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해도 평산,  

소가 놀다

고구려 때 대곡군(大谷郡) 또는 다지홀(多知忽)이라고 불린 평산은 여러 차례의 변천 

과정을 통해 조선 태종 13년(1413)에 평산으로 바뀌고 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세종실

록지리지』에 평산도호부는 “땅이 메마르고 산이 높아서 서리가 일찍 오며, 풍속이 누

에치기와 나무 가꾸기에 힘쓴다.”라고 하였다. 바로 이곳 평산에 황해도평산소놀음굿

이 전한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평산 출신의 무당 장보배가 해방 후에 소놀음굿을 재현함으로

써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무당들에 

의해 진행되는 놀이이지만 불교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오락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놀이로서 주민들의 풍요를 기원하면서 화합을 다지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정번호 90.
황해도평산소놀음굿 | 황해도 평산 지방에 전승되던 굿 형식의 연희(演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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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녀 장보배, 소놀음굿을 전하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황해도 평산에서 1947년 월남하여 강화도에 

정착한 무녀 장보배(張寶培)가 고향에서 배웠던 소놀음굿을 1958년 

그녀의 신딸 이선비(李先妣)와 함께 재현하여 1988년 국가무형문화재

로 지정되었다.

소놀이굿의 분포 지역은 경기도 장단에서 북상하여 황해도에 들어

서는 연백군과 금천을 거쳐 평산을 지나 서북쪽으로는 봉산군과 황주

를 거쳐 평양에 이르고, 동북쪽으로는 신계군과 곡산군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 놓인 평산군의 소놀음굿이 이제까지 알려지

지 않아 잃어버린 고리였다. 그것이 바로 남한에서 재현된 것이다.

소놀음굿은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소를 등장시켜 노는 놀음이면서 

가정과 마을의 액운을 쫓고 풍농을 기원하는 굿으로서, 굿의 종교적 

성격과 연희적 성격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음굿이다. 이 놀음굿은 농

경사회에서 중요한 가축인 소와 송아지, 소를 부리는 마부, 반우반인

의 농경신 신농씨, 인간을 창조하는 삼신제석, 인간을 성장시키는 사

은제석, 도덕과 예를 알려주는 복립제석, 곡식을 파종하는 애미보살, 

김매는 지장보살, 팔선녀, 연희자 악사와 명과 복을 관장하는 칠성신

이 등장하여 천상세계로부터 조선의 개국을 위해 하강하는 노정기●

를 서사무가로 노래하는 굿거리이다.

황해도 평산 지방에서 전승되던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양주소놀이

굿과 마찬가지로 경사굿의 제석거리에 이어 소놀이를 놀게 되어 있

고, 그 기원을 다 같이 농경의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양주소놀이굿 놀이판이 이제까지의 굿의 주 무대였던 마루에

서 앞마당으로 옮겨지고, 주역이 또한 무당으로부터 마부로 바뀌는데 

비하여 평산소놀음굿은 무대가 마당으로 옮겨지는 것은 같으나 놀이

의 주역은 시종 무당들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점이 다르다.

황해도평산소놀음굿은 현재 인천과 강화, 김포 등지를 중심으로 전

승되고 있다. 예능보유자인 이선비 무녀를 중심으로 보존회를 통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정기(路程記)

서사무가의하나.신이기거하는본

향에서부터굿하는장소에까지이르

는신의노정(路程)을노래하는무가.

보유자 고(故) 장보배(오른쪽) 

•사진출처: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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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도의 소놀음굿

황해도 평산 출신의 장보배에게서 소놀음굿을 포함한 황해도굿을 

배운 이선비 무녀가 연행한 평산소놀음굿은 경사굿 안에 속한 전체 

굿거리(① 산청울림, ② 당산맞이 및 성수거리, ③ 초부정 ④ 칠성제

석거리-소놀음굿, ⑤ 성주굿, ⑥ 장군거리, ⑦ 타살거리, ⑧ 대감거

리, ⑨ 조상거리, ⑩ 터주거리, ⑪ 말명거리, ⑫ 사냥굿, ⑬ 마당굿) 중 

칠성제석거리와 더불어 연행된다. 이때 굿판이 집안마루에서 마당으

로 옮겨진다. 

굿판은 앞마당에서 6명의 여자 무당이 장구와 징, 저나 피리를 가지

고 굿놀이를 벌인다. 마당에는 팔선녀가 내려오는 여덟 개의 무지개를 

상징하는 천을 늘어뜨리고, 그 밑에는 팔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곳이

라 하여 큰 물통에 바가지 여덟 개를 띄운다. 이것은 팔선녀가 하늘에

서 내려와 목욕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승천하는 것을 상징한다. 

소놀음굿이 시작되면 먼저 옥황상제에게서 전갈이 왔다고 하며 백

지를 제석에게 준다. 흰 장삼에 고깔을 쓴 무당이 제석역으로 나와 그 

백지를 받는다. 제석이 그것을 읽고 타령조로 사설을 부르면 나졸들

이 끝머리 사설을 만수받이로 받는다. 사설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에 강림하여 인간을 탄생시키고 조선국을 개국한 내력을 타령으

로 부른다. 제석은 지상춤을 추며 재배하고 옥황상제에게 조선국에 

무사히 나왔음을 알린다. 이렇게 해서 천상놀이가 끝나고 지상에서의 

놀이가 시작된다.

이때 바지저고리 차림에 벙거지를 쓴 마부가 소를 끌고 들어온다. 

소는 어미 논갈이소와 송아지로, 종이로 만든 쇠머리를 손에 잡고 짚

으로 만든 자리를 뒤집어쓴다. 제석은 마부와 소가 들어오면 이야기

를 하며 노래를 부르고, 마부는 소를 끌고 다니면서 밭갈이를 한다. 

이때 치마저고리에 수건을 쓰고 바구니를 든 애미보살이 씨를 뿌리며 

뒤따르고, 치마저고리에 호미를 든 지장보살이 김을 매면 갓 쓰고 도

포 입은 신농씨가 농사일을 감독하는 시늉을 한다.

이어서 소부리기와 쟁기의 바닥에 삽 모양의 쇳조각을 맞추는 법을 

가르치기, 방아찧기, 지경다지기, 아이만들기 등의 놀이를 하면서 농

사법과 복을 준다. 이어서 쌍그네 작두타기가 이어지는데 그네 작두
소와 마부(이선비 보유자)

•사진출처: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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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는 쌍작두를 약 4미터 높이의 그네에 매어 놓고 그 위에서 작두를 

타면서 동시에 그네를 뛴다. 그네 작두를 타기 위해 작두에 잡귀가 범

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지도록 산신님과 장군님을 청한다. 그

네 작두를 타고 난 다음 모든 소놀음굿을 끝낸 제석은 소를 타고, 나

졸들은 춤을 추며 굿판을 돌아 서천서역국으로 떠난다. 이로써 소놀

음굿은 끝나고 나머지 굿거리들이 다시 이어진다.

굿에 등장하는 삼불제석·애미보살·지장보살은 불교의 신들로, 

지상에 내려와 고통 받는 인간에게 복을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

것은 평산 소놀음굿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다. 또한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소놀음굿이 끝나고 나서 장수거리에서 모든 잡귀를 쫓는

다는 뜻에서 쌍작두를 타고 그네뛰기를 행하는 일이다. 작두날 위에 

서서 그네를 타는 것은 지금 전국에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보유자인 

이선비 만신뿐이다.

군웅거리(좌), 소와 만신과 마부(중), 

작두거리(우)

•사진 출처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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