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대할망
페스티벌
Seolmundae Halmang
Festival 2018

5월은 설문대할망의 달
May, the Month of
Seolmundae Halmang

설문대할망제

5월이 오면, 한라산에는 오백 명 아들들의 피눈물에 붉게 
물들여진 철쭉꽃들이 만발합니다.

철쭉꽃이라고 해서 다 같은 꽃이 아닙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신화가 깃든 한라산 영실(靈室)의 
꽃들이야말로 제주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피어지지 않는 
‘신화(神花)’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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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건너 우주적 모성으로 화신(化神)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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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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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우리의 후손 사이에 시간을 뛰어넘는 교통과 친교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주돌문화공원이 ‘돌의 거장’이신 설문대할망을 핵심주제로 
선양하는 이유이고, 2006년부터 매해 5월 제주돌문화공원이 
설문대할망제를 지내오는 뜻입니다.
표지 사진 최재영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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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lmundae Hal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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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행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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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2018

5월 15－30일 무료 관람

5월은 설문대할망의 달

May, the Month of Seolmundae Halmang

돌문화공원 신화 세미나: 제주에서 할망을 묻다

5. 12 (SAT)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15

주관: 탐라신화연구회

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 한국아난다마르가

5. 13 (SUN)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Events table in May

5. 14 (MON)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16

2018 설문대할망제 본행사

5. 15 (TUE)

설문대할망제단

17

관객과 함께 하는 설문대아리랑 공연

5. 15 (TUE)

설문대할망제단

18

제주전통차 만들기 체험

5. 15 (TUE)

설문대할망제단

19

우리들의 탑 쌓기 체험행사

5. 1 (TUE) - 31 (THU)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02

오권준 기증사진전
제주거문오름용암동굴, 그 심연의 표정

5. 4 (FRI) - 7. 1 (SUN)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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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정원

20

12

13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하늘연못에 손을 담그다

5. 12 (SAT)

하늘연못

주관: (사)삶의예술문화원

5. 15 (TUE)

신화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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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한마을 축제 #1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5. 15 (TUE)

돌한마을

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5. 15 (TUE)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22

허영선 시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詩노래

5. 16 (WED)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시하나노래하나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및 전쟁종식 평화걷기대회

5. 25 (FRI)

돌문화공원

중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꿈에... [유원경몽(游园惊梦)]

5. 26 (SAT)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명상다례제

5. 26 (SAT)

오백장군갤러리 앞마당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

5. 26 (SAT)

제주돌문화공원 일대

제3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생태즉흥

5. 30 (WED)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23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 만난 사람들

14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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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스스로춤: 스스로-되기(becoming oneself) 2018 ‘0(영)’

5. 19 (SAT)

주관: 제주차인회

주관: 김기인춤문화재단

오백장군갤러리 1–5 전시실

2018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제주화산섬이 어떵 맹글아 져신고예?

5. 5 (SAT)

11

돌한마을

설문대할망 무용 공연: 끝나지 않는 바람

주관: 제주시대

주관: 제주차인회

01

5. 18 (FRI)

주관: 국제청년평화그룹, 세계여성평화그룹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소리회

10

돌한마을 축제 #2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주관: 나무꽃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09

신화의정원, 어머니방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한국무속학회

주관: (사)삶의예술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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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 (THU)

주관: 밤하늘지킴이, 볍씨학교

주관: (사)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협회

워크샵 : 2018년 설문 대(設問 大)? Ⅲ

설문대와 함께 하는 돌이 빛나는 밤에

제주를 수호하는 설문대할망
: 어린이 예술가들의 제4회 전람회

5. 1 (TUE) - 12 (SAT)

오백장군갤러리 6, 7 전시실

주관: ASHA(Authentic Self-Healing Artistry)

24

설문대(?)와 함께 “날아라 새들아” 에이블 아트전

5. 15 (TUE) - 30 (WED)

오백장군갤러리 6, 7 전시실

주관: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5월 행사 일정
The Schedule for the May Event

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우리들의 탑 쌓기 체험행사
5. 1 (TUE) - 31 (TUE)

시간 10:00 – 12:00, 13:00 – 16:00
장소 신화의정원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내용 관람객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염원을 담은 
오백장군 상징 돌탑 쌓기 체험행사

제 12주년 설문대할망 패스티벌

01

02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

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오권준 기증사진전 
제주거문오름용암동굴, 그 심연의 표정

2018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제주화산섬이 어떵 맹글아 져신고예?

시간 09:00 – 18:00

시간 13:00 – 17:00

5. 4 (FRI) - 7. 1 (SUN)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1–5 기획전시실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내용 제주 거문오름용암동굴계를 중심으로 한 오권준 기증사진 <제주 거문오름

용암동굴, 그 심연의 표정> 기획전을 개최한다. 본 전시를 통해 작가의 시선
으로 재해석된 거문오름용암동굴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5. 5 (SAT)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진행 윤성효 박사(부산대 교수, 화산학 박사)

내용 제주도 지질관련 박물관대학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 및 백록담 형성과정

윤성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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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연못에 손을 담그다

돌문화공원 신화 세미나 제주에서 할망을 묻다

시간 10:00 – 12:00

시간 14:00 – 17:30

5. 12 (SAT)
장소 하늘연못

주관 (사)삶의예술문화원

진행 구선 김춘기 (선나힐링그룹 대표)

하늘연못에 손을 담그다 미세전류 치료기를 활용하여 하늘연못을 치료수로 만들

고, 하늘연못 자체를 미세전류 치료기로 만들어 손을 담그면 소소한 통증이 사라
진다.

점다커피 시연회 돌절구로커피를 찧어서 내린 커피. 점다의 ‘점’이란 마음으로 물 생

명과 차 생명이 만나는 때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다’란 연결해서 확장한다는 뜻이다. 

점다법으로 차를 끓이게 되면 차의 냉기를 제거할 수 있고 몸의 독소를 해독할 수 있으
며 골세포를 증식시키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12 (SAT)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탐라신화연구회

내용 탐라의 상상계는 수많은 할망들이 있다. ‘설문대할망’도 그 중의 하나다. 

올해의 돌문화공원 신화세미나는 우리가 점차 잊어가고 있던 탐라의 ‘할망’
을 다시 묻는다. 설문대할망을 기억하고 되살려 온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설문대할망의 ‘할망다움’과 탐라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온 ‘할망’에 대해 
함께 묻고 생각해 본다.

프로그램

14:00 – 16:00 주제발표
		
할망신의 내력 : 강정식(제주대)
		
		

 문대 할망의 전승 양상과 신적 성격 - 마고 할미와 비교를 
설
중심으로 : 김혜정(고려대)
설문대 설화의 ‘할망’ 표상 : 정진희(아주대)

16:30 – 17:30 종합 토의 
		
좌장 : 허남춘(제주대)
		
토론 : 김선자(연세대), 이현정(제주대)

구선 김춘기

하늘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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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한국아난다마르가

워크샵: 2018 설문 대(設問 大)? Ⅲ 
설문대할망 신화와 모성성 생명살림과 치유

시간 18:30 – 20:30

시간 09:00 – 17:30

주관 (사)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요가협회

주관 (사)삶의예술문화원

5. 13 (SUN)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진행 이정이, 채경선, 오복희

내용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하나의 지구가족을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과 

설문대할망의 제주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명상음악가들의 음악제
(참여인원 : 70여명)

프로그램

1 – 시작을 알리는 명상음악 (상가차드방)
2 – 인사말씀

3 – 니르말라의 프라바트 상기트 댄스
4 – 샨티의 바잔

5 – 명상 춤 – 봄의 전령

6 – 아차리야의 명상음악 (슈바진따난다 다다, 비모차나 디디)

7 – 투시타의 타이완 영성음악

8 – 칫다다지의 말씀(요가의 중요성)과 요가시연

9 – 죠쉬나의 공연

10 – 박타스의 공연 (최해성의 바이올린, 마르기 협연)
11 – 구루푸자

12 – 볍씨학교 아이들과 키르탄
아난다마르가 산스크리스트어로 ‘행복으로 가는 길’ 인도에 본부를 둔 전세계적인 명상

단체로 개인의 수행을 통한 ‘자아실현’을 밑바탕에 두고 ‘인류애의 봉사’를 행하는 단체,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남성은 다다(형제), 여성은 디디(자매)

5. 14 (MON)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사회 강득희 (삶의예술문화원 전문위원)
프로그램

1부 (09:20 – 12:00)
09:20 – 09:30

09:30 – 10:30
		
10:30 – 12:00
		

등록

주제 강연: 힐링의 뇌과학
이시형 박사 (세로토닌문화원 원장,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
명상과 치유/ 뇌척수로 운동과 발성명상
구선 김춘기 (선나힐링그룹 대표)

2부 (13:30 – 17:30)

13:30 – 15:00
		

몸의지혜를찾아(Searching for Body Wisdom)
김정명 교수(명지대 예술체육대학교 학장)

16:30 – 16:40

휴식

15:00 – 16:30
		
16:40 – 17:30
		
		

모성의 컬러를 통한 힐링
이희석 (Light & Color Essence Academy 대표)
종합토의 좌장 : 송순현(정신세계원 원장)

이시형, 구선 김춘기, 김정명, 이재형 
사이의 논의 및 발표자들과 청중과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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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설문대할망제

5. 15 (TUE)

장소 설문대할망제단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행진 (09:00 – 10:00)

주차장 → 설문대할망 돌손 → 매표소앞 → 전설의통로 

→ 설문대할망제단 앞 (설문대할망 아리랑, 설문대할망송가 연주)

참여진 설문대명상음악제에 참여하는 일행들, (사)한국아난다마르가 명상음악제 참가

자 70여명, 베트남여성박물관 10여명, 길에서 만난 사람들 10여명, (재)김기인춤 문화

재단, 제주대학교 허남춘교수외 학생 30여명, 숙명여대 장광열 교수외 학생 20여명, 설
문대할망소리회,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팀, 볍씨대안학교 학생 등 300여 명 등

2017 9인 여성 제관

본 행사 (10:00 – 13:00)

사회 허남춘 (한국무속학회장,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연 설문대할망 모성성에 대하여 
이시형 박사 (세로토닌문화원 원장)

9인의 여성제관 (가나다 순)

현경아 특별제관 99세, 최고령 4. 3 유족

진행 9인의 여성 제관

김영임 명창

제 의식

김진선 제주돌문화공원 관리소장
류현순 전 KTV원장

1 – 헌향, 헌다, 헌화
2 – 고유문 낭독

9인의 여성 제관

3 – 설문대할망께 드리는 예물(藝物) 9가지
4 – 설문대할망 송가 노래 
5 – 철쭉 기념식수
6 – 헌무

동방묘음 東方妙音(중국)
9인의 여성 제관

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병채, 이우정, 오영욱, 구름비나무)

9인의 여성 제관
남정호 제관

제단 배경 그림: 평화의섬, 설문대할망 (양광자 화백)

남정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

동방묘음 東方妙音(중국), 세계영성음악예술가

마리아 스미루노바 Mariia Smirnova(러시아), 뉴에이지 명상음악가

엘리자베스 젬프 Elisabeth Zemp Stutz(스위스), 스위스 바젤 약학대학 명예교수

특별제관 90세 이상으로서 한 평생 외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여성분을 특별제관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추천: 064-784-7311)

설문대할망께 드리는 예물(藝物) 9가지
1. 설문대크게묻다 그림 4점 : 윤희수 교수

2. 신화그림 1점 : 이재형 대표

3. 정동벌립 작품 1점 : 홍양숙 대한명인
4. 도자기 모자이크 : 주강현 교수

5.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기메 5점 : 김영철 심방

6. “제주도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

7. 설문대할망 헌시 : 고진하 시인, 목사

8. 설문대할망께 바치는 사랑의 반지 : 구선 스님
9. 평화의섬, 설문대할망 그림 : 양광자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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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과 함께 하는 설문대 아리랑 공연

제주 전통차 체험

시간 10:00 – 13:00

시간 10:00 – 13:00

5. 15 (TUE)

5. 15 (TUE)

장소 설문대할망제단

장소 설문대할망제단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소리회
프로그램

1 ‒ 설장구

2 ‒ 대금 독주

3 ‒ 요들 아리랑

4 ‒ 오카리나 연주

5 ‒ 설문대할망아리랑

주관 제주차인회
이우정
김숨

이은경, 이은성

이영이 선생과 볍씨학교 학생

설문대할망 소리회, 

(사)전통예술공연개발원 마로팀

내용 제주의 전통차 및 들차 체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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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스스로춤: 스스로-되기 2018 ‘0(영)’
5. 15 (TUE)

(becoming oneself)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앞마당
작품 의도 제주 돌문화공원 내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춤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그
곳에서 살아 숨쉬는 자연을 만난다. 이를 통해 춤의 본질과 만나고 삶의 본질

과도 만난다. 스스로 춤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춤을 통해 
소통하고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0(영)’- 1

‘0(영)’- 2

시작도 끝도 없는 것

하늘의 마음이다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냥 저절로 스스로의 시작
지금 여기 이 순간...

돌한마을 축제 #1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장소 돌한마을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주관 김기인춤문화재단

비어있지만 채워져 있는 것

12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시간 16:00 – 17:00

작품내용

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하늘의 정신이고 
변치 않는 참 이치이다

날로 새로워져 가는 자연이고

그와 하나 되고픈 소망의 목적이다

5. 15 (TUE)

진행 허남춘(한국무속학회장)

13:00 – 14:00 본향비념 및 기메고사 : 김영철 심방
14:00 – 15:00 황해도 작두굿 공연 
		
진행 : 한대수

15:00 – 16:30 베트남 굿시연 
		
진행 : 심규호(제주국제대학교수)

베트남여성박물관 소장물품 전 :
모신숭배 (worshipping Mother Goddess)

5. 15 (TUE) - 5. 19 (SAT)

주제 순수한 마음 Pure Heart / 아름다움 Beauty / 기쁨 Joy

내용 민간 신앙 관련 전시, 공예품, 마네킹, 복 식, 영화, 민간 신앙 시연 등

제주굿 기메전

5. 15 (TUE) - 6. 14 (THU)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진행 김윤수, 김영철
프로그램 
총감독 

양정현(김기인춤문화재단 이사, 전서울예대학장)

기획		

이혜란

예술감독
작품기획
진행		
출연

하혜석

김금광, 박성율
안재은

김금광, 박성율, 김수진 하영미, 

이화진, 박규리, 김포근, 신현아

당물색

제주 돌한마을 내의 신당에 물색(지전,소지, 명실)을 소박하게 전시

기메전

제주굿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류의 기메 전시

심방집기메 심방집과 관련된 기메(살장, 육고비, 고리동반 너울지 등) 전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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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설문대 국제 명상음악제
5. 15 (TUH)

동방묘음 (東方妙音) LIXIN CHEN(미국계 중국인)

시간 19:00 – 20:20

· 중국 청화대,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졸업
· 국제협력전문가(중국정부 고위층 및 미국, 중동, 유럽 각국 고위층
관계수립 및 중요프로젝트 업무지원)
· 사회활동가(세계평화운동 11년 실크로드 45,000Km 공익사업활동)
· 중국고대소리음악 부문 1인자 (중국인터넷교육방송국 선정)
· 동방묘음 화합의 여정 심(心)실크로드 프로젝트 공동발기인
· 중국문화부 프로젝트 ‘중국문화세계로’ 대표작품 선정 및 
해외홍보 화합의대사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길에서 만난 사람들
프로그램

1부 (19:00 － 20:20) 사회: 구름비나무(가수)
1 ‒ 대금 연주
2 ‒ 회심곡

3 ‒ 오보에 & 피아노

4 ‒	 애기동백꽃의 노래
5 ‒ 여울목, 바람

6 ‒ 뉴에이지 영성음악

김숨

2 ‒ 청정도량송(명상음악)
3 ‒ 제신곡(祭神曲, Song of Devotion)

· 한국국악예술학교
· 아리랑보존회 이사장
· 문화체육인 환경지킴이 환경홍보대사
· 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홍보대사
· 제10회 대한민국 국회대상 올해의 국악상
· 6회 한국예술실연자대상 국악부문
· 한국방송대상 개인부문 국악인상

임성배, 신지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볍씨학교 아이들
한영애

박타스(Bhaktas, 러시아 영성음악 그룹)

2부 (20:30 － 21:20) 사회: 송순현(정신세계원 원장)
1 ‒ 길 가는 자의 노래

김영임 (국악인)

김영임 명창

한영애 (대중가수)

길에서 만난 사람들

· 서울예술대 학교 연극과, 실용음학과 졸업
· 그룹 ‘신촌블루스’ 멤버
· 그룹 ‘참새를태운잠수함’ 멤버
· 그룹 ‘해바라기’ 멤버
· 2008년 제35회 한국방송대상 ‘진행자’부문 수상
· 1996년 제8회 한국프로듀스상 ‘가수’부문 수상

구선 스님 

명상춤 : 조쉬나

동방묘음 

(東方妙音, 중국, 세계영성음악예술가)
대금 : 백문 김기종

임성배, 신지아

김숨

길에서 만난 사람들

볍씨학교 아이들

박타스 Bhaktas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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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선 시인과 함께하는 제주의 詩노래

설문대와 함께 하는 돌이 빛나는 밤에

5. 16 (WED)

시간 19:30 – 22:00

15

5. 17 (THU)

장소 신화의정원, 어머니방

시간 19:00 – 20:30

주관 밤하늘지킴이, 볍씨학교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시하나노래하나

출연 한보리, 오영묵, 이병채, 이우정, 배창희, 강민희
조명 박구영, 백인옥

진행 이소현(밤하늘 지킴이/이영이선생과 볍씨학생, 이현수, 우광술)

내용 인공조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돌문화공원 안에서 자연그대로의 밤
의 세계를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얼

마나 인공빛에 익숙해져 있고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음향 오현정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진행 윤미순, 이준서

프로그램

1 ‒	 김숨의 대금 연주 (19:30 – 19:50) 장소: 매표소옆 휴게실

2 ‒	 별빛산책 신화의정원으로 밤산책, 우리나라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
3 ‒	 당신은별 돌사이에 누워 육안 관측, 명상 음악 연주
4 ‒	 당신은 밤을 느껴보셨나요 자연에서 감각 깨우기

5 ‒	 천체망원경 별관측 밤하늘 별자리 해설, 천체망원경 토성 관측
6 ‒	 별 찾기 별빛아래서 숨겨진 별상자 찾기

7 ‒	 별의 선율 오카리나연주, 행사 관련 소감나누기

8 ‒	 인디언 수니 공연 (21:30 – 22:00)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입구
참여인원 30명(선착순)

신청방법 페
 이스북 사이트 內 신청 
www.facebook.com/JEJUNIGTHSKY

허영선 시인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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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한마을 축제 #2 설문대 국제 굿 문화제

설문대할망 무용 공연 끝나지 않는 바람

시간 09:00 – 17:30

시간 18:00 – 19:00

5. 18 (FRI)

장소 돌한마을

주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 한국무속학회

사회 허남춘 (한국무속학회장,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프로그램

1. 제주와 한국의 굿놀이 세미나 (09:00 - 14:30)

제1부 연구논문 발표

· 한국 굿놀이의 갈래, 판도, 미학: 김헌선(경기대)

· 한국 무당굿놀이의 연행방식과 특징: 윤동환(전북대)

· 사냥놀이 계통 굿놀이 비교 - 황해도, 경기도, 동해안,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희(한예종)

· 제주 마라도 본향신(애기업개당) 굿놀이 실현을 위한 스토리텔링: 김미경
(김미경스토리텔링연구소)

제2부 연구자료 해설

· 제주 지역 굿놀이 소개 및 해설(영상자료) : 강정식(제주대)

2. 충청남도 두레농악 (15:00-15:30)
출연: 논산시 두레연합풍물단

3. 제주의 굿놀이 (15:30 - 17:30)
초감제: 신을 청하는 제차

굿놀이1-산신놀이: 수렵, 목축 관련 산신을 위한 놀이 굿

굿놀이2-전상놀이: 삼공본풀이와 관련한 놀이 굿

도진: 신을 돌려보내는 제차

총괄감독: 김윤수

굿집전: 고
 순안, 이용옥, 강연순, 마치순, 고산옥, 신순덕, 신복만,
강수운, 이태훈, 고덕유

연물: 김연희, 이용순, 김영철, 양승건, 김도안, 윤미란

보조진행: 이성룡, 고승효,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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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 (SAT)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나무꽃

내용 제주섬의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나무꽃의 소리꾼 은숙과 춤꾼 박연술은 우리의 전통춤에 거대한 신화, 창
조의 여신, 설문대할망이란 틀에 입혀 제주에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듯한 마치 설문대할망이 창조하신 제주를 아픔없이 다시 한 번 재
창조 해주시기를 기원하듯 아름답고 풍성한 춤으로 기획하였다.

프로그램

첫 번째: 하늘 여는 [태 평 무]

두 번째: 땅 울리는 [영남 교방청춤]

세 번째: 사람의 춤. 눈물의 춤. [꽃 길]
네 번째: 사랑의 춤 [교방 살풀이]
다섯 번째: 울림의 소리 [모듬북]

여섯 번째: 끝나지 않는 바람 [하늘아 하늘아]
기획 · 연출 나무꽃(은숙,박연술)
안무 박연술, 이정화, 최수진

출연 나무꽃, Soo Danc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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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및 
전쟁종식 평화걷기대회

중국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꿈에... [유원경몽(游园惊梦)]

시간 14:00 – 16:00

시간 1회: 15:00 – 16:00 2회: 17:00 – 18:00

5. 25 (FRI)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국제청년평화그룹, 세계여성평화그룹

내용 세계평화선언 5주년 기념행사 국제청년평화그룹 걷기 및 지구촌 전쟁종
식 평화 결의안 상정을 위한 촉구행사

전세계 회원국 50여개국 100여개 도시 동시 진행 및 영상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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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 (SAT)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시대

내용 중국원나라부터 있었던 희극의 개척자 ‘관한류’가 새롭게 창조한 아주 오
래된 희극으로 제일 아름다운 소리의 전통 곤극이라 불리며 600여 년의
전통을 갖고 있다.

본 공연의 주요내용은 유명한 희극가 탕현조(汤显祖)가 만든 대표작 모
란정(牡丹亭)의 극중 한 부분으로 수 백년동안 애창되고 있다.

가난한 선비 유몽매가 꿈속에서 보았던 화원 매화나무 아래있는 한 여인
을 만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스토리로 모리랑이 화원으로 유람을 갔다가
꾼 꿈이라하여 유원경몽(游园惊梦)이라고 한다.

연출 府剑萍 Fu Jian Ping 단장(장수성 소주곤극악단)
출연 

周雪峰 Zhou Xue Feng

연주 府剑萍 Fu Jian Ping

翁育贤 Weng Yu Xian

严亚芬 Yan Ya Fen

고대4현악기, 호금(분국의 호궁류의 악기)연주가

王凯

Wang Kai 중국전통 사북 연주가

杨磊

Yang Lei 얼후,중후 연주가

邵琛

Shao Chen 루안, 비파 대표 연주가

邹钟潮 Zou Zhong Chao 중국 전통피리 연주가
范学好 Fu Xue Hao 중국 전통피리 연주가
朱磊磊 Zhu Lei Lei 비파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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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명상다례제

설문대할망 신화와 제주의 돌문화 교육

시간 14:00 – 17:00

시간 09:00 – 15:00

5. 26 (SAT)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앞마당
주관 제주차인회

내용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과 창조여신 
설문대할망을 기리기 위한 명상 다례제

진행 제용스님과 제주차인회

21

5. 26 (SAT)

주관 제주돌문화공원

진행 제주돌문화공원을사랑하는사람들 운영위원회

내용 제주의 역사와 시대별 돌문화, 그리고 설문대할망 신화를 도민과 관람객
들이 함께 배워보는 프로그램

코스 교래자연휴양림 → 큰지그리오름 → 전설의통로 → 돌박물관 
→ 시대별돌문화 → 제주전통초가 돌한마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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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주국제즉흥춤축제
5. 30 (WED)

시간 14:45 – 21:00

장소 제주돌박물관 야외무대,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주관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사무국

내용 무용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이미 공연의 한 장르로 자리 잡은 ‘즉

흥’을 제주의 자연유산을 고유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 제주돌문화공원에

서 개최, 즉흥 춤과 자연환경이 결합하는 생태예술로 예술의 영역을 확장시
키고, 제주도민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예술체험을 선사
한다.

예술감독 장광열

출연 Lucia Vazquez Madrid & Nobuyoshi Asai(스페인), Makoto

Matshima(일본) & Mile Lord(미국), 나무꽃(박연술:춤, 은숙:소리), 

박수현(콘트라베이스), 하민경(타악), 강혜련댄스프로젝트(이경은, 기은주, 차상

원), 강혜련(춤), 박상은(바이올린), Hisashi Watanabe(일본) & 김효숙(가야
금), 바리나모, 제주춤예술원(김미숙, 이지은, 김수범)

프로그램

14:45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즉흥공연
제주장애인복지관 원우

15:00 제주의 자연과 함께 하는 생태 즉흥춤 공연

17:00 열린 즉흥 공연

강헤련 댄스 프로젝트, Hisashi Watanabe,
나무꽃, 더파란 Dansingers

19:45 국제 컨택 즉흥 공연
춤
 : Makoto Matshima(일본), Lucia Vazquez Madrid(스페인),
Nobuyoshi Asai(일본), 이경은, 기은주, 김바리, 나모, 안지석
연주: MiKe Lord(미국)

20:30 관객과 함께 하는 즉흥 파티

2018 Seolmundae Halm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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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수호하는 설문대할망 
어린이 예술가들의 제4회 전람회
5. 1 (TUE) - 12 (SAT)
시간 09:00 – 18:00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6, 7 전시실

주관 ASHA(Authentic Self-Healing Artistry)

내용 어린이때부터 자기탐구를 배워가는 어린이 예술가 그룹의 3인전, 그림

창작을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권능을 함양해가는 그 과정은 각자
안의 설문대할망이라는 신성을 일깨워가는 여정

지도교사 김소영

참여작가 정다민(2009년생), 송민경(2003년생), 김라연(1999년생)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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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와 함께 
날아라 새들아, 에이블 아트展
5. 15 (TUE) - 30 (WED)

제주돌문화공원에 
철쭉꽃을 심는 뜻은...

시간 09:00 – 18:00

장소 오백장군갤러리 6, 7 전시실

주관 이마고 미술치료연구소,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내용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시각 예술적 표현의 장려와 예술의지를 선보이며,
장애· 비장애를 넘어선 ‘다름’을 예술적 가치로 인정하고 독립된 하나의
예술장르로 확립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에이블 아트 지원제도 인프라

구축과 장애인 인식전환에 이바지하고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이
블 아트 작가들과의 교류전시를 마련하였다. 예술적 재능과 흥미를 고루

갖춘 도내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예술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며 전문 예술
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시기획 이은주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가 다시 힘차게 솟아오르는 제주해변의 용천수처럼,

한라산 영실에서 발원하여 시간의 계곡을 따라 흐르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영혼의 샘이 되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돌문화공원의 설치주제(設置主題)이기도한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 일출봉, 산방산과 삼백 예순여 개의 크고 작은 오름들을 빚어 
신비스러운 제주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설문대할망은 아주 커야 했습니다. 

과연 그 한 몸이 한라산보다 스물다섯 배나 컸다고 합니다.
1 산방산과 나의 뇌_ 우정훈(뇌병변 2급, 41세) 2 나를 건들지 마!_ 최은주(지체장애 1급, 46세)
3 무제_ 조영란(뇌병변 3급, 46세)

옛 제주사람들이 펼쳐낸 상상력의 기발함과 장엄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망은 슬하에 오백 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오랜 가뭄이 닥쳤을 때 할망은 끓는 죽 솥에 그 큰 몸을 던져 굶주린 자식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들은 피 토하는 울음을 울고 
또 울다가 바위로 굳어져서 영실 분화구의 오백장군이 됩니다.

죽음을 무릅쓴 어머니의 가없는 자식 사랑과 그 사랑을 애통으로 기리는 
자식들의 효성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부르는,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슬프고 아름다운 가족 유래담(由來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막힌 사연을 잊지 않게 깨우치려는 듯 해마다 5월이면 

1

저들이 흘린 피눈물인 양 붉디붉은 철쭉꽃이 지천에 피어나 
한라산의 온 산야를 물들입니다.

이 애틋하고 거룩한 이야기를 도화지에 채색 그림으로 옮겨 그리듯이,
돌문화공원은 몇 해 전부터 원내에 철쭉꽃을 심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이야기가 자라는 세대에게는
부요(富饒)한 인간애와 웅대한 상상력의 교본이 되고,
2

3

마음이 메말라 찌드는 현대인들에게는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정화수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설문대할망제와 설문대할망전시관

제주에는 설문대할망 신화가 있습니다. 그 상상력의 규모에서나 기발함, 성스러움
에서 이 신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주의 보물자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보물 같은 이야기가 현재 돌문화공원에서 기념비적 건축물로, 거대한 신화
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돌아본 어느 건축가는, 신화를 현대건축물로 디자인 한 경우는 미국의 맨해
튼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과 제주돌문화공원이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설문대
할망전시관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은 맨해튼 작은 섬에 세워진 높이 약 100m의 입상이고, 설문
대할망전시관은 제주섬에 누워 있는 길이가 약 500m나 되는 와상(臥像)입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장축이 약 다섯 배나 긴 건축물이 되는 것
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높은 빌딩숲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나 아
름다운 한라산을 배경으로 길게 누워 있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둘 다 여신들을 소
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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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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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성
과 자조성(自助性),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가마솥에 몸을 던져 모성애
의 화신이 된 위대한 설문대할망을 기리고자 돌문화공원에 제단을 마련, 자체적으
로 단촐하나마 치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건립을 위해 후손인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설문대할
망 신화에 담긴 창조성, 자조성, 헌신, 바로 그런 덕목일 것입니다.
2020년, 마침내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완공이 되어, 설문대할망전시관 다목적공간
또는 야외 옥상무대에서 설문대할망페스티벌 등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펼쳐질 날
을 고대해 봅니다.

2018년 5월 현재, 설문대할망전시관 건축공사 공정률 약 30%

설문대할망전시관 조감도

설문대할망 신화에 관하여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이야기는
낭만과 신비를 가득 실은 지적문화재(知的文化財)다.

임석재 민속학자, 전 서울대 교수 1997.07.26 중앙일보 ‘문화유산의 해’ 특집에서

단군신화 보다도 더 원초적인 신화형태

자라나는 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

전설은 오히려 ‘다시쓰기’를 거치며 살아있는 전설이 되고, 현대인의 심혼을 되살리
는 삶의 효소가 된다는 것이다.

송상일 문학평론가 2011, (사)이어도연구회 눈문에서

천지창조의 주인공인 설문대할망을 영웅화하는 작업이 제주도 문화전통의 핵심을 재

설문대할망제 세계화 방안과 스토리텔링

전경수 2000년 1월 1일 한라일보 특별기고문 [설문대할망 재발견: 탐라의 원동력 될 것]

창세신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라와 탐라 형성의 어머니라는 특성은 다양한 

발견하는 작업이고 탐라국 문화독립의 근간이다.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설문대할망의 재발견은 설문대할망을 상징으로하는 새로운 역사의 재구성이며, 그

것에서 미래로 이어질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탐색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진희 서울대 2001, 국문학연구 제 19호 논문에서

문화영웅으로서의 여신들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 제주섬을 창조했다는 설문대할망은 거인이다. 여신에 대
한 설화는 전도에서 채집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문헌기록으로는 조선 숙종때의 제
주목사였던 이원조(李原祚)의 탐라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설문대할망에게는 아들이 오백명 있었는데 가마솥을 걸어놓고 아들들에게 먹일 죽

을 쑤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아들들은 그 죽을 먹었

는데 막내아들이 나중에 돌아와 어머니가 죽은 것을 발견한다. 아들들은 울면서 바
위로 굳어져서 한라산 영실의 오백장군이 되었고, 그들이 흘린 눌물은 한라산 여기
저기에 봄이 되면 철쭉꽃으로 피어난다.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조각조각 찢어지고 흩어져 매우 단편적이다. 마치 목걸이의 구
슬들을 연결하는 끈이 끊어져 있어 구슬방울이 이리저리 뒹굴어 다니는 형편과 같다.
김순이 제주도 문화재위원, 여성신화학 2001, 제주문화총서 8, [제주여성문화]에 실렸던 
글의 전문 중 2005.7.1–14 제1회 제주신화미술제 도록에 실린 글의 일부 발췌.

설문대 설화는 전설과 민담의 재편과 변이가 이루어졌으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화소의 매력적인 유전자로 인해 제주돌문화공원이라는 테마파크를 만들어냈다.
스토리텔러와 신화 장소성의 이미지화가 상생된 신화박물관인 셈이다. 

세계신화축제로 진전하기 위해 제주돌문화공원이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이창식 세명대교수 ‘2011, 설문대할망신화와설문대할망’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설문대할망은 제주를 만든 창조여신

설문대할망은 제주를 만든 창조 여신으로 제주땅의 위대한 어머니(The Great

Mother)이며, 한라산의 산신으로서 성모신(聖母神) 그리고 땅을 창조한 지모신(地
母神)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좌혜경 제주 연구원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 창조의 여신 ‘설문대할망’은 한라산과 360여개의 오름의 
형성과 전승에 대한 증거이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이 형성된 배경을 말해주는 설화로 제

주전도에 걸쳐 전승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가지 증거물
이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주는 이야기다.

천지창조 뒤에 나타나는 지형 형성의 신화로 볼 수 있으며 남성신화가 나타나기 이
전의 여성신화이다. 대단한 생산력을 지닌 여성신으로서는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생

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따뜻한 인간애를 드러내는 신
화이면서 제주인의 소망을 담은 미래지향적 이야기라 하겠다.
허남춘 한국무속학회장, 제주대 국어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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