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s of Filippino Tugging 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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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the dumupag in preparation for making the kina-ag.

List of Photos

Fig. 17: Vines called a-e (Tinospora sp.) and rice stalks are the materials
used to make the kina-ag.

HUOWAH
Fig. 1:

Fig. 18-20: The vine, a-e, is strong enough to withstand the forces of
pulling during the punnuk.

A view of Hapao Valley

Fig. 21-25: A coil of a-e is placed in between the bundled rice stalks

Fig. 2:

Settlements and the rice fields of Hapao bisected by the river.

Fig. 3:

Hapao river rapids and the terraced fields to the right.

Fig. 4:

Ripening grain in the terraced fields of Hapao.

Fig. 5:

A bird’s eye view of the river cutting through the valley.

Fig. 6:

Hapao’s placid fields of ripening grain.

Fig. 27-30: Every part of the kina-ag is securely tied with a-e vine.

Fig. 7:

Dinamling Mangigib, a mumbaki from Brgy. Nungulunan, performs

Fig. 31: Herminio Madiwo of Barangay Hapao shows off the almost finished

the huowah baki. He holds a coconut shell cup with bayah (rice
Fig. 8:
Fig. 9:

serving as the arms of the kina-ag.
Fig. 26: The kina-ag of Barangay Hapao is a tinaggu or human figure. It
will be used during the actual

tugging ritual.

kina-ag.

wine).

Fig. 32: The eyes of the kina-ag is made of knotted a-e vine.

Two chickens were sacrificed for divination during the huowah.

Fig. 33. Herminio Madiwo completing the face of the tinaggu by putting the

More prayers are chanted by the mumbaki over the two chicken

mouth made of knotted a-e vine.
Fig. 34: The tinaggu stands taller than two young Ifugao children.

placed before him.
Fig. 10-11: The mumbaki performs a baki while holding the sacrificial

KINA-AG (BAANG)

chicken and a cup of bayah.
Fig. 12: A bored dog (top right of this photo) slept all throughout the
performance of the mumbaki.
Fig. 13: After the baki at the dumupag’s house one of the elders, Guwade,
facing a nearby village, announces to all and sundry that huowah
is being celebrated and that preparations for the punnuk may
commence.
Fig. 14: Close up of Gwade announcing the riual events so that all may
know.
Fig. 15: After performing the baki and announcing the start of the inum at
the dumupag’s house, Dinamling Mangigib, the mumbaki, along
with three villagemates move to the house of Aguinaya, the

Fig. 35: Two men in Barangay Baang prepare the materials for symbolic
kina-ag.
Fig. 36-39: Making the kina-ag is a cooperative effort in the community.
Fig. 40-44: The kina-ag of Barangay Baang is a male tinaggu (human
figure). It will only be carried during the march to the river but
will not be used in the actual tugging ritual.
Fig. 45: A boy from Barangay Baang holds the kina-ag.

PUNNUK
Fig. 46: The mumbaki performs a short baki while preparing the chicken

omonub (second dumupag) where he performs another baki –

sacrificed during the huowah, and the dried intestine of the pig

sacrificing two chickens and partaking of bayah (rice wine).

previously sacrificed during the earlier harvest ritual. These are to
be eaten before going to the river for the tugging ritual.
Fig. 47: A hukup (cooked rice basket) is used as container for the food

KINA-AG (HAPAO)

offerings sacrificed during the huowah, and the dried pig intestine
Fig. 16: Dried rice stalks bourne on the head of a woman are brou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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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rificed during the dupag ritual (harvest ritual), hanged to dry

Fig. 68: Muscles strain at the pakid to ensure victory.

and saved until the punnuk. The chicken and intestine are cooked

Fig. 69: This innovative kina-ag is not meant to be used in the actual

together and are eaten before people go to the river for the

tugging but is merely symbolic.

tugging ritual. The pig’s intestine symbolizes the a-e vine used to

Fig. 70: The participants prepare for another round of tugging.

strengthen the kina-ag.

Fig. 71: Two pairs of pakid secured to the ring-like kina-ag.

Fig. 48: A view of the nunhipukana (confluence of two rivers coming from
Barangays Hapao, Baang and Nungulunan) seen from the western

Fig. 72: The second round of tugging trials begins.
Fig. 73: Men engage in a game of bultong or dopap (wrestling game) after
the punnuk.

side of the river.
Fig. 49: Waving stalks of dong-a the contingent from Barangay Baang,
coming from the southwest, was the first to arrive at the

nunhipukana.

Fig. 74: Some men prefer to play the hangul or arm wrestling.
Fig. 75: The original site of the punnuk but due to the strong current, the
actual tugging ritual was transferred to another part of the river

Fig. 50: Bearing an innovative anthropomorphic kina-ag, the contingent
from Barangay Baang trail down to the river followed by

where the water is less violent. Security ropes are strung across
the river.
Fig. 76: The root hook of a pakid. Shaving parts of the pakid was not

supporting women and children.
Fig. 51-52: Arrival of participants from Nungulunan coming from the
northwest bearing their symbolic kina-ag and the pakid decorated
with dong-a leaves; while the rest waves the red leaves as they

simply a decoration but to provide a better grip.
Fig. 77: Two participants hang on to the rope as the used kina-ag is swept
downstream by the strong current.
Fig. 78: A participant from Nungulunan holding a pakid.

march to the river.
Fig. 53: Girls from Barangay Baang wave the red leaves of the dong-a,

Fig. 79-81: Men from Barangay Nungulunan who were not able to

believed to be attractive to the gods, as the symbolic kina-ag

participate in the actual tugging ritual with the other barangays

nears them.

decided to make use of their pakid, in their own tugging game

Fig. 54: Boys from Barangay Baang use a makeshift ladder to climb down
from the dike going to the riverbank.

sans the kina-ag at the actual site of the punnuk.
Fig. 82: A participant from Barangay Nungulunan is seen holding a pakid

Fig. 55: At the venue, participants from Hapao (foreground) and Baang

while standing on a large rock on the western side of the river.

(across the river) prepare for the start of the punnuk.
Fig. 56: The munggopah from Hapao, wielding a spear and holding a

dong-a stalk, chants a prayer before the start of the game to
implore blessings from the gods.
Fig. 57: The hooks of the pakid are securely fastened to the kina-ag.
Fig. 58-64: The contending men secure the hooks of their pakid to the

kina-ag.
Fig. 65: A view upriver showing the rapids and the contending Barangays.
Fig. 66: The victorious group from Barangay Baang strains at their pakid
with the kina-ag in their hands.
Fig. 67: The boy at the background against the wall tells i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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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하파오 지역의 키나악은 사람의 형상을 한 모습이다. 이 키나악은 줄다리기
경기에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다.

List of Photos

그림 27-30: 키나악의 모든 부분을 ‘아애’ 덩굴로 튼튼히 엮는다.
그림 31: 헤르미니오 마디오씨가 거의 완성된 키나악을 보여주는 모습

HUOWAH

그림 32: ‘아애’덩굴로 키나악의 눈을 만든 모습
그림 33. 헤르미니오 마디오씨가 ‘아애’덩굴로 키나악의 입을 만드는 모습

그림 1:

하파오 계단식 논의 전경

그림 2:

하파오의 논과 주거지역을 가로지르는 강

그림 3:

하파오 강의 급류와 우측의 계단식 논

그림 4:

하파오 계단식 논에서 곡식이 익어가는 모습

그림 5:

계곡을 따라 흐르는 강물

그림 35: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두 남성이 키나악을 만들기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

그림 6:

곡식이 익어가는 평온한 하파오의 논의 전경

그림 36-39: 키나악 제작은 마을 주민들의 협동이 필요하다.

그림 7:

눈굴룽안 지역의 뭄바키인 디남링 망기깁이 후오와 의례를 행하기 전 바야

그림 40-44: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키나악은 사람(남성)의 모습이다. 이 키나악은

주가 든 코코넛 컵을 들고 있는 모습

줄다리기 경기를 하기에 앞서 행진을 할때만 사용되며 실제 경기에서는

그림 8:

점을 치기 위해 두 마리의 닭을 제물로 바친다.

사용되지 않는다.

그림 9:

그림 34: 완성된 티나구는 어린아이들보다도 키가 크다.

KINA-AG (BAANG)

의례에 앞서 뭄바키는 제물로 바쳐진 두 마리의 닭을 앞에놓고 기도문을읊

그림 45: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소년이 키나악과 함께 서있는 모습

는다.
그림 10-11: 바야주가 담긴 컵과 제물을 양 손에 들고 의례를 행하는 뭄바키
그림 12: 지루함에 지진 개는 뭄바키가 모든 의례를 연행하는 동안 옆에서 잠을잤다.
그림 13: 두무팍의 집에서 행해진 바키 의례 후 마을 원로인 구와데씨가 푸눅 의례를
준비해도 좋다고 외치는 모습

PUNNUK
그림 46: 뭄바키가 바키의례를 행하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후오와 의례에서 제물로
사용된 닭과 지난 해 제물로 바쳤던 돼지의 창자를 말려두었던 것을
음식으로 준비한다. 이 음식은 줄다리기 경기를 하기 전 모두 나누어

그림 14: 후오와가 끝났음을 알리는 마을원로
그림 15: 두무팍의 집에서 바키의례를 마치고 이눔의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두무팍인
디남링 망기깁씨와 마을 주민들이 또다른 두무팍의 집에서 한번 더 바키의
례를 치르기위해 이동하는 모습.

먹는다.
그림 47: 원래는 밥을 담는 전통 바구니인 후컵을 후오와 의례의 제물로 마련된 닭과
돼지 창자 음식을 담는 용기로 사용한다. 지난 해 제물로 바쳤던 돼지
창자를 말려두었다가 푸눅의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돼지의 창자는
키나악을 만들 때 사용되는 ‘아애’덩굴을 의미한다.

KINA-AG (HAPAO)

그림 48: 눙히푸카나(바랑가이 하파오, 바앙, 눙굴루난 지역의 강이 합쳐지는 곳)의
모습

그림 16: 여인이 키나악을 만들기위한 볏단을 옮기는 모습
그림 17: 키나악을 만드는 재료. ‘아애’라고 부르는 나무덩굴과 볏단을 사용한다.
그림 18-20: ‘아애’덩굴은 줄다리기 행사시 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질기다.
그림 21-25: 원형으로 만든 ‘아애’덩굴을 볏짚사이에 끼워넣어 키나악의 팔을

그림 49: 멀리서 동아 줄기를 흔들며 푸눅 연행 장소인 눙히푸카나에 선두로 도착한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대표단
그림 50: 신성한 키나악을 들고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대표단이 응원을 하기위해 온
여인들과 어린이들을 대동하며 푸눅 연행 장소로 향하고 있다.

만든다.

그림 51-52: 키나악과 동아 잎으로 장식한 파키드를 든 눙굴루난(북동지역) 대표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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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이 경기장소에 도착한 모습.
그림 53: 키나악을 든 행렬이 도착하자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소녀들이 신이
좋아한다고 믿는 동아 잎을 흔들고 있다.
그림 54: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소년들이 사다리를 타고 푸눅 경기를 치르기 위한
강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림 55: 연행 장소에서 하파오 지역(사진 앞쪽)과 바앙 지역(강 건너 편)의
참가자들이 푸눅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
그림 56: 하파오 지역의 뭉고파들이 창과 동아잎을 들고 신의 축복을 비는 기도문을
읊고있는 모습
그림 57: 파키드가 키나악에 잘 끼워진 모습
그림 58-64: 양측 선수들이 키나악과 파키드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그림 65: 경기가 연행되는 곳인 눙히푸카나의 물살
그림 66: 승리한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선수들이 파키드를 끌어당기는 모습
그림 67: 바랑가이 바앙 지역의 소년이 승리를 기뻐하고 있다.
그림 68: 승리했음에도 끝까지 파키드를 당기는 바랑가이 바앙의 참가자
그림 69: 이 키나악은 실제 경기에서는 쓰이지 않고 신성한 상징물로만 쓰인다.
그림 70: 두번째 경기를 준비하는 참가자들
그림 71: 고리모양의 파키드에 한 쌍의 파키드를 양쪽에서 끼운다.
그림 72: 두번째 경기의 시작
그림 73: 경기가 끝나고 두 명의 남성이 전통씨름(불통, 또는 도팝이라고 부른다)을
하는 모습
그림 74: 어떤 사람들은 팔씨름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림 75: The original site of the punnuk but due to the strong current, the
actual tugging ritual was transferred to another part of the river
where the water is less violent. Security ropes are strung across
the river.
그림 76: 파키드의 갈고리 모양 부분. 파키드의 줄기를 깎아놓은 것은 장식적인 목적
뿐만 아니라 편히 손에 쥐기위한 목적이기도 하다.
그림 77: 거센 물결로 인해 떠내려가는 키나악
그림 78: 눙굴루난의 참가자가 파키드를 들고있는 모습
그림 79-81: 실제 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기가 연행되었던
장소에서 파키드를 가지고 그들만의 경기를 벌인다.
그림 82: 파키드를 들고 강 중간에 서있는 바랑가이 눙굴루난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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