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ing Remark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for visiting Dangjin on this warm spring day. My 

gratitude goes out especially to Deputy Administrator Kim Jong-jin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Vice Chairman Im Don-hui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Director-General Huh Kwon of the UNESCO ICHCAP, scholars from Vietnam, 

Cambodia,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researchers and residents of Dangjin 

for taking time out in your busy schedules to participate in today’s symposium. Thank you 

and welcome.  

    

  While tangible cultural heritage consists of physical assets left us by our ancesto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the spirit of our people handed down over generations. In 

Dangjin, we have the Gijisi juldarigi tugging ritual and games which have been preserved 

and transmitted to this day.   

 

  The 2015 Gijisi Juldarigi Festival is a journey beginning with the Guksu peak shrine 

ritual held yesterday, and concluding with the Gijisi juldarigi tug-of-war on Sunday. 

Among the events, this symposium has special meaning, in light of the element’s joint 

inscription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t the end 

of this year. 

 

  Although the traditional tug-of-war is a competitive game, it is a folk ritual to 

strengthen the unity of the community. The Gijisi juldarigi tugging ritual and game is an 

important product of the communal society’s history of overcoming disasters through 

solidarity and harmony over 500 years.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Vietnam, Cambodia, Thailand, Korea and the 

Philippines which will be presented today are different in form and held to mark different 

occasions. However, they have one thing in common- they are all performed voluntarily 

by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is because tugging rituals and games have the important social function of praying 

for peace and prosperity in the region and bringing about solidarity and harmony by 

resolving conflicts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a game. The element’s joint inscription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initiated by Korea and the City of Dangjin is being 

undertaken in the same spirit. 

 

  I hope that today’s discussions would foster a similar solidarity between the tug-of-wa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communities. 

 

  The City of Dangjin has always recognized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year, it was selected as the ‘Intangible Heritage City of the Year 2015’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is conducting a variety of related projects including 

surveys, documentation, academic research and performances. Meanwhile, we will 

continue to safeguard and develop the Gijisi juldarigi tugging ritual and games as an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Finally, I ask for continued support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everyone present here today,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East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inally, my deepest gratitude goes to the UNESCO ICHCAP as well as the staff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s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for preparing today’s 

symposium. Once again, I would like to thank all of our participants for joining us today 

and hope the day will be filled with meaningful discussions. Thank you. 

 

April 2015 

 

Hong-jang Kim 

Mayor of Dangjin 

 

  



 

 

 

Welcoming Remark 

 

 

 

 

 

 

Intangible heritage plays an invaluable role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ity.  

 

  Today, the UNESCO ICHCAP is honored to be a joint organizer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Safeguarding of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together with the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at Chonbuk University and the City of Dangjin. It is a 

pleasure to welcome scholars from Cambodia, Thailand, Vietnam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members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Preservation Society to the 

symposium and I thank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or its sponsorship. 

 

  Fir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the long standing efforts of Mayor 

Kim Hong-jang and city official of Dangjin to safeguard and promote tugging rituals and 

games. Furthermore, I congratulate the city on its selection as ‘Intangible Heritage City of 

the Year’ and look forward to its further development as a city of history and culture 

rooted in long held traditions.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recious elements of intangible heritage that express a 

nation’s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piritual values, as they contain the values and beliefs 

of the respective communities that perform them.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perform important social functions of praying for prosperity and fertility as well as 

promoting communal solidarity.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e ICHCAP and the city of Dangjin successfully he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in April 2013 to explore the diversity and commonalities of East 

Asian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The symposium contributed greatly to 

forming a consensus on the recogni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a shared 

intangible heritage of Asia.  

 

  Following that, an intergovernmental meeting was held between Korea, Cambodia, 

Vietnam and the Philippines in October and December 2013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cooperation with the ICHCAP. A joint nomination file titled 

‘Tugging rituals and games’ was completed and submitted in March 2014, creating an 

international alliance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in the region. It gives me 



great pride to see Korea and its partner states take on a leading role in the safeguarding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round the world. 

 

  This objective of this international symposium is to discuss the commonalities of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Starting from the shared 

values of communal solidarity and prosperity, we take a relativist approach to the 

different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ecological environments of the respective states 

and seek to understand the individual creative expressions of each community.  

 

  I hope this symposium leads to greater opportunities for organic partnerships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societies, communities, performers within countries as well as 

between UNESCO affiliated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across borders to safeguard our intangible heritage.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resenters from the various 

countries, Vice Chairman Im Don-hui and other moderators, as well as all of our 

participants for making time in their busy schedules for today’s discussions. I hope for the 

symposium to contribute to a broade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well as safeguarding efforts.  Thank you. 

 

April 2015 

 

Kwon Huh 

Director-General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sific Region 

under the auspieces of UNESCO(ICHCAP) 

  



 

 

 

Congratulatory Remark 

 

 

 

It is a great pleasure to welcome experts on intangible heritage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to the Intangible Heritage City of the Year, Dangjin on this warm spring day for 

the 201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Safeguarding of Asian Tugging Ritual and 

Games. 

 

  Fir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scholars from Cambodia, Philippines, Vietnam 

and Thailand for travelling all the way to Korea for this occasion. My sincerest thanks also go out 

to the scholars, members of preservation societies and staff of intangible heritage institutions 

present here today.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Mayor Kim Hong-jang of Dangjin, Director-General Huh 

Kwon of the UNESCO ICHCAP and Professor Hahm Han-hee of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for organizing today’s event. 

 

  Tugging rituals and games constitute an element of shared intangible heritage in Asia, 

widely practiced across rice cultivating regions to pray for good harvests while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harmony within the community. These rituals and games are 

still being performed widely across East Asian countries and we will discuss examples 

from Korea, Cambodia, Vietnam, Thailand and the Philippines today. Tugging rituals and 

games also contain unique regional traits which provide insight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ommunities. 

 

  Today’s symposium goes beyond the scope of previous discussions which tended to 

focus on the form and content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t focuses on the intangible 

heritage communities that perform these rituals and games, to provide analyses based 

on cultural geography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 have great hopes that these academic efforts would contribute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Asian countries in relation 

to their tugging ritual communities as well as the commonalities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a shared heritage of the Asian region. 

 



  Recently, Asian states have been going through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which has led to the endangering of traditional ways of life, including tugging rituals and 

games. This context adds to the timeliness and significance of this symposium which 

discusses the various communities that practice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well as thei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working together with the city of Dangjin and the 

UNESCO ICHCAP since 2012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under the 

aim of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as well 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through intergovernmental meetings and surveys of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I hope the discussions at today’s symposium would not only go on to contribute to 

efforts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but also foster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Asian culture of cultivation related tugging rituals and games while 

adding strength to efforts to safeguard their intangible heritage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Finally, I would like to once again express my gratitude to the City of Dangjin, staff 

at the UNESCO ICHCAP and the Chonbuk National University’s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as well as presenters, panel members and participants for all their hard work in 

making this symposium possible. Thank you. 

 

April 2015 

 

Dawnhee Yim 

 Vice-Chairpers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Programme 

Time Provisional Programme 
09:30-10:00 Registration 

10:00-10:30 Opening  

 Opening Remarks 

- HongJang Kim (Mayor of Dangjin) 

 Welcoming Remarks 

- Kwon Huh (Director-General, ICH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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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wnhee Yim (Vice-Chairpers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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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n Community 

Viewpoint 

Chairperson: Dawnhee Yim (Distinguished Professor, Dongguk University) 

 

 

 

 

 

 

 

 

 

12:00-13:00 

1.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the ICH Community 

- Hanhee Hahm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 The concept of “Community” in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Sangmee Bak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for Safeguarding of Folk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General, ICHCAP) 

Lunch 

13:00-16:00 Session 2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Asia  

Chairperson: Roger Janelli (Emeritus Professor, Indiana University) 

 

 

1. Teanh Prot and Rice-Cultivating Community in Cambodia 

- Siyonn Sophiearith (Lecturer,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16:00-16:20 

2. Punnuk: The Tugging Ritual in the Philippines  

- Norma A. Respicio (Profess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3.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Korea 

- Yongho, Heo (Professor, Korea University) 

4.  Tug-of-War as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Through a Case Study 

Of Huu Chap Tug-of -War Festival, Bac Ninh Province 

- Do Thi Tanh Thuy (Researcher, VICAS) 

5.  Chak-Ka-Yer: Traditional Tug-of-War in Thailand 
- Chuchchai Gomaratut (Professor, Chulalongkorn University)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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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Hak Jeong (Senior Curato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 hope that today’s discussions would foster a similar solidarity between the tug-of-war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se communities. 

 

  The City of Dangjin has always recognized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year, it was selected as the ‘Intangible Heritage City of the Year 2015’ by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and is conducting a variety of related projects including 

surveys, documentation, academic research and performances. Meanwhile, we will 

continue to safeguard and develop the Gijisi juldarigi tugging ritual and games as an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Finally, I ask for continued support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s well as 

everyone present here today,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East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Finally, my deepest gratitude goes to the UNESCO ICHCAP as well as the staff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s Center for Intangible Culture for preparing to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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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아시아 줄다리기 공유성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



4 아시아�줄다리기의�공유적�가치� :�무형유산�공동체적�관점에서



【주제발표 1】

아시아�줄다리기의�공유성과�무형유산�공동체

함�한�희� |�전북대학교�교수�

1.� 시작하며

줄다리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

되어서 지금도 연행되고 있다. 양편이 줄을 사용하여 당기면서 힘을 겨루는 놀이인 줄

다리기는 지역마다 흥미로운 양상을 가지고도 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와 동남아시아의 경우, 주로 벼농사 재배지역 주민들의 풍년기원이나 감사제 형식으로 

전통적인 줄다리기가 연행된다고 한다. 최근까지 줄다리기 의례가 확인된 아시아 지역

으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가 있다.1 생태·환경적 측면과 줄다리기 분포와의 관계를 밝히면서 사쿠라이 교수

는, 특히 정착농경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2 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줄다리기 분포를 알아보는 것은 유용하며, 또 각 지역에서 연행되는 줄다리기의 유사점

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를 더한다.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아시아 지역

1 아시아의 줄다리기 분포도를 작성한 사쿠라이 타츠히코에 따르면, 남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영국 등에도 줄다리기가 분포하지만,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있
다고 한다. 이 논문에서 그는 ‘세계의 줄다리기 분포도’를 제시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사쿠라이, 2010, 아시아의 줄다리기 그 분포의 특징, 기지시줄다리기 국제심포지움, 줄다리
기민속의 문화적 역할과 국제협력방안 발표집. 18-25 쪽). 일본의 경우는 줄다리기가 민속
놀이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데, 특히 큐슈, 오키나와 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정형
호 2007). 

2 화전농경민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게 나타난다고 한다(사쿠라이 2010: 19). 그는 줄다리기의 
분포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시아의 경우, 벼농사를 하는 어촌에 줄다리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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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농사를 준비하면서, 농사의 주요한 절

기에 맞추어 풍농기원제로 행해지기도 하고, 풍년제, 추수감사, 때로는 기우제의 성격을 

가진 의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시아의 줄다리기는 유사점이 많지만, 지역마다의 특수

성과 고유성이 두드러져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하면서도 전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당진시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도 줄다리기 연구가 확

장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중일의 비교연구를 비롯해서 아시아지역의 분포도, 줄다리기

와 생태문화의 관련성, 줄다리기의 유사성과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3 최

근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국의 줄다리기

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본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된 줄다리기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및 한국의 사례에 국한시켜 

보기도 한다. 이 발표에 사용된 자료가 발표자가 직접 현지 조사를 해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2 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도 밝혀두고자 한다. 지극히 제

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본 발표를 준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시론에 해당

하며,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시켜 추후 논의를 완성시키고자 한다. 많은 한계를 

가지고 시작된 연구이지만, 본 발표자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 소홀히 다룬 부분으

로 기존 연구의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연행 공동체 주민들의 의

식, 이른바 공동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내지는 그 힘의 원천에 좀 더 가까이 가보고자 

하는 것이 이 발표문의 목적이다.

2.� 기존연구검토

아시아지역의 줄다리기를 광범위하게 비교 연구한 논문이 그리 많지는 않다. 따라서 

논제도 다양한 편이 못된다. 지금까지 관련 연구가 주목해 온 부분은 전파론에 의거한 

기원설이 중요한 축을 이루어 왔다. 줄다리기의 기원을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로 보면

서 도작문화 또는 불교의식의 전래와 유관하다는 주장이 있다. 국내에서는 중국기원설

을 통상 받아들여 왔지만, 최근에는 동남아 기원설에 무게가 실리기도 한다(김광언 

2004, 위엔리 1998, 표인주 2008). 특히 도작문화와의 관련성을 넘어서서 동남아시아

의 밀교로부터 줄다리기의 기원을 찾아보는 연구도 있다(송화섭 2009). 전파설에 대한 

비판으로 자생설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임장혁 2009: 107). 

3 당진문화원 2009,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2010, 당진시 2013 등의 발표집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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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아시아 줄다리기의 특징을 비교분석해서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있

다. 사쿠라이 교수는 아시아의 화전민과 수도작 민족, 즉 농경민에게 나타나는 줄다리

기의 공통점을 7 가지로 정리하였다. 1. 풍요기원의 농경의례, 2. 신년 풍요의 길흉을 

점치는 행위 3. 성적 교제의 상징적 행위 4. 여성의 승리는 풍요를 예측 5 천부지모 성

혼관련 6. 쌀줄의 결합을 토한 하늘의 정액(비)이 내리기를 바라는 기우풍속 7. 줄을 

용사로 인식하는 것 등이다(사쿠라이 2010). 

줄다리기의 줄의 모양, 기능, 상징을 모두 비교검토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가 아닐 수 없다. 용, 뱀, 지네, 생식기 등으로 상징되는 줄은 저마

다의 신화와 이야기가 풍부하게 담겨 있기에 이를 유형화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

다. 줄을 만드는 과정 못지않게 줄다리기가 끝나고 나서 줄의 처리 방법도 몇 가지 유

형이 있다. 줄을 강으로 떠내려 보내기도 하는데, 줄을 나무나 돌에 묶기도 한다. 줄이 

용을 상징하는 경우에는 기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베트남 응에 

안(Nghe An) 지방의 꼰궁(Con Cuong)의 타이사람들은 기우제로 ‘용꼬리 당기기’라는 

줄다리기도 있다. 비를 불러와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한국의 경우, 줄다리기가 

끝나고 당산에 줄을 감는 마을도 있는데, 이를 성행위의 상징으로 보며, 궁극적으로는 

풍요다산의 신앙으로 본다.  

또 줄다리기가 열리는 시기와 생업 환경을 비교 검토해서 도작농경과의 밀접한 연관

성을 지적하는데, 그 준거의 하나로 볏짚을 사용하여 줄을 만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

행 공동체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짚, 등

나무, 대나무, 어린 나뭇가지 및 동물가죽 등 사용되는 줄의 재료는 다양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줄다리기가 열리는 시기도 각양각생이지만, 대체로 신년을 전후한 시기, 시

농의 시기, 그리고 수확의 시기에 열리는 일이 많다.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

을 공동체 의례인 줄다리기는 궁극적으로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사회적인 

단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다.    

3.� 4개국�줄다리기�공동체의�특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를 신청한 4 개국의 줄다리기 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4 줄다리기 의식은 주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벼농사 재배지역 

4 당진시, 2013,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2013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 국제심
포지엄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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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지역 
특성

시기 참여자 공동체적 의미

Teanh Prot
[캄보디아]

호수가 농촌
설, 츨롱쳇

연장자 주관, 
남녀참여 

수호신 제사, 

놀이를 겸한 

복합행사로 풍년 

기원, 사회적 

단결, 감사제의 

성격을 가짐.  

Punnuk
[필리핀]

강가의 계단식 
농경지대

추수
의례 담당자, 
남성만 참여 

Keo co, Keo 
Song, day gay

[베트남] 
7 개 농촌마을

설
연장자 주관, 
심판 존재, 

남성만 참여 

줄다리기
[한국]

농촌마을

대보름 
전후, 추석, 

단오 

보존회 주관, 
남녀 참여 

[표] 4 개국의 줄다리기 비교 

전역에 걸쳐 연행된다. 일반적으로 기우와 풍년을 기원하거나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고 또 감사의 의미로 줄다리기를 한다. 이와 관련된 의식은 각 지역마다 

특수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유사한 의미 및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 Teanh Prot [캄보디아] 

시엠렙 주의 크레스, 캄보르올, 크놀트롱 공동체는 똔레삽 호수(Great Lake of Tonle 

Sap) 주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앙코르 유적지에 근접해 있다. 줄다리기는 설 명절, 

벼농사와 관련이 있는 츨롱쳇(Chlong Chet) 의례 때 연행한다. 새로운 시간으로 넘어

가는 시기에 축제를 벌인다. 마을의 연장자들이 의례를 준비하며, 젊은 남녀들이 줄다

리기에 참여하여 경기를 벌인다. 이 농촌 마을의 줄다리기는 풍년을 기원하고 흥겨운 

놀이를 통해서 사회적 단결을 모색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는 앙코르와트 사원(12 세기에 건립)에 새겨진 유해교반(乳海攪拌) 신화로 

유명하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암리타라는 보약을 찾기 위해서 신과 악마가 힘을 합

해 줄을 당긴다는 신화이야기가 사원에 새겨져 있다(시온 소페아리트 2013).

  

▪ 푸눅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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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안 지역의 하파오, 눙굴룽안 및 바앙에서만 유일하게 줄다리기 푸눅(punnuk)을 

연행한다. 아파오강에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하파오 강과 지류가 만나는 지점인 눈히

푸카나(nunhipukana)로 모인다. 뚜왈리 이푸가오 종족의 줄다리기는 신들에게 수확에 

대해 감사와 내년 수확기까지의 지속적인 축복을 바라는 공동체적 기원을 담은 의례

이다. 계단식 벼 경작지로도 유명한 이 지역에서 추수를 끝내고, 한 해의 농사가 끝났

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감사축제에서 줄다리기가 행해진다. 여기에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며, 마을의 연장자들과 대표들은 의례를 주관하고, 남성들은 줄다리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줄다리기에 참여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전통의

상을 입고 동아(dong-ah)잎을 흔들며 강가까지 이어지는 행진에 참여한다. 줄다리기 

경기가 끝나면, 강에 몸을 담그는 의식이 있다. 이는 그동안 지켜온 모든 금기를 종식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마을 연장자와 의례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선정한 ‘두무팍

(dumupag)’이 푸눅 의례 전반을 주관한다(노마 레스피시오 2013).  

▪ Keo co, Keo Song, Day gay [베트남]

베트남에서 전통 줄다리기 의식은 라오까이(Lao Cai), 박닌(Bac Ninh), 빈폭(Vinh 

Phuc), 하노이(Ha Noi), 타니호아(Thanh Hoa), 응에안 등 북부지방 성들과 도시들, 그 

밖에도 호치민시를 포함한 남부 기타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연행된다. 베트남에서는 

줄다리기 연행의 특성, 의미, 규칙 등이 지역별로 다양하다.  보통 봄 축제에서 풍작을 

기원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례로 연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

적 사건, 신화,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연행하기도 한다. 줄다리기에 있어서 통상 

마을의 연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의 참가자는 남성들로 체력에 따라 선발된다. 

경기를 할 때는 심판이 주관하며, 마을의 연장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줄다리기와 관

련된 의례를 집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젊은 세대들에게 구술로 줄다리기의 

기술과 의식 등을 전승해 왔다. 줄다리기는 새해맞이 놀이로, 한 해의 풍년을 빌면서 

닭싸움, 씨름, 오리집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진다(옹옌 티 투하 2013). 

▪ 줄다리기, 줄당기기, 줄땡기기, 줄끗기 [한국]

한국에서 전통 줄다리기는 남부지역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연례 줄다

리기 행사를 위한 줄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거의 한 달 동안 일치단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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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실제 줄다리기에 앞서 지역 신들을 기리는 정교한 의식을 치른다. 한국에서 줄다

리기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 사람들의 재정능력에 따라 십시일반 하여 충당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런 방식의 참여는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줄다리기 행사에도 적극 참

여하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줄다리기는 동제 및 여러 수호신의 제사를 지내면서 

주민들이 흥겹게 노는 풍속이다. 정월 대보름 무렵부터 놀이는 시작되지만, 큰 줄을 만

드는 마을에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한다. 줄을 준비할 때나, 당길 때 주민들은 놀

이에 대한 흥분과 기대가 커진다. 농악대가 함께 등장하기 마련이다.    

위에서 예로 든 몇 몇 공동체의 줄다리기 의례는 아시아 줄다리기로 보기에는 그 표

본이 너무 적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일반화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사례

분석 정도로 만족하고자 한다.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제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면

서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줄다리기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놀이임은 분명하다. 남성들

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라도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응원객으로 적극 참여

한다. 이 때 의례를 주관하는 마을의 연장자, 종족의 대표자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의식, 기술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승할 뿐 아니라 신화, 전설, 전래이야기를 전하면서 마

을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중심인물들이다. 이들이 전승하는 것이 단지 의례방식, 

줄을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마을의 이야기들이 줄다리

기를 통해서 전승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줄다리기의 신화적 내용들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진작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본 발표에서는 줄다

리기 의식이 공동체의 신화, 전설, 역사적 사건, 가치관을 전승하는 주요기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4.� 줄다리기의�비교�연구의�관점

줄다리기의 비교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형화 통한 비교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주의적 접근이다. 줄다리기와 관련된 

의례와 신화, 전설의 상징과 의미를 분석해서 줄다리기 연행자/집단/공동체의 정신 

구조에 다가가는 접근 방법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줄다리기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얼마나 다양한지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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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문화의 구성요소를 분석해서 차이점을 강조하게 된다. 줄의 재료와 형태, 줄 만

들기 과정, 연행되는 시공간, 편 가르기, 줄의 처리방식, 제례방식 및 상징성에 이르기까

지 지역마다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줄다리기가 많이 행해지는 아시아 

각 지역들을 놓고 보더라도 유사성 보다는 차이성이 더 크게 드러난다. 그래서 논자들

은 줄다리기를 아시아의 공동무형문화유산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각 지역

마다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이 의례가 줄을 가지고 겨루는 놀이라는 점

만 가지고 공동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다리기기 문화의 공유성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닌 의식의 차원에

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구조주의적 분석 틀을 원용하고자 한다. 문화비

교에 있어서 동형이질론(isomorphism)의 시각을 가지고 구조적인 동질성을 밝히는 

일은 유용하면서도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아시아 전역에 분포된 줄다리기의 비교연구

에서 전파론이나 문화접합론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

는 좋은 연구의 틀이라고 생각된다.5 전파론이나 문화접합론에서는 문화를 비교할 때, 

현상 또는 표층구조의 유사점 내지는 차이점에 주목한다. 반면에 구조주의에서는 인

간의 내면적 심층구조 내지는 정신구조를 통해서 문화의 동질성과 변형에 주목한다.  

언어의 구조분석을 시도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기호는 두 개의 분리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그는 기호 속의 발음을 시니피앙(significant, 

記標), 그 발음에 의해서 생기는 관념적 내용을  시니피에 (signifie, 記義)로 구분하

였다. 언어학의 구조주의 이론을 신화학에 접목시킨 사람은 레비 스트라우스이다. 신

화의 청각적 이미지를 시니피앙으로 규정하고, 가치와 개념을 시니피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언어/청각의 분석대상을 확대하여서 바르트 (Roland Barthes)는 그의 저

서 신화 (Mithology, 1957)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 자체를 시니피앙으로, 그 

뒤에 숨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와 내용을 시니피에라고도 주장하였다. 

5 비교문화연구는 대체로 전파론과 문화접합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전자는 특정한 문
화가 어떤 지역에서 발생해서 어떻게 전파 되었는가 즉 문화의 기원/원류를 찾아가는 것이
고 후자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이루어졌는가에 논의를 집중하는 이론적 틀이다. 
이 두  입장은 여러 차원에서 상호대조적인데 특히 논의 또는 분석의 단위가 다르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전파론은 글로벌한 관점이 유리하고, 문화접합론은 국지적 관점
이 유리하다. 이처럼 분석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것이어야 하겠지만, 실제 
연구에 있어서는 상호대립적이다. 문화접합론은 지역의 역동적인 적응과정에 역점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의 문화현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화의 원류를 찾아가는 
입장과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는 학문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대립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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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행위인 줄다리기의 경우도 시니피앙 즉 기표로 드러난 이미지와 그 속에 내

재하는 시니피에인 기의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줄다리기 의식의 경우, 기표

는 줄을 당기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힘을 대결하고 즐기며 노는 행위가 된다. 이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기의 즉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심

층적인 분석을 끌어들이고 있다. 

나는 여기서 기존 연구자들이 지적한 줄다리기의 시니피앙의 다양성의 의미가 무엇

인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줄다리기의 시니피에를 통

해서 그 행위자들의 정신적 심층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 심층구조 속에는 무엇

이 코딩되어 있을까를 발견해내는 일은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줄다리기는 신화와 행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두 요소를 구조주의적 분석틀을 사

용하게 되면 신화 하나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보다 의미구조가 더 명확하게 드러

난다. 사람들의 행위가 더하여지기 때문에 신화가 실제로 인간사회에 어떻게 작용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화구조와 정신구조의 상관관계

를 의미 분석의 차원으로 유도하여 심도 있는 해석에 이르게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줄다리기의 유형(有形)적 측면-줄, 재료, 참여자, 제물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이

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단결, 풍요의 기원, 다산의 상징에 이른다고 논리적 비약을 하

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줄다리기에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을 대체로 유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모아지는 경향이 짙다. 다시 말해서 줄, 재료, 편, 시간, 도구, 기술 

등 자체에 천착하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의식을 작용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분석에 이

르지 못하게 된다. 본 발표에서도 줄다리기 관련 신화의 내용을 풍부하게 수집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수집된 신화가 극히 적어서 분석에 있어서는 한계가 크다. 후추 

보충하여 분석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발

표자가 인용 가능한 신화를 가지고 구조주의적 분석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레비-스트로스에 따르면, 신화는 그 구성하는 재료가 역사적 또는 그렇다고 생각되

는 상황들로 구성되며, 이는 이론상 무한한 역사적 사건이 시리즈로 이어진 것을 말

한다. 굳이 레비-스트로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신화의 구성 재료가 얼마나 

자유분방한지를 쉽게 알게 된다. 그러면서도 각 사회/집단은 자신들에게 알맞은 ‘변별

력 있는’ 재료 즉 ‘변별력이 있는 적당한 사건을 선택하여 신화를 구성 한다(레비-스

트로스 2005:116). 마찬가지로 놀이행위에서도 역시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재료와 

기술을 자신들/집단/공동체에게 맞는 합당한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서 지역공동체마다의 변별적 놀이가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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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놀이와 신화에서는 대결과 결합이 하나의 주제로 등장하고, 그 주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환을 필연적으로 유도한다. 마치 음악에서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생각해 

낼 수 있듯이.6 하나의 주제에 의한 변환은 끝없이 펼쳐질 수 있다. 행위자와 행위 

집단의 합심을 유도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신화만한 좋은 재료가 없다. 실제로 지역마다 

자유롭게 신화, 설화, 역사가 줄다리기에 들어있다. 신과 악마가 합심하는 보물을 찾으러 

나선다는 캄보디아의 유해교반도 있고, 지네와 구렁이가 결투를 벌이다가 둘 다 죽는 

기지시의 신화도 있다.   

[그림] 줄다리기의 구조도

    

남 = 여 / 신 =  악마 / 이무기 = 구렁이 / 아랫마을 = 윗마을 / 강가 마을 = 강 

건너 마을 / 옹기장이 = 타일 제조공 등의 대결의 기본 구조 아래서 변형의 자유로움

은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이며, 창의성과 유관하다. 이 대결은 다시 남녀, 암수, 신과 

악마의 조화로 이어진다. 이 양극화는 대립적이기 보다는 총체적이라는 점이 중요하

다. 구성원들은 신화적 놀이적 대립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명제를 의식한다. 다시 

말해서 신화와 신화적 행위를 통해서 줄다리기 공동체는 정체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공동체적 삶을 의식화 또는 내재화하기도 한다. 

5.� 맺음말

6 레비스트라우스는 그의 저서 신화학에서 신화와 음악의 비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레비-스트라우스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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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의 공유성은 문화요소의 기표를 통해서 찾아내기는 힘들다. 줄, 재료, 편 

가르기, 시공간, 제의, 제물 등은 기표에 해당한다. 발표자는 줄다리기가 진정 무형문

화유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의를 통해서 행위자들의 정신구조를 만나볼 것을 제

안해 보았다. 지금까지 ‘왜’ 줄다리기가 공동체의 단결과 합심을 이루는 지를 설명했

다면, 나는 ‘어떻게’ 행위자들이 줄다리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게 되는 

지에 주목해 보고자 했다. ‘왜’ 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무형문화유산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레비-스트로스가 제시한 무의식적 구조 역시도 줄다리기 공동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즉 “우리는 인간이 신화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가를 제시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인간 속에서 어떻게 사고하는 

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역설했다(레비-스트로스 2005:110).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그것을 구성하는 상징, 언어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심층구조

의 분석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신화보다 유리한 점이 있다. 언어적 표현만을 분석하

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화한 행위도 심층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레비-

스트로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줄다리기가 행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는 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표자는 줄다리기의 일련의 행위와 이야기가 공동체 구성원 (참여자)들의 의식을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다. 줄다리기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

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고 본다.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노동,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의식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줄다리기가 단합과 풍요기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무엇이 의미 있는 행동인지를 일러주는 서사적 행위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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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에서의� ‘공동체’� 개념:�

무형유산의�보호사업과�등재의�최근�경향을�중심으로7

박�상�미� |�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학부�교수

1.� 들어가는�말�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정의하고, 그 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일부의 경우 

그것들을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는 과정 등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

다. 즉, 무형유산의 개념, 성격, 의미의 규정부터 전승과 보호 등의 정책적 측면에 이르기

까지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관계는 매우 복잡다단할 뿐만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서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두 갈래로 나

눌 수 있는데, 첫째는 무형유산이 공동체의 삶과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에 관

한 것이며, 둘째로는 무형유산의 연행과 전승을 포함한 보호사업에 있어 공동체가 담당하

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 둘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보호사업과 등재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03

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12 회 나오고, 당 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총 42 회나 등장하는데, 대부분, “공동체, 단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개인

들(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licable, individuals)” 이라는 구절로 쓰임을 볼 

7 본 원고는 2015 년 4 월 10 일 열리는 당진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전북대학교 무형
문화유산연구소 주관 『2015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용으
로 작성된 초고이므로 발표자의 동의 없이 인용이나 발췌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
고 내용의 일부는 2014 년 10 월 문화재재단 주최로 열린 농악심포지엄에서 이미 발표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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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유형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사업의 근간이 되는 1972 년의 세계유

산협약 본문 자체에는 ‘공동체’ 개념이 명기되어 있지는 않으나 최근 이 협약과 관련되어 

열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는 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와

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회의에서 유형유산에 있어서도 그 유산에 의미를 부여

하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련성을 지니며 해당 유산을 문화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

식하는 공동체의 역할의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사업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

여 (‘협약 당사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운영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맥락에서 

공동체의 개념, 범주, 이해관계는 반드시 국가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민

족 국가의 소수민족이 특정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체의 주를 이룰 경우나 주류 문화와 

비주류 문화가 상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거나 배타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무형

유산 사업의 경우 토착적, 지역적, 소수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문화다양성과 소수자

의 문화향유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세계유산 사업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고 이에 대한 공

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무형유산 사업에서의 공동체 개념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에서 형성

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2003)에� 나타난� “공동체”의�개념8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협약은 그보다 약 30 년 앞선 세계유산협약(1972)이 유산

관련 공동체로부터 유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의 내용을 성찰하

고 그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Rudolff and Raymond 2013).  이

전의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이러한 반성은 무형유산협약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무형유산의 정의, 보호,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의 중심적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유산협약이 제정된 이후로 문화유산과 공동체간

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거듭 이루어져서, 공동체는 문화유산을 단순히 

지키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만들어가고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에 더해서 토착 공동체의 문화

적 권리가 보다 중시되고 문화다양성 보전에 대한 더욱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

8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03, 문화재
청 한글 번역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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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의 목록에 등재되는데 있어서도 국가의 입장과 유산

관련 공동체의 이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2003 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쳤고, 일부에서는 당 

협약이 유산보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협약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Rudolff and Raymond 2013). 

무형유산은 대체로 토착적 기반을 가지고 삶의 일부로 연행되어 온 것이며, 한 사회

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인류의 문화 다양성과 창

의성을 함양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무형유산은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변화 속에서 그 의미와 기능이 축소될 위험이 크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

제사회의 관심도 이러한 소중한 유산이 보호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

하였다. 2003 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그 서문에서부터 이러한 점

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협약의 서문에, “... 토착 공동체, 집단 또는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전, 유지, 재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문화적 다양성 및 인

류의 창조성을 더욱 풍부하게 함을 인정하면서...”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협약의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공동체와의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 집단 및 개인들이 그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

하는 실행, 표출, 표현, 지식 및 기술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유물 및 문

화 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세대를 통해 전해오는 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그

들의 환경에 대한 반응, 자연과의 교류, 존재의 역사적 조건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창조

하며 이들에게 정체성 및 지속성을 제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

을 증진시킨다. 

동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되는 것은 공동체, 집단, 개인의 상호 존중에 

대한 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뿐 아니라 현존하는 국제 인권과 양립하여야 한다. (협

약 2 조)

위와 같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협약은 무형유산의 정의 자체부터 공동체와의 

연관성 속에서 내려져 있다. 또한 당 협약은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호에 관한 조항인 

제 15 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생산, 보존 및 전승의 주체

가 토착 공동체 및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능

한 한 이들의 폭넓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의 보호 사업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들을 인식하는 동시에 향후의 보호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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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 년에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30 개국의 비준을 시점으로 발효된 

해인 2006 년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서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전문

가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정의, 인벤토리 작성에 있어서의 공동체의 역할, 유네스코 목록 

등재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이 폭넓고도 심층적으로 논의되었다.9 특

히 이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협약에 나오는 ‘공동체, 집단, 개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기로 하였다.

‘공동체’란 무형유산을 연행하고, 전승하고, 그것과의 관련성에서 기인한, 공유된 역사적 

관계로부터 나오는, 정체성과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집단’이란 단일한 

하나의 공동체 또는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

으로 현재와 미래에 무형유산의 수호자, 연행자,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격으로 유산의 연

행, 재창조, 또는 전승에 있어 기술, 경험,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개인’이란 역시 한 집단 안에 있거나 여러 집단에 분산된 이들로, 특별한 기

술, 지식, 경험이나 그 외의 특성을 지니고 현재와 미래의 무형유산의 연행, 재창조, 또는 

전승에 있어 문화의 수호자, 연행자, 또는 배우는 사람의 자격으로 특정한 역할을 수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무형유산의 의미부여, 전승, 보호, 

그리고 유네스코 목록 등재에 있어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2003 무

형유산 보호협약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3.� 유네스코�무형유산보호협약의�운영지침에�나타난� ‘공동체’의� 개념10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실제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담은 운영지침 (Operational Directives)은 비교적 신생의 협약인 무형유산

9 Report on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 Japan, organized by UNESCO and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10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ersion updated at the 5th General Assembly, 
June 2014),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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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협약을 십여 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다양한 상황들을 반영하며 거

의 매년 개정되어 왔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4 년 6 월에 파리에서 열린 협약 당사

국 총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운영지침은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 보

호사업의 현 실정을 비교적 잘 반영하게 되었다. 총 5 장, 169 조로 이루어진 운영지침에

서 ‘제 3 장 협약의 시행에 있어서의 참여’에 속하는 79 조부터 89 조까지의 항목들이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있어 ‘공동체’의 개념과 역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

다. 79 조는 무형유산과 관련된 공동체를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기능적인, 상호 보완

적인 협업 체제를 갖추도록 협약 당사국의 정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당 지침은, 여러 가지 맥락과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이 공동체의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의 실행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자체의 역량을 개발하는 내용이 포

함되며, 유네스코 목록에의 등재나, 필요한 경우 등재 철회에서도 공동체의 의견을 경

청하고 우선시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 정부는 공동체 등의 주

체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이 권장된다.

이상과 같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내용을 볼 때, 협약의 운영에 

있어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협약 당사국 

정부에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네스코의 무형

유산보호사업은 당사국 정부의 역할을 매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형유산을 보호하

고 전승하며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체는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4.�무형유산의�규모와�범위에�관한�실무�그룹�회의�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October� 2012,�

Paris)�에서�논의된�공동체�개념11

11 Summary records of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UNESCO Headquarters, 22 and 23 October 2012), 
reported at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ighth session, Baku, Azerbaijan, 2 to 7 
Dec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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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유산 관련 논의와 제도 운영에서 가장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가 유산의 크기와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유산이 비슷한 것들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

끼리,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같은 유산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무형유산들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의 문제에 관한 

것이며 특히 유네스코 목록 등재사업에 있어서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일본 내 다른 지역의 유산을 별개의 유산으로 등재 신청했다가 유사성이 

크다는 이유로 등재가 보류된 적이 있다. 무형유산의 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

들이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실무회의를 2012 년 10 월에 개최하였

다. 

이 실무회의에서 전체 토론을 위한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유산이 어느 정도 비슷

해야 동일한 유산으로 간주될 것인가, 하나의 유산이란 어느 정도의 크기와 범위를 

가진 것인가의 최종 판단은 결국 유산과 관련된 당사자인 공동체의 의지와 판단에 달

려 있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잣대란 없는 것이

며 유산은 유사하기 보다는 ‘공유된(shared)’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도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맥락에 따라 유산의 크기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의

견도 많은 지지를 얻었다.12 예를 들어,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유산은 당

연히 작은 규모와 범위를 가지며 해당 공동체의 크기도 작은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달리, 

대표 목록의 경우에는 무형유산의 대표성을 강조하고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들을 아우르는 큰 범위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인류무형유산 대

표목록 등재신청 경향은 이러한 견해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은 최근 

이미 등재된 자국의 유산과 유사한 일본 내 여러 지역의 유산들을 추가하여 다지역 연속 

유산으로 재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일본 내 여러 지역의 등재수요

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추가 유산의 등재도 비교적 수월하게 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전문가회의에서 얻어진 결론들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다국가 등

재신청, 더 나아가 한국의 경우 남북한 유산의 공동 등재 사업 등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참고 사항으로 씅리 수 있을 것이다.

12 2014 년 5 월에 간행된 비망록(Aide-Memoire)에도 이 회의의 결론이 반영되어, 그 내용이 
53 항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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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논의에 있어 무형유산의 해당 공동체의 의견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무형유산 등재와 전반적인 보호를 포함한 유네스코 사업의 시

행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국 정부가 공동체에게 해당 유산이 어떤 맥

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많은 회의 참석 전

문가들이 동의하였다.

5.�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관련� 참고자료� (Nomination�

form,� Aide-Memoire� for� Completing� a� Nomination,� Instructions� for�

Nomination� File)의� 공동체�관련�내용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메모에 해당하는 비망록 

(Aide-Memoire)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제 8 차 정부간위원회에서의 결정

을 토대로 유네스코 본부의 무형유산과에서 작성한 것이다. 이 문서에는 등재신청의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보호 사업에 관해 전반적이고 구체

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2014 년 5 월에 발간된 것으로 총 46 쪽의 분량에 106

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27 항부터의 내용이 ‘가능한 최대한의 공동체 참여’에 

관한 것인데, 문서는 먼저 이 대목이 당 협약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임을 명시했다. 

특히 여기서 공동체의 역할은 비단 등재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뿐 아니라 

무형유산 보호사업 전반에 있어서의 참여임도 명백히 하였다. 제 27 항에서는 무형유

산 보호협약에서 말하는 공동체란 그 유산의 연행, 전승 등의 역할로 유산과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해당 유산을 감상하고, 관찰하고, 참여함으로써 유

산이 정체성의 일부가 되고 지속성을 가지게 되는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다. 또한, 30

항에서는 공동체 내의 다양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고, 31 항에서는 등재신청서에서 

전체 관련 공동체 중 한정된 범주의 공동체만을 포함할 경우 그 선택이 어떤 기준으

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32 항과 33 항에서는 공동체 내

의 다양한 구성원들 중 여성과 청년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청년층이 무형

유산에 대해 관심이 부족할 경우 일부 등재신청서에서와 같이 청년들을 비난하는 듯 

서술을 하기 보다는, 전승이 모든 세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보전계획을 수립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003 년의 협약이 유산보다는 공동체가 더 강조된 협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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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에 대한 언급은 협약과 운영지침에 많이 등장하는데 2014 년 비망록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58 항과 59 항에서는 유산의 기술적인 내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문

화적인 기능을 충분히 서술할 것을 요구하여 다시 한 번 유산이 공동체 내에서 가지

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 유산의 

탈 맥락화의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최대한의 참여는 그 자

체로 유산보호의 길임을 81 항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보호제도의 입

안에서부터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6.� 제� 8 차와�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심사한�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의견서�중� 공동체에�관련된�부분13

목록 등재를 포함한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보호 사업의 기조와 경향을 가늠할 수 있

는 유용한 자료 중의 하나는 유산의 등재여부를 심사하는 보조 기구의 심사결과 발표

에 포함된 종합평가 부분이다. 가장 최근의 정부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2014 년 11 월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된 제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여기

서는 2013 년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열린 제 8 차 회의와 다음 해 9 차 회의의 심

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인류무형유산 등재심사의 경향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무형유산 보호사업의 방향성을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2013 년 제 8 차 정부 간 회의 심사 보조기구의 전체 심사평에서는, 여러 국가의 신

청서들이 무형유산 등재에 있어 해당 공동체가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서의 중요한 항목인 보호조치의 입안과 실행에서 공동

체의 주도적인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재 신청 결정과 준비 작업에서 공동체

가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신청서에서 분명히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다. 심

사보조기구는 다시 한 번 공동체가 협약 정신 실행 의 중심에 서고 등재 과정에서도 

13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3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aku, Azerbaijan, December 4, 2013.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4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Paris, France, Nov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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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덧붙여 여기서의 공동체란 유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한된 범위의 공동체뿐만이 아닌, 그 유산을 감상하고, 관찰하

고, 전승하는 데 직, 간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유산이 정체성의 원천이 되고, 유산의 

지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공동체를 의미함을 

분명히 하였다. 

2014 년 11 월에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 9 차 정부간위원회의 심사

보조기구 보고서에서는 특히 등재신청서 내용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구체

적으로 기술되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것이 강조되었다. 유산과 해당 공동체

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또는 ‘모든 기관들’이라는 식으

로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했으며, 공동체가 단지 정보제공자로

서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권고했

다.

7.� 나가는�말

본 발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무형유산은 관련 공동체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논의

되기 어렵다. 또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과 운영

지침, 관련 회의 결과들이 앞으로 공동체와 무형유산관련 정책의 방향에 대해 시사하

는 바가 크다. 향후 예견되는 주변국과의 무형유산 등재 관련 조정의 문제, 향후 추진

할 가능성이 있는 공동 등재 신청 사업, 이 분야 남북협력의 문제 등에 있어서도 유

산의 공동체가 유산의 유사성, 상이성, 연관성 등에 있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가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문화유산은 과거부터 있어온 것이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 의해 정의되고 끊임없

이 재창조되고 그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물론,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모호한 부분에 대한 만능의 답이 공동체의 의사가 

될 수는 없다. 또한 공동체는 그 내부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 자체로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 의견이 단일한 것으로 정리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공

동체의 범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무형

유산의 보호 사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체를 배제하고는 행해지기 어렵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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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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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아시아�민속�줄다리기�보호를�위한�국제�협력

박�성�용� |�아태무형유산센터�정책사업본부장

1.� 들어가는�말

줄다리기는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범인류적인 문화현상이다. 특히 아시아의 줄

다리기는 벼농사와 관련되어 행해지는 의례로 주로 농경 문화권인 동아시아와 동남아

시아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할 때, 혹은 농

사의 풍흉을 점치기 위해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전통 줄다리기는 기후나 환경에 

따른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수성과 독자성, 창조성이 존재하여 

아시아의 공동의 무형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전통 줄다리기는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승의 위

기에 놓여있으며 무형유산으로서 농경의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줄다리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거나 개략적인 

연구가 많아 지역 간의 관련성을 짚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당진시와 협력하여 2012 년 말에서 2013 년 초 

3 개월간에 걸쳐서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줄다리기 현황 

조사에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이 참가하였으며 농경의례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들

을 발굴할 수 있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의 줄다리기에 대한 조사내용들은 

2013 년 4 월 당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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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표되었으며, 이때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보호 현황에 대한 발표도 추가되었다.

2013 년도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4 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상기 국가는 심포지엄 이후에 개최된 비공식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국가에서 전승되고 

있으면서 아시아 각지에서 연행되고 있는 전통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의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하여 논

의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4 월에 가졌던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대표

들과 함께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위한 정부 간 회의를 10 월과 12 월 2 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다. 정부 간 회의에는 각국의 무형유산 담당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 

주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을 비롯한 4 개 국가는 처음

으로 작성하는 공동등재 신청서였기에 서로 협력하면서 많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였

다.

작성된 등재 신청서와 사진, 영상 등 부속 첨부물들은 파리 현지 시간 2014 년 3 월 

31 일 기한에 맞추어 협약 사무국에 제출되었으며, 사무국으로부터 2014 년 11 월에 

신청서 보완 요청에 따라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 국은 다시 협력하여 

2015 년 2 월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다. 

현재 유네스코 협약 평가기구에 의해 공동등재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

사기구의 최종 평가는 4 월에서 6 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사무국은 정부

간위원회 4 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위원회 위원국에 전달하고 당사국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줄다리기 공동등재 여부는 11 월 30 일부터 12 월 

4 일까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개최될 제 9 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위에 기술한 아시아의 민속 줄다리기를 둘러싼 그간의 국제 협력 노

력들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해 보려고 한다.

2.� 동남아시아�전통�줄다리기�현황조사�사업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당진시는 아시아 지역의 공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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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고 유산 보호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줄다리기 전통

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현황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캄

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전문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시작으

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아

시아 지역에서의 줄다리기 전통의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센터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와 함께 각국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자국의 

전통 줄다리기에 관한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

다. 각 기관은 센터에서 작성한 질문지에 따른 응답을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

출하였으며, 특히 현황조사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1 년 동안 연행되는 다양한 줄다리기 

전통을 현지 조사팀을 파견하여 촬영, 기록, 연구하도록 하였다.

해당 줄다리기의 개요, 특징 및 전승 현황, 연희 과정 및 도구의 제작, 관련 의례 

및 행사, 전승자 및 관련 단체, 각종 보호 조치 등 국가별 현황에 관한 질문서 작성, 

조사함으로써 해당 유산에 대한 보호 전승 및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현지조사팀은 각 줄다리기 전통을 계승하는 실연자와 전수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생

생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기록하였으며, 사진 동영상등 시청각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후 센터는 참가국 및 관계기관과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전통 줄다

리기 종목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1) 베트남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팀은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 소

속 연구원들로 구성되었다. 베트남 현지조사팀은 박닌 성 흐우 짭 마을의 줄다리기 

축제, 빈푹 성 띡선 줄다리기 축제, 라오까이 성 롱똥 줄다리기 축제, 흐엉 깐 마을의 

줄다리기 축제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사업 기간 중 줄다리기 축제가 연행된 흐엉 깐 

마을을 두 차례 방문하여 줄다리기 축제를 조사, 기록하였다.

2013 년도 흐엉 깐 줄다리기 축제는 2 월 12 일부터 14 일 까지 사흘 간 진행되었으

며, 이 기간 동안 현지조사팀은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줄다리기 행사 참관, 관계자 인

터뷰,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관련 문헌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1 차 현지조사를 마친 뒤 수집한 정보를 센터가 제공한 질문지에 대입하

는 방식으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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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증과 조사 내용 보충을 위해 3 월 둘째 주에 흐엉 깐 마을을 2 차 방문하였다.

2 차 현지조사에서는 줄다리기 선수, 마을 공동체 간부 및 마을 원로 등의 심층 질

의응답을 통해 1 차 방문 시 행사 참관만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었던 줄다리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팀은 3 월 셋째 주에 두 차례의 현지방문 조사 결과

를 정리한 중간 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였으며 센터와의 피드백을 통한 보고서 내용 

수정 및 보완을 거쳐 4 월 첫째 주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였다.

 2) 필리핀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를 위한 현지조사팀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NCCA)를 비롯하여 필리핀대학교, 필리핀문화원 등 다양한 소속의 직원으로 되었다.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는 하반기에 열리는 후오와 추수의례의 일환으로 연행되기 때

문에 본 사업 기간 내에 실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필리핀 

현지조사팀은 후오와 추수의례로 거행되는 전통 줄다리기인 ‘푸눅’의례를 중점 조사하

기로 하고, 2013 년 3 월에 해당 지역을 1 차 방문하여 푸눅 연행 관계자들을 만나 인

터뷰하고 현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농경의례로서 연행되는 줄다리기인 푸눅은 본 현황조사 사업

이전에는 사진기록 및 신문기사가 남아있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심층적인 조사 연구

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조사팀이 1 차 현지조사 이전에 수집할 수 있었던 푸

눅 관련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조사팀은 2013 년 3 월 16 일과 17 일 양일 간 이루어진 이푸가오주 1 차 현지조사

시 푸눅과 후오와를 연행하는 바랑가이 지역 3 곳인 바랑가이 하파오 프로퍼, 바랑가

이 반가안, 바랑가이 눙구루난에 거주하는 푸눅 연행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팀은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

으며, 4 월 11 일에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를 발표하였

다. 이후 필리핀 현지조사팀은 추수의례 일정과 연계하여 이푸가오주를 재방문하여 

푸눅 의례를 참관하고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정

리하여 센터에 제출하였다.

 3)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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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현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지조사는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산하 대표 연구교육기관인 

왕립예술대학교의 봉 소바트 총장을 수장으로 왕립예술대학교 연구자 및 문화예술부 

직원들로 구성된 현지조사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는 4 월 중순 캄보디아의 전통 설 명절과 츨롱 쳇(chlong 

chet)이라고 부르는 시농(始農) 축제 기간에 연행되는데, 현지조사팀은 본 사업 기간 

중 설 명절 축제의 일환으로 연행되는 전통 줄다리기를 참관할 수 있었다. 대부분 모

든 지역의 줄다리기 행사가 설 명절의 마지막 날인 4 월 15 일에 동시에 연행되는 점

과 일부 현지조사팀원이 당진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에 참가하기 위해 줄다리기 행사기간 동안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엠립 

주 이외의 지역에 대한 조사는 서면 및 유선 인터뷰, 기존 문헌 자료 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조사팀은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문헌자료 조사를 토대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센터와의 피드백을 통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2013 년 5 월 24 일에 최

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동아시아�전통�줄다리기�국제�심포지엄

상기 현황조사 사업을 통해 수집, 조사된 최종 결과물들을 토대로 2013 년 4 월 11

일부터 14 일까지 충남 당진에서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

다. 이 회의는 한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줄다리기의 공개행사

의 일환인 ‘2013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따라서 국내외 참가

자들은 심포지엄과 함께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당진선언

심포지엄에 앞서 당진시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당진선언’을 선포

하였다. 당진선언은 2013 년 4 월 11 일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국내외 문

화유산 전문가, 국내 줄다리기 보존회,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 100 여명의 인

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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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을 통하여,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는 공동체 간 교류를 통하여 인류의 무형문화유산

인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 활동을 적극 증진할 것,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은 동아시아 전

통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을 규명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연구 활동을 적극 수행할 것, 

기지시줄다리기축제위원회는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국내 및 국제 도시 간 공동

체 간 연맹 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당진시는 국경을 초월하여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공동등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등을 전야 행사로 개최된 당진선언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을 모시고 엄숙히 약속하였다.

 2)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캄

보디아, 필리핀의 학술 관계자, 각국 정부 관계자, 국내 줄다리기 보존회 등 약 80 여

명이 참석하여 전통 줄다리기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국 전통 줄다리기의 전승 현

황에 대한 주제로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하였다.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이해 증진과 공동등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3 년 

4 월 12 일에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개최된 국제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전통 줄다

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이란 주제로 하루 종일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과 동아시아 줄다리기’라고 하는 소주제로 제 

1 부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박성용 정책사업본부장이 

‘2003 년 협약체제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의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박상미 교수가 ‘국경을 넘는 공유 무형문화유산의 다원성

과 보편성’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정연학 학예연구관이 ‘동아시아 공유 무형문화

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에 대하여 발표가 이어졌다. 

제 2 부에서는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 응엔 티 투하 연구원이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축제, 흥엉 깐 줄다리기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사례발표를 하였으며(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응옌 킴 중 무형유산과장 대독), 계속해서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시욘 

소페아리트 강사의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필리핀대학교 노마 레

스피시오 교수의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 분포와 전승 현황’, 동경문화재연구소 호시노 

히로시 명예연구원의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 현황’,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한양명 교

수의 ‘한국의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그 의미’등 각국의 줄다리기 사례에 대해 공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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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종합토론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이삼열 사무총장이 진행하고 베트

남 문화체육관광부 응옌 킴 중 무형유산과장,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 치 로타 교무차

장,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세실리아 피카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동경문화재연

구소 아마이시 미기와 연구원, 중앙대학교 임장혁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종

합토론에서는 크게 ‘전통 줄다리기 종목의 공동등재 가능성’에 대한 문제와 ‘줄다리기

의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성’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전통 줄다리기는 농경의례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연행되는 공동의 유산

이며 문화나 기후, 환경에 따라 공통성과 독자성, 창조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심포지

엄은 그 다양성과 통유성을 살펴보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또한 유네스코 협약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동아시아 공유유산으로서의 전통 줄다리기의 국가별 분포 및 전

승 현황 사례를 공유하였다.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국제 심포지엄은 공동의 과제를 위한 문화 간의 협력과 이

해를 증진시키고 전통 줄다리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토

론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를 위한 정부 간 회의 사전 정보 세션

심포지엄 다음날인 2013 년 4 월 13 일에 동 박물관에서 한국의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에 참가한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베트남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아 전통 줄다리

기 공동등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보 세션 형식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문

화재청은 먼저 동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에 대한 제안을 설명하였고, 줄다리

기 공동등재 국가 간 연락회의를 구성하고 포컬 포인트를 선정하였으며, 신청서 작성

과 사진 및 동영상 등의 관련 자료 제작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다.

4.� 전통�줄다리기�공동등재�신청을�위한�정부�간� 회의

한국의 문화재청은 일본을 비롯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3 국과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공동등재 참가 의사를 밝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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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3 국과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간 회의를 진행하여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제 1 차 회의는 2013 년 10 월 22 일부터 24 일까지 3 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

서 진행되었으며, 제 2 차 회의는 2013 년 12 월 21 일부터 23 일까지 3 일간 밀레니

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국가당 2 명씩 각국 정부 대표자 8

명, 문화재청 및 아태무형유산센터 관계자 10 여명, 국내 무형유산 및 국제협력 관련 

전문가 7 명 등 총 25 명이 참가하였다.

 1) 제 1 차 정부 간 회의

2013 년 10 월에 문화재청의 주최 하에 열린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제 1 차 정부 간 회의는 각 정부 간의 의견 조율 및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함이었다. 

센터는 공동등재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공동등재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과 

향후 일정을 제시하였다. 정부 간 회의에서는 공동 등재 신청서의 초안 작성을 위하

여 해당 유산의 기본정보 및 정의를 소개하고 줄다리기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대

화를 촉진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효율적인 공동등재 신청서를 위한 작성 전략을 

통하여 종목을 공동등재 하는 의미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첫째로 정부 간 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논의 (공동등재 추진 배경 및 

경과보고, 공동등재 신청절차 및 향후 일정 검토, 정부 간 회의 구성 및 역할 분담 협의), 

둘째는 국가별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발표 (캄보다아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필리

핀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한국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베트남의 전통 줄다리기 

전승현황), 셋째는 등재신청서 초안 작성 (해당 유산의 기본 정보, 해당 유산의 정의 및 

소개, 인식 제고 및 대화 촉진, 보호 조치, 공동체 참여 및 동의, 기타 사항) 등의 논의와  

작업을 처리하였다.

제 1 차 정부 간 회의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공유 무형문화유산인 전통 줄다리기 종

목의 각국 현황을 확인하고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국가 간 정보를 공유하며 네트워킹

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의 전통 

줄다리기가 자국의 국가목록에 등록되어 있으며, 각국의 해당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차원에서 공동등재를 지원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국은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종목의 공식명칭을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로 동의하여 줄다리기가 단순 연행이 아닌 의례이자 놀이임을 부

각하여 공동등재 가능성을 높이고, 각국 참가자들은 공동등재 신청서 초안을 각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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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제출하여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공동등재 신청서 제출을 위한 권

고문을 채택하였다.  

 2) 제 2 차 정부 간 회의

1 차 정부 간 회의에 이어 두 달 후인 2013 년 12 월에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신

청을 위한 제 2 차 정부 간 회의가 열렸다. 제 1 차 정부 간 회의 공동등재 신청서 초

안 이후, 국가별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바, 수정안에 대한 검토 및 최종안 확정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국가별 국내 승인 절차 추진,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 제출 

등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대내외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하였다. 제 2 차 정부 간 회의

를 통하여 유네스코 목록 등재에 대한 증가하는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부응하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국가별 등재신청 건수 제한 요청에 대한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

였다.

자세한 내용은, 첫째로 공동등재 신청서 국가별 수정안 검토 (제 1 차 정부간회의 때 작

성된 초안에 대하여 국가별로 검토 수정한 내용 발표 - 센터에서 신청서 수정 양식 기 

배포), 둘째는 공동등재 관련 국내외 절차 점검 (국가별 등재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점검 

및 유네스코 협약 사무국 등재 신청서 제출 일정 확인 - 국가별 등재 신청서 승인 절차 

보고 요청), 셋째는 등재 신청 관련 영상 및 사진 자료 선정 (문화재연구소가 감수하고 

외부 전문 업체에서 작업 중인 영상물(10 분 이내) 검토 및 사진 자료(10 장) 선정 - 지

적재산권 관련 내용 포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차 회의에서 각국은 공동등재 신청을 위한 종목의 공식명칭을 ‘Tugging Rituals 

and Games’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담론 등을 통해 최근 

비판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Tradition’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Traditional’이라는 표현을 생략한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4 개국은 2 차 정부 간 회의

를 통해서 공동등재 신청서 2 차 수정안을 작성하고 최종본을 2014 년 1 월 20 일까지 

센터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3 월 15 일까지 등재 신청서 서명 등 모든 등재 신청 준

비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제작

된 등재 신청용 10 분짜리 동영상에 대한 시사회도 개최되었다. 

2 차례에 걸쳐 진행된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 개국 정부 간 회의는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 간 연대를 통하여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 있어

서 크나큰 의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개국이 작성한 공동등재 신청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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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사무국에 2014 년 3 월 31 일(파리 현지 

시각)에 온라인을 통하여 제출되었다.

이후 지난 2014 년 11 월에 협약 사무국은 우리 문화재청에 신청서 자료 보완을 요

청해 왔으며 그 해 12 월 중에 미비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사무국으로

부터 글자 수 등 제한된 지면에 4 개 국가의 내용을 기술함에 따라 부족한 설명을 이

유로 일부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받아 다시 4 개국이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

축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난 2 월에 보충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5.� ‘줄다리기�의례와�놀이’� 공동등재와�향후�과제

줄다리기 공동등재와 관련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협약 정부간위원회는 국가 

간 경쟁으로 신청 건수가 과도하게 많아짐에 따라, 지난 제 6 차 회의(2011)에서 등

재 심사 총량을 연간 60 건으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 8 차 정부간위원회

에서 등재 심사 총량이 연간 50 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또한 심사의 우선순위를 첫

째로 등재 유산 미 보유국 제출 신청서 및 긴급보호목록, 둘째로 공동등재 신청서, 셋

째로 등재유산이 적은 당사국 제출 신청서로 결정하였다.

지난 2014 년도 3 월에 신청한 줄다리기에 대한 심사는 공동등재 종목 우선 심사 원칙에 

따라 2015 년도 심사 대상 26 번째로 순서를 차지하였다(참고로 같은 시기에 한국 단독으

로 신청한 ‘제주도 해녀문화’는 그 순위가 59 번으로 2016 년도 심사 대상으로 밀려났다). 

그동안 협약 대표목록에 대한 심사는 2008 년에 협약 운영지침이 제 3 차 총회에서 

채택 된 이래 협약 선거 지역 구분에 따른 6 개 그룹의 정부간위원국 대표 2 개국씩 

12 개 국가로 구성된 ‘보조기구’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6 개 그룹에서 선

출된 전문가 6 명과 비정부기구 대표 6 명씩 12 명으로 구성된 ‘평가기구’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심사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일정은 평가기구의 심사결과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5 년 11 월 30 일부

터 12 월 4 일까지 나미비아에서 열리는 제 9 차 정부간위원회 4 주 전에 유네스코 홈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또한 심사결과는 동 위원회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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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여러 무형유산 관련 전문기관들은 성공적인 등재 결정을 염원하면서 몇 가

지 기념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다. 먼저 국립무형유산원은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

트남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가 등재 결정이 날 것을 기념하여 4 개국의 민속 줄다리

기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와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재재단과 

당진시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캄보디아 왕립예술대학교, 필리핀 국가문화예술

위원회, 베트남 문화예술연구소의 협력 하에 올 연말에 ‘캄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

남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에 대한 영문 및 국문 도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는 ‘줄다리기’라고 하는 무형유산이 형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번영

과 화합을 기원하는 대의적 명분에서는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캄

보디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4 개국의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 대표목록 공동등재 신

청 작업은 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해 주었을 뿐만 아

니라 무형유산 보호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경험하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세션� 2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와 

무형유산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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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1】

캄보디아의�줄다리기� (Teanh� Prot)와� 쌀� 재배�공동체

시온�소페아리트� |�캄보디아�문화예술부�사무관,� 왕립예술대학�강사

대부분의 아시아인에게 그렇듯, 캄보디아인에게도 쌀은 다용도로 사용되는 필수품이다. 쌀

은 캄보디아에서도 주식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종교 의식 중에 필수적인 제사 도구로 사

용되기도 한다. 놀라운 것은 쌀이 네안 프로페이(Nean Propey)라고 불리는 여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쌀은 프레흐 메'(Preah Me, 8 월의 어머니)'로 불

리어지기도 하는데, 지신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매년 충분한 쌀을 얻는 것이 

쌀 재배농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여러 기술들과 도

구들이 개발되었고, 쌀농사와 관련된 전통 의식들과 민속놀이들도 함께 거행되어왔다. 

특히, 이런 의식들은 ‘정령숭배’를 하는 것이거나 정령숭배를 지향하는 특성이 있다. 

마을 원로들에 의해 운영되는 각 공동체는 로엥 네악 타(Loeng Neak Ta), 포운 프

놈 스롭(Poun Phnom Srov), 츨롱 쳇(Chlong Chet, 시농[始農]을 알리는 축제)과 같은 

의식들을 행한다. 로엥 네악 타는 네악 타를 달래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번영 (예를 들

면, 쌀농사가 잘 되고 좋은 작물을 얻도록 충분한 비를 내려주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비는 공동체의 의식이다. 네악 타는, 마을과 마을의 농경지들을 상징하는 ‘토지(土地) 

신(神)’이다. 그는 작은 오두막, 혹은 깨진 동상, 바위와 개미집 둔덕(역주: 열대지방에

서 개미의 활동으로 토양이 작은 언덕 모양으로 쌓여진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포운 프놈 스롭은 ‘산더미 같은 쌀을 만드는(쌀 산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산은 다가오는 해에 쌀이 풍성하도록 기원하는 것이다. 이 행사에는 ‘하우 프로룽 스롭

(Hau Prolung Srov, 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라는 특정한 의식을 거행한다. 캄보디아

인은 자신들 속에 19 개 영혼이 내재한다고 믿는데 이 영혼들은 매우 연약해서 유체이

탈 할 수 있고, 영혼들이 몸을 이탈할 때,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된다고 여긴다. 그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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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영혼 전체를 몸 안에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영혼을 가진 사람

(Prolung)은 건강하지만, 그렇지 않은 유체이탈 된 사람은, 그 도망간 영혼들이 몸속으

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의식을 해야만 한다. 캄보디아인은 쌀에도 19 개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품질 좋은 쌀을 재배하기 위해 볍씨 재배(벼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에 착수하기 전에 ‘쌀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볍씨가 건강하면, 좋은 작물

이 생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 츨롱 쳇은 마을 사람들이 설 명절 마지막에 기념하는 의식인데, 이것은 쌀 재

배시기를 알리는 축제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의 특정한 전통놀이를 하는데 이 놀이들은 건강, 번영, 풍년을 

쌀 재배농가 공동체에 가져오기 위해 치르는 것들이다. 그런 민속놀이 중 하나가 '줄다리기 

(Teanh Prot)'다. 캄보디아의 전통 줄다리기는 고유의 뚜렷하고 독특한 특성도 있지만 아시

아의 쌀 농사 재배지역에서 나타나는 줄다리기에 뿌리를 둔다는 유사점이 있기도 하다. 본 

발표에서는 캄보디아의 쌀 지배농사 공동체에게 이 민속놀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위해 

그리고 어떤 일이 미래에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의

례적인 민속놀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1.� '줄다리기� (Teanh� Prot)'� 란� 무엇인가?

크메르어로, 티안 프롯(Teanh Prot)은 명사 티안(Teanh)과 프롯(Prot)이 합쳐진 복

합명사다. 티안은 ‘잡아당기다’라는 의미고 프롯은 ‘줄’, 전통적으로는 버팔로나 소가죽

으로 엮어 만든 줄이다. 그러므로, 티안 프롯은 문자적으로 ‘버팔로나 소가죽으로 엮어 

만든 줄을 잡아당기기 위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더 정확한 영어 표현으로는, '줄다리

기'가 더 적합하다. 이 '줄다리기'는 보스 앙콘흐(Bos Angkonh, angkonh 라는 씨앗/견과

류 같은 것을 던지는 것), 촐 츠호웅(Chol Chhoung, 보자기로 싼 공 던지기)와 라칸셍

(Lakanseng, 손수건 숨기기) 등의 다른 민속놀이들과 같이 하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의 

전통의식 중 티안 프롯이 가장 중요한 전통놀이로 간주된다.  캄보디아인이라면 줄다리

기 경기를 접했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보기는 했을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줄

다리기의 인기와 유행은 수백 년간 뿌리 내려온 것으로 캄보디아 농업사회의 문화적 배

경을 암시해 준다. 

전통적으로 캄보디아는 4 월 중순에 설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줄다리기 티안 프롯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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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시작한다. 이 경기는 주로 널찍한 공간이 있는 불교사원이나 마을의 넓은 공터에

서 벌어진다. 공간이 없다면, 마을 사람 집 앞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보통은 오후에, 경기장14에 줄을 놓은 뒤 경기장 바닥에 한 중심선을 긋거나 아니면, 

줄 위에다 중앙을 표시하기 위해 눈에 띠는 색깔 끈을 묶어 두기도 한다. 경기 진행 방

식은 두 팀으로 나눠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로 나눈 팀) 서로 경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각 팀은 바닥의 중앙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놓여있

는 줄을 잡는다. 그리고 나면, 심판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일에서부터 셋을 세기 시

작한다. 때로는 심판이 약(yak)이라고 하거나 세 번을 외침으로 양팀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각 팀이 순서대로 헤오우이(heouy)라고 외친다. 경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 경기에 드럼이나 트로르(tror, 현악기의 일종)이 등장하기도 한다. 드

러머는 경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느 한 팀이 이길 때까지 사기를 높여주는 응

원을 한다. 트로르의 경우엔 선수들과 관객들이 노래하거나 춤출 수 있도록 연주한다. 

한 팀이 다른 팀의 줄을 중앙선 너머로 끌어당기면, 승리하게 된다.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벌칙(betting)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아도, 통상적으로 행하

는 벌칙이 있다. 어느 한 팀이 승리했을 때 진 팀을 치거나 마치 엉덩이에서 먼지를 털

어내듯, 진 팀 사람들의 몸에다 자신들의 엉덩이를 털어낸다. 이런 행동은 크메르어로 

케트(KET)라고 한다. 이 내기는 비를 부르는 의식의 일부이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사원의 승려(anchar)가 밧줄을 자르는 의식이 이어진다. 그런데 

이 밧줄이 경기 중에 끊어지기도 한다. 요즘에는 밧줄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고, 비용

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밧줄을 끊어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만 거행한 후 사원에서 다

음 해 있을 경기를 위해 보관해 둔다. 

2.� 줄다리기�역사적�배경

� 2.1 줄다리기에�대한�전설/신화

14 프롯은 버팔로나 소가죽으로 만들어진 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대 경기에서는 숲에서 
채취한 덩굴들로 만든 줄을 의미할 수도 있다. 사탕야자 잎줄기들을 엮거나 시장에서 사온 
플라스틱 로프가 줄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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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 있는 수도승에게서 들은 신화를 모아 메이(Mr. Moa Mey)가 1953 년 캄푸치 

수리아 (Kampuch Surya)라는 캄보디아 저널을 통해 게재했다. 이것은 줄다리기 전설

에 대한 가장 귀중한 사료로서, 티안 프롯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한 자료다.15

� 2.2� 줄다리기�전설

어느 날 신들에게 질투하던 악령의 무리가 신들이 자신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

지도 않았으면서, 시바(Shiva)의 호의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만약 신들이 자신들과 겨룬다면, 신들이 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말을 들은 

신들은우리는 너희가 거대한 무리를 이뤄 덤빈다 해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말하며 만약 너희들이 힘겨루기를 원한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고 말했고 악령

들과 신들은 줄다리기로 힘을 겨루는 것에 동의했다. 경기의 내기는 만약 악령들이 이

기면, 시바와 미팅 때나 다른 어떤 때에도 그들이 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줄다리기 경기 일정이 곧바로 다음날로 배정되었다. 우연히 신들

이 시바의 궁전 안뜰 앞뒤를 걷고 있는 중에 발린(Valin, 원숭이의 신)이 경기가 있는 

것을 알고, 신들에게 나가(Naga)를 줄로 사용해서 머리 쪽은 신들이, 꼬리 쪽은 악령들

이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동안, 신 중 하나가 

나가의 배꼽에 간지럼을 태우는 속임수를 책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나가가 간지럼을 

느끼면 꼬리를 움직일 것이고, 꼬리를 잡고 있는 악령들이 신들에게 패배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경기 당일, 신들은 악령들에게 동의를 얻어 나가의 머리 부분을 맡았고 

당연히 악령들은 신들에게 패배하게 되었다.  

� 2.3�줄다리기�티안 프롯과�힌두교�신화인� '우유의�바다�휘젓기� (유해교반,�乳海攪拌)' 

스토리텔러 마오 메이는 12 세기 앙코르 와트 사원 (Angkor Wat Temple)의 돌 조각

에서 줄다리기 경기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신들이 나가의 머리 부분을 악령

들이 꼬리부분을 잡고 있었다.16 캄보디아인은 힌두교의 신화에 대해서 모를지 모르

지만, 고대 돌에 새겨진 '우유의 바다 휘젓기' 신화에 대해서는 티안 프롯으로 유추해 

15 Buddhist Institute, Kampuch Surya, (Phnom Penh: Buddhist Institute, 1953), 547-549.

16 약간의 수정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앙코르 와트의 돌 조각 갤러리의 동쪽의 남동쪽 코너, 
이곳은 유해교반 (乳海攪拌)이 묘사된 곳으로, 악령들이 머리를 신들이 꼬리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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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도해와 명문상의 증거에 따르면, 유해교반 신화는 고대 캄보

디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9~13 세기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

데, 이 신화의 근원지인 인도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더 컸다.17 첫 번째 휘젓기의 예술적 

표현들은 적어도 9 세기 말로 거슬러 가서 ‘쿠티스바라(Kutisvara)’라는 연구가에게 의

해 알려지게 된다. 유해교반 신화가 고대 캄보디아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무

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의 답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더 깊이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 조각에 있는 휘젓기의 묘사를 유심히 보면, 특히 다리의 움

직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우유 바다를 휘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뱀의 줄을 잡아당기는 것’이다. 12 세기의 벵 멜레아 (Beng Mealea)의 상인방(lintel, 

문틀 위 장식한 부조들)과 앙코르 와트 돌 조각은 정확히 악령들과 신들이 우유바다를 

‘휘젓는 것’을 묘사한다. 그런데, 11 세기 프라삿 스노응(Prasat Snoeung)과 엑 프놈(Ek 

Phnom)의 상인방에서는 악령들과 신들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힌

두교 신화의 휘젓기는 줄다리기 티안 프롯과 잘 혼합되어 있다. 달리 말한다면, 줄다리

기 티안 프롯는 이 힌두교 신화와 공존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미리 존재해왔을 가능

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은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가 있다. 예를 들어 라오스인은 캄보

디아인처럼 인도화되지 않았다. 또 힌두교가 아닌 베트남의 일부 민족들과 필리핀 이프

가오(Ifugao) 지방, 훈두안(Hungduan) 마을, 바랑가이 하파오(Barangay Hapao)에 살

고 있는 사람들도 줄다리기 경기를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를 미루어 짐작할 

때, 줄다리기 게임은 태곳적부터 아시아 전역의 쌀을 재배하는 공동체들에서 흔히 발견

할 수 있는 민속놀이로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캄보디아에서 '유해교반' 신화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농경사회의 전통 민속놀이였던 줄다리기가 아주 잘 연계될 수 있었기 때

문이다18. 신화가 캄보디아 공동체에 전통의식적인 감각을 북돋아주었고, 유해교반 신화

를 자신들의 줄다리기 티안 프롯 전통에 재연하고 통합함으로써, 쌀 재배농가에 더 나

은 목적의식을 제공했던 것이다.

3.� 줄다리기� Teanh� Prot� 의� 의미

17 자세한 힌두교 유해교반 신화에 대해서는 Wendy Doniger O'Flaherty, Hindu Myths 
(London: Penguin Books, 1975), 274-280 를 참조.

18 일부 정보는 ‘Diverse and Common Aspects of Traditional Tug-of-War in East Asia’ 
라는 주제로 2013 년 4 월 12 일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참가 후에 추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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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줄다리기는 새해 (설 명절)인 츨롱 쳇 축제에서만 연행될까? 줄다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1) 새로운 시간과 사회질서를 재탄생시키기. 2) 공

동체에 건강과 번영 가져오기. 3) 시간의 새로운 주기로 진입하게 만들기.

� 3.1.� 완벽한�시간과�사회질서의�회복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은 시간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소멸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종말 때에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후 새로운 시간

의 주기는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 시작함으로써 재생성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만물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전환기/과도기가 존재한다. 시

간 주기의 반복은 연주기(年週期)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설 명절을 기념하는 것

은 이전 해의 끝을 알리고, 다음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다. 태국, 라오스, 버마에서처

럼 캄보디아에서도 설 명절을 기념하는 의식은 사흘간 진행된다. 이 기간은 혼란과 무

질서 단계의 과도기/전환기로 본다. 평소에 허용된 일은 허용되지 않기도 하고, 사람들

은 사회적으로 평소에 허용되지 않았던 일을 할 것이다.

사회질서를 복원하고, 완벽한 시간의 주기를 만들려면, 어떤 의례들/의식들이 필요하

다. 그 중 하나로 ‘모래 산 쌓기’를 한다. 모래 산을 쌓는 것은 우주를 재 정렬한다는 

상징으로써 진행하는 것이다. 줄다리기도 이 단계에서 행해진다. 줄다리기 경기는 아무 

때나 엔터테인먼트의 한 부분으로써 진행될 수도 있지만, 설 명절 기간의 마지막 날에 

전통 의식으로써 세 번 진행된다. 이 경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힌두교 신화 ‘유해교반’을 

이용하거나 혼합해 진행된다. 유해교반 신화는 잃어버린 보물들 특히, 암리타 (Amrita, 

불멸의 묘약)을 발견하기 위해 두 라이벌 팀이 통합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줄 당기기는 

완벽한 질서와 번영과 함께 새로운 완벽한 시간을 회복하는 것을 재연하기 위해 거행되

는 의식이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시간, 질서와 번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의식이 거행

되는 것이다. 

� 3.2.� 건강과�번영�가져오기

농경 사회에서, 번영은 완벽한 강수량(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상태)으로 기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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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완벽한 강수량이 완벽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줄다리

기 경기는 재창조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공동체에 완벽한 비를 내리게 비는 기우제와 

같은 의식이다. 남녀가 편을 가르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것은 정확하게 성적 의미를 나

타내는 것이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생산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긴 

팀이 진 팀을 쫓아가 엉덩이를 이용해 진 팀의 몸에 부딪히는 것 등의 벌칙은 생산이 

가진 성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경기나 활동들은 다른 기우제 행사에서도 볼 수 있

는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때에는, 노인 남성과 여성이 네악 타의 오두막으로 

가서 네악 타에게 제물을 드린 후, 비가 내리도록 도움을 요청하면서, 남성과 여성은 

쫓아다니며 서로 터치한다. 이것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이다. 

이 의식은 줄다리기와 힌두교의 유해교반의 합작물로 나온 것인데, 휘젓기는 비를 얻

기 위해 하는 행동이고 잡아당기고 휘젓는 것은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좋은 비를 불러

오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3.� 시간의�새로운�주기로�진입하게�만들기

설 명절 혹은 츨롱 쳇의 마지막 날에는 줄을 끊는 의식을 거행한다. 이것을 프다츠 

프롯 (Pdach Prot, 줄 끊기)라고 부르는데, 캄보디아인에게 이것은 ‘경기의 마지막 단

계’로 여겨진다. 완벽한 사회질서와 번영, 풍성한 수확을 가져다 줄 여러 의식들이 (끌

어당기기 의식과 줄다리기 경기) 끝난 후에는, 줄을 끊음으로 묵은해가 가고 새로운 

(태음 12 월) 벼농사 주기를 상징하는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즉, 츠롱 쳇 행

사는 벼농사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다. 의식이 종료된 후에야 마을 주

민들은 쌀 재배 활동이 허용된다. 

결론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티안 프롯은 수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져왔고, 사회 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도 신화인 ‘유해교반’이 캄보디아의 지역 농업 모델에 잘 

들어맞았고, 지역의 요구들에 잘 부합되어 잘 정착해왔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대량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고향에 대해 무관심해지거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따라서 마을 원로/장로들의 조언은 사라져가고 있으며, 빠른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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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시화의 등장으로 인한 줄다리기 티안 프롯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 전통 경기는 대

부분의 지역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연행되고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의 먼 이야

기가 되었다. 사라져가는 유산이 되는 이유는 더 이상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지역 원

로들조차도 젊은 세대를 이 경기에 끌어들이는데 열의가 없다는 이유였다. 젊은 사람들

은 이제 자신을 흥겹게 해 줄 댄스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더 선호한다. 더불어 줄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도 이 경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양한 이유들로, 줄

다리기 경기는 소멸 가능성이 있는 위태로운 자리에 놓여있다. 캄보디아도 무형문화유산

인 민속놀이를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전통 의식들을 지속 가능하게 발

전시킬 국제적 협력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고 정보교환 및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

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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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2】

푸눅(Punnuk),� 필리핀의�줄다리기�의례

노마�레시피시오� |�마닐라대학�교수

개요

푸눅(punnuk)은 필리핀 전통 줄다리기로, 홍두안(Hungduan) 지역의 세 마을에서 마

을 주민들이 벌이는 전통의례이자 놀이이다. 이는 하파오(Hapao) 강 유역에서 거행되

는데, 수확 후 추수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의례로 지켜 내려왔다. 푸눅은 농사 주

기의 끝과 새로운 농사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시종통고(始終通告) 의식인 것이다. 

푸눅은 환락적이다. 아얀간 언어를 구사하는 부족민들은 주로 홍색과 같은 대담한 

색상의 복장을 갖추고 등장한다. 창공 밑 녹음이 가득한 곳에서 참가자들은 계단식 

농지에 일렬로 서서 협상을 시작하는데, 참가자들이 강둑에 도달하면, 경기에 가속도가 

붙는다. 각 팀이 서로 맞은편에 서서 줄다리기를 시작하면 경기장의 흥분은 계속 

고조되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마저 참가자들의 근골의 강인한 힘을 더욱 

부각시킨다.  

물리적�환경:� 장소와�볼거리

홍두안마을은 코델라 산맥(Cordillera Mountain Range)의 해발고도 2,000-3,000 

미터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이푸가오(Ifugo)의 다른 지역들처럼, 홍두안마을의 하파오, 

반(Banng), 눙울루난(Nungulunan) 지역은 산 어귀에 광범위한 계단식 농지(階段田)를 

형성해 쌀을 재배한다. 넓게 펼쳐진 분지 위의 경작지들은 파종기와 

춘궁기(1~3 월)에는 수십 톤의 초목이 우거지고, 추수기(4-6 월)를 거치면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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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녘의 장관을 이룬다. 논들은 수풀로 이뤄진 산들로 둘러 쌓여있는데, 마을을 둘러싼 

이 숲이 바로 하파오 강의 수원지다. 남쪽 고지대 수역과 북서쪽 저지대의 지류들이 

모여 강을 이룬 것이다.  

계절풍인 몬순 풍 이 다가와 장마가 시작되면 (8-10 월) 강 유역에 물이 차고, 

1-2 월경에는 물줄기가 가늘어진다. 봄이 되면 마을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열대기후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다.이 시기에는, 마을의 강 유역에 설치된 관개수로를 

통해 계단식 농지에 물을 댈 수 있다. 이 수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강바닥에 

근접한 가장 낮은 곳에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먼동이 

틀 무렵과 초저녁에는 연중 내내 서늘하지만, 모종을 파종하는 시기(12 월)부터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기(5-6 월)에도 대체로 서늘한 기후를 유지한다. 

농경기반의�경제

마을 주민들의 주 수입원은 쌀농사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 특산품인 쌀 

품종이 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찹쌀, 적미(赤米), 둥근 낟알 쌀, 긴 낟알 쌀 등이 

인기가 많다. 

씨앗의 파종을 12 월 초에 시작해서 계단식 농지의 모든 파종은 1 월에 마무리 된다. 

3 월에는 모종들이 약 91,44cm 까지 자라는데 그러면 곡물의 줄기에 변화가 생긴다. 

식물의 가장자리에서 발아가 진행되는 것이다. 5 월에는 곡물들이 여물어감에 따라, 

농경지 전체가 다양한 황금색으로 수놓아진다.

카모테(Camote, 고구마)와 타로, 콩과 작물들, 펫차이(Petchay, 배추과)와 같은 뿌리 

작물들은 산의 가장자리를 개조한 야채 밭 공터에 심겨진. 양파, 마늘, 토마토, 가지 

등은 작은 고분들이나 논의 한 구석에 파종한다. 사요테(Sayote)나 호박 덩굴 같은 

식물들은 집 마당의 가장자리에 심어 재배한다. 논에서 잡은 어패류에서 섭취할 수 

없는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주민들은 돼지와 닭을 사육한다. 야생의 멧돼지, 사슴, 닭 

같은 사냥감들은 멸종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별미로써 인기가 많다. 꿀은 숲 

속 지천에 널린 벌집에서 다량으로 채취한다. 

마을 사람들은 섬유직물, 나무 조각, 금속세공 등과 같은 보조 생계수단으로 수입을 

충당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정부 기관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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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농지에서 재배와 파종, 수확 등은 여성들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남성들은 

경작지 보수 작업이나 제방의 유지 보수, 돌담 쌓기, 강의 유역이나 관개수로에서 물을 

댈 수 있는 노선을 찾아 새 경작지를 개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한다. 마을 공동의 일을 

위한 남자들의 책임 역시 다양하다. 관개수로의 유지 보수를 책임져야 하고, 물의 

흐름과 분배가 경작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남자들은 건설 자재들을 수송하는 책임도 맡고 있으며, 곡식을 수확해서 곡물창고에 

저장시키는 일도 수행한다. 그리고 목공 일과 집이나 쌀을 저장할 곡물창고 등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한다. 

사회구조

사회는 계층화 되어 있고, 그 안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성별에 따른 책임이 존재한다. 

상류층들은 조상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부농으로, 큰 계단식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상류층을 카다구안(Kadanguan)이라 한다. 이들은 많은 논과 통상 2-3 개의 

곡물창고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곡물창고 안에는 수십 톤의 쌀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외에도 조상에게 물려받은 14-15 세기의 구형 항아리 또한 카다구안의 큰 

자산이다. 이 항아리에는 집안의 여성들이 쌀을 빚어 만든 술로 가득 채워져 있다. 

카다구안은 부를 상징하는 순도 높은 금 목걸이 또한 보유하고 있다.    

카다구안의 순 자산은 여러 루트를 통해 축적해 온 것인데, 목공 일이나 나무 조각, 

직물 직조 같은 일을 통해서도 많은 부를 쌓았다. 이렇게 축적된 부는 그들의 자녀를 

필리핀의 명문 대학- 바기오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대학들-에 보내 공부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이 마을의 계층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종가(Dumupag)나 상류층의 가족들은 

모든 추수와 연계된 의례적인 활동들을 관장한다.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는 계층은 

음몬누(Umonuh)이다. 그 다음은 평균 수준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마이카틀로(Maikatlo)이고, 적은 경작지 수를 소유했지만, 규모가 큰 경작지를 가진 

마이카팟(Maikappat)이 그 뒤를 잇는다. 이런 이름 있는 계층은 아니지만, 한 두 개의 

작은 구획만을 소유한 주민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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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계층들은 각기 다른 역랑과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가장 상류층인 

카다구안은 그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규모와 사회적 지위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자신의 

논에서 파종과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두 번째 계급과 그 아래 계급들은 

상위단계 계층의 작업이 모두 종료된 후 자신들의 특권을 행사하게 된다. 가장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상류층의 모든 노동에 투입된 다음에야 자신의 일을 혼자 

해결하는데 그 때문에 노동량이 가장 막대할 수밖에 없다. 대신 노동에 투입된 

사람들은 노동의 대가로 현금이나 쌀을 얻게 된다. 

종교와�신념�체계

필리핀은 오래 전부터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종파가 들어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정령숭배나 조상의 영혼을 숭배하는 오랜 종교의식과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푸가오 밖으로 나갈 때나 해외를 여행할 때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 토착 신이나 정령들에게 기원한다. 또한 개인의 분실물을 찾아야 할 

때, 병든 환자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랄 때에도 자신의 신들이나 정령들에게 기도한다. 

심지어 구혼자나 연인, 친구를 찾아야 하는 순간에도 신들이나 정령들을 의지한다. 그 

중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정령숭배를 통해 바라는 최고의 축복은 농업 생산과 관련된 

축복이다. 특히 풍년이 들어 수확을 더 많이 하게 해 달라고 기원한다. 모든 의례들을 

뭄바키(Mumbaki)나 전문 주술사에 의해 주도되는데, 하파오, 반, 눙울루난 마을에는 

4 명 이하의 뭄바키가 있고, 그들을 돕는 두 수련인과 조수가 있다. 

전통의식,� � Houwah

홍두안지역의 하파오, 반, 눙울루난 세 지역은 수확 후에 치르는 세 가지 의식이 

있다. 바키(Baki), 이눔(Inum), 푸눅의 세가지 의식이 하오와(Houwa)다. 바키와 

이눔은 뭄바키가 주도한다. 이 때 뭄바키는 수확을 도운 신께 감사를 드리고, 

자손들(dumupag)에게 농지를 유증한 선조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주문을 낭송한다. 

1) 바키 : 바키는 점술 의식으로 닭이나 돼지 같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다. 먼저 

희생동물의 담즙이나 날짐승들이 신들과 조상의 영혼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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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된다. 그 제물들이 검증을 통과하면, 마을 원로는 높은 계단식 

논둑에 서서 마을주민들에게 푸눅이 다음날 개최될 것임을 알리고, 사람들이 이 의식에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2) 이눔 : 바키가 종료되면, 둠파(Dumup)는 쌀로 빚은 술이 담긴 다양한 크기의 세 

항아리를 준비해서 의식이 진행되는 제단에 가져다 놓으면, 뭄바키는 기도 중간에 각 

항아리를 개방한다. 뭄바키가 작은 항아리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한 모금 취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큰 항아리에서 와인을 음복할 수 있다. 종가에서 흘러나오는 환락의 잔치 

소리는 마을 전체가 다음날 있을 푸눅을 치르기 전까지 주연에 참석하라는 신호로 

간주된다.     

3) 푸눅의 도구들 : 푸눅은 키나그(Kina ag)와 파키드(Parkid)로 구성된다. 키나그 

는 당기는 데 사용되는 물체이고, 말린 벼의 줄기와 a-e 라 불리는 덩굴을 단단히 

결합해서 완성하는데, 사람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원형 모양이 되기도 한다. 파키드 와 

키나그를 접합하는 물체는 내구성이 탁월한 아토바(Attoba) 나무 (두홍화) 묘목이다.  

파키드의 이상적인 길이는 5m 에 둘레 10cm 이다. 묘목 주변에서 파키드 아래 

갈고리가 생성되면 키나그에 걸어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  남성들은 모든 재료들을 

수집해 키나그를 제작한다. 푸눅을 시행하는 날, 세 그룹의 참가자들은 전통 복장을 

착용하고, 물의 지류들이 만나는 강가로 행진한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동쪽은 

하파오, 남서쪽에서는 반, 그리고 북서쪽은 눙울루난 방향) 그들은 덤불이나 계단식 

논둑을 통과해서 눈히푸카나(Nunhipukana)에 도달할 길을 선택해 집합한다. 남자들이 

동아 잎으로 장식된 파키드와 키나그를 운반하는 동안 수많은 잎이 달린 나뭇가지들이 

참가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참가자들이 강가로 점점 다가올수록, 신경전과 야유의 공방전은 점점 과열된다. 

처음으로 눈히푸카나에 도착한 두 팀은 본격적인 시합에 앞서 서로 겨루기 의식을 하게 

된다. 뭉고파(Mungopah), 마을 원로들은 이 의식이 성공적으로 마쳐지도록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기도 후에는 키나그가 강에 

던져지는데, 만약 강의 기류가 강하면,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 노선에 있는 

원로 중 한 사람이 각 팀의 파키드를 키나그에 안전하게 연결한다. 키나그를 당겨 

자기편으로 가장 가까이 끌어당긴 팀이 승리하기 때문에 각 팀의 승리를 위해 

응원하려는 마을 주민들과 원로들로 인해 강둑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승리한 

팀은 나머지 팀과 다시 경기를 시작해서 시합을 벌인다. 푸눅은 어느 한쪽이 키나그를 

잡아당기거나, 파키드가 손상되거나 모든 사람들이 지쳐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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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때까지 진행된다.   

줄다리기에서 가장 많이 승리한 팀이 승자가 되는데. 승자가 되고 나면 희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푸눅에서 승리한 것을 넘어서서 수확에서도 승리를 

거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승자들에게 다음 해의 풍년은 보장된 것이고, 그들의 

곡식 창고는 계속 채워질 것이라는 전통적인 믿음이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패자들은 

다음 해의 흉작을 벗어나기 위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용했던 키나그는 경기 직후, 강에 던져지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떠내려 오는 

키나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다. 이것을 통해 하파오, 반, 눙울루난 지역의 

추수가 종료됐음을 알린다.

푸눅의�의의

세 지역 공동체는 푸눅을 통해 공동체의 최상의 단합과 조화를 보여 줄 수 있다. 세 

팀 모두가 다른 방향에서 왔음에도, 각 팀의 선발 주자들은 눈히푸카나에 3-5 분 내로 

도착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모인다. 처음에 있었던 푸눅 참가자들의 야유들과 

상대편의 조롱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리드미컬한 응원들은 이 대회가 경쟁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푸눅은 경쟁자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지와 체력, 동료 간의 

동지애,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강조한다.   

키나그의 창작은 주민들의 창조적인 예술성과 독창성을 그들의 생활 전면에 깃들게 하고, 

구전에 대한 지식도 더 깊어지게 한다. 이것은 키나그에 그려진 그림에 의해서도 묘사가 

되는데, 한 여성의 뺨 전체와 바람을 맞은 헤어가 천상의 직조공과 바람의 여신 

(Inhabyan)을 묘사한다. 해마다 거대한 태풍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여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키나그를 활용하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은 예술가와 마을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정령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준다. 

줄다리기를 위해 가장 좋은 파키드와 묘목을 찾아내려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지략과 지식, 그리고 주변의 식물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어떤지 알게 하는 

대목이다.

신에게 사행시를 낭독하는 것 또한 마을 공동체가 정령을 경외하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자신의 팀에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 낭독은 푸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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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리에 개최되도록, 그리고 모든 참가자와 관객들이 무사하도록 비는 의식이기도 

하다. 뭉고파에 의한 작시법은 공동체의 믿음의 독실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된다. 

푸눅은 사회계층의 평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다. 계층 간의 경계를 일시적이지만, 

허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 간의 경계는 엄격하게 존중되고 통제된다. 

결론적으로, 푸눅은 하파오, 반, 눙울루난의 공동체 주민들을 위한 시간이다. 수개월간 

농사를 위해 고생한 주민들이 고초에서 벗어나 다시 새 농사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식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사례발표 3】

한국의�전통줄다리기와�공동체

허�용�호� |�고려대학교�연구교수

1.� 여는�말

이 글은 한국의 전통줄다리기의 하나인 기지시줄다리기를 대상으로 한다. 기지시줄

다리기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그 연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와 그러한 일

시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전승공동체에 대한 필자의 단상들을 피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단상들을 피력하는 것이기에 아직 논의가 성글고, 일관성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하지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줄다리기를 재구성해 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시점을 전통줄다기리의 현재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기에 이

전 논의와는 다른 견해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논의는 현재의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지시줄다리기 연행공동체의 구성 양상과 그 특징, 그리고 일시적으로 형

성되는 공동체가 갖는 의미 등이 여기서 논의될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기시지

줄다리기 연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이고도 관습적인 공동체의 양상을 살펴본다. 

연행에서 형성되는 연행공동체와는 다른 속성이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속성은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와는 대립되는 것이지만, 묘한 긴장 관계를 가지며 기지시

줄다리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논의는 앞선 두 논의에서 나타난 현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의 

특징과 과거 ‘줄 난장 공동체’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분명 차이가 있고 변화

가 이루어졌지만 낯익은 현 전승공동체의 성격이 여기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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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통줄다리기에서 기지시줄다리기가 갖는 독특한 위상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줄다리기�연행과�지연공동체의�재편

아래의 사진은 2014 년에 벌어졌던 기지시줄다리기의 한 장면이다. 그야말로 장관

이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만들어내는 이 장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러한 장관을 연출해 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 장관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줄을 당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들이 

연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또 어떤 것일까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를 

따져보기로 한다. 

[그림] 2014 년 기지시줄다리기

필자가 품은 일련의 의문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기지시줄다리기’라는 명칭에서 찾

아볼 수 있다. 그 명칭으로 보아 기지시줄다리기의 장관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당연히 

기지시리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지시리가 속해 있는 당진 지역 

사람들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줄다리기 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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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시리나 당진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줄다리기 연행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 신문 기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기사를 보면 줄을 당기는 사람들은 기지시리, 나아가 당진 지역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

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75 호인� ‘기지시줄다리기’가� 13 일�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보이며�나흘간의�대장정을�마무리�했다.

지난� 10 일부터�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흐린�

날씨에도� 30 여만� 명이� 참여했으며,� 주� 행사인� 줄다리기를� 비롯해� ▲한국전통줄다리기� 연

합단체�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 ▲제 6 회�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혈액형� 줄다리기� 등�

이색� 줄다리기�▲제 1 회� 충남도지사기�전국풍물대회�▲전통�혼례의식�등이�열렸다.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3 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줄다리기에� 참여할� 관람객들의� 접수를�

받고� 소지쓰기와� 줄� 제작� 체험,� 농악� 공연� 등으로� 흥을� 돋웠으며,� 오후� 1 시� 줄고사를� 시

작으로� 총� 무게� 40 톤의� 길이가� 각� 100m 인� 암줄과� 수줄을� 장장� 2 시간여에� 걸쳐� 줄� 제

작장에서�박물관까지� 1000m 를� 옮기는�줄나가기�길놀이�행사가�펼쳐졌다.

줄나가기� 후,� 오후� 3 시� 30 분부터는� 축제의� 절정인� 줄다리기� 행사가� 3 만여� 명의� 관광객�

참여자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수상팀과� 수하팀으로� 나눠� 줄로� 하나� 되는� 대화합

의�장을�연출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3 차례에� 걸친� 경합을� 벌여� 승부를� 가리는데,� 수상팀이� 이기면� 만사가�

태평하고,� 수하팀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모두가� 화

합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19

  

밑줄 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줄다리기 연행에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줄 당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참여 경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언급된 기사가 있어 인용해 보기로 한다.  

중요무형문화재�제 75 호인� ‘기지시줄다리기’가� 역대� 가장� 많은� 당진시민과�관광객들이�참여

한� 가운데,� 15 일�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보이며� 나흘간의� 대� 장정을� 마무리했

다.

지난� 12 일부터�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총�

참여인원이� 20 여만�명을� 가뿐히�넘을� 것으로�추산된다.� � 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치러진�

19 최근수,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 대화합의 마무리 -기지시줄다리기축제, 30 여만 명 참여
해｣,大田투데이,2014.04.13.,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97(201

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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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찾아온� 것� 같다.� 특히� 주말인� 14~15 일에� 발길이� 계속� 이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3 박� 4 일� 동안� 행사장에서는� 주� 행사인� 줄다리기를� 비롯해� 도지

사기� 궁도대회와� 3 개국� 초청� 기지시줄다리기배� 전국� 줄다리기� 선수권대회� 개최,� 22 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전국� 민속줄다리기�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치러졌다.� 축제

의� 마지막� 날인� 15 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줄다리기에� 참여할� 관람객들의� 접수를� 받고� 소

지쓰기와� 줄� 제작� 체험,� 택견� 시연� 등으로� 흥을� 돋았다.� 오후� 1 시부터는� 줄고사를� 시작으

로� 총� 무게� 40 톤에� 각� 길이가� 100m 인� 암줄과� 수줄을� 장장� 3 시간여에� 걸쳐� 줄� 제작장

에서�박물관까지�옮기는�줄나가기�길놀이�행사가�펼쳐졌다.

1,000 여� 명의� 농악패와� 200 여� 명의� 기수들이� 나열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단결된� 구령으로� 몇� 시간� 동안� 줄을� 옮기는� 모습은� 진풍경이었다.� 거대한� 줄을� 옮기는� 데�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육중한� 줄의� 무게에� 땀을� 흘리면서도�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찾은� 행사를�즐기는� 모습이었다.� 오후� 4 시부터는� 축제의� 절정인�줄다리기� 행사가� 3

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 참여자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수상팀과� 수하팀으로�

나눠� 줄로�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행사장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운동

장은� 참가자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진행자도� "500 년� 기지시줄다리기� 역사� 중� 가

장�많은� 인원이�참여한�것� 같다"고� 말했다.

줄다리기� 행사에는� 이철환� 당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 윤수

일� 시의회� 의장,� 이명교� 당진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김동완� 제 19 대� 국회의원� 당선

인도� 참석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충남이� 앞으로� 황해경제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며� 줄다

리기� 시작을� 알리는� 징을� 울렸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이제�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로�

가게� 될� 것”이라며,�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지시줄

다리기는� 3 차례에�걸친� 경합을�벌여� 승부를� 가리게�되는데,� 수상팀이�이기면� 만사가�태평

하고,� 수하팀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모두가� 화합하

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수상팀이� 2 번을� 연이어� 승리,� 만사가� 태평해져� 지난해부

터�지속되어온�경기침체에서�벗어나�당진시가�더욱�발전할�것이란�기대를�갖게�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 민속� 줄다리기�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전국� 민속줄다리기� 초청�

시연행사와�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개최,� 22 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등을� 추진하게� 됐

다.� 이제는� 기지시줄다리기가� 국내� 축제가� 아닌� 세계� 축제로� 뻗어나가고� 있어,� 앞으로� 줄

로�세계와�하나가�될� 수� 있도록�더�많은�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20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기지시줄다리기의 연행공동체는 기지시를 넘어 당진 전체, 

나아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규모를 띤다. 그들이 줄

다리기 연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열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줄다리기 

연행공동체는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줄을 당기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인 것이다. 

20 오동연,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 20 여만 명 참여-｣, 
2012.4.15., e-당진뉴스, http://www.edjnews.com/sub_read.html?uid=26053&section=sc7&section2=(20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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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지역

수
상

∙ 기지시리 샘건너, 기지시리 시장통 

∙ 송악면 가교리, 송악면 방계리, 송악면 본당리, 송악면 반촌리, 송악면 
봉교리, 송악면 광명리 

∙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수
하

∙ 기지시리 공쟁이, 기지시리 안틀모시

∙ 송악면 복운리, 송악면 중흥리, 송악면 오곡리, 송악면 부곡리, 송악면 
월곡리, 송악면 정곡리, 송악면 한진리, 송악면 가학리, 송악면 석포리, 
송악면 고대리

∙ 당진읍,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 

[표]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 

그 공동체는 두 개의 편으로 구성된다. ‘수상’과 ‘수하’라는 두 개의 편으로 나누어

지는 것이다. 수상편은 숫줄을 당기고 수하편은 암줄을 당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편

은 줄을 당기며 경쟁한다. 그 경쟁은 치열하다. 기지시줄다리기 주변에는 ‘수하가 이

기면 풍년이 들고, 수상이 이기면 온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는 속신이 떠돈다. 이 속

신을 거론하며 ‘기지시줄다리기는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모두가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한 편에 대한 기지시줄다리기 속신

은, 두 편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암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줄다리기 관행과는 달리, 기지시줄다리기에서는 숫줄을 당기는 수상편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2012 년의 경우에도 수상편이 이겼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수상이 이기면 온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는 속신은 숫줄

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어째든 수상과 수하라는 두 편의 존재는 기지시줄다리기 연행공동체가 뜨내기들의 

잠정적인 군집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수상과 수하라

는 편 가름이 기지시와 그 인근 지역의 지연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은 32 번과 34 번 국도를 기준으로 이루

어진다. 32 번과 34 번 국도의  남쪽을 수상, 북쪽을 수하로 구분하는 것이다.21 이에 

따라 나누어지는 기지시와 인근 지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2 

21 오석민 외,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원, 2006, 135 쪽. 그런데 수상과 수하의 구분은 그 기
준이 다소 모호하고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경계가 
대체로 합덕에서 기지시에 이르는 국도 32 호선과 기지시에서 한진리로 이어지는 619 호 
지방도였다. 두 도로의 동쪽은 물 아래이고 서쪽이 물 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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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 가름의 양상은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 지연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공동

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지연공동체의 편싸움에 당진 지역 외부 사람

들 역시 끼어들 수 있다. 경기ㆍ서울ㆍ강원 지역은 수상편으로, 충청ㆍ전라ㆍ경상 지

역은 수하편으로 참가하는 것이다.23 당진 지역 외부의 사람들이 지연공동체 중심의 

편 가름에 포함된 것이다. 지속적인 지연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외부의 사람들을 포괄

한 것이다.

[그림] 수상과 수하의 편가름 양상
(오석민 외, 기지시줄다리기, 136 쪽)

아산에서 당진을 거쳐 서산까지의 국도 34 호선과 32 호선을 경계로 삼아서 북쪽은 물 아
래가 되고, 남쪽은 물 위로 편성한다. 결국 편의 구분은 어느 시점에서 명백한 기준이 있었
을지는 모르나, 점차 시대적 변화, 특히 인구수의 증감에 맞추면서 편의에 따라 구분하게 
된 듯하다. 지금도 참여할 마을을 파악한 연후에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도 하며, 나아가서 관
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경기ㆍ수도권ㆍ강원도와 충청ㆍ전라ㆍ경상도를 구분하여 배정하기도 
한다. 

22 이 표에서 정리된 각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2006 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12 년 당진시 승격 이후 변화된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3 오석민 외, 앞의 책, 13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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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시줄다리기 세계에는 수상과 수하라는 지역만이 존재한다. 기지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기준으로 남한 지역이 재편된다. 그러한 지역 재편은 흥미롭다. 여전히 존재

하는 서울/지방, 중앙/변두리라는 이원론적 가치 위계를 무화시키는 발상을 여기서 발

견한다. 기지시를 중심으로 지역이 재편되고 있다. 김열규가 ‘문화적인 악의 유산’24이

라고까지 했던 가치 위계가 여기서 이미 깨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적어도 기지시줄다

리기 연행의 세계에서는 ‘중앙/변경’, ‘중심/가장자리’에 덧붙여진 기성의 가치 위계가 

발붙이지 못한다. 이른바 지방이 스스로에게 끼얹는 비하 의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기

지시줄다리기 연행에는 ‘협의의 지역에 묶인 구심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광역

화되고 원심적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25 그 공동체는 ‘초월적 공동체’26이다. 그 공동

체는 한양명이 ‘집단 외적 열림’ 또는 “자족적 지역성에 해방되는 횡적 ‘열림’의 상태”라 

언급한 것과도 유사하다.27

3.� 줄다리기�전승과�연대의�성격�

앞서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가 열려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

다. 지역 외부로의 개방을 통해 흥미로운 연행공동체가 구성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림은 줄을 당기는 그 자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줄 당기기를 전후

해서 진행되는 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있다. 재료 

준비, 새끼줄 및 젖줄 꼬기, 줄틀 꺼내고 설치하기, 몸줄 꼬기, 곁줄 꼬기, 줄 머리 만

들기, 곁줄과 젖줄 달기, 줄 쌓기, 줄 머리 세우기, 비녀장 제작 등의 전 과정에 다양

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기지시줄다리기에서 사람들의 참여 경로는 열려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개방될 가능

성이 높다. 줄 제작은 한 달 이상의 기간28 동안 연 인원 1,000 여명이 동원된다. 여

24 김열규,｢구술 문학과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제 19 집, 2004, 3 쪽.

25 위의 글, 6 쪽. 

26 김열규는 “초혈연, 초지연, 그리고 초전통문화에 걸친 공동체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초월적 공동체성’이라 명명한다. 필자의 ‘초월적 공동체’는 이러한 문맥에서 
사용한 것이다. 같은 글, 같은 쪽. 

27 한양명, 한국대동놀이 연구 –편싸움을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83 쪽.

28 2015 년의 경우, 2 월 23 일부터 줄 제작에 들어갔다. 3 월 8 일까지 잔줄을 꼬고, 큰줄 꼬기는 3 월 13
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곁줄 제작이 3 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시작돼
｣,연합뉴스, 2015.02.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7/0200000000AKR20150217067400063.HTML?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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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군 장병 등까지 참여한다. 또한 일당을 받고 참

여하는 인부들도 있다. 그들은 기지시리를 비롯하여 가교리, 방계리, 반촌리, 가학리, 

정곡리, 부곡리, 시곡리 등 인근 지역 사람들로, 여러 차례 줄을 꼬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29 하지만 줄다리기 전체 연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지지줄다리기 보존회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줄을 당기는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료 준비에서부

터 줄 꼬기, 줄 나가기, 줄 당기기 등을 거쳐, 이후 줄 처리까지의 과정이 기지시줄다

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줄다리기 전체 연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지시줄

다리기는 특정한 해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다.30 특정

한 해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연행 과정이라 한다면, 그러한 과정이 매년 지

속될 수 있는 것은 줄다리기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지시줄다리

기 연행의 전 과정과 그 전승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은 기지

시줄다리기 보존회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를 중심으로 줄다리기 전승이 이루어

진다. 그러한 문맥에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를 전승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재료 마련에서부터 줄을 당긴 이후의 정리까지 맡아서 한다. 

줄다리기 전 과정의 중심에 자리하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1986 년에 발족했

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예능보유자 2 명, 전수교육조교 1 명, 이수자 16

명, 전수생 10 명 등 총 2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달 전승 교육을 한다. 줄 

제작을 비롯한 줄다리기 행사 전반에 대한 교육이 보존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

자들은 대부분 기지시리와 그 인근 마을에 거주한다. 각자의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

으면서,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된 교육과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수많은 인원이 참여

하여 만들어내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장관은, 보존회 구성원들의 흘린 땀방울에서 비롯

된다고 할 수 있다. 줄 당기기가 끝난 후에 어지럽게 흩어진 줄을 모두 치우는 일도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몫이다. 그들은 그 탄생에서 해체까지 줄과 함께 한다.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줄의 일생’을 함께 하는 이들이 바로 보존회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줄다리기 연행 때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자리한다. 구심적이고 어찌 보면 닫힌 속성까지 갖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일시적인 개방을 통해 줄다리기 연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심적이지

1179m (2015.03.30.).

29 오석민 외, 앞의 책, 35 쪽.

30 기지시줄다리기는 윤년마다 개최되었는데, 2009 년부터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72 아시아�줄다리기의�공유적�가치� :� 무형유산�공동체적�관점에서

만 배타적이지 않은, 혹은 원심적이지만 자기중심을 유지하는 속성은 앞서 살펴본 줄

다리기 연행에서의 지역 재편 양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표]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에서 살펴본 기지시와 그 인근 지역의 

지연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 볼 수 있다.  

①�기지시리� :� 샘건너,� 시장통,� 공쟁이,� 안틀모시�

②� 송악면� :� 가교리,� 방계리,� 본당리,� 반촌리,� 봉교리,� 광명리,� 복운리,� 중흥리,� 오곡리,� 부

곡리,� 월곡리,� 정곡리,� 한진리,� 가학리,� 석포리,� 고대리

③�합덕읍,�신평면,�우강면,�순성면,�면천면,�당진읍,�송산면,�고대면,�석문면,�정미면,�대호지면

위에서 ① 지역은 기지시리이다. 기시리리 지역의 참여하는 단위는 자연마을 수준으

로 세분되어 있다. ② 지역의 경우 송악면이다. 송악면 지역은 리 단위로 줄다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의 경우 참여는 읍이나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줄다리

기가 벌어지는 기지시리의 경우 동네 차원까지 세분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줄다

리기 장소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송악면은 마을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지시리 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참여 단위가 고을 수준이다. 

기지시리를 중심으로 그 거리에 따라 참여하는 단위가 구별되는 양상은 최근에 생

겨난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70 년대까지도 기지시줄다리기에 농기를 접수

하는 마을은 당진 지역 전반에 걸쳐있었다. 그리고 그 참여 단위는 “기지시리에서는 

동네별로 여러 풍물패가 참여하였고, 송악면이나 송산면처럼 가까운 읍면은 마을 단

위로, 당진ㆍ면천ㆍ합덕 등지에서는 여러 마을이 어울려서 읍ㆍ면 단위가 한 패가 되

어 참여”하였다.31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지역 사이에 중심과 주변이 구별되는 양상은 

영산줄다리기에서도 나타난다. 편을 가를 때, 영산면인 경우 편 가름의 중심이기 때문

에 리 단위로 편이 갈린다. 반면에 영산 이외의 지역은 면 단위로 편을 나누고 있

다.32

줄다리기 중심 지역의 세분화된 특징과 주변 지역의 미분화된 성격 사이에는 어떤 

가치 위계가 함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역 간의 경계가 설정되고 그 지역 사이

에는 중심/주변, 세분화/미분화, 조직화/비조직화, 우리/그들 등의 양항 대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중심의 우리가 갖는 조직화 혹은 질서화의 수준’과, ‘주변의 그들

31 오석민 외, 앞의 책. 

32 한양명, 영산줄다리기, 피아, 2005, 56 쪽.



세션 2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와 무형유산 공동체 73

이 갖는 비조직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가 

마냥 열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과 밖의 구분이 있음을 말한다. 공동체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에 표출된 ‘원형/왜곡’의 문제와 결합된 ‘원주민/외지인’의 갈등33에도, 이러한 공동체 

안과 밖 혹은 기지시줄다리기의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경계 가름과 가치 위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대목은 좀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연공동체의 재편에 있어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나름의 중심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는 나름의 중심이 있다. 줄다리기 연행 차

원에서이건 전승 차원에서 이건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는 보

존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지연공동체가 감싸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나름의 

규칙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 보존회는 구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보존회를 둘러싸

고 있는 지연공동체는 그 자체로 중심과 주변으로 구별된다. 외적으로 열려있기는 하

지만 나름의 중심을 세워 놓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그 중심에 보존회를 구축하고, 

그 주위를 지연공동체로 감싸 안는 형국을 띠고 있다. 보존회를 감싸 안은 지연공동

체에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중심이 설정이 되어 있는 공동

체는 줄다리기 연행 과정에서 열린다. 줄다리기의 여러 과정들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격은 줄다리기가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수 몇 몇에 의해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대동의 참여가 필요

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줄다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어느 정

도까지 여는가 하는 점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 연행 참여의 폭과 수준이 비교적 

자유롭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연행공동체로서의 

어떤 주술적ㆍ제의적 자격이나 지연적 제한 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

도 기지시줄다리기에는 월드컵 응원, 연등행렬, 가장행렬, 벼룩시장, 촛불집회 등처럼 

많은 사람들을 참여자로 모을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34   

33 “선조들과 원주민들이 해오던 것과 다른 행사를 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갈등”이라는 
언급이나 “줄다리기를 과거부터 해오던 주최세력과 외지인 즉, 문화재가 되면서 참여하는 일명 
외지세력 간에 갈등”,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에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최근
에 들어온 사람들만 가입해 원주민들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줄다리기를 진행해 시장사람
들은 이득도 없이 피해만 본다.” 등의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인화, ｢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 –이벤트에서 문화재까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 19 권 4 호, 2009, 161~162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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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의 성격은 특정 지역이나 향토 중심성을 드러내는 동

시에 외부로의 개방도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 내부의 기왕의 

결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보조로서도 크게 구실”을 하려는 지향이 있

는 것이다.35 이러한 공동체는 적어도 보수적이지도 않고 수구적이지도 않다. 이미 있

는 기성의 것을 지켜내는 데 골몰하지 않는다. 그 주체성이 배타적이지 않고, 독선적

이지 않기에 그러하다. 현재의 기지시줄다리기는 기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만 이바

지 하지 않는다. 손을 밖으로 뻗고, 사람들을 안아 들이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공동

체의 끈 또는 연줄은 밖을 향해서도 손을 뻗고 있다. 그래서 형성되는 연대

(solidarity)는 내적인 결속을 의미하면서도 외연을 향한 발전적인 유대이기도 하다.36

4.� ‘줄� 난장�공동체’의� 기억과�낯익은�새� 공동체

앞서 인용한 신문 기사나 현재의 양상을 감안한다면, 기지지줄다리기의 규모는 상당

하다. 줄다리기를 그 전승 범위와 규모를 기준으로 ‘마을형’과 ‘고을형’으로 구분한 견

해37에 따른다면, 기지시줄다리기는 고을형이라 할 수도 있다. 고을형은 조선시대 읍

치가 있던 고을에서 전승하는 까닭에 참여하는 마을이나 놀이꾼ㆍ구경꾼의 숫자가 수

천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줄다리기 가운데 고을형에 속하는 것으로 영산줄다리기를 꼽을 수 있

다. 전통적으로 영산줄다리기는 영산 읍치를 중심으로 벌어졌고 그 놀이꾼들은 읍 4

리라고 하는 교리, 성내리, 동리, 서리 등 네 개의 자연마을 사람들이다. 영산에서는 

전통적으로 읍성 안에 있던 교리와 성내리를 동부로 인식하고, 읍성 밖에 위치한 서

리와 동리를 서부로 인식해 왔다.38 이를 바탕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뉘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큰 규모로 승부를 겨룬다.39 

34 안이영노ㆍ김광옥, ｢기지시 줄다리기 전통과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 3 호, 337 쪽 각주 18) 
참조.

35 김열규, 앞의 글, 8 쪽.

36 같은 글, 12 쪽.

37 한양명, 앞의 책, 107~108 쪽.

38 같은 책, 56 쪽.

39 현재 영산줄다리기의 편 구성을 보면, 동부에는 창녕군의 북부에 해당하는 창녕읍, 성산면, 
구암면, 대지면, 이방면, 대합면, 유어면 등이 속하고 서부에는 창녕군의 남부에 해당하는 
남지읍, 조천면, 부곡면, 길곡면, 계성면, 장마면이 속한다. 영산면은 편 가름의 중심이기 
때문에 면 단위로 편이 갈라지지 않고 리 단위로 갈린다. 동부에는 성내리, 교리, 구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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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기지시리는 읍치가 아니었다. 그리고 장이 서던 

시장의 상인들이 주도하던 것이어서 영산줄다리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기지시는 

과거 면천군의 남쪽과 서쪽 사람들이 한양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시

장이 서던 곳이다. 기지시에서는 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줄다리기를 연행했다.40 

시장과 기지시줄다리기 혹은 상인과 기지지줄다리기 공동체와의 연관은 줄을 당기는 

행사 명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지시에서의 줄 당기기 행사의 공식 명

칭은 ‘기지시줄다리기’이다. 그런데 이 명칭은 1982 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되면서 

공식화된 것이다. 그 이전의 기지시에서 줄 당기기는 ‘줄 난장’이라 불렀다. 줄 난장이

라는 표현은 줄다리기와 시장, 줄다리기 공동체와 상인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

이다. 이러한 줄 난장의 양상은 전라남도 장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흥의 경우 

1937 년경에 시장을 개축하고서 줄 당기기 난장을 했다는 구술 자료가 있다.41 

기지시에서의 줄당기기와 상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다음의 증언에서도 보다 구체적

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기지시줄다리기는� ‘줄�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당시� 이순태(酒店),� 박만복(음식점� 만복관),� 안찬옥(酒店),� 임일성(정육점),� 박준산(區⾧,� 농

업),� 김재천(區⾧,� 상업),� 김태호(건어물� 상회,� 도기장수,� 국수집)� 등이� 많은� 기여를� 했다.�

당시� ‘줄� 난장� 한번� 하면� 3 년� 먹을� 게� 나올� 정도였다.’고� 하며,� 실제로� 국밥� 장사하던� 조

경수는� 줄� 난장� 한� 번하고� 주변의� 넓은� 논을� 매입하였다고� 소문이� 났다.� 당시� 송악면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던� 이정식(李貞植)도� 줄다리기의� 후원자였다.� 줄� 난장을� 할� 때마다,� 줄다

리기와� 농악경연대회의� 우승� 상품으로� 송아지� 2 마리를� 내었고,� 외지� 귀빈들을� 접대하였으

며,� 매년� 7 월에� 개최되는� 씨름� 난장에도� 우승� 상품으로� 소를�한� 마리씩� 냈다.� 그� 만큼� 기

지장의� 줄� 난장이� 장사에� 도움이� 컸다.� 당시� “난장이� 서면� 양조장� 샘이� 마른다.”고� 할� 정

도로�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상황에서�일제강점기에�당진장에서�기지시줄다리기

에서�사용하였던�줄을�사다가�난장을�벌인� 적도�있다.

줄다리기에서는� 두목이� 선정되어� 줄다리기의� 재원� 마련에서� 줄� 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진

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일정을� 지휘하고� 담당하였다.� 몸줄을� 다� 꼬면� 두목이� 심지를� 뽑아�

수상,� 수하� 줄을� 결정했다.� 그런� 다음� ‘고’[줄� 머리]를� 만들고� 줄을� 지켰다.� 두목은� 시장에

서� 신임을� 받고,� 지도력이� 있으며,� 재력도� 갖춘� 사람� 가운데� 선정되었는데,� 강동석과� 그의�

매제� 김순경이�오랫동안�수상과�수하의�두목을�맡았다.� 강동석은�면사무소�뒷쪽�물위에�살

았으므로� 수상의� 두목,� 김순경은� 수하� 두목을� 맡았다.� 당시� 김순경은� 충남� 교통� 정류장을�

운영하였고,� 또한� 주점이� 딸린� 여관업을� 하고� 있었다.� 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당제를� 지낼�

때�당주� 역할도�많이� 맡았다.42

죽사리가 속하고 서부에는 동리, 서리, 작포리, 둔암리, 월평리가 속한다. 같은 책, 같은 쪽.

40 이인화, 앞의 글, 163~164 쪽. 

41 이경엽, 장흥고싸움 줄다리기, 민속원, 2013, 94~9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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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언에 따른다면 줄 난장은 다분히 상업적인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의 “줄 난장 한 번 하면 3 년 먹을 게 나올 정도였다”, “줄 난장 한 번 하고 넓은 

논을 샀다”, “난장이 서면 양조장 샘이 마른다” 등의 언급이 그 사례가 된다. “틀무시에 

농토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로 먹고 사는 곳이다. 전답이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한 

한 가지 방업이었을 것 같다. 머리를 잘 쓴 것 같다”43는 언급 역시 줄 난장의 경제적 효

용성을 말하는 사례가 된다. 

상인들은 줄 난장에서 기획, 후원, 진행 등의 역할을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

들 중에서 두목이 선정되어 “줄다리기 재원 마련에서 줄 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진행

까지 전체 일정을 지휘하고 담당”44했다는 언급은 현재의 보존회를 떠올리게 한다. 현

재 지자체나 축제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재원 마련이나 전체 일정의 지휘까지 도맡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인들은 어쩌면 현재의 보존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

장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줄 난장을 기획하고 후원하며 진행을 한 상인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줄 난장에서에 참여한 상인들은 일정한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종환의 부친인 강동석이 1940 년대 당진과 기지장을 총괄하는 ‘시장 영감’을 지냈다

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이때의 줄 난장은 보부상 조직인 예덕상무사가 주관했

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영감이라는 것이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 임원에 대한 존칭이기 

때문이다.45 결국 줄 난장은 보부상 조직이 주관한 것이다. 이 조직이 현재의 보존회, 

축제위원회, 지자체의 역할을 모두 맡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강종환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기지시에서 줄을 당길 때에는 기지시 상인들이 

적극 지원하였다. 줄을 당기는 장소가 장터이고 상인들이 지원하면서 큰 이득을 얻는 

42 이 증언은 기지시에서 3 대에 걸쳐 소장수를 했던 강종환(1936 년 생)이 한 것이다. 강종환은 
제 2 대 당진군의원, 당진가축시장 중개사, 기지시리 이장,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집행위원장 등
을 역임했다. 그의 할아버지 강춘삼은 1916 년 기지시 明査長을 역임했고, 1924 년에는 기지시 
공창조합(共昌組合)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종환의 아버지는 강동석(1899~1960)은 서산, 
예산, 온양, 당진 등을 순회하는 소장수였다.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장까지도 출입하였다고 한
다. 강동석은 1940 년대에 당진과 기지장을 총괄하는 ‘시장 영감’을 지내기도 했다. 오석민 외, 
앞의 책, 187~188 쪽에서 재인용. 이인화, 앞의 글, 169 쪽 각주 58) 참조. 

43 같은 책, 186~187 쪽.

44 같은 책, 187 쪽.

45 같은 책, 19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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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에서 볼 때,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상인들의 힘만으로 기지

시에서의 줄 당기기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줄 꼬기의 경우 안섬 포구의 뱃사람들

이 주도하였다.46 이는 줄을 꼴 때 사용하는 줄틀에서 예상할 수 있다. 전국의 어촌에

서는 줄틀을 이용하여 칡넝쿨 등의 재료로 닻줄 등배에서 쓰는 줄을 꼬았다. “배를 타

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줄틀로 줄을 꼴줄 알았다”는 것이다.47 안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갯벌에 묻어둔 줄틀을 꺼내어 수시로 뱃줄을 꼬았다고 한다. 

줄 제작을 안섬  포구의 뱃사람들이 주도했다는 점은 김기호48의 언급에서도 나타

난다. 그에 따르면 “줄꼬기 기술자는 첫 번째 정민섭ㆍ노병직ㆍ신용봉ㆍ이순서ㆍ김복

사, 두 번째는 유정술ㆍ장명남ㆍ안병국ㆍ노인석ㆍ노재근ㆍ윤수일ㆍ김기안, 세 번째는 

이득천이며 1960 년도는 김양대ㆍ박승님ㆍ노주환ㆍ김창환ㆍ장기천이었다”.49 여기서 

이득천이 안섬에 거주하던 이였는데, 그의 주도로 ‘줄을 비는(줄을 꼬는)’ 광경을 보

았다는 증언이 있다.50 이득천은 1950 년 경 기지시리로 이사하여 약 15 년간 거주하

였는데, 1970 년경까지 기지시 줄 제작에 관여 했다고 한다. 이득천 이전에는 안지옥

과 지진성(1901 년 생)이 줄 제작을 담당했는데, 지진성은 현 안섬 당제 예능보유자

인 지운기의 부친이다.51 

줄을 당길 때는 기지시 인근의 농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당길 ‘젖줄’을 꼬

아서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1970 년대까지 기지시줄다리기에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한 지역은 기지시리가 속한 송악면은 물론이고 송산면, 순성면, 

신평면, 합덕면, 면천면, 당진읍 등이었다. 기지시리에서는 동네(자연마을)별로 농악패

가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했고, 송악면이나 송산면의 경우 마을 단위로 참여했다. 당진

46 같은 책, 14~15 쪽. 

47 기지시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에서 줄 제작을 맡았다고 전해지는 지진성(1901 년 생)의 손
자인 지운기(1938 년 생)의 언급이다. 같은 책, 14 쪽. 

48 김기호는 1927 년에 태어났다. 기지시 경로당 회장,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장을 역임했다. 
기지시유래(필사본)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인화, 앞의 글, 169 쪽 참조.

49 김기호, 기지시유래, 필사본, 1981; 이인화, 앞의 글, 162~163 쪽에서 재인용.

50 송악면 월곡리에 거주하는 김의석(1923 생)의 증언이다. 그가 12 살 무렵 보았다고 한다. 
오석민 외, 앞의 책, 199 쪽.

51 기지시 줄다리기(오석민 외, 민속원, 2006)에서는 “1970 년대 초반까지 기지시리에서 줄
을 꼴 때면 안섬의 주민들을 불렀다고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줄틀로 동아
줄을 꼴 줄 알았다고하는데, 안섬에 거주했던 안진옥(생몰 미상), 지진성(1901~1969), 이
득천(1903~1975) 등은 기지시줄다리기 행사가 있을 때 기지시리에 ‘도편수’로 와 줄 꼬는 
작업을 지휘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득천은 1950 년대에 기지시리로 이사하였고, 여러 해 줄 
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책, 14~1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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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천면, 합덕면의 경우 여러 마을을 합하여 읍면 단위로 농악 패를 구성하여 참여

했다. 이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마을은 대체로 기지장에 출입하는 마을과 일치하였

다.52 이는 기지시에서의 줄 당기기가 단순한 시장의 행사가 아니라 시장권을 하나로 

묶은 공동체의 놀이53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전까지의 기지시 줄 난장은 예덕상무사 기

지시 임소(任所)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 주변 포구의 어민들, 그리고 주변 농촌 주

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기지장에 국한된 행사라기보다는, 기

지장에 의존하는 주변 농촌과 여러 포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광역적 행사인 것이

다.54 기지시 줄 난장은 ‘상인들의 기획과 후원 아래, 어민들이 줄을 꼬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광역화된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상인들의 만든 판에, 어민들의 지혜가 덧붙여지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

진 것’이 기지시 줄 난장이다. 이 표현 속에는 기지시 줄 난장에 참여한 공동체의 생

업이 단일하지 않았음이 함축되어 있다. 기지시 줄 난장을 통해서 상인들은 시장 활

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어민은 그 지혜와 기술 제공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받았

을 것이다. 또한 농민은 줄 난장을 통해 자신들의 신명을 표출하고 대동의 경험을 얻

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기시장 권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로만 줄 난장이 벌어졌을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

망 충족만을 위해 기지시 줄 난장 공동체가 움직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한 

의문의 해결 과정에서 김재호의 ‘전통적 시장관’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55 기지시 

줄 난장이 성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

통적인 시장관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상인들은 줄 난장에 모여

드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이익이 있었고, 그들이 지향하는 시장 선전과 번영이라는 욕

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줄 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축제적 경험의 충족이라는 욕

망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 난장에 모여들

고 공동체로 형성한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52 같은 책.

53 같은 책, 11 쪽.

54 같은 책, 같은 쪽.

55 김재호, ｢사시(徙市) 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 한국민속학 50, 한국민속학회, 
2009.



세션 2	 아시아 전통 줄다리기와 무형유산 공동체 79

있다. 그것은 ‘시장의 성립에는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가장 큰 관건으로 작

용한다’는 인식이다.56 우리에게는 ‘장시는 바로 하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신적 물리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물류의 흐름 또한 원활하여 장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는 전통적 관념’57이 있었다. 기지시의 경우 그러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마전굿58을 통해 시도했다. 줄 난장을 둘러싼 풍수 지리적 담론 역시 이러

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염두에 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59 인간과 인

간 사이의 소통은 줄 난장을 통해 시도되었다. 기지시 줄 난장을 통해 사람들은 함께 줄

을 꼬고, 옮기며, 당기는 경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감은 훌륭한 소통의 

사례가 된다. 결국 줄 난장은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시키

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지시의 번영은 하늘의 뜻임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시장관에 

의거한 관점은 줄 난장이 전통적 줄다리기의 후대 모습 혹은 그 변종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줄 난장은 전통적 시장관에 의거한 문화적 장치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

다. 

기시지 줄 난장과 관련된 기억은 20 세기 초반부터 비롯된다.60 그 기억의 편린들을 

56 위의 글, 286~287 쪽.

57 위의 글, 273 쪽.

58 마전굿은 마전 곧, 싸전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 해 풍년이 들어 기지장으로 곡식이 많이 
나오라고 하는 굿이다. 예전에는 당제를 지낸 후 마전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굿에 대
한 인식은 시장이 수요과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제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마전굿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인화, ｢기지시줄다리기｣,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848 쪽과 오석민 
외, 앞의 책, 202~204 쪽 참조. 

59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한 풍수지리적 유래는 크게 두 유형이 전한다. 첫 번째 유형은 “기지
시(틀모시)는 지형이 베틀 형국으로서 옥녀직금(玉女織錦)하는 형국이라 한다. 그러기 때
문에 윤년 드는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모든 
재난을 몰아내고 예방하며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틀못시
는 땅 모양이 지네 형국이니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매 윤년마다 한 번씩 줄을 다려 
주게 되면 사람들이 지네의 혈을 밟게 되고 지네의 허리를 늘여 놓아 지네가 힘을 쓰지 못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기지시 지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유형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지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줄다리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이나 집단의 힘으로 재액
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동일하다. 이우영, 기지시줄다리기, 집문당, 1986. 구자성, ｢기시지
줄다리기에 얽힌 전설｣, 내포문화 3 호, 상록인쇄사, 1991. 이인화, ｢기지시줄다리기
｣,849~850 쪽.

60 기지시 줄 난장과 관련된 기억들은 다음의 논저들을 참고했다. 김기호, 앞의 책. 이인화, ｢
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 오석민 외,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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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가다 보면, 기시지 줄 난장은 1922 년경에 비롯되어 상인 조직의 기획과 후원으

로 이루어지다가 일제 강점 말기부터 한국 전쟁 시기까지 중단된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 초반까지는 기존의 상인 중심의 후원과 기획에 덧붙여 재향군인회, 기시시

청년 10 인회, 기지시번영회, 기지시반장ㆍ개발위원회 등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기억

을 통해 재구할 수 있는 기지시 줄난장의 양상은 상인 중심의 광역화된 대동놀이이

다. 여기에는 상인이 난장판을 제공하고, 어민이 지혜와 기술을 제공하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시지 상인들이 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

을 하지만, 그들만의 닫힌 난장이 아니다. 특정 시장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시장이 

갖는 속성 상 개방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다. 애초부터 난

장은 원심적이고 열려있다. 

기시시 줄난장은 1986 년 이후61 상인 조직 중심의 기획과 주도에서 지역 유지의 

주도를 거쳐 보존회가 그 전승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

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인 조직에서 보존회로 전승공동체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여

러 변화가 있었다. 이는 줄 난장과 현재 보존회 중심의 줄다리기 사이에 차이가 존재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관련하여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

상편과 수하편의 두목의 역할을 누가 맡는가 하는 점이다.62 줄 난장 시절의 수상과 

수하의 두목은 주민 가운데 체격이 장대하고 신망 있는 인사가 맡았다. 두목은 줄 난

장과 관련된 전체 행사를 주관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두목을 맡았던 

이는 상무사 임원이었던 강동석과 김순경이었다. 하지만 보존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전체 행사 진행의 책임은 보존회가 맡고 있다. 두목 역시 현재는 보존회 구성원 중에

서 선발한다.

상인 중심의 조직과 보존회 중심의 조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줄 난장 

공동체의 성격과 현재의 줄다리기 공동체의 성격은 묘하게 닮아 있다. ‘광역화되고 원

심적인 공동체 지향’, ‘지연과 혈연을 뛰어 넘는 초월적 공동체성 모색’, ‘집단 외적 열

림의 양상’, ‘자족적 지역성에서 해방되는 횡적 열림의 모습’ 등이 그러하다. 현재의 

보존회가 중심이 되는 줄다리기 공동체에서는 새롭게 종합 축제를 지향하며 공동체를 

열어 놓고 있다. 그 개방적 공동체의 모습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

61 김기호에 의하면 기지시 줄 난장은 1974 년이 마지막이라 한다. 1974 년 기지시 반장ㆍ.개
발위원회 최로 줄 난장 마지막 행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비용은 상인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김기호, 앞의 책, 29 쪽; 이인화, ｢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
적 재검토｣, 162 쪽 참조.

62 이와 관련된 이하의 서술은 다음을 참조. 오석민 외, 앞의 책, 92~9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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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줄 난장 공동체와 많이 닮아 있다. 줄 난장은 상인 중심의 광역화된 대동놀이였다. 

상인 제공하는 난장판에 어민의 지혜가 제공되고 농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우러

지는 난장이었다. 그 난장은 시장이었기에 개방적이어야 했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

면 할수록 좋았다. 보존회 중심의 조직이 만들어 내는 줄다리기 공동체가 예전의 줄 

난장 공동체와 다른 것임은 분명하지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과거 

줄 난장이 지역 축제의 전형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닫는�말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괄해 본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고, 사회적 

결속과 화합, 연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적 줄다리기를 연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줄다리기 연행에는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참여하며 다차원의 의사소통을 한다. 이

를 통해 줄다리기는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와 귀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

을 수행해 왔다.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줄 제작에서부터 줄 당기기까지의 일

련의 줄다리기 연행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며 일체감을 공유

한다. 남녀노소를 제한하지 않는 줄다리기 연행의 참여 방식은, 줄다리기를 통해 공동

체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재액 구축이나 공동체의 

안녕이 줄다리기 연행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나 인식은 줄다리기와 관련

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역시 이러한 한국 전통줄다리기의 일반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 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지시 

줄다리기의 과거는 상인 조직이 주도하고 기획한 줄 난장이었다는 점, 단일한 생업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생업 집단이 함께 줄다리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되었다. 특정 마을이나 고을이 아니라 시장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놀이였다는 것 역시 주목되었다. 그리고 그 주목 사항들은 묘하게도 현재의 기지시줄

다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가 ‘묘하게도’라 표현한 이유는 이

른바 원형 그대로의 고착된 전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새롭게 지향하는 종합 축제로서의 모습의 전형을 과거 기지시 

줄 난장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과거 기지시 줄 난

장이 현재 기지시줄다리기가 지향하는 종합 축제의 전형이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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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지시줄다리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필자가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염두에 둔 것이 있다. 그것은 

줄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는 지식 혹은 지혜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리더십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줄다리기 자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용이한 놀이 종목이다. 외적 

제한만 가해지지 않는다면 별다른 준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 

연행에 어떤 기술이나 기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연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손쉬움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는 엄청난 장관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규모와 인원이 만들어내는 장관인 것이다. 함께 힘을 내어야만 움직이는 줄, 하나의 

힘으로 모아야만 이길 수 있는 줄 당기기 등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이끄는 방식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대규모의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줄

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고 이끄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줄을 꼬는 

기술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의 유산에 편향된 관심을 기울인 감이 없지 않다. 그것 역

시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염두에 둘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줄다리기 연행 전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나, 대규모 인력을 적절하게 지휘하는 지식이

나 지혜이다. 줄다리기 공동체의 화합과 갈등에 대한 조정까지 포괄하는 그것들은, 공

동체와 관련한 본 논의 과정에서 새삼 떠오른 새로운 주목 사항이 된다. 혹 줄다리기 

종목에 보유자를 지정하게 된다면, 또는 줄다리기에서 전승되어야 할 핵심 기ㆍ예능

을 뽑게 된다면, 그것은 줄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지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 리더십일 수도 있고, 기획력일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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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4】

베트남의�줄다리기와�무형유산(ICH)� 공동체�

도�티�탄� 투이� |�베트남�문화예술연구소�연구원

2003 년 채택되어 2006 년부터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공동체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들과 일부 개인들은 무형유산의 생

성, 보호, 유지, 그리고 재창조에 기여하며, 문화 간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증진하

는데 기여한다.’ 공동체들과 개인들의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이 조약의 목적을 

명시하는 조항인 1 조와 15 조에서도 강조된다. 이들 공동체는 무형유산들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이 공동체들 또한 협약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로 인정해왔다. 공동체와 문화가 상호 분리될 수 없듯이 블라디르마르  하스

프스테인 (Valdirmar Tr.Hasfstein)은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동의어(同義語)다.”라

고 지적하였다. 그렇기에 ‘조약의 목적은 전통의 규범과 표현방식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공동체들을 보존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63

이런 견지에서 본 발표는 베트남의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수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공

동체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줄다리기 (Tugging rituals and games)’를 살펴보게 될 것

이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존재하는 줄다리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는데, 이 같

은 표현방식의 다양성은 각 공동체들이 자연과 역사 속에서 그들 나름의 상호방식을 따

라 다르게 발전시켜온 것에 기인한다. 또한 마을 공동체들이 이 의례를 보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이다. 공동

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는 장소적 의미로써의 공동체- 즉 

63 Valdirmar Tr.Hasfstein 2004,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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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가 연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

1.� 지역�공동체들과�문화유산의�다양한�표현방식

베트남에는 줄다리기가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존재하는데, 민족과 지형에 따라 변형되

어 왔다. ‘케오 코(Keo Co)’64는 북쪽에서 남쪽, 고원에서 평지에 이르는 다양한 공동체

들에 의해서 거행되지만 ‘줄다리기(Tug of War)’는 북부 중부지역인 레드 리버(Red 

River) 삼각주와 북쪽 중부 지역65에서 주로 행해진다. 이 놀이는 북부 산악 지역의 쌀 

재배농사의 개척자들인 따이(Tay), 타이(Thai), 자이(Giay)족과 같은 소수민족들에 의

해서도 행해진다. 

각 공동체들의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들의 다양성들로 인해, 베트남의 줄

다리기는 다양한 특성들과 의미를 지닌다. 베트족은 줄다리기를 케오 코(keo co, 줄다

리기), 케오 송 (keo song, 등나무 끈 잡아당기기), 케오 코 응고이 (keo co ngoi, 앉아

서 줄다리기), 케오 모 (keo mo, 연결된 두개의 대나무를 잡아당기기)라 부르고 타이 

(Tay)는 은한 바이(Nhanh vai)로, 기아우 (Giay)는 소 바이(So vai)와 소 나바이(So 

Na bai)라고 표현한다. 줄다리기는 마을의 봄 축제의 한 순서로 등장하기도 하고, 새로

운 농사 주기를 알리거나 풍작과 번영, 행복을 염원하는 의미로도 연행된다. 줄다리기

는 마을의 수호신들께 제사를 드리기 전 기념의식으로 마을의 공동주택이나 사당에서 

거행된다. 당김 줄에 사용되는 재료는 지역별로 다양한데, 주로 대나무 기둥, 등나무, 

대마 등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줄을 선택하는 절차와 더불어 경쟁자들은 특별한 의례의 

규정들을 준수하는데 특정한 종교적 의미들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승리한 팀과 패배한 

팀은 전통에 따라 재배열된다. 

줄다리기에 대한 각 공동체들의 다양한 특색들은 잡아당기는 재료들, 기술들 그리고 관련 

신념들은 지역별 전통에 따라 잘 드러낸다. 이 특색들은 각 지역의 역사와 자기 정체성

을 반영하며, 집단 기억을 보존하게 함으로써 사회집단의 응집력을 결속시킨다. 후우 

챕(Huu Chap)마을 사람들은 서로 연결된 대나무 줄기 두 개를 줄로 사용하는데, 대나

무를 고를 때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한다. 음력설이 되기 전에, 축제 조직위원회는 사람

을 보내, 마을을 둘러보게 해서 가장 좋은 대나무 줄기 (곧고, 너무 늙거나 너무 젊지 

64 역주: 베트남어로 ‘질질 끌다’의 의미

65 전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족(Viet 혹은 Kinh)이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이자, 습식 
쌀과 레드 리버 문명의 요람인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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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도 윗부분이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것)를 선택해 장부구멍의 방식으로 연결하

게 한다. 이음새는 선수들이 잡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압력이 집중 되는 

곳이기 때문에 오래된 대나무로 메워진다. 이음새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

린 대나무를 잘라서 얇은 조각들로 만든 후에 비틀어서 끈으로 만든다. 그러면 다양한 

크기로 세 개의 나선이나 네 개의 원형으로 끈이 만들어진다. 이 나선형 끈들은 남성과 

여성을 상징하거나 음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산을 상징하는 의미로 풍작과 재생산

을 위해 기원하는 것이다. 줄이 준비되면, 마을 주민들은 공동주택/사당에 모여 자신의 

수호신에게 준비가 완료됐음을 알린다. 참가자들은 최근에 가족을 여의지 않은 30-37

세의 건장한 마을의 성인 남자여야 한다. 각 팀들은 35 명으로 구성된다. 네 명의 남자

들이 깃발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다른 네 명의 남자들은 줄다리기 경쟁에 보안 요원

(Security guards)으로 투입된다. 음력 1 월 4 일, 수호신께 의식을 치르고 나서 오후가 

되면, 마을 원로들은 신께 경기 시작을 위한 허락을 구하고, 참가자들은 차례대로 번갈

아 신께 기도를 드린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줄이 운동장으로 옮겨진다. 두 팀은 관중

들의 환호와 드럼소리 속에서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입장이 끝나면, 대나무를 따라 자

리에 앉는다. 각 팀에서 한 사람씩 나와 두 줄이 연결된 이음새를 붙들면, 나머지 사람

들은 그들 뒤로 선다. 3 번의 연이어 시합하는 것이 우 챕 마을의 전통이다. 동쪽 팀이 

첫 번째 시합에서 이기고, 서쪽 팀이 두 번째 경기에서 이기면, 세 번째 경기에서 모든 

방문자들이 참가해서 경기에서 승리하도록 서쪽 팀의 경쟁상대(즉, 동쪽 팀)를 돕는다

는 것이 전통이 있다. 이는 동쪽 팀이 승리하면 풍년에 유리한 날씨가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노이의 롱 비엔에 위치한 탁반 지역의 사람들은 경질수목 기둥의 구멍에 등나무를 삽

입하여 만든 것을 줄다리기 시합에 사용한다. 밧줄을 당기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앉아있는

데, 그로 인해 이 시합을 앉아서 하는 줄다리기라고 부른다. 밧줄에 사용되는 등나무는 양

쪽 모두 25-30 미터, 직경 5cm 크기가 충족되어야 한다. 만약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길거

나 짧다면, 그 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등나무가 희소해지고 있기 때

문에 길이 30 미터의 직경 5cm 인 맞춤형 밧줄로 대체하는 추세다. 기둥은 원통형의 큰 경

질수목으로 만들어지고, 붉은색으로 채색된다. 구멍의 위치는 무릎 정도가 되는데, 축제의 

계절이 오면, 줄다리기를 하는 장소에 심어둔다. 두 경쟁자들이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밧

줄이 구멍에 삽입된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18-35 세 사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가족

들이 이 마을에 최소 5 세대 동안 거주했어야 한다. 남자들은 두옹 응히아 트루 (Duong 

Nghia Tru) 강가에 두옹 (Duong)과 고지대의 초 (Cho) 두 팀으로 구분된다. 각 팀은 

24 명의 선수들과 한 명의 리더로 구성된다. 그들은 줄을 당기는 동안 한쪽 다리는 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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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른 한쪽 다리는 구부려 앉는다. 관례상, 두오그 (Duogh) 팀이 이기면, 마을은 이

것을 길조로 여긴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염원을 암시해 준다. 농사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비를 내리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상징하듯이, 마을에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뜻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지역의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쿠우 린 (Cuu 

Linh) 마을은 레드 리버와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마을 주민들이 쌀 재배농사에 종사하

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섬기는 신들도 물과 관련이 있다. 그들의 수호신 혹은 

성 린 랑(Saint Linh Lang)은 물에서 유래했으며, 물의 신으로 알려져 있다. 트란 뷰 

(Tran Vu) 사당에서 숭배되는 성 트란 뷰 (Saint Tran Vu)는 바람과 비를 일으킬 수 

있는 신으로 묘사되며, 물을 통제하는 신으로 불린다. 과거에 응고크 트리 (Ngoc Tri) 

마을 축제와 현재의 트란 뷰 신사/사당 축제가 열렸는데, 이런 신들을 위한 축제들이었

다. 하노이, 속 선 (Soc Son) 지역, 후안 뚜 코뮤네 (Xuan Thu Commune), 후안 라이

(Xuan Lai) 마을 사람들은 뷰아 바 (Vua Ba) 사당 축제 동안 다른 민속놀이들-쌀 요

리를 위한 물 나르기 시합이나 체스 두기 혹은 레슬링과 함께 줄다리기를 진행한다. 축

제는 음력 1 월 5 일에 개최된다. 게임에 사용되는 두 개의 대나무 줄기들은 8 개나 혹

은 9 개의 마디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은 행운을 상징한다. 참가자들은 

18-35 세의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촌락은 24 개의 거주 단위 혹은 하위 유닛(Xom)으

로 구분된다. 줄다리기 시합을 위해 매년 24 개 거주 지역에서 2 명씩을 참가시킨다. 각 

단위는 5 명 7 명 혹은 9 명의 남자들로 구성된다. 경쟁자들의 수는 홀수여야 하고, 한 

팀은 서쪽 방향으로 다른 한 팀은 북쪽 방향으로 서서 경기를 진행하며 경기는 세 번의 

매치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준비운동의 단계이고 나머지 두 경기는 경쟁을 위한 시합

이지만 심판이 승자와 패자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단지 관중들이 스스로 경기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농작물의 수확량도 예측한다. 관례상, 서쪽 팀이 이기면, 쌀농사는 풍년

이 될 것이고, 날씨 또한 매우 호의적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반대로, 북쪽 팀이 이기면, 

다른 작물들은 풍작이 되지 않겠지만, 흰 콩은 잘 성장할 것이라고 해석한다. 

빈푹 성(Vinh Phuc Province), 빈 후엔 (Binh Xuyen) 지역, 후옹 찬 타운 (Huong 

Canh Town)66은 밧줄을 길고 큰 등나무로 만드는데, 적어도 45 미터 길이가 되도록 

제작한다. 등나무 줄은 연못에서 15 일 동안 담가두었다가 5-6 일간 건조한다. 이 작업

은 내구성과 즐기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참가자들은 두 팀을 구분하기 위해 

표시해둔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경질수목 말뚝을 통해 등나무 줄을 당긴다. 말뚝은 1.05 

66 본래 Huong Canh, Ngoc Canh, Tien Canh 오래된 세 마을로 구성되었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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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높이에 직경 37cm 로 지면에서 80cm 가량의 높이에다 말뚝을 통해 구멍을 잘라

둔 것이다. 시합이 진행될 때 밧줄은 이 구멍을 통과해서 중앙이 바로 말뚝 내부로 주

저앉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이 흰색 페인트를 사용해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밧줄의 

중앙지점을 표시할 것이다. 실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두 명의 존경 받는 원로들이 

먼저 형식적인 끌어당기는 의식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모든 참가자가 세 번의 줄다리

기 시합을 시작하고 각 경기는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기까지 20 분간 진행된다. 축제의 

규정에 의하면, 각 팀은 34 명의 구성원들이 한 팀을 이루는데, 1 명의 단장, 2 명의 부

단장, 1 명의 서비스 요원, 25 명의 참가자들, 5 명의 예비선수로 구성된다. 50 명의 대

기 선수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하기도 한다. 단장과 부단장은 강한 리더십과 책임감을 

갖춘 남자여야 하고, 그 리더십을 바탕으로 팀의 화합을 유도해야 한다. 25 명의 참가자

들 중에서 4 명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들은 말뚝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밧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리더는 강인함과 지구력, 숙련도, 기발함 등의 자질로, 

그들의 팀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참가자들은 두 줄로 열 명씩 서고, 마지막 

사람이 밧줄 끝을 잡는다. 축제 운영자들은 참가자들이 앉아서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넓이 1.2 미터에 1.4 미터 높이의 구덩이를 판다. 하나의 대열은 다른 대열로부터 1.5

미터 가량 떨어져 위치하는데, 이것은 참가자들이 다리를 펴고 줄을 당기고 내리면서 

허리를 반쯤 눕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후옹 찬 타운의 줄다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선수들의 힘과 줄을 당길 때 사

용되는 전술이다. 이 두 변수에 따라 최종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모든 선수들과 

팀 리더들 사이의 화합도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팀의 전술은 리더가 보내는 비밀

신호에 의해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다. 각 팀은 각기 다른 비밀 신호를 사용하고, 팀의 

리더가 깃발을 이동하거나 합의된 신호들을 보내면, 모든 참가자들 그에 따라 잡기, 끌

어당기기, 줄 당기기와 같은 행동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을 참가자들이 놓

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률이 매우 낮아진다. 두 팀이 

서로 총력을 가하면서, 밧줄이 앞뒤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종종 화상을 입

거나, 연기가 자욱하게 일기도 한다. 

다른 줄다리기와 다르게, 후옹 찬 타운의 경기는 주후 10 세기 응고 (Ngo) 시대에 카 

로 (Ca Lo) 강/ 찬 (Canh) 강67에서 해군의 비밀훈련의 하나로 거행된 것인데, 바츠 

당 (Bach Dang) 강 유역 군사작전에서 한 (Han) 침략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기 위해 

거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군들이 수영하는 동안 등나무 줄기들은 배들을 끌어당기는

67 현재는 Vinh Phuc 지방의 Binh Xuyen 지역에 편입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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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사용했고, 이 방법은 적들을 놀라게 하여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술로 해석

된다. 후옹 찬 주민들이 교역이나 물고기 잡이를 위해 카 로 강에서 홍 강으로, 탐 기

앙 (Tam Giang)강과 사 (Sa) 강까지 배를 사용하곤 했는데, 이 때 등나무 밧줄은 배

를 앞뒤로 끌어당기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마을의 줄다리기 시합은 후옹 찬 주

민들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반영한다. 

Lao Cai 주, Van Ban 지역, khanh Yen Ha 공동체의 Tay 족은, 줄다리기에 사용되는 

밧줄을 물의 흐름/기류와 같은 방향으로 배치해서 뿌리부분은 상류 부분에, 꼭대기 부

분은 하류를 향하게 하여 사용하는데, 항상 마을 원로들이 뿌리 부분을 담당한다. 이 

같은 신성한 의식에서 무당은 마을 원로들이 승자가 되도록 젊은 팀에게 당부한다. 

라오 카이주에 거주하는 또 다른 타이 족에게 줄을 잡아당기는 것은 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용은 마을 주민들에게 행운-건강, 사업의 성공, 좋은 날씨와 풍작-을 제공

해 주는 존재다. 여성들로 구성된 팀은 항상 짝수 해에 승리한다. 이 때가 되면 여성의 

생산력처럼 사업이 잘 되고 농작물들도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금기사항들이 존재한다. 남자 팀은 용의 머리나 눈, 등나무의 뿌리부분을 잡을 

수 없다. 만약, 용의 눈이 가려지면, 용이 물을 뿌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가 내

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 팀은 등나무의 꼬리를 잡을 수 없다. 

꼬리를 잡히게 되면 용이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바크 하 (Bac Ha)지역, 트롱 도 (Trung Do) 마을의 타이족은 남자와 여자 두 팀으

로 경쟁자들이 구성되는데, 풍족한 작물들을 제공해 달라는 염원을 담아 시합을 겨룬다. 

이 경기가 뷰 반 맛 (Vu Van Mat) 왕자와 후앙 반 뚱 (Hoang Van Thung) 장군이 외

부의 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한 마을의 전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행된다고 보는 

해석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양한 줄다리기 전통들과 시합들은 마을 공동체의 다양성을 반영

해준다. 문화유산은 공동체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드러내 줌과 동시에, 당기는 의식

들과 시합들은 마을 공동체들의 다산, 번영, 조화를 위한 염원을 공유하게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농업 의식들 중에 하나며, 농업문화의 특성들을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 나

타내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노이 따츠 반 (Thach Ban)의 의례로써 줄다리기는 

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통해 홍수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

을 나타낸다. 바크 닌 (Bac Ninh) 주의 후우 챕 마을에서는 동쪽편의 팀이 시합에서 

이기는데, 이것은 날씨가 좋아서 한해 수확이 풍년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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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 주의 일부 타이 족은 당김 줄을 항상 상류에 두고 그것들을 원로들이 담당하게 한 

후, 항상 경기에서 젊은이들을 이기게 하는데, 이것은 풍부한 물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최근에 베트남에서는 민속놀이인 전통 줄다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공동체의 

일원들을 결속시키기 위해 도입되면서 현대생활에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 전통문화

는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줄다리기 

놀이의 쉬운 구현방법 때문이다. 물론 경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승패는 공동체

의 단결과 조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의례로써 줄다리기는 사회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통합하는 데, 공동체들의 번영과 복지/안녕을 위한 염원을 표출하기 위

한 것으로, 공동체 일원들의 협력의 중요함을 일깨우는 도구로 사용되는 전통놀이인 셈이

다.

2.� 무형문화유산보호를�위한�공동체�참여

본 장에서는 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참여 형태와 메커니즘에 대하여 살펴보

겠다. 유산 관리에 대하여 포함된 요소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며 정부관계자와의 관련성 

및 시간에 따른 유산의 변형 또한 알아볼 것이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공동체 참여의 정도가 지역적 상황에 좌

우된다는 것이다. 나무뿌리는 종목의 보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참여는 

지방 또는 중앙 정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보다 넓은 틀을 마련하기 위한 통합적 역할

을 한다. 정부관계자는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즉, 유산의 존속은 직접적인 공동체 참여에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보

호는 정부관계자의 협력을 요구했으며 수직적 체계는 줄다리기 연행의 전수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공동체가 유산을 연행함에 있어서 정부와의 협력체계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축제집행

위원회는 지방민에 의하여 설립되고 공식적인 책임자는 지역 정부관계자에 있다. 위원

회는 정부공무원, ‘Front for the Fatherland’, ‘The Associations of Elders’, ‘The 

Associations of Women’, ‘Veteran’s Association’, ‘Associations of Farmers’ 등과 같

은 보존회 또는 사회적 집단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마을은 전통적

인 기본적 사회구성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으로 자치적인 행정집단임을 유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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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을의 연장자들은 유산의 보호에 대하여 보호 및 감독의 역할을 하였고 마을의 도

덕 수호자로써 지혜와 경험을 갖춘자로 존경받았다. 

본 발표는 비록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로 해당 유산의 연행, 유지, 

보존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집행에 있어서 좀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

하여 정부와 협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많은 공동체들이 정책과 전문성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수단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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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5】

태국�전통�줄다리기:� 착까옌(Chak� Ka� Yer)

추치차이�고마라뚯� |�출라롱꼰대학�부교수.

솜뽄�고마라뚯� |�출라롱꼰대학�부교수.

사네�데차웡스� |�출라롱꼰대학�부교수.

요약

본 연구는 유네스코 산하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er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 Pacific Region)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아시아 전통줄다리기 현지조사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태국의 전통줄다리기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줄다리기와 오늘날 태국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전통, 문화, 축제, 의례 및 가치

를 연구하며 나아가 현대 태국인의 일상 활동으로서 줄다리기를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는 문헌분석의 서술연구방법론과 2015 년 2 월 24 일에

서 4 월 30 일까지 수행된 현지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줄다리기는 ‘착까옌  

(Chak Ka Yer)’이라는 태국 전통놀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착까옌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삭 사오 (Sak sao, 막대기 당기기), 착차 (Chak cha, 남성 팀과 여성 

팀이 겨루는 것), 착 사오우(Chak saow), 두엉 낭 (Dueng nang)처럼 사람 대 사람의 

경기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람 대 운송수단 혹은 가축과의 경기이다. 여기에는 착까옌 

꾸이안 (Chak ka yer kwian, 수레끌기), 두엉 크록 (Dueng khrok, 절구 끌기), 착 프

라(Chack phra) 혹은 락 프라 (Laak phra, 불상 끌기), 착까옌 콘깝창 (Chak ka yer 

khon kap chang, 인간과 코끼리의 줄다리기)이 있다. 경기 방법은 대개 서로 비슷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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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경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다르다는 것이다. 보통은 밧줄이 사용되지만 일부 지

역에서는 나뭇가지, 짐승가죽, 나무절구, 수레를 사용하며 코끼리도 나온다. 일부 착까

옌 관련 의례는 지역 신앙, 공덕, 악업, 선의, 강우, 농업, 건강 그리고 질병에 관한 믿

음과 연관이 있다. 착까옌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태국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착까옌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서 지역 단체들

은 착까옌 행사나 경기를 개최할 때 지역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며 주정부 

역시 문화행사로서 착까옌을 준비하는 지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서론

태국의 ‘착까옌 (Chakkayer)’은 서양에서 ‘줄다리기 (Tug of War)’라고 불리는 놀이

와 유사한 것이다. 이는 태국에서 매우 오래된 단체민속경기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태

국인들은 ‘착까옌’을 잘 알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이 놀이에 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직접 경기에 참가하거나 간접적으로 경기를 구경하며 응원을 한다. 착까옌은 몇 가지 

측면에서 태국 사회에서 유용한 기능을 하는 놀이이며 경기이자 스포츠이다. 사람들은 

재미, 오락거리 그리고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난 휴식활동으로 착까옌 경기를 한다. 또

한 착까옌은 팀, 단체 그리고 공동체 간에 참가자들이 서로 힘을 겨루고 확인하는 전통

경기로서 치러지기도 한다. 놀이로서 그리고 경기로서 치러지는 착까옌은 서로 다른 지

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와 관련된 사상, 신앙, 관습, 전통, 의례 그리

고 가치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 스포츠로서 착까옌은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체계적인 대회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대팀이 존재하며 승리

를 목표로 진지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전문 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의 삶과 

관련한 사상, 신앙, 관습, 전통, 의례 그리고 가치를 담고 있는 놀이 또는 경기로서 착

까옌만 다루고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로서의 착까옌은 언급하기 않을 것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태국 각 지역민들의 삶과 일상생활방식이 반영된 줄다리기의 

종류, 경기방법, 역사, 사상, 신앙, 관습, 전통, 의례 및 가치와 관련된 태국 줄다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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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 태국사회에 생생하게 존속하고 있는 줄다리기

를 보호,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일부 종류의 줄다리기에 대한 지식 보

유자가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한 현지조사보고서

이다. 

본 연구는  ICHCAP 의 현지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태국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다

양한 종류의 착까옌 관련 정보를 문헌, 서적, 연구 보고서 및 온·오프라인에서 얻은 관

련 문서를 통해 입수하여 연구하였다. 2015 년 4 월 5 일이라는 마감시간에 맞추어야 하

는 시간적 제한으로 현지조사는 6 주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은 조사 일정이다.

Ÿ 현지조사 전 사전문헌 조사  :  2015년 2월 24-3월 2일

Ÿ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지 준비  :  2015년 3월일-6일

Ÿ 착까옌 문화유산 정보 제공자와 협조요청연락  :  2015년 3월7-9일

Ÿ 현지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  2015년 3월 10-16일

Ÿ 데이터 분석  :  2015년 3월 17-20일

Ÿ 보고서 작성, 번역, 사진 및 시청각 자료:  2015년 3월 21-30일

Ÿ 국제회의발표자료 작성, PPT 준비  :  2015년 3월 31-4월 5일

이 모든 과정을 6 주안에 끝내야 했으므로 연구진에게는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이 되었다. 

현지 데이터 수집에는 겨우 1 주일 밖에 할애하지 못했다. ‘착까옌’ 지역문화유산기구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Ÿ 착까옌이 현존하고 해당 지역에서 연행되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야 한

다. 

Ÿ 착까옌의 정보제공자가 기꺼이 자신들의 정보를 공개한다.

Ÿ 연구는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사례선정에는 유의적 무작위 표집방법 (Purposive random method)을 활용하여 

3 개주의 2 개 지역에서 2 개의 착까옌 을 선정하였다. 

1. 룽 (Phatthalung), 나콘 시 타마랏 (Nakhon Si Thammarat)주의 ‘착프라 (Chak Phra)’를 

보유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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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타부리 (Chanthaburi)주의 ‘착까옌꾸이안 (Chak ka yer kwian)’ 혹은 ‘카트착까옌 (Cart Chak ka 

yer)’을 보유한 지역

의미�및�중요성

착까옌은 두 편으로 나뉘어 줄의 가운데 지점이 자기 편으로 오도록 밧줄을 

끌어당기는 경기이다(The Royal Institute, 1982). 착이란 끌어당긴다는 뜻이며 옌는 

앞, 뒤로 밀고 당긴다는 뜻이다. 착까옌은 서양에서 말하는 ‘Tug of War’와 유사한 

경기이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사전을 인용하자면, 메리엄 웹스터사전에는 ‘Tug of 

War’란 두 편으로 나뉘어 각각 밧줄을 잡고 서로 당기는 경기라고 하였으며, 

영-이탈리아어 사전에는 두 편이 밧줄의 양쪽을 잡고 땅위에 그어놓은 선 위로 

상대편을 끌어당기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영일 사전에는 단체 혹은 개인들이 

줄을 마주 잡고 서로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는 힘겨루기로 매우 힘이 드는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에 따르면 태국어 ‘착까옌’과 영어의 ‘Tug of 

War’는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당기고 힘을 겨루며 밀고 밀리는 경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Tug of War 즉, 당긴다는 말에는 분명 손과 팔을 이용해 

당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착까옌’과 똑같은 말이다(사진. 1). 태국 전역에는 

유사한 민속놀이와 경기가 풍부하다. ‘단사오 (Dan Sao, 막대기밀기)’, ‘예롱루 (Yae 

Long Ruu, 구멍으로 도망가는 육지도마뱀), ‘야엥무앙 (Yaeng Mueang, 마을공격)’과 

같은 유사한 종류의 착까옌 경기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경기는 손이나 팔을 

이용해서 주로 밀어내는 것이며 당기는 것은 아니다. 이들 경기와 놀이는 줄다리기와는 

경기방법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착까옌은 태국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한 놀이이자 경기이다. 명칭이나 경기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경기방식은 유사하다. 중부 평원지대의 동쪽 지역에서는 ‘착까

옌꾸이안’ (수레 끌기)이라는 줄다리기가 있다. 먼저 수레를 한가운데 놓고 두 편으로 

나뉘어 자신들 편으로 수레를 끌어당기면 이기는 것이다. 북부 일부 지역에는 ‘삭사오( 

Sak Sao)’ (막대기 당기기)라는 경기가 행해지는데 여기에는 밧줄 대신에 대나무 막대

기가 사용된다. 보통 이 경기는 마루가 높이 설치된 집 아래서 치러진다.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두엉낭(Dueng Nang)’ (가죽 줄 당기기)을 한다. 이때에는 마닐라 삼으로 

꼰 밧줄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만든 밧줄을 사용한다. ‘착차 (Chak cha)’라는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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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남성 팀과 여성 팀이 서로 힘을 겨루는 것이다. 진편이 승자에게 다가가며 춤

을 추기 시작하면 이긴 편은 이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두엉크록

(Dueng Khrok)’ (절구 끌기)이 행해진다.  절구를 가운데 놓고 양편이 서로 자기편 쪽

으로 절구를 끌어당기는 것으로 더 많이 당겨온 쪽이 승리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착

까옌 콘깝창 (Chakkayer khon kap chang, 인간과 코끼리의 줄다리기)’을 한다. 또 남

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착 사오우 (Chak saow)’라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줄 대신 짧은 막대기를 사용한다. 각 팀의 대표가 한 사람씩 나와 막대기의 양 쪽 끝을 

각각 잡고, 팀의 다른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자기 팀 앞사람의 허리춤을 잡고 당기기 

시작한다. 손에서 막대기를 놓는 팀이 지게 된다. 그 외에 ‘루아 프라(Ruea Phra, 불상

을 봉안한 배)’라고 불리는, 사람이 운송수단을 끄는 경기도 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 ‘착프라’ 혹은 ‘락 프라 (Laak Phra, 불상 끌기)’라고 불리는 배를 끄는데 참가한다. 

착까옌은 대개 한해 풍작을 기원하는 행사나 축제에서 농촌 사람들이 재미거리나 오락거

리로 하는 놀이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통합, 우정 그리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혹은 공동체

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행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성(性)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해 남성 팀과 여성 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착까옌을 행하는 것

은 지역민의 생활과 생활방식과 관련된 사상, 신앙, 전통, 관습, 의례 그리고 가치와 밀

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해지는 착까옌은 불

교의례와 관계있다.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농업 특히 농사기간 및 추수기간과 관계있으

며 불상이나 목재를 실은 수레나 배를 끄는 등 무거운 물체를 운송하는 생활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과거에는 신체적, 정신적 능률을 높이고 신체적 힘을 증진하는 학교체육

으로서 매년 착까옌을 연행하였다. 근래 일부 사람들은 착까옌을 국제 스포츠로 발전시

켰지만 이 경우 착까옌은 지역민의 생활 및 생활방식과 관련한 사상, 신앙, 전통, 관습, 

의례, 가치와의 관련성은 결여되어 있다. 국제경기로서 착까옌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착까옌은 주로 4 월 중순에 열리는 송끄란 (Songkran) 축제 혹은 태국 전통신년축제

(사진. 2), 우기 안거가 끝날 때, 매년 열리는 도시 박람회, 왕의 생일, 새해 그리고 일

반적인 축제 등에서 벌어진다. 착 까 옌 참가자들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혹은 노인 등 

연령층도 다양하다. 경기는 동성 간은 물론 이성 간의 시합으로 그리고 오락거리로도 

열린다. 이성 간 경기의 경우 여성 팀의 인원이 대개 남성 팀의 인원보다 많다. 경기가 

끝나면 진편은 지역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어 승자를 즐겁게 해주며 동시에 서로에게 

농담을 하며 놀려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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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배경

다양한 문헌과 지역 정보제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착까옌과 관련된 믿음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착까옌은 고대 태국인의 생활방식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고대 이래로 태국은 지

리적으로 우거진 삼림, 산악, 계곡 그리고 거친 길 등으로 특징 지워진다. 그 당시 운송

에 이용되었던 교통수단은 오늘날처럼 안락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은 

버팔로, 황소, 말 또는 코끼리가 끄는 수레였다. 특히 삼림에서 벤 목재를 운송할 때, 

줄 한쪽 끝에 목재를 묶고 다른 한쪽은 코끼리의 목에 걸어 운송하였다(사진.3). 동물

들이 무거운 물건을 끌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 후, 사람들이 이 

방법을  ‘착까옌’이라는 놀이에 적용하였다. 

2. 착까옌은 불교 신앙에 근거한 지역민의 생활 및 생활방식과 관련된 사상, 믿음, 전통, 

관습, 의례 및 가치에서 기원하여 불상행렬축제로 발전하였다. 행렬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에 불상을 봉안하고, 수레는 줄이나 막대기 끝에 연결하여 묶고 줄 다른 한쪽 끝은 사

람들이 끌 수 있도록 남겨둔다. 사람들이 불상에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마을 

곳곳에 수레를 끌고 다닌다(사진. 4). 이 의식을 ‘착 프라 축제’라고 부른다. 이 축제는 

주로 태국 남부지역에서 열렸다. 동부 지역의 경우 ‘착 프라 축제’와 유사한 축제가 있

었지만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장식이 달린 수레에는 4 개의 부처를 의미하는 부처의 

발자국 4 개를 그려넣은 천이 봉안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이 수레를 끌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닌다.

착까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기록은 없지만 불기 1700 년경 혹은 

900 년 전, 즉  수코타이 (Sukhothai)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불교축

제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유타야 (Ayutthaya) 왕조 후기(사진. 

5) 혹은 1757 년경 (Department of Fine Arts, 1970)에 착까옌이 있었다는 내용이 ‘쿤 

창 쿠 파엔 (Khun Chang Khun Phaen)’이라는 태국문헌에 나타난다. 1897 년, 라따나

꼬신(Rattanakosin) 시대 라마 (Rama) 5 세 치세에 교육부 최초의 학교체육경기로 착

까옌 대회가 열렸으며 (Sawasdi Lekhayanon, 1971), 1900 년에 교육부는 착까옌 대회 

우승팀에게 학교이름을 새긴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이는 착까옌이 당시 매우 인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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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이었음 보여준다. 현재에도 태국에서는 여전히 인기 있는 경기이며 마을 단위의 지

역 행정부 내 각 부서의 주요 활동에도 포함되어 있다. 거의 모든 마을이 축제행사에서 

착까옌 시합을 펼친다. 착까옌이 전국적으로 연행되는 놀이이기는 하지만 태국민의 일

상생활 및 생활방식과 관련한 사상, 믿음, 전통, 관습, 불교의례, 가치 등을 담고 있는 

유·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핵심정신은 사라지고 있다. 태국전통스포츠 전문가인 저명한 

체육 교육자이자 부교수 퐁 껜드께우 (Fong Kerdkaew, 1977)는 “태국전통스포츠 유산 

특히 착까옌의 문화적 가치는 현재 태국민의 마음과 정신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 다행히 현황조사의 결과 착까옌은 세계화, 정보화의 열기, 물질주의 그리

고 문화의 국제화 영향 속에서도 잘 보존, 전승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분류,� 종류,� 형태�및� 경기방식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결과, 태국의 ‘착까옌’은 두 종류로 분류됨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은 

아래와 같이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 사람 대 사람의 착까옌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1.1 착까옌은 양팀이 각각 10~12 명씩 팀을 이루어 줄의 가운데가 자기편 쪽으로 

넘어오도록 서로 힘껏 당기는 경기이다. 줄을 많이 당긴 편이 승리한다. 여기에 

속하는 착까옌은 태국 전역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경기이다.(사진. 6)

1.2 라나 타이어 (Lanna Thai) 사전에 따르면, 삭 사오의 ‘사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중요한 물건에 닿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긴 물체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무언가를 긁어모으거나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긴 나무토막이나 막대기 같은 

것이다(Udom Rungrueangsri, 1991). ‘삭 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밧줄 대신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시합이 마루가 높은 집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두 편으로 나뉘며 한 팀의 구성인원은 5-8 명이다. 태국 

전통가옥은 마루의 바닥이 지면에서 높이 떨어져 있어 아래 공간은 사방이 툭 

트여 있고 사람들이 그 아래로 다닐 수 있으며 거기서 노동을 하기도 한다. 삭 

사오는 주로 남성과 여성이 겨루는 경기이다. 남성 팀은 집 영역 밖에서 

막대기의 한 쪽 끝을 잡고 여성 팀은 집 아래 부분에서 다른 한쪽 끝을 잡는다. 

경기를 판가름하는 경계선은 집의 테라스가 있는 부분이다. 상대편을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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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많이 끌어당긴 쪽이 승리한다. 진편은 이긴 편을 둘러싸고 지역 

전통춤을 춘다. 삭-사오는 북부의 프래 (Phrae)주와 난 (Nan)주에서 인기 

있는 경기이다(추치차이 고마라뚯 재인용, Muen Wongwan,1982)

1.3 착 차(Chak Cha)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힘을 겨루는 줄다리기이다. 각 팀은 

8~12 명으로 구성된다. 매 경기가 끝나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진편이 춤을 

추면서 이긴 편에게 다가가면 이긴 편은 춤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이 경기는 

북동부지역의 콘 껜(Khon Kaen)와 나콘 랏차시마(Nakhon Ratchasima)주에서 

널리 행해진다.

1.4 착 사오우는 줄 대신 짧은 막대기를 이용하는 경기이다. 각 팀의 주장이 

막대기의 한 쪽 끝을 잡고 나머지 5~8 명의 선수들은 팀별로 한줄로 서서 앞 

사람의 허리춤을 잡는다. 그리고 서로 상대편을 자기편 쪽으로 

잡아당긴다(사진. 7) 잡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는 팀이 진다. 이 경기는 주로 

남성과 여성이 한다. 남성 팀은 여성 팀보다 인원이 적다. 진편은 이긴 편의 

요청에 따라 춤을 추어야 한다. 착 사오우는 남부의 펫차부리 (Phetchaburi)주, 

쁘라추압 키리칸 (Prachuap Khirikhan)주 그리고 춤폰 (Chumphon)주에서 

널리 행해진다.

1.5 두엔 낭(Duen Nang)은 마닐라 삼으로 만든 줄 대신 가죽 줄을 사용한다. 

나머지 경기 방식은 착까옌과 같다. 이 경기도 주로 남성과 여성 간에 

벌어진다. 각 팀은 8~10 명으로 구성된다. 남성 팀의 인원이 여성 팀의 

인원보다 적다. 이긴 편은 가죽 줄로 진편을 포로처럼 둘러친다. 그런 다음 

진편이 춤을 추도록 한다. 이 경기는 북동부 지역의 시사껫 (Sisaket)주, 

차이야품 (Chaiyaphum)주, 사꼰 나콘 (Sakon Nakhon)주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2. 인간이 운송수단 또는 가축을 이용해 힘을 겨루는 착까옌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2.1 착까옌 꾸이안 (사람이 수레를 끄는 줄다리기)은 수레에 줄을 매어 두 팀의 

가운데에 놓는다. 12-20 명이 한 팀을 이룬다. 수레를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면 

승리한다(사진. 8). 이 경기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소개하겠다. 주로 

중앙평원지대의 동부지역인 찬타부리 (Chanthaburi)주, 라용 (Rayong)주, 뜨랏 

(Trat) 주에서  매우 유명한 경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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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두엥 크록은 밧줄로 묶은 커다란 나무절구를 두 팀의 가운데에 놓는다. 이때 

각 팀의 인원은 12~20 명이다(사진. 9). 각 팀은 승리하기 위해 절구를 

자기편으로 힘껏 당긴다. 보통 남성 팀과 여성 팀으로 나뉘어 시합이 진행된다. 

여성 팀의 인원이 남성보다 많다. 두엥 크록은 한 해의 날씨와 풍작에 관한 

오래된 신앙과 관련이 있다. 남성이 이기면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들어 흉작이 

되고 여성이 이기면 반대로 풍년이 든다고 한다(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1937). 이 경기는 북동부지역의 로이엣 (Roiet)주, 부리람 

(Buriram)주 그리고 야소톤 (Yasothorn)주에서 인기가 있다. 

2.3 착 프라 또는 락 프라는 사람이 ‘루아 프라’ (사진. 10)라고 불리는 운송수단을 

끄는 경기이다. 루아 프라는 불상이 봉안되어 있는 배를 가리킨다. 많은 

사람들이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의식이 거행되는 곳까지 배를 끌고 간다. 착 

프라 또는 락 프라는 전통, 관습, 불교의례 및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 경기의 

세부 내용은 별도로 소개하겠다. 주로 남부지역의 수랏 타니 (Surat Thani)주, 

나콘 시 타마랏 (Nakhon Si Thammarat)주, 팟탈룽 주에서 널리 행해진다.

2.4 착까옌 콘깝창 또는 착까옌은 사람과 코끼리가 힘을 겨루는 경기로 보통 20-30 명의 

남자들로 구성되며 경기 전에 정한 경기규정에 의해 인원수를 더 늘리기도 한다(사진. 

11). 경기방식은 다른 착까옌과 같다(사진. 12). 사람과 코끼리의 착까옌 경기는 

북동부지역의 수린 (Surin)주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3. 경기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남성 대 남성, 여성 대 여성, 남성 대 여성, 또는 

혼성팀 등 다양하다. 남성 대 여성의 시합의 경우, 여성 팀 참가인원수가 남성 

팀보다 많다. 동성 간의 놀이나 시합에서는 각 팀의 참가선수 숫자는 동수이다.

4. 경기 도구는 보통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굵기 2.5 ㎝, 길이 

20-30m 정도 되는 마닐라 삼밧줄이나 가죽 줄을 쓴다. 북부의 일부지역에서는 

‘삭 사오’라고 하는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 외에 빨간색 천 

3 개를 준비한다. 하나는 줄의 한 가운데에 묶어놓고 승패를 판가름하는 표시로 

쓰며 나머지 두 개는 중앙지점에서 양쪽으로 약 2-3m 정도 떨어진 자리에 묶어 

선수들이 밧줄을 잡는 지점을 표시한다.

5. 경기장소: 착까옌은 주로 야외 공터나 들판에서 벌어진다. 중앙지점을 표시하기 위해 

땅 위에 3-4m 정도 두꺼운 선을 그린다. 이 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선을 그어 양팀 

선수가 서는 자리를 표시한다. 이 경계선은 빨간색 천을 묶어둔 줄의 간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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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한다.

6. 경기방식: 일반적으로 착까옌 경기는 항상 줄이건 막대기건 먼저 바닥에 놓고 

시작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줄의 가운데 부분과 양 팀이 밧줄을 잡을 경계선에 

붉은 색 표시를 한다. 각 팀 선수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경계선 뒤쪽을 잡고 들어 올려 서로 마주보고 선다. 밧줄을 약간 팽팽하게 당겨 

잡고 붉은색의 중앙지점이 정확하게 땅 위의 중앙선 위에 오도록 한다. 모든 

선수들은 경기 신호가 울릴 때까지 줄을 잡고 각 팀의 경계선에서 준비 자세를 

한다. 신호가 울리면 선수들은 자기편으로 줄을 있는 힘껏 당긴다. 붉은 색을 

표시한 중앙지점이 자기편의 경계선을 넘어오면 경기를 이기는 것이다. 두 번 

혹은 세 번 연속으로 이기면 승자가 된다. 발을 제외한 신체의 어떤 부위도 

지면에 닿아서는 안 되며 신체 이외의 다른 물건으로 줄을 묶어서도 안 되고 

발이나 손으로 땅 이외에 다른 물건을 잡아서도 안 된다. 만약 어느 선수든 이를 

위반한 선수가 있는 팀은 경기에서 지는 것으로 한다.

문화적�관점에서�본� 착까옌

문화적 관점에서 본 착까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유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본 착까옌

1.1 착까옌에 사용되는 도구, 즉 밧줄, 긴 막대기, 절구, 코끼리 등은 각 지역민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비록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지역민의 

생활이 이전에 비해 더 편리해졌다하더라도 위에 언급한 도구들은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이다.

1.1.1 밧줄 : 찬타부리 주의 모웅 (Moung)지역 출신의 착까옌 선수였던 60 세의 

솜폿 딱실라 (Somphote Taksila)씨의 말에 따르면 착까옌 경기에 사용되는 

줄은 황마나 삼과 같은 천연섬유로 만들었는데 가장 대중적인 것은 마닐라 

삼으로 만든 것이었다. 왜냐하면 마닐라 삼으로 만든 것이 가장 튼튼하면서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았으며 미끄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진.13). 반면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줄은 딱딱하고 거칠며 미끄러웠으며 게다가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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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다가 손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1.1.2 마이 사오 (Mai Sao, 긴 막대기) : 치앙마이의 삭 사오 선수였던 67 세의 

칫 프롬사와이 (Chit Phromsawai)씨는 삭 사오에 주로 사용되는 긴 

막대기는 대나무로 만든 것이며 길이는 6-8m 정도였다고 하였다. 막대기는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서 사용했다(그림. 14) 삭 사오에는 등나무줄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구하기도 어렵고 다소 비싸다. 등나무는 주로 

가구나 공예품을 만들 때 사용한다. 사오 혹은 대나무 막대기는 마을이나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1.1.3 수레 : 팟탈룽 주의 69 세 닛 뽕잔사떼인 (Nit Pongjansatein)씨의 말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는 길이 울퉁불퉁해서 차량이 다니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팔로나 황소가 끄는 수레가 매우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고 

한다(사진. 15). 수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운송수단이다.

1.1.4 절구 : 직경 50-80 ㎝ 정도의 나무로 된 절구이다. 나무절구는 벼를 

도정하는 데에 쓰는 농사도구였다. 벼를 절구에 넣고 직경 10-20 ㎝ 정도의 

나무절구공이로 여러 차례 찧는다(사진. 16). 이렇게 찧은 벼를 절구에서 

꺼내 현미에서 왕겨를 가려내는 데에 사용하는 농사 도구인 키에 옮겨 

담는다(사진. 17). 이 과정을 거쳐 얻은 쌀을 ‘수작업을 한 쌀’이라고 한다. 

이 쌀은 일반 쌀보다 훨씬 영양가가 많다. 이런 식으로 절구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1.1.5 코끼리 : 코끼리는 지구상에 가장 큰 육상동물로 태국에는 코끼리가 상당히 

많다. 북부와 북동부 지역 사람들은 트레킹, 운송, 목재생산 등 일상생활에 

코끼리를 다양하게 이용한다(사진 18,19). 그리고 코끼리는 태국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진다. 예전에 시암(현 태국의 이전 이름)의 국기에  코끼리 문장이 

그려져 있었다. 코끼리는 태국과 태국인을 가리키는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사진. 20).

1.2 착까옌에 쓰인 도구의 보관 : 착까옌에서 사용한 밧줄, 긴 막대기, 수레 그리고 

절구 등은 수년간에 걸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들을 집이나 

주민 센터로 이용하는 사찰, 마을의 촌장이나 동네 이장과 같은 공동체 

지도자의 집에 보관하였다. 현재는 지역 청소년센터, 땀볼 (Tambo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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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소나 지역공공회관에 보관한다. 그러나 코끼리는 코끼리 소유주의 

집이나 코끼리 야영지에서 관리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본 착까옌

2.1 사람 대 사람의 착까옌 : 태국 전역에는 삭 사오, 착 차, 착 사오우 그리고 두엥 

낭과 같은 다양한 착까옌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의식이나 종교적 의례에서 

행해지는 ‘사람과 운송수단이나 가축 간에 벌어지는 착까옌’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의례에서 행해지는 착까옌은 후에 점차 연행 형태가 편리하고, 

빠르고, 쉬운 놀이로 변형되었다. 착까옌이 의식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보다 이 

편이 참가선수나 관중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흥분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30 년 동안 착까옌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타쁘론 껫께우 

(Sathapron Ketkeaw, 58 세)씨는 착까옌은 재미있는 경기라고 하였다. 한 판의 

시합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참가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과정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 보다는 이러한 경기 

방식의 줄다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의례활동과 놀이로서의 

착까옌은 서로 다른 날에 벌어지게 되었고 그 후 착까옌은 의례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다.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착까옌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는 각 선수들, 팀, 마을,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관중들 간에 형성되는 사랑, 

희생, 협력, 단합, 정신 및 지역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2 사람 대 운송수단 또는 가축의 착까옌: 착까옌 꾸이안, 두엔 크록, 착 프라 또는 

락 프라, 그리고 사람과 코끼리의 경기인 착까옌 콘깝창 또는 착까옌은 대개 특정 

지역민의 신앙과 관련한 의례 활동의 일부로 행해진다. 

2.2.1 착 프라 또는 락 프라는 가난한 사람, 고통 받는 사람 그리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불상이 봉안된 배를 마을 구석구석 끌고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덕을 나눈다. 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다고 믿는다. 길 양쪽에 사는 사람들은 

배에 공물과 돈을 놓는데 이것들은 의식이 끝나면 사찰에 건네진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공물과 돈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마을이나 공동체로 

되돌아올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마을의 사찰을 짓거나 보수하는데 쓰일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내의 사찰은 마을이나 공동체 센터로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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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누구나 사찰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얻을 수 있다. 35 년 이상 착 

프라 축제에 참가해온 70 세의 우타이 뽕찬똔사떼인 (Utai 

Pongchantornsatein)씨는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마을사람들이 착 프라 

의식을 통해 함께 공덕을 쌓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축제에서 얻은 행복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즉, 줄다리기를 통해 공동체 혹은 

지역 내 구성원들의 협동을 끌어냈던 것이다. 그 외에 이 축제의 근저에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한다. 즉, 태국인의 주요 생계수단은 농업이며 따라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때에 적당한 비가 내리는 것이다. 착 프라 축제는 

농사에 필요한 비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착 프라 또는 락 프라는 

적기에 비를 내리게 해 준다고 믿었다. 

2.2.2 사람 대 코끼리의 착까옌 콘깝창 또는 착까옌: 이 경기는 연행된 역사가 50 년 

정도 되었지만 의식행위와의 연관성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인간과 코끼리의 

관계 그리고 코끼리의 가치를 표현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사슬이나 밧줄에 

묶여 무거운 목재를 운반해야만 하는 코끼리의 고된 노동을 말해준다. 사람과 

코끼리 간의 착까옌에는 코끼리를 끌기 위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30-50 명의 

남성들이 참여하는 것에서 코끼리가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지를 

보여준다. 있는 힘껏 줄을 당기다보면 참가자들은 손바닥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를 통해 코끼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 결과 코끼리는 더 나은 

대접을 받게 된다.  

착-프라:� 남부지역의�고대�축제

소개

착 프라는 태국 남부의 지역 축제이다. 우기가 끝나는 음력 11 월 보름날에 행하는 

공덕 쌓기 축제인데 완 옥 판사 (Wan Ork Phansa)라고 불린다. 승려들은 우기 

기간인 3 달 내내 같은 곳에 머무르며 수행하는데 이 수행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완 옥판 사라고 한다. 승려들은 음력 8 월 보름 다음날에, 음력 11 월 보름까지 석 달 

동안 한 장소에 머물며 수행하겠다는 맹세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승려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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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

착 프라 축제는 경우에 따라 행렬에 신상(神像)을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는 불교와 

브라만교의 믿음이 혼합되어 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가 사왓티 (Savatthi) 인근의 

망고 숲에서 다른 지역에서 모여든 신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두 가지 기적을 행한 

후, 도리천에서 내려와 죽은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하였다. 부처는 도리천에서 우기가 

끝나는 음력 11 월 보름 혹은 우기 안거가 끝나는 날까지 머물렀다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왔다. 부처는 음력 11 월 보름 다음날 이른 아침 사바세계로 돌아왔다고 한다. 

부처가 돌아오는 것을 안 신도들이 부처를 맞아 그에게 음식을 공양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부처에게 음식을 공양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 중 일부는 음식을 나뭇잎으로 싸서 부처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군중들 맨 

바깥쪽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음식을 앞으로 전달하거나 

심지어는 그 소란 통에 음식을 싸서 부처의 발우 속에 던져 넣기도 했다.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선의가 부처의 기적과 어우러져 모든 음식이 부처의 발우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혼 똠 (Hor Tom)’ 혹은 ‘혼 빳 (Hor Pat, 포장한 찐 찹쌀)’이라는 

축제가 생겨났다. 이 축제는 부처가 도리천에서 사바세계로 돌아온 날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사람들은 부처를 초청하여 나무왕좌에 앉히고 그가 사는 곳까지 

행렬을 하였다. 부처가 열반한 이후, 사람들은 부처 대신에 나무 불좌에 불상을 

안치하였다. 

의미와 중요성

착 프라 또는 락 프라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수레에 불상을 봉안하고 긴 줄로 묶어 마을 

곳곳을 끌고 돌아다니는 행렬 의식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행렬 중인 불상에 존경을 

표하고 보시하는 것이다. 이 축제의 중요성은 사람들이 부처가 도리천에서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기쁨으로 기다리던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축제는 

우기 안거가 끝나는 날 열리는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연행되면서 전승되고 있다. 

착 프라 축제는 남부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가장 장엄하고 유명한 

착 프라 축제가 열리는 곳은 수랏 타니주의 꼰 프라 응안 (Kor Phra Ngan), 무에앙 

(Mueang) 그리고 푼 핀 (Phun Phin) 지역, 춤폰주의 랑 수안 (Lang Suan) 지역, 

라농 (Ranong)주의 끄라부리 (Kraburi) 지역, 나콘 시 타마랏주의 빡 파낭 (Pak 

Phanang), 퉁송 (Thungsong), 그리고 무에앙 지역, 송클라 (Songkhla) 주의 라놋 

(Ranot), 핫 야이 (Hat Yai) 지역, 팟탈룽주의 빡 파윤 (Pak Phayoon)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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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는 나콘 시 타마랏주의 퉁송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착-프라 축제의 의례

나콘 시 타마랏주의 퉁송 지역의 원로 닛 뽕찬똔사떼인씨는 착-프라 축제에는 

많은 의례가 수반된다고 하였다.  이들 의례는 아래와 같다(사진. 21).

1. 따엥 놈 프라 (Taeng Nom Phra) 또는 운송수단 장식하기: 놈 프라는 불상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운송수단을 뜻한다. 육상에서 사용되는 것을 ‘놈 프라’(사진. 

22)라고 하고 수상에서 사용되는 것을 ‘루아 프라’사진. 23)라고 한다. 놈 프라는 

발판을 놓고 나가 (Naga, 신화에 나오는 뱀)의 모양을 조각한 나무판 두 개를 세워 

만든다. 나가 아래에는 바퀴가 4 개 있다. 발판에는 다채로운 색으로 디자인한 대나무 

줄기로 엮은 벽을 둘러친다. 그리고 비단, 줄무늬 깃발, 삼각 깃발, 긴 깃발, 바나나 

나무, 사탕수수줄기, 코코넛 잎 그리고 생화 화환으로 온통 장식을 한다. 포장한 찐 

찹쌀밥은 수레 앞에 매달고, 나가는 형형색색으로 반짝이는 유리로 장식한다. 그 밖에 

두 개짜리 북, 북, 종 그리고 징 등을 건다. 수레 뒤에는 승려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는다. 수레 맨 꼭대기를 가장 화려하게 장식하는데 가장 잘 보이는 이 

부분이 수레의 장엄성과 신성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2. 운송수단에 프라 락 (Phra Laak) 안치하기: 프라 락이란 석가모니입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발우를 들고 있는 부처 입상이 사용된다.(사진. 24) 음력 11 월 보름날 

사람들은 프라 락을 목욕시키고 법의를 갈아입힌 후 배에 옮겨 싣는다. 승려는 부처가 

도리천에 갔을 때의 설화로 설법을 한다. 음력 11 월 보름 다음날 이른 아침, 

불자들은 ‘딱밧나론 (Tak aht a Lor)’이라고 불리는 부처입상 앞에 놓여 있는 발우에 

음식물을 공양한다. 그리고 나서 부처의 입상을 배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찰은 축제가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례를 거행하기도 한다. 

3. 락 프라 또는 착 프라 (끌기): 수레를 끌 때, 2 개의 줄로 나누어 하나는 남자가 끌고 

나머지 하나는 여자가 끈다. 줄을 당길 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몸체가 두 개 달린 

북, 북, 종, 징을 리듬에 맞추어 두드린다. 참가자들은 즐겁게 모여들어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합창을 한다. 

4. 남부지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착 프라 축제가 있다. 육지와 물위에서 불상을 끄는 

경기이다.

4.1 육상에서 행해지는 착 프라는 발우를 들고 있는 부처의 입상을 나무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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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좌로 옮겨 행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참가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착 프라 노래를 부른다. 이 축제를 여는 대부분의 사찰은 대개 강이나 

운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4.2 물에서 이루어지는 착 프라는 발우를 들고 있는 부처 입상을 배 안의 나무로 만든 

불좌에 옮겨 봉안하여 물길을 따라 배를 끄는 것이다. 이는 대개 강둑이나 강 

인근의 사찰이 거행한다. 물에서 하는 착 프라는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데 이는 강이라는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 배를 

마련하고 끄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5. 착 프라 축제의 진행 단계

5.1 축제개시일 10-15 일 전에 마을 사람과 승려들은 의식에 사용될 배를 

장식하는 일을 돕는다.

5.2 의식이 열리는 날, 즉 음력 11 월 보름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한데 모여 의식용 배 앞에 발우를 놓는다. 

5.3 승려들이 아침공양을 마치면 의식용 보트를 퉁송지역에 배가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간다.

5.4 승려들이 점심공양을 마친 후 ‘사드 똠 (Sad Tom) 대회’ (포장한 찐 찹쌀밥 

던지기 대회)와 ‘보트경주’가 열린다. 

5.5 대개 의식용 배는 같은 날 저녁에 사찰로 다시 끌고 온다. 수랏 타니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의식이 끝난 후 사람들이 덕을 받을 수 있도록 3-4 일간 

강에 매어 둔다. 

문화적�관점에서�본� 착� 프라�축제

나콘 시 타마랏주의 퉁송 지역 착 프라 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마을 사람들은 착 프라의 가장 큰 효과는 적시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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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다. 즉 “착 프라 축제 후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믿는다. 그래서 불상을 

봉안한 수레를 나가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지에 살고 있는 나가는 비를 

가져온다. 착 프라는 농경사회의 생활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 마을 사람들은 착 프라 축제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든지 많은 선덕을 쌓아 성공적인 

삶을 누린다고 믿는다. 불상이 봉안된 수레가 자신들의 집으로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 앞을 다 지날 때까지 함께 수레를 끈다. 옆집 사람도 똑같이 한다. 

3. 끄는 행위는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므로 마을 사람들은 노랫말을 지어 수레를 

끌면서 함께 노래한다. 이 노랫말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짧고 재미있다. 

이는 지적이고 위트가 가득하다.

4. 또한 마을 사람들은 착 프라가 착까옌에서 기원했다고 믿는다. 착 프라 행렬 중에는 

종종 구덩이, 언덕 그리고 울퉁불퉁한 길이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은 수레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끌어야 한다.

착까옌�꾸이안� (수레�끌기):� 동부지역의�고대�축제

소개

착까옌 꾸이안은 태국 동부지역에서 행해지는 독특한 형태의 놀이다. 특히 

찬타부리주에서 100 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행되어 왔다. 착까옌 꾸이안은 수레 앞뒤에 

줄을 묶는다. 참가자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한 팀은 수레 앞에, 나머지 한 팀은 수레 

뒤에 선다. 양 편은 수레를 자기편으로 당긴다. 수레를 자기편 쪽으로 끌어당긴 팀이 

승리한다. 찬타부리는 태국 동부지역에 위치하는데 지금도 착까옌 꾸이안을 연행하고 

있으며 잘 보존되어 전승되고 있다. 알려진 지역은 쿨룽 지역의 땀본 따뽄 (Tambol 

Tapon)과 땀볼 꾸이안 학 (Tambol Kwian Hak)이다. 현황조사는 땀본 따뽄에서 

시행되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축제가 다른 지역보다 연행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배경

착까옌 꾸이안 또는 착까옌 꾸이안 프라 밧 (Chakkayer kwain phra baht,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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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이 봉안된 수레 끌기)는 찬타부리주의 클룽 지역 땀본 따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착 프라 밧 축제를 준비한다. 태국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줄여서 ‘착프라’라고 

한다. 이 축제는 음력 11 월 보름 다음날에 열린다. 따뽄 사람들이 여는 착프라 

축제는 남부 다른 지역의 착 프라와 유사하지만 의식을 거행하는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와 가까워 사람들은 어로와 항해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의식과 축제에 사용되는 운송수단은 ‘루아프라’(사진. 25)라고 

불리는 배이다. 반면에 찬타부리의 주요지역은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들은 

농경생활을 한다. 과거 수레는 이 지역에서 여행, 짐의 운반, 중요 의식 거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이었다. 그래서 찬다부리 주에서는 파 프라 밧 (Pha 

Phra Baht, 부처의 발자국이 찍힌 천)을 운송하는 데에 수레를 사용하였다.(사진. 

26)

의미와 중요성

착까옌 꾸이안은 지역마다 명칭이 다르다. 예를 들면 착까옌 꾸이안 프라 밧, 

착까옌 프라 밧 등이다. ‘착까옌’이라는 말은 힘껏 당긴다는 뜻이고 ‘꾸이안’은 황소나 

버팔로가 끄는 바퀴 두 개 달린 고대의 운송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프라 

밧’은 왕과 부처의 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부처의 발자국만을 뜻한다. 착까옌 

꾸이안은 수레를 중앙에 두고 두 팀의 선수들이 수레를 자기편 쪽으로 끌어당기는 

경기이다. 착까옌 프라 밧은 부처의 발자국이 찍인 천을 봉안한 수레를 끌어당기는 

놀이다. 이 두 경기는 신성한 물건을 끌거나 당긴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형식와 놀이 방식

도구: 수레, 왓 타폰 노이 (Wat Tapon Noi)에서 가져온 부처의 발자국이 찍힌 천 

조각, 줄 2 개, 북, 북채 1~2 개, 북 연주자가 앉을 방석 1~2 개(그림 27). 놀이를 

준비하면서 의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2 개의 줄을 수레에 묶는다. 하나는 앞쪽에 매고 

나머지 하나는 뒤쪽에 맨다. 부처의 발자국이 찍힌 천을 잘 포개거나 말아서 수레 

위에 묶는다. 수레는 생화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 다음 북, 북채 그리고 방석을 

수레에 놓는다. 그리고 북을 연주할 사람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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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 장소: 연행 장소는 사원, 마을과 이어져 있는 길, 마을 들판 또는 논 등 넓은 

야외 공터이다.  3 개의 줄과 3 개의 깃발을 이용해 착까옌이 벌어지는 장소를 표시 

한다. 줄 하나는 수레가 놓이는 지면에 중앙선을 표시하고 나머지 두 줄은 수레의 

앞과 뒤에 중앙선에서 약 5~6m 떨어진 곳에 각 팀의 영역 경계선을 표시한다. 

참가자: 참가자는 해당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두개 팀으로 나뉘어 시합을 

치른다. 각각 수레 앞뒤에 표시된 팀의 영역경계선 뒤로 쭉 늘어선다. 참가자는 대개 

나이, 성별로 나뉘지만 경우에 따라서 남성 팀과 여성 팀이 겨루기도 한다. 이 경우, 

남성팀 참가인원수가 여성 팀보다 적다. (그림. 28)

경기방식: 경기는 심판이 하나, 둘, 셋을 외치거나 북을 두드리면 시작된다. 

‘셋’소리나 북소리에 맞춰 선수들은 서로 이기기 위해 수레를 자기편으로 힘껏 

당긴다. 이 때 북연주자는 수레 위에 앉아 경기의 흥을 돋우기 위해 계속해서 북을 

두드린다. 때로는 노래를 하며 줄을 당기는 리듬에 맞추기도 한다. 상대편을 자기 

영역의 3/2 지점까지 끌고 오면 승리한다. (그림. 29)

문화적 관점에서 본 착까옌 꾸이안

1.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착까옌 꾸이안을 연행함에 있어서 착까옌 꾸이안 프라 밧에서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 수레 : 수레는 신성한 물건을 싣는 운송수단이며 마을과 공동체에 선과 덕을 가

져다주는 것이다. 

1.2 부처의 발모양을 그린 천은 부처가 마을과 공동체를 방문하러 온 것임을 의미한다.

1.3 줄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신뢰의 끈에 비유된다. 이 줄로 이 곳 저곳으로 선

(善)을 끌고 다닐 수 있다.

1.4 북과 북채는 사람들이 자비, 공덕과 선을 행하라는 천상의 소리와 유사한 소리를 

낸다고 믿는다.

1.5 북 연주자를 위한 자리는 자비와 선행을 널리 펼치라는 천상의 소리를 내는 단단한 

기둥을 의미한다.

2.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착까옌 꾸이안은 해당지역의 신앙 및 의례와 확고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122 아시아�줄다리기의�공유적�가치� :� 무형유산�공동체적�관점에서

2.1 신앙 : 클룽지역 문화위원회 의장이자 왓 따뽄 노이의 평신도 회계 관리사인 

69 세의 깐 꼬라니(Karn Koranee)(사진. 30)씨는 따뽄마을 사람들의 신앙과 

착까옌 꾸이안 축제 또는 착까옌 파 프라 밧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1 파 프라 밧(부처의 발모양을 그린 천)은 폭은 1.5m, 길이는 7m 정도이며 

4 개의 부처 발자국이 그려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4 개의 부처 발자국은 4 명의 

부처를 의미한다고 한다. 가장 큰 발자국은 구유손불, 두 번째로 큰 

발자국은 구나함모니불, 세 번째는 가섭불, 가장 작은 발자국이 현세불인 

석가모니불을 나타낸다. 마을 사람들은 이 천은 매우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어서 존경을 표해야 한다고 믿는다.

2.1.2 부처의 발자국을 그린 천은 처음 팟타니 주의 왓 창 하이(Wat Chang 

Hai)에서 시작되었다. 이 천은 배에 봉안되어 클롱 따 야이(Khlong Ta Yai) 

마을에서 출항하였다. 그리고 이 천을 기리는 7 일간의 축하의식을 거행한 

후, 왓 따뽄 노이로 가져갔다. 매년 송끄란 축제에서 공덕을 빌고 “착까옌 

꾸이안파 프라 밧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이 천을 꺼낸다. 

2.1.3 부처의 발자국이 그려진 천을 운반하는 수레는 매우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다. 따뽄 마을 사람들은 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수레를 끄는 행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복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 간의 화합을 보여주는 것이자  

화합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2.1.4 과거, 부처의 4 개의 발자국이 그려진 천이 봉안된 수레를 끌고, 북과 징을 

치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 질병과 마을을 떠도는 전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깐 꼬라니씨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옛날 마을에 콜레라가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 당시 한 승려가 부처의 

발이 그려진 천을 가져와 수레에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병자가 사는 집 

앞에 멈춰서 병자로 하여금 천에 경의를 표하고 자비를 베풀 것을 빌게 

하라고 하였다. 놀랍게도 승려가 시키는대로 하자 병이 말끔히 나았다고 

한다. 

2.1.5 착 꾸이안: 마을의 원로인 66 세의 분미 자이뜨롱 (Boonmee Jaitrong)씨의 

말에 따르면 부처의 발이 그려진 천을 봉안한 수레를 끌면 질병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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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의 자연재해를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기에 비가 오는 등 

놀랍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었다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깊어졌고 그 후 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었다.

2.1.6 수레끌기에 내재된 유형적 가치 : 60 세의 까뜨나롱 양구엔 (kartnarong 

Yangyuen)씨는 마을사람들은 착까옌 꾸이안이 사람들의 기운을 돋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며 다른 사람과의 우호와 협력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손가락 

관절, 발가락 관절, 무릎 관절 등 신체적 장애를 완화시켜 준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이는 줄다리기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스포츠 과학의 과학적 연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1) 신체발달: 줄다리기에서 힘을 쓸 때, 팔, 다리, 몸통을 직접 사용해서 신체의 

힘을 유지한다. 선수들이 줄을 당길 때 몸을 구부리거나 뻗을 때에 힘을 쓰기 

위해서는 근육을 써야 한다. 종종 경기를 하다보면 피로가 발생하는데 이때 

호흡체계와 혈액순화체계가 피로를 막기 위해 더욱 활발하게 기능하게 된다.

2) 정신발달: 착 까 옌는 신체적인 힘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음악의 

리듬, 북소리, 응원소리 등 정신력을 돋아주는 요소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선수들 간에 줄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선수는 물론이고 관중들 사이에서 흥겨움과 

즐거움이 생겨난다.

3) 정서발달: 선수들은 경기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의 감정과 태도를 조절해야 한다. 

승리와 패배 그리고 신체적 부상과 고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경기가 끝난 후의 

즐거움과 활기는 선수들의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4) 지적발달: 줄다리기에서 선수의 마음가짐과 지혜도 중요한 요소이다. 선수들은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줄을 서고 어떤 자세를 취할지 몸은 얼마나 뻗을지 

등 함께 작전을 세운다. 이러한 요소들은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들이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사려 깊고, 이성적이며, 창의적으로 될 수 있다.

5) 사회성 발달: 줄다리기를 통해 선수들은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과 

사회의 법과 규칙을 배운다. 예를 들면, 각 팀의 참가 인원 수, 줄의 중앙선과 각자 

영역의 경계선에서 벗어나지 않게 줄을 잡는 것, 팀원 간의 화합, 줄을 당길 때의 

단합성 등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정, 화합, 협력, 동정심, 경기의 규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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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맨쉽 등을 익힌다. 응원 단장들은 줄다리기의 박자에 맞춰 노래도 하고 신호를 

보내거나 응원한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한 리더십과 팀원의 자세를 

배양한다(Chuchchai Gomaratut, 198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추치차이 고마라뚯의 실험적 연구 결과 (2013)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는 민속놀이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착까옌도 그 중 

하나였다. 실험은 약 10 주간에 걸쳐 7-12 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 주일에 3 회씩, 

1 회마다 1 시간씩 진행되었다. 신체지수 시험 (PF test), 지능지수 시험 (IQ test), 

정서지수 시험 (EQ test), 놀이지수 시험 (PQ test)은 실험 시작 전, 5 주후, 그리고 

10 주후에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참가 10 주 후, 실험대상군의 신체지수 (PF), 

지능지수 (IQ), 정서지수 (EQ), 놀이지수 (PQ)가 5 주 차보다 더 증가하였으며 

프로그램 참가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증가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는 착까옌 꾸이안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준다.

2.2 의례: 찬타부리주 따뽄 마을에서 착까옌 꾸이안를 행하는 때는 송끄란 축제 

(태국의 전통신년축제) 기간이다. 송끄란 축제는 매년 4 월 17 일에 열린다.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7. 4월 13일 : 송끄란 축제에서 공덕 쌓기

- 8. 4월 14일 : 사람들이 부처의 발자국에 방향수를 뿌리며 절을 올릴 수 있도록 수

레에 천을 싣고 왓 따뽄 노이를 벗어나 여러 마을을 돌며 행진하기

- 9. 4월 15-16일 : 왓 따뽄 노이에서 마을 사람들의 즐거움과 화합을 위해 착까옌 꾸

이안을 개최한다.

- 10. 4월 17일 : 왓 따뽄 야이가 연례 축제로 착까옌 꾸이안 프라 밧과 함께 열린다. 

이 축제는 사람들의 불심을 반영한 것이며 그들의 마을에서 부처의 

발자국을 그린 천을 운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호 및 전승

줄다리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지역에서 이러한 축제가 

잘 보존, 지속되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어떤 지역보다 따뽄 지역에는 착까옌 꾸이안에 대해 몸으로 익힌 체화된 지식

을 보유한 많은 원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꺼이 시간을 내어 젊

은 세대에게 그들의 경험을 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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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번 항목의 체화된 지식이 세대 간 전승되고 있다.

3. 공동체 지도자, 마을 촌장, 지역 행정기구 의장들은 착까옌 꾸이안 축제의 가치를 아

끼고 이해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 모두 축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4. 공동체의 지도자와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마케팅 홍보에 잘 활용한다. 착까옌 꾸이안이 마을의 연례축제가 되자 모든 사람들

이 여기에 투자하고 관광객 방문과 관광 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이는 

마을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5. 공동체 지도자는 때로는 유형적 가치와 활동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여가 활동으로 착까옌 꾸이안 행사를 준비하기도 한다. 

6. 참가자들의 관심과 도전을 고취하기 위해 착까옌 꾸이안 대회를 개최한다.

7. 정부와 민간 분야는 마을 사람들이 문화행사로 착까옌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 직접적

인 지원을 한다.

결론

착까옌은 태국 조상대대로 이어온 지역민의 문화적 지혜로 무형문화유산에 속한다. 

이는 태국의 민속놀이로서 다양한 형태와 경기방식으로 태국 전역에서 행해진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경기 방식은 유사하며 ‘착까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경기형태는 

남성 대 여성 그리고 남성 대 수레, 모르타르, 불상과 같은 물체와 코끼리가 겨루는 

형태이다. 착 프라 축제, 착까옌 꾸이안 축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착까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불교가 말하는 가치, 선 그리고 도덕, 치유에 

대한 믿음, 지리적으로는 농사와 관련한 믿음 등이다. 나아가 공동체 화합의 가치와 

참가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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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종합토론문

1.� 머리말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하여 발표함에 이어 각 나라에서의 공동체의 역할 및 

실체를 해명하는 종합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대 이후에 대부분의 민속들이 

탈맥락화,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공동체와 무형문화유산의 

불가분한 관계 속에서 그 변화를 논의하였다. 전체 토론은 정형호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김종대 교수, 한양명 교수, 정연학 교수, 함한희 교수가 

참여하였다. 

2.� 공동체의�의미와�변화�양상

베트남의 두티탄투이 연구원은 베트남의 경우 전쟁 이후 전통의 단절로 인하여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의례자체가 변화한 점을 언급하였다. 과거에는 남성들만이 

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06 년부터 여성, 즉 외부참여가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 이외에도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일부 의례들이 단절이 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줄다리기를 행하는 공동체에 관하여, 1990 년대에는 조합장이 축제의 

의장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축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운영위원회는 과거 

원로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축제가 이끌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성격 덕분에 조건들이 달라지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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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개진하였다. 

 캄보디아의 시욘 소페리아트 교수는  줄다리기는 각 지역 안에서 다양성이 

나타나지만, 공동체성이라는 커다란 줄기는 같다고 하였다. 풍농 풍년제와 연결이 

되며 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행사 전후 지내는 의례와 같은 기본적인 코드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예시하였다.  캄보디아의 대량의 학살로 인하여 

줄다리기 의례가 바뀌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허용호 교수는 한국의 줄다리기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줄난장에 관련된 기억이나 

계보를 종합해 볼 때 20 세기 초반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줄난장에 관련된 이 

논의에는 큰 포섭이 깔려있는데 바로 시장민속, 시장전통에 관한 논의라고 하였다. 

별신굿이 변화한 양상이 장별신이듯이 줄 난장도 이와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 있으며 

시장을 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늘과 인간 간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줄 난장의 변화 및 변질과 같은 후대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노마 레스피시오 교수는 필리핀의 특정 공동체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모두 농경사회 기반의 공동체들이며, 농경사회가 하천이 잘 보전되는 것에 좌우하기 

때문에 공동체들은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자신들의 농경사회를 보호하고, 줄다리기 

의식이 잘 보호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유산보호의 어려움 중 하나는 문바퀴라고 

부르는 주술자, 의례를 주관하는 주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수행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다소 폐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필리핀의 

경우 공동체만이 연행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과 아동은 배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역별로  전승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앙대학교 김종대 교수는 지정된 지역만이 무형유산을 소유함으로써 비롯되는 

문화의 권력화 및 잘못된 편차, 왜곡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줄다리기는 원래 주술성과 의례성이 함유된 축제인데 근래에는 

형식성과 축제성만 강조하는 부분으로 변화된다고 보았다. 현재 전승되는 모습이 

무형유산으로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동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원론적인 공동체에 있어서 동원인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동체 범위 설정의 질문을 던졌다. 영산의 경우 학생들을 동원하고 용인은 군인을 

동원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실제 줄다기리기 참여자만을 공동체로 국한시키며, 본질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며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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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박상미교수는 지정유산에만 초점이 맞추는 경향은 비지정유산에 대한 

관리의 숙제를 남긴다고 하였다.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연행, 전승의 축제,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모두를 공동체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3.� 줄의�상징적인�의미�및� 지역별�사례�

  

정현학 교수는 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캄보디아에서 줄을 

자르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 줄다리기의 관심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전파론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 근처에서 줄을 

당기는데, 혹시 물이 없는 순수한 산간 지역에서도 줄을 당기는 사례가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시욘 소페리아트 교수는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는 어떤 동물을 상징하지는 

않고, 줄 자체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줄다리기를 할 수 있지만, 3 번 줄을 당기고 

줄을 끊는데 이는 다른 용이나 뱀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시작이면서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서 새로운 경작의 계절을 

알려주면서 신년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태국의 추츠차이 고마라뚯 교수는 태국의 경우 줄다리기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태국 어디에서나 레저, 운동, 재미를 위해서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몇몇 지역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독특한 줄다리기 

방식으로서 사람과 코끼리간의 줄다리기는 코끼리로 유명한 명소에서 사람과 

코끼리가 줄다리기를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거둔다고 하였다. 태국은 필리핀과 달리 변화에 따라 새로운 

놀이를 창출하고 선거에 활용이 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였다. 

필리핀의 노마 레스피시오 교수는 필리핀에서는 줄다리기를 육지해서 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푸가오같은 경우에는 3 개의 공동체가 참여를 하고,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줄다리기 의례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팀이 강 쪽이고 그 

반대편에, 또 그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줄다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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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중립적이며, 팀의 위치라는 것은 마을을 경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경계를 

넘어가면 줄다리기에서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줄다리기�보호�방향�

줄다리기의 본질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놀이와 의례를 함께 전승하는 방향에 대하여 

한양명 교수는 현재 한국의 줄다리기의 의례가 전통적이라고는 생각하면 안되고 

상당히 무대화된 것이므로 정부 및 사회단체 연구자들의 인위의 개입에 대하여 

신중성을 당부하였다. 

김종대 교수는 의례는 도시 민속에서 신화적인 부분이라고 하였다. 도시민들은 

심리적으로 개인주의와 폐쇄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처를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싶은 장치가 주술성이며, 의례가 해소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의례가 권력화된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산신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을 부르고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고, 수도권에서 농산물을 전략적 판매를 

위해 축제를 벌이기도 함을 지적하였다.  

추가의견으로서 신수식 영산줄다리기 전수조교는 영산줄다리기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며 지역차원에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킴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나경수 전남대 교수는 4 개국의 줄다리기의 정의에 대하여 색다른 의견을 제시하였

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경우 양쪽에서 나무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형태인데, 양쪽을 

잡아당겨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꿔 바다를 휘젓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줄다리기가 가지는 의미가 캄보디아의 줄다리기의 경우 바다에서 왔

다면 놀이가 아닌 노동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줄로 내는 승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줄다리기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바라보자고 하였다. 즉, 수단적으로 잡

아끈다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줄이라는 것으로 승부를 낸다는 것이 보다 본질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박성용 유네스코아태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은 유네스코 공동등재에 관하여 등재의 부

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6 개 도시, 4 개국의 공동체들이 지정작업에 참여함으로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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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동등재는 향후 4 개국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아

시아의 전통문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기대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의 지정작업

이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체 개념과 

의례가 중요하며 앞으로의 과제로서 줄다리기의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좌장 정형호 교수는 토론을 정리하며 공동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의 공동체의 실체는 상당히 모호하다고 하였다. 줄다리기의 경우 참여자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야, 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 타지사람이냐 지역사람이냐 등 층위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는 공유유산으로서의 

줄다리기 보호의 시작이자 아시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밝혀낼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

다.  

 마지막으로, 주최기관을 대표해서 허권 유네스코아태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심포지

엄의 키워드는 첫째로 변화에 대한 것이며, 사전에 변화를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공동체과 무형유산의 관계에 관하여, 지역사회로의 접근과 고전철학과 같은 

사람중심의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당부하였다.  

 심포지엄을 종료하기에 앞서 허권 사무총장은 당진시청, 문화재 보유자, 여러 교수

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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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the ICH Community 
 

 
Hanhee Hahm  

Professor,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 Introduction  

Although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racticed around the world, they are 

concentrated mainly in East Asia and Southeast Asia, where they continue to be actively 

performed. Tug-of-war games, which consist of two sides tugging at opposite ends of a 

rope in a contest of strength, take on interesting characteristics by region. According to 

scholars, tugging games and rituals in East and Southeast Asia are usually practiced by 

people in rice cultivating regions as part of harvest related rituals. So far, China, Japan, 

Vietnam, Laos, Cambodia,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have been identified as 

regions in which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racticed.1 In Sakurai’s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logy and the distribu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 

correlation to settlement agriculture is suggested.2 It is meaningful to observe the 

distribu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cross Asia, as well as to compare their 

                                                           
1
 According to Sakurai Tatsuhiko’s map of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although examples have 
been found in South and North America, Africa and the United Kingdom, these rituals and games are 
mostly concentrated in East and Southeast Asia. Also refer to the world map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presented in the study (Sakurai, 2010).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actively transmitted in 
Japan, and are most widely practiced in the Kyushu and Okinawa regions (Jeong Hyeong-ho, 2007). 

 
2 It is less prevalent in slash and burn agriculture communities (Sakurai 2010: 19). Sakurai’s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shows higher concentration of the rituals and games in 
fishing villages that cultivate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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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regions. The findings of existing literature indicate 

that tugging rituals are practiced in Asia by agrarian farmers for a variety of purposes- to 

celebrate the new year, before planting crops, to pray for good harvests at important 

periods in the farming calendar, as harvest rituals, thanksgiving rituals or rain calling 

rituals. Although the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share many common characteristics, 

there are also characteristics unique to each region, calling for more detailed and 

comprehensive studies in the field. The international symposiums hosted by the city of 

Dangjin have led to an expansion of studies on tugging rituals and games. Together with 

comparative studies on the rituals and games in China, Japan and Korea, there have also 

been discussions on their distribution in Asia, their relation to cultural ecology, as well a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forms.3 Recently, there has been a focus 

on studies comparing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states participating in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element in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this presentation is part of this movement. Thus, the scope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clud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cases in Cambodia, Vietnam, 

Korea and the Philippines. It is also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ta used in this 

presentation is secondary data already released in earlier studies, and not primary data 

collected by this researcher. Thus this study should be taken as preliminary essay upon 

which future studies will be built and completed. Despite its limitations, it constitutes an 

attempt to supplement existing literature by focusing on areas that have been 

overlooked so far. In doing so, it aims to go deeper into the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the elements that comprise communal spirit or the source of the energy of communities 

that perform tugging ritual and games. 

 

2. Literature Review 

There have not yet been comparative studies on a broad scope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e Asian region. Thus the topics of discussion have also been narrow in scop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origin theories, based on the theory of 

diffusion. These theories propose that tugging rituals and games originated in China, 

                                                           
3 Refer to collections of studies such as Dangjin Culture Center 2009, Gijisi Juldarigi Preservation 

Society 2010, Dangj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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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or India, and that they are related to agriculture or Buddhist rituals, In 

Korea, the China origin theory has been accepted as conventional wisdom but recent 

studies have proposed origins in Southeast Asia (Kim Gwang-eon 2004, Yuan Li 1998, Pyo 

In-ju 2008). There has also been a study that seeks to trace their origins to esoteric 

Buddhism in Southeast Asia, rather than agrarian culture (Song Hwa-seob 2009). Others 

reject the diffusion theory to propose indigenous origination (Im Jang-hyuk 2009: 107). 

Secondly there have been attempts to classify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Asi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akurai has identified the following 7 points of similarity 

between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practiced by Asian agricultural communities which 

include slash and burn farmers as well as rice field cultivation farmers. They are 1) 

function as agrarian rituals to pray for prosperity, 2) fortune telling for the New Year, 3) 

symbolic reenactment of sexual intercourse 4) using the victory of the female side to 

predict prosperity, 5) relevance to the heavenly father and earthly mother mythology, 6) 

rain calling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double ropes which bring about insemination 

(rain) from the sky, and 7) the identification of ropes as warriors (Sakurai 2010).  

It is especially interesting to compare the various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erms 

of functions, symbolism, and features such as the form of the ropes. Every ritual has its 

own symbolism for the ropes which can represent dragons, snakes, caterpillars or 

reproductive organs depending on the community and is accompanied by its own legend 

and folklore.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se symbols and 

myths. The methods of rope disposal after the tug-of-war can also b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Some communities float the rope away on rivers while others tie the rope 

around trees or rocks. Rituals in which the rope signifies a dragon are closely related to 

rain calling rituals. The Thai people of Con Cuong in Nghe An Province, Vietnam perform a 

tug-of-war with a name that means ‘pulling the dragon’s tail’, as a rain calling ritual. The 

ritual calls for rain in hopes of a full harvest. In the case of Korea, the rope is wound 

around the village deity rock after the tug-of-war. This is seen as a symbol for sexual 

intercourse and a fertility rite.  

The timing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have been compared against the economic 

environment to point out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se practices and rice 

cultivation. One evidence for this is the use of rice straw to fabricate ropes. However, 

materials can vary according 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performanc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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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opes may be made of straw, rattan, bamboo, twigs or animal skin. The timing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vary but they are usually held around the New Year, rice 

planting season and harvest season. Although tugging rituals and games consist of a wide 

range of elements, their significance ultimately lies in their role as communal rituals for 

the entire village to pray for peace and prosperity while strengthening social solidarity. 

 

3. Characteristics of tug-of-war communities in the 4 states 

 

State/ regional 

characteristics 
Timing Participants 

Communal 

significance 

Teanh Prot  
 

[Cambodia] 
Lakeside 
agricultural 
villages 

New Year,  

Chlong  
Chet  

Presided by elders,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A composite 
event consisting 
of rituals to 
patron deities 
and games to 
pray for full 
harvests, seek 
social solidarity 
and give thanks 

Punnuk 

Punnuk  
 

[Philippines] 
Riverside 
terrace farming 
areas 

Harvest 
Only ritual 
practitioners and 
male participants 

Kéo co,  

Keo co, Keo 
Song, day gay   

 

[Vietnam]  
Agricultural 
villages 

New Year 

Presided by elders, 
presence of judge, 
only male 
participants 

Juldarigi 
[Korea] 
Agricultural  
villages 

Around the 
first full 
moon, 
Chuseok, 
Dan-o 

Presided by 
preservation 
society,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Table 1 Comparis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e 4 stat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states jointly applying for inscription i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4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erformed all across the rice cultivating 

                                                           
4 Data from Dangjin, 2013, Diversity and Commonalities in East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Sourcebook for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sian Tugging Rituals and Gam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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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s of East and Southeast Asia. Typically, they are performed to pray for rain and 

good harvests, or to give thanks. The associated ritual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by 

region while sharing commonalities in meaning and functions.  

 

 Teanh Prot [Cambodia]   

The villages of Chamres, Kambor Or and Thnol Trong in Siem Reap Province are 

located around the lake of Tonle Sap, in close proximity to the Ankor Wat.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erformed during the Chlong Chet ritual, related to the New Year 

celebrations to mark the transition into a new period. Village elders prepare for the ritual 

while young men and women participate in the tug-of-war game. This tugging ritual and 

games are known to serve the functions of praying for good harvests and strengthening 

social solidarity through games. The cambodian tug-of-war is related to the mythology- 

the churning of the sea of milk, which is recorded as bas relief on the walls of the Angkor 

Wat (built in the 12th century). The legend tells of gods and demons tugging on a rope 

together to find the amrita- elixir of eternal life. (Sophiearith 2013). 

 

 Punnuk [Philippines]  

The punnuk tug-of-war is performed in the Hapao, Baang and Nungulunan barangay 

units of the municipality of Hungduan. The tug-of-war game takes place on the bank of 

the Hapao river. Participants gather at nunhipukana where the river meets its tributary. 

Punnuk practiced by the TuwaliIfugao tribe is a ritual to thank the gods for the year’s 

harvests and pray for continued blessings into the next harvest. This region is famous for 

its terraced rice farms and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erformed at the thanksgiving 

festival to officially announce the end of the year’s farming, The entire community takes 

part, with elders and representatives presiding, and men gathering materials for the tug-

of-war as well as participating in the actual game. Villagers show their support by holding 

a parade to the river bank wearing traditional costumes and waving dong-ah leaves. After 

the tug-of-war game, ritualistic bathing in the river takes place to remove all taboos. The 

dumupag, selected by consultation between village elders and ritual experts, oversees 

the entire process of the punnuk ritual (Respici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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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o, Ke Song, daygay [Vietnam]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widely practiced across Vietnam in the northern 

provinces and cities of Lao Cai, Bac Ninh, Vinh Phuc, Ha Noi, Thanh Hoa, Nghe An, as well 

as southern regions including Ho Chi Minh city. The characteristics, symbolism and rul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Vietnam vary from region to region. They are usually 

performed at spring festivals as rituals to pray for full harvests and express reverence of 

natural forces. They are performed in some regions to commemorate historical events, 

mythology and historical figures. The role of the elders is also important. Participants in 

the game are selected among men based on physical strength. The games are presided 

by judges while village elders play an important role. They have to perform associated 

rituals and orally transmit the skills and ceremonies to younger generations.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held in the New Year to pray for good harvests in the year. They are 

also accompanied by a variety of events such as cockfighting and wrestling (Nguyen Thi 

Thu Ha 2013).  

 

 Juldarigi, Juldanggigi, Julddaenggigi, Julkkeutgi [Korea]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Korea are widely practiced in the southern regions. The 

fabrication of the rope for the annual tug-of-war event requires the entire community to 

work together for almost a month. Before the actual tug-of-war game, an elaborate ritual 

is held to pay respects to village deities. Traditionally, the cost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have been borne communally by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contributing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means. This mode of participation strengthens communal 

spirit and encourages active participation. The Korean juldarigi is an occasion for village 

members to hold rituals to the village deity and other patron deities while participating in 

joyful celebrations and games. While the game begins around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villages that use large ropes have to begin preparations a month before. 

When preparing the rope or tugging at the rope, villagers are filled with excitement and 

anticipation for the game as this is usually accompanied by nongak (farmers’ music)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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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described above do not constitute a large enough 

sample size to be representative of Asian tugging games and rituals. Thus the aim of the 

presentation is to analyse them as case studies, and does not extend to identifying 

general principles. It proposes a new framework of analysis while noting the associate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iscussed in earlier studies. Tug-of-war games are communal 

games in which large numbers of village members can participate. Although the game is 

restricted to males in some cases, women and children still participate actively as 

spectators who cheer them on. The role of the village elders or tribal representatives who 

preside over the rituals is of crucial importance. They not only transmit the ritual 

procedures and skills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ey also pass down the associated 

mythology and folklore, ensuring the transmission of village history and culture. The fact 

that village folklore is transmitted together with ritual procedures and rope fabrication 

techniques through tugging rituals and games holds great significance. Thus this study 

views the mythological content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the major factor that 

strengthens communal spirit. In other words, this study sees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transmission mechanisms for communal mythology, legends, historical accounts and 

values.  

 

4. Perspectives on cross-cultural study on tugging rituals and games 

Largely two different approaches can be taken in a comparative study on tugging 

rituals and games. It is possible to take either a typological approach in making 

comparisons as presented above or a structural approach, which is to explore the minds 

of the tug-of-war performer/ group/ community by analyzing the symbols and meanings 

of rites, myths, and legends concerning tugging rituals and games.  

There are many variations in the type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mentioned 

above. The differenc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highlighted by researchers 

through the analysis of what constitutes each culture. It is illustrated that types of 

tugging rituals vary greatly in different localities in terms of rope materials and types, 

rope making process and methods, performing place and time, separating groups, ritual 

formalities and symbolism. It also turns out that there are far more differences tha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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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ies in view of the regions of Southeast Asia where tug of war is a game prevalent. 

Thus, some are critical of the view that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Asia’s comm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ir argument looks only at the aspect that tug of 

war is a game using a rope witho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varying 

characteristics and ritual meanings in different localities.  

This paper tries to explore the cultural commonality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members ’  awareness. To this end, structural 

framework for analysis has been employed. It is valuable but has its limitations to identify 

structural homogeneity in cross-cultural comparison from the viewpoint of isomorphism. 

However, it seems useful to provide isomorphic framework for comparative study on 

tugging rituals and games prevalent throughout Asia given that it attracts attention to the 

new aspects to the study while overcoming diffusionism and acculturation.5 Perspectives 

of diffusionism or acculturation pay attention to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ultural phenomenon or surface structures. In contrast, structuralism pays more 

attention to the cultural homogeneity or variations through the deep structure of human 

minds.  

In an attempt to analyze a language Ferdinand de Saussure posited that the sign 

consists of two separable elements which are a form of the sign (the signifant) and its 

meaning (the signifié). It was Lévi-Strauss who sought to apply the structural linguistics of 

Ferdinand de Saussure to mythology. In the analysis of mythology he identified auditory 

images of myths as the signifiant, and the value and concept as the signifié. Taking the 

subject of linguistic and auditory analysis further, Roland Barthes argued in his book 

                                                           
5 In general, cross-cultural studies tend to converge into diffusionism and acculturation. The former 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culture in terms of the origin of 
culture traits and their spread from one society to another. The latter focuses on the changes in a 
culture brought about by another culture. The two stances are in a contrasting relationship in various 
levels especially in that units of cultural analysis differ from each other. A global perspective works to 
the advantage of diffusionism and a regional perspective, acculturation. Those approaches are in 
contrast with each other in actual research although it should be reciprocal in their relation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dimensions of analysis. The advantage of acculturation is to analyze cultural 
phenomenon within a region specifically in that it focuses on the dynamic processes of what happens 
to a whole culture. Ofte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in which one endeavors to 
discover the origin of culture traits while another emphasizes cultural diversity caused political 
confrontation beyond academic interests on the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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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ologies”(1957) that visual signs are the signifiant and the connotations and 

implication hidden behind the images are the signifié.  

The ritual act of tug of war can be broken down in its concept to the visual signs as 

the signifiant and its connotations as the signifié. In case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the signifiant becomes the act of entertainment by participants measuring their strength 

in a competition. It seems possible to draw in-depth analysis on the signifié, its 

connotations and implication behind the act of tug of war. 

I would like to stress the importance to identify the meaning of diversity in the 

signifiant(the sign) of the tugging rituals that has been pointed out by existing 

researchers. In other words, an attempt has been made to look into the participants’ 

consciousness structure through the meaning of the rite, the signifié since it would be a 

valuable discovery to identify underlying thoughts.  

Tug of war consists of the elements of mythology and the act. The semantic 

structure of these two elements becomes more evident when analyzed using structural 

framework than when the mythology alone was under analysis. It can be known how the 

mythology works in human society in reality due to the additional element of the act of 

people in the rite. That leads to in-depth interpretation of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structures of mythology and human minds from the dimension of semantic analysis. 

Existing studies have put much focus on the typological aspects of the tugging rituals – 

rope, materials, participants, offerings etc. - but happened to have holes in the logic of 

the statement that those aspects symbolizes social solidarity, pray for abundance and 

fecundity.  

Still there is a tendency that researchers are more interested in more tangible 

aspects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that ar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ther 

words, they fail to reach a structural analysis making the consciousness of participants’ 

operate due to their tendency to stick to the tangible elements of the rite such as a rope, 

materials, tools, time and techniques. This paper also has the limitations on the analysis 

because of the scarcity of mythology collections and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for richer interpretations in the future. Firstly, the paper attempts to conduct a 

structural analysis using quotable myth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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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rgued that mythology consisted of situations that are considered historical 

according to Lévi-Strauss, which in theory is a series of infinite historical events. It would 

be easy to recognize even without citing the statement of Lévi-Strauss how free and 

unstrained the components of mythologies are. Notwithstanding the fact, each individual 

society/group construct mythologies upon the selection of ‘distinctive’ materials, in 

other words, appropriate event which is distinctive to its society(Lévi-Strauss 2005:116). 

Accordingly, physically feasible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chosen in the act of 

entertainment that are suitable for its society/group. It can be assumed that those games 

of entertainment distinctive to individual communities have evolved through this process 

in different regions. 

In the game and myth of tug of war, competition and solidarity appear as a theme 

and this theme inevitably forms variations. As can be seen in diverse variations on a 

theme in music, a variation on a theme can be developed endlessly. Myth is the most 

useful resource for inducing the union of performers and performing groups. In fact, 

tugging rituals embrace various myths, folk tales and history in every region. For example, 

in the Cambodian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the god and devil co-operate in order 

to find treasure, and a centipede and a serpent die together after fighting in the myth of 

Gijisi, Chunchung Province in South Korea. 

                    [Figure 1] The structure of tug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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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basic structure of confrontation between men and women; god and devil; 

uptown and downtown; villages in both banks of a river; potter and tiler, the unrestricted 

variations relate to the freedom of the community members and their creativity. Again, 

this confrontation is connected to the harmony between men and women; male and 

female; and god and devil.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confrontation is more holistic 

rather than conflictive. The community members are aware of the proposition that they 

can be united through the confrontation in a mythic play. In other words, through myths 

and mythic actions, tug of war community can either secure their identity or internalize 

their communal life.  

 

 

5. Conclusion 

It is hard to recognize the commonaliti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through the 

signs(the signifiant) of cultual elements. The signifiant includes a rope, materials, siding 

groups, space and time, proposal, and offerings. The paper has made a suggestion that 

the performers' mental structure should be followed through the signifié in order to 

understand the fact that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truly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nd explained from the aspect of the reason 

'why' the tugging rituals create the unity in a community. The paper, however, has tried 

to point out 'how' performers perceive that they are a member of community through 

the ceremony since it is regarded that the question of 'how' rather than 'why' is more of 

a significant and meaningful approach to understand the intangible heritage community 

and the member’s behavior. Also, the unconscious structure proposed by Lévi-Strauss 

seemed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ommonaliti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Lévi-Strauss stresses that we do not attempt to suggest how men think in mythologies 

but how mythologies are thought within the human minds unaware of the 

knowledge(Lévi-Strauss 2005:110).  

In the ca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possible to analyze the deep structure 

of the symbols, language and human behavior, which makes favorable for in-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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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in comparison to the analysis of mytholog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duct in 

depth analysis of linguistic expression as well as behavioral imag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present the performers the ways of thinking 

without their awareness as Lévi-Strauss pointed out.  

The paper has focused on how a series of stories and acts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shape the consciousness of the members of a community. The members should be 

able to learn what and how to make contributions to their community through the 

ceremony. It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value of a community, the 

importance of communal labor and life.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beyond the scope 

of communal solidarity and praying for abundance, is the embodiment of an act which is 

descriptive of what it means for the members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ir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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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notion of “community” has been one of the key concepts in defining, 

safeguarding, and inscribing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CH) in the context of 

UNESCO Programmes.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ies and the 

ICH in academic analyses and policy-making is highly complex and closely inter-related 

that the two cannot be discussed separately. Most discussion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the role and meanings of ICH in the lives and identities of the 

communities, and secondly, the role of communities in safeguarding the ICH. These two 

are interrelated and closely linked with UNESCO’s ICH safeguarding and inscription 

programmes. For these reasons, in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Safeguarding 

                                                           
1 A preliminary draft. Please do not quote any part of this without a written permission by the author. 

Part of this wa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Nongak, organized and sponsored by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on October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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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word, “community(communities)” appear 12 times, 

while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contains 12 

“community(communities)” in its text. In most cases, communities are referred to as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licable, individuals.” 

UNESCO’s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does not specifically mention 

communities in its tex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ritages and the 

relevant communities has been one of the main topics dealt with in a number of expert 

meetings on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Even in the context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where the preservation of tangible heritages is the primary concern, 

communities are not merely regarded as the guardians of the heritages, but also as active 

participants in defining heritages, giving meanings in the heritages’ in their historical 

contexts, and perceiving them important components of their cultural identities. 

As in other UNESCO conventions, the 2003 ICH Convention is based on th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of states parties that ratified it. In this context, the interests of 

relevant ICH communities may not exactly coincide with those of the states parties. This 

may be especially true what the ICH communities are ethnic and/or cultural minorities. In 

the context of ICH safeguarding, the no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cultural rights of 

the minorities tend to be more emphasized and supported. The attention given to the 

role of communities in safeguarding the ICH can be viewed in this context as well. 

 
 

2. The Concept of “Communities” in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23 
 

The 2003 ICH Convention incorporates the reflection on the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that the latter did not fully take into account the role of communities while 

being overly Eurocentric in its philosophical bases in defining, appreciating, and 

safeguarding the heritages. (Rudolff and Raymond 2013) The 2003 ICH Convention gives 

detailed and concrete explanation on the role of communities in ICH safeguarding and 

encourages the States Parties to let the communities play primary role in defining, 

safeguarding, and nominating the ICH to be listed as UNESCO heritage. During the 31 

years between 1972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2003 (ICH Convention) there have 
                                                           
2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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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discourse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unities and heritages. Communities have received higher level of recognition in 

their role vis-a-vis cultural heritages: they are not only the guardians of the heritages but 

more active agents in safeguarding and sustaining the heritages. The cultural rights of the 

indigenous communities have garnered more attention as well, as an integral part of 

safeguarding cultural diversity. There have also been an increasing amount of awareness 

that the communities and the States Parties they belong to may not have the same view 

on the UNESCO inscription of the ICH. All these changes influenced the contents of the 

2003 ICH Convention, which is at times accused of putting more emphasis on the 

communities rather than on the ICH itself by some critiques. (Rudolff and Raymond 2013)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have indigenous bases and have been practiced as part 

of the lives of the people. ICH has represented the cultural identity of communities and 

served as the center of their social integration.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ay 

adversely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the ICH. Efforts to safeguard the ICH on the global 

level,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UNESCO programmes, have been exerted to meet 

such challenges. The 2003 UNESCO ICH Convention notices this in its Preamble as the 

following: “... Recognizing that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  

 

Following on that, Article 2 of the Convention stat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eans the practices, representations, 

 expressions, knowledge, skills – as well as the instruments, objects, artefacts and 

 cultural spaces associated therewith – that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s, individuals recognize as part of their cultural heritage. Th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s constantly 

 recreated by communities and groups in response to their environment,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and provides them with a sense of 

 identity and continuity, thus promoting respect for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consideration will be given sol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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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uc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is compatible with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s well as with the requirements of mutual respect 

 among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nd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indicated above, the very defi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utlined in the 

Convention contains the notion of communities as the primary agents of safeguarding. 

Article 15 of the Convention is specifically about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t reads, “within the framework of its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ach State Party shall endeavour to ensure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where appropriate, individuals that 

create, maintain and transmit such heritage, and to involve them actively in its 

management.“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otential problems and limits of ICH 

safeguarding programmes driven by the government or experts only. 

The 2003 Convention took its effect in 2006 when the number of States Parties 

surpassed 30. In the same year an expert meeting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ICH 

safeguarding was held in Tokyo, Japan. The agenda included: the definition of 

communities, the role of communities in ICH inventory making,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in inscribing the ICH on UNESCO’s Lists.4 One of the major outcomes of 

the Meeting was to make working definitions of th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in the context of ICH safeguarding. The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Meeting’s discussions agreed that: 

 

Communities are networks of people whose sense of identity or connectedness 

 emerges from a shared historical relationship that is rooted in the practice and 

 transmission of, or engagement with, their ICH;  

Groups comprise peopl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share characteristics 

 such as skills, experience and special knowledge,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or transmission of their 

                                                           
4 Report on 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Convention, 13-15 March 2006, Tokyo, Japan, organized by 
UNESCO and Asia/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AC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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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or 

 apprentices.  

Individuals are those within or across communities who have distinct skills, 

 knowledge, experi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and thus perform specific roles 

 in the present and future practice, re-creation and/or transmission of thei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 for example, cultural custodians, practitioners and, 

 where appropriate, apprentices. 

 

The Convention emphasizes that it is important for these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play central roles in ICH safeguarding, and encourages the States parties to 

develop policies and implement them to invite them to do so. 

 

 

3. The Concept of “Communities” in the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5 

 

Operational Directives contain concrete and specific instructions necessary for 

implementing the UNESCO ICH Convention. As a relatively new Convention, the States 

Parties to decide on the scale and scope of ICH elements. When Japan submitted 

nomination files for ICH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the already inscribed elements from 

Japan, the issue of scale and scope became quite controversial. This was why UNESCO 

decided to have a working group meeting of experts on this issue in 2012 with financial 

support from Japan. 

At this meeting, the four experts who presented thematic papers agreed that 

ultimately the decision on the right scale and scope or ICH elements should be made by 

the communities that are relevant to the ICH elements. There is no standard that can be 

used across diverse cultural contexts. Also, they agreed that rather than calling some 

ICH’s similar elements, they should be regarded as ICH’s as “shared” by more than one 

community. The experts also agreed that depending on the context where the ICH is 

dealt with the right scale and scope may vary. For example, when the States Parties 

                                                           
5  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version updated at the 5th General Assembly, June 2014), UNE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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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nomination file in order for the ICH to b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UNESCO, the scale and scope can be larger, since what is emphasized is the 

“representative value” of the ICH for the humanity. On the other hand, nomination files 

submitted to be inscribed on the Urgent Safeguard List may have much smaller scale and 

scope, because the elements usually have much smaller communities with relatively less 

resources for safeguarding.  

Recent nomination practices adopted by Japan reflect the above-mentioned 

conclusion at the Meeting. Japan has been adding the ICH elements from various 

localities in Japan to the country’s ICH already inscribed on UNESCO List. This helps Japan 

to satisfy their domestic needs from these localities for UNESCO inscription. Since such 

element is already on UNESCO List, adding more of similar elements may be less 

complicated or difficult compared to putting an entirely new element on the List.  

Following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xperts’ discussion at the meeting, the 

collective view of the community members needs to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making decisions on the scales and scopes of the ICH elements. To do this, the experts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should let the communities have 

full information on the contexts where their ICH is dealt with. 

 

 

4. The Concept of communities as discussed at the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meeting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6 

 

One of the most challenging issues in discussions on ICH related subjects is the “right” 

scales or scopes of ICH elements. When we observe similarities among ICH elements, we 

are often expected to determine whether they should be regarded as separate heritages 

that happen to share similar characteristics, or they should be regarded as variations of 

the same ICH element. Especially when the States Parties try to nominate ICH elements 

for UNESCO inscription, this might be an important question. In fact, when we consider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e (including ICH), this question is problematic, 

because cultures are not clearly demarcated in most cases, especially along the natinal 

                                                           
6 Open-ended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meeting on the ‘right’ scale or scope of an element 

(October 2012,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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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ies. However, ICH-related projects (especially for inscription on the UNESCO Lists) 

often require the experts and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to decide on the scale and scope of ICH elements. When Japan 

submitted nomination files for ICH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the already inscribed 

elements from Japan, the issue of scale and scope became quite controversial. This was 

why UNESCO decided to have a working group meeting of experts on this issue in 2012 

with financial support from Japan.  

At this meeting, the four experts who presented thematic papers agreed that 

ultimately the decision on the right scale and scope or ICH elements should be made by 

the communities that are relevant to the ICH elements. There is no standard that can be 

used across diverse cultural contexts. Also, they agreed that rather than calling some 

ICH’s similar elements, they should be regarded as ICH’s as “shared” by more than one 

community. The experts also agreed that depending on the context where the ICH is 

dealt with the right scale and scope may vary. For example, when the States Parties 

submit nomination file in order for the ICH to be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UNESCO, the scale and scope can be larger, since what is emphasized is the 

“representative value” of the ICH for the humanity. On the other hand, nomination files 

submitted to be inscribed on the Urgent Safeguard List may have much smaller scale and 

scope, because the elements usually have much smaller communities with relatively less 

resources for safeguarding.  

Recent nomination practices adopted by Japan reflect the above-mentioned 

conclusion at the Meeting. Japan has been adding the ICH elements from various 

localities in Japan to the country’s ICH already inscribed on UNESCO List. This helps Japan 

to satisfy their domestic needs from these localities for UNESCO inscription. Since such 

element is already on UNESCO List, adding more of similar elements may be less 

complicated or difficult compared to putting an entirely new element on the List.  

Following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xperts’ discussion at the meeting, the 

collective view of the community members needs to be given the highest priority in 

making decisions on the scales and scopes of the ICH elements. To do this, the experts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s of the States parties should let the communities have 

full information on the contexts where their ICH is deal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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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concept of community in UNESCO Nomination form, Aide-Memoire for 
Completing a Nomination, Instructions for Nomination Fil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ction of UNESCO compiled a document, “Aide-

Memoire” to aid the States Parties prepare for nomination files for inscription, following 

decision made at the 8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Meeting in Baku, Azerbaijan in 

2013. This document contains not only the detailed instruction on filling out 

thenomination files, but also the philosophical basis and practical advice to be utilized by 

the States Parties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Among the 106 items in the 

document,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starts from the 27th 

item. In the item 27, the document clearly states that the section related with the 

“communities” is the central part of the document. The community is not limited to 

thos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practicing or transmitting the ICH element, but 

also include the broad range of people who appreciate, observe, and participated in 

safeguarding in various capacities. Item 30 emphasizes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that exists in the communities, while item 31 instructs that when the States Parties are 

highlighting a limited number of communities among many, they should clearly justify 

their principle of selection. Items 32 and 33 deal with the importance of women and 

youth among many sub-groups of the community. The document also shows that some 

nomination files read as if they are blaming the youth for lacking interest in ICH. Rather 

than doing so, it is recommended in the document that a safeguarding measure that can 

encompass various generations in the community needs to be established.  

As stated earlier the 2003 ICH Convention is sometimes regarded as one that put 

more emphasis on the communities than the ICH itself. This is also true in the Aide-

Memoire. Items 58 and 59 instructs that nomination files should contain full information 

on the socio-cultural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ICH element in the communities than 

a lengthy description of technical aspects of the element. When the nomination files lack 

the socio-cultural analyses, the ICH elements may be de-contextualized. Item 81 asserts 

that the widest possibl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tself is the very safeguarding 

measure. To make this possibl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ies in the stage of 

establishing the safeguarding programme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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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Notion of community as reflected in the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3 and 2014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7 

 

One of the valuable sources from which we can gather information on the current 

trends and philosophical bases of the UNESCO ICH safeguarding programme is the 

general assessment that is included in the subsidiary body’s report on their evaluation of 

nomination files submitted by the States Parties for inscription on UNESCO Lists. In this 

segment, two of the most recent such reports (compiled in 2013 and in 2014) are 

examined. 

In the report prepared for 2013 inscription, the subsidiary body assessed that a 

number of files did not provide enough information on how the communities 

participated in preparing the file. They required concrete and detailed explanation on this. 

This applies to both the safeguarding plans and preparation of the files. The body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mmunities. They also emphasized that the 

community not only includes those who a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ICH but a wider 

scope of people who may have less direct involvement with the ICH element.  

In the 2014 report, the body stated that the overly generalizing reference to the 

communities, by using expressions like “all the people” “the entire population” is not 

acceptable. Rather, a more concrete and precise reference is required. In addition, the 

community is not merely “informants” on ICH elements, but a full participant who should 

be aware of the whole processes and their implications. 

 

7. Conclus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cannot be discussed outside the context of community 

involvement. The documents and texts examined in this paper contain valuable 

information to be used as reference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afeguarding 

plan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various contexts. These may also prove to be 

                                                           
7 Report of the Subsidiary Body on its work in 2013 and examination of nomin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Baku, Azerbaijan, December 
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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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ful in resolving the potential challenges that might arise among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ICH safeguarding and inscription.  

Cultural heritages have been passed down from the past, but they are constantly 

redefined and recreated by the members of the communities. Their meanings and 

functions change reflecting the socio-cultural conditions of the present day. This requires 

the safeguarding plans for ICH to adapt to the changes accordingly. Although 

communities cannot answer all the needs and challenges, any discussion should be made 

with the views and needs of the communities incorporated. 

 

 

 

 

 

 

 

 

 

 

 

 

 

 

 

 

 

 

 

 

 

 

 

 



182 |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CH Community-Based Perspectives 

 

 

 

Presentation 3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afeguarding  

of Folk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Seong-Yong Park  

Assistant Director-General, ICHCAP 

 

 

 

 

 

1. Introduction 

 

Tugging rituals and games can be found all around the world, constituting a 

panhuman cultural phenomenon. Especially in Asia,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related 

to rice farming, with most instances located within the farming cultures of Northeast and 

Southeast Asia. The practice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s universal and widespread, 

held either as a prayer for rain or a good harvest, or to foretell whether the year’s harvest 

will be good or bad; and while many similarities exist based on the climate or 

environment, there is also a distinctness,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specific to each 

region, making tugging rituals and games worth preserving as a common el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Asia.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owever, today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ch country are in danger of their transmission being suspended, and 

there is even a lack of awareness of how important it is to safeguard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a par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at is closely linked with agricultural 

rituals. In addition, while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some cases of tu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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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uals and games of Asia, they are mostly limited to specific regions or rarely provide in 

depth research, making it difficult to consider the connections between each region. 

In response,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in 

cooperation with the City of Dangjin conducted from late 2102 to early 2013 an 

Investigation into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Southeast Asia.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important cases related to farming rituals were discovered. The research findings on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ere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held in April 2013 in Dangjin-si, South Chungcheong Province, and at the time 

reports were also made on the current state of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Japan. 

The 2013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offered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Cambodi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Korea. At the unofficial meeting held after the 

symposium, the four countries shared an awareness of how important it is to safeguard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being transferred in each country and practiced 

throughout Asia, and came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pursuing a joint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f UNESCO. 

As a follow-up measure to the meeting, the Korean government,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el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n October and December for a joint inscrip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ersonnel and experts participated in the tw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and 

together they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preparing an application for inscription. This 

was the first time any of the four countries had participated in preparing an application 

for joint inscription, so the cooperation process was accompanied by extensive 

discussions and reviews. 

The final draft of the application for inscription was submitted to the Convention 

Secretariat, along with supplementary materials including photographs and video files, 

before the deadline on March 31, 2013, based on the local time in Paris; the Secretariat 

sent a request that the application be further supplemented in November 2014; and the 



184 |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CH Community-Based Perspectives 

 

 

four countries of Cambodia, Kore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once again worked 

together and submitted the requested supplementary materials in February 2015. 

Currently, the application for joint inscription is under review by the UNESCO 

Convention evaluation agency, and the final evaluation is planned to take place 

sometime between April and June. Then four weeks prior to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the Secretariat will deliver the evaluation report to Stat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the report will be posted online so that the countries involved can 

participate. The final decision as to whether or not the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will be realized will be made at the 10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t to take place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4 in Namibia. 

This report attempts to offer a detailed record of the efforts made until now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safeguard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Asia 

mentioned above. 

 

 

2. Projec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Southeast Asia 

To excavate the common heritage of the Asian region promote a cooperative effort 

to ensure its safeguarding, ICHCAP and the City of Dangjin have pushed forward with a 

projec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he diverse tradit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each country by collecting information and data. To this end, ICHCAP has 

launched a project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beginning by signing contracts with the governments of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as well as with other organizations that specialize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rom the planning stage, the project has been aimed at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e Asian 

region. 

ICHCAP,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of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selected specialized organizations in each country, and had them collect basic materials 

related to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ch country, as well as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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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through field studies. Each organization filled out a questionnaire designed by 

ICHCAP and submitted it in the form of a report; and especially, the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each created a field study team that was dispatched for 

one year to photograph, document, and study the diverse tradit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that take place. 

Foundations were made for the safeguarding, transmission and study of each case by 

investigating and filling out a questionnaire complete with an overview of the particular 

tugging ritual or game, its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e of transmission, the 

performance process and the production of props, related ceremonies and events, 

transmitters and related groups, and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in each country 

including various protection measures. The field study teams recorded vivid and in-depth 

information by interviewing performers and transmitters of each tugging ritual or game, 

and have also secured audiovisual materials including still and moving images. 

Later ICHCAP shared the collected data and materials with the participating nations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reby established a basis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of UNESCO. 

 

 Vietnam  

Vietnamese site survey team composed of members of VICAS. The team 

investigated tug of war festivals in Huu Chap Village of Bac Ninh Province, Vinh 

Phuc Province’s Tich Son Festival, Laco Cai Province’s Long Tong Festival. Houng 

Canh Village was visited twice for investigation. Houng Canh tug-of-war festival 

in 2013 was held for three days from February 12th to 14th during which time 

the team visited, observed, performed interviews, photographed and         

filmed, and collected related literature. Collected information was substituted in 

the provided questionnaire after primary site survey to draw up the progress 

report. Secondary site survey of Houng Canh Village was made on the second 

week of March to receive community’s authentication and supplement 

necessary information. Secondary site survey consisted primarily of in-depth 

interviews with tug-of-war athletes, village officials, and village elders to collect 

information that could not be obtained by mere participation of the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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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two site visits, the team submitted the progress report to ICHCAP 

on the third week of March. Amendments were made based on the feedback 

from ICHCAP and the final report was submitted on the first week of April. 

 

 Philippines  

Site survey team of Philippines composed of members of NCAA,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ultural Centre of the Philippines, and etc. Traditional tug-of-

war in the Philippines is performed as part of the Huowah Harvest Ritual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which made site visits difficult during the dura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the investigation was centered on the Punnuk ritual  

performed during Huowah Harvest Ritual. Primary site visit was conducted on 

March 2013 to interview participants of Punnuk while collecting related 

materials.  

Punnuk is the sole tug-of-war ritual performed in the Philippines as an 

agricultural ritual. Prior to the investigation, no in-depth investigation was 

performed on Punnuk apart from some photos and newspaper articles. As a 

result the Punnuk related material collected by the site survey team was 

extremely limited prior to the primary site visit.  

The primary site visit of Ifugao province was conducted on March 16th and 17th 

2013. Specifically those regions that still perform Punnuk and Huowah, Barangay 

Hapao Proper, Barangay Ba-ang, and Barangay Nungulunan, were visited. 

Interviews with Punnuk participants were conducted. The site survey team drew 

up a report based on the interviews and presented the report i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of-War in East Asia held on 

April 11th. Future plans include secondary site visit of Ifugao province to 

participate in the Punnuk ritual to photograph and film the ritual. The 

supplementary information will be submitted to ICHCAP and Dangjin city. 

 

 Cambodia  

The ICHCAP came to an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 of 

Cambodia. Site survey was conducted by a team composed of staff of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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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Fine Art and Ministry of Culture and Fine Art and headed by 

President of Royal University of Fine Art, Bong Sovath. 

Traditional tug-of-war in Cambodia is performed during Cambodian New Year’s 

Festival and Chlong Chet Festival in mid-April. Chong Chet celebrates the 

beginning of rice cultivation for the year and the team participated in the 

traditional tug of war performed during the festive period. However because 

most regions performed tug-of-war on the last day of the New Year period, April 

15th, and site survey team’s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 of War in East Asia held in Dangjin City, participation by the site 

survey team was limited. Research on other regions apart from Siem Reap 

province was conducted through written and phone interviews and investigating 

existing literature.  

The progress report was draw up based on the site visit information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The report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with the 

help of feedback from ICHCAP and the final report was submitted on May 24th 

2013. 

 

3.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Rituals and Games in East Asia 

 

Based on the findings collected and studied during the investigation project 

mentioned above,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raditional Rituals and Games in East 

Asia was held from April 11 to 14, 2013 in Dangjin-si, South Chuncheong Province. This 

symposium was held during the 2013 Gijisi Tugging Rituals and Games Folk Festival held 

as part of the public performance of Gijisi Juldarigi, the tugging ritual designated as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o. 75. Therefore, both Korean and 

foreign participants of the symposium were also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Gijisi Juldarigi events. 

 

1) Dangjin Proclam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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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to the symposium, the City of Dangjin issued the Dangjin Proclam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In the Gijisi 

Juldarigi Museum Auditorium on April 11, 2013, the Dangjin Proclamation was 

successfully issued before an audience of around one hundred including cultural heritage 

experts from Korea and overseas, and persons concerned from Korean tugging rituals and 

games preservation association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the Dangjin Proclamation, organizations solemnly swore before the 

audience gathered at the Dangjin Proclamation Ceremony held on the night before the 

main event: the Gijisi Juldarigi Preservation Association promising to actively promote the 

safeguarding activities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as par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rough exchange between communities; the 

Gijisi Juldarigi Museum to actively carry out data collection and research activities in 

order to make clear the diversity and universality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the Gijisi Juldarigi Festival Committee to actively strive for the 

formation of a league among cities and among communities in Korea and oversea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and the City of 

Dangjin to actively cooperate for the join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that transcend borders and are shared among many countries in East Asia on 

UNESCO’s Representative List. 

 

2)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around 80 participants including scholar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Korea, Vietnam, Japan, Cambodia and the Philippines, as well as members of Korean 

associa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listened to presentations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each country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s into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discussed ways to cooperate and form a 

consensus on the safeguarding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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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d on April 12, 2013, at the Gijisi Juldarigi Museum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awareness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Asia and fostering an 

environment for their joint inscriptio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was filled wit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that lasted the whole day on the theme of “The Diversity 

and Universality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East Asia.” 

The first session was conducted on the topic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ICHCAP Assistant Director-General Park Seong-Yong made a presentation on 

“International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2003 Convention,” 

which was followed by presentations by professor Bak Sang-mi, Hu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 “the Plurality and Universality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hared Across Borders,” and Jeong Yeon-hak, curator,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on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a Sh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East Asia.” 

During the second session, researcher Nguyen Thi Thu Ha at the Vietnamese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presented a case report on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Festivals of Vietnam Focusing on the Tugging Game Festivals of Huong 

Canh” (read in proxy by Nguyen Kim Dung,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Vietnam); followed by presentations by lecturer Siyonn 

Sopharith from The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Cambodia, on “the Current State of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Cambodia,” 

by professor Norma Respicio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on “the Current State of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the 

Philippines,” by honorary researcher Hoshino Hiroshi from the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apan, on “the Current State of Transmiss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Japan,” and by professor Han Yang-myeong of the Department of 

Folklore at Anding National University on “the Diversity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Korea and Its Significance.” 

The final panel discussion was moderated by ICHCAP Director-General Lee Samuel, 

and the panel members included: Nguyen Kim Dung, Department of Cultural Heritage,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Vietnam; Chey Rotha, Academic Affairs Office, The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Cambodia; Cecelia Picache, Project Development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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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the Philippines; Imaishi Migiwa, researcher, 

Depart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apan; and Yim Jang-hyeok,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two main issues discussed were “the possibility of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the common feature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being based in a farming cultur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constitute a shared heritage that is performed 

all across East Asia as part of farming rites, and depending on the culture, climate or 

environment display characteristics that are universal, distinct or creative. The 

discussions during the symposium were focused on examining those characteristics of 

diversity and universality. There was also time to better understand of the UNESCO 

Convention and share cases from different countries about the current state of the 

distribu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s a shared heritage 

of East Asia.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was highly evaluated for increasing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between 

cultures for the joint task, and for providing a forum for discussing in detail measures for 

the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3) Information Session Prior to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n April 13, 2013, on the day after the symposium at the same venue,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ogether with the participants of the symposium from 

Cambodia, Japan, the Philippines and Vietnam, held a meeting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During the meeting, which was held 

in the form of an information sessio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first explained 

its proposal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East 

Asia. A contact network was formed among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focal points were selected, and a prior 

arrangement was made on how the application form will be filled out, and how related 

materials such as photographs and video clips will be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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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for the Application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ried to reach an agreement with 

Japan and th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of Cambodi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on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after tw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with the three Southeast Asian countries that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joint inscription, the application was completed. The 

first conference took place at the Grand Hilton Seoul for the three days from October 22 

to 24, 2013; the second at the Millennium Seoul Hilton for the three days from December 

21 to 23, 2013. A total of 25 persons participated in the conferences: 8 government 

representatives, 2 from each country; 10 persons concerned fro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and ICHCAP; and 7 experts of intangible heritag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Korea. 

 

1)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Hosted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in October 2013,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the Application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was held in order to mediate the differences of opinion 

between the governments and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ICHCAP reported on how 

the joint inscription project was launched and how it had since progressed, explained the 

process of applying for joint application and the schedule they were to follow from then 

on. During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 agreement was reached for making the 

first draft of the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 to introduce the basic information and 

definition of each tugging ritual or game, raise awareness and foster discussion for the 

safeguarding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The main structure of conference was: first, a discussion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reporting on how the joint inscription 

project was launched and how it had since progressed, reviewing the process of applying 

for joint application and scheduled plans, agreeing on the composi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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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d the different roles of each country); second, 

present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s o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each country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s o traditional tugging rituals 

of Cambodia,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s o traditional tugging rituals of the 

Philipp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s o traditional tugging rituals of Korea, 

the current state of the transmissions o traditional tugging rituals of Vietnam); and third, 

creating a first draft of the application for inscription (basic information about each 

tugging ritual or game, including a definition and introduction, raising awareness and 

fostering conversation, safeguarding measures,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nsent, 

other matters).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as evaluated as to have serve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current state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a 

sha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the Asia-Pacific region, in each country; to share 

information among countries to apply for joint inscription; and to create a stronger the 

network.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ear also able to reaffirm that their tugging rituals 

and games were all properly listed under their country, and that the related communities, 

local self-governing bod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n each country supports the joint 

inscription.  

The official name of the element for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 was agreed as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emphasizing that the element is not a mere 

performance but a ritual as well as a game, raising the possibility of joint inscription. The 

participants from every country agreed to each submit a first draft of the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 to their own government, and ask for it to be reviewed and supplemented, 

and a set of guidelines was adopted to submit and application for joint inscription.  

 

2) The 2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In December 2013, two months after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he 2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took place. Following the first draft of the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 at the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requests had been made for each country to submit a 

revised draft, so the goal of the conference was to review the second drafts and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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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a final draft. Agreements were also made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ministrative processes to apply for the joint inscription including pushing forward with 

the approval process in each country and submitting the application to the UNESCO 

Secretariat. The purpose of the 2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was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persons concerned in Korea and abroad about the element’s 

inscription on the UNESCO list, and seek an alternative that meets the UNESCO 

Secretariat’s restriction on the number of elements per country that can be inscribed. 

The main structure of conference included: first, review the revised drafts of the 

application of each country (presentations on the revisions made by each country in the 

first draft at 1st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where ICHCAP had distributed 

guidelines for making revisions); second, inspe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rocedures 

regarding joint inscription (inspe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rocedures and schedules 

regarding joint inscription, the deadlines for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inscription to 

the UNESCO Convention Secretariat, requests made for each country to report the 

approval procedures for the inscription application in each country); and third, selection 

of moving and still images for the application (selection of video clips (10min. or shorter) 

and photographs (10 images) for the application currently being produced by external 

companies and reviewed by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t the 2nd Conference, each country agreed to change the official name of the 

element to “Tugging Rituals and Games” to apply for joint inscription. For reasons that 

the term “tradition” is being negatively evaluated based on discourses on postmodernism, 

it had become a burden to use the term, and it was thus omitted from the name of the 

element. At the 2nd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the four countries including Korea 

created the revised second draft of the application for joint inscription, and agreed to 

submit a final draft to ICHCAP by January 20, 2014, and complete all preparation for 

application such as receiving all necessary signatures from each country by March 15. 

Also at the Conference, a preview was held of the 10-min. video clip produced with 

advice from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t was made clear that the two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held by the four 

countries of Cambodia, Kore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we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solidarity between countries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The application form filled out by the four 



194 |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CH Community-Based Perspectives 

 

 

countries was submitted online on March 31, 2014 (based on the local time in Paris) by 

Korea as the representative participant to the UNESCO Secretariat for the International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der the 2003 Convention. 

Since then, in November 2014, the Convention Secretariat sent a request that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f Korea to submit supplementary materials, and in 

December of that year, the requested materials were prepared and submitted. Also, 

there had been a lack of explanation due to the insufficient space to fit in all information 

from all four countries, requests had been made to submit additional explanation, upon 

which the four countries once again formed a close network and in response submitted a 

supplemented application in February 2015. 

 

 

5.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Future Tasks 

The application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s currently 

being evaluated.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application cases between competing 

countries, the Conven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decided at the 6th Committee 

(2011) to limit the number of applications capable of evaluation to 60 a year. The number 

was then lowered again to 50 applications per year at the 8th Intergovernmental 

Committee. It was also decided that the evaluations be based on a list of priorities with 

applications from countries with no inscribed elements and for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being of first importance;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s of second; and applications from countries with fewer inscribed 

elements of third. 

With priority given to joint inscription applications, the application for Tugging 

Rituals and Games submitted in March 2014 was, based on the evaluation criteria of 

2015, was placed as the 26th element to be evaluated. (For reference, the application for 

the element “Jeju Island Culture of Women Divers,” which was submitted by Korea alone, 

was placed as the 56th to be evaluated, failing to make the evaluation list for 2015.) 

In the past, evaluations of applications for inscription on the Convention’s 

Representative List, since the Convention Operation Guidelines were adopted in 2008 at 

the 3rd General Assembly, were carried out be a “supplementary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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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of 12 representatives, two from each of the six countries based on the 

regional divisions for elections at the Convention. However, beginning this year, the 

evaluations will be carried out by an “evaluation organization” of twelve members—six 

experts elected from six groups and six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Therefore, the methods of evaluation are expected to change more or less. 

Regarding the schedule from here on, as mentioned above, whether or not the joint 

inscription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will be realized will be announced on the UNESCO 

website four weeks prior to the 10th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t to take place from November 30 to 

December 4 in Namibia, and the evaluation results will be placed on the agenda at the 

Committee where the final decision will be made regarding inscription. 

Many organizations in Korea that specialize in intangible heritage are currently 

preparing for several memorial projects in hopes that the elements are successfully 

inscribed. First,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hopes that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Cambodia, Kore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s inscribed, is preparing to 

hold a special exhibition and participatory events on the theme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the four countries. Also, the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and the City of 

Dangjin, with the cooperation of ICHCAP, the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in Cambodia,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ulture and the Arts in the Philippines, and the Vietnamese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 Studies, are planning to publish books on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Cambodia, Kore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in English and in 

Korean, as well as hold an international academic symposium. 

Through the application process, we have learned that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red to as Tugging Rituals and Games that exist in a wide variety based on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despite their differences in form, are 

identical in that they are performed for the greater purpose of praying for the prosperity 

and harmony of the community. The work put into applying for the joint inscription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Cambodia, Korea, the Philippines and Vietnam on the 

Representative List not only raised visible awareness of the need to safeguard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Asia, but also has served a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necessi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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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Teanh Prot and Rice-Cultivating  

Community in Cambodia 

 

 
Siyonn Sophiearith 

Lecturer, Royal University of Fine Arts 

 

 

 

 

For Cambodians, like many peoples in Asia, rice is indispensable and present 

everywhere in daily life. Besides being principle daily staple, rice—either husked or 

unhusked, cooked or uncooked—is a necessary ritual material in every religious 

ceremony. It is even venerated as a Goddess called Nean Propey, and by nurturing 

individual person in the form of cooked rice, She is considered as “Preah Me (August 

Mother).” Thus obtaining enough rice for each year is important. To assure bountiful 

harvests, various techniques and tools used for rice cultivation were created; associated 

ceremonies and games were performed by rice-cultivating communities. Notably, the 

rituals associated with rice are of “Animism” or Animistic oriented in nature.  

Each community lead by the villager elders performs ceremonies including Loeng 

Neak Ta, Poun Phnom Srov and Chlong Chet. The first is a communal ceremony 

performed in order to propitiate Neak Ta to bring villagers good health and prosperity i.e. 

enough rains for rice cultivation and good crops. Neak Ta is, in short, an indigenous “god 

of the earth” symbolizing the entire village and villagers’ cultivating lands. He can be 

represented in various forms in a small hut, a broken statue, a rock and termite hill…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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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Poun Phnom Srov means “shaping a mountain of rice.” This mountain symbolizes 

the plentitude of rice in the coming year. Interestingly, in this ceremony normally there is 

a specific ceremony called “Hau Prolung Srov (calling the souls of rice).” In Cambodian 

belief, an individual Khmer person is believed to have 19 souls. These souls are very 

fragile; they can escape the body easily. While some souls escape the body, the person 

becomes sick.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keep the entire souls in the body. A person 

with complete souls (mean prolung) is healthy. Thus, when some souls are believed to 

escape the body, a ritual is performed to “call back the escaped souls” to the body. Due 

to its close contact with the people, rice is also believed to have 19 souls. Therefore, 

before cultivation seed rice, which is used for growing, is undergone a ritual of “calling of 

the souls of rice” with similar purpose i.e. to make the rice healthy (Fig. 2). Once the seed 

rice is healthy, it produces good crops. The third is a ceremony performed shortly after 

the New Year (mid-April) by villagers to mark the start of rice cultivating season.  

During ceremonies, some specific ritual games are played to serve similar purposes 

of bringing good health, prosperity and good harvest to the rice-cultivating community. 

One among them is teanh prot. This game has rooted profoundly in the rice-cultivating 

communities of Asia with distinct and unique characteristic accordingly. This paper will 

focus on this ritual game played in Cambodia in order to see how it means to the 

Cambodian rice-cultivating community and what will be its future.  

 

 

1. What is teanh Prot? 

In Khmer language, the name, teanh prot is a compound noun of “teanh” and “prot.” 

Teanh means “to pull.” Prot is a type of rope, traditionally made of woven strips of 

buffalo or cow hide. Thus, teanh prot literally means “to pull the rope made of the woven 

strips of the buffalo or cow hide.” However, a suitable literal rendering in English should 

be “rope pulling.” Although it is played along with other traditional games such as bos 

angkonh (“throwing a kind of nuts,” known as angkonh), chol chhoung (“throwing a 

wrapped scarf”) and lakanseng (hiding of handkerchief”), the teanh prot prove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itual games played nation-wide. Every Cambodian has 

experienced playing or at least seen the game. Its popularity and prevalence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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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 its centuries-old cultural background rooted deeply and firmly in Cambodian 

agrarian society.  

Teanh prot is played during the traditional Cambodian New Year celebrated in mid-

April, and/or during chlong chet. The game is often played in open spaces of the Buddhist 

monastery compounds or in an open space of a village (Fig. 3) or just in front of 

someone’s house (Fig. 4). Normally in the afternoon, a rope is brought to the contest 

arena.13 A dividing line is drawn in the middle or simply a rope is tied with colored strings 

to mark the middle line. Two teams of normally male team vs. female teams are 

contested with each other (Fig. 5). To start the game, each team holds the rope on each 

side in between the drawn line. Then referee (s) starts counting from one to three in 

order to begin the game or sometimes the referee cheers the contestants with the sound 

yak or three times in order to “instigate” the teams, whereas each team makes the sound 

heouy each time after hearing the sound of yak or from the referee. Sometimes, the 

game is accompanied by a drum and a tror, a string instrument (Fig. 6). The drummer 

plays active role in the game. The drummer rolls his drum in order to cheer the teams 

until one side wins. The tror is only played for the players and audience to sign and dance.  

When a team pulls the other over the drawn line or pulling them always through to 

their side, that team wins.  

As observed, there is no obvious verbal betting during the game. However, when a 

team wins the game, they run over to the losing team and use their buttocks to touch 

such bodies of the losing teams (Fig. 8-9) as if to “wipe off the dirt” from their buttocks. 

This act is known in Khmer as ket. Such bet indicates highly significant symbolism 

especially in calling for rain ritual (see further discussio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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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broken by the pulling of the 

two teams. Since the rope, nowadays, is bought from the market and it is costly, it is only 

ritually assumed that the rope is broken or cut off. It is then kept at the temple for the 

next year games.  

 

                                                           
13 Although the term prot refers to the rope made of buffalo’s or cow’s hide, the rope used in the  

current game can be simply vines collected from nearby forest, woven stems of sugar palm leaves or 
the plastic rope bought from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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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eanh Prot in its Historical Context: 

1) A folktale about the teanh prot: 

One folktale narrated by Mr. Moa Mey, who had heard it from a late monk, 

Venerable Thong, and which was published in 1953 in a Kampuch Surya, a Cambodian 

Journal, is valuable and the only source we have had so far in association with the teanh 

prot.14 

 

2) Translation of the text: 

The story goes:  

One day, the horde of demons, who were jealous at the gods, made 
comments that the gods did not have much more power than us at all. 
These gods held higher positions than us due to favors of Lord Eisor 
(Shiva). If they contested their strength with us, they would be surely lost. 
Hearing such comments, in return the gods boastfully said, “we are not 
afraid of you, Demons, even though you have such big sizes.” Except for 
tricks, if you, guys, like to contest the strength, we were not at all afraid of 
them. Both the Demons and Gods agreed to contest the strength by 
pulling the rope. The bet of the game is that if the Demons win, they will 
hold higher positions than the gods in any place, such as, during the 
meeting with Lord Eisor in his palace or at any meetings; the Demons 
must sit higher than the Gods. When the game of pulling the rope was 
scheduled for the next day, the gods walked to and fro in front of the 
courtyard of Lord Eisor’s palace. Then Valin (the Lord of the monkeys) 
knew about the contest, he told a trick to the Gods that ‘the Gods should 
use the Naga (mythical multiple serpent) as the rope, and holds on the 
head side, whereas the Demons hold the tale. While tugging, the Gods 
should assign a god to tickle the navel of the Naga. Then, by feeling 
ticklish, the Naga will move its tail that makes the demons lost hold of the 
Naga; and they will surely lose to the gods.’ At the time of the contest, 
agreed by the demons, the gods held the head side of the Naga. In the 
contest, the Demons indeed lost to the Gods.  

  
 

3)  Teanh Prot and Hindu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Mr. Mao Mey, the storyteller, confirmed that he saw the bas-relief of Angkor Wat 

temple, a 12th century temple, which depicts the rope pulling contest in which “the gods 

                                                           
14 Buddhist Institute, Kampuch Surya, (Phnom Penh: Buddhist Institute, 1953), 54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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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the head side of the Naga and the demons hold the tail.”15 It is true that the ancient 

bas-relief of the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is known by Cambodians, who 

do not know the Hindu mythology, as the teanh prot.  

Both inscriptional and iconographic evidence show that the churning myth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in ancient Cambodia (from 9th to 13th centuries); and it was even 

more popular in artistic representations than in India, the country of its origin.16 The first 

artistic representations of the churning were at least dated to the end of 9th century 

from the temple known by the researcher as “Kutisvara” in Siem Reap (Fig. 10). Why this 

myth was so popular in ancient Cambodia?  

To response to the question, first let us look at its representation in Cambodia and 

then delve deeper into the reason why. A closer look at the depictions of the churning on 

the bas-reliefs especially the leg movements, they can be physically classified into two 

types: “the churning of the ocean” and “tugging the serpent rope.” The lintels of 12th 

century of Beng Mealea and a bas-relief from Angkor (Fig. 11-12) clearly depict Demons 

and Gods “churn” the ocean of milk, whereas, 11th century lintels of Prasat Snoeung and 

Ek Phnom show the Demons and Gods are tugging each other (Fig. 13-14). The Hindu 

myth of churning was blended well with the teanh prot or in other words, the teanh prot 

co-existed or even pre-existed the imported churning. Such claim is due to the fact that 

some communities, which are not Indianized like the Khmers, for instance, Khmu people 

living in Laos, some ethnic groups in Vietnam and those who live in Barangay Hapao, 

town of Hungduan in Ifugao province of Philippines also “play” the “tug-of-war” game.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game derives commonly from rice cultivating 

communities since the time immemorial and spread throughout Asia. The popularity of 

the myth of the churning in ancient Cambodia was because Khmers were able to engage 

the myth with existing tradition of “the rope pulling” ritual game of the agrarian 

communities.17 The myth itself made so much ritual sense to Khmer community and by 

                                                           
15 A small correction should be made here that the southeast corner of east side of bas-relief gallery of 

Angkor Wat, where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is depicted, the Demons hold the head and the 
Gods hold the tail. 

16 For the detail description of the Hindu Myth on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please read 
Wendy Doniger O’Flaherty, Hindu Myths (London: Penguin Books, 1975), 274-280.  

17 Some information is added after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verse and 
Common Aspects of Traditional Tug-of-War in East Asia” held on the April 12, 2013 in Dangjin cit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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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acting and incorporating the myth with the teanh prot, it served even better purpose 

for the Khmer rice-cultivating community.         

  

3. Significance of the teanh prot: 

Why the game is played/performed only during the New Year celebration and or 

during the chlong chet ceremony? Three main ritual significances can be concluded for 

the teanh prot: 1) recreating anew a perfect time and social order, 2) bringing good 

health and prosperity for the community and 3) marking the entry into a new cycle of 

time.   

 

1) Recreating Anew a Perfect Time and Social Order: 

General traditional perception of the Time, which can be construed, is that the Time 

worsens everything in the universe; and everything will be completely destroyed at the 

end of time. Then a new cycle of time will be recreated by starting from the most perfect 

to the worst. Notably, before the start of a new time cycle,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in which everything is in a chaotic and disordered stage.  

Repetition of time cycles is clearly depicted in a year cycle. The New Year celebration 

is a mark of the end of the old year and the start of a new year. In Cambodia like in 

Thailand, Laos, Burma, the New Year celebration is a three days celebration. During this 

period of three days is considered a period of transition, i.e. a chaotic and disordered 

stage. What is normally allowed to do is not allowed. People would do what is socially not 

accepted or allowed…etc. 

To restore the social order and recreate a perfect time, certain ritual and games are 

required. One among them is to “shape a sand mountain” as symbol of reordering the 

universe (Fig. 15). At this stage the game of teanh prot is also played. Although the game 

can be played at any time as a part of entertainment, it is ritually played three times on 

the last day of New Year celebration. As stated above, the game is without a doubt a 

manipulation and incorpo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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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iscover the lost treasures, particularly amrita, the water of 

immortality, by extension the myth of churning is also a symbol of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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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acting the churning through rope pulling symbolizes the recreation and 

reestablishment of anew a perfect time,” with a “perfect order” and “prosperity.”   

 

2) Bringing Good Health and Prosperity: 

In agrarian society, the prosperity derives from perfect rain (not much and not little), 

so that the people would have a perfect crops. Thus the game, which symbolizes the act 

of “recreation,” recreates for community a perfect rain which is symbolized through 

certain sexual symbolic acts. The pulling of the rop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teams 

clearly symbolizes this sexual symbolism i.e. acts of productivity. Similarly, the bet of 

which the winning teams chase the losing teams and use the buttocks touching bodies of 

the losing team clearly indicate the sexual acts. Such activities can be seen “played” in 

other rain calling ceremony. When there is no rain, rather old men and women go to 

Neak Ta’s hut. After making the offering and request for assistance from Neak Ta, 

women and men “chase” and “touch” each other.  

 Another sophisticated symbolism derives from the blending of the teanh prot 

and the Hindu myth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Churning is to create and to obtain the 

water, not a simple water by the water that brings back life and live healthy. The 

tugging/churning here is to bring the “good” water for prosperity of the community i.e. 

the rain. 

     

3) Marking the entry into a new cycle of time:   

On the last day of the New Year or Chlong Chet, the rope is ritually broken or cutting 

off. pdach prot or “breaking the rope” is a well-known Khmer expression to mean “the 

final or the last stage of a game, a race or any contest.” After tugging ritual and game of 

teanh prot which brings perfect time and social order, good health, prosperity and 

bountiful harvest to the community, the ritual act of breaking or cutting off the rope 

during the New Year celebration and/or the Chlong Chet is to ritually mark the entry into 

a new Cycle of Time i.e. the twelve lunar months of the year and also a new rice 

cultivation cycle. Notably, the Chlong Chet ceremony is celebrated in order mark the start 

of rice cultivation season; after the ceremony, villagers are “allowed” to start the rice 

cultiv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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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 Cambodian teanh prot inherits and represents a continuity of centuries-old 

tradition. It highly demonstrates significant socio-religious symbolisms that have been 

masterly integrated Indian myths of the churning of the ocean of milk to fit the local 

agrarian models and needs.   

Due to mass migrations for jobs of young people, which make them adapted into 

new cultural settings and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s their own local customs, lacks of 

encouragements from the village elders and emergenc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he teanh prot is unfortunately fading away. Although the game is still 

vividly remembered, it was abandoned for some ten years ago in some locations, and 

other locations were just in recent years or surprisingly this year. Asking for the reasons 

why it was not played, we were told that it was because no one was interested in the 

game and the elders did not lead the younger people to play the game.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like to entertain themselves more with the dancing. Moreover, a simple 

reason, for instance, no availability of the rope could easily lead to the abandonment of 

the game. The game is highly jeopardized the abandonment.  

Although Cambodia is striving to protect the game, among othe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ing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is indeed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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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nuk: The Tugging Ritual in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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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punnuk is a tugging ritual participated in by the village folk from three 

communities in Hungduan, Ifugao in Northern Luzon, Philippines. It is performed at the 

confluence of Hapao River and a tributary as the very final ritual after rice harvest. Its 

consummation brings to a close an agricultural cycle and signals the beginning of a new 

one. 

The punnuk is a ritual of pomp and revelry. Garbed in their predominantly red-

colored attire of the Ayangan ethnolinguistic group, the participants negotiate the 

terraced fields in a single file amidst lush greens under the blue skies. The tempo builds 

up when the participants reach the riverbank, each group positioned opposite the other. 

And the excitement is sustained until the last of the tugging matches, the sinewy brawns 

of the participants highlighted by the rushing water of the river. 

 

2. The Physical Setting: Site and Sights 

The town of Hungduan is nestled in the Cordillera mountain range at a general 

elevation of 2,000 to 3,000 meters above sea level. Just like the rest of Ifugao, the 

mountain sides are formed into terraced fields for the cultivation of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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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wn of Hungduan, in particular the villages of Hapao, Baang, and Nungulunan, 

has extensive terraced fields. Formed like large vat, the sprawling fields present an 

arresting view of rice plants with tones of green varying from January to March; changing 

to yellow hues from April to June. The entire rice fields are hemmed by lush mountains of 

forests from where emerge the headwaters of Hapao River fed by tributaries emanating 

from further upland watersheds in the South, and another one down the River, from the 

northwest. 

The monsoon rains feed the watersheds from August to October, tapering down in 

January until February. From March to May, the town gets humid under the heat of the 

tropical sun. Nevertheless, the terraced fields remain, like ponds of varying sizes, as they 

are continuously fed by waters flowing from the watersheds through an intricately built 

irrigation canal that systematically waters the fields starting from the highest elevation 

down to the lowest fields situated near the riverbed. 

Generally, the climate is cool, especially from early evening to the break of dawn 

throughout the year or from sowing of rice seedlings in December to the harvesting of 

grains in May to June. 

 

3. The Rice-Based Economy 

Cultivation of rice is the main activity of the people. There are several native rice 

varieties, the more popular ones are the tinaw-on, the diket glutinous rice, red rice 

minaangan, round-grain rice, and the long-grain rice. 

Sowing of seeds start in early December, then replanting of seedlings in the terraced 

fields gets done by January. By March, the plants grow 3 feet tall and the grain shafts 

begin to sprout from the tip of the plants. By May, the grains start to mature and ripen, 

and the entire landscape is swathed in various textures of golden tones. 

Root crops such as camote (sweet potato) and taro, beans, and petchay are planted 

in vegetable plots on clearings along mountain sides. Onions, garlic, sometimes tomatoes 

and eggplants are grown on small earth mounds formed on the side or in one corner of 

the rice paddies. 

Other vegetables such as sayote and squash vines are planted along edges of the 

house yard. 



208 |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CH Community-Based Perspectives 

 

 

Swine and chickens are bred as sources of protein aside from the small fishes and 

shellfish that abound in the rice paddies. Wild game such as boar, deer, and forest fowls 

may have become scarce but are still sought after as valued delicacies while honey can 

yet be produced in great quantity, from forest beehives. 

Secondary livelihood and an important source of cash are proceeds from textile 

weaves, wood carvings, and metalsmithing. A small percent of the population is 

employed in government functionaries and earns monthly income. 

Work in terraced fields from preparation/cultivation, planting to harvesting are all by 

the women while the men do the repair and/or maintenance of field embankments, 

stone walls, the making of new fields that have to be strategically positioned along the 

routes of water from the watersheds and those of irrigation canals. Foremost 

responsibility of the men folk is the maintenance of the irrigation canals and ensuring the 

undeterred flow of water and its distribution to all the terraced fields from the 

uppermost terraces to the lowest terraces. 

The men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 of construction materials needed in 

building structures from the road or from the forest source to the construction site. Men 

are also tasked to carry load such as bundles of rice grains from the harvest site to the 

rice granary. Carpentry, construction of houses and rice granaries are by men. 

 

4. The Social Structure 

Echoing the marked differentiation in gender responsibilities, the society (though 

this is not unique to Hungduan) is characterized by social classes that are clearly 

delineated by the ownership of rice fields which are in the main, inherited from forebears. 

Those who own a number of wide rice fields are the kadangyan. The kadangyan have two 

to three rice granaries filled to the brim with hundreds of bundles of rice. The 

kadangyan’s great property in terms of inherited rice fields is coupled with the ownership 

of several trade jars (of the 14th or 15th century vintage) that are also inherited from 

forebears. The jars are filled with rice-wine prepared by the women of the house. The 

kadangyan have necklaces of stringed beads of high grade gold. 

The kadangyan’s great surplus in rice harvest plus proceeds from carpentry and 

wood carving by the men and/or textile weaving by the women, are more than enoug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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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up to tertiary education in premier schools outside Ifugao 

such as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Baguio and Metropolitan Manila. 

From the kadangyan class with the most number of rice fields and with the greatest 

rice surplus, is the dumupag or the designated lead-family in the rice harvest and all 

rituals attached to harvest including the punnuk. 

The family/families with the second-most number of rice fields are the umonub. 

Next to the umonub or those with average number of rice fields are the maikatlo, and 

those with lesser number of rice fields but still fairly big in size are the maikappat. There 

are families with only one or two small plots. 

Each of the above-mentioned social classes has corresponding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rivileges. The kadangyan, with the greatest number and most extensive rice fields, 

has the privilege of having his/her rice fields worked first, so that planting and harvesting 

are done and completed first in the terraced fields of the kadangyan. After which, work 

on the rice fields of the second highest social class—the umonub—is tend next, and so on 

down the line. Those then with just one or two small plots render the most labor in the 

fields of the propertied classes. And they get paid for everyday work rendered in terms of 

cash or in the form of bundles of rice. 

 

5. Religion and Belief System 

Although several Christian religious sects have been introduced to the people, 

especially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Protestant congregations, the people have 

clung tenaciously to their native religious practices and beliefs. These are directed toward 

the nature spirits and spirits of forebears. 

The native gods and spirits are called upon to provide blessings to activities such as 

safe travel within Ifugao and outside, to foreign lands overseas. The help of gods and 

spirits are sought when finding lost or misplaced personal belongings or to regain the 

good health of the sick. They are consulted even on matters of the heart—a suitor, a 

lover, a friend. Most importantly, the blessings of the gods and spirits are prayed for in 

agricultural production such as bountiful harvest in the ric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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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mbaki or ritual specialist presides over all the above-mentioned rituals. In 

Hapao, Baang, and Nungulunan, there are no less than four mumbaki and at least two 

novitiates or assistants. 

 

6. The Houwah 

In Hungduan, the three communities of Hapao, Baang, and Nungulunan observe 

three post-harvest rituals collectively known as houwah. These are the baki, then the 

inum, and the last which is the punnuk. The baki and the inum are presided over by the 

mumbaki who chants expressions of gratitude to the gods for the harvest and to the 

forebears for the terraced fields bequeathed to the present generation, especially of the 

dumupag. 

 

Baki. The baki is a ritual divination where chickens, and sometimes a pig, are 

 sacrificed. The bile of the sacrificed animal and fowls are inspected for 

 acceptability as offerings to the gods and ancestral spirits. Upon declaring the 

 bile maphod (very good), a male elder shouts from an elevated terrace 

 embankment facing the communities across wide expanse of terraced fields to 

 announce that punnuk will be held the following day and invites the people to 

 prepare for the ritual. 

Inum. After the baki, three jars of varying sizes containing rice wine prepared by 

 the dumupag are brought to the ritual area for the inum. Between chants of 

 prayers, the mumbaki opens each jar. After he takes the first sip of the finest 

 wine from the small jar, others can then partake of the wine from the large jar. 

 Shouts of revelry signal the rest of the community to join the night-long 

 merrymaking before the punnuk the following day. 

The Punnuk Materials.The punnuk features the kina-ag and the pakid. The kina-

 ag, the object for tugging, is made of tightly packed dried rice stalks bound 

 neatly with vines called a-e (Tinaspora sp.). It is formed like a ring or a human 

 figure. The pakid or material for pulling the kina-ag is the sapling of the attoba 

 tree (Callicarpa formosana). The preferred length of the pakid is five meters, and 

 the circumference is ten centimetres. From an adjacent sapling, a formidable 

 hook is fashioned at the base of the pakid where the kina-ag is securely attached 

 during the tugging. Gathering of all the materials and the making of the kina-ag is 

 cooperative work done by men. 



 SESSION 2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Asia | 211 

  

The Punnuk Proper. On the day of the punnuk, three groups of participants wear 

 their traditional attire and march down to the nunhipukana or at the 

 convergence of the waters of the Hapao River and its tributary. The three groups 

 come from different directions—Hapao from the east; Baang from the 

 southwest; and Nungulunan from the northwest—making their way to the 

 nunhipukana through thickets and rice terrace embankments. The men carry the 

 pakid and the kina-ag, which are decorated with the dong-a leaves (Cordyline 

 fructicosa) while bunches of leaves are waved high to the tempo of boastful 

 cheering of the participants. 

 The playful exchange of taunts becomes more feverish as the participants 

 approach the river. The first two groups that arrive at the nunhipukana are the 

 first to face each other in the tugging ritual prior to a match. A mungopah, 

 usually an elder, delivers prayers imploring for gods’ blessing for a successful 

 performance of the rite and for the community’s health and well-being. 

After the prayers, a kina-ag is thrown in the river. If the river current is strong, the 

 pakid of each of the group is securely hooked into the kina-ag by one of the 

 elders neutral to the contending groups. The tugging invites cheers from 

 community members positioned at the river embankments, eagerly hoping for a 

 victory on their side. The group that pulls the kina-ag, along with the adversaries, 

 closer to its side wins the round. The winning group then faces off with the 

 remaining group for another round of tugging. Punnuk can go on as long as there 

 is a kina-ag to pull and a sturdy pakid or until everyone gets tired. 

The group that wins the most rounds is declared the victor not only in punnuk but 

 of the entire harvest season. The winners are euphoric because, according to 

 traditional beliefs, the rest of the year will be one of plenty and their rice granary 

 will always be full. Those who do not win, however, are challenged to fend off a 

 lean year. 

After the matches and a winner is declared, the used kina-ag is thrown into the 

 river to be swept away by the currents so that when it is seen by the 

 communities living downstream, people will know that the harvest in Hapao, 

 Baang, and Nungulunan has been completed. 

 

7. The Significance of the Punnuk 

The yearly performance of the punnuk demonstrates superb coordination among the 

elder-leaders of the three communities. Coming from three directions, the community 

delegations arrive at the nunhipukana in a synchronized manner within three to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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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utes of the other, so that all three groups are at the site at the appointed hour in the 

morning. 

It may at the outset solely feature competitions in terms of number of punnuk 

participants or of loudest jeers and exchange of taunts from opposing groups, and of the 

rhythmic cheers from villagers. The punnuk highlights wit and brawns and above all the 

spirit of camaraderie among team members, and sportsmanship among all the three 

contending groups. 

The production of the kina-ag, whether it be in the simple circular form or in the 

shape of a human figure, puts to the fore the community members’ creative artistry and 

ingenuity, and also deep knowledge about their oral traditions. This is illustrated by a 

kina-ag in the form of a female figure depicted with full cheeks and wind-swept hair, in 

the act of weaving. The figure is a depiction of Inhabyan, the heavenly weaver and 

goddess of the wind. Its rendition as a kina-ag is a way of expressing gratitude to the 

goddess for protecting the community from destructive typhoons year in and out. It 

shows the artists’ and the community’s knowledge of their oral traditions and their 

reverence to the nature god. 

With the three communities searching for the best pakid—the longest, sturdiest 

hooked-tree sapling—to use in the tugging, spotting the most appropriate tree sapling 

demonstrates a community’s resourcefulness, knowledge and deep awareness of the 

vegetation around them. 

And with the mungopah reciting for his team a three to four-line verse addressed to 

the gods, is an expression of the people’s belief in their nature gods and their potency in 

achieving victory for their team. It is also a prayer for the safe performance of the entire 

punnuk, the participants and viewers alike. The versification by the mungopah rendered 

with sprightly dance gestures, exemplify the communities’ religiosity at its finest. 

Through punnuk, although faintly suggested, is a levelling of social classes. Class 

boundaries and delineations are for the moment erased or at the least become 

temporarily inconspicuous. However, village boundaries remain strictly observed and 

respected. 

As a whole, the punnuk is a time for the men and women of Hapao, Baang, and 

Nungulunan, who toil in the fields to relax and have fun, after the months of work in the 



 SESSION 2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Asia | 213 

  

rice fields; wash away hardships, frustrations, and freshen up and get recharged before 

another agricultural cycle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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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research subject of this article is gijisi tug-of-war, one of Korean traditional tug-

of-wa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a temporary community, which is 

formed by playing gijisi tug-of-war, and continuous transmission community, which 

enables to form a temporary community. In particular, this article might be meaningful 

for providing different perspectives with previous researches, focusing on contemporary 

traditional tug-of-war.  

First of all, this paper will explore the community which is formed by playing gijisi 

tug-of-war. Especially, in this paper, the followings will be discussed; how community 

playing gijisi tug-of-war is formed, what features it has, what’s the meaning of such 

temporary community and so on. In addition, this article will examine how continuous 

and conventional community enable to paly gijisi tug-of-war. As doing so, different 

features with the community of playing tug-of-war could be discussed. Such features are 

opposed to those of community formed by performance of tug-of-war, but they support 

gijisi tug-of-war having strained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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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n, this paper will compar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with those of ‘Jul Nanjang community’. Among them, there are obviously differences, 

and both have changed; however, here, the characteristics of familiar contemporary 

traditional transmission community will be clarified. And such comparative research 

might give the opportunity that gijisi tug-of-war would find out its unique position in 

traditional tug-of-war.  

 

2. The play of tug of war and reorganization of the regionalism community  

The following picture is a scene of gijisi tug-of-war in 2014. It is indeed spectacular. 

What makes such spectacular with large numbers of people? What kinds of group does it 

possible? Who is the people pulling a string? To what kinds of community do they belong? 

What kinds of community are created by performance of tug-of-war? A barrage of 

questions come up with.  

 

 

From the name of gijisi tug-of-war, people to create the spectacular might be 

guessed as residents in Gijisi-ri. Furthermore, they might be expanded into residents in 

Dangjin where includes Gijisi-ri. However, people who participate in playing tug-of-war 

are not restricted in residents in Dangjin district. The participants go beyond Gijisi, 

include entire Dangjin as well as visitors from the whole country and foreigners. The 

channel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tug-of-war are variously opened. Such community 

for playing tug-of-war is temporarily formed. In other words, it is a temporary community, 

which is formed in specific time an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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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 playing gijisi tug-of-war consists of two parties: ‘Susang’  and 

‘Suha’. The side of Susang pulls a male string and the side of Suha pulls a female string. 

Two different parties compete, pulling a string. The parties of both Susang and Suha show 

that the community playing gijisi tug-of-war does not consist of only outside participants. 

Instead, it shows that separating Susang and Suha into parties is based on regionalism 

community of Gijisi and near region. The standard of separation is Route 32 and Route 34. 

The south of Route 32 and 34 is Susang and their north is Suha.  

 

 

In other words, two parties signify that there are two communities based on 

regionalism in performance of gijisi tug-of-war. Residents in Dangjin can participate in a 

fight between two parties based on regionalism community. Gyeonggi, Seoul and 

Gangwon provinces belong to Susan, and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provinces 

belong to Suha. Continuous Regionalism community in Dangjin embraces outsiders as a 

center. 

There are only the region of Susang and Suha in the world of gijisi tug-of-war. South 

districts are reorganized with Gijisi as the center. Such regional reorganization is 

interesting. Here, there is the idea to get rid of binary value hierarchy such as 

Seoul/provinces and center/suburbs. Districts are being reorganized with Gijisi as the 

center. It shows that value hierarchy, which Yeolgyu Kim even mentioned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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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of evil’, is already being broken. Ready-made value hierarchy such as 

‘center/suburbs’ and ‘center/edge’ is not at least applied in the world of performance 

of gijisi tug-of-war. There is not disparaging sense that a region gives itself. In the 

performance of gijisi tug-of-war, there is not “centripetal and exclusive community that 

was tied to restricted region” but “wide regional and centricfugal community”.  

 

3. The transmission of tug of war and characteristic of solidarity  

As described earlier, channels to participate in gijisi tug-of-war are opened. It means 

that performance community is formed by opening outside of Dangjin. However, such 

opening does not mean pulling a string itself. Channels that various people can 

participate in the whole process of gijisi tug-of-war are opened. Various people 

participate in whole process such as preparing materials, twisting Saekijul(straw rope) 

and Jeokjul(several straw ropes), taking out and installing Jultl(the mold for twisting straw 

rope), twisting Momjul(main straw rope), twisting Gyekjul(straw ropes derived from main 

straw rope), making the head of Momjul(main straw rope), piecing together 

Gyekjul(straw ropes derived from main straw rope) and Jeokjul(several straw ropes), 

piling up strings, standing up the head of Momjul, making linchpins and so on.  

Channels to participate in gijisi tug-of-war are opened, while it is more likely to be 

opened in the future. Twisting a straw rope takes over one months, and around 1,000 

people are mobilized. Not only regional residents but also tourists and even soldiers 

participate in here. There are workers who participate receiving daily wages. However, 

people who lead whole process of tug-of-war are members of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whole process from preparing materials to dismantling straw ropes 

after tug-of-war. Therefore,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can be considered 

as a transmission community.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which was founded in 1986, consists of 29 

members. Most of members live in villages near Gijisi. They involve in the education and 

various events related to gijisi tug-of-war, working to get a each living. The spectacular of 

gijisi tug-of-war that a lot of participants create is made by drops of perspir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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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They share the birth and 

disjointedness of straw ropes. It is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that share 

every year new born ‘the life of straw ropes’.  

There is a continuous community behind temporary community formed in the 

performance of tug-of-war. Centripetal and closed gijisi tug-of-war preservation 

association enables tug-of-war to paly, opening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temporarily. Its centripetal but reciprocal feature, or centricfugal but self-centred feature 

show in reorganization of district for the tug-of-war. Gijisi attended to tug-of-war and its 

near regionalism community can be categorized like following.  

 

① Gijisi: the other side of the spring, marketplace, Gongjaengi, Antlmosi  

② Songak-myeon: Gagyo-ri, Banggye-ri, Bondang-ri, Banchon-ri, Bonggyo-ri, 

Gwangmyeong-ri, Bogun-ri, Jungheung-ri, Ogok-ri, Bugok-ri, Wolgok-ri, Jeonggok-ri, 

Hanjin-ri, Gahak-ri, Seokpo-ri, Godei-ri 

③ Hapdeok-eup, Sinpyeong-myeon, Ugang-myeon, Sunseong-myeon, 

Myeoncheon-myeon, Dangjin-eup, Songsan-myeon,  Godei-myeon, Seongmun-

myeon, Jeongmi-myeon, Daehoji-myeon 

 

Above region ① is Gijisi. The regional unit of Gijisi to participate in tug-of-war is a 

village. ② region is Songak-myeon. Participants of Songak-myeon are divided depending 

on ri(a unit of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③ region consists of eup or myeon(a unit 

of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Participants of Gijisi in tug-of-war are divided 

depending on villages under Gijisi, while participants of Songak-myeon where is a little bit 

remote from place of tug-of-war are divided depending on a unit of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remote place from Gijisi, 

participants are divided depending on a district.  

It is not recent phenomenon that the category of participants depends on streets 

centered Gijisi. From Japanese occupation to 1970s, villages over Dangjin brought 

Nonggi(a flag of the village). And, as a participation unit, in Gijisi, several pungmul 

band(Korean folk band) of each village attended, and eup and myeon near Gijisi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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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ak-myeon and Songsan-myeon were a unit of a district. Dangjin, Myeoncheon-

myeon, Hapdeok and so on were a unit jointed eup and myeon. 

In the region of tug-of-war, divided feature of the center and undivided character of 

periphery show some value hierarchy. A boundary among districts was set and binary 

opposition such as central/peripheral, divided/undivided, organized/unorganized can be 

developed among districts.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level of organization or order 

that centered-we have’ and ‘unorganized feature that peripheral-they have. Finally, it 

means that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is not always open but there is a division 

between inside and outside. There is a boundary that inside and outside of a community 

clarify.  

As state above,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has a center. It does not lose its 

central role in the performance of tug-of-war and transmission. In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a preservation association functions as a center while regionalism 

communities support its roles. A preservation association reveals centripetal feature 

strongly, having rule and regulation. Regionalism communities surrounding a 

preservation association are divided into the center and periphery.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is opened externally, but it has its rules. That is, in gijisi tug-of-war, a 

preservation association is a center and regionalism communities is a periphery. Also, a 

boundary of a center and periphery among regionalism communities supporting a 

preservation association is set.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show a center of certain local 

area as well as openness toward the outside. Such community is not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It is not engrossed in defending a pre-existing condition. Its identity is not 

exclusive and self-righteous. Contemporary gijisi tug-of-war does not contribute to 

strengthen already established relation. It extends its arm and hugs people. Such formed 

solidarity signifies inner unity as well as growing solidarity toward the external.  

 

4. The memory of ‘Jul Nanjang’ community and familiar new community 

In the past, gijisi was a major transportation point where people in the south and 

west of Myuncheon-gun could go to Hanyang(Seoul) and was a place opened market. In 

Gijisi, a tug-of-war was played in order to activate the market. The past name of tug-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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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gijisi tug-of-war and between merchants 

and a community of gijisi tug-of-war. Gijisi tug-of-war was called as ‘Jul Nanjang’ before 

a formal name, ‘gijisi tug-of-war’, was given in 1982 by designation of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However, a word of ‘Jul Nanjang’ reveal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tug-of-war and a market and between a community of a tug-of-war and 

merchant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tug-of-war and merchants in gijisi reveals in old 

sayings such as “if opening ‘Jul Nanjang’ once, a village could get a living for three 

years.”, “if opening ‘Jul Nanjang’ once, a person could buy huge rice paddy.”, “if 

opening ‘Jul Nanjang’, a spring of distillery would be dry.” and so on. In addition, 

following old sayings reveal economic usefulness; “There is not farmland in a avenue, 

‘Tlmusi’, and merchants in this place get a living as a trade. It is a way to earn a living 

without a farmland. Residents in Tlmusi seem to use their brain well.”  

Merchants took roles of plan, sponsor, progressing an event and so on in Jul Nanjang. 

The mention that “a leader was selected among merchants and was in charge of whole 

process of tug-of-war from making straw ropes to supervising an event” brings a 

preservation association to mind. Being in charge of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progressing whole event are the role of contemporary local government or the festival 

board; therefore, merchants might take more active and expanded roles than those of 

present preservation association.  

However, merchants who planed, supported and progressed ‘ Jul Nanjang ’ 

belonged to certain organization. From the fact that Dongseok Gang was a leader of 

Susang party and at the same time he was an ‘Sijang Yeonggam(administrative boss of 

giji market) ’  in 1940s, one of peddlers ’  organizations, Yedeok Commerce might 

commend Jul Nanjang at the moment. It is the reason why Sijang Yeonggam was a title of 

honor of an executive in Yedeok Commerce. Therefore, a peddlers ’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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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vised Jul Nanjang. This organization might take all roles of contemporary 

preservation association, festival board and local government.  

As several interviews showed, when paying a tug-of-war in Gijisi, merchants 

supported it actively. From the fact that a place for tug-of-war was a market and 

merchants gained big profits supporting Jul Nanjang, an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a 

tug-of-war and market can be inferred. However, only the power of merchants was not 

possible to play a tug-of-war in Gijisi. In the case of twisting straw ropes, fishermen in 

Ansem port was responsible.  

When paying a tug-of-war, residents in farming village near Gijisi twisted 

Gyekjul(straw ropes derived from main straw rope) that they were supposed to pull and 

participated in a tug-of-war raising a village flag. The districts where participated in a tug-

of-war raising a village flag from Japanese colonial era to 1970s were Sunseong-myeon, 

Songsan-myeon, Songak-myeon, Sinpyeong-myeon, Hapdeok-eup, Myeoncheon-myeon, 

Dangjin-eup, and so on. Villages participated in a tug-of-war were mostly matched up 

with those used a market in Giji. It means that a tug-of-war in Gijisi was not a simple 

event of market but a play of community to unify zones of local trade.  

Before designation of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Jul Nanjang in Gijisi was 

an event that merchants of a branch of Yedeok Commerce in Gijisi, fishermen near parts 

and residents near farm villages were responsible together. It was an wide-regional event 

that tied near farm villages and several ports as a community. Jul Nanjang in Gijisi can be 

considered as ‘an wide-regional event’ that fishermen twisted straw ropes and farmers 

participated in under the plan and support of merchants.  

Through Jul Nanjang, merchants might benefit economically by activation of market, 

and fishermen might be rewarded as providing the wisdom and technique. In addition, 

farmers might represent their real fun and gain experience the solidarity through Jul 

Nanjang. And these might be helpful for that communities in the market of Gijisi were 

activated and strengthened.  

By the way, was Jul Nanjang held only by such reasons? The question, “did Jul 

Nanjang communities in Gijisi cooperate to satisfy practical and secular desire?,” comes 

to mind. Here, Jaeho Kim’s ‘traditional values toward a market’ is worthy of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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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 values toward a market, which people with various occupations shared, might 

be important for that Jul Nanjang in Gijisi began.  

That is a cognition that ‘the communication between a sky and human and between 

human and hum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birth of market’. In Korea, there was 

traditional thought that market distribution might flow smoothly and its function could 

be kept properly when both a sky and human, or both human and human could 

communicate mentally and physically. In the case of Gijisi, such communication between 

a sky and human was tried as Majeon Gut. The discourse of geometric geography related 

to Jul Nanjang might also resul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is to say the communication 

between a sky and human. The communication between human and human was 

attempted through Jul Nanjang. Through Gijisi Jul Nanjang, people experience to twist, 

move and pull straw ropes. The solidarity resulted from whole process of tug-of-war 

becomes an example of good communication.  

Finally, Jul Nanjang can be considered as an event to activate communication 

between a sky and human and between human and human. People thought that the 

prosperity of Gijisi was God’s will, and at the same time it was possible only when people 

could communicate smoothly. The perspective that attempts to understand traditional 

values toward a market through Jul Nanjang takes a different position with the 

perspective that considers Jul Nanjang as contemporary figure or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tug-of-war. The former sees Jul Nanjang as a cultural device based on 

traditional market value.  

The memory of Jul Nanjang in Gijisi began form the early 20th century. If tracing back 

patchwork of such memories, gijisi Jul Nanjang was begun in 1922 and was kept by the 

plan and support of merchant organization. It was halted from the end of Japanese 

occupation to Korean war. From 1960s to the early 1970s, in the plan and support of tug-

of-war, not only merchants but also veterans' association, Gijisi 10 Young Men ’s 

association, co-op of Gijisi, presidents of gijisi neighborhood association, development 

committee and so on were added.  

Jul Nanjang that could reconstruct by the memory is merchant-centered and wide 

regional Daedong play. Here, merchants provide the place for Nanjang, fishermen o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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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sdom and technique, and farmers participate in here actively. Merchants in Gijisi 

play a key role in holding Nanjang, while here is not closed Nanjang for them. It is not 

limited in certain market.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market, it should be opened. More 

people participate the better. From the very beginning, Nanjang was centricfugal and 

opened.  

Since 1986, an agent of Gijisi Jul Nanjang had been changed from merchant 

organization to a preservation association. Such change of agent is continued. The 

change of agent causes several changes. It means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Jul 

Nanjang and contemporary preservation association-centered tug-of-war. One of such 

differences is ‘which party between Susan and Suha is in charge of the head’. In the past, 

as a head of Susang or Suha, a fine-built and venerable man was selected. A head 

supervised all processes of Jul Nanjang. It was an executive of Sangmu commerce that 

had played a role of head from Japanese occupation to independence of Korea. Today, a 

head is also selected among members of preservation association.  

In spite of difference between merchant-centered organization and preservation 

association-centered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past Jul Nanjang community look like 

those of contemporary tug-of war community. ‘Aiming wide regional and centricfugal 

community’, ‘seeking transcendental community beyond regionalism and blood ties’, 

‘opening outside of the group’ and so are similar. Today, preservation association-

centered tug-of-war community is being opened, aiming a new composite festival.  

Such opened community is being formed newly, while it is very similar with past Jul 

Nanjang community. Jul Nanjang was merchant-centered and wide regional Daedong 

play. In Nanjang that merchants supported, the wisdom of fishermen was added and 

farmers participated in there actively. The place of such Nanjang was a market, so that it 

was opened. Also, more people participate the better. That is the reason why a 

preservation association centered-tug-of-war is obviously different to past Jul Nanjang 

but is familiar. It shows that past Jul Nanjang was a model of regiona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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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In summary, a community in Korea might play a tug-of-war for praying its prosperity, 

social unity, harmony and solidarity. In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tug-of-war, men 

and women of all ages have participated and communicated multi-dimensionally. In 

other words, a tug-of-war has led to reinforce a solidarity, a sense of belonging and an 

identity of members of a community. A community, which participates in a tug-of-war, 

involves from twisting straw ropes to pulling a straw rope. By doing so, they sought to 

maintain a peace in a community and shared a sense of unity. The way which do not 

restrict a condition of participants in a tug-of-war makes people to feel homogeneity as a 

member of a community. In addition, belief or recognition, that misfortune could be 

prevented and a peace of community could be kept by a tug-of-war,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bonding and keeping communities related to a tug-of-war. 

General characteristics of gijisi tug-of-war are also similar with those of traditional 

tug-of-war. Noticeable results of research for gijisi tug-of-war are a point which the past 

gijisi tug-of-war was Jul Nanjang that merchant’s organization planed and supervised and 

a point which communities related to a tug-of-war consist of various occupational groups. 

It is also noticeable that Jul Nanjang was a play of the community which was not based on 

villages or towns but a market.  

Contemporary gijisi tug-of-war shows such noticeable points oddly. The reason why I 

represent ‘oddly’ is that gijisi tug-of-war shows the past features of Jul Nanjang even 

thought it has not developed continuously from Jul Nanjang. It signifies that gijisi tug-of-

war aiming to new composite festival has features of past Jul Nanjang.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because past gijisi Jul Nanjang was a model of new composite festival that gijisi 

tug-of-war aim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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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s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 which was adopted in 2003 and entered 

into forced in April 2006 hightlighted “Recognizing that communities, in particular 

indigenous communities, groups and, in some case, individual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duction, safeguarding, maintenance and re-cre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us helping to enrich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creativity”. Article 15 and 

the article 1 on purposes of the Convention makes further references to issues relating to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By repecting and empowering 

practicing communities to define, designate their intangible heritage and engage in 

protecting ICH, many states have come to acknowledge community as one of the central 

goals of the convention. In fact,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munity and heritage 

seems to be inseperable. Valdirmar Tr.Hasfstein pointed out that “At closer inspec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practically synomous with community” and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is not only to safeguard traditional practice and expressions, 

but also, and just as importantly, to safeguard communities” (Valdirmar Tr.Hasfstein 2004,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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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ght of this perpective, my presentation will examine a variety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Vietnam, in the relation to concerned communities who are not only the 

bearers of the element, but also the primary responsible parties for the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diverse express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recreated by communities’ creativity in their interaction with nature and 

their history. Moreover, the role and form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also discussed. Although the nature of “community’ has 

proved to be quite variable, the term “community” applied in this paper means 

communities-of-place, particularly community of the village or town where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practiced.  

 

6. Communities and variety in heritage expressions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Vietnam, characterized by 

multi-ethnicity and territorial regions. In general, keo co is practiced by different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from north to south, mountains to plains. However, tug-

of-war concentrates mostly in the Northern midlands, the Red River Delta and North 

Central region – where the Viet (or Kinh, the majority people) has long resided and is the 

cradle of the wet rice and Red River civilizations. Besides, the game is also played widely 

by ethnic minority groups who are the pioneers of rice cultivation in Northern 

mountainous areas, such as the Tay, Thai, Giay. 

As the outcomes of community’ creativity in particular ecologial contexts and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Vietnam has a 

variety of traits, meanings and playing rules. In regard to the element’s name, the Viet 

calls it keo co (tug of war), keo song, keo may (rattan cord tugging), keo co ngoi (playing 

tug-of-war sitting), and keo mo (tugging two connected bamboo trees), the Tay calls it 

Nhanh vai, the Giay calls it So vai, and for the Thai people it is called Na bai.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often held as a part of spring festivals within villages, marking the 

beginning of a new agricultural cycle and expressing wishes for bumper crops, prosperity 

and happiness. Tug of war is often organized in front of a village’s communal house or 

shrine, preceded by commemorative rites to the local protective deities. The materials 

used in tugging vary from region to region; they can be made of bamboo poles, rat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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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s, or hemp. The selection procedures for the tugging rope and contenders follow 

particular ritual rules, and in many cases, the winning team and the losing team are 

arranged by custom to express certain religious meanings and the harmony of nature. 

The following brief description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of different 

communities reveal the multiple expressions of the heritage in different aspects, such as 

tugging materials, tugging techniques, and the related beliefs and customs, etc. These 

disctint features reflect self-identity and history of each community in the local context, 

preserve collective memory against oblivion and offer connectivity for community 

cohension.  

In the village of Huu Chap, Hoa Long commune, Bac Ninh province, people use two 

joined bamboo trunks as the rope. They select bamboo very carefully. Before the Lunar 

New Year, the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send people to go around the village to 

select the best bamboo trunks, which are straight, not too old or too young, healthy in 

the tops and not infested. The trunks are joined together by means of mortises. The joint 

is supported by old bamboo because this is the place where players hold on to and which 

is subject to most pressure. In order to lessen the roughness of the joint, people chop 

young bamboo into thin pieces and twist them into ropes, which are made into three 

spirals each consisting of three or four circles of various sizes. The spirals resemble 

spiders, one female and two male, and embody the male and female, or yang and yin 

elements. They can symbolize fertility, with wishes for bumper harvests and reproduction 

of plants and creatures. After the rope is prepared, it is displayed in front of the 

communal house so that the villagers report to the tutelary god that preparation is 

finished. Players must be healthy local men who are currently not mourning any death in 

their families and who are aged 30-37. Each side consists of 35 men. Four other men will 

act as flag waving men and four others as security guards for the tugging competition. On 

the 4th day of the 1st lunar month, after the tutelary ceremony which is held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the elderly ask gods for permission to start the game. Players 

take turns to pray to the tutelary god. The rope is now removed from the communal 

house to the playground. The two teams enter the ground amid spectators’ cheering and 

the senior men’ drumming. The players sit along the bamboo. Two from each side hold 

the joint between the trunks and the rest of the players are behi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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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custom, tug-of-war of Huu Chap village are implemented three times. 

According to custom, the team of the east side wins for the first competition, the team of 

the west side wins for the second competition, and for the third competition, all the 

visitors join and support the contenders of the West side team to gain victory. It is 

believed that a win from the team of the east side will bring favourable weather and 

therefore a good havest because it is the direction of the sunrise.  

In Thach Ban ward, Long Bien district, Hanoi, formerly Ngoc Tri Village, Cu Linh 

Commune, Gia Lam District, Hanoi, people use a rope made of rattan inserted through a 

hole in an ironwood post which is planted on the ground. The players sit on the ground 

while pulling the rope. This is why the game is called sitting tug of war. The rattan must 

be between 25 and 30 meters long and five centimeters in diameter. It either end must 

be of the same size. If one of the ends is smaller or bigger than the other, then it cannot 

be used. Nowadays, because rattan is getting rare, people tend to replace it with a tailor-

made rope which is about 30 meters in length and 5 centimeters in diameter. The post is 

cylindrical and large and is made of ironwood. It is painted red and the hole is at knee 

level. When the festive season comes, it is planted on a ground where tug of war is 

played. Before the contenders play the game, a rope is inserted through this hole. Players 

must be local men aged 18-35 and their families must live in the hamlet for at least five 

generations. The men are divided into two teams, Duong, which is in the lowland and on 

the side of Nghia Tru river, and Cho, which is in the highland. Each team consists of 24 

players and one team leader. They sit with one leg stretched and the other bent while 

pulling the rope. Each team turns their faces to one side of the rope. Customarily, if the 

Duong team wins over the Cho team, the village will have a lucky year. 

Local legend tells that tug of war originated from villagers’ wish for enough water for 

agriculture and their daily lives. In another interpretation, the game also symbolises a 

snake creeping from a higher to a lower place and therefore practiced as a ritual of 

praying for floodwater subside. This symbolic act is rooted in the local contexts, as Cu 

Linh Village is located at the side of the Red River and villagers mainly live on agriculture, 

particularly rice growing. The gods which local people worship are all related to water. 

For example, their tutelary god or Saint Linh Lang originated from water and he is also 

known as Water God. Saint Tran Vu, who is venerated at Tran Vu Shrine has the pow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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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winds and rains, is also called Water Management God. The past Ngoc Tri village 

festival and the present Tran Vu Shrine festival are dedicated to these gods.  

In Xuan Lai Village, Xuan Thu Commune, Soc Son District, Ha Noi, people play tug of 

war during the Vua Ba Shrine festival, along with other games such as the competion of 

fetching water for rice cooking; chess playing and wrestling. The festival is held on the 

fourth day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two bamboo trunks which are used for the game 

normally consists of eight or nine internodes per each trunk which symbolises good 

fortune. Players must be local men aged 18-35. The hamlet is now divided into 24 

residential units or subunits (xom). Each year, two of the 24 subunits send their men to 

play the game. The subunits take turns to play every year. Each unit sets up a tugging 

team of five, seven or nine men. The number of contenders must be odd and as a rule, a 

team stands in the southern direction and the other in the northern direction.They play 

in three rounds. The first round is for the purpose of warming up, the last two rounds are 

for competition. Anyhow, the referees do not announce winners and losers. Spectators 

self-understand and predict the year’s harvests based on the results. Customarily, if the 

southern team wins, rice harvests will be good and the weather hospitable. If the 

northern team wins, white beans will grow well while other crops will be less successful.  

In Huong Canh Town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which was previously 

three old villages of Huong Canh, Ngoc Canh, Tien Canh, the cord must be made of a long 

and big rattan with at least 45meters in length. Rattan cord must be soaked under a pond 

for 15 days and then dried for 5 - 6 days to make it durable, tough and firm. Moreover, 

players tug the rattan cord through a ironwood stake which is fixed in the ground and 

marks the separating line between two teams. The stake is 1.05meters in height and has 

37 centimeters in diameter. There is a small hole (approximately 4 centimeters in 

diameter) cut through the stake at the point of 80 centimeters high from the ground. 

When the game begins, the cord crosses this hole and its central point will sit right inside 

the stake. The referee will use white paint to mark this central point of the cord to decide 

the winner and loser of the game.  

Before the real competition happens, two respected elders perform ceremonial 

tugging acts. After that, all participated teams tug in three rounds, each round is 20 

minute - length until they could define winners and losers. According to the festival 

regulations, each team has 34 members when they get into the tugging ground: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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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 02 vice-captains, 01 service-staff, 25 main players and 05 reserve players. There 

are also 50 standby players waiting outside the ground. Captain and vice-captains must 

be men with strong leadership and credibility so they can lead the whole team in unity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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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 of the players are divided into ten rows of two and the final 

one holding the end of the cord. In each row, festival organizers dig a hole with 1.2m in 

width and 1.4meters in length for players to sit in and sus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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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ug-of-war at Huong Canh Town, tugging tactics are important as much as 

players' strength in defining the final result of the game. Additionally, the unity among all 

players and team leaders plays an essential role. Technical secrets in tug-of-war game all 

lies in team leaders' signals. Each team keeps different secret signals. Once the team 

leaders (captains) move their flag, or giving some agreed signals, all players are supposed 

to act precisely and accordingly, such as holding, pulling or tugging the cord, etc. If 

players miss or misunderstand their leaders' signal, their chance to win the game is 

limited. Sometimes, when both teams summon up all their strength to tug, the cord is 

moved back and forth continuously, get burnt and release smoke.  

Differently with other tug-of war, it is believed that the game of Huong Canh Town is 

to depict secret naval trainings on Ca Lo or Canh river (currently belong to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during the reign of Ngo Dynasty (10th century AD) in order 

to gain victory on Bach Dang River Campaign against Han invaders (938.AD). Naval 

soldiers used rattan cords while swimming to pull their boats, surprise their enemy and 

gain victory. There is also another interpretation is that Huong Canh villagers used to use 

boats for jar trading and fish-catching from Ca Lo river to Hong river, then up to Tam 

Giang river and Da river. Rattan cords were therefore used to pull back and forth their 

boats on the rivers and probably, tug-of-war is a gam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aily life of Huong Canh residents. 

For the Tay in Khanh Yen Ha commune, Van Ban district, Lao Cai province, the 

tugging rope is placed in the same direction of the water current with its root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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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stream and its top at downstream. The root portion is always reserved for the elderly. 

In this sacred ritual, the younger team is told by the shaman to let the elder team to be 

the winner.  

For some other communities of the Tay ethnic group in Lao Cai province, the tugging 

rope symbolizes a dragon that brings good luck and support for villagers to have good 

health, good business, favourable weather and bumper crops. The women team is always 

given a chance to win the game in the even year, with the belief that business in the even 

year will be good as women are reproductive, and crops will be thriving. There are some 

abstaining such as the men team is not allowed to hold on the dragon head and eyes (i.e. 

the root part of the rattan), because  the dragon cannot spray water to make rain if its 

eyes are covered. The women team is not allowed to hold on the top of the rattan 

because it is believed that the dragon cannot fly if its tail is held.  

For the Tay in Trung Do Village, Bao Nhai, Bac Ha district, Lao Cai province, two 

teams, men and women, play the game to express the tugging of bountiful crops to the 

villagers. Another interpration of local people regarding tug-of -war is that this game aims 

at commemorating the local legendary fictures (Prince Vu Van Mat and General Hoang 

Van Thung) who gained victory in fightings against foreign invaders.  

The above-mentioned diversity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reflects diversity of 

communities, because the heritage represents the living expression of the unique traits 

of the different communities. At the same time, tugging rituals and games share very 

strong indication of the commonalities regarding the themes of fertility, prosperity, and 

harmony. It is essentially part of agricultural rituals and thus bears the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culture, weather and crops. For example, this agricultural cultural identity is 

revealed through symbolic acts. As described,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ach Ban, 

Hanoi, symbolize a snake creeping from a higher to a lower place and practiced as a ritual 

of wishing for floodwater recession. In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t Huu Chap Village 

(Bac Ninh Province), the team from the east (the direction of the sunrise) customarily 

wins the game, representing the beliefs for favorable weather and a bumper harvest. For 

some communities of Tay, Lao Cai Province, the elders’ team wins over the youths’ team 

by custom, and the root portion of the tugging rattan cord is always on the upstream side 

and reserved for the elders, which is a sign indicating wishes for abundant wat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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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tug-of-war has become popular and widely spread in contemporary life in 

Vietnam as a joyful folk game, serving to unite community members in rich cultural 

expressions. It is appealing to people of all ages and strata because it is easy to play. 

Although it has a competitive component, winning or losing is not as important as unity, 

joy, and community harmony. It affirms that this element is a socially inclusive process 

and performed for the sake of the communities’ prosperity and wellbeing as well as to 

remind the community members of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2. Communities involvement i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art examines the forms and mechanism of community envolvement in 

safeguarding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Some actors involved in the heritage 

management are summarised and some other aspects, such as support from authorities, 

taboos, customs and modifications of the heritage over time are also identified and 

compared.   

One very clear observation from the present study is that a spectrum of degre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exists, depending on particular local conditions. The grass-roots 

have played an essential rol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element. At the same time, 

communities involvement has been intergrated with the wider framework of government 

policy,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governance. Authorities have been facilitating 

the community involvement by some measures of administrative interventions. In 

general, the continuation of the heritage has been relied on continued and direct 

community input. The safeguarding of the element also requires the collaboration of 

local communities with government authorities. Anyhow, top-down administration needs 

to fit with the expectations and needs of its creators and bearers. 

A cooperative management model which is representative for the whole community 

seems to be the most popular form of community heritage management. A festival 

management committee is usually established at the localities and it is also mandated 

with some forms of formal responsibility by the local authorities. The committee includes 

the head of village as a government official, representatives of social groups and 

associations such as the Front for the Fatherland, the Associations of Elders, the 

Associations of Women, Vereran’s Association, Associations of Farmers, etc. In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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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s such as in Xuan Lai Village, Soc Son Commune, the management of the heritage 

has been entirely delegated to the traditional leaders and residents of the village, in 

which the council of elders has the most influential voice. It should be noted that in 

Vietnam, village is not only a traditional basic social unit but also the basic geographical 

administrative unit, which was known as a fairly autonomous body in history. It is also 

found out that the elderly always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the heritage safeguarding. They are regarded as men of wisdom and 

experience and respected as the guardians of village morals.  

The case studies also indicate that although communities have the primary and 

direct role of performing, maintaining, and distributing ICH, proper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can be better achieved through a delicate balance of heritage management 

between the community and authorities. Many communities have strengthened their 

bonds to authorities through relations of administration and further benefited from 

government supports in terms of legislation, expertise, funding and technical support. 

 

Table 1: Summaries of community’s involvement in safeguarding of the heritage and 
some related aspects 

Name of 
the 

festival, 
location & 

ethnic 
group 

Forms of community 
involvement 

Taboos and/or 
related custom 

Supports by 
authorities 

Modifications 
of the 

heritage 

1.Rattan 
cord 

tugging 
Festival 

In Huong 
Canh Town, 
Binh Xuyen 

District, 
Vinh Phuc 
Province 

(by the Viet 
people) 

+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is 
established and 

approved by Vinh 
Phuc Province’s 

People Committee. 
 

+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include 
representatives of 

the 
provincial/communal 

authorities, the 
Huong Canh 

+ 25 contenders 
(in which there 

are 4 
contenders hold 

the positions 
near the tugging 

stake, 21 
contenders sit 
on the hole), 

and 5 standby 
contenders for 
each team. In 

addition, there 
are one team 

leader/captain 
and two leader 

+ Vinh Phuc 
Province’s 

Relics 
Management  
Committee 

plans and sets 
up the 

festival’s 
programme, 

in 
collaboration 

with Binh 
Xuyen 

District’s 
Cultural 
Division 

+ The 
playground of 

tug-of-war 
was changed 
several times. 
Before 1954: 
it was next to 
Khanh Phuc 

Pagoda. 
1960-2009: 
Tug-of-war 
playground 
was in front 

of Huong 
Canh Village’s 

Comm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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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al house’s 
keeper, 

representatives of 
social unions and 

associations in 
Huong Canh town... 

 
+ Local people 

participate in the 
possesion from Ngoc 

Canh Communal 
House and Tien Canh 
Communal House to 

Huong Canh 
Communal House 

and in the possesion 
from Huong Canh 

Communal House to 
Thuong Shrine for 
the ceremony of 
escorting village 

tutelary god, King 
Ngo Quyen to 
Thuong Shrine 

 
+14 elders are 

nominated by local 
residents to carry 

out the honour 
ceremony to village 

tutelary gods 
 

+ Residents of four 
sub-unit of Huong 
Canh Town selects 

tugging team 
members for their 

own sub-unit 
 

+Residents 
participate in giving 
comments, feebacks 

regarding the 
festival’s regulations, 

and festival 
procedures 

 

assistants for 
each team 

 
+ Every teams 
compete until 
the final result 
is defined. Each 
team has three 
competitions. 

 
+Contenders 

should be 
healthy men 
from 20 year 
old and over. 

 
+The ritual 

specialist should 
be an elder, 
having a full 

family with his 
wife still alive. 
He should be a 
moral person 

and have good 
voice to read 

aloud the honor 
oration 

 
+ All the 

members 
participate in 
the ceremony 

for village 
tutelary gods 
should be the 
respected and 
moral elderly. 

 
+ Vinh Phuc 
Province’s 

People 
Committee 
guides and 

organises the 
Huong Canh 

festival 
 

+ Huong Canh 
Town’s People 

Committee 
provides 

finance for 
organising the 

festival 
 

+ Local 
authorities 

provide 
awards for 
contenders 
and winners 

 
+ Local 

authorities 
build the 

playground 
for tug-of-war 

 
+ Central and 

provincial 
authorities 

fund the 
communal 

house’s 
renovation 

 

House 
From 2009 
until now: a 

new 
playground 

was built next 
to Canh 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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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s 
contribute finance 
for the expenses of 
the festival which 
depends on their 
own capacities. 

 
+Team leader of 

each tugging team 
and the elderly guide 

and train 
contenders. 

 

2.Sitting 
tug-of-war 

Festival 
at Tran Vu 
Shrine,in 

Thach Ban 
Ward, Long 

Bien 
District, 
Hanoi 

(By the Viet 
people) 

+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is set up 
by local authorities. 

This commitee 
includes  the Tran 
Vu Shrine’s keeper, 
representatives of 
social unions and 

associations, leaders 
of local authorities 

 
+ People of 

residential sub-unit 
selected tugging 

team for their sub-
unit 

 
+ Residents 

contribute finance 
for the festival’s  

expenses depend on 
their own capacities 

 

 
+ Players must 
be local men 

aged 18-35 and 
their families 

must live in the 
village for at 

least five 
generations 

 

+ Central 
authorities 

financed the 
renovation of 
Tran Vu shrine 

in 1997 and 
2007, which 
provided an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element to be 
safeguarded 

 
+ Local 

authorities 
guide the 

organisation  
of the festival, 

which is 
directly 

implemented 
by the Festival 

committee 
 

+ Changes of 
the festival 

from Ngoc Tri 
village’s 

communal 
house to Tran 
Vu Shrine in 

1989 
 

+ Festival 
time was 

changed from 
12th day of 2nd 
lunar month 
(February) to 
3rd day of 3rd 
lunar month 
(March) in 
1989 when 
the it was 

first revived. 
 

+ Women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performative 
tug- of war 

(but not 
tugging 

rituals)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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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éo 
mỏ”Festival 
in Xuan Lai 

Village, 
Xuan Thu 

Commune, 
Soc Son 
District, 
Hanoi 

(By the Viet 
people) 

+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is 
selected and 

assigned by villagers.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nominates a council 
of elders who give 

ultimate 
consultancies for of 

the festival 
procedures 

 
+ The head of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guide the 
preparation tasks for 

contenders 
 

+ Head of the village 
organise meetings 

with village’s 
associations and 

unions to delegate 
tasks of organising 

the festival 
 

+Villagers contribute 
money and rice to 
make offerings to 
the tutelary gods, 

some families 
donate bamboo 
trees for tugging 

rituals and games. 
 

+ The elderly carry 
out fundraising 
activities in the 

village market to 
supplement the 

financial source for 
the festival’s 

expenses 
 

+ Healthy young 
men are seleted 

for tugging 
team. Each 

team include 7 
to 9 contenders. 

Two sub-units 
among 24 sub-

unit of the 
village carry out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24 
sub-units take 
turns to play 
every year. 

 
+ The number 
of contenders 
must be odd 

number. 
 

+ The bamboo 
trunk which is 
used for the 
game must  

consists of eight 
or nine 

internodes 
which 

symbolises good 
fortune 

 
+ Members of 

commemorative 
rites should be 

elders 
 

+Contenders let 
their feets and 

their upper part 
of their body 

from belt twist 
bare 

 

+Local 
authorities 

support 
finance for 

preservation 
of the relics 

 
+Local 

authorities 
support a part 
of finance for 

the 
organisation 

of the festival 

+ The festival 
has been 

maintained 
continuously 
for the last 

100 years and 
no significant 
modifications 

occurred 



 SESSION 2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Asia | 237 

  

+Selected elders 
conduct the 
ceremony in 

hounour of village 
tutelary gods 

Etc. 
 

4.Tug-of-
war festival 

in Huu 
Chap, Hoa 

Long 
commune, 
Bac Ninh 
province 

(By the Viet 
people) 

+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include 
elders, 

representatives of 
social unions (such 
as: leaders of the 

Front for the 
Fatherland, the 
Associations of 

Elders, the 
Associations of 

Women, Vereran’s 
Association, 

Associations of 
Farmers, Youth 
Union, Village 

Cultural Clubs and 
head of the village, 

etc. Head of the 
village play the role 
as the Chair of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nevertheless, he 

usually follows the 
consultancies given 

by the council of 
elders 

 
+The elderly council 

+ Contenders 
should be from 

18 – 40 year 
old, healthy and 

unstained 
families. 

 
+ Contenders 
let their feets 

and their upper 
part of their 

body from belt 
twist bare 

 
 

+ According to 
custom, the 

team of the east 
side wins for 

the first 
competition, 

the team of the 
west side wins 
for the second 
competition, 

and for the third 
competition, all 
the visitors join 
and support the 
contenders of 
the West side 

+ The Festival 
Managemenet 
Committee is 
approved by 

Hoa Long 
commune’s 

people 
committee 

annually since 
2008 

 
+ Central 

authorities 
provide a part 

of financial 
expenses for 
the festival to 
be organised 

 
 

+ Some part 
of rituals are 
no longer to 
be practiced 

such as 
firework and 

water 
pro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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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ses meetings 
to discuss and set up 

particular sub-
boards, such as: 

consultative board, 
worshipping rites 

board, ritual music 
board, flag waving 

board, and select the 
healthy and young 
men of the village, 

with unstained 
families to take part 

in the north and 
west tugging teams. 

 
+Four flag waving 
men directly guide 
the rope making 

procedures, with the 
participation of 
villagers in the 

communal house’s 
yard. 

 
+The tugging 

customs and rules 
are conducted 

voluntarily by all 
contenders, villagers 

and visitors. 
 

+Villagers make 
contributions to the 
festivals. Especially, 

in 1998, villagers 
contributed finance 

to renovate Huu 
Chap communal 

house because it was 
partly destroyed in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French (1945-1954) 

team to gain 
victory 

 
+ Ritual 

specialist leads 
the ceremony in 

hounour of 
village tutelary 

gods 
should have a 
full family with 

his wife still 
alive 

 
 

5.Rattan 
cord 

tugging of 

+ Head of the hamlet 
and his wife, along 

with the ritual 

+ Men and 
women 

participate in 

 + Local 
authorities 

financ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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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y in 
Trung Do 
Village, 

Bao Nhai, 
Bac Ha 

district, Lao 
Cai 

province 

specialist are in 
charge of finding the 

rattan cord 
 

+ The head of the 
hamlet organises 
meetings with the 
local residents to 
delegate tasks for 
the preparation of 

the festival 
 

+ Young people and 
villagers involve in 

the prepartion work 
at the shrine 

 
+ Shrine keeper plays 
the role as leader of 

ceremony 
 

+ The ritual specialist 
guides villagers to 

carry out tug-of war 
and conduct 

ceremony 
 

tug-of-war and 
they are divided 
into two teams, 
one male team 
and one female 

team. Each 
team has 12 
contenders. 

 
+After tug-of-

war, ritual 
specialist 

distributed 
blessed gifts of 

popcorn and 
cereal to the 

villagers to wish 
for bumper 

crops 

shrine’s 
renovation in 

2009 
 

+ Local 
authorities 
designate 

personnel to 
take part in 
the festival 
organising 
committee 

 
+ Local 

authorities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organise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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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Huu Chap Communal House. 

Traditionally, it is a place to venerate the tutelary 
gods and space for village meeting 

Figure 2  Tug-of-war Festival in Huu Chap 

Village in 2010. The biggest spriral resembles a 
female spider and the two smaller ones represent 
two male spiders, which symbolize fertility and 
wishes for bumper harvests.  

 

Figure3  The tutelary gods of the Huu Chap 

village include River God and some historical 
figures. These gods are venerated through tablet 
placed on the altar in the palace (cung) of the 
communal House. They.  

 

Figure 4  In 2010, tug-of-war was held on the 

yard in front of the communal house.  

 

Figure 5  After the rope is prepared, it is 

displayed in front of the communal house so that 
the villagers report to the tutelary god that 
preparation is finished  

 

Figure 6  The head of the village deliveres his 

speech before tug-of-war is h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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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n the 4th day of the 1st lunar month, 

after the tutelary ceremony which is held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the elderly ask gods for 
permission to start the game. Players take turns to 
pray to the tutelary god. The rope is now removed 
from the communal house to the playground.  

Figure 8  The rope is now removed from the 

communal house to the playground to start tug-
of-war  

 

Figure 9  The rope is now removed from the 

communal house to the playground to start tug-of-
war  

 
Figure 10  The two teams enter 

the ground amid spectators’ 
cheering and the senior men’ 
drumming  

 

Figure 11  The two teams enter the ground 
amid spectators’ cheering and the senior men’ 
drumming. Each side consists of 35 men. Four 
other men will act as flag waving men and four 
others as security guards for the tugging 
competition. 

Figure 12  Four other men act as flag waving 

men wave the flag and go along the tugging team 
several rounds before the tugging competition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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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our other men act as flag waving 

men wave the flag and go along the tugging teams 
several times before the tugging competition 
starts  

 

Figure 14  Among 35 main players, there are 4 

important ones hold their positions close to the 
central point of the playground. The rest of the 
players are divided into rows of two.  

 

Figure 15  Players settle their position on the 

playground  

 

Figure 16  Four flag waving men and four 

security guards holding their sticks are also 
referees of the tugging competition  

 

Figure 17  According to custom, tug-of-war of 

Huu Chap village are implemented three times. The 
team of the east side wins for the first competition, 
the team of the west side wins for the second 
competition, and for the third competition, all the 
visitors join and support the contenders of the 
West side team to gain victory. It is believed that a 
win from the team of the east side will bring 
favourable weather and therefore a good havest 
because it is the direction of the sunrise.  

 

Figure 18  The team from the east (the 

direction of the sunrise) customarily wins the 
game, representing the beliefs for favorable 
weather and a bumper harvest.  

 



244 |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ICH Community-Based Perspectives 

 

 

Presentation 5 

 

Chak Ka Yer: Traditional Tug of War in Thailand 

 

 

Chuchchai Gomaratut  

Professor, Chulalongkorn University 
 

 

 

 

1. Introduction 

 

“Chak ka yer” is a Thai word having a similar meaning to a game called “Tug of War” 

in western countries. It is one of the oldest folk team-games in Thailand. Almost Thai 

people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north, northeast, central and south, know “Chak ka 

yer” and they may have some experiences on this game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e 

direct way, they may participate in the game, or in the indirect way, they may definitely 

see or cheer the game. Chak ka yer can be a play, game and sport that benefits Thai 

society in several aspects. Folk people use Chak ka yer as an activity for fun, pleasure, 

recreation and relax from their routine work. Chak ka yer can be played as a traditional 

game for trial or contest between teams, groups or communities to test their players’ 

physical strength. The game does not place a focus on competition, team preparation, 

contest regulations and rules and championship, but it focuses on unity, friendship, 

morale and incentive of the people in communities and inter-communities. Chak ka yer 

as a play and as a game is related to thought, belief, custom, tradition,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people in different areas. Chak ka yer as a 

sport is a higher level of playing development than a game which focuses on the 

systematic contest, has a specific agency to response and has the team trained and 

practiced seriously to obtain the championship. Chak ka yer as a sport is left 

unmentioned in this field survey since it has already become the international spor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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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vey will reveal Chak ka yer as a play and a game relating to thought, belief, custom, 

tradition,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the local people in 

the field survey target. 

 
 
2. Research Methodology 
 

Sinc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collect the data on Tug of War in Thailand 

relating to categories, kinds, playing methods, history, thought, beliefs, custom, tradition,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local people in the present 

day, and to protect, preserve and support the Tug of War to lively exist in present Thai 

society. The study was a field survey research with in-depth study in the areas where the 

body of knowledge in some kinds of the Tug of War still exists.  

The study used the field survey method according to ICHCAP by study information on 

“Chak ka yer” in Thailand from documents, books, research works and other related texts 

through off line and on line to obtain the local information containing the cultural 

heritage, Chak ka yer, in different categories and kinds to represent the chak ka yer in 

regions of Thailand. Within the limited time, only 6 weeks long, before the dead line on 5 

April 2015, the urgent research time frame was set as follows: 

 

- Literature review before conducting the field survey       
1 week (24 February-2 March 2015) 

- Preparation of documents for data collecting                
0.6 week (3-6 March 2015) 

- Communication for cooperation from the cultural heritage sources of “Chak ka 
yer”                                                   
0.4 week (7-9 March 2015) 

- Collecting data by field survey                                      
1 weeks (10-16 March 2015)  

- Data analysis       
0.5 week (17-20 March 2015) 

- Report writing, Translating, Photos and Audio visual                  
1.5 week (21-30 March 2015) 

- Power point preparation for International Symposium               
1 week (31 March-5 April 2015) 
 

All these processes have to be finished within 6 weeks that causes the stress and 

challenge to the research team.  So the time frame for collecting the field data is se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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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1 week. The criteria in collecting the data from the local cultural heritage in ‘Chak 

ka’yer’ are as follows: 

① Categories and kinds of Chak ka yer are really existing and practicing in those 
areas and they express the identities of those areas. 

② The informants in the cultural heritage ‘Chak ka yer’ are willing to reveal their 
data. 

③ The study is limited in the scope of the budget granted. 
 

The purposive random method was used to obtain 2 samples of cultural heritage in 

Chak-ka-yer from 2 regions 3provinces as follows: 

① The locality owning the cultural heritage “Chak Phra” in Phatthalung, and Nakhon 
Si Thammarat, and 

② The locality owning the cultural heritage “Chak ka yer kwian” or “Cart Chak ka yer” 
in Chanthaburi. 

 
3. Meaning and Significance 

 

“Chak Ka Yer” in Thai means a play with two teams trying to tug and hold the middle 

point of the rope in their own area (The Royal Institute, 1982). “Chak” means to pull or to 

tug in English, and “Yer” means to pull back and forth. Chak ka yer is similar to a game 

called “Tug of War” in the West. To make sure, the meanings of the “Tug of War” are 

quoted from dictionaries; Merriam Webster Dictionary: A contest in which two teams full 

against each other at opposite ends of a rope, English-Italian Dictionary; A game in which 

two teams pull on opposite ends of a rope, trying to pull the other team over a line 

marked on the ground, and English-Japanese Dictionary: Strength competition between 

groups or individuals which are pulling from both ends of a rope attempting to bring the 

adversary to one’s side; hard struggle. From the above defini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Chak ka yer” in Thai and the “Tug of War” in English have the relevant meanings, 

which means the game emphasizing pulling, tugging, struggling and pulling back and forth. 

In the Tug of War, the word “pulling” has a clear meaning which refers to the manner of 

pulling, tugging and pulling back and forth with hands and arms, and it is the same as the 

“Chak ka yer” in Thailand (Fig. 1). Since Thailand is rich in identical folk plays and games, 

it still has other similar games as “Chak ka yer”, such as “Dan Sao” (To push the rod), “Yae 

Long Ruu” (A ground lizard running into its hole), “Yaeng Mueang” (To attack the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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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s in which the game focuses on pushing, not pulling with hands or arms. Those 

plays and games are not included in this study because the methods of playing are 

different from the “Tug of War”. 

 “Chak Ka Yer” is treated as both a play and a game which is available in areas and 

regions of Thailand. Its name and playing method may be varied from places to places but 

the basic playing method is similar. In the east zone of the central plain, there is a “Chak 

ka yer kwian” (to tug the cart), in which a cart is set at the middle and both teams try to 

tug the cart into their own side to win in the game. In some areas in the north, there is a 

play called “Sak Sao” (to pull the rod), in which a bamboo rod is used instead of the rope 

and it is usually played under a high floor house. In some areas in the northeast, there is a 

play called “Dueng-Nang” (to pull the Leather rope), in which a hide rope is used instead 

of the Manila hemp rope. There is a play called “Chak Cha”, in which a male-team will 

fight against a female team. The loser will start dancing approaching the winner and the 

winner will sing for their dance. In some areas, there is a play called “Dueng Khrok” (to 

pull the mortar), in which a mortar is placed in the middle and both teams try to tug the 

mortar into their own side to win in the game. In some areas, there is “Chak ka yer khon 

kap chang” (to tug between human and elephant). In some areas in the south, there is a 

play called “Chak Saow”, in which a short stick is used instead of a rope, a representative 

of each team holds each end of the stick and the others hold the waist of one another in 

the team and then start to tug. The loser is the team that leaves the stick from their 

hands. There is also a play between human and vehicle called “Ruea Phra” (a boat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in which lots of people participate to pull the boat 

called “Chak Phra” or “Laak Phra” (to pull the Buddha image). 

Chak ka yer is usually played or contested for fun or recreation of folk people in 

annual auspicious events or festivals. It is also played traditionally to create unity, 

friendship and good relation among folk people in communities or inter-communities, 

and to make understanding in different genders, between a man-team and a woman-

team. Above all, chak ka yer activity is closely related to thought, belief, tradition, custom,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the local people. For 

example, chak ka yer in almost every region of the country is related to the rituals in 

Buddhism. In some areas, it is related to agriculture, especially in farming period and 

harvesting period and it is also related to the way of life in transportation or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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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objects, such as towing a boat or a cart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and logging.  

In the past, there were chak ka yer activities for improving physical and mental efficiency 

and competing physical strength in school sports annually. In present, some people have 

developed chak ka yer into the international sport system, but the essence of chak ka yer 

in the aspect of international sport seems to lack of the relation to thought, belief, 

tradition, custom,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the local 

people since international chak ka yer places a focus on training and practicing for 

excellency.  

Chak-ka-yer is usually arranged in Songkran Festival or Thai traditional New Year 

festival in the mid of April (Fig. 2), End of the Rain Retreat, City Annual Fair, The King’s 

Birthday Celebration, New Year’s Day and general festive events. The players in Chak ka 

yer may be children, youngsters, adults or seniors. The activity can be arranged for fun or 

for competition among people in the same sex or age and in the different sex and age.  

In the different sex competition, a number of women in the team are usually more than 

that of the man-team. When the game is over, the loser will dance according to the 

rhythm of the local songs to entertain the winner and at the same time they will joyfully 

tease one another. 

 
 
4. History/Background 
 

The results of the study from documents and interviewing with the local informants 

found that the beliefs concerning Chak ka yer in Thailand could be classified into 2 main 

concepts; 

 

1) Chak ka yer was imitated from the way of life of the people in the ancient time.  

Since at that time,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country were full of thick forest, 

mountains, valleys and rough roads. The vehicles used in transportation at that time was 

not comfortable as the present, so the suitable vehicles were carts towed by buffaloes, 

bulls, horses or elephants. Elephants were used in logging by tying the log with one end 

of rope and tying the other end with the elephant’s neck to tow the log from the thick 

forest (Fig. 3). The manners of towing, tugging and pulling of the anima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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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ing, and then the folk people adapted those manners into a play called “Chak Ka 

Yer”. 

2) Chak ka yer was originated from the thought, belief, tradition, custom,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the local people which was related 

to the belief in Buddhism that became the Buddha image procession festival. In the 

procession, a Buddha image was enshrined on a beautifully decorated cart and the cart 

was tied with one end of a rope or a rod and left the other end for people to tow or pull. 

The cart was towed throughout the town or community to let people pay respect to the 

Buddha image on the cart (Fig.4). This ceremony was called “Chak Phra Festival” (Towing 

the Buddha image Festival). This festival has been practiced in provinces in the south of 

Thailand. In some areas in the east of the country, there was a festival similar to “Chak-

Phra Festival” in the south, but it was different in details. A decorated cart was enshrined 

with four Buddha’s foot prints in his four existences printed on cloth and the cart was 

towed round the town or village. 

There were no any documents to certify when Chak ka yer started, but it was 

believed that Chak ka yer was started in Sukhothai period around B.E. 1700 or 900 years 

ago since there were documents concerning Buddhist festivals at that time. However, it 

was found from a Thai literature called “Khun Chang Khun Phaen” that there was a chak-

ka-yer in the late Ayutthaya period (Fig.5) or around 1757 (Department of Fine Arts, 

1970), in 1897, there was chak-ka-yer competition in the first school athletic game of 

Department of Education in the reign of King Rama V of Rattanakosin period (Sawasdi 

Lekhayanon, 1971), and in 1900, Department of Education gave a trophy engraved the 

school name on it for the chak ka yer game. This indicated that chak ka yer was a popular 

sport at that time. At present, chak ka yer is still popular in Thailand and it is included in 

the main activity of the smallest unit in the country administration called “Village”.  

Almost every village will arrange the chak ka yer game in festivals or festive events.  

Although the chak ka yer is still played throughout the country but the essence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lating to thought, belief, 

tradition, custom, Buddhist ritual and value concerning the way of life and living a life of 

the people in the countryside and the cities is fading which correlates to an expert in Thai 

traditional sports, A famous physical educator associate professor Fong Kerdkaew (1977), 

saying “Cultural heritage of the Thai traditional sports especially the cultural value of c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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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yer seems to disappear from the heart and mind of Thai people in present”. Luckily,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revealed that the chak ka yer was well preserved and 

transferred against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IT mania,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culturalism.  

 
 
5. Categories, Kinds, Forms and Playing Methods 
 

The results of the study from documents and field survey can classify “Chak ka yer” 

in Thailand into 2 main categories and each one can be sub-classified as follows: 

 

1)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human can be classified into 
 

 Chak ka yer in which 2 teams with 10-12 players each try to pull or tug the rope 
so that the middle of the rope enters to their own side and they win the game. 
This kind of chak ka yer is a basic play in local areas throughout the country 
(Fig.6). 

 Sak Sao, according to Lanna-Thai dictionary, “sao” means a long object 
connecting with a main object to reach the thing afar, such as a long stick or rod 
used for gathering or supporting something (Udom Rungrueangsri, 1991). The 
prominent character of ‘Sak Sao’ is to use a long bamboo stick or rod instead of 
a rope and it is played under a high-floor house with 2 teams consisting of 5-8 
players. The traditional Thai houses have a high floor and keep the ground floor 
open for walking through or working underneath. Sak Sao is usually played 
between men and women. The man-team holds the rope-end outside the house 
and the woman-team holds the other end under the house. The border or the 
line for the game is the house terrace area. The team that tugs the opposite into 
their side is the winner. The loser team will dance in local styles circulating the 
winner team. Sak-Sao is a popular play in Phrae province and Nan province in 
the north (Muen Wongwan, cited by Chuchchai Gomaratut, 1982). 

 Chak Cha is a tug of war between a man-team and a woman-team with 8-12 
players each. At the end of each game, there is no change of the side. The loser 
team will approach the winner team with dancing and the winner team will sing 
for the dance. It is popular in Khon Kaen province and Nakhon Ratchasima 
province in the northeast. 

 Chak Saow in which a short stick is used instead of a rope. The leaders of each 
team hold each end of the stick while the other 5-8 players hold one another’s 
waist and tug the opposite (Fig.7). The loser is who lets the stick out of holding. 
It is usually played between men and women. The man-team has fewer players 
than the woman-team. The loser team will be assigned to dance with the winner 
team’s request. The Chak-Saow is popular in Phetchaburi province, Prachuap 
Khirikhan province and Chumphon province in the south. 

 Duen Nang in which a leather rope is used instead of a Manila hemp rope. The 
other playing methods are the same as to ‘Chak ka yer’. It is usually p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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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men and women with 8-10 players each. The numbers of players in the 
man-team are fewer than that in the woman-team. The winner team will use the 
leather rope to circulate the loser team as the captives and then let the loser 
team perform a dance. It is a famous play in Sisaket province, Chaiyaphum 
province and Sakon Nakhon province in the northeast. 

 
2)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vehicle or domestic animal can be classified 

into 
 

 Chak ka yer kwian (the tug-of-war between human and cart) in which a cart is 
tied with a rope and set at the middle of two teams with 12-20 players each.  
Each team tries to tug the cart into their own side to win the game (Fig.8). The 
details of this play will be presented separately. It is a famous play in 
Chanthaburi province, Rayong province and Trat province in the east part of the 
central plain. 

 Dueng Khrok (the tug-of-war with a mortar) in which a large wooden mortar is 
tied with a rope and set at the middle between two teams with 12-20 players 
each (Fig9). Each team tries to tug the mortar into their  own side to win the 
game. It is usually played between a man-team and a woman-team in which a 
numbers of players in the man-team are fewer than that in the woman-team. 
Dueng Khrok is related to an old belief about the weather and agricultural 
products each year. If the man-team wins the game, there will be draught 
because of a little rain which causes damage to the crops, and if the woman-
team wins the opposite results will be expected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1937). This play is popular in Roiet province, Buriram province and 
Yasothorn province in the northeast. 

 Chak Phra or Laak Phra is the tug between human a vehicle called “Ruea-Phra” 
(Fig10), boat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There are many people to join in 
tugging ‘Ruea Phra’ through rough roads to the ceremony destination. Chak Phra 
or Laak-Phra is related to tradition, custom and Buddhist ritual and belief of 
people. The details of this play will be presented separately. It is a popular play 
in Surat Thani province,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and Phatthalung 
province in the south. 

 Chak ka yer khon kap chang or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elephant in 
which an elephant will tug with 20-50 men or more depending on an agreement 
made before the game (Fig.11). The playing methods are the same as other 
chak-ka-yer (Fig.12).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elephant is the identity of 
Surin province in the northeast. 

 
3) There are several methods of playing; man against man, woman against 

woman, man against woman or mixed type. In case of man against woman, a number of 

players in the woman-team are more than that of the man. The play or the game 

between the same sexes, the number of players in each team is eq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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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quipment in Playing: Usually the materials easily found in the areas are the 

best choices in the game, such as Manila hemp rope or leather rope with 2.5 cm. wide 

and 20-30 m. long. In some areas in the north, a long bamboo stick or rod is used and the 

play is called “Sak Sao”. Besides, there are 3 pieces of red cloth, one is tied at middle 

point of the rope to mark the win or lose, and another two are equally tied at 2-3 m. from 

the center (middle point) to mark the holding border on the rope of each team. 

 

5) Place to Play: Chak ka yer is usually played on the open ground or field. A 3-4 

meter-thick line is marked on the ground as the border or center-point, and from that 

point, another line is marked on both sides to indicate the border of each team. The 

range of the border line is equal to the range of the red cloth marked on the rope. 

 

6) Playing Methods: In general, Chak ka yer playing starts with laying a rope or 

other materials, such as a long stick or leather rope, on the ground and placing the red 

mark of the rope exactly on the center-line and the border lines. The players of each 

team hold the rope in line behind their red border mark and stand facing another team.  

The rope is held tight a little bit and the red center-mark must be rightly placed on the 

border line. Every player keeps ready in their border waiting for the start signal. Having 

heard the signal, the players of each team try to tug the rope into their side with strength. 

The team that can tug the red center-mark on the rope into their border wins the game.  

The team that wins consecutively twice or two third will be the champion. The 

prohibitions in the play are that any parts of the players’ bodies except their feet cannot 

touch the ground, the players cannot tie the rope with any other things except their 

bodies, and the players cannot hold other things than the ground with hands or feet. If 

anyone in the team breaks one of these rules, the team will be technically defeated. 

 
 
6. Chak Ka Yer in Cultural perspective 
 

The essence of Chak ka yer in cultural perspective can be concluded from the study 

as follows: 

 
1) Chak Ka Yer in the perspective of 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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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quipment used in chak-ka-yer, such as rope, long stick, cart, mortar and 
elephant, is necessary in daily life of people in each local area. Even though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can make the local people’s life more 
comfortable than before, but the equipment mentioned above is still beneficial, 
valuable and necessary for them. 

 
- Rope: Somphote Taksila, 60 years, a former chak-ka-yer player from 

Moung district of Chanthaburi province said that the rope used in chak-
ka-yer was usually made of the natural fiber, such as jute or hemp, but 
the most popular rope was that made of Manila hemp because its quality 
was tough, soft, durable and not slippery (fig.13), while a plastic rope 
was hard, rough, slippery and it hurt the palms while tugging.   

- Mai-Sao (A long stick or rod): Chit Phromsawai, 67 years, a former player 
in Sak Sao from Chiang Mai province said that the long stick mostly used 
in Sak-Sao was a bamboo stick, 6-8 m. long. The stick was well shaped 
and trimmed thoroughly (Fig.14). Another material used in Sak Sao was 
the rotten but it was difficult to find and rather expensive since the rotten 
was used for furniture and craft. Sao or a bamboo stick was naturally 
available in villages and forests, so it was easy to find. 

- Cart: Nit Pongjansatein, 69 years, from Phatthalung province said that a 
cart pulled by buffaloes or bulls was a necessary vehicle in the rural areas 
since the roads were too rough for motor-vehicles to run (Fig.15). The 
cart was a contemporary vehicle and still useful in the modern days. 

- Mortar: It means a large wooden mortar with 50-80 cm. diameters at its 
edge.  The large wooden mortar was used as equipment in processing 
paddy into rice. The paddy was put into the mortar and pounded in steps 
with a wooden pestle with 10-20 cm. diameters (Fig.16). The pounded 
paddy was dipped up from the mortar and put in a winnowing basket to 
separate the light brown rice from the chaff (Fig.17).  The rice obtained 
from this process was called “hand-made rice”, which produced more 
nutrition than the white milled rice. In this way, the mortar is the 
symbolic meaning as the equipment in producing healthy food to people. 

- Elephant: The elephant is the largest terrestrial animal in the world.  
There are lots of elephants in Thailand. The people in the north and 
northeast use elephants in their living, such as for trekking, transporting 
and logging (Fig.18, 19). Elephants are treated as the symbolic animals of 
Thailand. Once, the figure of elephant was sealed on the national flag of 
Siam (the former name of present Thailand). So the elephant is the 
symbolic value referring to nation and Thainess (Fig.20). 

 

 How to keep Chak Ka Yer Equipment: All equipment used in Chak ka yer; rope, 
long stick, cart and mortar, can be reused for several times in several years.  In 
the past, the equipment was stored at the house where its owner stayed, at the 
temple which was the community center or at the house of the community 
leader, such as sub-district headman or village headman. In present, the 
equipment is kept at local youth center, the office of Tambo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r local public house. But elephant are kept and fed at the elephant 
owners’ houses or in the elephant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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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ak Ka Yer in the perspectiv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human; A variety of chak ka yer played 
throughout the country, such as Sak Sao, Chak Cha, Chak Saow, and Dueng Nang 
may be evolved from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vehicle or domestic 
animal” that is played in a ceremony or religious ritual. Later the form of playing 
is adjusted for comfortable, quick and easy performance because the essence of 
chak ka yer offers more fun, excitement and value to the players and audience 
than performing in the ceremonial process. Sathaporn Ketkeaw, 58 years, a chak 
ka yer program runner for 30 years, said that chak ka yer was a fun game. There 
were so many participants in each event that the match ran out of the time set. 
Most people were interested in this game rather than the concerned ceremony. 
So the ceremonial activities and chak ka yer game were arranged in separate 
days. Later on, chak ka yer was cut off from the ceremony indirectly. However, 
the results of the study from documents, research works and experts found that 
the cultural identity and value of chak ka yer are love, sacrifice, cooperation, 
unity, spirit and localism among the players, teams, villages, community 
members and finally the audience.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vehicle or domestic animal: Chak Ka Yer Kwian, 

Duen Khrok, Chak Phra or Laak Phra, and Chak ka yer khon kap chang or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elephant are usually arranged as a part of ceremonial 
activities according to the belief of people in a particular area. 

 
 Chak Phra or Laak Phra is related to the belief and teachings in Buddhism on 

doing good and loving kindness on the poor, the suffered or the lacked of chance. 
Villagers pulling a boat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through villages or towns 
are to share a chance in merit making to the others. It is believed that the more 
rough they go on, the more merit they earn. On the way, the people living on 
both sides of the roads will give offerings or donate money to the boat and all 
these things are handed to the temple at the end of the ceremony. Everyone 
knows well that the money and things they have offered will return to their own 
villages or communities because the money and things will be used in 
constructing or renovating the temple. The temple in communities is treated as 
the village or community center and everyone can obtain utility from the temple 
equally. Utai Pongchantornsatein, 70 years, a participant in the Chak Phra 
festival for more than 35 years, retold the happiness obtained from this festival 
that the villagers from different backgrounds could do the same thing that was 
to make merit together in Chak Phra ceremony and create a close relation to 
one another. This resulted to the cooperation in the public work of community 
or local area. Besides, there was an old belief embedded in this festival, i.e. the 
major of Thai people live on agriculture and what they need most is the rain in 
the right season. Chak Phra festival is related to a belief in begging for the rain in 
agriculture. So it is believed that Chak Phra or Laak Phra festival can cause the 
rain fall in the right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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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k ka yer khon kap chang or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elephant; This 
play may not be clear about the ceremony concerned since it has been practiced 
for 50 years, but it expresses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elephant and 
elephant’s value. It also reflects the hard and tough burden that elephants have 
to carry on in logging and the pain from tying with chain or rope. Again, in the 
chak ka yer between human and elephant, the enormous strength in tugging of 
elephant and 30-50 men in the game can realize human on how hard work the 
elephant has to do in its duty. Tugging with enormous strength can hurt the 
palms of players and that makes them understand the elephant status and treat 
the elephant with love and kindness. The result is that elephants have a better 
life quality.  

 
7. Chak-Phra: An ancient festival in the south 

 
1) Introduction 

Chak Phra is a local festival of the people in the southern part of Thailand. It is 

the merit making festival at the end of the Rain Retreat or on the fifteenth wax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calls it Wan Ork Phansa. Wan Ork Phansa means the 

last day on which monks end their vow, according to the Discipline, to stay in the same 

residence for 3 consecutive months in the whole rainy season. Monks make a vow on the 

first waning moon day of the eighth lunar month and they have to stay in the same place 

until the fifteenth wax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After this period of 

time, monks can go anywhere as they wish. 

 
2) Background 
Chak Phra festival is mixed between a belief in Buddhism and Brahmanism that 

prefers to bring deity statues in procession in occasions. The legend of Chak-Phra festival 

said that after the Buddha performed the Twin Miracle to subdue adherents of another 

religion at the mango grove in the adjacent of Savatthi and then he descended to 

Tavatimsa Heaven to give a sermon to his late mother. The Buddha stayed in Tavatimsa 

Heaven until the fifteenth wax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or the end of 

the Rain retreat. Then he returned to the human world. The Buddha came to the human 

world in the early morning of the first wan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Knowing the return of the Buddha, Buddhists got together to welcome him with foods 

and beverages. Since there were so many people gathering there that they could not 

reach the Buddha for offering him the foods. Some of them wrapped the food with tree 

leaves and passed the wrapped food to the Buddha. But the people standing in the o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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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le could not wait, some tossed and some threw the wrapped food into the Buddha’s 

alms bowl with a lot of commotion. With the people’s purified mind and good will 

together with the Buddha’s miracle, all the food fell into the Buddha’s alms bowl. So, the 

festival of “Hor Tom’ or “Hor Pat’ (Wrapped boiled sticky rice) was set up to express the 

people’s rapture when the Buddha returned from Tavatimsa Heaven to the human world.   

The people invited the Buddha to sit on a wooden throne and paraded to his residence.  

When the Buddha’s time was over and there were Buddha images, people enshrined a 

Buddha image on a wooden throne instead of the Buddha.  

 
3) Meaning and Significance 

Chak Phra or Laak Phra festival means a process and ritual of folk people to invite 

a Buddha image to enshrine on a cart tied with a long rope and they help tug, pull or drag 

it through communities with the purpose that the people living in that area have a 

chance to pay respect to the Buddha image in the procession and make a donation as 

they like. Its significance refers to the rapture of people waiting to welcome the Buddha 

on the day he returned from Tavatimsa Heaven to the human world. This festival is 

performed on the day at the end of the Rain Retreat and has been practiced and 

transferred from the past to present. Chak Phra festival is performed almost in every 

province in the south, but the grand and famous Chak Phra festival is in Kor Phra Ngan 

district, Mueang district and Phun Phin district of Surat Thani province, Lang Suan district 

of Chumphon province, Kraburi district in Ranong province, Pak Phanang district, 

Thungsong district and Mueang district of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Ranot district 

and Hat Yai district of Songkhla province, and Pak Phayoon district of Phatthalung 

province.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in Thungsong district of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4) Rituals in Chak-Phra Festival 
Nit Pongchantornsatein, 69 years, a senior in Thungsong district,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said that there were many rituals to be followed in Chak Phra 

festival which could be concluded as follows (Fig.21): 

 Taeng Nom Phra or Vehicle Decoration: Nom Phra means a vehicle used to carry 
a Buddha image. The vehicle used to carry a Buddha image on land is called 
“Nom Phra” (Fig.22), and that in the water way called “Ruea Phra” (Fig.23). Nom 
Phra is made with a scaffold supported by two pieces of wood craft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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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of Naga (Mythical serpent). There are four wheels under the Naga. The 
scaffold is walled with weaved bamboo strips decorated with colorful designs on 
it, the vehicle is decorated all around with colorful silk cloth, stripe flags, triangle 
flags, lined flags, hanging flags, banana trees, sugar canes, coconut leaves and 
fresh flower garlands. Wrapped boiled sticky rice is hung in the front of the 
vehicle and the Naga is decorated with colorful glass for glittering. Beside the 
vehicle, a double headed drum, drum, bell and gong are hung.  Behind the 
vehicle, some chairs are set for monks to sit on. The topmost of the vehicle is 
greatly decorated because this show-case part indicates the grand and dignified 
feature of the vehicle. 

 Invitation of Phra Laak onto the Vehicle: Phra Laak means a standing Buddha 
image and generally a standing Buddha image holding an alms bowl is used 
(Fig.24). On the fifteenth wax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people 
will bathe the Phra Laak, change its robe and then transfer it onto the boat. A 
monk will give a sermon telling the Buddha’s story when he went to Tavatimsa 
Heaven. In the early morning of the first wan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Buddhists will give alms food in front of the standing Buddha image 
called “Tak Baht Na Lor” and then the Buddha image transferred onto the 
vehicle. At this process, some temples will perform a magic ritual to make the 
festival safe and go on smoothly. 

 Laak Phra or Chak-Phra (Tugging or Towing): In tugging the vehicle, 2 ropes are 
separated for men and women. The double headed drum, drum, bell and gong 
are struck to give encouraging rhythm in tugging. Participants are crowded with 
joy and sing the festive songs in chorus for relaxing. 

 In the south, there are 2 types of Chak Phra festival; Tugging the Buddha image 
on land and in the water way. 

- Chak Phra on land is to transfer a standing Buddha image holding an 
alms bowl onto the wooden throne and parade. Participants are joyful in 
the crowd and sing the Chak-Phra songs for relaxing. The most temples 
arranging this festival are usually located far from rivers or canals.  

- Chak Phra in the water way is to enshrine a standing Buddha image 
holding an alms bowl on a wooden throne in a boat and tow the boat 
along a water way. Chak-Phra in the water way is usually arranged be 
temples located on the river banks or close to rivers. Chak-Phra in the 
water way gives more fun than that on land because of its comfortable 
surrounding conditions; easy to tow and to arrange the boats in the 
ceremony. 

 Steps in Chak Phra Festival 
- 10-15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festival, villagers and monks help in 

decoration the boat to be used in the ceremony. 
- On the ceremonial day, the first wan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villagers will gather and give alms in front of the ceremonial boat 
in the early morning. 

- After monks finished having their breakfast, the ceremonial boat will be 
towed to the place where boats get together in Thungsong district. 

- After monks have eaten lunch; there will be “Sad Tom Contest” (a contest 
in throwing wrapped boiled sticky rice) and “Boat 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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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ually the ceremonial boat will be towed back to the temple in the 
evening of the same day. In some areas, as in Surat Thani province, after 
the ceremony, the boat will be anchored there for 3-4 days to let people 
make merit.  

        
5) Chak-Phra Festival in Cultural Perspective 

It can be concluded in cultural perspective from the data collected from villagers 

having experiences in participating in Chak Phra festival at Thungsong district, Nakhon Si 

Thammarat province as follows: 

 Villagers believe that the outcome of chak-phra will cause the rain fall in the 
right season. It is believed that “after chak phra festival, there will be a heavy 
rain”. So, the vehicle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is designed in a shape of 
Naga because the Naga living in the ground under can give rains. Chak Phra is 
related to the way of life of people in agricultural society. 

 Villagers believe that whoever has attended the Chak Phra festival earns a lot of 
merit and he will be successful in life. Whenever the vehicle enshrined with a 
Buddha image goes past their residence, they will get out helping in towing the 
vehicle until it passes their houses and the others in the next houses will do the 
same. 

 Since the towing activity is hard and tiresome, villagers compose some prose 
and verse to sing while towing the vehicle. The prose and verse is usually short 
and funny in asking and replying each other. It encourages intellectual and wit. 

 Villagers believe that Chak Phra may be the origin of Chak ka Yer because in 
Chak-phra procession sometimes there are pits, mound or rough roads; 
participants have to work hand in hand to have the vehicle gone through those 
obstacles. 

 
8. Chak Ka Yer Kwian (Tug of War with a cart): The Ancient Festival of the East 
 

1) Introduction 
Chak Ka Yer Kwian is a specific form of play in the east area of Thailand.  Especially 

in Chanthaburi province, this festival has been practiced and continued for more than 

100 years. Chak Ka Yer Kwian is to tie a cart with ropes at the front and back.  The 

players are divided into 2 teams; one at the front and the other at the back. Both teams 

will tug the cart into their side. The teams that tug the cart into their border line win the 

game. Chanthaburi is located in the eastern side of Thailand. Chak Ka Yer Kwian is still 

practiced, well conserved and transferred until now. The famous areas are Tambol Tapon 

and Tambol Kwian Hak in Khlung district. The survey study was conducted at Tambol 

Tapon because it has continued this festival longer than the others. 

 
2)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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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k Ka Yer Kwian or Chak Ka Yer Kwian Phra baht (Tug of War with the cart 

enshrin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of the people in Tambol Tapon in Khlung district 

of Chanthaburi province is arranged together with Chak Phra Baht festival. In short, this 

festival is called “Chak Phra” in the southern part of Thailand. It is arranged on the first 

waning moon day of the eleventh lunar month. Chak-Phra festival of Tapon people is 

similar to that in the south but different in the ritual performing details. That may be 

adjusted to suite the local geographical conditions, living and way of life there. In the 

south, the geographical feature is close to the sea and the people live their life on fishery 

and travel by boat. So the vehicle used in the ceremony and festival in the south is “a 

boat” called “Ruea Phra” (Fig.25), while the main area of Chanthaburi province is not 

close to the sea and its people live on agriculture. In the past, the cart was the most 

important vehicle for traveling, loading and performing important rituals in the province. 

So, the cart is used in carrying Pha-Phra-Baht (The Buddha’s foot print clothe) in 

Chanthaburi province (Fig.26). 

 
3) Meaning and Significance 

Chak Ka Yer Kwian is called differently in different areas, such as Chak Ka Yer Kwian 

Phra Baht, Chak Ka Yer Phra Baht. The word “Chak Ka Yer” means to tug, pull or pull back 

and forth with force, the word “Kwian” refers to the ancient two-wheel vehicle towed by 

bulls or buffaloes, and the word “Phra Baht” means a foot or feet used for the king and 

the Buddha. Here it means only the Buddha’s foot print. So, Chak Ka Yer Kwian is a play in 

which a cart is placed at the center and the players of both teams have to tug the cart 

into their border. Chak Ka Yer Phra Baht is tugging the cart load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clothe. It is similar to towing or tugging the holy objects.  

 

4) Forms and Playing Methods 
Equipment: The equipment is a cart, a piece of cloth design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from Wat Tapon Noi, 2 ropes, a drum, 1-2 drum sticks, 1-2 seats for the drum 

players (Fig.27). In preparation, the ceremony organizers will tie the cart with 2 ropes; 

one at the front and the other at the back. Rolls or layers of clothe design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are tied on the cart. The cart is decorated with fresh flowers 

beautifully and then a drum, drum sticks and seats are placed on the carts. At the same 

time, the men responsible for drum beating are as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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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to Play: The place for playing must be an open space, such as a temple ground, 

the road connecting villages, village field or the rice field. 3 lines or 3 flags are marked 

beside the place used for Chak ka yer. The first line is marked at the middle of the ground 

where the cart is placed; another two lines are equally marked at the front and at the 

back of the cart at 5-6 meters as the border of each team. 

Players: The main players are people living in the local area, divided into 2 teams; 

one stands at the front of the cart and the other at the back of the cart behind each 

team’s border line. The players are usual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age and sex, but 

sometimes a man-team will play against a woman-team. In this case, a number of players 

in the man-team are fewer than of the woman-team (Fig.28). 

Playing Methods: The play starts when a referee counts; one, two, and three, or 

beats the drum. When the players hear “three” or the drum, they start to tug the cart 

into their border to win the game. At this moment, the drum players seated on the cart 

will strike the drums repeatedly to arouse the game. Sometimes they give tugging rhythm 

by singing. The team that beats the opposite in two-third is the winner (Fig.29). 

 

5) Chak Ka Yer Kwian in the Cultural Perspective 
 

 Chak Ka Yer Kwian in the Tangible Cultural Heritage found that all the equipment 
used in Chak Ka Yer Kwian-Phra-Baht has cultural meanings. 

- Cart: This represents the vehicle loading the holy objects and carrying 
merit or good things to villages and communities. 

- The cloth design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is treated as the Buddha 
comes to visit people in the villages or communities. 

- Rope is compared to the line of faith that people can touch and with this 
line, the goodness can be tugged, pulled, towed and led from place to 
place. 

- Drum and drum sticks are similar to the voice from heaven to announce 
merit, goodness and virtues to people to do according to their faith. 

- The seats for drum beating are similar to a firm column causing the voice 
from heaven spreading with merit and goodness. 

 
 Chak Ka Yer Kwian in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und that it was     

firmly and deeply related to belief and ritual in the local area. 
 

Belief: Karn Koranee, 69 years (Fig30), the lay bursar of Wat Tapon 
Noi and the chairman of Cultural Council of Khlung district told about 
the belief of people in Tapon village and Chak Ka Yer Kwian festival or 
Chak Ka Yer Kwian Pha Phra Baht festival in brie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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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Phra-Baht (The clothe design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is 1.5 
m. wide and 7 m. long on which the four fold Buddha’s foot prints are 
drawn. According to the legend, it was believed that the four Buddha’s 
foot prints represented the four Buddhas. The largest foot print belonged 
to Kakusandho Buddha, the second one belonged to Konagamana 
Buddha, the third one belonged to Kassapa Buddha, and the smallest on 
belonged to Gotama Buddha or the present Buddha. The vellagers 
believe that the cloth is so sacred and noble that they pay respect to. 

- The origin of the cloth with the Buddha’s replica foot prints was from 
Wat Chang Hai in Pattani province. It was loaded on a boat and 
embarked at Khlong Ta Yai village. Then there was a 7-day celebration 
for the cloth. After 7 days, it was brought to Wat Tapon Noi. In Song Kran 
Festival every year, the cloth is taken out for merit making and 
celebrating in ‘Chak Ka Yer Kwian Pha Phra Baht festival’.  

- The cart carrying the cloth with the Buddha’s foot prints is sacred and 
noble. The Tapon villagers have a faith on it and wish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ion and towing the cart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is auspiciou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y. This indicates and cultivates unity among 
people in the village. 

- In the past, it was believed that the Buddha’s four fold foot prints on the 
clothe loaded on the cart in the procession and the beating of drum and 
gong traveling round the village could relieve the sickness of people and 
epidemic in the village. This belief is correlated with the retold of Karn 
Koranee, 69 years, that once there was cholera in the village and many 
people died of it. A monk suggested the villagers to carry the clothe with 
the Buddha’s foot prints on a cart and parade along the village and the 
procession stopped at the houses where the sick people lived to let them 
pay respect to the cloth and make wishes for their goodness. It was 
wonderful and unbelievable because after that the sick ones could 
recover from their sickness. 

- Chak Kwian; towing the cart loaded with the Buddha’s foot print clothe 
helps eradicate or relieve disease and natural disaster in the local area 
correlating to Boonmee Jaitrong, 66 years, a senior in the village, that 
there are wonderful or supernatural events occurred in the village, such 
as the rainfall in the dry season or in summer time, and that increases the 
villagers’ belief and faith and then this festive activity is arranged 
consecutively every year. 

- The tangible value obtained from towing the cart: Kartnarong Yangyuen, 
60 years, told that according to the villagers’ belief, Chak-Ka-Yer-Kwian 
can strengthen their energy and health, they have new friends and 
cooperation from others, and finally they can relieve from some physical 
disorder, such as finger-joint, toe-joint and knee lock.This belief is 
correlated with the scientific result in Sports Science that the tug-of-war 
effectively helps in physical, mental, emotional, social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as follows: 

- Physical Development: In the tug-of-war, limbs, legs and body are directly 
used with force and that supports physical force and strength.  The 
muscle must use its strength to resist the fatigue while the players bend 
down or stretch in tugging the rope. Sometimes the game may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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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igue and exhaustion, so breathing system and blood circulation system 
have to function more. 

- Mental development: Chak Ka Yer is the play or the game directly 
depending on physical force, but indirectly it also depends on effort and 
mental support, such as rhythm of music, drum and cheer.  Tugg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players create fun and pleasure among the 
players and on-lookers. 

- Emotional Development: The players have to control their emotion and 
behaviors towards the outcome in the game; win or lose and towards 
physical hurts and pains. The fun and cheerfulness after the end of the 
game help relieve the players’ stress. 

- Intellectual Development: mindfulness and wit are necessary in the tug-
of-war because the players have to plan together on how to arrange the 
standing position, what standing posture should be used and how much 
the body will stretch. These are used in making a decision for the game. It 
encourages the players to be thinkable, reasonable, learnable and 
creative. 

- Social Development: It causes the learning process in justice method in 
the game and in social laws and rules, for example, a number of players 
in each team, the space range between holding border and the center 
mark on the rope, the unity of the team players and the unity in tugging. 
That creates friendship, unity, cooperation, sympathy, rule of game, 
justice, and spirit of sportsmanship.  Sometimes, cheer leaders may sing, 
signal or cheer to give rhythm in tugging and this supports a sense of 
good leadership and followership (Chuchchai Gomaratut, 1982). 

- This result correlated with the experimental study of Chuchchai 
Gomaratut (2013). Only the folk game programs were set in his study 
and Chak Ka Yer was one of them. The samples were children aging 7-12 
years, 1 hour-play, 3 times a week in 10 weeks duration. The physical 
fitness test (PF test), intellectual quotient test (IQ test), emotional 
quotient test (EQ test) and play quotient test (PQ test) was conducted 
before, 5 weeks, and 10 weeks of the experimental program. The study 
result clearly found that 10 weeks after attending the experimental 
program, the physical fitness (PF), intellectual quotient (IQ), emotional 
quotient (EQ) and play quotient (PQ) development of the samples were 
increased more than 5 weeks and were increased more than before 
attending the program with a significant statistic figure at .01. This result 
can firmly support the belief of villagers on Chak Ka Yer Kwian. 

 
Ritual: Chak Ka Yer Kwian of Tapon villagers in Chanthaburi province 
is arranged in Song Kran Festival (the traditional Thai New Year) and 
on April 17 every year. The processes are as follows: 

- April 13, merit making in Song Kran Festival, 
- April 14, loading the clothe on a cart and parading out of Wat Tapon Noi 

through villages for people to worship and sprinkle the Buddha’s foot 
print with scented water, 

- April 15-16, Chak Ka Yer Kwian is arranged at Wat Tapon Noi for fun and 
unity among the villag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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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ril 17, Wat Tapon Yai will arrange the annual festival together with 
Chak Ka Yer Kwian Phra Baht. It is the great event reflecting the people’s 
faith on Buddhism and they wish to carry the Buddha’s foot print clothe 
for worshipping in their villages. 

 
8. Safeguarding and Transference  
 

In safeguarding and transference, the interesting finding in why this festival has been 

well conserved, continued and transferred until now is that: 

1) There are many senior personnel who own the body of knowledge in Chak Ka 

Yer Kwian in Tapon sub-district more than in other areas. And these individuals 

are willing to devote their time and experiences to the younger generations. 

2) From item 1, the body of knowledge is transferred from generations to 

generations. 

3) The community leaders; the village headmen, the sub-district headman, and 

chairman of loc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love,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values of Chak Ka Yer Kwian Festival. They all give fully supports to the festival. 

4) Community leaders and villagers have a good vision in their identity and use it 

for marketing promotion. Since the Chak Ka Yer Kwian is the annual festival of the 

village, everyone shares in the investment and earns the benefits from tourists 

visiting and buying their products in the festival. It is beneficial to everyone in the 

village. 

5) The community leaders occasionally arrange Chak Ka Yer Kwian for recreation 

of the villagers with suggestions in tangible values and advantages of the activity. 

6) There are contest and competition in the Chak Ka Yer Kwian activity to arouse 

the interest and challenge among the participants. 

7)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give a direct support to the village in 

arranging the cultural chak ka yer activity. 

 
9. Conclusion 
 

Chak Ka Yer is the local cultural wisdom of Thai ancestors and it belongs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 is a folk play-game of Thailand, play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even its play-style and method may be varied. In general, the basic playing 

method is the same and called “Chak Ka Yer”. The forms of playing may be men 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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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and men against objects, such as a cart, mortar, Buddha image and elephant.  

The result of the field survey research through Chak Phra Festival and Chak Ka Yer Kwian 

Festival can be concluded that Chak Ka Yer has cultural relations in several aspects; value, 

goodness and morality in Buddhism, belief in healing disease, and geographical belief in 

agriculture. Furthermore, it also has a value on unity in community, exercising and 

physical, mental, emotional, intellectu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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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s of Chak-Ka-Yer: Traditional Tug-of-War in Thailand 
 
 

  

Figure 1  Chak-Ka-Yer                Figure 2  Songkran Festival 
 

  
 

Figure 3  Elephant tow the log               Figure 4  Chak-Phra Festival 
 
 

  

Figure 5 Chak-Ka-Yer in Ayutthaya period Figure 6  a basic play in loc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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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ak-Saow                     Figure 8  Chak-ka-yer-kwian 

 

            

Figure 9  Large wooden mortar     Figure 10 Ruea-Phra 

 

  

Figure 11 human and elephant        Figure 12 Chak-ka-yer human and elep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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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Manila hemp rope    Figure 14 Mai-Sao (A long stick) 

 

 

  

Figure 15 Cart pulled by buffalo            Figure 16 Mortar and wooden pestle 

 

  

Figure 17 Winnowing basket   Figure 18 Elephants for trekking and log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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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lephants for transporting     Figure 20 National flag of Siam 

 

  

Figure 21 Nit Pongchantornsatein   Figure 22 Nom Phra 

 

  

Figure 23 Ruea Phra                Figure 24 Buddha image holding and alms bow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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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Chak-Pra in water or Ruea-Phra     Figure 26 Chak-Pra on land 

 

 

  
Figure 27 Equipment of Chak-Ka-Yer-Kwian Figure 28 Chak-Ka-Yer-Kwian: Place to play 

 
 
 

  
Figure 29 Chak-Ka-Yer-Kwian: Playing Methods   Figure 30 Karn Koranee, 69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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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Tasks and Prospects of Safeguarding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 Foreword 

 A comprehensive discussion was held illuminating the role and the nature of a 

community in each individual nation following the presentation on the identity and the 

role of a community. As the modernization of society has brought with it many changes in 

national folklore through decontextualization and recontextualization, those changes 

were also discussed from the point of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a community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verall discussion was chaired by the executive director, 

Jeong Hyung-Ho and the professors Kim Jong-Dae, Han Yang-Myung, Jeong Yeon-Hak, 

Ham Han-Hee were on the panel.  

  

 

2. The meaning of a community and its changing aspects 

Vietnamese researcher Do Thi Tanh Thuy has mentioned the reality in Vietnam that 

complete breakdown of a community lead to the change of the ritual itself due to a break 

from traditions since the war. According to his study, it became possible for female 

members of a community to participate in the tugging ritual and game since 2006,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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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ast was an exclusively male domain. In addition, it was also mentioned that some 

rituals have been disconnected due to the changes in their environments. In regards to 

the community performing tug-of-war, it was said that a steering committee for the 

festival was organized with the participation of senior members and the civil servants of 

the community since 1990s whereas the president of the local union was made the 

director of a festival in the 1990s. However, it was argued that those changes i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eemed inevitable characteris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in the conditions.  

Professor Siyonn Sophiearith from Cambodia maintained that the basic nature of 

communal identity in each community remained the same even if there were regional 

variations of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each community. He argued that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shared the same characters of those rites performed before 

and after an event wishing common prosperity. In order to support his claim he 

illustrated the basic codes commonly appearing in the rites and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It was also mentioned that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Cambodia caused by the large-scale massacre. 

Professor Heo Yong-Ho argued that Zulnanjang(rope market) dates back to the early 

20th century but does not go beyond the time after looking into the changing aspects of 

Korean tug of war tradition and putting together the memories and geneological 

information concerning Zulnanjang. He claimed that this debate on Zulnanjang reflected 

the underlying intentions, which were the discussion on market folk tradition and its 

history. As Byulsingut underwent a change to be Jangbyulsin in the course of time, there 

are similar viewpoints to look at Julnanjang and its transformation it might go through in 

later generations considering the precondition for opening the market is the interac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Professor Norma A.Respicio of the Philippines paid special attention to the specific 

village in the country. It was explained that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were able to 

keep the spirit of tug of war tradition in pursuance of preserving and protecting their 

agricultural environment since the village was an agrarian community and therefore their 

production was under the direct influence of the river. He also noted the difficulty in the 

preservation of tugging ritual and game because the number of people had been on the 

decrease, whose role as a shaman called Mun Baque(Door wheels) wa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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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the ritual, and it made the ritual somewhat exclusive. According to his research, 

only members of a community can take part in the tug of war performance and female 

members and children are excluded from the ritual in the Philippines. However, it was 

said that the aspects in the transmission of the cultural heritage differed from countries 

and regions.  

Professor Kim Jong-Dae expressed his concern over the political empowerment of 

culture, the possible mistakes and errors from contorted analysis which might result from 

the exclusive ownership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designated areas. Regarding 

a community, he argued that tugging ritual and game used to have the function of 

incantation and ritualistic quality originally but lately the formality and festivity of the 

tugging rituals seemed to have been prevalent. How tugging rituals and games are 

transmitted nowadays and how the changes made during the course are accepted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ld also be a concern for a community, he said. In addition, 

he posed a question of establishing the scope in the use of mobilized manpower in 

principle among members of the original community. Moreover, he pointed out the fact 

that students and soldiers were mobilized in case of Youngsan and Yongin tug of wars 

respectively, which he argued would undermine the essence by confining only the actual 

performers as community members.  

Professor Park Sang-Mee stated that the tendency to put focus only on a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would leave unsolved problem of supervising non-designated cultural 

heritage. As far as a community is concerned, she agreed upon the extensive definition 

which would include all the parties concerned with regard to not just the performance of 

tug of war but transmission festivals including those who were interested. 

 

 

3. Symbolic meaning of the rope and regional cases  

Professor Jeong Hyun-Hak stated that taking an interest i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rope, especially the act of severing the rope in Cambodia could be a good start to 

make oneself interested in tugging rituals and games. He asked whether there were cases 

of performing tug of war in the mountainous regions whereas tug of war has been 

performed in areas adjacent to the s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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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professor Sophiearith concerning the above question, tug of war in 

Cambodia is not the symbol of an animal but a rope itself. It is said that tug of war can be 

performed many times but pulling and severing a rope three times means the 

announcement of the beginning of the ritual rather than it represents a dragon or a 

snake. It also symbolizes a beginning or an end and marks the beginning of a new season 

of cultivation as well as a new year.  

Professor Chuchchai Gomaratut introduced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ailand 

where tug of war can be performed anywhere possible by all members of a society for all 

kinds of purposes such as leisure, sport, or excitement but there are some cases of 

tugging rituals and games performed by community members with specific communal 

identity. In Thailand, there is a unique way of performing tug of war where community 

members and elephants participate in tug of war at a well-known venue. This way local 

residents are informed of the event on promotions and community solidarity can also be 

strengthened among the members. It was also mentioned that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Thailand could be used to create new opportunities and made use of for elections.  

Professor Norma A.Respicio argued that it was difficult to locate cases of tug of war 

on land in the Philippines. In case of Ifugao with the participation of three communities 

tugging ritual and game was held in a spot where three tributaries of the river are met. 

Three communities would take positions towards and against the river facing one 

another and would never cross the dividing boundary line since performing tug of war 

meant taking a neutral attitude and crossing the boundary also meant defeat in a 

competition.  

 

 

4. Approaches in preserving tugging ritual  

Regarding approaches of preserving tugging ritual and game altogether based on the 

essential spirits, Professor Han Yang-Myung advised that researchers in the government 

and NGOs should be cautious about artificial intervention as the current tug of war is a 

staged performance rather than traditional ritual. Professor Kim Jong-Dae stated that 

rituals in urban folklore belong to the domain of a myth. Professor Kim argued that 

urbanites are psychologically insecure due to the individualism and closedness bos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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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 city. He argued magic is a measure to overcome psychological injuries and rituals 

resolve these problems. Besides, Professor Kim was concerned about the empowerment 

of rituals as religious rituals for the mountain spirit are politically involved in elections 

and events, and local governments hold festivals as a marketing strategy to promote 

agricultural products around the capital area. Further, Shin Sue-Sik, Researcher of 

Youngsan tug of war, mentioned that Youngsan tug of war is facing difficulties due to the 

chronological changes and it is important to attract public attention. 

Professor Nah, Kyoung-Su in th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ented a unique 

opinion on the definition of tug of war in four countries. For example, in Cambodia, tug of 

war is performed in the form of pulling a wooden stick, and instead of pulling the stick to 

both ends they turn the stick in circle as if stirring the sea. Professor Nah argued whether 

Cambodian tug of war is not a game but a kind of labor as it was initiated in the sea. He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the tug of war focusing on 

the nature of the game with a rope, which is more essential to him, rather than on the 

pulling action which is a mere means.  

PARK, Seong-Yong, Assistant Director-General of ICHCAP mentioned that despite the 

negative aspect of the multinational nomination of the traditional Asian tug of war, there 

are positive aspects of the nomination as communities in six cities and four nations are 

co-operating for the nomination. Dr Park also pointed out that it is possible for other 

countries to join the nomination in the future and this procedure may enhance the 

traditional culture of Asia. In this regard, he argued that the nomination procedure of tug 

of war should be flexible and comprehensive. Besides, he mentioned that the concept of 

communities and rituals is very important and the vitalization of tug of war is an urgent 

problem. 

Professor Jeong Hyung-Ho, the chair of the discussion, expressed his interest in 

communities and argued that the substance of the community in a contemporary society 

is very ambiguous. In tug of war, he said, there are many strata of participants depending 

on whether they participate temporarily or consistently, self-directed or against their will, 

and they are locals or outsiders. Therefore, he mentioned, this discussion is the beginning 

of safeguarding tug of war as common heritage and poses an important research 

question for comparative research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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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ly, on behalf of the host organization, Huh Kwon, Director-General of ICHCAP, 

noted that the key word of this symposium is about the change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managing the change in advance. Further, regarding the relations between 

communities and intangible heritage, the Director-General passed along a request that it 

is important to address communities and value sustainability of human-centered culture 

such as classical philosophy. The Director-General concluded the symposium with 

complements to the Dangjin municipal government, heritage holders and profe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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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Opening Remarks  

 

 

Figure 2  Welcom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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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articipants of the Symposium 

 

 
Figure 4  Participants of the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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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ession 1, Shared Values of Tugging Rituals and the ICH Community  
 

 

Figure 6  Session 1, The concept of “Community” in 2003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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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ession 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for Safeguarding of Folk Tugging Rituals  
         and Games in Asia  

 

 

Figure 8  Session 2 , Teanh Prot and Rice-Cultivating Community in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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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Session 2 , Punnuk: The Tugging Ritual in the Philippines  
 
 

 

Figure 10  Session 2 , Tugging Rituals and Games and ICH Commun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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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ssion 2, Tug-of-War as Social and Cultural Processes: Through a Case Study Of  
          Huu Chap Tug-of -War Festival, Bac Ninh Province  

 

 

Figure 12  Session 2 , Chak-Ka-Yer: Traditional Tug-of-War in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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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Discussion: Tasks and Prospects of Safeguarding the Traditional Tugging Rituals     
          and Gam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Figure 14  Roundtable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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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Field Trip 
 

 
Figure 16  Gihishi Juldarigi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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