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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헐할그
제주에는 창세신화가 여러 심방들의 무가 속에 남아 었다 〈천지왕본풀이〉

가 대표적인데，창세의 혼적올 지니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도 이와 함께 주목

해야 한다 제주도의 국토를 형성한 이야기로 거구의 여신이 엄청나게 많은 음

식을 먹으며，엄청난 양을 배설하고，큰 옷을 지어달라고 동}는이야기가 전한다

설문대할망은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거대한 옴으

로 하늘을 들어 올려 세상을 만든 창세신과 대비된다 단순하게 지형을 형성하

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신화체계를 본다면 천지분리와 국토생성은 모두 창세신

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마 지형전설처럼 보이는 설화에도 성과 오름의 창조

모티프가 담겨 있어 원래 셀문대할망 셀화가 지니고 있었던 창세신화적 변모를

발견할수 있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중국파 일본의 창세신화와 비교하여 설문대할망 설화가

* 이 논문은 2011년도 제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에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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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창세신화적 변모를 찾았다 중국 여와와 무리우자 여신과 대비를 통해 설

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바느질하여 창조한 여신과 동격임을 밝혔다 거인의

배젤물과 연력에 의해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다라봇치’거

인설화와 유사히여，논문의 중섬에 한국과 일본의 거인 모티프에 답긴 창세신적

특성을규명하였다

원시와 고대의 신화가 고대 남성 중심의 신화체계로 재면된 우리나라 대부분

의 신화에는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다 그런데 만 년 전부터 오천 년 전까지

모계중심사회가 전개될 당시의 신화체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는 여성 신화

가 풍부하다 그 여주인공들의 활약 앞에 거대하고 강력한 여신 설문대할망이

있었다

이런 여성신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모하는 과정도 살폈다，첫째，

여성 중섬 사회가 남성 중섬 사회로 바뀌면서，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

성영웅이 동장히는 현상을 찾았다 둘째，여성 창세신이 남성 배우자를 만나고

남성신의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이어서 아이를 낳는 어머니 여성신의

면모가 드러난다 셋째，거대신이 거인신으로 바뀌고 거인으로 바뀐 후 인간 크

기와 비슷한 신으로 정점 왜소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야생적이고

반인반수의 신이 점차 부드렵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변모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

다.그러면서 여성신 이야기는 왜소해지고 파면화하면서 전설로 바뀌는 경로를

따라간다，그래서 셜문대할망 이야기는 전설로 남게 된다，

주제어 설문대할망，거인，다이다라봇치，무리우자，오백장군，대식(大食)‘여성성‘창세.
국토형성

I. 서론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제주의 한라산과 오름이 형성된 배경을 말해

주는 설화로，제주 전도에 걸쳐 전승되고 있으며，다양한 이야기 구성을

지니고 있고，여러 가지 증거물이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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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이야기다 천지창조 뒤에 나타나는 지형형성의 신화로 볼 수 있으

며，남성신화가 나타나기 전의 여성신화이다 대단한 생산력을 지닌 여

성신으로서의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따듯한 인간애를 드러내는 신화이변서 제주인

의 소망을 담은 미래지향적 이야기라 하겠다 J)

설문대할망과 마고할미，중국의 여와，북유럽 신화의 이미르 (Yimirl ，

바빌로니아 신화의 티아마트 (Tiamatl 퉁은 모두 거구의 창세신들이다

원시 인류는 최고의 능력을 지난 대모신격(大母神格)을그 능력에 걸맞

은 거구의 형상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크다’

는 것은 실제적인 ‘크다’의의미를 초월한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므로 1

최고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21 이처럼 몸집이 크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설문대할망의 실체를 구명하고자 히는 것이 이 글의 목표

다 설문대할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성신화가 지닌 특성을

살피면서，특히 일본과 중국 소수민족의 신화와 비교를 통해 논지를 전

개해 나가고자한다

설문대할망 설회3)는 우선 거녀(巨女)의이미지를 지닌 여성신의 에피

소드로 구성되어 었다..4) 잘 알려진 것으로는 우선 셜문대할망이 앞치마

1) 설문대할망 성화 자료는 다음을 창조했다 검영톤 현용준 현걸언 (1985) ，r제주껄
화집성 (j)" 제주대학교 탑라문화연구소， 엄석재 연 (1992) ，r한국구천설회-전라남도
연，제주도연 J，평민사，진성기 (1968) ，'남국의전설 J(개정판)，일지사;진성기 (1978) ，
r님국의 전셜，(증보판)，학문샤， 현용준 (1996) ，r제주도 전설 J，서문당

2) 송정화 {2007) ，r중국여신연구 J，민음샤 66쪽

3)이 글에서 ‘셜문대할망성화’라는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는 신화적 특성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지만，지금 냥겨진 것들은 지명 유래와
연관왼 천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신화，전설，민담을 아우르는 설화란 용어를 쓴다
시간이 흐르연서 신화가 전설로 이행해 간 단연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은
신화들이다 왜냐하연 이 이야기 속에는 창세의 모티프가 있어 주변 신화와의 대비를
통해야 비로소 그 연모가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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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흙을 퍼 담아 나르다가 구멍이 뚫어진 곳에서 흙이 새어나와 그것들

이 360여 개의 오름이 되었고，마지막 흙을 날라다 부은 곳이 한리산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다음 설문대할망은 오백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그

들을 벅이기 위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져 죽었고 1 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아들들은 모두 죽어 한라산 영실의 오백정꾼 바위가 되었다는 창조성과

다산성을 지닌 이야기다.그리고 거구인 할망이 배가 고파 음부로 사슴

열 마리와 멧돼지 일곱 마리를 잡아 포식하였다거나， 할망이 음부로 고

기를 잡아먹었다는 대식성과 다산성을 드러내는 이야기이다 설문대할

망은 물장오리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려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

불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데，거대한 여성신의 죽음은 힘에 의해 지배되

는 남성신 중성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빚어진 패배라고 해석된다.여성

중심의 사회가 남성 중성의 사회로 변화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읽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설화가 백두산에 전해지고 있고，마고할미가 물러난

뒤 단군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사회

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단군에 관한 기록신화의 이면을 엿

볼 수 있다.마고할미 설화는 바로 설문대할망 설화의 변이과정을 추적

하게 해 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 5) 영웅서사시에서는 여성 영웅서사시가

4) 설문대는선문대，설영두，세영뒤할망，""麻站，l'少윷頭站라고도한다 E 女신화의
특정에대해서는권태효(1998)，'거인설화의전숭양상과연이유형연구"경기대박
사학위논문('한국의거인설화"역락，2002，)에자세하다

5) 마고할미설화는다음과같다 단군이거느라는박달족이마고할미가족장으로있는
인큰마고성의마고족을공격했다전투에진마고할미는달아나서박달족과단군족
장의동태를살피는데，알고보니 자기부측에게너무도잘해주는것이아년가그래
서 마고할미는단군에게성복하게되었고，단군은마고할미의신하인아흉장수를
귀한손님으로맞이해극진히 대접했다그이홉손님올맞아대접한곳을구빈(九훌)
마을이라하고마고할미가단군에복속하기위해고성으로되돌아오며념은고개를
왕립(狂臨):;:꽤라한다는것이다<l997. 7. 4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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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타나고 남성 영웅서사시가 뒤를 이었다 6)

제주의 지형을 형성한 거대한 여신 설문대할망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에 관한 이야기는 전설로만 전한다 신화적 상상력은 대부분 제거되

었고 신의 내력을 풀어내는 방대한 제주 서사무가 속에 설문대할망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7) 대지신으로서의 여성，그리고 땅과 관련된 설문

대할망의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땅�물 달�농경 �여성’동에

관련된 상정체계의 의미를 중시해야 한다 8) 지금 납겨진 설문대할망

설화 속에 내장된 여성 신화의 이미지를 찾아내 그 상정성을 해명하고

아울러 주변 신화와 대비를 통해서 제주 설문대할망의 위상을 재조명

하게 된다면 애초에 지녔던 창세신의 의미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계기적으로 해결

할 것으로 기대한다

6)이는 고대국가 형성기에 천신올 자처한 남성 정복자의 동장을 의미한다，애초 여성
영웅과 남성영웅은 대동하였으냐，“남성영웅과 여성영웅 시아에서 태어난 지식이 주
역으로 동장하연서 대립이 해소되었는데，그 자식은 딸이 아니고 아틀이다 그렇게
해서 여성영웅과 남성영웅이 병립하던 시대는 가고 남성영웅 독주의 시대가 시작되
었다"(조동일(1997)，r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J，문학과지생샤 65쪽)

7)앞의 마고할미 전셜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전역에서 여성신화가 물러나고 남성신
화가 퉁장한다 고대국가 건설기 즈음까지 남아 었던 유화나 선도성모에 관한 이야기
는 농경과 관련된 대지선으로서의 주체적 성격옹 지니고 있다가 소거당하고 만 듯하
다 그러나 한국의 건국신화 속에는 태초의 여신들이 고대국가 건국주의 어머니로서，
신모(神母)혹은 곡모(앓母)라불리며 남아 있는데，제주에는 그런 혼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서시무가 본풀이 속에서 설문대할망의 상징성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8) 허냥춘 {20ll)，r제주도 본풀이와 주변 신화 J，제주대 탑라문화연구소 147-149쪽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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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국토형성과 창조여신

설문대할망 설화는 왜 창조신화의 반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작 ‘전셜’의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전숭의 근원적 의미는

별반 관심이 없는 편이다 오랜 전승의 과정에서 변이되는 요소에 대한

비판적 접근도 미홉하고，일부 변모현상에 대해서는 조작설까지 보태져

있다 그 원형적 의미는 창조신화일까‘그것을 규명해내면 전숭과정의

변이 현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신화의 전설

화에 담긴 맥락도 조금씩 해명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래서 본고는 우선 현재 전숭되고 있는 파편화된 설화의 원형적 의

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 그 원형적인 신화소가 어떤 과정을 거치

며 그 신성성을 잃게 되었는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이 변한 것인지 밝혀

보고자한다，

우리의 경우 설문대할망 설화가 창조선화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지형

형성’에서찾고 있다.한라산과 오름을 만들었다거나 우도를 분리시켰다

는 내용을 두고 지형 형성 설화라 했고，이것은 천지창조 신화의 파편화

라고추정한다

일본 연구자들에게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받아틀여진다 오바。비(大

林太良)를대표 편자로 만든 『세계신화사전』에서조선반도 신회를 소개

하면서 ‘천지창조신화’항목을 제일 앞에 두고 있는데，거기에는 ‘천지분

리신화，복수의 해와 달，국토생성’세 가지 분류를 두었다 천지분리신화

에는 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초감제와 함경도의 창세가 복수의 해와 달에

는 두 개의 해를 영웅이 해결하는 생인굿과 도솔가 국토생성에는 거인

과 떠오는 섬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국토생성’모티프는 일본신화의

‘국생신화(國生神話)’와같은 반열에서 보았던 것 같다 ‘국토생성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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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첫째，거인의 배설물과 편력에 의해 산천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로

일본의 ‘다이다라봇치(컨μ컨μ;r ...，t，)’와홉사한 것이라 했다 둘째，떠

오는 섬 전설인데 표류 �이통하는 성이 빨래하는 여자의 행동에 의해

멈췄다는 유형으로 일본의 ‘국토끌기(國명흥神話)’와유사하다고 했

다 9) 첫째의 유형이 바로 설문대할망 설화와 같은 거녀 설화이고，둘째

유형은 비양도 전설과 같은 ‘움직이고멈추는 섬’설화다-

한편 여신신앙을 연구한 노무라 신이치는 초창기 여신의 계보를 설명

하면서 그 첫머리에 ‘천지를창조한 여신(天地쉰創&女神)’을두었는데，

여기서 설문대할망을 포함하여 마고할미와 개양할미를 소개하고 있다.

설문대할망은 한라산을 베고 둡는 거대한 여신으로서 제주도의 오름을

만든 여신이라고 요약하고 있다 10)마고할미는 비윗돌로 산성을 쌓거나

다리를 놓는 행위를 하고 높은 산정 바위에서 소변을 보아 일어난 일이

부기되어 있다 개양할미는 나막신을 신고 서해를 건너를 건너면서 수심

을 재고，그것을 어부들에게 알려주어 풍랑을 방지하게 해 준다는 수호

신격이다 개양할미에는 창조여신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문대할망 설화에서 한라산을 베고 늄는 거녀라는 모티프

와，한리잔과 오름을 만들었디는 모티프가 국토 생성의 창조신이라는

규정에 홉족한 증거라 할 수 있을까 한라산과 오름을 만들고 우도를

가라놓았다는 것은 지형 형성 설화의 반열에 든다고 하겠으나，국토 생

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홉하게 느껴진다

창조의 신은 하늘과 땅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거나 하늘과 땅의

분리에 크게 관여했고，거대한 자신의 몸에서 자연 만물이 생성한다는

9) 大林太良 外(1994) ，r世界神話事典 J，角川書店， 352-353 쪽

10)野村뼈→ 編(2004)，r혔7ν7η 女神 를때ε女性生活" 慶f혼義뿔大學出版會，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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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化生)모티프를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당연히 천

지창조 신화 혹은 창세신화라고 하여 우리가 익숙히 아는 것틀이다 혹

은 파탄 난 세상을 수습하여 하늘과 땅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신화도

이에 속한다 태초에 우주를 연 창세 여신은 아니지만， 혼란을 수습하고

세상을 복원하였던 점에서 창세신화의 반열에서 논할 만하다‘

아득한 옛날，사극이 망가지고 구주의 땅이 갈라졌다 하늘이 무너져 대

지를 완벽하게 덮을 수 없었고 땅도 망가져 모든 사물을 다 제대로 실을

수 없었다 불길이 타올라 사그라지지 않고 물은 치올라 쉽이 없었다 통물

들이 착한 백성들을 잡아먹었고 무서운 새들이 노약자를 채 갔다 이에 여

와는 오색 돌을 녹여 푸른 하늘을 보수했고，거북의 다리를 잘라 사극을

메웠으며 -…�네모난 땅을 둥에 지고 둥근 하늘을 품에 안았다 111

여와는 오색 돌을 녹여 하늘을 보수하는 여와보천(女뼈補天)을 행하

는데，이런 창세의 이야기가 중국 납부의 소수민족 신화에 많다고 소개

한 김선자 교수는 “중국남부지역에 전숭되는 신화 속의 창세여신들은

모두가 바느질을 해서 서로 다론 히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고 있다.."12)고

했다 그렇다면 그 바느질 모티프는 어떤 것인가

(무리우자가)하늘을 다 만들고 보니 땅이 하늘보다 넓었다 그래서 히늘

이 땅을 덮지 못하자 땅의 기장자리를 바느질하여 실을 잡아당겨 땅을 줄였

11) 往古之時，四極廢，九州)짧，天不象覆 地不周載 火짧 Ø<而不滅 水浩洋)而不息
~을*食隨民:It鳥f햇老弱 於是女뼈練五色石以補蒼天， 斷옳足以立四極，殺黑龍
以濟형州 *훌훌l1i.以止않水 蒼天補 四極正 않水1댐 꿇州 'l' ，校蟲死 願民生 背方州
抱圓天(堆南子， jl롯訓)

12) 김선지{2010)，'중국의여신과 여신신앙」，r동아시아 여성신화와여성 정체성"이
화여대출판부，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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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침내 하늘이 땅을 다 덮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땅은

평평하지 못했다 그때 튀어나온 곳이 산이 되었고 움푹 들어간 곳이 강과

바다가되었다

미뤄터가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땅보다 작아 땅을 다 덮을 수가 없

었다 그래서 실과 바늘을 가져다가 하늘과 땅의 가장자리를 꿰맨 뒤 실을

잡아당겼더니 하늘은 솥뚜껑처럼 되었고 땅은 주릉치마처럼 되었다 땅에

주름이 잡히는 바람에 산과 골짜기가 생기기는 했지만 하늘과 땅의 크기는

똑같아졌다 131

장족의 무리우자나 야오족의 미휘터는 같은 창조의 여신이다 바느질

로 하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었는데， 그 결과 산과 계곡이 생겨났다고

한다 설문대할망이 손으로 긁은 곳은 계폭이 되고 퍼담은 곳은 산이

되었다는 모티프와 유사하다 그런데 바느질 이야기는 별도로 전한다

그것이 ‘성산 일출봉 퉁경돌 이야기’다，일출봉을 오르는 중턱에 있는

둥경돌 위에 각시볼을 없어놓고 거기서 바느질을 했다고 한다 할망의

바느질은 단순하게 의복을 손질하는 의미만이 아니라，하늘과 땅의 가장

자리를 꿰매는 창조의 여신으로서의 역할과 연관된 듯하지만 증거는 미

약하다. 바느질과 염색과 직조술은 여신의 영역이다 14)

땅 위에는 당연히 산과 계곡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

는 흙을 운반하거나 땅을 헤집는 것이었을 듯하다， 국조선(國피에$)이인

13) 김선지-(2009)，r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J，안티쿠스，387쭉，432쪽
14) ，삼국유사j를 보면 선도성모가조복을 직정짓고 있다 선도성모는혁거세의어머니
신격으로부가된다 가。F의 허황옥은 비단류를가지고 도래한다 염색은특권층의 권
리였다 일본 와카히루메노미코토란여신은 아마테라스의신성한 하타도노(機願)에
서 신에게 바치는옷올 쩌는 직능을갖는다 얘초에는설문대활망이바느질로하늘과
땅을 이어놓았고 그런 과정에서산과 계곡이 생겼디는전숭이 있었을텐데，바느질만
남고 나머지 행위는 잊혀졌다 그리고 흙을 운반히는 직접적인 행위가 논리적으로
부가된 것이라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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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상을 만드는 아이누의 신화에서도 매우 유사하다.“상천신(上天神)

들이 상천(上天)에모여서 ‘내려가서인간국토를 만들어라’라고 해서

국조신이 당느릅나무 팽이와 우목(又木，끝을 뽀족하게 하여 땅을 파는

도구)을만틀어서 내려왔다 강이 흐를 만한 곳을 손가락으로 긁고 손톱

으로 파서 만틀고1 계곡 퉁도 손톱으로 긁고 손으로 파내어 만틀었다"."15)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이 상상력으로 동원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은 어떻게 생겼을까 히는 의문에 직변했을

때，거인 창조신이 흙을 운반하였다거나 흙을 헤집어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손쉬웠을 것이고，창조 여신의 주특기인 바느질로 그렇

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다음으로 가능하였을 것이다 아이누에게

있어서도 땅을 만든 신은 초목의 일에서 니무를 벗겨 옷을 만드는 일을

가르쳤다고 한다 16) 여기서 땅을 만든 신은 어떤 신인지 명확하지 않지

만 대지모 신일 것이고，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직조술과 바느질을 포항

하는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라 땅을 만드

는 행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중국 광시 정족에게 무리우자는 인간을 창조하고 그 운명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알려져 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황량한 대지에 잡초뿐이었

는데，그 땅에 꽃이 피고 꽃 속에서 여신 무리우자가 탄생하였다.여신은

꽃을 기르며 살았는데 그 꽃이 인간세상의 영혼이 되었다.천상의 꽃발

에서 붉은 꽃을 보내면 여아가 태어나고 하얀 꽃을 보내면 남아가 탄생

한다，여신이 꽃밭에 물을 주고 잘 돌봐주면 인간세상의 아이들이 건강

하고 물이 부족하고 꽃에 벌레가 생기면 아이들이 병에 걸린다 인간이

죽으면 다시 꽃이 되어 천상의 꽃받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17)

15) 更科댐藏 (2000) ，이경애역 'ot이누신화"역락，12쪽
16) 更科原藏 (2000) ，아경얘역 'ot이누신화'J，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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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여신 무리우자는 꽃 할망(花婆)이라불린다고 한다 제주도

<삼송할망본풀이〉의 서천꽃밭과 이를 주재하는 할망과 너무 유사하다

아이를 접지하는 방식도 같고 꽃받을 생명의 근원으로 혹은 영혼이 돌

。까는 곳으로 사유하는 점도 같다.삼숭할망이 하얀 꽃을 보내면 남아

개붉은 꽃을 보내면 여아가 태어난다는 정도 같고1 아이가 15세가 안

되어 죽으면 다시 꽃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 매우 유사하다，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인간을 창조하고 운명을 주재하는 이야기가 없

다 그런 기능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 찾을 수 있다.얘초 창세신에

게 그런 능력이 부가되어 있었는데 시간을 내려오면서 그 기능들이 여러

신격으로 나뷔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탄생을 주재하는 능력은

심송할망이，운명을 주재하는 능력은 가문향}기까 흥요를 주재하는 능

력은 자청비가 니누어 관장하는 신화적 틀을 갖게 되었다 제주에 다양

한 여신틀이 두루두루 있게 된 연유다 그 기저에는 인간사고의 변모가

깔려 었다 산처럽 큰 신이 어떻게 폰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점점 거대한 몸집의 설문대할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교 신들은 인간

의 몸집과 비슷한 크기의 존재로 조정되었으며，창세신의 다양한 능력은

여러 여성신에게 나뉘어졌고，그 다음 여성의 강한 능력에 대치하여 남

성의 강한 능력이 자리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창세의 여신은

전셜 속의 인물로 바뀌게 된다

m. 거녀(巨女)의의미

설문대할망 설회는 우선 거녀(巨女)의이미지를 지닌 여성신의 에피

17) 김선지{20091，r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J. 386-38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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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대는 선문대，설명두，세명뒤 할망，선마고

(說麻站)，사만두고(沙용頭始)라고도한다 설문대할망은 다음의 특정

을 가진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셜문대할망

의 특정은 대의(大衣)，대식(大食)，대근(大根)，배설(排뻐)，거구CE:騙)
동으로 요약된다 181이런 거인의 특성은 ‘다이다라봇치’라는일본의 거

인 설화에도 그대로 나타나 비교의 대상이 된다 이 설회는 일찍이 야냐

기타와 같은 학자가 채록19)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올였다 다이다랴봇

치는 大太郞(다이타로오)와法師(호오시)의합성어에서 왔는데，이의

축약형이 ‘다이다라봇치’라고여기는 것이 열반적이다.

일본의 거인(다이다라봇치2이)도산과 호수를 만틀였디는 이야기가 많

지만，여타의 흥미로운 모티프를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원래 이 거인

은 나라를 만드는 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창세기에

활약했다는 거대신(巨大神)인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일본열도를 구성

하는 섬을 탄생시켰다고 전해진다 이자나기의 눈에서 태어난 아마테라

스와 쓰끼유미，코에서 태어난 스사노오는 거인신(巨A神)으로그 다음

세대를 형성한다 거인신은 거대신보다는 확실히 작지만，낮은 산 정도

의 키를 갖는다.산정에 걸터앉아 조개를 줍는 디아다라봇치는 거인신과

18) 巨女의 특성 * 大衣 -옷갑이 선에 대한 제물，명주 100동에서 1동 부족 모티프

* 大食 소천국，냥국성(또는궤네깃도)의엄청난 식성 * 大服 -배가 고파 여끈으
로 물고기 잡기 * 배셜 -수수범벅을 먹고 大便을 보니 굿앙상오륨，오줌발과 우도
* 거구 - 한 발은 가파도 한 발은 성산일출봉에 걸치고 빨래를 함

19) 柳田國男 (1927)，':i'χ7'7 야끼足跳" 中央公論社

20) 다이다라봇치는 다이다라보오 데이다라봇치，다이란보오 데이란보요 다。l라보오
다다보오 풍으후 불린다 이에 대한 명청은 여러 지역과 문헨에 따라 다르다 ‘다이다
라보오’에대해서는 다음 참조 村上健司 編著 (2005)，r日本앉怪大事典 j 角川書店，
195← 196쪽 이것들은 東日本에 보면적인 것이고 西 日本에서는 랬三 B~，h't 五郞，*^ 둥으로 불리고 ‘-덤連’(외눈 거인)이기도하고 제철(짧鐵)과연관되기도 한
다 우리가 혼히 알고 있는 도깨비와도 비슷한 형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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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의 거언(巨A)이다 거인 다음에는 사람 크기와 같은(等身大)신이

퉁장하게 되는데，황실의 조상이 된 니니기노미코토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21)

거대신(巨大神)거인신(E:A神) 거인(E:A) 사람 크기와 같은

(等身大)영웅

중국의 반고(盤古)와비슷한 창세신이 빨약하다가 인간세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신이 동장하교 이어서 산과 호수와 같은 지형을 형성하는 거

인전설이 이어지고 다음에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한 신이 동장하여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된다는 계기적 설명이다 인간의 삶이 변화힘에 따라，

그리고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신격의 모습도 서서히 변모하는 양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예라 하겠다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를 통해 본다면 <초감제〉의창세

기가 있고 이어서 천지왕과 대별왕 •소별왕이 퉁챙}는데 이들은 인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신격이다.그 다음으로 운명과 생사의 신이

이어지고 집과 마을을 관장하는 신이 퉁장한다.디음 세대를 잇는 부류

는 사람 크기와 같은(等身大)의신인데，<송당본풀이>의소로소천국과

궤네깃도와 같은 장수형 신이라 하겠다.소와 돼지를 온마리로 먹고 엄

청난 힘을 발휘하는 영웅이 동장한다 제주에 있어 설문대할망은 어떤

반열의 신이었을까 제주의 국토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창세신의 의미도

있는 듯하고 지형을 형성하는 거인신 혹은 거인의 의미도 내포된 듯하

다 이런 설문대할망의 위상을 일본 거인신화와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

2)) 武光誠 (201l)，r日本A강A知?τE 올tν<Ì>ιαt>ε 神道J，河出書房新社，25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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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설화 1-1) 잘 알려진 것으로는 우선 설문대할망이 앞치미에 흙을 왜담。}

나르다가 구멍이 뚫어진 곳에서 흙이 새어나와 그것들이 360
여개의 오름이 되었고 마지막 흙을 날라다 부은 곳이 한라산

이 되었다

설화 1-2) 한라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은하수를 만칠 듯 높이 솟아올

라 봉우라를 꺾어 던졌더니 그것이 떨어져 ‘산방산’이되었다

거나，빨래를 하려고 한라산 꼭대기에 걸터앉을 때 산꼭대기

가 영덩이를 쩔러 화가 난 설문대할망이 꼭대기를 던져 버렸

다 이게 산방산이 되었다.

일본 1-1) 浚間山은 자신보다 큰 여동생 후지산을 절투해 흙을 나누어달

라고 했다 후지산이 양보해서 거인(다이다리봇치)가자기 앞

에 쌓인 흙을 운반해 주었다 그러나 漢間山은 흙이 부족하다

고 화를 내고 저(후지산)을두드렸다 그때 밖으로 떨어진 흙이

前掛山이 되었다 화가 난 않間山은 마침내 분화되고 말았다

일본 1-2) 시즈오카시 다이라보 산정에는 길이 150미터의 웅푹 파인 곳

이 있는데，다이다라봇치가 왼발을 두었던 자취라 한다 비와

코(옮똘胡)에서후지산에 흙을 운반히는 도중에 납긴 것이라

한다갱)

다이다리붓치가 후지산을 만들기 위해 신주(申州)의흙을 가져다 쌓

았기 때문에 신주가 분지가 되었다는 설화도 위와 비슷한 유형이다.특

히 후지산 주변의 천간산〈漫間山)과 비와코와 연관된 설화가 많다 다이

다라봇치가 물이 용출하는 연못을 만들었고， 다리를 걸쳐놓고 쓰쿠바산

에 허리를 걸고 긴 담뱃대에 천간산의 불을 붙이면서 잠깐 쉬기도 하였

22) 7')- 百科事典 rc지츄서'Y，7(Wikipedia)" 717'7;J<fr 條 宮田용 (1993)，'諸
國σ)富土ε巨Aii: 說」，t靜問縣史 j쫓料編24，齊觀滋딩史他編，靜R폐縣，9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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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 위의 설화에서 화산이 분회된 사정이 있고 여기서는 그 불에

담뱃불을 붙인 사연이 있어 두 이야기가 계기적이다.또한 다이다리봇치

가 비와코로부터 흙을 너무 파내서 호수가 되었는데，후지산의 흙을 나

르는 도중에 흙덩어리가 떨어져 작은 산들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이다라봇치 설화의 전형적인 것들이라 하겠다잉)설문대할

망 설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한라산과 오름 만드는 과정

의 이 모티프라 하겠는데，일본 거인설화에서도 역시 일본의 대표적인

산인 후지산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주목을 요한다 한라산은

후에도 삼신산의 하나로 꼽히면서 신성시하고 있는데，일본의 후지산

역시 오랜 역사 과정에서 신성시하는 산이다 그리고 두 산은 지금까지

신성성을 지닌다 설문대할망과 다이다리봇치는 국토의 가장 중요한 산

을 만든 상징적인 신이었는데，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성성이 약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이 화가 나서 던져놓은 것이 산방산과

전패산〈前掛山)이되었다고 하는데，인격화되고 화를 내는 모습 속에 세

속화한 신의 흔적이 엿보인다

설화 2)설문대할망의옴이 워악 커서 한라산을베고 누우면 발이 제주

북쪽의 관탈섬에가 닿았다 관탈성은제주 해안에서 21킬로미
터 지점에 었다

일본 2) 거인이 있었는데늘 허리를굽히고 걸었다 남해에서북해에 이

르도록그랬다 동쪽에서순행하던때에 이 땅에 도착했는데다

른 콧은 (히늘이)낮아서굽히고걸었는데，이땅은쭉 펴고결을

수 있을 만큼 높았다 그래서 그곳을 託쉴(=高)那이라했다 24)

23) 安部見司 他(2006)，r 日本σ)홉ε不思護大全 東日本編" ^文社，122-123 쪽

24) 託쩔略記託質那右 此當용」느所以名 託월者쓸 在* 常̂1;)行t!1 自南海到北
海 自東，‘行之8훈 到來此土공他土뿜者常 1;){iÇ而行之此土高者申而行之高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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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거구임을 보여주는 설화다 신이 거구여서 하늘에 키가 닿았는데

그것을 밀어 올렸다는 이야기가 주변 신화에 남아 었다 오키나왜 R 살

았다는 거인 아만츄가 바로 그 신이다 ‘천인(天A)’이란의미다 그는

태고 적 하늘이 낮아 인간은 개구리처럼 옆드려 살았는데，아만츄가 인

간을 불쌍히 여겨 양손과 양발의 힘을 다해 하늘을 틀어 올렸다고 한다

!E 어느 때 태양과 달을 장대에 매달아 놀다가 봉이 부러져，그때부터

태양과 달이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25) <충승민화집(땐觸民話

集)>에는천지 사이가 좁았을 때 아만츄메가 하늘을 들어 올렸다고 되

어 있다.창세신화의 흔적들이다 이 거언 아만츄 이야기는 아마미교 (;r，
호A혼J:) 이야기와 뒤섞이게 된다.아마미쿠가 내려와 보니 영처로 보여

하늘로부터 토석초목(土石草木)을받아 그것으로 성을 여렷 만들었다

。따미쿠는 하늘에 올라가 사람 종자를 받아 갔다 26) 거인 아만츄 이야

기가 변질되긴 했지만 국토 창조의 맥을 잇고 있으며 인간 창조의 내용

도 담고 있다 허리를 굽히고 걸었다는 거인의 모티프 속에는 하늘을

밀어 올려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세신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다 한라산

꼭대기에서부터 관탈섭에 이르는 40 킬로미터 정도의 큰 키를 가졌다는

것은 국토형성의 신이면서 동시에 창세신적 모티프를 체내에 감추고 있

는 이야기라하겠다

설화 3)거구인할머니가배가고파하르방으로하여금짐승몰이를시키
고 자신은음부를벌리고있으니，그 속으로사슴 열 마리와멧

돼지 일곱 마리가들어가그것으로포식하였다거나，하르방이

故日 託쫓那 등{;j윷 此필 高也 Ej3 j申也 其敵 Iff.處 용t쩔~iI<ìB.(播m國風士記，託뚱
那)

25) 용川健 -(1999) ，r日本η神%岩波홉店，87쪽
26)伊波普없，外間守善 校訂 (2000)，r古짧球" 岩彼文庫，22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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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와 성산 사이에서고기를 몰고 할망은음부로 고기를 잡아

먹었다고 한다

일본 3)거인이바다에서강R를 잡아먹고버린 것이 큰 패총이되었다
몸길이가 40보 정도였고 폭은 20보 정도였으며，소변을보아 뚫
린 구멍이 20보 정도였다27)

거구여서 많은 것을 먹는 대식기{大食家)라는점에서 두 설화는 유사

하다，설문대할망이 음부로 짐숭을 잡았다는 이야기에는 좀 더 근원적인

생명성이 감추어져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창조 여신인 무리우자가 두

발로 각각 산을 하나씬 딛고 서서 소변을 보았는데，소변이 땅을 적시자

그 흙으호 인간을 빚었고 진흙을 뿌려 새와 동물을 만들었다 비가 내리

면 피할 곳이 없던 새와 통물，사람들은 모두 무라우자의 음부로 틀어가

비를 피했다고 한다 28) 이는 설문대할망과 너무나 유사하다.설문대할망

이 음부로 멧돼지와 사슴을 사냥하고 우도와 성산 사이에서 음부로 물

고기를 잡는 이야기도 있고1 음부로 동물이 피신히는 이야기도 있다 이

런모티프는 단순하게 대식(大食)의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

럼 창조의 여신이 지니는 생명의 힘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일본 국토를 낳은 대지모신 이자냐미는 제주의 지형을 만든 설문대할

망과 대비할 수 있고 그래서 할망을 대지모신이라 상정할 수 있다 이자

나미는 화신(火神)을낳다가 죽었고，그녀의 음부는 聞(<ι) 라는 산신

27)平律끓家西 二里 有間 名日大械 上古有 A 體짧長大 身居묘뺑之上 手慘海홉

z 훌 大잉음也其所食貝 *영聚nltF>댐 時A 取::kf띤之義 今調大樹之問 其짧 iJl'長뻐숫
步 6용it* 步 PRÃi.쪼可it* 步計 (常陸國風土記，香島힘W那쩔那) 죠07ij껍데기가 쌓
인 언띄은大뿜貝흉으로현재 남아있다 水戶市의 사적공원으로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거대한다이다라봇치상올 만들어 세워 놓았다〈武光誠(2011)，'日本
A강 i，知。τE 혼 t~"l<ιησJlt>ε神道" 24쪽)

28) 김선자 {2009)，'중국소수민족 신화기행" 잃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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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한국의 마고신이 대부분 산신으로 좌정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대인은 여성의 음부를 중히 여겼다.대회{大和)삼산(三山)중에 회M종山
(7hU') 산에는 ‘음부의신 (11해$)’이있다고 하는데，성산(聖山)은대

체로 여산(女山)이다태양이 지중(地中).해중(海中)의통굴에서 나와

동굴로 돌아간다고 고대인이 사고한 것을 보면 성산{뿔山)의음(陰)은

위대한 동굴로서 여겨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29) 대화 삼산의 으뜸인

‘향구산〈香具山)도태양이 들어간 곳，태양신을 제사했던 곳(송至察)으

로 동굴 모티프가 개업되어 있고 여성성과 관련된다 301 특히 아메노우

즈메노미코토(天細女命)가아마테리스가 은거한 동굴 앞에서 음부를 드

러내고 춤추는 장변과 연관시칸다면，여신은 태양신의 에너지 재생을

돕는 여성성의 상징이라 인정할 만하다 고대인에게 음부는 신성한 단어

였다.

셜화 4-1) 수수범벅을 먹고 大便을 보니 성산 근처의 굿망상오륨이 되

고 오줌발로 성산과 우도를 갈라놓았다

설화 4-2) 한라산에서오줌을누려고 앉았을때 포수에게쫓기던시슴이

할머니의큰 성기를굴로 착각하고들어오는바람에간지러워

소변을 보니 그것으로 인해 뱃울(장강수)이생겼다

일본 4)소변을 보려고 飯野띠(香川縣)에발을 올렸을 때 산정 부큰에
족적이찍혔다 그리고그 소변으로생긴 것이大束川이라 한다

영청난 배설을 한다는 것은 설문대할망과 다이다라봇치가 거구였다

29) 中西進(2007)，，日本神話σ)世界 J(홈作集 3卷)，四季社，32-35 쪽
30) 대부분의민속학지들은아마태라스女神은원래태양선을모시던무녀(히루메，8

c')女)가신격화되었다고추정한대박규태，일본의여신과여성신앙，동아시아여성
신화와여성정체성J，21O쪽)그래야동굴의의미와야마테리스의여생생이장조웅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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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의 디른 표현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거인이 소변을 보아 뱃불이

생겨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할망의 오줌발로 우도가 갈라져 나갔다

는 이야기 속에는 설문대할망에 의해 섬이 생겨났다는，국토생성의 의미

도 담겨 있다 그리고 위의 설화 3)에서 보았듯이 음부와 오중발 모티프
에는 창조 여신의 생병력이 내장되어 있다 육지에서 모내기를 할 때

아침 일찍，그 마을에서 아틀을 가장 많이 낳은 여성이 논에 오줌을 누어

준다 여성의 생생력이 논에 전이되길 바라며 한 혜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이었다.여성의 오줌은 이후에도 생명력의 상징이 되었다 할망이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 흙을 퍼 나르다가 구멍 난 앞치마에서 샌 흙이

오름이 되었다고 히는데，여기서는 그녀의 배설물이 오륨이 되었다고

한다 거대한 배설이 국토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도와 굿망상오름

이야기는 단순한 지명 전설이기 이전에 국토 생성의 신화가 화석화한

흔적으로 보인다 〈출운국풍토기(出雲國風土記)>에는다이다라봇치가

소국을 모아 이즈모국(出雲國)을형성했다는 국토 당기기(國引흥)신화

가 등장한다 이는 지형 형성 설화가 국조설화{國造說話)로변형된 것이

다 거인의 이야기는 국토 형성에서 지형 혹은 지명 형성으로 바해고，

이어 국조설화로까지 변형되는 과정을 읽을 수 있다.

설화 5) 한라산에걸터앉아한쪽 발을 관탈섬에놓고 다른 한쪽 발은

지귀도에짚고성산일출용을빨래구덕으로1 우도를빨래판으로

삼아서답을빨았다.

일본 5-1) 樓名山에 걸터앉아利根川에서 정강이를씻었다
일본 5-2) 깨黑山에 걸터앉아鬼愁川에서 발올 씻었다31)

31) 安部용司 他(2006)，'日本η짧ε不思譯大全 東日 本編 J，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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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이다리봇치는 큰 산에 기대어 혹은 걸터앉아 쉬었다거나 뱃

물에 발을 담갔다는 거인의 모습만 비친다 설문대할망이 용연에 발을

답그변 발목까지 물이 갔다는 이야기도 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다

그런데 설문대할망 설화에는 거대한 몸집뿐만 아니라 빨래하는 이야기

가 전한다.할머니 여성신의 모습이다 그러나 일본의 다이다리봇치는

여성신인지 남성신인지 불명하다 소변을 보아 그 오줌발로 뱃물이 생겨

났다는 모티프는 생명을 산출히는 능력이 느껴지고 여성성인 듯한 느낌

도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다이다라봇치가 강R를

까먹고 버린 대꽂패총이 소재한 미토시(水戶市)에거대한 석상이 있는

데 그 형상은 남자다.일본인의 상상 속에 다이다리봇치는 힘센 남성으

로 남아 있는가 보다 그러나 제주의 거인 설문대할망은 그 여성성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두 거인 이야기의 모티프는

매우 유사하지만，그 함의는 시뭇 다론 점도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다이

다리봇치에게는 위대한 할머니 설화가 풍화되어버린 탓이다

설화 6)제주와육지시아에디리가없어불연해하자설문대할망이속옷
을 지어주변다리를놓아주겠다고했는데，영주 100동에서한동

이모자라속옷을만들어바칠 수 없게되자다리를놓다그만두

었다 조천 앞에 있는 영장메코지가그것이다

일본 6) 秋田縣의 橫手 분지에큰 호수가 있었는데사람들이그것을메

워 농지로만들고자했다 이 공사에 다이다라봇치가참여하여

큰 손으로울올 퍼내고흙을 운반하며사랑들을도왔으며공사

가 잘 이루어졌다 거인은太zf山 三솜神社의 化身이라고생각
했다잉)

32) 武光誠 (2011)，r B本A 강G知。τ ￡혼fo"<iJησ)It>ε 神道 J，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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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설화는 모두 국토형성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신과 인간의 교감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이 인간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는 내용이다， 지형 형

성과 관련이 있고、한 쪽은 실패한 혼적이고 다른 한 쪽은 성공한 이야기

다 일본의 거인은 신사에서 제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주의 설문대할망

은 신성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표선의 당캐할망당에서 신으로 모셔지는

데，바닷가에 나무를 깔고 모래를 덮어 해변을 만든 공을 인정해서 마을

사람들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331 니중에 덧보태진 이야기인지，

원래 있던 이야기인지 불명하다 제주의 위대한 할머니 이야기도 시간이

가면서 풍화되어， 인간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전설의 주인공이 되고，

거대한 몸으호 무엇이든 해내던 여신에서 거대한 몸집을 지녔지만 패배

하는 왜소한 능력의 소유자로 전락한다 육지와 격절되어 있는 제주의

모습 속에 절망적인 설문대할망의 모습이 겹쳐진다. 여신의 종말은 죽음

이다 다음 설화가 그런 종말을 보여 준다

설화 7) 설문대할망은 오백명의 아들을 낳았는데，그들을 먹이기 위해

죽을 쑤다가 죽에 빠져 죽었고，어머니의 고기를 먹은 아들들은

모두 죽어 한라산 영설의 오백장꾼 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설화 8) 설문대할망은몰장오리의 물이 얼마나깊은지 알아보려고들어

갔다가 결국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33) 엄석재 연(1992)，，한국구전셜화-전라남도편，제주도면"203-204 쪽 표선리행H
할망당 당신화에서는‘세영주’라하기도 하고 ‘설맹디’라하기도 %J는데，“표선랴한모
살도 설앵디할망이 날라다 장은”것이라했다{표선리원로회(1996)，，표선리향토지"
154-155 쪽) 이 당의 본풀이는 “한라산의거녀신 ‘설문대할망’신화와 유사하다 다
만 여신의 이름 ‘설문대’가‘세명주’로바뀐 것 이외에는 신화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고 했다(운무병(2008)，，제주도본향당 선앙과 본풀이J，민속원，325쪽).2009년 제
주신당조사에서는 이 당을 ‘표선리당캐 세영주힐망당’이라했다{제주전통문화연구
소 편(2009)，r제주신당조사-서귀포시권J，도서출판 각，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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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여성신의 죽음은 힘에 의해 지배되는 남성신 중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빚어진 패배라고 해석된다.여성 중섬의 사회가 남성 중섬의

사회로 변화된 역사적 변천과정을 읽을 수 었다 일본 거인(다이다라봇

치)설화에서 죽는 이야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신이 죽어 식물 및 곡물

의 기원이 되었다는 시체화생신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케모치노카미

(保食神)，오오케츠히메노카미(大宜都比賣神)，외쿠무스비노카미(雅훌

靈神)이있다 r고사기(古事記).에의하면 스사노오에 의해 죽은 오오케

츠히메노카미 시체의 머리에서 누에，양 눈에서 볍씨，양 귀에서 조 코

에서 팔，음부에서 보리，엉덩이(항문)에서콩이 생겼다고 한다 『일본서

기(日本書紀).에의하면 죽은우케모치노카미 시체의 정수리에서 우마

가 이마에서 조，눈썰에서 누에，눈에서 피(釋)，배에서 벼，음부에서 보

리와 콩과 팔이 생겼다고 한다 외쿠무스비의 머리 위에서는 누에와 뽕

니무가 생겼고，배꼽에서 오곡이 생겼다고 한다

앞에 든 여와의 이야기도 이에 견중 만하다 “열명의 신이 있는데

이륨을 여와지장이라 한다 여와는 이렇게 신으로 변한다 "34)에서 화위

(化용)를근거로 보면，반고가 죽어서 그의 붐이 해와 달과 산 �강 •바

다 �초목이 되었디는 화생(化生)을떠올리게 한다 여와가 열 명의 신으

로 변한 것은 고대인틀의 시체화생의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35) 서양신화

에서도 유사하다 바별로니아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에서 바다의 여신 티아마트 (Tiamat)를 죽이자 티。봐트의 시체 조각들

이 하늘과 땅과 우주가 되고 살과 피가 섞인 진흙이 된다 북유럽의 거

인 이미력 살해되자 그의 육체는 육지로 혈액은 바다록 뼈는 산으로，

머리카락은 나무로，두개골은 히늘로，뇌수는 우박과 눈이 충만한 구릅

34)有神十 A 名日女빼之陽 it;용神('山海經J，大홈西經)
35) 송정화 (2009)，r중국여신연구 J，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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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이런 죽음과 함께 나타나는 시체화생은 설문대할망 설화와 그 지향점

이 다르다 할망의 죽음은 지식에 대한 희생이거나，여성신의 몰락과 관

련된 의미를 띈다 그런 측면에서 설문대할망의 죽음은 티아마트의 죽음

과 일부분 상통한다，마르두크 (Marduk) 가 티아마트를 살해하고 제우스

가 대지의 여신 티폰을 살해히는 형태는 남신의 동장과 관련된다.설문

대할망의 죽음은 남신에 의한 직접적인 살해는 아니지만 여신의 퇴진과

몰락이라는 의미를 지난다.여와가 죽어서 열 명의 자식을 위한다는 측

면도 여신의 퇴진과 연결된다

거인 신격이 호수의 깊이를 재는 모티프는 디론 곳에서도 찾을 수 있

다 “국조신이 1lR~湖를 만들었을 때，호수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들

어가 보았다 바다에 들어가도 무릎이 젖지 않던 거대한 국조신이 푹푹

빠져서 다리 사이 중요한 물건까지도 젖어버렸다 화가 난 신은 호수에

풀어져 있던 물고기를 모두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렸다 "36) 설문대할망

은 자신의 큰 키를 자랑하기 위해 깊은 물마다 들어서서 자기의 키와

비교해 보았다.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소(龍淵)가깊다는 말을 듣고

들어서 보니 물이 발등에 닿았고，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홍리물이 깊

다 해서 들어서 보니 무릎까지 닿았다.바다의 깊은 물도 무릎에 오지

않았는데 물장오리의 물은 갚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일

본의 거인 다이다라봇치 설회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산정에 있는 발자

국이나 호수는 거인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물장오리도 거인이 발로 밟아

만든 갚은 호수라는 증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던 것이 어느 사이 죽음

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 그런 변모의 이야기가 여신의 몰락과 패배를

36) 更科原옳， 이경얘 역(20C이，Iro}이누신화 "Jj，14쪽



124 ~짧쇼('42호

보여주는 역사적 퇴적물이 아닐까-

N. 여성신의 변모

1만 년 전 중석기 •신석기 초기에서 5.α)() -6.000 년 전의 신석기 중기

까지가 모계씨족공동체의 번영기에 해당한다 5.000 -4.000 년 전에 이르

면 모계공동체는 점차 소멸 •해체되고 부계씨족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다킨)앞 시대가 여성 영웅시대였다면 뒷시대는 남성 영웅시대라 하겠

다.고대 남성영웅은 괴물과 씨운다든지 지하세계를 방문한다든지 여신

과 사랑을 나눈다든지 하는 영웅이나 샤번의 전형적인 엽적에 관한 이야

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웃나라와의 투쟁에서 숭리하는 건국신화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에서 여성영웅의 이야기는

미미한 편이다 고대국가가 건설되면서 그 이전의 여성영웅과 관련된

전숭은 파괴되는 것이 일반이었고 남성영웅의 이야기에 여성영웅의 이

야기가 편입되어 신화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

도 있었을 것 같다 주봉의 어머니 유화냐，수로의 어머니 정견모주나，

혁거세의 어머니 선도성모가 그 대표적 신격이다 제주 당본풀이에서는

여성영웅이 남성영웅에 부속된다거나 주인공의 어머니 신격으로 남는

것은 흔치 않다.여성신이 남성신과 대결하여 당당히 이기고 좌정하는

37) 카렌 암스트롱，이다회 역(2005).엔화의 역싸， 문학통네. 15-18쪽 여기서 저X보
신화를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초기문명시대， 기축시대，탈기축시대， 대변혁시대로
구분하였다‘나카자와 신이치는 후기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 혁명 (1만 년 전)까지의
오핸 변화의 시기를 중석기시대라 하는데，이 시기에 최초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
했다고 한다{니카자와 신이치，김옥회 역(때03).'신화，인류 최고의 철학'.통아시아
17-18쪽) 신화가 창세신화에서 여성영웅과 냥성영웅 신화를 거쳐 범인(凡A) 신화
로 변화히는 과정은 조통일의 r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J，34-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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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본풀이가 많다 육지의 남성영웅 위주의 건국신화와는 지형도가 다르

다，일반신본풀이에서도 역통적인 여성영웅을 만나게 된다.자기 복에

먹고 산다고 선언하다가 집에서 쫓겨났지만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운

명을 개척한 ‘가문장아7]'(삼공본풀이)라거나，자신이 사랑한 남자를 찾

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나라의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여

당당히 농업신이 되어 지상세계로 내려오는 ‘자청비’(세경본풀이)는여

성영웅의 연모를 강하게 지닌다 그렇게 남성신에 지배되기 이전의 고대

적 요소를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세 이념의 지배 히에서는 서서히 변모한다 여성신은 남성신

에 대한 희생적 행동을 통해 그 존재가치가 부각된다 사라도령과 함께

꽃감관을 살려 떠나다가 출산이 엄박하자 남편만을 떠나보내고 자신은

자현장자의 집에 의탁하여 온갖 시련을 견뎌내는 ‘원강암이’(이공본풀

이)는주체적인 여성영웅이기보다는 남성신에 부속된 인물이다 이처럼

여성영웅시대가 남성영웅시대로 이행해 간다영)초공본풀이의 주인공

이 누구인가는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어머니 자지명왕아기씨라고도 하

고 아들 삼형제라고도 한다 육지의 당금얘기를 염두에 두고 비교한다면

어머니가 주인공이라 할 수 있고，삼산에 좌정한 삼불제석을 염두에 두

고 비교한다면 셋부기 삼형제라 할 수 있다 아마 어머니 여성신에서

서서히 남성신으로 그 주도적 지위가 이행해 간 것이라 보면 좋다

설문대할망의 성격 변화도 바로 이런 남성 중섬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때문이다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시켰고，당당한 음부로 엄청난 생

식력을 보인 할망이 어느 날 초라하게 죽게 된다 아이들을 위해 자애롭

고 희생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다 김선자 교수는 중국의

38) 허남춘 (2011)，'제주도본풀이의 원시 고대 중세척 특생과 연모 j，r탑라문화 .38호，
제주대학교 탑라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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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와 신화를 예로 들어 여성성의 쇠퇴와 교체를 설명하고 있다 여외는

잘 알다시피 천지와 인류 창조의 여신인데，그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힘이 해체되고 남신 복희의 아내로 자리매김하면서 부속적 •종속적 폰

재가 되었다.여성신의 위대함에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아 기

르는 역할로 변모된 것이다 .39) 설문대할망도 비극적 희생을 감수하는

생육신(生育神)으로서의성격으로 변모한다 중세 질서는 이렇게 여성

에게 희생을 강요했고1 고대로부터 전해 오는 신화 속 여신들도 중세적

남성 중심 질서에 편입되고 말았다

복희와 여와가 교미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상반신은 사람의 형태이

고 하반신은 뱀의 형상을 하고 있다.중국 사천성 중경(重慶)사평패(沙

:1''1'屬)에서발견된 석각의 모습에서 복희와 교미함으로써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배우자로 전락한 여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40) 한다.그러나

반인반수의 모습에서 아직도 원시적인 여와의 모습을 보게 된다.그 후

여와는 남신 복희와 대둥한 정도였다가 서서히 부속적인 인물로 변한다

중국 신화에서 그런 굴절을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얘초 서왕모는

호랑이 이빨에 표벙 꼬리를 한 무시무시한 모습이었다 반인반수의 서왕

모도 시대를 내려가면서 남신 주목왕(周쩔王)의배우자로 변모하고，사

랑에 빠지고 주목왕을 그리워하는 감성의 화신으로1 부드러운 배우자로

묘사되고 있다.

39) 김선지{20l0) ，'중국의 여신과 여신신앙」，r동아시아 여성신화와 여성 정채성 J，
161-162쪽 그는 허난성 일대에서 채집원 내용융 소개하는데，“신발도신지 않았네

갈대옷 하나 겨우 걸치고 얼굴은 눈물에 젖었네 온 마음옹 다해 세상을 고치네”에서
보듯이 인류를 위해 희생올 감내하면서 보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죽게 되는 여와를
볼 수 있다，독립적인 권위의 상정인 여와가 “비극적인 회생 스토리의 주인공 "(178
쪽)으로동장한다

40) 李福淸 (1988)，A類始祖 .1*樓女뼈的띔像짧짧， 馬昌義 編，中國神話古事끓集， 中

國民間文홍出版社，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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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붙이 교감히는 세계에서 여와와 서왕모는 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 세계는 인간과 동붙이 교감하고 동붙이 인간으로 변할 수도

있던 시대의 반영이다‘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던 신명(神明)의시대는 가

고，인간과 동물이 엄격히 구분되는 남성 중성의 문명의 시대가 오게

된다.이제 여성신은 배우자 신으로，모성을 지닌 어머니 신으로 변모한

다.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신화는 변모를 거듭한다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위대한 여신들은 우주로부터 처음으로 인간세

계를 창조한 후，서서히 남성신에 밀려 산신으로 인식되고 식물과 동불

과 정령을 주재하는 신격으로 남게 된다".41) 육지의 거대 여신들도 마고

(麻站)리는이름을 얻은 후 산신으로 좌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참 시

간이 지나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져서 마귀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

니，창조신으로서의 이미지는 퇴색되어 가는 쪽으로 변모를 겪었다

중국의 발(觀)은황제의 딸인데 치우가 쳐틀어와 폭풍우로 공격하자

발을 내려보내 비를 그치게 하고 치우를 죽였다 그런 발은 지싱에 남아

비가 오지 않게 만드는 한발〈早뺑)의신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다 신성(神性)여신이 악귀처럼 여겨지는 이 변형도 역시 “시회가

가부장제로 진입함에 따른 변화였으며，이제 신화의 중성은 어머니 신이

아닌 아버지 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42) 중국 신화에서도 여성 영웅시

대에서 남성 영웅시대로의 전환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거대한 몸집과 거대한 식생과 힘을 상징하는 설문대할망의 이미지는

이제 다른 남성신들이 계승하게 된다.사슴 10마리와 멧돼지 7마리를
먹거나，물고기를 몰아 음부에 틀어간 엄청난 물고기를 포식하였다는

설문대할망의 대식성(大食性)은소로소천국과 궤네깃도로 이어진다 점

41) 野村뼈- 짧 (2004)，'東7;;7α)女神信↑띠ε女性生活 J，9쪽

42) 송정화 (2007)，r중국여신연구 "J，212-21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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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소 두 마리를 잡아먹는 소천국과，매 끼니 온 마리로 소나 돼지

한 마리씩 먹는 궤네깃도의 식성은 바로 영웅성의 근거인데 그 힘의 주

체가 여신에서 남신으로 바뀌었다.여신은 산속으로 내몰렸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만다‘

여신 중성의 사회가 끝나고 남신 중심의 사회가 온 것이다 씨족이

공동체로 참여하는 농경 위주의 모계중심사회에서，약탈과 전쟁을 통해

거대한 부족국가가 탄생하고 고대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의 부계중심사회

로 이행해 간 것이다 고대국가 시기 여신은 남신의 부속적이고 종속적

인 위치로 내려앉。h 남신의 ‘아내’역할 혹은 영웅 주인공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중세 유교이념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자애

롭고 희생적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을 것이다，그래서 설문대

할망 여신도 지식틀을 위한 비극적 희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오백 아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죽 솥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왜냐하면 자료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황을 자세히 논급한 논문을 보면，500 아들을 위해 죽을 쑤다가 죽

솥에 빠져죽은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갑자기 설문대할망으로 바뀌었

다는 논층이다 43)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거녀 설화와 오백 아들이 바위가

되었다는 화석 설화가 언위적으로 결합되었디는 이런 반론은 몇 년째

팽배해 왔다 사실 우리는 설화를 비롯한 자료의 조작이라는 측면을 심

각히 고민할 때가 왔다.월출산 아래 도선국사와 관련된 설화가 갑자기

43) 현숭환{20m，'설문대할망설화재고」，r영주어문，24집，영주어문학회，100-101
쪽 1958년 안덕연 화순리에서진성기선생에의해 채록된 자료인데，1964년 출판원
r남국의 셜화.，(박문출판사)에갑자기설문대할망이오백 아들의 어머니로등장하고
이런관행이다음 r남국의 전설，(개정판，일지샤 1968)，'냥국의전설，(중보판，학문
λh 1978)에 계속되어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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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인박사의 설화로 바해고 증거불도 모두 왕인의 것으로 바뀌어，‘도선

의 수행굴’이‘왕인의수행굴’이되었다.일본에 유교경전 퉁 문물을 전해

주었다는 근거를 내세워，민족적 자존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적으로 조작에 나선 바 있다.더구나 일본언 관광객을 유치

하는 데에는 왕인 이야기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였던 듯하다 이런 근

대적 기억의 조작을 염두에 둔다연 설문대할망 이야기의 급속한 변모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아야 한다.

。l를 두괴 한라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문대할망’과한라산 영실 기

암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오백장군설화와 설문대할망 설화가 뒤섞이게 되는 단초를 제

공한 왜곡된 자E로가아니냐는 비판”도있으나，“중요한것은 이 자료의

왜곡 여부가 아니라 왜곡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내용이 이후도 스토리

텔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수용되고 있는 사실”얘)이라고했다 지속

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현상 그 자체를 주시히는 태도다.이런 현상

에 대해 ‘거녀 거대 바위’의결합양장을 주목하고 두 가지 전설 사이에

모종의 강력한 친화력이 개제하는 것45)은 아닌지 검토해 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전의 ‘다시쓰기’의생생한 사례를 틀고 “전설의‘다시

쓰기’ 융합 �변경 는 그 전설이 현재도 살아 숨 쉬게 하는 활명수가

될 수 있다"뼈)고했다.

거녀 설화와 화석 셜화가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고，둘 사이의

친화력에 의해 스토리텔링 혹은 다시 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시하

44)정진희 (2009)，'제주도구비셜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J，r국문학연구」

제19혹 국문학회， 250-251쪽
45)송^ð일(2012)，'자라나는전설 〈설문대할망의 경우>J，r설문대힐망제 사진기록 자
료집 J，제주돌문화공원， 147쪽

46) 송상일，앞의 글，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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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위작과 재창조의 경계에서 긍정적 결론을 내린 바에 일부분 동의

한다 이 논문도 창조여신의 몰락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 ~l까지 이르

고，거대한 힘을 보여주는 신격에서 자애롭고 부드러운 여신으로 변모하

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설화의 변이과정을 추적해 온 lJ~，설문대할망의

비극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은 어쩌면 남성영웅시대 이후에는 여성신화의

전형성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설화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변모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런 변

모인지，아니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는지는 분명히 기늠하여야 할

부분이다，역으로 설화를 고정된 텍스트로 보아 그 자체가 지년 역동성

을 불신하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설문대할망 설화는 창세신화였다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지고 그것은 전설로 파편화되어 전하고 있다 그것

이 왜 다시 우리 시대에 화두가 되고?전설의 비극적 주인공에 신성성을

덧입히려 하는지에 대해，우리 시대의 문화현상과 함께 비교 고찰의 대

상으로 삼는 것이 펼요하다 전통의 지속과 계숭이란 화제가 주어진 이

때，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새삼 떠올리게 하는 문제라 하겠다.

V. 결론
제주를 제외한 우리니라 전역에 걸쳐 전숭된 주도적인 신화는 건국신

화였다 창세신화나 인류창조신화，운명 신화，풍요기원 신화 퉁 다양한

신화가 사라지고1 혹은 전설 •민당화하여 그 신성성을 잃은 채 전숭되었

다 함경도와 일부 지역의 무가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만 제주만큼 용

부하지는 않다 제주에는 창세신화가 초감제와 천지왕본풀이에서 거듭

불려진다 창세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설문대할망 설화도 이와 함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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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받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국토를 형성한 이야기로 거구의 여신이 엄청

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며，엄청난 양을 배설하고，큰 옷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제주도민의 염원을 들어주어 육지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이주려

고 하였다 실패 여부를 떠나 한라산을 베고 누우변 다리가 관탈섬에

닿은 거구의 몸집은 위대한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였다

원시와 고대의 신화가 고대 남성 중섬의 신화체계로 재편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화에는 여성 신화가 빈약한 편이다 무가로 바리데기공주

정도가 널리 전숭될 띠름이다 그런데 만 년 전부터 오천 년 전까지 모계

중심사회가 전개될 당시의 신화체계를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는 여성 신

화가풍부하다 원시 고대적 사유체계가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무조신

을 키워 낸 자지명왕아기씨(초공본풀이)，아이의 탄생을 주재하는 싱숭

할망(심송할망본풀이)，운명 주재의 가문장아기(삼공본풀이)，풍요 주재

의 자청비(세경본풀이)동은 능동적이고 활력 있는 여성 영웅신화의 주

인공이다 그 여주인공이 있게 한 근저에는 거대하고 강력한 여신 설문

대할망이 있었다

설문대할망은 거대한 몸으로 국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여，거대

한 옴으로 하늘을 들어올려 지금의 히늘과 땅의 높이를 마련한 창세신과

대비된다 단순하게 지형을 형성하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신화체계를

본다면 천지분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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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 논문은 중국과 일본의 창세신화와 비교하여 설문대할망 설

화가 지난 창세신화적 변모를 찾았다.중국 여와와 무리우자 여신과 대

비를 통해 설문대할망이 하늘과 땅을 바느질하여 창조한 여신과 동격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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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밝혔다.거인의 배설불과 편력에 의해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일본의 ‘다이다라봇치와흡사하다.그래서 일본의 다이다라봇치라는 거

인설화와 대비를 통해 거인 모티프에 담긴 창세신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런 창세신이 역사적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맙}는 과정도

살폈다.첫째，여성 중심 사회가 남성 중섬 사회로 바뀌면서，여성영웅은

사라지거나 죽고 남성영웅이 동장하는 현상을 찾았다.둘째，여성 창세

신이 남성 배우지를 만나고 남성신의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고

이어서 아이를 낳는 여성신의 변모가 드러난다，독립적인 여성신에서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는 쪽으로 변모하였다 셋째，거

대신(巨大神)이거인신으로 바뀌고 거인으로 바뀐 후 인간 크기와 비슷

한 신으로 점점 왜소해가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넷째 이쟁적이고 반인

반수{件A半默)의신이 점차 부드럽고 자애로운 여성으로 변모하는 현

상을볼수 있었다.

무한경쟁과 탐욕과 전쟁으로 열룩진 현대에 신화를 돌아보는 것은 어

떤 의미인가 신화는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물질로 더럽혀진 우리를 순결한 정신의 세계로 이행하게 해 줄 것이다

인간과 자연과 만물이 공존승1는 세상을 일깨워주어 맑은 영혼을 갖게

할 것이다 특히 여성신회를 보게 되면 바느질하듯 한 땅 한 땀 정성스럽

게 만들어 낸 인간세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알게 휠 것이다，힘으로

디투는 남성의 세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존의 여성성을 회복해야 하는，

문명적 전환시기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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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꿀율딘

SeolmundaehaImang and Myth for women

Comparisonwirh ]apan aod Chinese gianr myrh-

.
Heo，Nam-Choon

5eolmundaehalmang was in charge of a duty to form a country of the
huge body. 5he was compared with Creation God who prepared for
distance of the Heaven and the Earth. It may be said that all the nature
S멍aration and the country generation enter the group line of the Creation
myth. Because the creation motif of the mountain and island were pil어
in the folktale which looked 파‘e topography legend，1 was able to find
a Creation mythica1 characteristic
50 the article looked for the Creation ffi)에llCa1characleristic of the

5eolmundaehalmang folktale in comparison with China and Japanese
Creation myth. 1 compared it with Yeowa(女뼈)and Muriuza(娘六甲)
goddess，and clarified that was 5eolmundaehalmang folk떠le equa1with
a Chinese goddess as a creation goddess. The folktale that the
topography was settled for by excrement and the joumey of the giant
looks just like Japanese Da1daravochi(?C1"갖당 ;J-:'~T)‘50 1 investigated
with a Creation divine characleristic included in a giant motif through
comparison with the giant folktale called Japanese Da1daravochi.
However，1understood the process when such Creation God changed

into by a change of the historic time. While the first，fema1e oriented

* Professor，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l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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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ty turned into the male oriented sαiety，1 looked for the phenomenon
that the woman hero was dead that he disappeared，and a male hero
appeared. Second，woman Creation God meet a male spouse and come
to have a dependent position. In other words，the duty of wife and mother
underwent a complete change in emphasized one from independent
Goddess. After third，huge God turning into giant God，and having turned
into a giant，1was seen in God who resembled human being size by the
phenomenon that dwarfness did more and more. Fourth，1 was saw the
phenomenon that God who was like a wild animal changed into in tεnder
women.
The myth shows a method to return to the paradise which 1 have

forgotten. The myth will carη out us who were polluted with a materi허
to the world of the mind that is purity. The myth lets you real:ize the
world where nature and 따1 things coexist with a human being and will
have a clean soul. 1 will come to real:ize that it is switch tiroe of
Civilization to go into the world of the woman from the world of a man
fighting.

댄화뀔궐]
Seolmundaeh며mang(설문대할앙)，giant，Daldaravochi(갖1?t7*".~1-)，Yeo
wa(女뼈)，Muriuza(짜六甲)，500 generεÙS，gluttony，woman nature，Creation，
the country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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