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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tagi : A Traditional Balancing Act

Have you ever seen traditional Korean tightrope 
줄 타 기 . .

walking, Jultagi, in the Korean Folk Village or on 
TV? 

Jultagi requires a very talented individual to walk 
gifted,skil l ful

on a tightrope set up between two wooden 
탄탄한줄 (선행사 )

tripods. 
삼 각 대 . .

The performer is expected to sing, dance, and 
sometimes even tell a story at the same time. 

Jultagi was registered on UNESCO’s Intangible 
등 재 된 . . 무 형 . . . .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Lists in 2011. 
유 산 . . .

Let’s learn more about Jultagi from one of its 
masters, Kim Daegyun.
명 인 . .

Q: How did you start to learn Jultagi?

A: When I was 9, my father had a job in the Korean 
Folk Village, and my family moved there. 

I ran around the village with my friends while my 
father worked. 

줄다리기: 전통적인 균형잡기

여러분은 한국 민속촌이나 텔레비전에서 한국의 전
통적인 줄 위 걷기, 즉 줄타기를 본 적이 있나요? 

줄타기에는 두 나무 삼각대 사이에 설치된 탄탄한 
줄 위를 걸을 수 있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 필요
합니다.

공연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춤추고, 때로는 이와 동
시에 이야기도 합니다. 

줄타기는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줄타기 명인 가운데 한 분인 김대균 선생님께 줄타
기에 대해 더 많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질문: 선생님은 어떻게 줄타기를 배우기 시작하셨
나요?

제가 아홉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 민속촌에서 
일하셔서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민속촌을 
뛰어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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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aturally came across traditional Korean 
나 면 서 부 터

performances like pansori or nong-ak every day. 
공 연 . . .

• come across = run across = run into = encounter

The traditional performances were very interesting. 

It was during this period that I became interested 
강 조 . .

in tightrope walking. 

I started to learn the skills from jultagi master and 
명 인 . .

the first Human Cultural Asset in the art, Kim 
Youngcheol, with a few other kids my age. 

I turned out to be the only one who continued to 
practice into adulthood. 

I’ve been performing jultagi for the last 30 years.

Q: How did you practice Jultagi when you first 
started it?
 
A:  Before I tried to walk on a rope suspended in 

선 행 사 매 달 린 . .

the air, I laid a rope on the ground and practiced 
breathing, focusing my eyes, and shifting my 
weight as if I were on a real tightrope. 

Then I practiced on the tightrope in the same way 
as I had on the ground. 

I practiced for about 8 hours a day and repeated 
the same motions thousands of times.

번역

저는 자연스럽게 판소리와 농악 같은 한국의 전통 
공연을 매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 공연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줄타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때가 바로 이 시기
였어요. 

저는 줄타기 분야의 최초의 인간문화재이신 김영철 
선생님으로부터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기술을 
전수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연습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지요. 

저는 줄타기를 지난 30년간 공연해왔습니다.

질문: 줄타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연습하셨
나요?

허공에 걸려있는 줄 위를 걸으려 하기 전에, 저는 땅 
위에 줄을 올려놓고 마치 진짜 줄 위에 있는 것처럼 
숨쉬기, 시선 집중하기, 무게 이동을 연습했어요. 

그 후에 저는 땅 위에서 연습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
으로 줄 위에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연습했고, 똑같은 동작을 
수천 번 씩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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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hat is the greatest attraction of jultagi?

A  I’d say autonomy in creating jaedam, or witty 
자 율 성 . . . . 재치있는 . .

dialog. 

There are two performers (julgwangdae and 
eoritgwangdae) in jultagi accompanied by traditional 

반주가 이루어지면서 . . . .

Korean music. 

We create witty dialog out of any story, without 
restrictions. 

I think that is the greatest attraction of jultagi. 

The julgwangdae might say, “People used to tell me 
if I can walk on the rope, then I can succeed in 
everything. 

Well, I started to do jultagi when I was 9, but I’m left 
with nothing but a sore bottom.” 

except

Then the  eoritgwangdae might reply, “But there’s 
one good thing about being a jultagi  performer: 
Everybody looks up to you.”

Q:  What do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jultagi?

A:  Breathing. There are single motions and 
connected motions in the performance. 
연 결 된 . . .

Each motion must be finished within 30 seconds, so 
it is critical to maintain consistent breathing.

일 관 성 있 는 . . .

번역

질문: 줄타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재담, 즉 재미있는 대화를 만들 때의 자율성이
라고 말하겠어요. 

전통 한국 음악이 반주를 하는 줄타기에는 공연하
는 사람이 두 명(줄광대와 어릿광대)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어느 이야기에서나 재
미있는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 생각엔 이점이 줄타기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
요. 

줄광대가 “사람들은 내가 줄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었네. 

글쎄, 나는 아홉 살 때 줄타기를 시작했지만 지금 남
은 거라곤 쓰라린 엉덩이 뿐일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어릿광대는 “하지만 줄타기 광대의 좋은 점
도 한 가지 있지.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올려다본다
는 걸세.”라고 대답하겠죠.

질문: 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호흡입니다. 공연에는 단일 동작과 연결된 동작이 
있어요. 

각 동작은 30초안에 끝나야 하니까 일관성 있는 호
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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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hy do you use a folding fan in jultagi?
접 는 . .

A: It helps me keep my balance. We do 35 different 
motions. Motions 16 through 35 involve big 

선 생 사 . . 처음부터끝까지

movements and require a lot of strength. 

For those motions, the fan is especially helpful. 

The fan also makes those motions look more 
graceful.

Q: What is the audience’s role in jultagi?

A: It’s not just the performer on the rope that is 
강조 . . . .

important. In jultagi, the performers, the rope, and the 
audience all act together. 

In other words, they breathe together, and the 
harmony of the three is the key to success. 

Without such interactions, it’s not jultagi any 
longer. It’s just a circus.

Q  How would you compare jultagi and Western 
tightrope walking?

A  Western tightrope walking is just acrobatics. 
곡 예 . . . . . .

Balancing and juggling dominate the performance. 
주 도 하 다 . .

On the other hand, traditional Korean tightrope 
walking is a complex art that consists of not only 
acrobatic skills but also dance, music, and creative 
dialog.

번역

질문: 줄타기할 때 왜 접는 부채를 사용하시나요?

부채는 제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35가지 동작을 합니다. 16번 동작부터 35번 동작까
지는 움직임이 큰 동작이라서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작들을 하는데 부채가 특히 도움이 돼요. 

부채는 이러한 동작을 더 우아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지요.

질문: 줄타기에서 관중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사람은 줄 위의 공연자뿐만이 아닙니다. 줄
타기에서는 공연자, 줄, 관중이 모두 함께 해야 합
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함께 호흡하며, 이 셋의 
조화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것은 더는 줄타기가 
아닙니다. 그냥 서커스이지요.

질문: 줄타기와 서양의 줄타기를 어떻게 비교하시
겠습니까?

서양의 줄타기는 그저 곡예입니다. 균형 잡기와 곡
예가 공연을 주도하지요. 

반면에 전통적인 한국의 줄타기는 그러한 곡예 기
술뿐만 아니라 춤, 음악, 창의적인 대화로 구성된 
종합예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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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ell us about the difficulties you have 
선 행 사 . . . .

experienced  while keeping this traditional Korean 
art form alive.
    
 A: Unlike samullori or nong-ak, in which there are 
many performers, jultagi has only a couple of 
performers. As a result, I often feel pressured to 

원인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erformances. 

Sadly, the general public knows little about jultagi, 
and such public indifference worries me. 

무 관 심 . . .

There is no fixed place where we can practice and 
perform jultagi, for example. 

I sincerely hope there will be a center for traditional 
art and culture in the near future. 

People should be able to experience different types 
of Korean culture and art more easily. 

Q  One last question. Do you have any advice for the  
young generation?

A  I’ve learned two things throughout my life as a 
tightrope performer. 

First of all, once you make a decision, you should 
keep going with a sense of purpose. I don’t think 
I’ve given up anything in the middle of it. 

Secondly, it’s important to be passionate. If you 
열 정 . . . .

have passion, you can achieve whatever you want. 

Just keep working toward your goal with passion. 
That’s all you have to do to succeed in your 
chosen field. 

번역

질문: 이 전통 한국 예술을 보존하면서 겪은 어려움 
점들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공연자들이 많은 사물놀이나 농악과는 달리, 줄타
기에는 공연자가 단 두 명입니다. 그 결과, 저는 공
연의 모든 책임을 지는 데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대중은 줄타기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하
며, 그러한 대중의 무관심이 저를 걱정스럽게 합니다. 

그 예로, 우리가 줄타기를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전통 예술과 문화를 위한 종합
시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한국 문화와 예술을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해줄 조언
이 있나요?

저는 줄타기 공연자로 평생을 살면서 두 가지를 배
웠습니다. 

첫째, 일단 결정을 내리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무언가를 중간에 
포기했던 적이 없습니다. 

둘째, 열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열
정이 있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계속 나아가세
요. 여러분이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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