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旌善아리랑 碑文

제41회

예도 옛적 고을 이름은 무릉도원이었더라
산이 높고 울울 靑靑(청청)하여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고 철따라 복사꽃 진달래 철
쭉꽃 江山(강산)을 불태웠다네 휘도는 골짜기에 굽이치는 강물은 흥건한 젖줄기 되
어 물방아 돌고 철철 콸콸 淸洌(청렬)하게 흘러 浴泝(욕소)하면 마음은 登仙(등선)하
고 아우라지 뱃사공에게 떠나는 임을 근심하던 아낙네의 그윽한 情恨(정한)이 서럽
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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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에 抗拒 (항
거)하던 意氣(의기)가 그칠 줄 모르게 이어지는 悠長(유장)한 가락 속에 스며있는 旌
善아리랑은 우리 先祖(선조)들의 얼과 멋이 昇華(승화)된 빛난 이 고장의 文化財(문
화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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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
이군)의 충절을 지켜 지금의 南面居七賢洞(남면거칠현동)에 落鄕(낙향)은거 하였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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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느새 보편적인 '아리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라리'란 누가 나의 처지와 心情
(심정)을 '알리'에서 緣由(연유)된 듯 하더라

제41회 정선아리랑제에 방문해 주신 정선군민 및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1976년부터 시작된 정선아리랑제는 우리민족의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보존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선군민의 힘으로 만들어 41년 동안 이어져 온
국내유일의 축제입니다.
또한, '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9호 지정 등 대내·외적으로 문화적, 학문적 가치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제41회 정선아리랑제는 그동안 개발과 발전을 거듭해온 각종 공연 및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행사에 동참하여 세계 속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덥고 고난 했던 여름을 뒤로하고, 청정한 가을하늘 아래서 펼쳐지는
아리랑의 대향연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위원장 최 종 천

이에 無形文化財(무형문화재) 旌善아리랑은 정녕 우리들의 永遠(영원)한 마음의 故
鄕(고향)이니라
그러매로 우리는 이 文化遺産(문화유산)의 傳統(전통)속에서 來日(내일)을 살 아름
답고 豊饒(풍요)한 꿈을 가꾸고 향토애와 민족혼을 불사를 슬기와 勇氣(용기)를 키
울진저 이를 기려 子子 孫孫 萬代(자자 손손 만대)에 傳(전)하고자 향토민의 뜻을 모
아 여기 아로새겨 紀念(기념)하노라
一九七七年 十月 一日
1977년 10월 1일 노영칠 짓고, 서희환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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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1회 정선아리랑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선군은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문화 자산을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자원화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41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축제를 통해 '아리랑'을 한민족의 소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올해는 아리랑센터와 아리랑박물관을 개관하여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아리랑을 살펴보고 각종 예술장르가 어우러지는 콜라보 공연을 통해
아리랑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우리고장의 소중한 무화유산인 '아리랑'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에 동참해
주신 정선군민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축제에 함께 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우리민족 영원의 소리인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공연과 체험행사를
통해 감동과 치유의 시간을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수 전 정 환

정선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대표 고장 정선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여름이 무색할 만큼, 시원한 바람이 두 뺨을 스치고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인 10월의 첫 날에 열리는「제41회 정선아리랑제』를 뜻깊게
생각하며 4만여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주최하고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여 주고 계시는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임직원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리랑의 원류인 정선아리랑은 수천 수에 달하는 가사수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노랫말, 고려 말부터 전해오는 뿌리 깊은 역사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한 정선아리랑제 또한 41회에 걸쳐 내려오면서 우리
정선과 강원도,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선아리랑제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군민 모두가 정선아리랑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선아리랑과 정선아리랑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제41회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에 펼쳐지는
수준 높은 전통공연과 다양한 체험이벤트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즐거움을 만끽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정선아리랑제가 정선아리랑이 더욱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축제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선아리랑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선아리랑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김 옥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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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주제공연
전통문화체험

행사일정표 안내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시ㆍ홍보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부대행사ㆍ공연
기획행사
현대문화체험

※ 프로그램별 일정 및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자
30일(금)

장소
아리랑센터
특설무대

1일
(토)

11시

13시 (1시)
14시 (2시)
15시 (3시)
16시 (4시)
아리랑 포럼‘정선아리랑의 중장기발전과 컨텐츠 개발’

12시

정선아리랑 어르신 합창대회
(아라리 무용단 '소고시나위')

경산중방농악

뗏목제례
및 재현
정선아라리 인형극
퓨전국악 공연 '숲'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상설 및 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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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국악그룹 '자락'
「아우라지(Large), 정선」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강강술래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묘기 제기차기 선발대회)
(유옥재창작무용단)

- 전국 남녀 궁도대회
장소 : 아라리정
시간 : 07:00~18:00(개인전)

'멍석아리랑' (정선아리랑 체험)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유옥재창작무용단)

청소년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경창대회

뗏목재현
정선아라리 인형극

특설무대

운동장내

수상극
'뗏목아라리'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새총대왕 경연대회)

마당무대

아리랑센터

줄타기

제 7회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조양강 수상무대

4일
(화)

청춘마이크
(비보이, 랩)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정선아리랑 청소년 문학상 시상)

전통 혼례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천하장사 씨름 경연대회) 10:00~13:00

삼베길쌈 재현
'멍석아리랑' (정선아리랑 체험)

한시백일장 / 10:30 ~ , 시상식 : 16시

'멍석아리랑'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예선
09:00 ~ 12:00

☞
☞
☞
☞
☞
☞
☞

정선아라리 인형극

폐막식 및 폐막공연 「NH농협과 함께하는
'감성7080 라이브 콘서트'」

불꽃
놀이
- 전국 남녀 궁도대회
장소 : 아라리정
시간 : 07:00~14:30(개인전)
- 학생 관악 공연(정보공고)
장소 : 5일장터 공연장
시간 : 13:00~14: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2016. 10. 1 ~ 4,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2016. 10. 1 ~ 4, 아리랑센터 1층) /개회식 10. 1(토) 13:30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2016. 10. 1 ~ 4, 아리랑센터 2층-야외홀) / 개회식 10. 2(일) 13:00
제6회 필정회전(2016. 10. 1 ~ 4,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 개회식 10. 1(토) 14:00
군민화합 2016 아라리 장승만들기(개회식 10. 2(일) 09:00 / 군민 안녕 장승제 10. 3(월) 14:00)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 한우셀프구이촌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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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국악과 전통음악 연주회
장소 : 아리랑센터
시간 : 17:00~18:00

수상극
'뗏목아라리'

청소년 예술마당

정선아라리 인형극

기타 행사장
-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장소 : 팔각정
시간 : 10:00~15:00
- 칠현제례 및 기로연
장소 : 남면 거칠현 사당
시간 : 11:00~
- 9개읍면 화합 한마당‘길놀이’
시간 : 16:30~17:50
- 전국 남녀 궁도대회
장소 : 아라리정
시간 : 07:00~18:00(단체전)
개회식 : 11:00
-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시상 : 12:00
전시 : 2일 ~ 4일
장소 : 팔각정
- 정선아리랑극‘판 아리랑’
장소 : 아리랑센터
시간 : 14:00 ~ 15:00
- 뮤지컬「스쿨오브락(樂) '영웅'」
장소 : 아리랑센터
시간 : 17:00 ~ 18:00

불꽃
놀이

'멍석아리랑' (정선아리랑 체험)

운동장내

마당무대

개막공연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G-500 응원 퍼포먼스)

세계민요 초청공연
(카자흐스탄, 프랑스 '엘자코프' + 아페라,
브라질 '피제이 삼바' + 예술단)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고무줄 '짱' 언니 선발대회), (아리무용단)

특설무대

운동장내

21시 (9시)

'멍석아리랑' (정선아리랑 체험)

조양강 수상무대

아라리촌

(정선아리랑 글로벌
비전 선포식)

웰컴투 평창 (정선) 공식댄스
9개읍ㆍ면 경연대회 10:30 ~ 13:00

녹송공원

3일
(월)
개천절

20시 (8시)

관노 가면극

마당무대
아라리촌

19시 (7시)

초청인사 환영 만찬회

마당무대

2일
(일)
5일장

18시 (6시)
개막식

낙동 농악 시연 꿈의 오케스트라

정선초교

특설무대

17시 (5시)
40년사 출판 기념회
40년 기념 특별전 오픈

☞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체험, 떡 매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 전통문화체험 10종(생활문화 : 유교문화, 성황제 / 전통문화 :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풍물 /
공예 : 전통제기, 전통초 만들기)
☞ 문화의 거리(작은 인사동):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 문화의 거리(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9

FESTIVAL Program

Festive Ceremonies

Academic Functions

Culture Exchange Event

Unit Event & Show

Main Performances

Original Art Performances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Special Amusement Events

Song Contests / Competition

DisplayㆍPromotional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Modern cultural experience

※ Some can be changed by the program schedules and places.

Date
Place
30th(Fri) Arirang Center
Special Stage
1st
(Sat)

11:00

13:00

12:00

Jeongseon Arirang Senior's
Choir Competition
(Arari Dance Group - Sogo Sinawe)

Special Stage

In the field

World's folk song performance
(Kazakhstan, France 'Elsa Kopf' +A-Pera,
Brazil 'PJ Samba'+art troupe)

In the field

Ongoing Events

20:00

21:00

- National Archery Tournament
Place : Ararijeong
Time : 7 AM-6 PM (teams)
Opening ceremony : 11:00

Cheongchun Mic
(B-boy, rap)

-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Awards ceremony: 12 PM
Exhibition : Oct. 2-4
Place : Palgakjeong

'Meongsuk Arirang' (Jeongseon Arirang experience)
Traditional
wedding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Youth Literature Awards ceremony)
The 7th Jeon San Ok Best Traditional
Barmaid Contest
Raft Ritual
On Water Play
Ceremony &
'Rafting Arari'
demonstration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gseon Arari
puppet show

- Jeongseon Arirang Play "Pan Arirang"
Place: Arirang Center
Time : 2-3 PM
- Musical「School of Rock "Heroes"」
Place : Arirang Center
Time : 5-6 PM

Jeongseon Arari
puppet show
Creative Korean Music Group 'Jarak'
「Auraji (Large), Jeongseon」

K-POP Cover Dance Contest
Ganggang
sullae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Slingshot King Contest)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Jegi Contest)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 National Archery Tournament
Place: Ararijeong
Time: 7 AM-6 PM (individuals)

'Meongsuk Arirang' (Jeongseon Arirang experience)
Jeongseon Arirang Youth Creative
Lyrics Singing Contest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Cheonhajangsa Korean Wrestling Contest) 10 AM-1 PM

National Arirang Singing Competition
Hemp cloth weaving
demonstration

'Meongsuk Arirang' (Jeongseon Arirang experience)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 10:30 AM, Awards ceremony: 4 PM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inging Competition preliminary 9 AM-12 PM
Jeongseon Arari
puppet show

Jeongseon Arari
puppet show

The Closing ceremony and performance of 「"Emotional
7080 Live Concert" with Nong Hyup Bank '」

Fire
works
- National Archery Tournament
Place: Ararijeong
Time : 7 AM-2:30 PM (individuals)
- Pipe music performance by students
(Jeongseon Information Technical High School)
Place : 5-day marketplace stage
Time : 1-2 PM

Jeongseon Arari
puppet show

☞ Special exhibition for the 40th anniversary of Jeongseon Arirang Festival (Oct. 1-4, 2016, Arirang Museum)
☞ Jeongseon 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2016, Arirang Center 1F) / Opening ceremony 1:30 PM, Oct. 1, Sat
☞ Jeongseon 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2016, Arirang Center 2F - Outdoor Hall) / Opening ceremony 1 PM, Oct. 2, Sun
☞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Oct. 1-4, 2016,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 Opening ceremony: 2 PM, Oct. 1, Sat
☞ 2016 Arari Jangseung Building for National Unity (Opening ceremony: 9 AM, Oct. 2 Sun/ Jangseung Festival: 2 PM, Oct. 3, Mon
☞ Chilhyeonje Wiryeong Gut
☞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Self-Grilled Korean Beef Village
☞ Fusion street bar (street food festival)
☞ Farm product & specialty shop (10 types of Jeongseon farm products & speci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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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itional Music Concert
(Seoul National University)
Place: Arirang Center
Time: 5-6 PM

National Arirang Student Singing Competition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Rafting
On Water Play
Demonstration 'Rafting Arari'
Jeongseon Arari
Jeongseon Arari
puppet show
puppet show
Youth Art Festival

Other Venue
-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Place: Palgakjeong
Time : 10 AM~3 PM
-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Place: Nammyeon Geochilhyeon Sadang
Time : 11 AM ~
- Unity Festival of 9 towns - "Gil Nori"
Time : 4:30~5:50 PM

Gyeongsan
Tightrope
Joongbang Nongak walking

'멍석아리랑'

Arirang Center

19:00

Opening performance
Opening
'Jeongseon Arirang Chorus' Fire
Ceremony (G-500 cheering performance) works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Jump Rope 'JJANG' Sister Contest )(Ari Dance Group)

Special Stage
Madang Stage

18:00

'Meongsuk Arirang' (Jeongseon Arirang experience)

Fusion music
Special Stage performance
"Forest"

3rd Madang Stage
(Mon)
National
Foundation Arari Village
Day
Joyang River
water stage

17:00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and the book publication

Welcome to Pyeongchang
(Jeongseon) official dance
Contest of 9 towns10:30 AM-1 PM

Joyang River
water stage
In the field

16:00

Invited dignitaries
& Welcome reception
Gwanno
Mask Play

Madang Stage

2nd
(Sun)
5-day Arari Village
market
Noksong Park

15:00

Nakdong farmer's Dream Orchestra
music show

Jeongseon
Elementary School
Madang Stage

4th
(Tues)

14:00

Arirang Forum "Mid-to-long-term Development of Jeongseon Arirang and Contents Development"

☞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farm product tasting, treadmill/ mortar/ millstone operation, making rice cake dough, threshing rice and corns,
roasting chestnuts, potatoes, and corns,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play, hitting tombstones)
☞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Living culture: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 Traditional culture: straw crafts, pottery crafts, tea
ceremony, calligraphy, customs / Crafts: making jegi and traditional candles)
☞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show, secondhand bookstore, night performances, etc
☞ Street of Culture (busking) : Location (in front of guiding tower, at the festival entrance) / music performances, magic shows
☞ 20 types of modern cultural activities
☞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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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program
축제의식
주제공연
전통문화체험

10월 1일 토요일
시 간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시ㆍ홍보

Daily program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공연명

부대행사ㆍ공연
기획행사
현대문화체험

장 소

■
■
■
■
■
■

Culture Exchange Event

Original Art Performances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Song Contests / Competition

DisplayㆍPromotional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Unit Event & Show

Special Amusement Events

Modern cultural experience

Time

Performances

Place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팔각정

10:00

JeongseonArirang Festival - Landscape Painting Contest

11:00

칠현제례 및 기로연
정선아리랑 어르신 합창대회
(아라리 무용단‘소고시나위')

남면 거칠현 사당
특설무대

11:00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JeongseonArirang Senior's Choir Competition
(Arari Dance Group - Sogo Sinawe)

13:00

낙동 농악 시연

특설무대 옆

13:00

Nakdong traditional music show

Next to Special Stage

14:00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특설무대

14:00

JeongseonArari Dream Orchestra

Special Stage

15:00

초청인사 환영 만찬회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관노가면극)

정선초교
마당무대

15:00

Invited dignitaries & welcome reception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 performance
(Gwanno Mask Play)

Jeongseon Elementary School

16:30

9개 읍ㆍ면 화합 한마당 '길놀이’

정선읍내

16:30

Unity Festival of 9 towns - 'Gil Nori'

Jeongseon-eup

18:00

개막식 (정선아리랑 글로벌 비전 선포식)
개막공연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500 응원 퍼포먼스)
개막 불꽃놀이

특설무대

18:00

Opening ceremony
(JeongseonArirang global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Opening performance - 'Korean Classical Opera JeongseonArirang'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G-500 cheering performance)

Special Stage

멍석아리랑 & 전통 주막거리 재현

아라리공원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2016. 10. 1 ~ 4,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2016. 10. 1 ~ 4, 아리랑센터 1층) / 개회식 10. 1 (토) 13:30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2016. 10. 1 ~ 4, 아리랑센터 2층-야외홀)
제6회 필정회전(2016. 10. 1 ~ 4,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 개회식 10. 1(토) 14:00
전통문화체험 10종(생활문화 : 유교문화, 성황제 / 전통문화 :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풍물 /
공예 : 전통제기, 전통초 만들기)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 매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
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문화의 거리(작은인사동) :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문화의 거리(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한우셀프구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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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gakjeong
Geochilhyeon Sadang in
Nammyeon
Special Stage

Madang Stage

Opening fireworks

상설 프로그램

■

Academic Functions

Main Performances

10:00

11:00 ~ 21:00

■
■
■
■
■

Oct. 1 (Saturday)

Festive Ceremonies

11:00 ~ 21:00

Meongsuk Arirang& Traditional bar street

Arari Park

Standing Events
■ Special exhibition for the 40th anniversary of JeongseonArirang Festival (Oct. 1-4, 2016, Arirang Museum)
■ Jeongseon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2016, Arirang Center 1F) / Opening ceremony : 1:30 PM, Oct. 1, Sat
■ Jeongseon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2016, Arirang Center 2F - Outdoor Hall)
■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Oct. 1-4, 2016,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 Opening ceremony: 2 PM, Oct. 1, Sat
■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Living culture: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 Traditional culture: straw crafts, pottery crafts, tea
ceremony, calligraphy, customs / Crafts : making jegi and traditional candles)

■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farm product tasting, treadmill/ mortar/ millstone operation, making rice cake dough, threshing rice and corns,
roasting chestnuts / potatoes / and corns, kicking jegi, making firecrackers, tuho play, hitting tombstones)

■ 20 types of modern cultural activities
■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show, secondhand bookstore, night performances, etc
■ Street of Culture (busking) : Location (in front of guiding tower, at the festival entrance) / music performances, magic shows
■ ChilhyeonjeWiryeong Gut
■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 (street food festival)
■ Farm product &specialty shop (10 types of Jeongseon farm products & specialties)
■ Self-Grilled Korean Beef Village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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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program
10월 2일 일요일 (5일장)

축제의식
주제공연
전통문화체험

시 간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시ㆍ홍보

Daily program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공연명

부대행사ㆍ공연
기획행사
현대문화체험

장 소

07:00

전국 남ㆍ녀 궁도대회(단체전) / 개회식 : 11:00

아라리정

09:00

군민화합 2016 아라리 장승만들기

아라리공원 입구

10:30

웰컴투 평창(정선) 공식 댄스‘9개읍ㆍ면 경연대회’

특설무대

11:00

전통혼례

아라리촌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2:00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시상식

팔각정

13:00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고무줄 짱 언니선발대회)

마당무대

Oct. 2 (Sunay)
(5Day Market)

Time
07:00
09:00
10:30
11:00
12:00
13:00

(아리무용단)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3:30

제7회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전산옥주막

14:00

정선아리랑극 '판 아리랑’

아리랑센터

14:30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아라리촌

15: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뗏목제례 및 시연

조양강변

16:00

수상극 ‘뗏목 아라리’

조양강 수상무대

16:3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경산중방농악)

마당무대

17:00

뮤지컬 「스쿨 오브 락(樂)‘영웅'」

아리랑센터

17:2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줄타기)

마당무대

18:00

세계 민요 초청공연

특설무대

13:30
14:00
14:30
15:00
16:00
16:30
17:00
17:20
18:00

(카자흐스탄, 프랑스‘엘자코프’,브라질‘PJ삼바')
20:00
11:00 ~ 21:00

청춘마이크(비보이, 랩)

특설무대

멍석아리랑 & 전통 주막거리 재현

아라리공원

상설 프로그램
■
■
■
■
■
■
■
■
■
■
■
■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2016. 10. 1 ~ 4,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2016. 10. 1 ~ 4, 아리랑센터 1층)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2016. 10. 1 ~ 4, 아리랑센터 2층-야외홀) / 개회식 10. 2 (일) 13:00
제6회 필정회전(2016. 10. 1 ~ 4,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전통문화체험 10종(생활문화 : 유교문화, 성황제 / 전통문화 :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풍물 /
공예 : 전통제기, 전통초 만들기)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 매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
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문화의 거리(작은인사동) :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문화의 거리(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한우셀프구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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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00 ~ 21:00

Festive Ceremonies

Academic Functions

Culture Exchange Event

Main Performances

Original Art Performances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Song Contests / Competition

DisplayㆍPromotional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Unit Event & Show

Special Amusement Events

Modern cultural experience

Event

Venue

National Archery Tournament (teams) / Opening ceremony: 11:00
2016 Arari Jangseung Building for National Unity
Welcome to Pyeongchang (Jeongseon) Dance - Contest of 9 towns
Traditional wedding
JeongseonArari puppet show
Awards ceremony for Jeongseon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Jump Rope 'JJANG' Sister Contest) (Ari Dance Group)
JeongseonArari puppet show
The 7th Jeon San Ok Best Traditional Barmaid Contest
JeongseonArirang Play - 'Pan Arirang'
JeongseonArirang Literature Concert & Youth Literature Award ceremony
JeongseonArari puppet show
Raft Ritual Ceremony and demonstration
On Water Play 'Rafting Arari'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 performance
(GyeongsanJoongbangNongak)
Musical 「School of Rock 'Heroes'」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 performance (tightrope walking)
World's folk song performance
(Kazakhstan, France 'Elsa Kopf', Brazil 'PJ Samba')

Ararijeong

Cheongchun Mic(B-boy, rap)

Special Stage

MeongsukArirang& Traditional bar street

Arari Park

Arari Park entrance
Special Stage
Arari Village
In the field
Palgakjeong
Madang Stage
In the field
Jeon San Ok Bar
Arirang Center
Arari Village
In the field
Joyang Riverside
Joyang River water stage
Madang Stage
Arirang Center
Madang Stage
Special Stage

Standing Events
■ Special exhibition for the 40th anniversary of JeongseonArirang Festival (Oct. 1-4, 2016, Arirang Museum)
■ Jeongseon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2016, Arirang Center 1F)
■ Jeongseon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2016, Arirang Center 2F - Outdoor Hall) / Opening ceremony : 1PM, Oct. 2, Sun
■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Oct. 1-4, 2016,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Living culture: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 Traditional culture: straw crafts, pottery crafts, tea
ceremony, calligraphy, customs / Crafts : making jegi and traditional candles)
■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farm product tasting, treadmill/ mortar/ millstone operation, making rice cake dough, threshing rice and corns,
roasting chestnuts / potatoes / and corns, kicking jegi, making firecrackers, tuho play, hitting tombstones)
■ 20 types of modern cultural activities
■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show, secondhand bookstore, night performances, etc
■ Street of Culture (busking) : Location (in front of guiding tower, at the festival entrance) / music performances, magic shows
■ ChilhyeonjeWiryeong Gut
■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 (street food festival)
■ Farm product &specialty shop (10 types of Jeongseon farm products & specialties)
■ Self-Grilled Korean Beef Village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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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program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
시 간

축제의식
주제공연
전통문화체험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시ㆍ홍보

Daily program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공연명

부대행사ㆍ공연
기획행사
현대문화체험

장 소
아라리공원 입구

10:00

퓨전 국악 공연‘숲’

특설무대

11:00

청소년 정선아리랑 창작가사 경창대회

아라리촌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2:00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새총대왕 경연대회)

마당무대

13: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3:00

14:00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특설무대

14:00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아라리촌

11:00

전국 남ㆍ녀 궁도대회(개인전)
군민화합 2016 아라리 장승만들기

(유옥재창작무용단)
15: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5:30

뗏목재현

조양강변

16:00

수상극 ‘뗏목 아라리’

조양강 수상무대

16:4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강강술래)

마당무대

17:00

서울대학교 국악과 전통음악 연주회

아리랑센터

17:20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묘기 제기차기 선발대회)

마당무대

(유옥재창작무용단)
19:00
11:00 ~ 21:00

창작 국악 그룹‘자락'「아우라지(Large), 정선」

특설무대

멍석아리랑 & 전통 주막거리 재현

아라리공원

상설 프로그램

■
■
■
■
■
■

Time
07:00

10:00

■

( National Foundation Day)

아라리정

07:00

■
■
■
■
■

Oct. 3 (Monday)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2016. 10. 1 ~ 4,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2016. 10. 1 ~ 4, 아리랑센터 1층)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2016. 10. 1 ~ 4, 아리랑센터 2층-야외홀)
제6회 필정회전(2016. 10. 1 ~ 4,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전통문화체험 10종(생활문화 : 유교문화, 성황제 / 전통문화 :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풍물 /
공예 : 전통제기, 전통초 만들기)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 매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
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문화의 거리(작은인사동) :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문화의 거리(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한우셀프구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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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5:00
15:30
16:00
16:40
17:00
17:20
19:00
11:00 ~ 21:00

Festive Ceremonies

Academic Functions

Culture Exchange Event

Main Performances

Original Art Performances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Song Contests / Competition

DisplayㆍPromotional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Unit Event & Show

Special Amusement Events

Modern cultural experience

Event

Venue

National Archery Tournament (individuals)
2016 Arari Jangseung Building for National Unity
Fusion music performance 'Forest'
JeongseonArirang Youth Creative Lyrics Singing Contest
JeongseonArari puppet show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Slingshot King Contes)
JeongseonArirang puppet show
K-POP Cover Dance Contest
The 41st Jeongseon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tudent Singing Contest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JeongseonArirang puppet show
Rafting Demonstration
On water Play 'Rafting Arari'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 performance
(Ganggangsullae)
Traditional Music Concert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Jegi Contest)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Creative Korean Music Group 'Jarak'
「Auraji (Large), Jeongseon」
MeongsukArirang& Traditional bar street

Ararijeong
Arari Park entrance
Special stage
Arari Village
In the field
Madang Stage
In the field
Special Stage
Arari Village
In the field
Joyang Riverside
Joyang River On water stage
Madang Stage
Arirang Center
Madang Stage
Special Stage
Arari Park

Standing Events
■ Special exhibition for the 40th anniversary of JeongseonArirang Festival (Oct. 1-4, 2016, Arirang Museum)
■ Jeongseon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2016, Arirang Center 1F)
■ Jeongseon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2016, Arirang Center 2F - Outdoor Hall)
■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Oct. 1-4, 2016,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Living culture: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 Traditional culture: straw crafts, pottery crafts, tea
ceremony, calligraphy, customs / Crafts : making jegi and traditional candles)

■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farm product tasting, treadmill/ mortar/ millstone operation, making rice cake dough, threshing rice and corns,
roasting chestnuts / potatoes / and corns, kicking jegi, making firecrackers, tuho play, hitting tombstones)

■ 20 types of modern cultural activities
■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show, secondhand bookstore, night performances, etc
■ Street of Culture (busking) : Location (in front of guiding tower, at the festival entrance) / music performances, magic shows
■ ChilhyeonjeWiryeong Gut
■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 (street food festival)
■ Farm product &specialty shop (10 types of Jeongseon farm products & specialties)
■ Self-Grilled Korean Beef Village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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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program
축제의식
주제공연
전통문화체험

10월 4일 화요일
시 간
07:00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시ㆍ홍보

Daily program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공연명
전국 남ㆍ녀 궁도대회(개인전)

부대행사ㆍ공연
기획행사
현대문화체험

장 소
아라리정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Song Contests / Competition

DisplayㆍPromotional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Unit Event & Show

Special Amusement Events

Modern cultural experience

Time

Event

07:00

National Archery Tournament (individuals)

Ararijeong

09:00

The 41st Jeongseon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inging Competition preliminary

Arirang Center

Venue

아리랑센터

10:00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천하장사 씨름 경연대회)

마당무대

10:00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Cheonhajangsa Korean Wrestling Contest)

Madang Stage

10:30

전국 한시백일장

아리랑센터

10:30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Arirang Center

11:00

JeongseonArirang puppet show

In the field

13:00

Youth Art Festival

Special Stage

JeongseonArirang puppet show

In the field

Pipe music performance by students
(Jeongseon Information Technical High School)

5-day marketplace
Stage

Hemp cloth weaving demonstration

Madang Stage

JeongseonArirang puppet show

In the field

16:00

The 41st JeongseonArirang Festival National
Singing Contest

Special Stage

19:00

The Closing ceremony and performance of 「"Emotional 7080 Live
Concert " with Nong Hyup Bank 」Closing fireworks

Special Stage

MeongsukArirang& Traditional bar street

Arari Park

11: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3:00

청소년 예술마당
정선아라리 인형극
학생 관악 공연(정선정보공고)

특설무대
운동장 내
5일장터 공연장

15:00

삼베길쌈 재현
정선아라리 인형극

마당무대
운동장 내

16:00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특설무대

폐막식 및 폐막공연
「NH농협과 함께하는 '감성7080 라이브 콘서트'」
폐막 불꽃놀이
멍석아리랑 & 전통 주막거리 재현

특설무대

아라리공원

상설 프로그램

■
■
■
■
■
■

Culture Exchange Event

Original Art Performances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예선

11:00 ~ 21:00

■

Academic Functions

Main Performances

09:00

19:00

■
■
■
■
■

October 4th (Tue)

Festive Ceremonies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2016. 10. 1 ~ 4,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2016. 10. 1 ~ 4, 아리랑센터 1층)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2016. 10. 1 ~ 4, 아리랑센터 2층-야외홀)
제6회 필정회전(2016. 10. 1 ~ 4,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전통문화체험 10종(생활문화 : 유교문화, 성황제 / 전통문화 :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풍물 /
공예 : 전통제기, 전통초 만들기)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 매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
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문화의 거리(작은인사동) :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문화의 거리(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한우셀프구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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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11:00 ~ 21:00
Standing Events

■ Special exhibition for the 40th anniversary of JeongseonArirang Festival (Oct. 1-4, 2016, Arirang Museum)
■ Jeongseon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2016, Arirang Center 1F)
■ Jeongseon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2016, Arirang Center 2F - Outdoor Hall)
■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Oct. 1-4, 2016,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Living culture: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 Traditional culture: straw crafts, pottery crafts, tea
ceremony, calligraphy, customs / Crafts : making jegi and traditional candles)

■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farm product tasting, treadmill/ mortar/ millstone operation, making rice cake dough, threshing rice and corns,
roasting chestnuts / potatoes / and corns, kicking jegi, making firecrackers, tuho play, hitting tombstones)

■ 20 types of modern cultural activities
■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show, secondhand bookstore, night performances, etc
■ Street of Culture (busking) : Location (in front of guiding tower, at the festival entrance) / music performances, magic shows
■ ChilhyeonjeWiryeong Gut
■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 (street food festival)
■ Farm product &specialty shop (10 types of Jeongseon farm products & specialties)
■ Self-Grilled Korean Beef Village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19

제41회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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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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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Guide Map

축제장 안내도

정선읍사무소

농특산물 판매장

풍광그리기 대회
지역단체 토속음식촌

수상극
“뗏목 아라리”

지역홍보관
한우셀프구이촌

과학‘싹’큰잔치
읍·면 토속음식촌

현대문화 체험장

지역홍보관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
김정 작품전/ 정선아리랑 사진전시회

아리랑센터/박물관

칠현제 위령굿

22 2016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1회 정선아리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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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Festive Ceremonies

칠현제례 및 기로연

제41회

9개 읍ㆍ면 화합 한마당 '길놀이'
10월 1일 11:00 남면 거칠현사당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칠현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며 지역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정선아리랑의 문화계승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함
▶ 제상차림 : 낙동 부녀회
▶ 축문 및 홀기 : 조만성(낙동1리)
▶ 제례순서 : 강신 ⇒ 참신 ⇒ 초헌(군수) ⇒ 독축 ⇒ 아헌(군의회 의장) ⇒ 종헌 (유족대표 또는 지역원로인사)
▶ 식후행사 : 낙동농악대, 정선아리랑 공연

The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11 AM, Oct. 1, Nam-myeon Geochilhyeon Sadang
The purpose of The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is to
honor the patriotic loyalty of the Seven Sages in the Jeongseon Arirang tale and to
wish for the well-being and cultivation of the local residents, while carrying on the
Jeongseon Arirang culture
▶ Memorial table : Nakdong Women's Association
▶ Written prayer and ritual message : Jo Man-sung (Nak-dong 1-ri)
▶ Ritual order : Gangshin ⇒ Chamshin ⇒ Choheon(governor) ⇒ Dokchuk⇒ Aheon(county chairman)
⇒ Chongheon(representative of the bereaved family or senior figure)
▶ Events : Nak-dong Farmers' Band, Jeongseon Arirang performance
24 2016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축제의식

10월 1일 16:30 ~ 17:50 정선병원 앞 ~ 아라리 공원

제 41회 정선아리랑제를 기념하여 9개읍 ·면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퍼포먼스 진행으로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림
▶ 구간 : 집결 (정선병원 앞 도로)⇒정선 제 1교 사거리 ⇒ 삼천리자전거 사거리⇒원주쌀상회 사거리
⇒ 태동관 사거리 ⇒ 단위농협 사거리 ⇒ 축제장 입구 ⇒ 아라리공원 진입
▶ 순서 : 신동읍⇒여랑면⇒북평면⇒정선읍⇒남면⇒사북읍⇒고한읍⇒임계면⇒화암면
▶ 특별출연 : 경산중방농악(선두)

Festival of 9 towns in Jeongseon,'Gil Nori'
4:30-5:50 PM,Oct. 1, from Jeongseon Hospital to Arari Park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starts with an exhibition of artwork symbolizing
the 9 towns and music performances
▶ Areas : Gathering (in front of Jeongseon Hospital) ⇒ Intersection of First
Jeongseon Bridge ⇒ Intersection of Samchuly Bicycle ⇒ Intersection
of Wonju Rice Shop ⇒ Intersection of Taedonggwan ⇒ Intersection of
Nonghyup ⇒ Festival entrance ⇒ Arari Park
▶ Order : Sindong-eup ⇒ Yeoryang-myeon ⇒ Bukpyeong-myeon ⇒ Jeongseon-eup
⇒ Nam-myeon ⇒ Sabuk-eup ⇒ Gohan-eup ⇒ Imgae-myeon ⇒
Hwaam-myeon
▶ Special appearance : GyeongsanJoongbangNongak(leading performer)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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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공연

Main Performances

개막식 (정선아리랑 글로벌 비전 선포식) 및 2016 세계무형유산 등재 종목 행사공모지원 사업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공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500 응원 퍼포먼스)

주제공연

제41회

세계 민요 초청 공연
(카자흐스탄, 프랑스'엘자코프', 브라질 'PJ samba')

10월 2일 18:00 ~ 20:00 특설무대

10월 1일 18:00 ~ 20:00 특설무대

정선아리랑제 주제공연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은 정선주민, 공연예술단체,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공연 콘텐츠
▶ 오케스트라, 아페라, 탭댄스, 타악, 무용,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아리랑' 퓨전 공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정선아리랑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는 대표 콘텐츠로 육성 ※ G-500행사 병행

The opening ceremony (JeongseonArirang Global vision proclamation ceremony)
and 2016 World Intangible Heritage support project 'Jeongseon Arirang Chorus'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G-500 cheering performance)
6-8 PM, Oct. 1, Special Stage
The “Jeongseon Arirang Chorus,” the theme performance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is a new type of integrated
performance created by local residents, performing arts groups,
and tourists
▶ This “Arirang” fusion performance is created by applying
various genres of music including orchestra, A-Pera, tap
dancing, percussion, dance, bands, and choral groups
▶ It will be developed in the form of top conten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and value of Jeongseon Arirang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G-500 events will be hel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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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민요인 아리랑의 본향 정선에서 정선아리랑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대표 전통민요
공연팀을 초청하여 '아리랑' 과 협연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 2016년 세계 민요 초청공연 내용
· 카자흐스탄 아리랑공연팀
· 브라질 “PJ Samba”+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 프랑스“엘자 코프”+ 아페라(아리랑오페라)
· 전 출연진 합동공연

Global folk song performance
(Kazakhstan, France 'Elsa Kopf', Brazil 'PJ Samba')
6-8 PM, Oct. 2, Special Stage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ill be developed into a global festival by creating
new contents where folk song performance teams from various countries collaborate
with “Arirang”in Jeongseon, the hometown of Korea’s legendary folk song promoted
around the world
▶ 2016 international folk song performances
• Kazakhstan Arirang performance team
• France "Elsa Kopf"+ A-Pera(Arirang opera)
• Brazil “PJ Samba”+ Jeongseon County Arirang Art Troupe
• Joint performances of all performers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27

주제공연

Main Performances

주제공연

제41회

폐막식 및 폐막공연 「NH농협과 함께하는 "감성 7080 라이브 콘서트"」

창작 국악 그룹‘자락'「아우라지(Large), 정선」

10월 4일 19:00 ~ 21:00 특설무대

10월 3일 19:00 ~ 21:00 특설무대

'아리랑'을 주제로 음악, 무용, 기악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혼합된 퓨전 창작국악공연

'감성 7080'을 주제로 7080세대를 대표하는 가수를 초청하여 대향연을 펼침으로써 축제를 마치고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축제대미의 공연
▶ 출연자 : 정선지역 가수와 대한민국 대표 7080가수

The Closing ceremony and performance of
「"Emotional 7080 Live Concert" with Nong Hyup Bank 」
7-9 PM, Oct. 4, Special Stage

The Creative Korean Music Group 'Jarak'「Auraji(Large), Jeongseon」
7-9 PM, Oct. 3, Special Stage
Creative fusion music performances encompassing traditional music, dance, and instrumental music
with the theme of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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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nal performance of the festival is aimed at edifying the hearts of those who head home after
engaging in the festival having departed from their daily routines; top singers of the 70s and 80s will
perform under the theme of “Emotional 7080”
▶ Performers: Local, top singers of the 70s and 80s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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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경창ㆍ경연대회

Song Contests / Competition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아리랑 경창ㆍ경연대회

제41회

제41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10월 4일 16:00 ~ 18:00 특설무대

대한민국 각 지역의 다양한 아리랑과 그 참소리꾼을 발굴해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경창대회

10월 3일 14:00 ~ 16:00 아라리촌 무대

아리랑의 문화적 유전자를 후세대들에게 올곧게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특색 있는 아리랑 경창대회

▶ 예선: 10월 4일 (화) 09:00~ 아리랑 센터 공연장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Singing Competition
4-6 PM, Oct. 4, Special Stage

Korea’s top Arirang singing competition is
designed to promote Korea’s legendary folk
song by discovering local talents and related
music in each area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Student Singing
Competition
2-4 PM, Oct. 3, Arari Village stage
The Arirang singing competition is designed to pass down the cultural heritage of
Arirang to future generations

▶ Preliminary : 9 AM, Oct. 4, Tues,
Arirang Center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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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경창ㆍ경연대회

Song Contests / Competition

정선아리랑 어르신 합창대회

제41회

제7회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10월 1일 11:00 ~ 13:00 특설무대

정선군 9개읍ㆍ면 어르신들이 팀을 구성하여 부르는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The Jeongseon Arirang Senior's Choir Competition
11 AM - 1 PM, Oct. 1, Special Stage
The Jeongseon Arirang choir competition where seniors in 9 towns of Jeongseon
County engage in singing i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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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경창ㆍ경연대회

10월 2일 13:30 ~ 15:30 녹송공원 전산옥 주막

정선아리랑 가사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실존 인물 전산옥이 운영하던 주막을 재현하고 정선아리랑의
가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정선아리랑제의 의미를 새기고자 함

The 7th Jeon San Ok Best Traditional Barmaid Contest
1:30-3:30 PM, Oct. 2, Jeon San Ok Bar in Noksong Park
The bar run by Jeon San Ok, the only real person in the lyrics of Jeongseon Arirang,
and is recreated for the contest based on the lyrics; it is aimed at promoting the
meaning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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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육행사

Academic Functions

아리랑 포럼

전시ㆍ홍보

정선아리랑 사진 전시회
9월 30일 13:00 ~ 17:00 아리랑박물관

'정선아리랑의 중장기발전과 컨텐츠 개발' 을 주제로 강원일보사와 아리랑박물관이 주관하는 포럼
▶ 정선아리랑제 40년사 출판기념회 병행 개최

제41회

10월 1일 ~ 4일 아리랑센터 2층 야외홀

현대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각매체인 사진을
이용하여 정선아리랑제의 아름다운 풍경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사진 전시회
▶ 한국사진작가협회, 정선사진동우회, 강원포토,
중국사진작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사진 전시회
▶ 개회식 : 10월 2일 (일) 13:00

The Arirang Forum
1-5 PM, Sept. 30, Arirang Museum
A forum organized by KangwonIlbo and Arirang Museum under the theme
of “Mid-to-long-term Development of the Jeongseon Arirang and Contents
Development”
▶ A book publication party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ill be held

전시ㆍ홍보

The Jeongseon Arirang Photo Exhibition
Oct. 1-4, outdoor hall of the Arirang Center 2F
This photo exhibition promotes the beautiful landscapes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ith photos, the most popular visual media in modern society
▶ The international photo exhibition joined by The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Korea,
Jeongseon Photo Club, Gangwon Photo, and Chinese photographers
▶ Opening ceremony : 1 PM, Oct. 2, Sun

DisplayㆍPromotional

아리랑박물관 및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

정선아리랑 '김정 작품전'
10월 1일 ~ 4일 아리랑박물관

▶ 아리랑박물관 : 외국인 대상 교육 실시
▶ 정선아리랑제 40년사 출판기념회 개최 (9월 30일 (금) 17시)
▶ 정선아리랑제 40년 기념 특별전 : 정선아리랑제 40년사, 사진, 보도자료 등 정선아리랑제의
역사 전시관

The Arirang Museum and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Oct. 1-4, Arirang Museum
▶ The Arirang Museum : Education for foreigners
▶ A book publication party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5PM, Sept. 30, Fri)
▶ A special exhibition celebrating the 40th anniversary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history exhibition hall with information on its 40-yearhistory including photos, and press re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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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 4일 아리랑센터 1층
40여 년간 '아리랑'을 주제로 청각적 지각을 회화를 활용하여 우리의 정서를 간결하고 함축적
으로 표현한 김정 화백의 작품 전시회
▶ 전시구성 : 작품 25점
▶ 개 회 식 : 10월 1일 (토) 13:30

The Jeongseon Arirang 'Exhibition by Kim Jeong'
Oct. 1-4, Arirang Center 1F
An exhibition of Kim Jeong, an artist who has expressed our feelings in a simple, subtle
manner through paintings under the theme of “Arirang” over the last 40 years
▶ Exhibition : 25 paintings
▶ Opening ceremony : 1:30 PM, Oct. 1, Sat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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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공연

Original Art Performances

정선아리랑 극‘판 아리랑’

창작공연

제41회

정선아리랑 춤사위 시연 (유옥재창작무용단)
10월 2일 14:00 ~ 15:00 아리랑센터 공연장

10월 3일 14:00 아라리촌, 17:20 마당무대
2016년도 한 해 동안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배우고 익힌 정선아리랑 춤사위를 뽐내는
문화체험 공연

The Jeongseon Arirang Dance Performance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2 PM, Oct. 3, Arari Village, 5:20 PM, Madang Stage
A cultural experiential performance by local teenagers and adults who have
learned the Jeongseon Arirang dance movements throughout 2016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과 팔산대가 출연하는 정선5일장 상설공연으로 아리랑의 연대기를 한판으로
엮어 만든 다큐연희극

정선아리랑 춤사위 시연 (아리무용단)
10월 2일 13:00 마당무대
1년 동안 준비한 한국무용 교육결과를 정선아리랑제
무대에서 선보이는 공연
▶ 정선군민으로 이루어진 공연으로 축제 참여를
통해 문화동아리 활성화 기대

Jeongseon Arirang Play 'Pan Arirang'
2-3 PM, Oct. 2, Arirang Center Stage
A documentary show portraying the history of Arirang as a 5-day market
performance by The Jeongseon County Arirang Art Troupe and Palsandae

The Jeongseon Arirang Dance Performance
(Ari Dance Group)

1 PM, Oct. 2, Madang Stage

A Korean dance performance prepared for over a year’s period and showcased at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It is aimed at stimulating local cultural clubs as Jeongseon County residents perform
at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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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 Performances

창작공연

정선아리랑 춤사위 시연 (아라리무용단)

창작공연

제41회

정선아라리 인형극
10월 1일 11:00 특설무대

지역 동아리의 일원으로 정선아리랑제에 참가하여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림

10월 2일 ~ 4일 11:00, 13:00, 15:00 1일 3회 공연 운동장 내 인형극 무대

▶ 지역 동아리의 성장과 활성화에 기여

▶ 2일 ~ 4일 (11시 / 15시) : 정선아리랑
▶ 2일 ~ 4일 (13시) : 금도끼 은도끼
▶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

The Jeongseon Arirang dance performance (Arari Dance Group)

JeongseonArari Puppet Show

11 AM, Oct. 1, Special Stage
It is aimed at promoting the beauty and excellence of Korean dance by joining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as local club members

11 AM, 1 PM, 3 PM, Oct. 2-4, Puppet Show Stage in the field

▶ Contributing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local clubs in the area

▶ 11 AM/ 3 PM, 2-4: Jeongseon Arirang
▶ 1 PM, 2-4: The Honest Woodman
▶ Entertainment for all family members

수상극‘뗏목 아라리’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10월 2일~ 3일 16:00 ~ 17:00 섶다리 옆(마당무대 앞)

뗏목재현과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단원들이 정선아리랑 가사 속에 등장하는 뗏군과 전산옥의
이야기를 조양강 절경의 수상무대에서 재현하는 융ㆍ복합형 넌버벌퍼포먼스 공연
▶ 뗏목제례 및 재현 : 10월 2일 (일) 15:00
▶ 뗏목재현 : 10월 3일 (월) 15:30

10월 2일 14:30 ~ 17:30 아라리촌 무대
총 3부로 구성된 문학 콘서트 공연으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 지는 문학 한마당
▶ 정선아리랑 청소년 문학상 시상

On Water play 'Rafting Arari'
4-5 PM, Oct. 2-3, Next to the shrub bridge (in front of Madang Stage)
An integrated, non-verbal performance with rafts with Jeongseon County Arirang Art
Troupe members portraying the story of rafting workers and the character of Jeon San Ok
from Jeongseon Arirang lyrics on the water stage around Joyang River
▶ Raft Ritual Ceremony & Demonstration : 3 PM, Oct. 2, Sun
▶ Rafting demonstration : 3:30PM, Oct. 3, Mon
38 2016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1회 정선아리랑제

The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and Youth Literature Award ceremony
2:30-5:30 PM, Oct. 2, Arari Village stage
A literature concert and festival with three parts featuring literature and music
▶ The Jeongseon Arirang Youth Literature Awards ceremony

The Great Celebration of 2016,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39

Culture Exchange Event

전통문화교류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줄타기'

전통문화교류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관노가면극'

10월 2일 17:20 ~ 18:00 마당무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줄타기는
곡예사의 묘기와 어릿광대의 재담을 즐길 수 있는 공연

A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and performance
'Tightrope walking'
5:20-6 PM, Oct. 2, Madang Stage

제41회

10월 1일 15:00 ~ 16:00 마당무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관노가면극은
무언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풍자극으로 풍자가 혹독하지 않고, 춤과 동작
위주로 되어있으며, 벽사의식, 장자마리의 풍요추구
등 성황신제 계통극을 보여주는 공연

A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and performance
'Gwanno Mask Play'
3-4 PM, Oct. 1, Madang Stage

Tightrope walking is register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58 and
2011 UNESCO Worl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which offers acrobatic stunts and
clown jokes

The Gangneung Gwanno Mask Play is register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13 and performed as a pantomime. As a satirical drama set in the Joseon
Dynasty, it mainly consists of dance movements and harmless satires. It is also related to
a religious service aimed at driving away evil spirits and a wish for prosperity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강강술래'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경산중방농악'

10월 3일 16:40 ~ 17:20 마당무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는
진도를 중심으로 남서부에서 행해지는 놀이로
강강술래 중간마다 짧게 이루어지는 전통놀이
'대문놀이', '지와 밟기', '청어 엮기', '덕석 몰기'
등이 함께 펼쳐지는 공연

A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and
performance 'Ganggangsullae'
4:40-5:20 PM, Oct. 3, Madang Stage
Register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8, Ganggangsullae is a traditional
play in Jindo, a southwestern region, with a 'Gate
Play,' 'Stepping Jiwa,' 'Binding herring,' 'Rolling
straw mat,'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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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16:30 ~ 17:20 마당무대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문 장원에 빛나는 경산중방농악 '농사굿 12마당' 을 초청하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예술의 정수를 경험
▶ 10월 1일(토) 9개 읍ㆍ면 화합한마당 길놀이 선두로 특별출연

A Traditional cultural recreation and
performance
'Gyeongsan Joongbang Nongak'
4:30-5:20 PM, Oct. 2, Madang Stage
The folk cultural art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are showcased through “Farming Gut
12 Madang,”Gyeongsan Joongbang Nongak, having won first place in the farmer’s music
division of the 38th Jeonju Daesaseup Festival
▶ A special appearance as a leader of the Unity Festival of the 9 towns “Gil Nori”
on Saturday, Octo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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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재현

Reenactment of Traditional Culture

삼베길쌈 재현
10월 4일 15:00 ~ 16:30 마당무대

삼베짜기에 얽혀 있는 서민의 애환과 정선아리랑 가사에 기록된 삼베에 대한 애정을 되돌아보는 전통
생활문화 재현 행사

전통문화재현

전통혼례

제41회

10월 2일 11:00 ~ 12:00 아라리촌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과거의 혼례문화와 예절을 선보이는 전통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 재현이 아닌 실제 혼례로 진행

▶ 삼째기, 삼삼기, 물레잣기, 삼베날기, 삼베매기, 삼베짜기 등 삼베 만드는 과정을 재현

Hemp cloth weaving demonstration

Traditional Wedding
3:00-4:30 PM, Oct. 4, Madang Stage

A traditional living culture recreation event showing the lives of people with hemp
cloth weaving and exhibiting their affection towards hemp based on the Jeongseon
Arirang lyrics

11 AM-12 PM, Oct. 2, Arari Village
This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program on traditional wedding culture and
etiquette is introduced during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Actual weddings will take place

▶ Recreating the process of making hemp cloth in detail, involving multiple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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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문화체험

Experience traditional Korean culture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10월 1일 ~ 4일 아라리공원 일원
곤드레, 더덕, 황기, 사과 등 정선 지역의 농ㆍ특산물 10여종을 선별하여 펼치는 장터
▶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체험 및 이벤트 진행

전통문화체험

제41회

전통문화 체험 10종

10월 1일 ~ 4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 짚풀공예 / 도자기 공예 / 유교문화 교육 / 성황제 (소지문화 체험)
▶ 사물놀이 체험 / 맨손 미꾸라지 잡기체험 / 다도·서예체험
▶ 전통제기 만들기 / 전통초 만들기,
▶ 이벤트 : 경품행사, 다트판, 짚신 던지기 등

10 types of traditional cultural
activities
Oct. 1-4, Arari Park field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10 types of farm goods and specialties in Jeongseon)
Oct. 1-4, Arari Park
A marketplace selling 10 types of farm goods and specialties in the Jeongseon area
including cirsium setidens, deodeok, milk vetch root, and apples

▶ Straw crafts/ pottery crafts/ Confucian culture/ Seonghwangje (cultural experience)
▶ Samulnori (traditional percussion) / Catching mudfish/ Tea ceremony and calligraphy
▶ Making jegi/ Making traditional candles
▶ Events : Sweepstakes, dartboard, throwing straw shoes, etc

▶ Experiential events with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will also be exhibited

현대문화체험

Modern cultural experience

전래놀이 체험 10종
10월 1일 ~ 4일 아라리공원

아트마켓(현대문화체험 20종)

놀이를 통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 농산물 시식, 디딜방아, 절구, 맷돌 체험
▶ 수리취 떡 매치기, 벼, 옥수수 탈곡 체험
▶ 밤, 감자, 옥수수 굽기 체험
▶ 제기차기, 딱총 만들기, 투호놀이, 비석치기
▶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무료로 진행

지역 청소년과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가 중심이 되어 펼치는
문화예술체험 장터
▶ 문화소외지역인 정선에서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제공

Art Market (20 types of modern cultural experiences)

10 types of traditional plays
Oct. 1-4, Arari Park
A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program with plays
▶ Farm product tasting, a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 Roasting chestnuts, potatoes, and corn
▶ Kicking jegi, making firecrackers, tuho play and hitting tombstones
▶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all this is free of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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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 4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Oct. 1-4, Arari Park field
A cultural arts experiential marketplace led by local artists with a target audience of the
local teenagers and other family members
▶ Offering various cultural experience opportunities to the Jeongseon residents who are
culturally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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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제6회 필정회전
10월 1일 ~ 4일 정선종합사회복지관 3층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제4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 대회
10월 1일 ~ 4일 팔각정

사라져가는 전통 서예를 활성화하여, '마음이 발라야 글씨가 바르다' 는
선조들의 서예정신과 예를 배우고 정선 지역의
문화수준 향상을 기대

제41회 정선아리랑제를 맞이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본 정선아리랑제의 풍광을 그림으로 출품

▶ 작품부문 : 한글, 한문, 한국화, 사진
▶ 전시작품 : 80여점
▶ 개 회 식 : 10월 1일 (토) 14:00

▶ 풍광그리기 대회 및 심사 : 10월 1일 (토) 10:00 ~ 17:30
▶ 1 ~ 4회 입상작 전시 (4일 까지)
▶ 시상식 : 10월 2일 (일) 12:00

The 6th Piljeonghoe Exhibition

The 4th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Oct. 1-4, The Jeongseon Social Welfare Center 3F
It is aimed at emulating the spirit and calligraphy manners of ancestors who believe “Good
handwriting comes from a good personality.” It also aims to improve the cultural level of
the Jeongseon residents by passing on of the traditional calligraphy culture, which is fading
away

Celebrating the 41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local teenagers paint the
landscapes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hile engaging in various events
with their family members

▶ Exhibition Content: Korean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Korean paintings, photos
▶ Quantity : Around 80 pieces
▶ Opening ceremony : 2 PM, Oct. 1, Sat

전국 한시백일장

10월 4일 10:30 ~ 17:00 아리랑센터

Oct. 1-4, Palgakjeong

▶ Landscape Painting Contest and Adjudication : 10AM~5:30PM, Oct. 1, Sat
▶ Exhibition of the winning entries : Oct. 2, 3, 4
▶ Awards ceremony : 12 PM, Oct. 2, Sun

청소년 예술마당
10월 4일 13:00 ~ 15:00 특설무대

아리랑과 충절의 고장 정선을 홍보, 선비정신을 계승하고, 한시문화발전을 도모
관내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축제 메인무대에서
선보임으로써 성취감 부여

▶ 시 제 : 축 정선아리랑회관 신축개관
▶ 시상식 : 10월 4일 (화) 16:00

▶ '전통문화 행사' 참여로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
▶ 지역의 대표축제인 정선아리랑제 참여와 봉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 종 목 : 난타, 밴드, 치어리딩, 댄스, 마술등

Youth Art Festival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1-3 PM, Oct. 4, Special Stage
10:30 AM-5 PM, Oct. 4, Arirang Center

Promoting Jeongseon, the town of Arirang and patriotic loyalty, inheriting the spirit of
classical scholars, and passing down Korean poetry culture
▶ Poem title :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Jeongseon Arirang Hall
▶ Awards ceremony : 4 PM, Oct. 4, T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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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talent show, local students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a spirit of service by:
▶ Building a positive school climate as students participate in traditional cultural events
▶ Building local patriotism as students volunteer at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Show content : Nanta, bands, cheerleading, dance, magic show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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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웰컴투 평창(정선) 공식 댄스 '9개읍ㆍ면 경연대회’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10월 1일 14:00 ~ 15:00 특설무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우고,
지역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를 교육하여 아리랑제 무대에 선보이는 행사

10월 2일 10:30 ~ 13:00 특설무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화합과 더불어 문화도민 운동에 대한 관심을
조성하고자 함
▶ 종목 : 문화도민댄스(웰컴 투 펑창) 1곡, 자유곡 1곡
▶ 시간 : 팀별 10분 내외
▶ 인원 : 읍ㆍ면별 1팀(20~50명)

Welcome to The Pyeongchang (Jeongseon) Dance Contest of 9 towns
10:30 AM-1 PM, Oct. 2, Special Stage

The JeongseonArari Dream Orchestra

2-3 PM, Oct. 1, Special Stage

Local students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confidence as they perform at the
festival after learning about this orchestration, a meaningful event for culturally needy
teens

정선 과학 '싹' 큰잔치 (체험 8종)
10월 1일 ~ 4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정선교육지원청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개최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This contest is aimed at promoting the unity of local residents and raising awareness
towards the Cultural Resident Campaign in order to make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 successful event
▶ Contents : Cultural Residential Dance (Welcome to Pyeongchang), song of one’s choice
▶ Time : 10 min for each team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20-50 persons)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고무줄 '짱' 언니 선발대회)
10월 2일 13:00 ~ 15:00 마당무대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개성있게 준비한 음악에 맞추어
고무줄놀이를 경연 형식으로 진행
▶ 과거 놀이문화를 축제 콘텐츠로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해석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3명 이상)
※ 연령제한 없음

The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Oct. 1-4, Arari Park field
This youth science experience program organized by the Office of Jeongseon Educational
Support offers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both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s for local
children during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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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eongseon Residential Folk Games
(Jump Rope ‘JJANG’ Sister Contest)
1-3 PM, Oct. 2, Madang Stage
Developing the traditional play culture into festival contents with a modern approach
▶ Jump rope games for Jeongseon residents, while playing their own music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3 or more persons)
※ No ag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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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묘기 제기차기 선발대회)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새총대왕 경연대회)
10월 3일 12:00 ~ 14:00 마당무대

10월 3일 17:20 ~ 19:00 마당무대
음악에 맞추어 다양한 형식의 제기를 차는 민속놀이 프로그램

읍ㆍ면단위 대항전으로 개성있게 준비한 새총으로 과녁을 맞혀 합산점수로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

▶ 과거 놀이 문화를 축제 콘텐츠로 개발하여 현대적으로 해석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5명 이상)
※ 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5명) ※연령 및 성별제한 없음
▶ 방법 : 선수당 3발씩 5인 점수 합산(결승전 : 선수당 5발)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Slingshot King Contest)
The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Jegi Contest)
5:20-7 PM, Oct. 3, Madang Stage
This folk game contest allows contestants to kick jegi in various formats with music

12-2 PM, Oct. 3, Madang Stage
In this folk game for local residents, contestants try to hit the bull's eye with
their own slingshots and of course those with the highest scores win

▶ Developing the traditional play culture into festival contents with a modern approach
▶ Number of contestants: 1 team from each town (5 or more persons)
※ No age or gender restrictions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5 persons)
※ No age or gender restrictions
▶ Method : Scores of teams with 5 members are added with 3 shots each
(Final: 5 shots)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천하장사 씨름 경연대회)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10월 4일 10:00 ~ 13:00 마당무대
읍ㆍ면 단위 대항전으로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5명-남3, 여2)
※ 연령제한 없음
▶ 방법 : 5판 3선승제
※ 경기순서 : 남-여-남-여-남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Cheonhajangsa Korean Wrestling Contest)
10 AM-1 PM, Oct. 4, Madang Stage
In this folk game for local residents, two persons hold the satba (belt) of the opponent to
knock the person down using their strength and technique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5 persons-3 men, 2 women)
※ No age restrictions
▶ Format : 3 wins out of 5 games
※ Order: Men-women-men-wome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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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14:00 ~ 16:00 특설무대
K-POP 가수, 그룹의 춤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아리랑의 어울림을 유도
▶ 인원 : 읍ㆍ면별 1팀 (팀별 참가인원 제한없음)

K-POP Cover Dance Contest
2-4 PM, Oct. 3, Special Stage
A participatory cultural event where teens follow the singing and dance of K-POP singers,
which boosts their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Arirang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No restrictions on th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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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군민화합 2016 아라리 장승만들기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10월 2일 ~ 3일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군민의 안녕과 정선군 문화예술 발전을 기원하는
전통 장승 만들기 재현 행사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하여 축제기간 동안 전국의 궁도인들의 화합과 경연의 장
▶ 단체전 및 남ㆍ녀 개인전(노년부, 장년부, 여자부)으로 나누어 진행
▶ 2일(단체전) : 07:00 ~ 18:00 ※개회식 : 10월 2일 (일) 11:00
▶ 3일(개인전) : 07:00 ~ 18:00
▶ 4일(개인전) : 07:00 ~ 14:30

▶ 아리랑 가사를 명문화하여 정선아리랑 홍보
▶ 축제장 입구에 설치하여 아리랑제만의 환경장식으로 사용
▶ 개회식 : 10월 2일(일) 9:00
▶ 군민 안녕 장승 제례 : 10월 3일(월) 14:00

The 2016 Arari Jangseung Building for National Unity
Oct. 2-3, Arari Park entrance
To wish for the well-being of Jeongseon County residents and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s
The building of a jangseung(traditional totem pole) is demonstrated
▶ Jeongseon Arirang is promoted with English lyrics
▶ A jangseung is installed at the festival entrance as a symbolic decoration
▶ Opening ceremony : 9 AM, Oct. 2, Sun
▶ Jangseung festival for local residents: 2 PM, Oct. 3,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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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 4일 아라리정

The National Archery Tournament
Oct. 2-4, Ararijeong
In order to build the unity of archery fans around the country with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Teams and individual player rounds for men and women (seniors, the middle-aged, women)
▶ Oct. 2(teams) : 7AM - 6PM ※ Opening ceremony : 11AM, Oct. 2
▶ Oct. 3(individuals) :7 AM-6 PM
▶ Oct. 4(individuals) :7 AM-2: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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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학생 관악 공연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낙동 농악 시연
10월 4일 13:00 ~ 14:00 5일장터 공연장

10월 1일 13:00 ~ 14:00 특설무대 옆
낙동리 농악마을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낙동농악대는 정선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무형자산으로 정선군의 농악을 대표하는 공연

The Nakdong traditional farmers music show
1-2 PM, Oct. 1, Next to the Special Stage
Consisting of Nakdong-ri Nongak Village residents, the Nakdong Farmer’s Band is
an intangible asset and a group that reflects the history, authenticity, and culture of
Jeongseon County

지역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정선아리랑제 무대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퓨전 국악 공연‘숲’
10월 3일 11:00 ~ 12:00 특설무대

▶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국악을 기반으로 가요,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를 크로스 오버하여 연주, 노래,
판소리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다양한 레퍼토리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큰 감동을 선사

Pipe music performance by students
1-2 PM, Oct. 4, 5-day Marketplace Stage
Local students showcase their musical talents at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Jeongseon Information Technical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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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ion music performance 'Forest'
11 AM-12 PM, Oct. 3, Special Stage
By combining various genres of music including K POP, classics, jazz, and pop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in various formats, it appeals to the audience with diverse music
and storytell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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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서울대학교 국악과 전통음악 연주회
10월 3일 17:00 ~ 18:00 아리랑센터 공연장

부대행사 및 공연

제41회

아리랑 가락 속에 스며있는 음식이야기(아리랑과 곤드레)
10월 1일 ~ 4일 아리랑 박물관
아리랑 가사속에 수록된 향토음식을 전시 및 시식하여 전통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산골이야기가 있는 오감체험
10월 1일 ~ 3일 아리랑 식당
정선 특산품인 곤드레와 황기, 산나물을 이용한 18가지 음식으로 구성된 전통음식 한상차림
음식체험

Story of food imbued with arirang melody (Arirang & Cirsium setidens)
Oct. 1-4, Arirang Museum
At this exhibition, visitors will experience the attraction of local traditional foods from
Arirang lyrics and taste a variety of flavors

Local Food (Cirsium setidens) Experience Event
Oct. 1-3, Arirang Restaurant
Visitors will experience a Korean traditional food table with 18 types of foods including
cirsium setidens, a specialty of Jeongseon, milk vetch root, and wild plants

국립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을 초청하여 펼치는 공연으로, 한국의 전통음악 연주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전통음악의 진수를 경험하는 공연

뮤지컬 「스쿨 오브 락(樂) '영웅' 」
10월 2일 17:00 ~ 18:00 아리랑센터 공연장

▶ 공연내용 : 궁중음악, 가곡, 가야금산조, 민속악, 민요 등

함백중학교 뮤지컬 동아리 학생들이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주제로 창작한
뮤지컬공연
▶ 참여인원 : 20명 내외

A Traditional Music Concert (Seoul National University)
5-6 PM, Oct. 3, Arirang Center Stage
Performed by Korean music major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will lead the
audience to the timeless attrac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
▶ Content: court music, classical songs, gayageumsanjo, folk music, folk songs, etc

Musical 「School of Rock 'Heroes'」
5-6 PM, Oct. 2, Arirang Center Stage
This musical was created by Hambaek Middle School students who are musical club
members; it is based on the story of independence activist Ahn Jung-geun
▶ Number of participants : Arou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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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및 공연

Unit Event & Show

기획행사

Special Amusement Events

멍석아리랑 & 전통 주막거리 재현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10월 1일 ~ 10월 4일 아라리공원

10월 1일 ~ 10월 4일 아라리공원
▶ 음식시식회 : 4개국 다문화음식 시식 (베트남,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 포토존 : 다문화 전통의상 포토존
▶ 체 험 : 베트남모자 제작 체험 및 판매
▶ 이벤트 진행 및 홍보 : 포춘쿠키, 정선 복지문화 홍보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Oct. 1-4, Arari Park
▶ A Food tasting event: Tasting foods from 4 different countries (Vietnam, the Philippines,
Japan, Uzbekistan)
▶ A Photo Zone : Photos of costumes in various countries
▶ Activities : The making and selling of Vietnamese hats
▶ Event promotion: Fortune Cookies, promoting the cultural welfare of Jeongseon

청춘 마이크
10월 2일 20:00 ~ 21:00 특설무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 청춘마이크 : 신인 예술가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무대로 삼아 예술가와 전국민이
하나가 되는 공연
▶신나는 힙합음악과 감성적인 공연인 랩과 피아노의 만남
▶'춤추는 한국의 역사' 근현대사 100년을 표현한 스트릿댄스 (B-Boy댄스)

Cheongchun MIC
8-9 PM, Oct. 2 Special Stage
‘Culture Day, Cheongchun Mic' hosted Ministry of Culture with Presidential Committee for
Cultural Enrichment
▶ Cheongchun Mic : A performance of interacting with local residents and artist all over
Korea, finding new artist
▶ A combination of fun hip hop music and emotional music - rap and piano performances
▶ Street dance which portrays the 100-year-modern history of Korea with the title
'Dancing history of Korea' (B-Boy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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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소리인 정선아리랑 본연의 모습을 축제장내에 재현하여 축제의 주제를 부각
▶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축제 정체성 확보
▶ 주막거리를 재현함으로써 먹거리와 즐길거리 연계

MeongsukArirang& Traditional Bar Street
Oct. 1-4, Arari Park
By recreating the original sound of Jeongseon Arirang, which reflect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e theme of this festival is highlighted
▶ The identity of this festival with traditional cultures is demonstrated under the theme of
Jeongseon Arirang
▶ It offers food and entertainment as visitors look around a traditional bar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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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Amusement Events

기획행사

기획행사

제41회

칠현제 위령굿

문화의 거리(작은 인사동)

10월 1일 ~ 10월 4일 아라리공원 굿 무대
10월 1일 ~ 10월 4일 축제장 입구 ~ 운동장 입구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축제 분위기를 고조 시키기 위해
축제장 입구에 문화의 거리를 형성하여, 아름다운 축제장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

Street of Culture (Little Insadong)
Oct. 1-4, from festival entrance to field entrance
To boost the festive mood, a Street of Culture is to be created at the entrance
with magic shows, trick art, caricatures, a soap bubble show, a secondhand
bookstore, and night performances, building a beautiful cultural space

정선지방에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옛 굿을 축제장내에서 재현

문화의 거리(버스킹)
10월 1일 ~ 4일 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정선 칠현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굿, 산신굿 등 전통 굿을 축제성격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공연으로 재구성

관광객과 직접 호흡할 수 있는 거리의 악사 공연
▶ 지역공연팀 및 동아리들의 참여로 축제 활성화

Chilhyeonje Wiryeong Gut
Oct. 1-4, Arari Park Gut Stage

Street of Culture (Busking)
Oct. 1-4, at the festival entrance, in front of guiding tower
A performance of street musicians interacting with visitors

Traditional gut (ritual for casting out evil spirits) in Jeongseon is recreated at the festival
▶ Various types of traditional gut rituals including Wiryeong Gut and Sanshin Gut, which had
traditionally comforted the souls of Jeongseon Chilhyeon, are recreated into fun performances
at the festival

▶ More activities with local performance teams and clu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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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의 청정환경과 농부의 정성으로 키운

축제를 만든 사람들

정선농특산물

위 원 장 : 최종천
총 감 독 : 진옥섭
사무국장 : 이중길
기획ㆍ홍보팀장 : 도상희
축제 운영팀장 : 김우영
축제 시설팀장 : 이대건
프로그램 운영팀장 : 이희란
축제 지원팀장 : 이차원
자원 봉사단체 : 정선군자원봉사센터 소장 박옥순
- 정선군가족봉사단
- 청소년봉사단
- 정선군모범운전자회
- 해병대 정선군전우회
-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 정선의용소방대
- 정선여성의용소방대
- 정선읍자율방범대
- 정선읍여성자율방범대
- 육군 제 8087부대 1대대
- 미래청년봉사단
-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 개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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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rirangfestiv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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