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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기념물 제25호 조록나무뿌리 형상물 (210×1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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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 제주돌문화공원 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 일동 -

제7회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를 맞이하여

현 병 휴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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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물장오리, 산방산과 오름 등 제주도의 각 자연지형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담아 오랜 세월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설화는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제주민의 사상까지 엿볼 수 있는 훌륭한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문대할망제는 이러한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이를 문화콘텐츠로 활용
하여 현대사회를 사는 이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우리의 문화자산임을 알리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설문대할망제와 함께 진행되는 부대행사들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소개하면서 더욱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가 좀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로 발전하여 설문대할망 설화의 의미와 큰 뜻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에 무상으로 그림 사용을 허락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제주돌사모’ 모임의 발대를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5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에 즈음하여

장 정 언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늘 제7회 설문대할망제에 즈음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거듭하면서 이어온 행사 전통을 살려 오늘과
같이 제의(祭儀)의 기틀을 다져주신 돌문화공원 관계자 여러분과 백운철 총괄기획단장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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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오직 설문대할망 설화가 오랜 세월 시들지 않고 더욱 더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은 비록 작은 섬에 살고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녹아있는 제주인의 위대한 상상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낭만과 신비가 가득한 대목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군신화보다 오래된 창세신화, 제주도를 창조하신 여성의 강건한 기상, 열악한 환경을 헤쳐 나가는
엑소더스와 같은 전설 속의 이야기 내용에서 제주의 정체성을 재발견할 때 제주도가 추진 중인 “설문대
할망전시관” 건립과 더불어 고유한 향토문화체취를 생생하게 담아내게 되고 자치실현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취지가 오늘의 행사를 통해서도 살아 숨 쉬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제주신화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민속 문화자원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통상적인 인지(認知)
를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상력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상력이야말로 도시화 된 현대
인의 삶 속에 무한한 창의력과 삶의 활력소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풍부한 제주설화가 준비된 서 말의 보배라면 이제 그것을 실로 보배롭게 꿰는 일만
남은 셈입니다.
이 문화행사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향토문화를 꽃 피우는 보배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제주돌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인 “제주돌사모” 회원들을 비롯한 도민여러분께서
설문대할망이 제주를 창조한 크고 넓은 마음으로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5. 15

설문대할망전시관 속에 제주도가 활짝 꽃 피워지기를

허 남 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

제주에는 창세신화가 여러 심방들의 무가 속에 남아 있다. <천지왕본풀이>가 대표적인데, 창세의 흔적
을 지니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도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의 국토를 형성한 이야기로 거구의
여신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며, 엄청난 양을 배설하고, 큰 옷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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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은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거대한 몸으로 하늘을 들어 올려 세상
을 만든 창세신과 대비된다. 단순하게 지형을 형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신화체계를 본다면 천지분
리와 국토생성은 모두 창세신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다. 지형전설처럼 보이는 설화에도 섬과 오름의
창조 모티프가 담겨 있어 원래 설문대할망 설화가 지니고 있었던 창세신화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설문대할망과 같은 여성신은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모한다. 여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로
바뀌면서, 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성영웅이 등장한다. 여성 창세신이 남성 배우자를 만나고 남성
신의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이어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 여성신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강력한
힘을 가진 거대한 신이 점차 부드럽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변모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신화는 이렇게
전설로 바뀌는 경로를 따라간다. 그래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된다.
일부에서는 설문대할망 이야기가 전설인데 왜 신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날조하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남겨진 것에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변모한 전설의 비애가 두드러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 역사의 켜를 벗겨내고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신화가 내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왜 우리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할망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 애썼던가. 제주도를 만들었던 여신이면서 제주도민의 염원에
귀 기울였던 위대한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할망은 바느질하듯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제주도를 만들었다.
할망의 보살핌으로 제주의 아름다움이 잘 지켜져 왔다. 이제 후손들은 할망을 기리면서 자연과 문화의
아름다움을 잘 지켜온 이 세상을 더욱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할망의 이야기는 이런 이유로 현재에
다시 신화로 부활되어야 한다.
할망이 만든 아름다운 제주도를 위해 우리는 수년 째 설문대할망제를 지내고 있다. 제주도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있다. 할망이 굽어 살펴서 만사가 여의하길 기대한다.
한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 설문대할망 신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설문대할망 전시관>이 잘 지어져야
한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120만 제주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새로운 문화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수
만 년을 지켜 온 신화의 땅 제주도를 다시 수만 년 지탱하기 위해 할망과 할망의 신화가 <설문대할망
전시관> 속에서 활짝 꽃피우길 기대한다.
2013. 5. 15

2013 설문대할망제 순서

5월 14일 (화)

문화행사 / 자연힐링 한마당 (자연, 예술, 명상)
추진위원 : Hansen Vana Kim, 박유진, 수덕스님, 송순현, 이섬백, 법화

09:30
11:00
12:30
14:00
15:30
17:10
18:10

-

10:50
12:30
14:00
15:20
16:50
18:10
18:40

5월 15일 (수)

요가 시연 / 강다은
숲길 명상 - 교래자연휴양림 생태체험로 / 박익수
휴식
선도명상 / 김현문
가족심리극 & MBST 힐링 / 이섬백
감사명상 / Marsha Bogolin
제주와 자연힐링의 미래 / 박유진

설문대할망제 본 행사
사회 : 허남춘 (제주대 국문학과 교수)

10:00 - 13:00

제 의식 : 헌향, 헌다, 헌화, 헌미, 헌진수, 헌과, 고유문(告由文) 낭독, 헌소원문
사계축원 : 불교 의식, 천주교 의식, 기독교 의식, 원불교 의식
설문대할망 송가 / 노래 : 양인목, 북 : 강혜란, 낭송 : 한복수
살풀이춤 / 장덕스님, 퉁소ㆍ비천금 연주 / 조월스님
설문대할망 굿 /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이용옥 심방

5월 15일 (수)

문화행사

10:00 - 13:00

전통차, 전통음식 체험 / 제주차인회

13:00 - 17:00

엄마와 함께 I love 제주 “돌” 사생대회, 돌탑 쌓기
주최 : 제주돌문화공원 / 주관 : JBN 제주브레이크뉴스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4:00 - 16:00

설문대할망 공연 - 오백장군갤러리
살풀이춤 / 장덕스님, 퉁소ㆍ비천금 연주 / 조월스님

5월 19일 (일)

특별행사

16:00 - 18:00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공적 건립과 돌문화공원을 위한 특별축원기원식
원불교 前 종법사 좌산상사, 교무 일행

이철수 - ‘새는 온몸으로 난다’ 기획전시
5월 16일 (목) - 7월 31일 (수)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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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제 고유문(告由文)

오늘 여기, 저희 탐라의 후손들이 모여와
다음과 같이 아뢰는 까닭은,
설문대할망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이를 우리가 받들어 행하고 널리 펴고자 함입니다.

2011, 고유문을 낭독하고 있는 국민배우 고두심

저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탐라의 어머니산인 한라산을 설문대할망 당신이 치마로
흙을 날라 만드셨습니다.
이때 흘린 흙들이 오름이 됐다는 이야기도 전해 옵니다.
산을 만드신 분이니 산보다 훨씬 더 크셨을 것입니다.

과연 설문대할망께서는 한 발로는 한라산을 딛고 다른 발로는 산방산을 딛고 서서
바닷물에 빨래를 할 만큼 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설문대할망께서는
창조의 어머니이시자 사랑의 어머니십니다.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당신의 크나큰 사랑을 담기 위해 당신의 몸은 그렇게 커져야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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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께서는 아들들에게 먹이려고 쑤던 죽솥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죽을 나눠 먹은 오백 명의 아들들은
슬픔을 못 이겨 결국 탐라를 지키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한라산보다 더 큰 사랑이 죽처럼 펄펄 끓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만고의 돌탑으로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저희 모두에게 잃어버린 순수를 가슴 저린 회상으로 불러내는
초혼(招魂)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에 이끌려 이 자리에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아득한 곳에서 통곡인 듯 노래인 듯 들려오는 저 소리를 듣습니다.
아들들아,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가락에 홀려 저희 모두는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다 같이 화음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목 놓아 따라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탐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해와 달, 하늘과 땅, 사람, 나무와 꽃, 들짐승과 벌레들,
비와 바람, 눈보라까지도,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을 일깨워 주신 설문대할망, 당신을 사랑합니다.

2013 설문대할망제 9인의 여성제관

고순옥 (서귀포 삼성여고 교사)
김혜연 (제주대 교수, 제주코칭리더십센터장)
문정열 (前 제주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송정희 (제주위클리 대표)
임기옥 (前 도의원, 여성의원협의회원)
장호인 (‘제주돌사모’ 운영위원)
좌혜경 (문학박사, 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
한림화 (소설가, 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Sarah Delroy (캐나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원어민 교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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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살풀이춤, 퉁소ㆍ비천금 연주 전
정화의식을 하고 있는 법화, 카르멘(Carmen Straight)
8

전통차, 전통음식 체험

엄마와 함께 I love 제주 “돌” 사생대회

돌탑 쌓기

2013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과
제주도민을 위한 축원행사

수상스님
9

한재호 신부

이정훈 목사

이경천, 이순주 교무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 설문대할망 송가

들어라, 노래인 듯 통곡인 듯
이 한 몸 허무시고 내주시어
배고픈 이(의) 양식 되신 어머니 음성,
“내 아들, 내 딸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들어라, 바람인 듯 파도인 듯
제주의 설운 후손 이에 모이어
슬프고 곱디고운 사랑 노래를
“내 아들, 내 딸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
불러라, 절창(絶唱)은 아닐지라도
뜨겁게 일깨워진 한 사랑으로
황홀하게 목을 놓아 외치나니,
10

“해와 달, 나무, 꽃, 사람에서 풀벌레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것, 설문대할망이시여”

설문대할망 고유문(告由文) 일부를 작곡하여 노래 부르는 양인목 대표와
볍씨 대안학교 학생들, 그리고 설문대할망 송가 낭송 한복수 님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 살풀이춤

11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살풀이춤을 추는 장덕스님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 퉁소, 비천금

12

오백장군갤러리 중정에서 퉁소를 연주하고 있는 조월스님

2013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위한 설문대할망 굿

13

설문대할망 굿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이용옥 심방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 모자사생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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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함께 I love 제주 “돌” 사생대회 참여 어린이들 / 주관 : JBN 제주브레이크뉴스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자연힐링 한마당 (자연, 예술, 명상)

요가 시연 - 강다은 선생

15

숲길 명상 - 박익수 원장

“제주와 자연힐링의 미래” - 박유진 님

선도명상 - 김현문 교수

사회를 보고 있는 수덕스님

가족심리극 & MBST 힐링 - 이섬백 교수

감사명상 - Marsha Bogolin 이사와 이재형 박사

제주와 자연힐링의 미래

박유진
박유진님은 9세 때 해외 이민을 갔고,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드 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철학을
전공, 국제적 리더십 트레이너와 영적 멘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남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20여 년간 “삶의 예술” 리더십 교육을 실시해온 영감을 주는 연사
로서 42년 만에 해외 이민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 왔으며, 역시 다년간 리더십 교육분야에서 활약한 부인 ‘마샤 보글린
(Marsha Bogolin)’과 같이 제주도에서 참 교육의 터전을 일구면서 삶의 예술 리더십 교육의 새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랫글은 지난 5월 14일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박유진님께서 강연한 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저는 박유진입니다. 저의 본래 전공은 교육철학이며 현재의 전문영역은 삶의 예술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
코칭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삶의 예술 리더십은 또한 힐링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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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의 주제가 힐링인데, 저는 해외에서 30년간 힐링과 마음의 회복, 의식의 회복에 관한 교육활동을
했고, 6년 전 제주도로 역 이민을 했습니다. 역 이민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지요. 이 역 이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제주도를 향한 역 이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역 이민 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제주도는 한 때 유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4.3의 아픔을 겪은 곳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섬, 어떻게 봐서는 아픔의 섬이었지요. 그런데 참 역사의 신기하고 묘한 역전이 일어나면서, 그
어떻게 봐서는 아픔의 섬, 멀리 있는 섬, 어떨 때는 멀리 있어야 할 섬으로 여겨지던 곳이 이제는 모두가
찾아가고 싶어 하는, 찾아가야 하는 힐링의 섬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
까? 어떻게 봐서는 이것이 마음의 역 이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때는 버려진 곳, 아픔의 곳,
어떤 사람들한테는 떠나야 할 곳에서 이제는 찾아가야 할 곳, 그리운 곳, 힐링을 할 수 있는 곳, 어떻게
봐서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 역전과 마음의 역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봐서는 제주의 이야기와 참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오늘 처음으로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죽은 것처럼 보였으며 노예로써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였지요.
그런데 묘한 역사의 역전을 통해서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죽은 것처럼 팔려간 존재가 나중에는 그 형제들을
구하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으로 역전이 된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는 제주는
한국의 요셉의 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제주 분들도 있고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제주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서는 감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깊은 충동에 의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주의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은 어떤 아픔과 억울함보다 더 깊다’
는 것입니다. 제주는 어마어마한 아픔과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제주에 살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느끼는 것은 그 넘어서,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제주 안에서의
생명의 힘, 힐링의 힘입니다.

그럼으로써 제가 제주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주의 아픔을 힐링의 약으로
더 온전히 변환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아파하고 있고, 찾아오고 있는, 한국의 다른 형제
들에게, 세계의 형제들에게 그 힐링의 약을 제공해 주십시오.” 역사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종교의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인물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부당하게 억울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상징
입니다. 어떻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죽게 놔두어진 요셉이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더 깊은 생명, 뜻, 힐링, 용서, 사랑을 찾았고, 그 힘으로써 그 시대의 민족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역전의 이야기는 제주의 운명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은 먼저요셉에게 아픔을 주었고 후에 나라를 치유하는 운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혹시 제주의 앞으
로의 힐링의 운명이 아닌가? 그냥 생각해 봅니다. 외부에서 온 내가, 더군다나 외국에서 돌아온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제주 분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저도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웃기지요? 그 말도
안됨과 웃김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끔 가다가는 무엇이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때로는 인간이 아픔과 배신으로 뼈아팠던 일을 하늘은 축복과 더
위대한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민족의 치유의 섬, 힐링의 섬, 이것이 하늘이
제주를 위해 또 한 민족을 위해 의도한 용서, 힐링의 운명, 축복의 운명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의 힐링의
운명, 힐링의 미래, 이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더 큰 흐름과 뜻이 이 내용이
드러나기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민족을 위한, 세계를 위한 치유의 섬, 힐링의 섬, 이것이
하늘이 의도한 제주의 미래 운명이 아닐까?

그러면 계획한 주제로 돌아가서 자연 힐링과 힐링의 미래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힐링 열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힐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힐링이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몇 기사
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힐링 열풍이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힐링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정도다. 식품, 음료, 여행, 아파트, 가전, 책, 리더쉽, 화장품, 유통, 의식,
공연 등등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힐링으로 통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 힐링은 무엇이고, 왜 이런 힐링 열풍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한 힐링과 제주는 어떤 더 구체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이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힐링이라는 단어의 뜻이 치유라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힐링은 몸의 치유
보다 마음의 치유를 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 10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단어가 무엇이었지요? 웰빙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웰빙이라는 단어는 좀 더 몸의 건강과 치유를 의미했지요. 그러나 힐링은
몸의 건강 넘어서 마음의 치유를 더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요. 힐링, 즉 마음의 치유는 많은 영역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 예술, 자연, 의료, 음식, 몸 관리, 레크레이션, 여행, 테라피, 화장품 등
수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힐링이 그렇다면 또 자연힐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행사의 주제가 자연힐링인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연힐링은 자연적 접근을 사용하는 힐링 요법들을 뜻하는 것이
아마 첫 의미일 것입니다. 자연적 접근을 사용하는 힐링 요법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요가, 명상, 테라피,
다양한 대체 요법들, 예술, 그 안에는 미술, 음악, 무용, 공예 등 또는 더 넓게 보면 자연힐링 안에는
자연 농업과 환경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꽤 포괄적인 자연힐링이 들어갈 수 있지요. 자연힐링의 또 하나의
의미는 실제 자연을 사용하는 힐링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자연이라는 것은 바다, 숲, 땅,
돌, 바람 등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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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왜 이 힐링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치고 힘들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한국 사회와 사람들이 아프고 지쳐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곤두박질
하는 물질의 추구, 그럼으로써 30년 동안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초월한, 경제력을 발휘한 그 열정 끝에
좀 지쳐 있지요. 그리고 또 그 강렬한 추진, 추구가 많은 균열과 자연의 깨어짐을 가져왔지요. 내면의
깨어짐, 자연의 깨어짐,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꽤 구체적으로 자신의 고향의 깨어짐, 사라짐, 파괴까지도
가져 왔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고향, 아니면 거의 사라진 고향
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좀 있지요? 제주 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나 육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 옆에 있는 용잠이라는 곳이 저의 어머니 고향이고,
제가 어릴 때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인데 지금 거기는 정유 공장들로 쫙 차 있어서, 그
어릴 때 기억한 아름다운 바다와 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자살율 높기로 유명하지요? 이러한
현상도 이러한 깨어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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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를 생각해 봅니다. 힐링은 어떻게 오는가? 힐링은 어떻게 올까요? 몇 가지가 떠 오릅니다. 자연과
사람 안에 있는 순수한 생명의 힘과 교감에서 오지 않을까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찾아
오겠습니까? 자연의 순수한 생명의 힘과의 교감을 위해서이겠지요. 또 다양한 몸과 마음의 치유의 요법
에서도 힐링이 오지요. 또한 참되고 예술적인 삶에서 힐링이 오지 않을까요? 또 그 넘어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요.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상적인, 영적인 온전함의 회복, 그 온전함의 추진에서
또 힐링이 오지요.
그럼 잠깐 제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자연힐링의 흐름 안에서
한국이 힐링의 열풍을 경험하고 있다면 제주는 그 열풍 안에서 유일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우선 제주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보호된 자연의 쉼터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지요. 아마 제가
42년 전 한국을 떠난 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제주 아니었으면 돌아오기가 쉬웠을까 생각해 봅니
다. 제주의 이 보호된 공간, 아름다움 공간이 있었기에 더더욱 끌려서 쉽게 돌아왔습니다. 또한 제주는
많은 사람들의 힐링의, 영혼의 무의식적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도 제주에 대해서 특히,
아! 좋은 곳이야 라고 떠올릴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는 마음 안에서 어디 푸른 곳, 깨끗한
곳, 아직 오염되지 않은 곳, 자연이 살아있는 곳, 순수한 곳으로서 염원하는 지향점이지 않을까요? 제주는
순수와 자연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에게 어떻게 봐서는 그리움의 대상이고 한반도의 힐링의 유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그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분이 얘기하시기를 한반도의 정신적, 영적, 에너지의 축이 한 때는 지리산 쪽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라로 이동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지리산에 자리잡았던 어떤 한국의 정신
적인 축, 영적 에너지의 축이 한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럴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는 아마 한국의 어떤 곳보다 심리적, 영적 여유의 공간이 더 많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제주는 독특하게 힐링적인 문화의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 아닌가? 새로운 힐링 문화의 실험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금씩 보이는 것은 새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점점 제주를 찾고, 이민해 오고 있는 것입
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 이민해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예술, 명상, 힐링에 대한 감각과
능력이 있고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제주로 모이고 있는 그런 흐름, 이 제주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힐링의 염원이 제주에 꽂히고 있다면 제주에게는 한 면에서는 기회가
있고 또 한 면에는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에서 참으로 뿌리깊은 힐링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이 힐링 에너지를 쉽게 써
먹어버리든지, 소멸해 버리지 않고, 그것을 더 뿌리깊은 힐링의 문화로 키워가는 책임과 그 힐링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의 힐링의 염원이 제주로 쏠리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책임의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 몰리고 있는 염원을 쉽게, 가볍게 착취하지 않는 것,
소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돌문화공원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깊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백단장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제주의
문화자산을 순수하게 지키시고 쉽게, 싸게 사용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제주에서 있으면서
보는 것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힐링 문화의 싹들입니다. 지난 1-2년만 해도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새로운 카페들이 여러 개가 새로 생겨 났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들은 돈을 많이 벌려는 것보다는 아름
다운 예술, 힐링을 가져오자고 하는 그런 카페들이었습니다. 곳곳에서 그런 힐링의 문화의 싹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제주도가 힐링의 섬, 치유의 섬으로써 진화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것은 쓰레기 없는 힐링 섬 운동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주가 약간 뒤떨어져 있지요. 자연힐링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단기간으로는 힐링 열풍이 상당히 계속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약
10년 간은 더 가지 않을까요? 저는 북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북미의 문화를 잘 아는데, 북미 문화는
이 힐링 면에서는 한국보다 약 20-30년 앞섰습니다. 그리고 힐링적인 문화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그것을 따라 갈 것이다, 그것을 이울 것이다 라고 생각
합니다. 한국 경제가 20-30년 만에 다른 나라들이 100년을 걸려서 한 것을 이루어 냈다면, 이 분야에서도
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는 자연힐링의 뿌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수많은 자연 힐링의 요법들, 방법
들, 접근들, 그 다양한 모든 것이 함께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수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힐링을 가져올 것
인데 그러면서도 어떤 요법들, 방법들, 접근법들을 넘어서, 그 모든 요법들의 핵심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 한가지는 의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요법들이라도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큰 힐링, 큰 변화는 아니겠지요. 자연힐링의 뿌리는 물질에서 본질로, 물질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 바뀌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즉 힐링문화가 뿌리 깊게 들어가려면 받는 힐링
문화에서 주는 힐링 문화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힐링에서도 어느 정도 힐링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힐링을 받기만 할 때는 그 힐링이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힐링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힐링을 받았음으로써 힐링을 줄 때, 그 때는 그 힐링이 뿌리 깊게 들어가고 정착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힐링 문화가 발달하는 데에는 힐링은 받는 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인식과 축이 세워짐으로써 제주의 힐링문화가 깊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숲을 걷고, 명상을 하고, 힐링을 받아도 나에게서 그 힐링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
가, 생명의 에너지가 일관되게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지 않는다면, 그 힐링 에너지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주와 자연힐링의 미래에 대해 나누면서 뿌리 깊은 힐링 문화, 받는 힐링만
아닌 주는 힐링 문화를 함께 만듭시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어마어마한 희망의 미래를 앞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를 향해서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는 것
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생명, 이미 있는 그 아름다움과 생명을 제주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살려서 한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의 섬, 치유의 섬을 만들어 가는 미래, 그것에 저는 전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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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위한
원불교 최고지도자 좌산상사님의 특별축원기원식

20

돌문화공원을 위해 특별축원기원식 행사장에 들어서는
좌산상사님과 강혜선 교무님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예정지에서 특별축원기원식 행사를 준비
했다가 날씨 관계로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으로 장소를 옮김)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특별축원기원식을 위해
참석하신 정성만 원불교 제주교구장님을 비롯한 교무님들
21

‘제주도 자연을 지키자’고 강연하시는 좌산상사님

특별축원기원식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좌산상사님과 교무님들, 그리고 현병휴 관리사무소장 외 다수

특별축원기원식 다음 날, 설문대할망전시관 예정지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기원해 주시는 좌산상사님과 원불교 제주교구 교무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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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공적 건립과 돌문화공원을 위한
특별축원기원식 참석 교무님
좌산상사 외 상사원가족 6인
정성만

황법심

강혜선

한순인

최자은

김현장

정인해

김은정

한주성

한인성

황자경

이순주

김성우

조규철

오명진

양성훈

성덕규

김보철

이경천

손도상

설문대할망제가 걸어온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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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2012년 5월 12일 - 5월 19일
‘할망 할망 설문대할망’ 공연과 전야제 문화행사로 전국에서 오신 여섯 분의
원불교 교무님들이 설문대할망을 기리고 제주도민을 위한 축원행사를 지내다.
설문대할망제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제주, 돌, 신화, 여신” 을 주제로 동아시아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다.
5.12

<할망 할망 설문대할망> 공연

5.14

전야제 문화행사

5.19

동아시아 국제신화학술세미나 <제주, 돌, 신화, 여신>
1부

좌
장 : 전경수 (서울대)
주제발표 1 : 이자현 (李子贤, 중국 운남대) / 토론 : 최원오 (광주교대)
주제발표 2 : 조현설 (서울대 국문학과) / 토론 : 강정식 (제주대)
주제발표 3 : 이토 요시히데 (伊藤好英, 일본 게이오대) / 토론 : 강소전 (제주대)

2부

좌
장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제발표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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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4
5
6
7

:
:
:
:
:

김헌선
윤용택
김선자
허남춘
이창식

(경기대)
(제주대 철학과) /
(연세대 중문학과)
(제주대 국문학과)
(세명대 국문학과)

토론 : 이용범 (안동대)
/ 토론 : 나상진 (연세대)
/ 토론 : 최명환 (한국외대)
/ 토론 : 이윤선 (목포대)

한림화 (이어도연구회), 정진희 (아주대), 윤순희 (제주대)

2012, 설문대할망 상징탑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는 여성제관들

2011년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
2011년 5월 15일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제단에서 설문대할망제를 지내다. (설문대할망제 연출 : 한진오)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설문대할망 신화와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과 여성신화, 설문대할망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열다.
5.15

<설문대할망 신화와 설문대할망제> 세미나
1부

좌
장 : 조성윤
주제발표 : 권태효
김헌선
조현설
토
론 : 윤순희
김은희
시지은

(제주대 사회학과)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대)
(서울대)
(제주대)
(고려대)
(경기대)

2부

좌
장 : 김동전
주제발표 : 이창식
허남춘
토
론 : 강소전
김창화

(제주대 사학과)
(세명대)
(제주대)
(제주대)
(상명대)

「설문대할망 신화와 설문대할망제」세미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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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설문대할망제
2010년 5월 15일
제주돌문화공원 주최,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설문대할망제를 지내다.
축원 : 임문철 신부, 도종스님, 김준표 목사 / 설문대할망제 연출 : 한진오
5.14

26

설문대할망 그림그리기 마당

5.14 - 5.15

소원탑 쌓기 / 민속놀이 체험

5.15

<설문대할망과 바다> 세미나
1부

좌
장 : 전경수
주제발표 : 김순자
김동윤
한진오
토
론 : 허영선
강경희
최수철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제주대 국어문화원)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제주역사문화진흥원)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2부

좌
장 : 허남춘
주제발표 : 권태효
송화섭
주강현
토
론 : 조성윤
양영자
정창원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립민속박물관)
(전주대 문화관광학부)
(해양문화연구소)
(제주대 사회학과), 조성식 (제주대 중어중문학과)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김동전 (제주대 사학과)
(제주대 사학과), 강소전 (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풍요를 기원하는 씨드림 장면

2009년 설문대할망제
2009년 5월 15일
소농 오문복 선생 집전, 설문대할망제를 여성제관만으로 천제로 지내다.
주최 / 주관 : 제주돌문화공원
5.16

5.17

설문대할망 신화 재조명 <탐라에서 신화를 말하다> 세미나
1부

좌
장 : 좌혜경
주제발표 : 현용준
조현설
최원오

(해녀박물관 학예사)
(제주대 명예교수)
(서울대 교수)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2부

좌
장 : 허남춘
주제발표 : 노성환
정재서
심재관
배철현

(제주대 교수)
(울산대 교수)
(이화여대 교수)
(금강대 교수)
(서울대 교수)

종합토론

좌
토

(서울대 교수)
(제주대 강사), 고광민 (제주대 학예연구사)
(제주전통문화연구소이사장), 임봉길 (강원대 명예교수)
(전 경기대 교수), 정진희 (서울대 강사)
(이어도연구소 연구위원)

장 : 전경수
론 : 강정식
문무병
장주근
한림화

설문대할망 신화지 답사

종전 이와 같은 제사에서는 남성만이 제관과 집사를 맡아 지내고 있으나, 제주돌문화공원에서는
21세기 여성시대에 부응하고, 특히 ‘할망제’인 점을 감안하여 2009년부터는 여성제관으로 주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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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설문대할망제
2008년 5월 15일
해관 장두석 선생의 집전으로 설문대할망제를 천제로 지내다.
주최 / 주관 : 제주돌문화공원
5.1 - 5.31
5.15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쌓기 체험
다례제 및 들차회
제주소리 한마당

5.15 - 5.31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영상물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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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내고 있는 초헌관 김춘생 여사, 아헌관 박철수 본부장, 종헌관 김순두 이사장

2007년 설문대할망제
2007년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돌문화공원의 공식행사로
5월을 ‘설문대할망의 달’로 정하여 자체행사를 지내다.
5.1 - 5.31

설문대할망 전설 기획전 /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상징탑 쌓기

5.1 / 5.15

설문대할망 전설 강연회

5.5
5.6 / 5.19
5.12
5.25 - 5.26

설문대할망 전설 그림그리기 마당
설문대할망 전설지 답사
제주지역 박물관의 블루오션 찾기 토론회
제주화산연구소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

5.26

설문대할망 전설 구술대회

5.27

설문대할망 다례제 및 들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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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새벽 5시,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과 제주차인회가
한라산 영실에서 설문대할망 다례제를 지낸 후 물, 흙, 돌을 옮기다.

2006년 설문대할망제
2006년 5월 15일
제주전통문화연구소와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팀 공동으로
설문대할망 제단에서 비공개로 설문대할망제를 지내다.
법문ㆍ불공 : 도법스님
굿 : 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심방 : 김윤수)

30

2006년 5월 15일 밤, 절정에 이른 김윤수 심방의 굿 장면

2005년 설문대할망제
2005년 4월 12일
제주돌문화공원사업소 소장실에서
제주문화원 양중해 원장, 북제주문화원 김찬흡 원장,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문무병 소장의
의견을 모아 설문대할망제일을 매년 5월 15일로 정하다.
2005년 5월 15일
비공개로 해주스님께서 설문대할망제를 위해 불공을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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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 제단에서 설문대할망제를 위해 불공하고 있는 해주스님

2004년 설문대할망제
2004년 5월 15일
도법, 수경스님과 생명평화순례단 일행들이 제주돌박물관 공사장을 찾아 설문대할망제를 지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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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을 향해 설문대할망제를 지내고 있는 도법, 수경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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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5일은
영원히 잊지 못할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기점으로 비무장지대까지
‘생명평화순례단’ 일행들은
4·3평화공원을 거쳐 지나갈 때
허영선 시인의 안내로
제주돌박물관 공사현장을 찾아와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제물을 올려놓고
도법, 수경 스님께서
처음으로 설문대할망제를 지내주셨기 때문이다.

역대 설문대할망제 여성제관

2012년
강다희
고이화
권혁란
김연선
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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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제주대 국문과 학생)

박은영 (제주생태영어센터)
송만숙 (여성단체협의회장)
홍경애 (조천읍 부녀회장)
Marsha Bogolin

(새마을부녀회장)

(국제영성지도력센터 이사)

(교래리 부녀회장)
(돌문화공원운영위원)

2011년
강미선
고두심
김곤순
문선옥
조선희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탤런트)
(함덕 해녀)
(다문화가정)
(돌문화공원운영위원)

조순아 (교래리 주민)
진선미 (인권변호사, 국회의원)
현주하 (시인)
Anne Hilty (심리학자, 자유기고가)

2010년
고안나
김민경
김수옥
김현숙
서명숙

(참여연대 前 공동대표)
(조천중학교)
(차인회 사무국장)
(한국미술협회 도지부장)
(제주올레이사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이선아 (친환경보육협회장)
허영선 (민예총 제주지부장)
요덴 아케미 (일본총영사부인)

2009년

제주차인회원 9인 여성제관과 제용스님

설문대할망 신화 그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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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초등부 대상으로 선정된 양래경 어린이의 그림
한라산 백록담을 베개 삼고, 두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놓고 ‘낮잠 자는 설문대할망’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을 핵심테마로 설정한 5가지 이유
Five reasons Jeju Stone Park selected Seolmundae Halmang as a core theme

1.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오름, 산방산, 다시 말해 한 덩어리의 돌로 된 제주도를 만들었다는
제주여신. 그리고, 육지에 돌다리를 놓기 위해 돌을 최초로 사용한 제주여신.
Seolundae Halmang is the very embodiment of Halla Mountain, oreums, and Sanbang Mountain.
In other words, she is a Jeju goddess who is said to have created Jeju as a single mass of
stone. In addition, she is the Jeju goddess who used stone for a bridge to the mainland.

2. 설문대할망은 백록담을 돌베개 삼고 두 다리는 관탈섬에 걸쳐 낮잠을 잤다는,
최초로 돌베개를 이용한 제주여신.
Seolmundae Halmang is the Jeju goddess who used stone pillows, sleeping with her head
on Baekrok-dam and her legs on Gwantal Island.

3. 설문대할망은 백록담에 걸터앉아 일출봉을 돌빨래구덕 삼고,
우도를 돌빨래판 삼아 처음으로 빨래를 한 제주여신.
She is the Jeju goddess who did her laundry while sitting on Baerok-dam, using Seongsan
Sunrise Peak as her laundry basket and Udo Island as her washboard.

4. 일출봉, 등경돌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제주여신.
She is the Jeju goddess who placed her lamp on Deungkyungdol stone lamp-stand of
Sunrise Peak.

5. 설문대할망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 사랑의 죽이 되었고, 그것을 먹은
아들들과 함께 한라산 영실 오백장군 바위로 변신하여 모성애의 화신이 된 제주여신.
She is the Jeju goddess who transformed into the stone formation of Obaekjanggun (5
hundred generals) at Youngsil with her sons, and who became the incarnation of maternal
love by throwing herself into a cauldron to become a porridge of love for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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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 신화 다섯가지
Five Legends of Seolmundae Hal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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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이 만들어진 이야기
The Origin of Jeju Island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살았다는 이야기
The Very Tall Seolmundae Halmang
한라산 백록담 위에 걸터앉아 빨래하는 이야기
Seolmundae Halmang Washing Laundry at the Crater Baengnokdam of Mt. Halla
명주 100동을 구해 오면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이야기
One Hundred Bundles of Silk and a Bridge Connecting Jeju to the Mainland
오백장군 이야기
Five Hundred Generals

1. 제주섬이 만들어진 이야기
그림 (1-4) : 김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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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옛날 설문대할망은
어느 날 망망대해 가운데 섬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치마폭 가득 흙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제주섬이 만들어지고,
산봉우리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아졌다.
산이 너무 높아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안덕면 사계리로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다는 뜻에서
한라산(漢拏山)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흙을 계속 나르다 터진 치마 구멍으로 흘린 흙들이
여기저기에 쌓여 360여 개의 오름들이 생겨났다.

1. The Origin of Jeju Island
pictures (1-4) by Kim Kyeong-r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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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upon a time, Seolmundae Halmang
wanted to make 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vast ocean. She started to carry skirtfuls of soil.
From this, Jeju Island emerged with a mountain in the middle
that rose so high that its top nearly touched the sky.
Seolmundae Halmang did not like the mountain being so high.
She broke the top off and threw it away. It landed in Sagye-ri village,
Andeok-myeo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island, and became Mt. Sanbang.
The tall mountain was named Mt. Halla,
meaning 'tall enough to touch the Milky Way'.
The soil that dropped through holes in Seolmundae Halmang's ragged skirt
became the 360 small hills, called Oreums, which dot the island.

먼 옛날 설문대할망은
어느 날 망망대해 가운데 섬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고,
Once upon a time, Seolmundae Halmang
wanted to make an island in the middle of the vast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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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폭 가득 흙을 퍼 나르기 시작했다.
She started to carry skirtfuls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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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섬이 만들어지고,
산봉우리는 하늘에 닿을 듯 높아졌다.
From this, Jeju Island emerged with a mountain in the middle
that rose so high that its top nearly touched the 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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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너무 높아 봉우리를 꺾어 던졌더니,
안덕면 사계리로 떨어져 산방산이 되었다.
Seolmundae Halmang did not like the mountain being so high.
She broke the top off and threw it away. It landed in Sagye-ri village,
Andeok-myeon, in the southern part of the island, and became Mt. Sanbang.

은하수를 만질 수 있을 만큼 높다는 뜻에서
한라산(漢拏山)이라는 이름도 지어졌다.
The tall mountain was named Mt. Halla,
meaning 'tall enough to touch the Milk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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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계속 나르다 터진 치마 구멍으로 흘린 흙들이
여기저기에 쌓여 360여 개의 오름들이 생겨났다.
The soil that dropped through holes in Seolmundae Halmang's ragged skirt
became the 360 small hills, called Oreums, which dot the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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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살았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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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龍淵)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2. The Very Tall Seolmundae Hal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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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tall grandmother named Seolmundae.
She was so tall that, when she lay down with her head against Mt. Halla,
her legs stretched to Gwantal Islet off the coast of Jeju City.
She was proud of her great height.
She wanted to know if any waters on the island were
deeper than her height.
Yongyeon pond in Yongdam-dong, Jeju City, was often said to be very deep
but for her it was only ankle-deep.
The pond of Honglimul in Seohong-dong, Seogwipo City,
came only to her knee.
She roamed about measuring the depths of the deep waters
until one day she stepped into the crater lake Muljangori in Mt. Halla and
instantly disappeared.
She did not know Muljangori was bottomless and its depth was immeasurable.

옛날 설문대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다. 얼마나 키가 컸던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tall grandmother named Seolmundae.
She was so tall that, when she lay down with her head against Mt. Halla,
her legs stretched to Gwantal Islet off the coast of Jeju City.

이 할머니는 키가 큰 것이 자랑거리였다.
할머니는 제주도 안에 있는 깊은 물들이
자기의 키보다 깊은 것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려하였다.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연(龍淵)이 깊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
She was proud of her great height.
She wanted to know
if any waters on the island were
deeper than her height.
Yongyeon pond in Yongdam-dong,
Jeju City, was often said
to be very deep
but for her it was only ankle-deep.

56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
The pond of Honglimul in Seohong-dong, Seogwipo City,
came only to her k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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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물마다 깊이를 시험해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한라산에 있는 물장오리에 들어섰더니,
그만 풍덩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다.
She roamed about measuring the depths of the deep waters
until one day she stepped into the crater lake Muljangori
in Mt. Halla and instantly disappeared.

(죽음은 새로운 삶의 통로다. - 바하올라)

물장오리가 밑이 터져
한정 없이 깊은 물임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She did not know Muljangori was bottomless
and its depth was immeasurable.

3. 한라산 백록담 위에 걸터앉아 빨래하는 이야기
Seolmundae Halmang Washing Laundry at the Crater Baengnokdam of Mt. H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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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은
한라산 백록담에 걸터앉아
왼쪽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 관탈섬에,
오른쪽 다리는 서귀포 앞바다 지귀섬에 디디고,
성산봉은 바구니,
우도는 빨랫돌 삼아 빨래를 했다.
Legend says that Seolmundae Halmang washed her laundry
sitting on the crater Baengnokdam on top of Mt. Halla
with her left foot on Gwantal Islet, off the shore of Jeju City,
and her right foot on Jigwi Islet, off the shore of Seoguipo City.
She used Sunrise Peak and Udo Island,
in the eastern part of Jeju Island, as her laundry basket and washboard.

4. 명주 100동을 구해 오면 육지를 잇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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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몸이 워낙 거대하고 키가 크다 보니 옷을 변변히 입을 수가 없었다.
속옷 하나라도 좋은 것을 한 번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명주옷감으로 속옷을 하나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어마어마한 몸집을 한 할망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옷감이
무려 100동이나 필요했다.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다.
그러나 99동 밖에 모으지 못하였다.
할망의 속옷은 미완성이 돼 버렸고, 다리를 놓는 일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설문대할망이 육지와의 다리를 놓던 흔적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남아 있는데
육지를 향해서 흘러 뻗어나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4. One Hundred Bundles of Silk and a Bridge Connecting Jeju to the Ma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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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lmundae Halmang had a humble wish.
She was so big and tall that her clothes were few and all old and ragged.
But she wished for good underwear.
She asked the Jeju people to make silk underwear for her and
she promised to build a bridge to the mainland in return.
One hundred bundles of silk cloth were needed
to make the colossal underwear.
The people tried their utmost to collect the needed silk.
However, all they could find were 99 bundles.
Her underwear was left incomplete. So was the bridge.
Legend has it that the rocks stretching towards
the mainland near the shore of Jocheon-ri and Sinchon-ri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island, are vestiges of the unfinished 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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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할망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몸이 워낙 거대하고 키가 크다 보니 옷을 변변히 입을 수가 없었다.
속옷 하나라도 좋은 것을 한 번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에게 명주옷감으로 속옷을 하나 만들어 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Seolmundae Halmang had a humble wish.
She was so big and tall that her clothes were few and all old and ragged.
But she wished for good underwear.
She asked the Jeju people to make silk underwear for her and
she promised to build a bridge to the mainland in return.

어마어마한 몸집을 한 할망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옷감이 무려 100동이나 필요했다. 모두들 있는 힘을 다하여
명주를 모았다. 그러나 99동 밖에 모으지 못하였다.
One hundred bundles of silk cloth were needed
to make the colossal underwear.
The people tried their utmost to collect the needed silk.
However, all they could find were 99 bund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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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의 속옷은 미완성이 돼 버렸고, 다리를 놓는 일도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다.
Her underwear was left incomplete. So was the bridge.

설문대할망이 육지와의 다리를 놓던 흔적이
조천리와 신촌리 앞바다에 남아 있는데
육지를 향해서 흘러 뻗어나간 바위줄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전해오고 있다.
Legend has it that the rocks stretching towards
the mainland near the shore of Jocheon-ri and Sinchon-ri villag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island, are vestiges of the unfinished bridge.

5. 오백장군 이야기
그림 : 김남흥

한라산 서남쪽 산 중턱에 ‘영실’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여기에 기암절벽들이 하늘높이 솟아 있는데
이 바위들을 가리켜
오백나한(五百羅漢) 또는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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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었다.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정말 죽 맛이 좋았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막내동생이
죽을 먹으려고 솥을 젓다가 큰 뼈다귀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먹어치운 형제들과는 못살겠다면서
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서 바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본 형들도 여기저기 늘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이것이 오백장군이다.

5. Five Hundred Generals
pictures by Kim Nam-heung

Halfway up the southwest side of Mt. Halla,
there is a scenic spot called Youngsil, or the Spirit Chamber,
with interesting rock formations standing tall on a cliff,
called Obaekjanggun, or the Five Hundred Generals.
There is a legend about this place which is as follows: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Seolmundae Halmang with her five hundred sons.
One year, a severe famine struck.
Then one day,
all the sons were away searching for food.
The mother was making gruel for her sons to eat on their return.
Unfortunately, she misstepped and fell into the cauldron and died.
Without knowing what had happened, her sons came home
starving and ate the gruel. The gruel was unusually good.
The youngest son returned late and, stirring the gruel
before eating, found big bones. He then realized
that his mother had fallen into the cauldron and died.
He said that he could not live with brothers
who ate the gruel without realizing their mother was dead.
He ran, wailing for his mother in overwhelming grief,
to Chagui Islet in Gosan-ri village, Hankyeong-mye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island, and turned into a rock.
Day after day, the other brothers grieved over
their mother's death and eventually
they all turned into the rocks of Youngsil.
This is the story of Five Hundred Ge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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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서남쪽 산 중턱에 ‘영실’이라는 명승지가 있다.
여기에 기암절벽들이 하늘높이 솟아 있는데,
이 바위들을 가리켜 오백나한(五百羅漢) 또는 오백장군(五百將軍)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Halfway up the southwest side of Mt. Halla,
there is a scenic spot called Youngsil,
or the Spirit Chamber, with interesting rock formations standing tall on a cliff,
called Obaekjanggun, or the Five Hundred Generals.
There is a legend about this place which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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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설문대할망이 아들 오백형제를 거느리고 살았다.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Seolmundae Halmang with her five hundre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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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해 몹시 흉년이 들었다.
One year, a severe famine s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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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백형제가 모두 양식을 구하러 나갔다.
Then one day, all the sons were away searching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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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아들들이 돌아와 먹을 죽을 끓이다가
The mother was making gruel for her sons to eat on their return.

81

그만 발을 잘못 디디어 죽솥에 빠져 죽어 버렸다.
Unfortunately, she misstepped and fell into the cauldron and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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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돌아오자마자 죽을 퍼먹기 시작했다.
여느 때보다 정말 죽 맛이 좋았다.
Without knowing what had happened,
her sons came home starving and ate the gruel.
The gruel was unusuall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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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막내동생이 죽을 먹으려고 솥을 젓다가
큰 뼈다귀를 발견하고 어머니가 빠져 죽은 것을 알게 됐다.
The youngest son returned late and, stirring the gruel before eating, found big bones.
He then realized that his mother had fallen into the cauldron and 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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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는 어머니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을 먹어치운 형제들과는 못살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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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aid that he could not live with brothers
who ate the gruel without realizing their mother was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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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게 어머니를 부르며 멀리 한경면 고산리 차귀섬으로 달려가서
He ran, wailing for his mother in overwhelming grief, to Chagui Islet
in Gosan-ri village, Hankyeong-myeon, in the northern part of the island,

바위가 되어 버렸다.
and turned into a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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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본 형들도 여기저기 늘어서서 날이면 날마다 어머니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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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after day, the other brothers grieved over their mother's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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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통탄하다가 모두 바위로 굳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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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ventually they all turned into the rocks of Young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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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오백장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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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story of Five Hundred Generals.

제주돌문화공원 핵심사업, 설문대할망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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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뛰어넘어 세계적 경탄을 자아낼
최첨단 교육의 장, 설문대할망전시관

“설문대할망은
백록담을 베개 삼고, 두 다리는 제주시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
고 신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 예정지는
한라산, 물장오리, 일출봉, 이 세 곳이 일직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두 다리가 관탈섬”에 걸쳐졌다는 이야기를
“일출봉”으로 각도를 틀어 전시관의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 예정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지상 4m의 1층 이하 건물 밖에 올릴 수 없는 경관지역이므로
공연장, 관리동만 지상층으로 하고 나머지 전시공간 전체를 지하에 계획함으로써
자연을 다치는 일 없이
곶자왈, 오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제주의 신화, 역사, 민속문화는
돌문화가 뼈대를 이루면서 한 줄기의 산맥처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고장,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획대로
돌문화공원의 핵심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세워지면
제주문화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 삼위일체의 진수를 담아낼 뿐만 아니라,
민ㆍ관합동추진기획단에 의해 추진되어 온 제주돌문화공원이
마침내 2020년까지 모두 마무리됨으로써
자손대대로 제주의 자존과 명예가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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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연장

제주의 신화, 역사, 민속문화를 소재로 한 각종 공연은 물론,
공연장 옥상은 성산일출봉을 그대로 축소한 형태의
전망대 및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설문대할망전시관 원형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설문대할망제와 설문대할망전시관

제주에는 설문대할망 신화가 있습니다.
그 상상력의 규모에서나 기발함, 성스러움에서 이 신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주의 보물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보물 같은 이야기가 현재 돌문화공원에서 기념비적 건축물로,
거대한 신화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본 어느 건축가는,
신화를 현대건축물로 디자인 한 경우는 미국의 맨해튼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과
제주돌문화공원이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문대할망전시관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맨해튼 작은 섬에 세워진 높이 약 100m의 입상이고,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제주섬에 누워 있는 길이가 약 500m나 되는 와상(臥像)입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장축이 약 다섯 배나 긴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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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흥미로운 것은,
높은 빌딩숲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나
아름다운 한라산을 배경으로 길게 누워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둘 다 여신들을 소재로 작은 섬에 세워진 상징적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건립 취지가 ‘평화’인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알다시피 횃불을 높이 쳐들고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가 미국에 기증한 평화의 상징입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오름 사이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자연의 힐링”, 역시 평화를 상징한 모습입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세워지면
과거, 현재, 미래의 돌문화를 뼈대로 제주의 신화, 역사, 민속자료들이 시대별 테마별로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로 설계된 큰 공간 안에 체계적으로 전시되고 역동적으로 활용되는
최첨단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한편 설문대할망제는
스스로의 노동력으로 아름다운 제주섬을 만들어 낸 창조성과 자조성(自助性),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가마솥에 몸을 던져 모성애의 화신이 된
위대한 설문대할망을 기리고자 돌문화공원에 제단을 마련, 자체적으로 단촐하나마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건립을 위해 후손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설문대할망 신화에 담긴 창조성, 자조성, 헌신, 바로 그런 덕목일 것입니다.
2020년, 마침내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완공이 되어,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연장에서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스토리의 스펙터클한 무대가 펼쳐질 날을 고대해 봅니다.(총괄기획)

The ritual for Seolmundae Halmang and Seolmundae Halmang Complex

Without the Seolmundae Halmang myth in Jeju,
how could any structure symbolizing Jeju myths be created?
In greatly imaginative wordplay, this ancestor,
beginning as a seed, is now flourishing as a flower of myth in Jeju Stone Park.
According to an architect who has traveled the world,
with the exception of the Statue of Liberty in New York,
the Seolmundae Halmang Complex, now in progress as a major project of Jeju Stone Park,
is the only example of a contemporary construction designed on the basis of myth.
The Statue of Liberty is a standing statue
with a height of 100m on the small island of Manhattan,
while the Seolmundae Complex is a lying shape of 500m on Jeju Island.
The Seolmundae Halmang Complex is a structure with its major axis
5 times longer than that of the Statue of Liberty.
More interestingly, both the Stature of Liberty standing against a background of skyscrapers
and Seolmundae Halmang Complex lying against a background of beautiful Halla Mountain
are symbolic structures of goddesses, placed on small islands.
In addition, while the Statue of Liberty bearing a torch was given to the U.S.A.
by France to commemorate the end of World War Ⅱ,
Seolmundae Halmang Complex is being made by Jeju people, in a shape nestling
between oreums with the legs resting in seawater,
as a symbol of peace or the 'healing power of nature'.
The Seolmundae Halmang Complex is a high-tech educational venue designed
according to the image of Seolmundae Halmang,
intended to organize Jeju myths, history, and folklore material according to era
and based on the stone culture of the past, present, and future.
Paying tribute to Seolmundae Halmang, who created beautiful Jeju Island by her own labor
and became the incarnation of maternal love by throwing herself into a cauldron to feed her sons,
a ritual in her honor has been held annually in Jeju Stone Park including the placement of a small altar.
This devotion may have made it possible to realize the dream of the Seolmundae Halmang Complex.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day in 2020
when the Seolmundae Halmang Complex is completed and a spectacular stage of Seolmundae Halmang
and Ohbaekjanggun is displayed before us. (Gene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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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설문대할망의 재발견은,
‘설문대할망’을 상징으로 하는 새로운 역사의 재구성이며,
그것에서 미래로 이어질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탐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1, 국문학연구 제19호 정진희(서울대) 논문에서

자라나는 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
전설은 오히려 ‘다시쓰기’를 거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현대인의 심혼을 되살리는 삶의 효소가 된다는 것이다.
2011, (사)이어도연구회, 송상일(문학평론가) 논문에서

설문대할망제 세계화 방안과 스토리텔링
설문대 설화는 전설과 민담의 재편과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창세신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라와 탐라 형성의 어머니라는 특성은
다양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어냈다.
스토리텔러와 신화 장소성의 이미지화가 상생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2011, “설문대할망 신화와 설문대할망제” 세미나 이창식(세명대 교수) 주제 발표에서

제주돌박물관 하늘연못에 비친 큰 지그리 오름과 한라산 정상

축 2013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을 기원합니다.

제ㆍ주ㆍ돌ㆍ사ㆍ모
제주돌문화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 김 봉 오

2013 설문대할망제

제 작 : 제주돌문화공원
총괄기획 : 백운철
편 집ㆍ디자인 : 총괄기획팀
‘제7회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를 맞이하여’ : 현병휴
‘2013 설문대할망제 문화행사에 즈음하여’ : 장정언
‘설문대할망전시관 속에 제주도가 활짝 꽃 피워지기를’ : 허남춘
설문대할망 고유문, 송가 : 송상일
‘제주와 자연힐링의 미래’ : 박유진
표지그림 : 양병윤
내지그림 : 이연수
설문대할망 신화 그림 (1-4) : 김경렬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 그림 : 김남흥
‘낮잠 자는 설문대할망’ 초등부 대상 수상 그림 : 양래경
여성제관 9인 제복 의상 디자인 : 김은희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설계 : 조순행
설문대할망전시관 공연장 기획설계 : 함태정
‘설문대할망 신화 5가지’ 영문번역 :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
‘설문대할망 신화 5가지’ 영문감수 : 고경희
‘핵심테마로 설정한 5가지 이유’, ‘설문대할망제와 설문대할망전시관’ 영문번역 : 한영숙
진행책임 : 김성언 (운영지원과장), 강봉군 (관리계장)
진 행 : 엄기일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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