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지시 사람들의  

줄다리기

충청남도 당진시에 대하여 『여지도서』 「풍속」조에는 “토지가 비옥하며 어업과 염업에 

종사한다. 효자와 열녀가 많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초기의 문신 노숙동은 “발을 걷으니 구름이 산봉

우리에서 나오고, 휘장을 열어젖히니 물이 하늘과 연했구나”라고 노래하고, 조선 세

조 때의 문신 이승조는 “편편한 산등성이 끊어진 언덕엔 길도 높고 낮은데, 미끄러운 

푸른 진흙 속으로 말굽이 푹푹 빠진다. 그늘졌던 구렁에 눈이 녹으니 시냇물이 불고, 

양지 쪽 언덕에 햇볕이 따뜻하게 쬐니, 보리 싹이 가지런하다”라고 노래한 바 있다. 

시상이 절로 떠오르는 이곳 당진에 바로 기지시줄다리기가 있다.

지정번호 75.

기지시줄다리기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전승되는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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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와 지네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설화가 전

한다. 

예부터 이곳의 지형은 풍수상으로 보아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이

라고 불리었다. 기지시라는 지명도 바로 이와 관련이 있다. 이곳의 지

형이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형국이기 때문에 베틀 기(機)자가 들어가고, 

또한 짠 베를 물에 담가서 우려낼 못이 필요하다 하여 연못 지(池)자

가 합성이 된 것이다. 기지시의 ‘시(市)’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곳에서 줄다리기를 하여 베를 짜고 마전(피륙을 삶거나 

빨아서 바래는 일)하는 흉내를 내면 모든 액을 물리치고 복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부녀자들이 중심이 되어 삼베, 짚, 

늑다리, 칡넝쿨 따위로 줄을 꼬아 소규모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한다. 

한편 기지시가 베틀에서 유래된 지명이 아니라, 농경지에 물을 대는 

좁은 둑에 둘러싸인 저수지인 틀못이 한자어 기지(機池)로 표기되었

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설화로는 지네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기지시에 과거 시험만 보면 번번이 떨어지는 선비가 귀

향했다. 선비는 마을 산인 국수봉(國守峰)에 올라 자신이 과거에 계속 

낙방하고 마을에 재난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천년 묵은 지네가 심술

을 부려 생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용이 노인으로 나타나 정월 대보름날 자정에 죽

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오면, 그 꽃에 

불을 질러 아가씨 입에 넣고 피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국수봉에 올라

가 그 노인이 시킨 그대로 하고 도망갔다. 그러자 열두 발 달린 구렁

이가 나타나 천년 묵은 지네와 싸워 지네를 죽였다. 

그 뒤 선비에게 노인이 다시 나타나 그 지네는 죽었지만 암컷과 새

끼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며,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윤년마

다 한 번씩 줄다리기를 하라고 하였다. 선비는 노인이 시킨 대로 지

네 모양으로 줄을 만들어 산 능선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이 전설은 

면천군 전체의 산세가 풍수지리상 지네 모양이었기에 형성된 것으로, 

지기를 누르기 위해 형성된 지역전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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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의 줄난장

기지시리는 본래 면천군 승선면의 지역으로서 틀처럼 생긴 못이 있

다 하여 틀모시라고 불렀다. 조선 후기에 면천의 남쪽과 서쪽의 고을 

사람들이 한양을 가려면 이곳 면천을 거쳐 기지시를 통과해 한나루를 

건너야 했다. 이러한 교통의 요지인 기지시에 이미 19세기 중엽 이전

에는 정기 시장이 섰고, 내포 지역에서 면천 읍내장과 더불어 가장 번

성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점차 상인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모

여든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1910년 이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윤

년마다 줄난장을 벌였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줄난장의 수준은 아

니었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대규모의 줄다리기로 발전했다. 

1940년대 초반 이후 20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1960년부터 1970년대 초

반까지 다시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 후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재 제

35호로 지정되어 여러 차례 백제문화제에도 참여했으며, 1981년에는 

‘국풍(國風) 81’에 참가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2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을 받았다. 놀이의 전승과 보

존은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맡고 있고, 현재 보유자는 구자동과 장

기천이다.

기지시리의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에 마을 동편에 있는 국수봉의 

국수당에서 행해지나, 줄다리기는 윤년의 음력 3월 초에만 행해진다. 

따라서 줄다리기를 하는 해에는 3월에 당제를 지내고, 이어서 줄다리

기 행사로 들어간다. 

합덕에서 기지시리를 거쳐 당진·서산으로 가는 국도를 경계로 해

서, 국도의 남쪽은 물 위, 즉 수상(水上)이라 하고, 북쪽은 물 아래, 즉 

수하(水下)라고 부르는데, 수하인 송악면 일부와 송산면·우강면·용

대면·석문면과 당진 일부, 신평면 일부 마을과, 수상인 송악면 일부

와 순성면·면천면과 합덕 일부, 당진 일부 마을이 서로 대결한다.

참가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거주자는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

므로, 한쪽이 많을 수도 있다. 줄이 길기 때문에 긴 국도에서 만든다. 

먼저 동아줄을 만들고 다시 세 개로 한 줄을 만드는데, 큰 줄은 사람

의 손으로 만들 수 없어서 줄 꼬는 틀을 이용한다. 다 만든 원줄은 사

무형문화재 이야기 여행    501500     전통놀이·무예



람이 올라앉아 양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지름이 1m쯤 된다. 원

줄의 작은 것은 아홉 가닥, 큰 것은 열다섯 가닥이고, 중줄은 열두 가

닥이고, 길이는 50∼60m쯤 된다.

원줄은 본부에서 만드나, 곁줄은 각 마을에서 제각기 만들어 와

서 단다. 수하인 물 아래가 암줄이고 수상인 물 위가 수줄이 되는데, 

암·수 두 줄을 연결시키면 원줄이 100m가 넘고, 곁줄은 원줄보다 길

기 때문에 줄의 전체길이는 150m가 훨씬 넘는다. 

기지시줄다리기는 2015년 12월 2일 유네스코 제10차 무형유산보호

협약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기타 줄다리기 5건(영산줄다

리기, 삼척기줄다리기, 남해선구줄끗기, 감내게줄당기기, 의령큰줄땡

기지시줄다리기 당제

•사진 출처 :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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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줄다리기 종목 등과 더불어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지시 사람들, 줄을 당기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는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윤년마다 하는 큰 행사는 나흘간에 걸쳐서 하는데, 첫째 날은 

당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여러 민속놀이를 부대 

행사로 펼치며, 마지막 날에 줄다리기를 한다. 줄다리기 일시는 양력 

4월 1일로 고정시켰다. 

먼저 첫째 날에는 일종의 전야제로서 당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당

제는 마을의 동쪽에 있는 국수봉에서 지내는데, 유교식의 제사에 이

어 승려의 독경과 무당의 굿으로 진행된다. 이를 보존회에서는 유불

선(儒彿仙)의 합동 제사라고 한다. 다음에는 마을 한복판에 있는 우물

에서 용왕제를 모시는데, 제사 방식은 당제와 동일하다. 밤에는 일종

의 축원 행사로 시장에서 굿을 벌인다.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풍물 경연, 씨름, 그네뛰기, 궁도, 연날리기, 

시조 경창, 민요 경창, 널뛰기, 윷놀이, 새끼 꼬기, 베짜기 그리고 효

자효부 선발과 표창이 부대 행사로 벌어진다. 마지막 날 오전에는 면

사무소 광장에서 대회식을 치르고, 오후 2시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줄

을 옮긴다. 줄을 마련해놓은 시장통에서 줄을 당기는 흥척동까지 줄

을 운반하는 과정이다. 숫줄이 앞에 서고 암줄이 뒤를 따른다.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양편 주민들은 풍물을 울려 기세를 올리며 줄 

옆에 모여 선다. 중앙선에 기지시의 두레농기를 꽂고 좌우에 수상의 

청기(靑旗)와 수하의 황기(黃旗)를 세운다. 양편은 대장이 지휘하는데 

심판의 신호에 따라서 첫 번째 신호에 줄을 잡고 두 번째 신호에 줄을 

들고 세 번째 신호에서는 줄을 당겨 끌어간 쪽이 이긴다. 

수하편 곧 암줄편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매번 수하편이 승

리한다. 수하 쪽이 수상 쪽보다 지형이 낮아서 수하가 줄을 당기기에 

유리하다. 승부가 결정이 되면 줄다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넓은 들

판에 널려 있는 줄에 달려들어 칼이나 도끼 따위로 줄을 잘라 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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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시줄다리기 

•사진 출처 :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줄들은 개인이나 가정의 각종 소망을 이루는 용도로 쓰인다. 특히 암

줄과 수줄을 결합시켰던 비녀목을 꽂았던 부분의 줄은 불임과 요통에 

효험이 있다고 한다. 또 원줄은 썰어서 논에 거름으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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