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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하낭가(Ihananga)

4. 이귀니혼(Iguinihon)

항루루족은 두 갈래의 아시풀로족 계통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암둔툭-아시풀로 두 부족

의 결합) 

1. 암둔툭의 야뚝카(Yattuka, 투왈리족에 가까움)

2. 티녹의 켈레이-이(Keley-i, 혹은 디깔라이, 칼랑구야족에 보다 가까움) 

칼랑구야족은 세 개의 하위부족으로 나뉜다.

1. 이따야(Iddaya)

2. 이타부이(Itabuy)

3. 이티넥(Itinec)

  이푸가오족은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다. 산비탈 전면을 뒤덮은 거대한 계단식 논에서 

습식으로 쌀을 경작하거나 건식으로 고구마를 비롯한 밭작물을 재배한다. 농한기에는 채

소를 재배한다. 비중은 적지만 수렵과 채집 활동을 통해서도 식량을 확보한다. 이푸가오

의 한 하위부족은 제의와 연관된 목공예 기술이 뛰어나며, 나머지 부족들은 직조 기술이 

뛰어나다.

  이푸가오족은 우주를 관장하는 수백 위(位)의 신들을 섬기는 복잡한 토속 종교를 가지고 

있다. 개인과 집단 행사 모두 복잡한 의식들이 수반되며, 성인 남성이 주축이 된 사제 

집단이 의식을 주관한다. 이푸가오족은 또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대서사시로 유명

하다. 

Ⅱ.� 이푸가오족의�농사�주기� �

  바나월 (현재의 바나웨) 지역에는 기원전 1545~1000년 사이에 이미 인간이 거주한 

집터의 흔적이 남아 있다. 분가할리안의 경우 7세기에, 나비운의 경우 1195~1380년 

사이에 계단식 논이 활용되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보코스와 바나웨의 경우, 

1486~1788년 사이에 쌀농사의 증가에 따라 계단식 논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50� |�동아시아�전통�줄다리기�현황조사

  계단식 논은 지반이 약한 관계로 카라바오(carabao)와 같은 가축을 이용한 농경은 

불가능하며, 농부들이 나무 가래를 사용하여 손수 경작한다. 벼는 연초에 모를 심어 6

월경에 추수한다.

  이푸가오족은 경작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의식을 치름으로써 환경과 농경기술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했다. 이푸가오족이 적어도 2,000위 이상의 신들을 숭배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해럴드 콘클린은 1960년대 초반 이푸가오족에 대한 광범위한 

민족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여『이푸가오족 민족지 도해 Ethnographic Atlas of Ifugao』

라는 저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푸가오 주 중북부에 위치한 바이니난이라는 

농촌 지역과 주변 환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의 연구는 전체 지역을 포괄하지 못했지만 

이푸가오족의 농사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계단식 논에서의 경작 및 보수 작업과 

관련된 관습과 속신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 책

에서 언급된 각 지역 농사활동의 차이점들을 보면 푸눅과 같은 전통의식이 특정 지역

에서만 연행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콘클린의 설명에 따르면,

  이푸가오 공동체의 농사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계시(計時)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공동체는 

일련의 관찰 가능한 환경 변화와 계단식 논 보수 및 벼농사와 

관련된 농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달력을 

구성한다. 지역별로 생태계가 다르고, 중심부 논의 소유주들이 

각자의 재량에 따라 농사활동을 주도하기 때문에 인접한 두 지역

이라 할지라도 농사주기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지역마다 절기

(節氣)가 다르게 구분된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은 그레고리안 

달력과 같은 외부 계시법을 통한 정확한 날짜 계산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일수(日數)가 동일하지 않다. 이푸가오 주의 

각 공동체는 천문현상의 변화에 관계 없이 추수의식이 종료되었을 

때 한 해가 끝났다고 여긴다. 특정 일자에 행하는 농사 작업 또는 

의식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기존의 경작활동 명칭에 음운상의 

변화를 주어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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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력의�구분

이푸가오�중북부�농업�지역의�용어

(콘클린의�민족지�도해�참조)

이푸가오�중남부�농업�지역의�용어

(투왈리족이�사용하는�용어)

*� � � :� 해당�용어�없음

단계

경지�준비 payo payo	 (경지)
곡식�생산 page pageh	 (쌀)

계절

농한기 iwang Kiwang
파종기 lawang haw-ang
건기 tiyalgo Tiyoago
추수기 ahitulu *

절기

추수�후�유휴기 lu’luwah huowah	 /	 howah
농한기� (초반) ‘iw’iwang kiwang	 (농한기)
농한기� (중반) ginawang-di-iwang *
농한기� (후반) na’iwang *
논�벽�축조�및�보수� 기간 ahi	 amu kahitamuwan
파종기 ahihopna kahihopnak
논�고르기�기간 ahilawang kahihaw-ang
모내기�기간 ahiboge kahitunod
모내기�완료�기간 ahi’ulpi kopih	
초기�건기 bo’bo’lana bokbokoana

  농사력은 두 단계, 사계절(두 단계를 세분화 함), 15절기(사계

절을 세분화 한 것으로 계시법에서 시기를 나누는 기본 단위)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분된 절기는 두 가지 연속적인 주요 활동과 

연관이 있다. 즉, 22 단계로 이루어진 농사활동과 23개의 관련 

제례가 그것이다. 이들 농사활동 단계와 제례는 달력상으로는 순

차적으로 나타나지만, 긴 간격을 두고 별도로 발생한다. 문화적

으로 볼 때, 지정된 의식 행사는 농사력에 따라 농사활동이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 된다.

 다음의 표는 이푸가오 달력의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콘클린의 연구를 바탕

으로 훙두안 시 하파오 바랑가이에 거주하는 투왈리족의 해당 용어를 제시했다.

이푸가오�달력의�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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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기 tongtong-di-tiyalgo tiyoago
수잉기 mumbiyah pimmingot	 nan	 pageh
출수기 ‘ahibuhbuh munbuhbuh	 di	 pageh
결실기 holdang munhodang
추수기 ‘ahitulu kahiani

농사�과정�및� 의식�순서

이푸가오�중북부�농업�지역의�용어

(콘클린의�민족지�도해�참조)

이푸가오�중남부�농업�지역의�용어

(투왈리족이�사용하는�용어)

*� :� 해당�용어�없음

작업�과정

김매기,� 논� 다지기,� 습식�멀칭 ‘ahilamun kahihoamun
논�갈기 ‘ahigaud kahigaud
논�벽� 보수� ‘ahiloba kahoyba
2차�김매기,� 습식� 멀칭 ‘ahibalin kahikaw-ih
논두렁�깎기 ‘ahidaluh kahigabut
흙�고르기 ‘ahipaphod }kahihopnak볍씨�치기 ‘ahihopna
녹비�작물�심기 ‘ahibuluh *
논도랑�치기� ‘ahibanong kahibanong
모�옮겨�심기� ‘ahiboge kahitunod
작물�보호�조치� ‘ahi-ulpi kopih
작물�보호�조치� (2차) ‘ahihogophop hagophop
파종 ‘ahi’oho’ *
화전(⽕⽥)� 고르기 ‘ahi’uma kahiuma
화전(⽕⽥)에�파종 ‘ahitanum kahitanum
논매기 ‘ahi’ago’o kahikagoko
물대기�조절� ‘ahipaliyan *
논�벽� 매기� ‘ahilupung kahihopung
논�주변�제초�작업� ‘ahipadig *
물떼기 ‘ahihanglag *
조기�추수 ‘ahi’udol }kahiani/kahibotok/kahiudo	 	 (수확/추수기)볏단�묶기 ‘ahiboto

의식

마을�번영�기원제 ubaya hulin
시농�의식 lu’at *
수확한�벼�빻기� 의식 ‘apuy in-apuy
떡�고사 ba’le bakle
볍씨�꾸러미�의식 lohwang *
모판�만들기�선언�의식 ‘opdah hookah	 di	 binong-oh
벽�축조�완료�의식 ‘ulpin-di-pa’aggaud *
볍씨�숙성�촉진� 의식 bage *
모내기� 완료� 및� 작물� 보호� 기원

제
‘ulpi kopih

작물�보호�기원제� (최종) hagophop hagophop
일반�농사�의식 tinungul tungul	 /	 tung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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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해�방지�의식 tamol *
수로�작업�의식 ‘ulpin-di-ala’ *
벼�성장�기원제� I ‘alup *
벼�성장�기원제� II topdad *
폭풍우�의식 gito *
태풍�의식 puwo puwok
추수�전�의식 hanglag mamageh
조기�추수�의식 lodah hodah
본�추수�의식 pumbot’an pumbotkan
친족�합동�추수� 의식 baddang baddang
사제�서임식 liyah liyah
마무리�추수� 의식 tungo tungoh

태음력

이푸가오�중북부�농업�지역의�용어

(콘클린의�민족지�도해� 참조)

이푸가오�중남부�농업�지역의�용어

(투왈리족이�사용하는�용어)

*� :� 해당�용어�없음

태음월

7월~8월� ‘it-iti kitkiti
8월~9월 Panaba manaba
9월~10월� ‘ohyab ?
10월~11월� Dawe ?
(11월~12월) (battan) ?
11월� ~12월� ‘okal okah
12월~1월� ‘amduyung kamaduyung
1월~2월� Letong litong
2월~3월 Bihbih bihbih
3월~4월� Luya huoyah
4월~5월� ‘upu’ upuk
5월~6월 Lodona hodoh
6월~7월� bakako bakako

Ⅲ.� 푸눅� :� 추수를�마무리하는�하파오�강� 유역의�전통�줄다리기�

A.� 개요

  푸눅(punnuk)이란 이푸가오 주 훙두안 지역 바랑가이(필리핀의 최소 행정구역 단

위)의 하파오, 바앙, 그리고 눙굴룽안 공동체가 행하는 줄다리기 의식을 말한다. 강의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인 눙히푸카나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추수가 끝난 뒤 거행되는 전통 의식(huowah)의 대미를 장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