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reat Celebration,
Jeongseon Arirang Festival 2014
(since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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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정선아리랑제, 정선아리랑 비문

인
사

旌善아리랑 碑文

말

축제의 한마당에 오신 모든분들 환영합니다.
예도 옛적 고을 이름은 무릉도원이었더라

산이 높고 울울 靑靑(청청)하여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고 철따라 복사꽃 진달
래 철쭉꽃 江山(강산)을 불태웠다네 휘도는 골짜기에 굽이치는 강물은 흥건한 젖
줄기 되어 물방아 돌고 철철 콸콸 淸冽(청렬)하게 흘러 浴泝(욕소)하면 마음은 登
仙(등선)하고 아우라지 뱃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근심하던 아낙네의 그윽한 情恨
(정한)이 서럽도록 그립던 터전이었노라
自然(자연)따라 人心(인심) 또한 淸純(청순)하고도 毅然(의연)하매 우국충절의
氣槪(기개)도 山勢(산세)처럼 峻烈(준열)하던 고장이 여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삶의 哀歡(애환)이 구성진 선율을 타고 높나들고 나라 사랑의 哀情(애정)과 불의
에 抗拒(항거)하던 意氣(의기)가 그칠 줄 모르게 이어지는 悠長(유장)한 가락 속
에 스며있는 旌善아리랑은 우리 先祖(선조)들의 얼과 멋이 昇華(승화)된 빛난 이
고장의 文化財(문화재)이러니 아득한 옛날부터 土着民(토착민)의 生活(생활)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表出(표출)되어 불려오던 이 토속적 풍류 가락은 고려 말엽에
이르러 不事二君(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지금의 南面居七賢洞(남면거칠현동)에
落鄕(낙향)은거하였다는 선비들의 애틋한 戀君(연군)과 望鄕(망향)의 情恨(정한)
이 이에 더하여져 더욱 多感(다감)한 노래가 되었으리라
본래는 '아라리'(音譯:我羅理, 음역:아라리)라고 일컫던 것이 세월이 흘러감에
어느새 보편적인 '아리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라리'란 누가 나의 처지와
心情(심정)을 '알리'에서 緣由(연유)된 듯 하더라

정선아리랑의 문화발전 동력 정선아리랑제가 서른아홉 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가까운 이웃, 전 국민, 세계인이 모두 함께 관광객
들과 어울려 즐기는 하나의 문화 ‘판’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수많은 우리 한민족 아리랑의 뿌리입니다. 정선아
리랑제 또한 대한민국 최초의 아리랑 축제답게 거듭 발전시키고 있
습니다.
한민족 아리랑의 모성(母性), 정선아리랑이 국내외에 퍼져있는 많은
아리랑을 한가슴으로 안아 대한민국 문화융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속에 살아 숨 쉬는 아리랑의 대향연을 만끽하시고 마
음마다 민족의 아리랑을 품어 내는 소중한 체험과 추억이 되시길 바
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無形文化財(무형문화재) 旌善아리랑은 정녕 우리들의 永遠(영원)한 마음
의 故鄕(고향)이니라
그러매로 우리는 이 文化遺産(문화유산)의 傳統(전통)속에서 來日(내일)을 살
아름답고 豊饒(풍요)한 꿈을 가꾸고 향토애와 민족혼을 불사를 슬기와 勇氣(용
기)를 키울진저 이를 기려 子子 孫孫 萬代(자자 손손 만대)에 傳(전)하고자 향토
민의 뜻을 모아 여기 아로새겨 紀念(기념)하노라
一九七七年 十月 一日
1977년 10월 1일 노영칠 짓고, 서희환 쓰다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위원장 이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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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선아리랑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사

정선군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정선아리랑제가 개막되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우리의 심성을 닮은 순연한 가락에 옛 삶의 곡진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지금까지 5,500여수의 가사가 기록되었고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아리랑으로 기록되는 이야기는 오늘 이 축제의 현장에서도 노
래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5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거듭나
는 순간부터 이 노래의 메아리는 더 멀리 세계 속으로 발산되고 수렴
되는, 이른바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2014 정선아리랑제는 그 찰라의 문화현상을 잠시나마 머물게 하고
싶은 우리의 아름다운(美) 욕심(慾)입니다.
미욕한 축제, 2014 정선아리랑제를 만들고 또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활한 가을하늘의 높고도 푸름을 정선아리랑으로 이야기해 보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
월,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정선아리랑제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대중화에 기
여하여 오신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정선아
리랑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5,000여 수에 달하는 가사수와 지
속적으로 생성되는 노랫말, 고려말부터 전해오는 뿌리깊은 역사성은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합
니다.
아리랑에 담겨진 가사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정서이며 역사입니
다. 아라리 가락속에 풀어낸 한은 힘든 시대를 살아내게 한 원동력이
었고 삶의 지혜였습니다.
“제2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과 병행 개최되는 이번 정선아
리랑제는 아리랑을 주제로 창극, 소리공연, 세계 아리랑 초청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행사로 2013년에 이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아리랑제를 통하여 우리 가락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보며
이번 행사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취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수 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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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의장 차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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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구분

장소

7일(화)

특설무대

8일(수)

특설무대

사

10:00~

11:00~

정

표

12:00~

13:00~

14:00~

강릉그린
실버악단

15:00~

축제의식

문화재 행사

경창/경연대회

공연행사

기획행사

학술행사

재현/체험행사

놀이행사

16:00~

17:00~

18:00~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초청공연
(필리핀 세부도/푸너리 예술단)

19:00~

2014문화동아리
한마당 경연대회

개막공연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정선아리랑대합창극

학생관악공연
사북고/정선정보공고

아라리촌

지역 아리랑 초청공연
영남민요아리랑/평양아리랑

10일
(금)

정선아라리
인형극
전국 고무줄
짱언니 선발대회

(토)

특설무대
12일
(일)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정선아리랑 춤사위 시연)

5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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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정선아리랑극 ‘메나리’
12:00~13:00 문화예술회관

수상극 ‘뗏목 아라리’
14:30~15:30 조양강변
뗏목제례 : 전산옥 주막

전산옥 주모 선발대회

정선아라리
인형극
폐막
‘감성 7080콘서트’ 공연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Ⅳ)

강릉관노가면극
초청공연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상설프로그램

밴드/독일 글로벌 플레이어스)

삼베길쌈 재현

아라리공원

15:00~17:00 문화예술회관 3층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수상극
뗏목아라리

정선아라리
인형극

11:00~16:00 아라리공원

세계 민요 초청공연(노르웨이 잉거마리

정선아리랑 동아리 공연

전산옥주막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청소년 아리랑 특강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Ⅲ)

종합사회복지관

군민 화합 길놀이 (정선병원~
아라리공원)

11:00~18:00 아라리촌

정선아라리
인형극

전국 다문화(외국인) 아리랑 경창대회

아라리촌

16:30~ 정선초체육관

전국한시백일장

지역 아리랑 초청공연
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Ⅱ)

특설무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Ⅰ)

청소년 창작가사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종합사회복지관

11일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청소년 예술마당

아라리촌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

군악대 퍼레이드 및 축하비행
개막 불꽃놀이

칠현제례 및 기로연

특설무대

14:00~15:00 문화예술회관

17:00~18:00

한글날
칠현사

정선아리랑극 ‘메나리’

10:00~16:00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서울아코디언
오케스트라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특설무대

기타 행사장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

개막공연 리허설

9일
(목)

일

강릉문화원
임영풍물 공연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리랑극 ‘메나리’
14:00~15:00 문화예술회관

폐막 불꽃놀이

아리랑 주제관(정선아리랑 및 지역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관,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 사진 그림 전시관 등)
전통문화체험(농악, 장기, 짚풀공예, 도자기, 술, 음식, 의식, 의복, 한지, 서예 등)
전래놀이체험(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도리깨, 벼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30종) 		
☞ 과학 ‘싹’ 큰잔치 			
☞ 아라리 굿(백이산 신령굿)
거리의 악사(아라리공원)			
☞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아라리 정)		
☞ 장승깍기 재현(아라리공원)
지역특산물 장터(정선특산물 10종)		
☞ 독도 사진전시회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정선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중소기업박람회			
☞ 세계문화풍물
			
☞ 한우셀프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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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Date
7th (Tues.)
8th (Wed.)

Venue
Special
Stage

Arari Village
Geochilhyeon
Shrine
Special
Stage

13:00~

14:00~

Gangneung Green
Silver Band

Nat’l Jump Rubber Band Contest

Standing Events

010

18:00~

19:00~

Cultural Art Clubs Contest

Jeongseon Arari
Puppet Show
K-Pop Cover Dance Competition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gseon Arari
Puppet Show
Foreign Folk Song Performances (Norway:
Inger Marie Band, Germany: Global Players)

16:30~, Jeongseon Elementary School
Gym

Jeongseon Arirang Festival Painting
Contest
11:00~16:00, Arari Park
Classic Chinese Poetry Writing
Contest
11:00~18:00, Arari Village
Special Arirang Lecture for Youths
15:00~17:00, Culture & Art Center
3rd floor

12:00~13:00: Culture & Art Center

Jeonsanok Best Barmaid Contest

On-Water Play: ‘Raft Arari’
14:30~15:30, Riverside of Joyang
River
Raft Ritual: Jeonsanok Tavern

Jeongseon Arari
Puppet Show

Gangneung Gwanno Masque
Invitation Performance

Welcome Reception for VIP
Guests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14:00~15:00: Culture & Art Center

Street Carnival for Concord of Jeongseon
County Residents 17:00~18:00
Military Band Parade/Air Show/
Fireworks

Gangwon Province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Nat’l Arirang Song Contest
Recreation of Hemp
Cloth Weaving

Other Events

Korean Congress of Arirang Scholars
10:00~16:00, Community Welfare
Center 3rd floor

Other local Arirang performances
Milyang Arirang/Jindo Arirang

On-Water Play:
‘Raft Arari’

Welfare Center

Welfare Center

17:00~

Opening Ceremony
(Celebrating Performance)

Jeongseon Arirang Fraternity’s
Performance

Community

Community

Special Amusement
Events

Foreigners’ Jeongseon Arirang
Song Contest

Tavern

(Sun.)

Reenactment
Recreation

Other local Arirang performances
Youngnam Folk Song Arirang/Pyeong Yang Arirang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sanok

Arari Park

Academic
Functions

16:00~

New Lyrics Jeongseon Arirang
Song Contest for Youths

11th

12th

Music
Concerts

Jeongseon Arirang Choir
Competition for the Elderly

Youth Art Performances

Arari Village

Stage

Performances

‘The Seven Sages’ Ritual Ceremony
& Banquet for the Elderly

Welfare Center

Special

Arirang Song
Contests

Seoul Accordion
Orchestra

Wind Instrument Performance
Sabuk High School/Jeongseon Infotech High School

Community

Stage

Cultural Events

Philippine Art Performance invited
by GIFAF

Jeongseon Arari
Dream Orchestra

Arari Village

Special

15:00~

Festive
Ceremonies

Rehearsal of Opening Ceremony

(Fri.)

(Sat.)

12:00~

Stage
Stage

10th

11:00~

Special
Special

9th
(Thurs.)

10:00~

Program

Closing Ceremony
(Celebrating Performances)
Im Young Pungmul band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band)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14:00~15:00: Culture & Art Center
Closing Fireworks

- Arirang Theme Pavilion: Hall for exhibition & experience of Jeongseon Arirang and other local representative Arirang folk songs;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Center; Hall for exhibition of Arirang-related
calligraphies, pictures and paintings
-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costumes, food, farmers’ band music, pottery, straw & plants handcraft, rituals, calligraphy, alcoholic liquor
- Experience of Traditional Games: wrestling, Yut game, slap-match, marbles, tipcat, tug-of-war, arrows-throwing game, nutcracking
- Art Market: Experience of various modern cultures
- Science: ‘Ssak’ Jamboree		
- Arari Gut: Mt. Baeki Exorcism		
- Nat’l Archery Competition ((Sports complex – Arari Jung)			
- Jangseung mowing reproduce
- Indigenous Goods Market						
- Dokdo Photo Exhibition
- Street Fusion Food Festival - Photo Zone with Jeongseon County Characters, ‘Mr. Wawa & Friend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po				
- International Pungmul Hall
- Hanwoo (Korean Beef) Self Chon (restaurant) 				
- Street Musician, the Bus King (Festiv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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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1:00

The Great Celebration, Jeongseon Arirang Festival 2014 (Since 1976)

The Great Celebration, Jeongseon Arirang Festival 2014 (Since 1976)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10월 9일 목요일

October 9th (Thurs.)

공연명

장소

Time

칠현제례 및 기로연

칠현사

11:00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특설무대

12:00

학생관악공연 사북고/정선정보공고

아라리촌

13:30

서울아코디언 오케스트라

특설무대

15:00

지역 아리랑 초청공연(영남민요아리랑/평양아리랑)

아라리촌

16:30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

정선초체육관

17:00

군민 화합 길놀이

정선읍내

18:00

개막공연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특설무대

12:00
13:30
15:00
16:30

17:00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개막불꽃놀이

18:00

Event

Venue

‘The Seven Sages’ Ritual Ceremony
Jeongseon Arari Dream Orchestra
Wind Instrument Performance
Sabuk High School/Jeongseon Infotech High School
Seoul Accordion Orchestra
Other local Arirang performances
(Yeongnam Arirang/Pyongyang Arirang)
Welcome reception for VIP Guests

Street Carnival for Concord of Jeongseon County
Residents
Opening Ceremony & Celebrating Performances
Grand Chorus of Jeongseon Arirang
Opening fireworks

Chilhyeon Temple
Special Stage
Arari Village
Special Stage
Arari Village
Jeongseon
Elementary School
Gym
Downtown Streets
Special Stage

상설 프로그램

Standing Events

☞ 아리랑 주제관(정선아리랑 및 지역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관,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
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 사진 그림 전시관 등)
☞ 전통문화체험(농악, 장기, 짚풀공예, 도자기, 술, 음식, 의식, 의복, 한지, 서예 등)
☞ 전래놀이체험(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도리깨, 벼
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30종)
☞ 과학 ‘싹’ 큰잔치
☞ 아라리 굿(백이산 신령굿)
☞ 거리의 악사 (아라리공원)
☞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아라리 정)
☞ 장승깍기 재현(아라리공원)
☞ 지역특산물 장터(정선특산물 10종)
☞ 독도 사진전시회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정선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 중소기업박람회		
☞ 세계문화풍물
☞ 한우셀프촌

- Arirang Theme Pavilion: Hall for exhibition & experience of Jeongseon Arirang and other local
representative Arirang folk songs;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Center; Hall for exhibition of
Arirang-related calligraphies, pictures and paintings
-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costumes, food, farmers’ band music, pottery, straw & plants
handcraft, rituals, calligraphy, alcoholic liquor
- Experience of Traditional Games: wrestling, Yut game, slap-match, marbles, tipcat, tug-of-war, arrowsthrowing game, nutcracking
- Art Market: Experience of various modern cultures
- Science: ‘Ssak’ Jamboree
- Arari Gut: Mt. Baeki Exorcism		
- Nat’l Archery Competition (Arari Park)		
- Jangseung mowing reproduce
- Indigenous Goods Market			
- Dokdo Photo Exhibition
- Street Fusion Food Festival - Photo Zone with Jeongseon County Characters, ‘Mr. Wawa & Friend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po
- International Pungmul Hall
- Hanwoo (Korean Beef) Self Chon (restaurant)
- Street Musician, the Bus King (Festiv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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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문화재 행사

경창/경연 대회

기획행사

학술행사

체험 홍보관

공연행사

Festive
Ceremonies

Cultural Events

Arirang Song
Contests

Performances

Music
Concerts

Academic
Functions

Reenactment
Recreation

Special Amusemen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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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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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10월 10일 금요일

October 10th (Fri.)

공연명

장소

Time

청소년 예술마당

특설무대

11:00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 대회

아라리공원

전국한시백일장

아라리촌

청소년 창작가사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아라리촌

12:00
13:00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Ⅱ)
13: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14:00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특설무대

14:00
15:00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Ⅰ)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아리랑 특강

문화예술회관

16:00

지역 아리랑 초청공연(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

아라리촌

18:00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특설무대

15:00

16:00
18:00

Event

Venue

Youth Art Performances
Jeongseon Arirang Festival Painting Contest
Nat’l Classic Chinese Poetry Writing Contest
New Lyrics Jeongseon Arirang Song Contest for
Youths
Jeongseon Arari Puppet Show

Special Stage
Arari Park
Arari Village
Arari Village

Community Welfare
Center
Jeongseon Arirang Choir Competition for the Elderly Special Stage
Jeongseon Arari Puppet Show
Community Welfare
Center
Special Arirang Lecture for Youths
Culture & Art Center
Other Local Arirang Performances (Jindo/Milyang)
Arari Village
Gangwon Province Korean Traditional Music
Special Stage
Orchestra

상설 프로그램

Standing Events

☞ 아리랑 주제관(정선아리랑 및 지역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관,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
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 사진 그림 전시관 등)
☞ 전통문화체험(농악, 장기, 짚풀공예, 도자기, 술, 음식, 의식, 의복, 한지, 서예 등)
☞ 전래놀이체험(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도리깨, 벼
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30종)
☞ 과학 ‘싹’ 큰잔치
☞ 아라리 굿(백이산 신령굿)
☞ 거리의 악사 (아라리공원)
☞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아라리 정)
☞ 장승깍기 재현(아라리공원)
☞ 지역특산물 장터(정선특산물 10종)
☞ 독도 사진전시회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정선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 중소기업박람회		
☞ 세계문화풍물
☞ 한우셀프촌

- Arirang Theme Pavilion: Hall for exhibition & experience of Jeongseon Arirang and other local
representative Arirang folk songs;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Center; Hall for exhibition of
Arirang-related calligraphies, pictures and paintings
-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costumes, food, farmers’ band music, pottery, straw & plants
handcraft, rituals, calligraphy, alcoholic liquor
- Experience of Traditional Games: wrestling, Yut game, slap-match, marbles, tipcat, tug-of-war, arrowsthrowing game, nutcracking
- Art Market: Experience of various modern cultures
- Science: ‘Ssak’ Jamboree
- Arari Gut: Mt. Baeki Exorcism		
- Nat’l Archery Competition (Arari Park)		
- Jangseung mowing reproduce
- Indigenous Goods Market			
- Dokdo Photo Exhibition
- Street Fusion Food Festival - Photo Zone with Jeongseon County Characters, ‘Mr. Wawa & Friend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po
- International Pungmul Hall
- Hanwoo (Korean Beef) Self Chon (restaurant)
- Street Musician, the Bus King (Festiv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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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문화재 행사

경창/경연 대회

기획행사

학술행사

체험 홍보관

공연행사

Festive
Ceremonies

Cultural Events

Arirang Song
Contests

Performances

Music
Concerts

Academic
Functions

Reenactment
Recreation

Special Amusemen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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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10월 11일 토요일

October 11th (Sat.)

공연명

장소

Time
10:00
12:00
13:00

Nat’l Jump Rubber Band Contest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Foreigners’ Arirang Song Contest
Jeongseon Arirang Fraternity’s Performance
Jeongseon Arari Puppet Show

14:30
15:00

On-Water Play: ‘Raft Arari’
Jeongseon Arari Puppet Show

15:30
16:00
18:00

Jeonsanok Best Barmaid Contest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Foreign Folk Song Performances
(Norway: Inger Marie Band, Germany: Global
Players)

10:00

전국 고무줄 '짱'언니 선발대회

특설무대

12:00

정선아리랑극 '메나리'

문화예술회관

13:00

전국 다문화(외국인) 아리랑 경창대회

특설무대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Ⅲ)
정선아리랑 동아리 공연

아라리촌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14:30

수상극 뗏목아라리

조양강변

15: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15:30

전산옥 주모 선발대회

전산옥주막

16:00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아라리촌

18:00

세계 민요 초청공연

특설무대

(노르웨이 잉거마리 밴드/독일 글로벌 플레이어스)

Event

Venue
Special Stage
Culture & Art Center
Special Stage
Arari Village
Community Welfare
Center
Jeonsanok Tavern
Community Welfare
Center
Jeonsanok Tavern
Arari Village
Special Stage

상설 프로그램

Standing Events

☞ 아리랑 주제관(정선아리랑 및 지역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관,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
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 사진 그림 전시관 등)
☞ 전통문화체험(농악, 장기, 짚풀공예, 도자기, 술, 음식, 의식, 의복, 한지, 서예 등)
☞ 전래놀이체험(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도리깨, 벼
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30종)
☞ 과학 ‘싹’ 큰잔치
☞ 아라리 굿(백이산 신령굿)
☞ 거리의 악사 (아라리공원)
☞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아라리 정)
☞ 장승깍기 재현(아라리공원)
☞ 지역특산물 장터(정선특산물 10종)
☞ 독도 사진전시회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정선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 중소기업박람회		
☞ 세계문화풍물
☞ 한우셀프촌

- Arirang Theme Pavilion: Hall for exhibition & experience of Jeongseon Arirang and other local
representative Arirang folk songs;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Center; Hall for exhibition of
Arirang-related calligraphies, pictures and paintings
-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costumes, food, farmers’ band music, pottery, straw & plants
handcraft, rituals, calligraphy, alcoholic liquor
- Experience of Traditional Games: wrestling, Yut game, slap-match, marbles, tipcat, tug-of-war, arrowsthrowing game, nutcracking
- Art Market: Experience of various modern cultures
- Science: ‘Ssak’ Jamboree
- Arari Gut: Mt. Baeki Exorcism		
- Nat’l Archery Competition (Arari Park)		
- Jangseung mowing reproduce
- Indigenous Goods Market			
- Dokdo Photo Exhibition
- Street Fusion Food Festival - Photo Zone with Jeongseon County Characters, ‘Mr. Wawa & Friend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po
- International Pungmul Hall
- Hanwoo (Korean Beef) Self Chon (restaurant)
- Street Musician, the Bus King (Festiv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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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문화재 행사

경창/경연 대회

기획행사

학술행사

체험 홍보관

공연행사

Festive
Ceremonies

Cultural Events

Arirang Song
Contests

Performances

Music
Concerts

Academic
Functions

Reenactment
Recreation

Special Amusemen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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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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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2014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 정선아리랑제

10월 12일 일요일

October 12th (Sun.)

공연명

장소

Time
10:00
12:00
13:00

K-Pop Cover Dance Competition
Recreation of Hemp Cloth Weaving
Jeongseon Arari Puppet Show

14:00

Nat’l Arirang Song Contest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Jeongseon Arari Puppet Show

10:00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특설무대

12:00

삼베길쌈 재현

아라리공원

13: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14:00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특설무대

정선아리랑 전수조교 공개시연(Ⅳ)
정선아리랑극 '메나리'

문화예술회관

15: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종합사회복지관

16:00

강릉관노가면극 초청공연

아라리공원

17:00

강릉문화원 임영풍물 공연

아라리공원

18:00

폐막 '감성 7080콘서트' 공연

특설무대

폐막불꽃놀이

15:00
16:00
17:00
18:00

Event

Venue

Gangneung Gwangno Masque Invitation Performance
Im Young Hyoe Pungmul band (Korean traditional
percussion band)
Closing Ceremony & Celebrating Performance
(‘7080 Concert’)

Special Stage
Arari Park
Community Welfare
Center
Special Stage
Culture & Art Center
Community Welfare
Center
Arari Park
Arari Park
Special Stage

상설 프로그램

Standing Events

☞ 아리랑 주제관(정선아리랑 및 지역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관,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
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 사진 그림 전시관 등)
☞ 전통문화체험(농악, 장기, 짚풀공예, 도자기, 술, 음식, 의식, 의복, 한지, 서예 등)
☞ 전래놀이체험(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도리깨, 벼
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30종)
☞ 과학 ‘싹’ 큰잔치
☞ 아라리 굿(백이산 신령굿)
☞ 거리의 악사 (아라리공원)
☞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아라리 정)
☞ 장승깍기 재현(아라리공원)
☞ 지역특산물 장터(정선특산물 10종)
☞ 독도 사진전시회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정선관광캐릭터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 중소기업박람회		
☞ 세계문화풍물
☞ 한우셀프촌

- Arirang Theme Pavilion: Hall for exhibition & experience of Jeongseon Arirang and other local
representative Arirang folk songs;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Center; Hall for exhibition of
Arirang-related calligraphies, pictures and paintings
- Experience of Traditional Cultures: costumes, food, farmers’ band music, pottery, straw & plants
handcraft, rituals, calligraphy, alcoholic liquor
- Experience of Traditional Games: wrestling, Yut game, slap-match, marbles, tipcat, tug-of-war, arrowsthrowing game, nutcracking
- Art Market: Experience of various modern cultures
- Science: ‘Ssak’ Jamboree
- Arari Gut: Mt. Baeki Exorcism		
- Nat’l Archery Competition (Arari Park)		
- Jangseung mowing reproduce
- Indigenous Goods Market			
- Dokdo Photo Exhibition
- Street Fusion Food Festival - Photo Zone with Jeongseon County Characters, ‘Mr. Wawa & Friends’
-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xpo
- International Pungmul Hall
- Hanwoo (Korean Beef) Self Chon (restaurant)
- Street Musician, the Bus King (Festival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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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문화재 행사

경창/경연 대회

기획행사

학술행사

체험 홍보관

공연행사

Festive
Ceremonies

Cultural Events

Arirang Song
Contests

Performances

Music
Concerts

Academic
Functions

Reenactment
Recreation

Special Amusement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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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안내도
Festival Guide Map

Way to get there
By Public Transportation (Bus)
Dong Seoul Terminal > Jeongseon Inter - City Bus Time Table
07:10 Jeongseon (Jangpyeong) 14:15 Jeongseon (Jangpyeong)
09:35 Jeongseon (Jangpyeong) 15:25 Jeongseon (Jangpyeong)
10:50 Jeongseon (Anheung) 16:35 Jeongseon (Jangpyeong)
13:05 Jeongseon (Anheung) 17:45 Jeongseon (Anheung)
18:46 Jeongseon (Jangpyeong)

By Car
★From Seoul: Youngdong Express Way > Saemal IC >Pyeongchang > Jeongseon (about 3 hours)
★From Busan, Daegu: Daegu Busan Express Way > Dong Daegu (Kyungbu) > Jungang Express
Way > Dangyang JC > Jaechun (38) > Youngwul > Jeongseon
★From Busan: Sangbuk Daero > Wonhwaro > Yoogum IC > Hosan Crossing (Wooljin) > 416 >
Taebakro < Nammyeon > Jeongseon
★From Gwangju: Honam Express Way >Kyungbu (Seoul)> Jungbu (Hobub) > Saemal IC>
Pyeongchang> Jeong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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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현제례 및 기로연

The Great Celebration,
Jeongseon Arirang Festival 2014 (Since 1976)

Festive Ceremonies

9개 읍·면 화합한마당 ‘길놀이’
10월 9일 11:00 남면 거칠현사당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칠현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며 지역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정선아리랑의 문화계승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함
헌관순서 : 강신 ⇒ 참신 ⇒ 초헌(군수) ⇒ 독축 ⇒ 아헌(의장) ⇒ 종헌(후손)
식후행사 : 추모제례 타악공연

‘The Seven Sages’ Ritual Ceremony & Banquet for the Elderly

10월 9일 17:00~18:00 정선병원 앞~아라리 공원

정선아리랑제를 기념하여 9개 읍·면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퍼포먼스 진행으로 아
리랑제의 시작을 알림
구간: 정선병원 앞 도로(집결)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정선관광안내센터 앞 도로
~축제장 입구~아라리공원 광장(퍼포먼스 진행)~운동장
특별출연: 군악대 퍼레이드 및 축하비행

‘Street Carnival’ for unity of Jeongseon residents

11:00, Oct. 9th, Geochilhyeon Shrine

17:00~18:00, Oct. 9th, Jeongseon Hospital~Arari Park

This ritual ceremony is aimed to seek the concord of Jeongseon County residents
by paying respects to the Seven Sages who appear in the folktale that have
been passed on verbally in the region. The ancient sages are worshipped for
their patriotism and loyalty towards the nation.
*Order: Gangshin – Chamshin - Choheon(by Country Governor) – Dokchuk Aheon(by County Council Chairman) - Jongheon(by Descendant)

In order to celebrate and herald the opening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participants march in groups on the main streets in the county, with sculptures
and performances symbolizing the county’s nine towns.
*Special performances: military band parade & airshow

*Post-ceremony event: Memorial percuss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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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및 개막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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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erformances

세계 민요 초청 공연
10월 9일 18:00~20:00 특설무대

10월 11일 18:00~20:00 특설무대
세계 각국의 대표적 민요를 현대의 음악적 언어인 재즈, 블루스, 락, 팝, 클래식
등의 월드뮤직으로 재해석하여 명성을 얻고 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초청공연으
로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아리랑의 현대적 문화비전을 정립

International Folk Song Performances
18:00~20:00, Oct. 11th, Special Stage
The festival host has invited many world-class artists and art-performing
troupes well known for the reinterpretation of their respective folk songs into a
wide variety of modern genres such as jazz, blues, rock’n’roll, pop and classic
music. The audience is to be allowed to envisage Arirang’s newly-portrayed
cultural acme and value as well.
정선주민과 함께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아리랑 대합창극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정선을 알리는 한국의 대표 컨텐츠로 개발
‘아리랑’을 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축제 및 공연의 밴치
마킹 모델로서 자리 잡고 화두가 되어 도화선으로 작용

Opening Ceremony & Celebrating Performance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10월 10일 18:00~20:00 특설무대
강원도립예술단 내 국악관현악단을 초청해 우리 전통음악의 진수를 만끽하는 장
을 마련

18:00~20:00, Oct. 9th, Special Stage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as launched to preserve ‘Jeongseon Arirang’,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to pass along its culture to younger generations.
The festival is believ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Jeongseon County as well
as in line with the upcoming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o be
hosted by Gangwon Province. It is a grand Arirang carnival that Jeongseon
County and its residents have jointly developed into one of the exemplary
festiv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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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won Province Kore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18:00~19:00, Oct. 10th, Special Stage
The orchestra will present the audience with the quintessence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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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및 폐막(감성 7080콘서트 공연)

경창/경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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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gseon Arirang Festival 2014 (Since 1976)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10월 12일 18:00~20:00 특설무대

10월 12일 14:00~16:00 특설무대

‘감성 7080’을 주제로 7·80년대 우리의 감성을 자극했던 우리 가요의 대향연을
펼침으로써 축제를 마치고 이제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축제대미의 공연

대한민국 각 지역에 분포하는 같으면서도 다른 다양한 아리랑과 그 참소리꾼을 발
굴해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경창대회

Closing Ceremony & Celebrating Performance
(‘7080 Concert’ Performance)
18:00~20:00, Oct. 12th, Special Stage
The closing ceremony is to be highlighted with the so-called “7080 concert,”
featuring many famous big hit songs in the 1970’s and 80’s. The concert enables
the audience to leave the festival with refreshed minds for more challenging
and more vitalized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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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Arirang Song Contest
14:00~16:00, Oct. 12th, Special Stage
This contest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Arirang song competitions, aiming
to develop new versions of Arirang songs and their si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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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문화(외국인) 아리랑 경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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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Contests/Pageant

청소년 창작가사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10월 11일 13:00~15:00 특설무대

10월 10일 12:00~14:00 아라리촌 무대

전국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아리
랑을 내국인과 팀을 구성하여 함께 경창하는 대회이
다. 한민족의 문화적 유전자인 아리랑을 공유함으로써
아리랑이 담고 있는 소통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메시
지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의 비
전을 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대회이다.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유전자를 후세대들에게 올곧게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
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특색 있는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이다. 정선아리랑
이 ‘찍어다 붙이면 되는 소리’인 점에 착안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애환을 담
은 가사를 창작하고 고유의 정선아리랑 선율에 담아 부르는 가창방식으로 진행되
는 경창대회이다.

Foreigners’ Arirang Song Contest
13:00~15:00, Oct. 11th, Special Stage
Competitors of this song contest, composed of both foreigners and Korean
nationals, will share the message of peace, communication and mutualism
contained in the lyrics of a wide variety of Arirang songs, valuable cultural
assets of the Korean people.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Jeongseon Arirang Song with New Lyrics Contest for Youths
12:00~14:00, Oct. 10th, Arari Village
This contest is designed to pass on the cultural spirit of Arirang folk songs to the
younger generations. Through this event, the youths will be given a chance to
create new lyrics to the traditional Arirang melody which embraces the Korean
people’s joys and sorrows.

Jeongseon Arirang Choir Competition for the Elderly

10월 10일 14:00~16:00 특설무대

14:00~16:00, Oct. 10th, Special Stage

생활 속의 참소리꾼인 어르신들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메기고 받고 후렴을 합
창하는 방식의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이다. 이 대회는 경창대회이기는 하지만 오히
려 그 옛날 순수한 정선아리랑 가창방식을 재현하는 것이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정선아리랑의 본 모습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Elderly participants of this competition, who are said to be expert Arirang
singers, will vie for the better recreation of original shape and true image of
Jeongseon Arirang, by leading and receiving the Jeongseon Arirang song lyrics
under a cert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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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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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행사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
10월 8일 10:00~16:00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세계 도처의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 離散)의 문화적 유전자 아리랑의 문화
적 가치와 아리랑연구의 지향’을 주제로 강원일보사와 한국민요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이다.

Korean Congress of Arirang Scholars
10:00~16:00, Oct. 8th, Community Welfare Center, 3rd floor
This congress is an Academic forum of scholars to discuss ways of promoting
the cultural value of Arirang and bolstering the study of the Korean folk song
which is one of the spiritual foundations of the Korean diaspora.

10월 11일 15:30~18:00 녹송공원 전산옥 주막
아우라지에서 출발한 남한강 천리 물길은 정선아리랑의 수많은 가사를 태동시키
고 외부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뗏꾼과 주모는 정선아리랑의 주인공으로 주모
선발대회를 통해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재현하고자 한다.

Jeonsanok Best Traditional Barmaid Contest
15:30~18:00, Oct. 11th, Jeonsanok Tavern at Noksong Park
The waterway of the Namhan (South Han) River has brought about many lyrics
to the Jeongseon Arirang folk song. In addition, Jeonsanok, the owner of the
tavern, located on the riverside, and the raft drivers have often made up the
main characters of the Arirang song lyrics. In this context, Jeongseon County
has launched the Jeonsanok Best Barmaid Contest, in a bid to shed new light on
Jeongseon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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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리랑 특강
10월 10일 15:00~17:00 문화예술회관 3층 공연장
지역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아리랑 관련 명사를 초청하여 정선아리랑의 이해를 바
탕으로 한 대한민국 아리랑의 위상과 가치 그리고 미래상을 알아봄으로써 아리랑
의 시원 정선아리랑의 계승자로서 자세와 자긍심을 확립하고자 함
주제 : 한민족의 문화적 유전자 ‘아리랑’

Special Arirang Lecture for Youths
15:00~17:00, Oct. 10th, Culture & Art Center
This lecture targets high school students to let them further understand the
status and value of the Arirang folk song and feel pride as the successor of the
cultural asset.
* Subject: Korean Nation’s Cultural Gene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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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극 ‘메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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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극 ‘뗏목 아라리’
10월 11일 14:30~15:30 조양강변

10월 11일 12:00~13:00 문화예술회관
10월 12일 14:00~15:00 문화예술회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2014년도 정선아리랑극 공연으로 천상의 월녀와 지상의
월우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정선아리랑으로 극화한 전통 소리극 공연이다.

Jeongseon Arirang Play: ‘Maenari’
12:00~13:00, Oct. 11th, Culture & Art Center
14:00~15:00, Oct. 12th, Culture & Art Center
This traditional Korean opera features a love story between a fairy from heaven
and a man from the human world, which is reflected in the Jeongseon Arirang
song ly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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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 Performances

전산옥 주모 선발대회 연계 (5대)
뗏목재현과 정선군립예술단 단원들이 뗏꾼들의 생활상을 연출하는 수상극 형식의
전통문화 재현 행사이며, 뗏목제례는 전산옥 선발대회 전에 주막에서 시작한다.

On-Water Play ‘Raft Arari’
14:30~15:30, Oct. 11th, Jeonsanok Tavern
This play, linked with the Jeonsanok Best Barmaid Contest, features restored
traditional rafts and raft drivers’ lifestyle. A raft ritual is held at Jeonsanok
Tavern ahead of the many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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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라리 인형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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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 교류

지역 아리랑 초청공연

10월 10일 ~ 12일 13:00~14:00, 15:00~16:00 1일 2회 공연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공연장

10월 9일 15:00~17:00 영남민요아리랑/평양아리랑 아라리촌 무대
10월 10일 16:00~18:00 밀양아리랑/진도아리랑 아라리촌 무대

10일 : 서울인형극회 - 이솝 이야기
11일 : 꿈나무인형극단 - 나쁜 말버릇 외
12일 : 명주인형극단 - 아기 돼지 삼형제

정선아리랑 춤사위 시연
10월 12일 10:00~12:00 특설무대
2014년도 한 해 동안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배우고 익힌 정선아리랑 춤사위
를 뽐내는 문화체험 공연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 청소년 문학상 시상
10월 11일 16:00~18:00 아라리촌 무대
문학콘서트
1부-정선을 노래한 시와 산문 낭
송(조대현/권선희/유진아/이종기)
장순향 춤패의 정선아리랑 전통
춤 공연
2부-정선을 사랑하는 시인들과
의 만남(안상학/이원규/김현성)
3부-정선 시노래 공연(김현성 가
수)
청소년문학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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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을 대표하는 영남민요아리랑(대구아리랑, 경상도아리랑, 영천아리랑, 독
도아리랑, 부산아리랑, 동래아리랑, 상주아리랑, 서도아리랑, 성주아리랑, 해주아리
랑), 평양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을 초청하여 펼치는 공연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수를 경험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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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베길쌈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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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전래놀이 체험
10월 12일 12:00~13:00 아라리공원
삼베짜기에 얽혀 있는 서민의 애환과
정선아리랑 가사에 기록된 삼베에 대한
애정을 되돌아보는 전통생활문화 재현
행사
삼째기, 삼삼기, 물레잣기, 삼베날기, 삼
베매기, 삼베짜기 등 삼베만드는 과정
을 재현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 구슬치기, 딱지치기, 잣치기, 윷놀이, 줄씨름, 딱총만들기, 투호
- 도리깨, 벼탈곡, 옥수수·잣·밤·호두까기 체험

지역특산물 장터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 곤드레, 더덕, 황기, 사과 등 지역의 농특산물 10여종을 선별하여 펼치는 장터

전통문화 체험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 짚 공예 / 도자기 공예 / 사물놀이 체험 / 사금채취 체험
- 성황제(소지문화재현) / 솟대문화 체험 / 미꾸라지 통발잡기
- 빗살무늬 토기만들기 / 별자리로 길찾기 / 해시계 만들기

Reenactment of Sambe Gilsam (Weaving hemp cloth)
October 12th 12:00~13:00 Arari Park
This reenactment of traditional living culture is a good example of reflecting
back into a long ago stories those hemp cloth weavers of ordinary people’s
lyrics of Jeongseon Arirang will share the record of their love towards the
Sambe making.
Reenactment process as followed; Samjjaeki, Sam samki, Mulrae jotgi, Sambe
nalki, Sambe maeki, Sambe jj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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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PR

독도 사진 전시회

아리랑 주제관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변화무쌍한 아름다운 독도의 사계, 그리고 그동안 독도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기록
사진 80점을 전시

국내 대표 아리랑 전시 및 체험
정선아리랑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시관
아리랑 서예·사진·그림 전시관

Exhibition of Dokdo Photos

Theme Pavilion

Oct. 9th~12th, Arari Park
Oct. 9th~12th, Arari Park

- Exhibition & experience of Korea’s representative local Arirang folk songs
- Jeongseon Arirang Digital Storytelling Hall
- Exhibition of calligraphic works, pictures, paintings related to Arirang

The exhibition shows some 80 pictures featuring the kaleidoscopic changes of
the four seasons in Dokdo as well as press photos about the easternmost island
of Korea.

정선관광캐릭터 ‘포토존’

현대문화 체험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일원

아트마켓

‘와와군과 친구들’ 포토존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Photo Zone: Jeongseon County Tourism Characters
Oct. 9th~12th, Arari Park
Characters: ‘Mr. Wawa’ & Friends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문화예술체험 장터

Art Market
Oct. 9th~12th, Arari Park
This market, operated by local artists and cultural experts, targets families
involving young children to let the visitors experience Jeongseon and its
surrounding areas’ culture and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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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한시백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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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청소년 예술마당
10월 10일 11:00~13:00 특설무대

10월 10일 11:00~18:00 아라리촌 와가 일원
아리랑과 충절의 고장 정선을
홍보하고 선비정신을 계승, 한시
문화발전을 통해 전통문화를 전
승한다. 전오륜 등 칠현을 찬하
는 한시 백일장을 개최한다.

궁도대회
강원도 대회 10월 3일 07:00~18:00 아라리정
전국 대회 10월 9일 ~ 12일 07:00~18:00 아라리정
제11회 정선군수기 도내 남녀궁도대회 : 노년, 일반, 여자부로 구분하여 3순 기록
경기로 승부를 결정하는 도내 남녀 궁도대회
전국 남녀 활쏘기 대회 :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하여 축제기간 동안 전국의 궁도인
들의 화합과 경연의 장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
10월 10일 11:00~16:00 아라리공원 일원
정선아리랑제를 맞이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청소년
의 시선으로 본 아리랑제의 풍광을 그림으로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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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특기와 소질계발 작품 발표를 통한 성취감을 부여하고 학생문화축제 정
착을 통한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과 정선아리랑제 참여와 봉사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한다.

정선아라리 동아리 공연
10월 11일 13:00~15:00 아라리촌 무대
정선아리랑 관련 지역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결과를 정선아리랑제 무
대에서 발표한다.

학생 관악 공연
10월 9일 12:00~13:30 아라리촌 무대
지역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정선아리랑제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사북고등학교/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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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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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무줄 ‘짱’ 언니 선발대회
10월 11일 10:00~12:00 특설무대

10월 9일 11:00~12:00 특설무대

2013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사업으로 지정
후, 고한·사북·갈래·증산 초등학교 학생 33명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갈고 닦은
연주실력을 주민들에게 선보여 꿈의 오케스트라 가치 상승과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친 본선 진출팀이 개성있게 준비한 음악에 맞추어 전
통 고무줄놀이를 경연 형식으로 진행한다.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서울 아코디언오케스트라

10월 12일 10:00~12:00 특설무대
10월 9일 13:30~15:00 특설무대

상임지휘자 예찬하로부터 사사받은 20여명의 음악전공자로 구성된 서울아코디언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들과 아코디언 대중화에 앞장서는 애호가들이 모여 함께 구
성한 오케스트라로 아코디언 패러다임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특히 이번 공
연은 '정선 손풍금 사랑회'와 협연으로 진행된다.

한국 가요의 춤과 노래, 가수의 스타일 등을 그대로 따라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이다.

서예전시회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정선 과학 ‘싹’ 큰잔치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정선군교육지원청에서 매년 개최하는 청소년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청
소년들에게 전통문화와 현대과학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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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 문화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서예 작품의 전시 활동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정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동시에 작품 감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정선아리랑제 전시를 통한 자기계발의 가치를 지역사회 문화계에 알리고 공유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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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공연(강릉실버악단 공연)

거리의 악사

10월 7일 11:00 ~ 12:00 특설무대

10월 9일~12일 아라리공원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거리 공연을 통해 보다 풍성한 축제장
분위기 조성한다.

강릉그린실버악단 정선아리랑제 축하공연
인원 : 55명

브릿지 공연(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교류 공연)

장승깍기 재현
10월 10일~11일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군민의 안녕과 정선군 문화예술 발전을 기원하는 전통 장승 깍기 재현 행사

강릉관노가면극 초청공연
10월 12일 16:00 ~ 17:00 특설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관노가면극은 무언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선시
대의 다른 가면극들처럼 풍자가 혹독하지 않고, 춤과 동작위주로 되어있으며, 벽
사의식, 장자마리의 풍요추구 등 성황신제 계통극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10월 7일 14:00~16:00 특설무대
필리핀 세부도 만다우에시의 대표적인 민속무용단체로 전문무용수를 중심으로 대
학생과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수한 댄스팀이다. 전통적인 대나무를 이용한
댄스와 군무형태의 퍼포먼스, 그리고 400년 스페인의 식민지 영향으로 라틴댄스
형태의 무용이 대표적이다. 세부의 대표축제 씨눌룩 축제는 물론 우타논 축제에도
다수 출연 했고 일본과 타국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국내 초청 공연팀 - 푸너리예술단

브릿지 공연(2014문화동아리 한마당 경연대회)
10월 7일 18:00~20:00 특설무대

강릉문화원 임영풍물 공연

지역민들이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동참하고 자기 발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을 마련한다.

10월 12일 17:00 ~ 18:00 특설무대
강릉문화원 임영풍물팀은 1992년도에 창설되어 풍물 및 강릉관노가면극 등 지역
의 다양한 전통문화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14년 6월 중국의 연경단오제에 참가
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렸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동아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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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를 만든 사람들
□위원장 : 이종영
□기획단장 : 김우영
□기획·홍보팀장 : 전두환
□축제운영팀장 : 김원두
□축제지원팀장 : 송덕한
□자원봉사단체 :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 안중균
- 정선군가족봉사단
- 정선군모범운전자회
-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 정선군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 정선군의용소방대연합회
- 정선군재향군인여성회
- 정선군해병전우회
- 정선읍여성자율방범대
- 정선읍자율방범대
- 육군 제 8087부대 1대대
※ 개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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