead the countries 

that have less experience. 

 Ms Cecilia Picache informed the party that the Philippine traditional tug-of-war, 

“Punnuk,” is designated in the country’s heritage list. However, it is unfortunate that 

punnuk is not well-known in areas where it is not played. Nevertheless, she gave 

prominence to the fact that punnuk has continually been passed down and played. 

Furthermore, the community cherishes the uniqueness in punnuk and endeavors to pass 

it down to the next generation. 

 In response, Dr Lee said that submission for listing at UNESCO can be done as 

long as each country’s government recognizes the event, regardless of the citizen’s level 

of awareness. He proposed that specific plans be made and enacted for find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ach country’s tug-of-war, because this will take the 

long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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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Siyonn Sophearith, who gave the presentation on Cambodia’s tug-of-war, 

took the opportunity to elaborate on the current situation of tug-of-war in Cambodia. He 

noted that Cambodia did not consider tug-of-war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efore the last meeting held in Jakarta. However, after the meeting, it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vent, and the minister of culture is beginning to take an 

interest in it, after the report was sent to him. Furthermore, Mr Siyonn added that this 

symposium and the field survey project on traditional tug-of-war in South East Asia were 

great opportunities for him to research Cambodian tug-of-war. Moreover, Mr Siyonn said 

that the Minister of Culture and Fine Art has interest in Cambodian tug-of-war, and that 

related efforts are being made. Additionally, the instructor said that the success of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will bolster the transmission of the tug-of-war tradition in 

Cambodia. Currently, the citizens do not know the value of tug-of-war, thus it is 

important to find that value. Finally, Mr Siyonn stressed that, because tug-of-war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f the heritage vanishes, it will vanish for good. 

 After hearing the panels, Dr Lee stressed that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ing has its core purpose on safeguarding cultures that are endangered and 

may vanish. Additionally, he suggested that in the next half of the year, sufficient 

discussions should take place between each nation’s government and its responsible 

institutions to prepare more systematically for the cross-national discussion on 

multinational nomination of the tug-of-war. 

 Prior to the closing of the panel discussion, Dr Samuel Lee expressed his regards 

to Dangjin City for hosting this symposium, and thanked all the participants who made 

this symposium possible. After his closing words, he announced the closing of the panel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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