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설문대할망의 달
May, the Month of
Seolmundae Halmang

제13회 설문대할망 문화제

무료관람 2019.5.1.

�설문대할망신화 문화운동�의 여명

5.31.

종합예술가

Seolmundaehalmang Festival

5월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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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스스로춤: 스스로-되기 2019 <연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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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의 詩노래 <단애에 걸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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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31ﾠ10:00~16:00ﾠ신화의정원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

5 / 1ﾠ15:00~16: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홍신자시니어무용단

5 / 5ﾠ19:00~22:00ﾠ제주돌문화공원 야외무대
주관ﾠ밤하늘지킴이, 볍씨학교

5 / 10ﾠ14:30~16:00ﾠ설문대할망제단 앞

주관ﾠ김기인춤문화재단

5 / 11ﾠ13:00~15: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제주국제화센터, 누보기획

5 / 13ﾠ10:00~17: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사)삶의예술문화원

5 / 14ﾠ19:00~21: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시하나 노래하나, 시화풍정 <담소>

2019 설문대할망제 본행사

5 / 15ﾠ10:00~13:00ﾠ설문대할망제단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 제주 굿문화제 <돌한마을 축제>
5 / 15ﾠ15:00~17:00ﾠ돌한마을 內 설문대할망당

주관ﾠ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제5회 설문대 국제명상음악제

5 / 15ﾠ19:00~21: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만난사람들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명상다례제

5 / 15ﾠ13:00~16:00ﾠ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주관ﾠ제주차인회

저절로춤 <일시무一始舞> 워크샵
5 / 16ﾠ14:00~16:00ﾠ2코스 출구 원두막

주관ﾠ제주봄날

하나의세계, 사랑의전설 국제명상음악회
5 / 16ﾠ19:00~21: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사)삶의예술문화원, 화합의여정

제5회 아난다마르가 국제명상음악제
5 / 18ﾠ15:00~17: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사)한국아난다마르가

제13회 설문대할망 문화제

15

오백장군들의 기천문 공연(氣舞)

22

16

태권뮤지컬 태권무무跆拳武舞 혼魂

23

5 / 19ﾠ11:00~16:00ﾠ설문대할망 제단, 하늘연못

주관ﾠ(사)세계기천총연맹 박사규

5 / 19ﾠ17:00~18:00ﾠ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주관ﾠ(주)Y-Kick Ent 김용재

17

설문대할망 작은음악회

18

설문대할망, 어머니의 땅 Mother�s Land

19
20
21

상 여 탐라여 돌아오라

5 / 26ﾠ19:00~21: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나무꽃, 한푸리 가무악 코리아

제4회 제주즉흥춤축제 <생태즉흥>

5 / 30, 31ﾠ14:30~21: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야외무대

주관ﾠ제주국제즉흥춤축제사무국

5 / 19ﾠ14:00~16: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사)서귀포실버악단, 제주문화예술원, 한얼메아리예술원

5 / 24ﾠ19:00~20: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ﾠHOHO plus

전시행사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

E1

전쟁종식 평화걷기 대회

E2

설문대 시낭송회

E3

5 / 25ﾠ9:00~15:00ﾠ제주돌문화공원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5 / 25ﾠ10:00~13:00ﾠ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야외전시장

주관ﾠ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국제청년평화그룹

5 / 25ﾠ15:00~17:00ﾠ석부작전시장

주관ﾠ설문대시모임

최재영, 김미희 부부 기증사진전

5 / 10 ~ 7 / 28ﾠ9:00~18:00ﾠ오백장군갤러리 1-5전시실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 오픈식ﾠ5 / 10 16:00

장승애 회화전 소리보기 Sound of Life

5 / 1 ~ 31ﾠ9:00~18:00ﾠ오백장군갤러리 6전시실

주관ﾠ제주돌문화공원 오픈식ﾠ5 / 1 14:00

심포에스타 2019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展
5 / 1 ~ 31ﾠ9:00~18:00ﾠ오백장군갤러리 7전시실

주관ﾠ제주국제화센터, 누보기획 오픈식ﾠ5 / 1 16:30

설문대할망 신화 문화운동

일찍이 우리들 마음의 집에서 가출해버린 설문대(設問大)? 라는
커다란 물음을 다시 찾아보자는 뜻에서

낭만과 신비가 가득한 제주의 지적문화재(知的文化財)

설문대할망신화 문화 운동에 국내외 20여개 문화예술단체가
예능 기부로 적극 참여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 5월 �설문대할망의 달�을 맞이하여

제주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일동

Cultural Movement of
Seolmundae Halmang Myth
In order to explore a big question of Seolmundae that has long gone
out of our heart, around 20 culture and art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 Cultural Movement of Seolmundae
Halmang Myth, which is the cultural intellectual property of Jeju, full of
romance and mystery, by donating their artistic talents.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sincere gratitude.
From all the members of Private and Public Joint Planning Group of Jeju

Stone Park, in celebration of �Seolmundae Halmang Month� on Ma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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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제13회 <우리들의 탑> 쌓기
관람객 및 행사참여자들의 염원을 담아 쌓는
우리들의 탑 오백장군 상징탑

날짜

5 / 1~ 31

장소

신화의정원

시간
주관

10:00 ~ 16:00

제주돌문화공원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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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자와 시니어 댄스
인생은 한송이 꽃이어라

5/1

날짜
시간
장소
주관

15:00 ~ 16: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인생의 시니어로서 그 간의 걸어온 여정과
앞으로의 갈 길을 묻고 헤아리다

홍신자 시니어 무용단과 함께 하는 워크샵 퍼포먼스
진행ﾠ홍신자

출연ﾠ장경숙, 허금실, 이봉숙, 이경선, 김형숙, 김봉진

수

세계적인 현대무용가 홍신자

홍신자시니어무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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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와 함께 하는 돌이 빛나는 밤에

5/5

날짜
시간
장소
주관

19:00 ~ 22:00

제주돌문화공원 야외무대

밤하늘지킴이, 볍씨학교

2019년 설문대할망의 빛,
마땅한 어둠에 깃들다
인공조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돌문화공원 안에서 자연그대로의 밤의 세계를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인공빛에
익숙해져 있고,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자리

프로그램

1.ﾠ밤, 신화와 우주 속으로의 산책

2.ﾠ자연 그대로의 야간 생태계 체험 프로그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신청방법 : https://www.facebook.com/JEJUNIGTHSKY
2018. 돌이 빛나는 밤에 행사 사진

일

이소현 소장 밤하늘지킴이

이영이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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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스스로춤
스스로-되기Becoming Oneself 2019 <연連>
�스스로춤�이 지향하는 <생태, 영성, 치유>의 주제를 담은 무용 작품 공연과
대중 참여형 서클댄스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공연
자연의 생명력과 춤을 연결하여 새로운 호흡과 구조를 만들어 간다.

하나는 둘이 되고, 둘은 넷이 되며 그것은 다시 하나로 모인다.

이러한 순환의 형태를 춤으로 풀어내면서 삶의 궤적을 살펴보려 한다.

｢설문대할망제｣는 제주라는 신성한 생명의 터전을 낳고 기른 위대한 어머니인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축제로서,

인간중심의 이성적 합리성에 기반한 과학기술 만능시대를 열어 자연을 도구화하고 파괴하면서 전지구적 재앙을 자초하기에 이른

남성적 패권주의와 대척을 이루는 여성적 모성의 상징인 설문대할망의 영과 혼이 아로새겨진 �설문대할망 신화�의 영적, 문화적 가치와

잠재성을 일깨워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가운데 새로운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마련

프로그램

1. ﾠ스스로춤 �연(連)� (30분) 출연 박성율, 하영미, 김수진, 이화진, 김포근, 박규리
2.ﾠCircle Dance (50분)

안내 김기선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날짜

5 / 10

장소

설문대할망제단 앞

시간
주관

예술감독 양정현

기획

이혜란

진행

김금광

작품기획 박성율
2018. 스스로춤 행사 사진

양정현 예술감독

금

14:30 ~ 16:00

김기인춤문화재단

김기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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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에스타SIMPOESTA 2019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 심포에스타 심포지엄의 �심포(Simpo)�와 축제를 뜻하는 페스타 (Festa)의 에스타를 합친 말로 심포지엄과 축제(전시, 공연 등)가 함께한다는 의미이다.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왜 설문대할망 신화인가를 다시 고민하며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라는 제목으로 설문대할망을 모티브로

연구자, 연출가,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마당과 예술마당으로 풀어낸다.

Ⅰ. 여는마당

1)ﾠ할망, 신이 되다

강연: 전경수 서울대 인류학과 명예교수

2)ﾠ이여이여 이여동 허라

설문대할망신화를 표현한 퍼포먼스

출연: 현애란 외

현애란

Ⅱ. 이야기마당

설문대할망 신화를 비롯한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삼은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예술작품들을 선별해 전시와 공연을 곁들이고,
이를 이야기마당에서도 함께 풀어낸다.

진행ﾠ조현설 서울대교수, 송정희 제주국제화센터 대표
출연ﾠ전경수 서울대 명예교수
조현설 서울대교수
한진오 극작가
양영심 작가

고석철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예술감독
현애란 배우

전경수 교수

조현설 교수

기획·진행 송정희

한진오 극작가

고석철 예술감독

양영심 작가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11

토

13:00 ~ 15: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국제화센터, 누보기획

Ⅲ. 갈무리마당

설문대할망 본풀이

설문대할망 설화를 주제로 창작한 퓨전국악 연주

출연ﾠ국악연희단 하나아트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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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문대設問大 워크샵
설문대할망신화와 모성성 IV <명상, 예술, 치유>
설문대할망의 모성성을 테마로 명상하며
예술과 치유로 승화시키는 정신 수련 워크샵

1부 (10:00~12:30)

사회ﾠ송순현 원장 정신세계원 대표

1.ﾠ등록

허남춘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설문대할망과 제주 신화 저자

2.ﾠ환영사

3.ﾠ강연1. 명상, 예술, 치유에서 만나는 할망 신화와 모성성

강득희 (사)삶의예술문화원 / 전 이화여대 문화사회학전공외래교수

4.ﾠ강연2. 미학적 접근으로 본 예술과 치유
5.ﾠ명상과 어튠먼트 (특별초청)

사회 송순현 원장

강득희 교수

허남춘 교수

정은광 원불교 교무, 전 원광대학교 미학전공 교수/ 미술 평론가

루이스 부름버그Louise Broomberg

International Attunement Practitioner Master Teacher

정은광 미술평론가

루이스 부름버그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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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주관

월

10:00 ~ 17: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삶의예술문화원

사회 이재형 대표

2부 (13:30~17:00)

사회ﾠ이재형 (사)삶의예술문화원 대표

1.ﾠ오월의 씻김극(모노 드라마)

2.ﾠ살풀이춤(독무)과 선비춤(부부 듀엣)

이당금 연극인, 광주 푸른극단 공동대표

박승준, 이숙경

- 박승준 대한민국 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 등 선비춤으로 7회 대상 경력, 전 배화여대 국문학전공 교수

- 이숙경 새만금 전국 무용경연대회 및 해외공연단 선발 대한민국 무용대회 대상등 20여회 수상

3.ﾠ학춤
4.ﾠ명상음악 (특별초청)
5.ﾠ종합토의
이당금 대표, 오월의 씻김극(모노드라마)

박소산 (학춤)

박소산 동래학춤 명인

동방묘음 東方妙音 Mystic Voice 미국
페페로니 단자 Pepe Danza 캐나다

이숙경, 박승준 (선비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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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풍정<담소>와 장영춘 시인이 함께하는
제주의 詩노래 <단애에 걸다>
제주 시인 장영춘의 시를 시화풍정<담소>재구성하여 노래하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무대

연주ﾠ한보리, 오영묵, 이병채, 이우정, 박구영, 전영규, 신해경, 김영열, 명예찬, 구름비나무

그동안 김수열 시인, 김순남 시인, 허영선 시인에 이어 네 번째 �제주의 詩노래�를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연다. �제주의 詩노래�를 주관하고 있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1980년 후반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각분야의 예술인들이 모여 30여 년 활동해 온 국내 유일의 �열린문화공동체�.

그들은 2015년부터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예능기부를 해마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詩노래�라는 詩詩하면서도 희귀한 나무 하나를 돌문화공원에 심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1997년부터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콘서트�, �간이역 콘서트� 등을 진행하
며 시를 노래로 만들어 공연, 음반 제작들을 통해 시노래의 지평을 열었으며 현재는 시화풍정< 담소>의 이
름으로 매달 첫 주 삶의 풍토와 예술을 나누고 있다.

2018. 제주의 詩노래 행사 장면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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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주관

화

19:00 ~ 21: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시하나노래하나,시화풍정담소

단애에 걸다
장영춘

이 겨울 누가 내게 마른 꽃을 건넨 걸까

거꾸로 걸어 놓은 한 움큼 산수국이
기어코 애월바다로
나를 끌고 나왔다

어디로 가는 걸까 한 무리 괭이갈매기

저마다 파도 끝에 사연들을 묻어놓고
해질녘 아득한 하늘

또 하루를 삭힌다

늦은 귀갓길에 눈 몇 송이 남아서

모난 마음 한쪽 자구만 깎아낸다
아슬히 단애斷崖에 걸린

인연마저 떠민다

장영춘 시인 은 제주 애월읍 곽지리에서 태어나 지난
2001년 지천명의 나이로 �시조세계�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늦깎이 시인이다. 시집 <쇠똥구리의 무단횡단>,
< 어떤 직유>, 현대시조 100인선 <노란, 그저 노란>이

있다. 한국작가회의, 제주작가회의, 제주시조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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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문대할망제 본행사
사회
축사

홍민아 사람과예술<The PARAN> 대표
정달호 제주돌문화공원 운영위원장

기조강연 변영섭 고려대 명예교수, 전 문화재청장

설문대할망페스티벌과 돌문화공원에 대하여

제 의식

사회 홍민아 대표

창조여신인 �설문대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림

1.ﾠ헌향(獻香), 헌다(獻茶), 헌화(獻花)
2.ﾠ고유문 낭독

3.ﾠ헌시(獻詩) : 당신입니까? 설문대할망, 크고 설운 이름이여(허은실作)

4.ﾠ헌예물(獻藝物) 설문대할망께 드리는 예물 9가지
5.ﾠ헌무: 바라춤 및 화청(회심곡)

8.ﾠ제주어 노래 공연
9.ﾠ어버이 마음

9인의 여성 제관

구름비나무

박경선 명창

9인의 여성 제관

동희 스님 외 2인

동방묘음 東方妙音 Mystic Voice 미국

연주ﾠ페페로니 단자Pepe Danza 캐나다, 이종린 Li Zhong Ren 싱가포르 제신곡연출ﾠ명산

10.ﾠ축제공연: 우주의 생성 과정과 제주의 신화을 되새긴다(천지인 무용)

11.ﾠ전통차 및 전통음식 체험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시화풍정 담소

6.ﾠ설문대할망 송가
7.ﾠ제신곡

정달호 위원장

교래분교 학생들

교래분교 학생들 (with 볍씨학교 학생들)
더 무브THE MOVE Art Company

제주차인회

2012년 9인의 여성 제관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5 / 15

날짜
시간

10:00 ~ 13:00

설문대할망제단

장소

제주돌문화공원

주관

1

1 동희 스님
2 윤성은 안무가
3 구름비나무 시화풍정<담소>
4 볍씨학교 학생들
5 교래분교 학생들

2

4

3

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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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제주 굿 문화제 <돌한마을 축제>
제주와 세상의 안녕을 염원하는 굿 문화제

제주전통초가인 돌한마을에서 열리는 설문대 제주 굿 문화제는 가장 제주다운

정체성, 향토성, 예술이 삼위일체가 되어 축제를 더욱 빛내주고 있다.

사회ﾠ허남춘 제주대 교수
초감제

초감제, 새�림, 신청궤(설문대할망 청함)

새도림, 푸다시 새�림은 신이 내려오는 길과 굿하는 장소는 물론 사람에 이르기까지
석살림

나까시리

서우제소리

부정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씻어내는 뜻.

석살림은 신을 즐겁게 놀리는 의미의 재차

특별히 만든 시루떡을 신에게 바치는 재차

굿제차를 마감하며 신에게 술과 떡등으로 대접 하고 서우제소리를

흥겹게 부르며 단골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어 돌려보내는 재차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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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주관

10:00 ~ 14:00

돌한마을 內 설문대할망당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김윤수 총괄감독

총괄감독 김윤수
굿집전
연물

김영철, 김연희, 이승순, 이용옥, 신순덕, 신복만
김연희, 이용순, 김영철, 양승건, 김도안, 윤미란

보조진행 이성룡, 고승효, 박은희, 고광칠

수

허남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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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설문대 국제명상음악제
우리에게 간절한 정화의식,
명상음악은 그 정화의식의 가장 소중한 청정제
진행 구름비나무

동희 스님 (징:진성 스님)

1.ﾠ화청공연 회심곡

2.ﾠ거울속으로

3.ﾠ다기, 마음이 머무는 곳, 인연의 소리

4.ﾠ돌담, 물매화(김순남 시), 보말죽(김수열 시)
5.ﾠ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권우근
홍관수

뚜럼브라더스
볍씨학교학생

이은경(한국요들합창단)

6.ﾠ계곡에 밤이 오면

안네트 가이저 Annette Geiger

7.ﾠLook high enough

박사규 문주 외 1명

8.ﾠ천부경 독경과 무

길에서만난사람들

9.ﾠ하레 크리슈나 람
동희 스님

이은경(한국요들송합창단) 2017설문대국제명상음악제

권우근

홍관수

길에서만난사람들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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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주관

동희 스님
권우근
홍관수

수

19:00 ~ 21: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만난사람들

故 박송암 스님의 명맥을 계승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분야의 명인, 불교공연예술분야의 선구자

퍼커셔니스트(타악기연주자)로서 수많은 가수들 라이브공연 및 스튜디오 녹음세션 으로 활동. 조관우, 안재욱, 강타, 신승훈,
플라이투더스카이 등 그 외 수많은 가수들과 작업

음악 명상가, 시각장애 1급, 제주한림 출신, 자작곡 발표 개인 콘서트 및 기념 앨범 제작, 여러 기관단체 공연 및 강연 토크콘서트

뚜럼브라더스 박순동, 문지윤 2인 밴드. 소멸위기의 제주어를 살려보자고 제주어로 창작하고 노래하는 바보

볍씨학교학생 �만나는 생명들과 차별 없이 어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을 지향하며 제주선흘마을에서 공동체생활을 하는 대안학교 학생들.
이은경(한국요들송 합창단) ﾠMBC 뽀뽀뽀 요들언니, KBS TV 유치원, KBS 더하모니 금상, 대교방송코러스코리아금상, 유니뮤직레이스 금상
안네트 가이저
박사규 문주

Annette Geiger 스위스 음악가 Transverse Flutes 연주가

기천문 2대 문주, 한국 전통무예 총연맹 2대 총재

길에서만난사람들 5년여를 한결같이 설문대할망제와 명상음악제를 이끌어온 순수한 문화공연 단체
박사규 문주

볍씨학교학생

안네트 가이저 Annette Geiger 스위스

뚜럼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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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명상다례제

주관

2018. 명상다례제 행사

(사)한국차인연합회 제주차인회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통차 제례예법을 전하고 있다.

13:00 ~ 16:00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창조여신 설문대 할망을 기리기 위한
명상다례제

10여년이 넘게 설문대할망제를 위해

수

제주차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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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무一始舞

저절로춤 <

> 워크샵

날짜

5 / 16

장소

2코스 출구 원두막

시간
주관

명상과 힐링을 위한 일시무
참가자들과 함께 배우고 체험하는 워크샵

하늘을 담은 하늘연못

프로그램

봄바람 부니 일시무라

- 실습 : 60분

하늘을 품은 사람마음
천지인 얼쑤 하나되네

- 원리 및 실습요령 설명 : 30분

- 체험 나눔 : 30분

진행 및 지도ﾠ송순현 정신세계사를 창립하였고 30여년간 명상힐링 분야의 출판 및 교육 사업에 종사,
제주도가 명상힐링의 섬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비영리단체�제주봄날�설립

목

14:00 ~ 16:00

제주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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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세계, 사랑의 전설 One World, The Tales of Love
국제명상음악회
4.3 희생자를 치유하고 사랑, 화합, 평화, 창조를 위한
세계명상음악회

축복의 섬, 슬픔의 섬, 돌의 섬, 바람의 섬, 여성의 섬, 사랑의 섬, 미래의 섬 제주도, 이천년의 한을 설문대할망의 참사랑,

세계 유일한 화산의 예술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세계영성음악가 동방묘음의 정화의 소리, 지혜의 소리, 사랑의 소리,

화음의 소리, 하나의 소리 파장이 전파되어 마음의 치유, 인간생명의 근원을 연결하여, 밝고 화목한 새로운 마음의

평화공간을 창조하여 모든 이들의 �사랑의 섬�, 세계힐링의 중심 및 한국문화의 명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돌과 인간

그리고 행복의 좌표 제시로 천지인 합일의 가치를 구현함에 있다.
사회ﾠ이재형 삶의예술문화원 대표

감사말씀ﾠ송승문 제주4.3희생자 유족회장

동방묘음 東方妙音 Mystic Voice 미국
사회 이재형 대표

공연순서

제1장_ 창조의 사랑
제2장_ 합일의 사랑

• 세계영성음악가, 화합예술창시자 Sacred Chamting
• 화합의 여정 Journey of Harmony 창시자 (12년간 세계인류평화를 위해 지구 20만Km 순회공연 및 포럼 교류)

명산박양길 Richard Park 철학가, 시인, 감독

특별초청

페페로니 단자 Pepe Danza (캐나다) 세계명상치유음악가, 현재 이스라엘에서 명상치유음악을 주도하
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 남미, 유럽, 북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일본 를 집대성하여 300여 악기에 대한 이해를 접목
시켜 마음 진동의 선율 연출
송승문 회장

명산 박양길

이중인 Li Zhong Ren (싱가포르) 작곡가, 피아니스트, 화합의여정 동방묘음하늘음악단 단원

페페로니 단자

이중인

5 / 16

날짜
시간
장소

목

19:00 ~ 21: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화합의여정, (사)삶의예술문화원

하나의 세계, 사랑의 전설ﾠ

One World, The Tales of Love

제주도를 세계명상 치유의 섬으로

2018. 제주돌문화공원 하늘연못에서 명상음악 연출 장면, 동방묘음東方妙音 Mystic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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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아난다마르가 국제명상음악제
2019 아난다마르가 제주 명상캠프 �기다림�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하나의 지구촌가족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과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명상음악제
2부 : 소자와 함께하는 여행

1부

1. 상가차드방 ㅡ다함께 노래를

1. Tiny Green Island

2. 다르마의 축시

2. BNK

3. 샨티의 프라바트 상기트

3. Gayatrii Mantra

4. 찬다바티의 생명의 노래

릴라마야 Liilamaya

4. Prabhat Samgiita

5. 산토샤의 바잔

6. 죠쉬나의 영성음악과 춤...헤마의 협연

5. Long Time Sun(바잔)

릴라마야는 밴드 소자의 한 멤버로서 소자는 2004년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을 연주하며 앨범을 만들어 왔다. 소자
는 키르탄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챈트와 서양의

포크 뮤직을 혼합한 새로운 쟝르를 보여준다. 키르탄은 가슴

에서 흘러나와 청중들의 우주적 사랑과 헌신에 불을 지피는
음악이다. 전통적인 공연 스타일과는 다르게 소자는 청중이

기획 이정이

진행 채경선

진행 오복희

통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래에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18

토

15:00 ~ 17: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한국 아난다마르가

아난다마르가는 현재 약 120여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
히 지구촌 전역에 걸친 사회 봉사활동으로 인해 UN에서 아
난다마르가 범 지구촌 구호팀 AMURT, Ananda Marga Universal Relief
Team의 비정부기구NGO로 등록

(사)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 협회 회원들이 2016년 국제명상음악제를 끝내고 시원한 함덕바닷가로 나가 명상하고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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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장군들의 기천문 공연 氣舞
성공적인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위한 10인의 기천문 공연
기천은 우리 민족의 얼은 물론,

자연과 우주와 인류의 법과 이치가 담겨있는

천부경 등에서 상징하며 뜻하고 있는 수련법이다
초대문교부장관 안호상

기천은 산중무예로써 태극의 원리와 강한 역근법으로 몸과 마음을 닦아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고유의 치신득도법이며 민족선도이다.

박사규ﾠ기천문 2대 문주, 한국 전통무예 총연맹 2대 총재

2003.
2004.
2011.
2012.
2014.
2016.
2016.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평양)
청와대 연무관 시연, 세계문화오픈(WCO) (평화상 수상)
지구촌 및 세계문화축제 (서울 이태원)
광복절 행사 (서울 시청 광장), 개천절 행사 (서울 시청 광장)
한ㆍ일 전통무예인 교류회 (국회회관)
고마신사 (일본 고구려 신사) 1300주년 행사 시연
한ㆍ미 무예교류회 (뉴올리언스) 시연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19

일

11:00 ~ 16:00

설문대할망 제단, 하늘연못

(사)세계기천총연맹 박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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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장군들이 펼치는 태권뮤지컬
태권무무跆拳武舞 혼魂

5 / 19

날짜
시간
장소
주관

17:00 ~ 18:00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주)Y-Kick Ent 김용재

오백장군들의 기상을 펼치기 위한 20인의 태권무 공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초청 작품

해외 15개국, 103개 도시 초청 공연 완료!

환상의 섬 제주에서 펼쳐지는 버라이어티 태권도 공연!

기획의도

공연 순서

음양오행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수호했던 오방의 깃발에 한글의 슬기와 태권도의 기상을

2. 봉황마을

2019년 설문대할망페스티벌을 기념하여 진행하게 되는 태권무무 跆拳武舞 혼 魂 은

담아 한국인의 타오르는 열정과 의지를 아리랑과 함께 표현 하는 작품이다. 제주의 상징인
돌문화공원에서 꽃피우는 사랑과 우정을 그렸으며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평화와 자유의지를

이끌어 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연소개

태권무무 跆拳武舞 혼 魂 의 공연형식은 무도 시범의 양태를 취하고 있지만 인간의 육체가 갖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퍼포먼스에 스토리를 가미하였고,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형식의 음악,
미술, 무대 및 음향효과 등이 어우러진 종합예술을 선보이며 예술성을 이끌어갑니다.

일

1. 천지인- Opening
3. 태극원

4. 태극무궁화진
5. 태권무무
6. 위기 - 적

7. 시련 - 패배
8. 생명의 숨

9. 최후의 대결 - 승리
10.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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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 작은음악회

5 / 19

날짜
시간

14:00 ~ 16: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장소

주관 (사)서귀포실버악단, 제주문화예술원, 한얼메아리예술원

설문대할망 신화를 널리 알리기위해
관광객,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적인 모습들을 공연에 담다
1마당ﾠ 설문대할망페스티벌 실버음악회 (14:00~14:40)
1ﾠ추억에 소야곡, 유리벽 사랑
2ﾠ무용: 물 허벅

3ﾠ안개속에 두 그림자, 갈매기 사랑
4ﾠ님이 좋아, 인생 이리랑

5ﾠ서귀포를 아시나요, 정말좋았네
6ﾠ뱃노래, 느영나영

2마당ﾠ 설문대어멍 품은 작은 음악회 (14:40~15:20)

(사)서귀포실버악단

김연숙

김원효 외 3명

신만중

서희

조아영

김원효외 2명

제주문화예술원

1ﾠ벚꽃엔딩, 유채꽃

현애숙 오카리나, 권영철 하모니카

3ﾠ외로운양치기 등

이선일 팬플룻

2ﾠ제주아리랑, 세월베고 길게누운 구름 한조각, 어매, 광대
4ﾠ지정곡

5ﾠ서귀포를 아시나요, 서귀포칠십리

3마당ﾠ 어우렁 더우렁 (15:20~16:00)

일

백만장자 백영심, 오일권

현애숙, 이선일

쇠소깍실버합창단
한얼메아리예술원

한얼메아리예술원 (上)
제주예술문화원 (下)
서귀포실버악단 (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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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시간
장소

설문대할망, 어머니의 땅 Mother's Land

주관

5 / 24

금

19:00 ~ 20: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HOHO plus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의 애잔하면서도 장엄한 모성애와
제주돌문화공원에 강림하여 지구촌을 지키는 석령 오백장군의 이야기
인류에게 천지창조의 바이블이 있다면 제주에는 제주창조의 바이블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설문대할망의 신화이다.

제주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의 애잔하면서도 장엄한 모성애와 제주돌문화공원에 강림하여 지구촌을 지키는 석령 오백장군의

이야기를 인간의 영성을 되살리는 빛과 소리, 영적 몸의 움직임으로 연출한 무용작품 �어머니의 땅�.

제주 설문대할망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모성애 �성령�의 역사를 오백개의 제주돌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무대미술, 영성으로 작곡한 음악, 무용가의 영혼육의 에너지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종합예술작품.
정신애 무용가

공연내용

1. 천지창조 - 빛이 있으라
2. 하늘연못 - 궁창
3. 젖은 치마폭

4. 은하수 - 한라산, 오름

5.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6. 어머니의 마음

7. 새로운 삶의 통로 - 성령의 바람

정신애 본명 정선혜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무용전공 (체육학박사)
-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및 제27호 승무 이수자
- 2009년 한국예술평론가협회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 선정
- 1996~2018년 무용 및 뮤지컬 140회 공연
- 천안시립무용단장 역임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역임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역임
- (현재) HOHO plus 대표

• 공연기획ﾠHOHO plus
• 기획 및 안무ﾠ정신애
• 미술감독 및 그래픽 디자인ﾠ김남호 현대미술가, (전)상명대 교수
• 무대감독ﾠ김지수 영화미술감독
• 공연홍보ﾠ김창헌
• 공연연출ﾠ박현정

설문대할망페스티벌 2019

시간
장소
주관

김남호 作

5 / 24

날짜

금

19:00 ~ 20: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HOHO plus

김남호 미술감독

김지수 무대감독

김창헌 공연홍보

박현정 공연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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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5

날짜
시간
장소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

주관

9:00 ~ 15:00

제주의 역사와 시대별 돌문화, 설문대할망 신화를 제주돌문화공원에서 해설을 들으며 탐방한다.

코스 돌문화공원 매표소 → 19계단 → 하늘연못 → 제주돌박물관

→ 시대별돌문화전시장 → 제주전통초가 돌한마을 → 오백장군갤러리

김원순, 김유신

김원순 제주문화관광
해설사협회 前회장上
김유신 제주문화관광 해설사下

2018년 교래자연휴양림 초가 매표소 앞에서 기념촬영

제주돌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주의 설문대할망 신화, 역사, 문화를
함께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

강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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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선언 6주년 기념행사 및
전쟁종식 평화걷기 대회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25

토

10:00 ~ 13: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야외전시장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국제청년평화그룹

세계평화 선언 기념행사 및 설문대할망의 발자취
국제청년평화그룹 걷기대회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 10조 38항) 국제법 제정 촉구,

6주년 기념행사 및 평화걷기 대회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DPCW)을 통한 분쟁 해결과 평화문화 전파

전세계HWPL 50여개국 회원국, 100여개 도시 동시진행 및 영상송출

2018 국제청년평화그룹걷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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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 시낭송회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25

15:00 ~ 17:00

석부작전시장
설문대시모임

설문대시모임 시인들과
설문대할망에 대한 시를 발표하고 낭송하는 시간

설문대시모임은 설문대할망 신화와 더불어 전설 등 우리 역사를 살피고

시로 승화 하자는데 뜻을 모은 사람들이다.

그 첫 시도로 설문대할망에 대한 시를발표하고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노래처럼 전설처럼
한희정

숨 가쁘게 살았어도 내력은 부르러라
담담히 풀어내는, 가슴 속 숨겼던 말

담쟁이 뒤틀린 마디에 푸른 혈관 보이네
몇 겁을 돌고 돌아 새 옷 한 벌 입으셨나

진행ﾠ김순남 시인

아쉬운 명주 한 필 구름으로 감아 놓고
오늘도 오백나한에 두 손 꼭꼭 모으며

제주 땅에 산다는 건 뿌리를 내리는 거

구멍 난 치마폭으로 섬에다 섬을 얹히며
긴 여정 설문대할망이 맨발로 와 계시다

설문대시모임 참석자
김순남, 장영춘, 한희정, 김진숙,
김영숙, 김정숙, 김연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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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상 여 탐라여 돌아오라
제주의 모든 죽음을 우리의 하얀 상여로 내 보내고,
다시 돌아온 할망으로부터 다시금 아름다운 옛 탐라를 환생시키다
창조의 여신 설문대 할망의 육신인 아름다운 제주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하나둘 사라져
가는 오름들과 자연의 많은 것들을 죽음과 환생으로, 설문대할망의 신화속 오백의
아들들이 제주의 모든 죽음을 우리의 하얀 상여로 내 보내고, 할망을 귀환 하시게 하여

다시금 아름다운 옛 탐라를 환생시킨다는 주제로 우리의 상여 소리, 전통 국악 악기들과

현대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 슬프지만 아름다운 악극을 만들어 선보인다.

아트프로젝트 그룹, 나무꽃

전통 소리꾼, 춤꾼과 콘트라베이스, 퍼커션, 클래식기타 등 현대
악기 연주자들이 결성한 문화예술그룹으로 국악을 바탕으로 다
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어우러진 창의적인 예술공연을 하며, 제
주의 아름다움을 춤과 음악으로 표현하고, 삶의 이야기를 담아
내는 아트프로젝트 그룹이며 문화예술 공연 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기획, 연출 그리고 제작하여 공연무대에 올리고 있음.

국악 관현악단, 한푸리 가무악 코리아

�국악을 생활의 동반자� 라는 취지로 1995년 창단된 이래 우리
가락에 내재하는 흥과 멋과 한을 소개해 많은 음악 애호가의 심
금을 울려 절찬을 받고 있는 국악 관현악단. 특히 경제성을 이유
로 도외시 되어 온 국악의 장르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음악을 발굴해 무대에 올리는 일을 계속 진행해
왔으며 또 대중한테 좀 더 다가가고자 함께 호흡하고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전통음악을 추구하고 있는 국악 관현악단.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5 / 26

날짜
시간
장소
주관

공연순서

1장_ 설문대항망 등장

이몸이 섬 인고로

2장_ 설문대할망의 탐라

환생의 소리

일

19:00 ~ 21: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나무꽃, 한푸리 가무악 코리아

기획·연출: 은숙

박연술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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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제주즉흥춤축제 <생태즉흥>

Jeju International Improvisation Dance Festival 2019

가장 순수한 춤과 만나다

장광열 예술감독

1.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 공연
5월 30일(목) 14:30 - 21:00

14:30 제주의 돌과 생태즉흥 공연 1 (야외)

출연ﾠ남정호, 이정인, 무용다방 한국, Namstrops, Makoto

Matshima 일본, Mike Nord 미국, Dansema Dance
Theater 리투아니아, Bata Rita 헝가리

19:00 컨택 즉흥 공연

출연ﾠ남정호, 기은주, 이정인, 안지석, Makoto Matshima, Mike

Nord 연주

19:45 관객과 함께 하는 즉흥 파티

2016. 제주국제즉흥춤축제 행사 사진

2. 자연과 함께 하는 즉흥 공연
5월 31일(금) 14:30 - 16:00

14:30 제주의 돌과 생태즉흥 공연 2

장소ﾠ제주돌문화공원 일원(야외)

출연ﾠ블랙냉장고, Her & Him, STS 픽업 프로젝트,문화예술창

작소바체, 강미희, 곽고은 & 전지예, 은숙, 남정호, Makoto
Matshima, Mike Nord, 더 무브 The Move

15:30 관객과 함께 하는 즉흥

Seolmundaehalmang Festival 2019

날짜

5 / 30 , 31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야외무대

시간
주관

목

금

14:30 ~ 21:00

제주국제즉흥춤축제사무국

2016.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생태즉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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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
최재영, 김미희 부부 기증사진전

날짜

5 / 10 ~ 7 / 28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1~5전시실

시간
주관

09:00 ~ 18:00

제주돌문화공원

살아있는 신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우주, 그 빛방울
오픈식

일시ﾠ5월 10일 금요일 16:00

장소ﾠ오백장군갤러리 1층 전시실

축사 장정언 제주돌문화공원 초대 운영위원장
논평 육명심 사진가

최재영, 김미희 부부 사진가 최재영은 1952년 경북 대구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 뒤 1976년 동아일보에서 사진기자를 시작으로
1978년 중앙일보로 회사를 옮긴 후 청와대, 판문점, 국회 등을 출입하고, 재직 중 한국사진기자협회가 주최하는 한국보도사진전에서 금상 등 다수의 상을
수차례 수상했다.

2011년 1월, 생전 백남준의 무속적 행위예술을 기록한 ｢백남준 굿｣ 개인전, 2012년 9월-2013년 4월 대통령의 권력 무상함을 33년간 기록한 대한민국 대

통령의 ｢빛과 그림자｣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모교인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중앙일보 편집국 사진부부장을
거쳐 2011년 8월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사진담당 국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동강국제사진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다수의 사진전을 기획 및

감독 맡았고 현재 독립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2014년 1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로 거주지를 옮긴 후부터 제주돌문화공원 핵심주제로 설치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다.

부인 김미희는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 사범대학교 졸업, 오로지 교직 생활 30년 동안 헌신하다 정년 직후 사진가 남편과 함께 제주에 내려오
면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진을 배우기 시작. 5년 여 동안 물방울에 빠져 사진을 찍다 보니 빛방울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사진의 세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주, 그 빛방울
김미희

살아있는 신화,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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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페스티벌 특별전
장승애 회화전 소리보기 Sound of Life

날짜

5 / 1 ~ 5 / 31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6전시실

시간
주관

9:00 ~ 18:00

제주돌문화공원

삶 속에서 사람이 주체로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사랑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는 조화
오픈식

일시ﾠ5월 1일 수요일 14:00

장소ﾠ오백장군갤러리 6전시실 (2층)
먼 옛날 천부경의 이념 아래 어울려 연구하고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후 천여 년 전 한반도에서 신라 시대 최치원 선생께서

현재 쓰이고 있는 한자로 형상화하여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부경 81자 안에 유교, 불교, 선도를 아우르는 사상과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삶 속에서 사람이 주체로서 자연과 하나 되어 사랑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균형을 이루어 조화롭게 밝혀 나감입니다.

사람이 근본이라 사람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표현하고 나누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하나임을 아는 삶이 천부경의 진리입니다.

장승애ﾠ미국 로스앤젤레스

의 한스 버크하트 미술연구
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에서 서양화 전공, 스위스 출
신 추상표현주의의 거장 한
스 벅카르트에게 10년간 회
화수업

백록담 White Mountain 2009
캔버스에 혼합재료 112X1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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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에스타SIMPOESTA 2019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展

날짜
시간
장소
주관

5 / 1 ~ 5 / 31

9:00 ~ 18:00

오백장군갤러리 7전시실

제주국제화센터, 누보기획

창조·여신·예술의 3중주

설문대할망을 주제로 그림, 그림책, 영상으로 표현한 전시

참여작가 신나락만나락 (양영심, 고경리, 이강인, 한항선, 강동균, 장수영, 한아영, 최지은),

오픈식

Agne Latinyte, 불휘공(한진오, 이도희, 유용예), 김영화, 양재성

일시ﾠ5월 1일 수요일 16:30

장소ﾠ오백장군갤러리 7전시실 (2층)

오프닝퍼포먼스 무왕불복 (한진오)

기획

문봉순

전시연출 양천우

2019. 불휘공(한진오, 이도희, 유용예),
영상, 사라진 것들의 미래

설문대할망 문화제 의의

5월이 오면, 한라산에는 오백 명 아들들의 피눈물에

붉게 물들여진 철쭉꽃들이 만발한다.

철쭉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꽃이 아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가 깃든 한라산 영실(靈室)의
꽃들이야말로 제주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피어지지 않는

�신화(神花)�라고 할 것이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는,

한라산 영실에서 발원하여 시간의 계곡을 따라 흐르며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솟아오르는 해변의 용천수처럼,

서정적 이야기에서 영웅적 이야기로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로 솟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을 건너 우주적 모성으로 화신(化神)한

설문대할망의 이야기를 현대는 제대로 전해 줄 의무가 있고,
후대는 온전히 전해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에 깃든 향토적 아름다움과 보편적 가르침을
더불어 맛보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후손 사이에 시간을 뛰어넘는 교통과 친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제주돌문화공원이 �돌의 거장�이신 종합예술가 설문대할망을 핵심

주제로 선양하는 이유이고, 2006년부터 매해 5월 제주돌문화공원이
설문대할망 문화제를 지내오는 뜻이기도 하다.

633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2023, Namjo-ro, Jocheon-eup,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064-710-7731 총괄기획단 064-784-7311 www.jeju.go.kr / jejustonepark

사진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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