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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수요일
시작시간

장소

11:00

거칠현사당(남면)

칠현제례 및 기로연

1시간

아라리촌 야외무대

전국 풍물놀이 경연대회

6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강릉 그린실버악단 공연

1시간

13:00

아라리공원 무대

전국 다문화(외국인)아리랑 경창대회

2시간

14:00

녹송공원

동아리 경연대회

2시간

문화예술회관

정선아리랑극 ‘신들의 소리’

1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제 1회 대한민국 창작 아리랑 노래와 춤 경연대회

4시간

16:00

정선읍시가지

길놀이

17:00

아라리공원 무대

전국풍물놀이 경연대회 대상 특별공연

1시간

18:00

아라리공원 무대

유영란,김길자 예능보유자 정선아리랑
공개 발표회 공연 & 개회식

1시간

19:00

아라리공원 무대

개막공연 ‘아리랑의 귀환’

2시간

조양강변

경축불꽃놀이

개막공연 종료 후

공연명

공연시간

상설 프로그램
향토사진 및 서예전시관 : 녹송공원
정선아리랑 향토 풍물전
시각장애인 도예작품 전시 및 체험 : 공설운동장
정선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
품바공연 : 퓨전포차 인근
정선아리랑제 기념 소원 ‘등’제작/전시
전통 전래놀이 체험장 :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아리랑 홍보관 : 농특산물 판매장 입구
정선아라리 인형극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 체험관 ‘아라리학당 ’ : 아라리촌 양반가옥 사랑채
상설 판매장 : 농특산물 판매장 / 한우셀프 구이촌 / 정선토속음식 판매장 / 아나바다 장터 / 아트마켓
축제의식

문화재행사

경창 · 경연 대회

공연행사

기획행사

학술 · 교육행사

체험

전시·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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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 목요일
시작시간

장소

10:00

공설운동장 무대

공연명

공연시간

고무줄 ‘짱’언니 선발대회

2시간

공설운동장,녹송공원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경 그리기대회
12:00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마당극 - 양반전’

1시간

13:00

아라리공원 무대

경산중방농악 농사굿 12마당

1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아리랑 초청공연(밀양/ 영천아리랑)

1시간

강원랜드

제 1회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

4시간

아라리공원 무대

강릉관노가면극

1시간

아라리촌 야외무대

어르신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2시간

녹송공원 무대

동아리 경연대회

2시간

아라리촌 와가 일원

한시 백일장

공설운동장 무대

전통초가지붕 이엉엮기재현

2시간

아라리공원 무대

예능보유자 문하생 정선아리랑 공개 발표회 공연 ①

1시간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아리랑 문학상 (일반, 학생)시상 & 문학콘서트

3시간

17:00

공설운동장 무대

세계아리랑 초청공연 중국연변예술대학 연변예술단,
퓨전국악그룹 ‘아리랑 앙상블’

2시간

19:00

아라리공원 무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초청공연

2시간

14:00

16:00

상설 프로그램
정선 과학 ‘싹’큰잔치 : 공설운동장
길거리 노래방 : 녹송공원
정선아라리 주점 ‘이홍풍류’ : 정선읍내 주점 순회공연(야간)
거리극 ‘알랑가몰라’ : 거리무대
품바공연 : 퓨전포차 인근
강원도 남여 궁도대회 : 아라리정
전통 전래놀이 체험장 :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아리랑 홍보관 : 농특산물 판매장 입구
정선아라리 인형극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 체험관 ‘아라리학당 ’ : 아라리촌 양반가옥 사랑채
상설 판매장 : 농특산물 판매장 / 한우셀프 구이촌 / 정선토속음식 판매장 / 아나바다 장터 / 아트마켓
축제의식

문화재행사

경창 · 경연 대회

공연행사

기획행사

학술 · 교육행사

체험

전시·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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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금요일
시작시간

장소

공연명

공연시간

10:00

공설운동장 무대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2시간

11:00

아라리공원 무대

청소년 예술마당

1시간

13:00

공설운동장 무대

아리랑 초청공연 (진도/ 문경/ 강릉 자진아리랑)

2시간

아라리촌 야외무대

학생관악공연(사북고/ 정보공고)

2시간

14:00

녹송공원무대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2시간

15:00

아라리촌 야외무대

청소년 창작가사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2시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 아리랑 특강

아라리공원 무대

예능보유자 문하생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공연 ②

1시간

제2교 조양강변

수상극 ‘뗏목아라리’

1시간

17:00

공설운동장 무대

세계아리랑 초청공연
카자흐스탄 연주단 ‘튜란’ & 아리랑 프로젝트 ‘휘락’

2시간

19:00

아라리공원 무대

K-POP 아라리

2시간

21:00

공설운동장 무대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

1시간

16:00

1시간30분

상설 프로그램
길거리 노래방 : 녹송공원
정선 과학 ‘싹’큰잔치 : 공설운동장
정선아라리 주점 ‘이홍풍류’ : 정선읍내 주점 순회공연(야간)
품바공연 : 퓨전포차 인근
전통 전래놀이 체험장 :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아리랑 홍보관 : 농특산물 판매장 입구
정선아라리 인형극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 체험관 ‘아라리학당 ’ : 아라리촌 양반가옥 사랑채
상설 판매장 : 농특산물 판매장 / 한우셀프 구이촌 / 정선토속음식 판매장 / 아나바다 장터 / 아트마켓
축제의식

문화재행사

경창 · 경연 대회

공연행사

기획행사

학술 · 교육행사

체험

전시·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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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토요일
시작시간

장소

10:00

공연명

공연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읍 · 면 풍물놀이 경연대회

2시간

아라리촌 야외무대

전통혼례

2시간

12:00

아라리공원 무대

아리랑 초청공연(서도아리랑)

1시간

13:00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군합창단 / 아라리색소폰동호회 / 정선초 아리아리 연극 동아리 공연

2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구미 발갱이 들소리

1시간

아라리공원 무대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2시간

공설운동장 무대

삼베길쌈 재현

1시간

16:00

공설운동장 무대

세계아리랑 초청공연 일본 양방언 밴드
소나기프로젝트 ‘바람의 숲’

2시간

17:30

아라리공원 무대

어르신 아리랑 건강생활체조

30분

18:00

아라리공원 무대

김남기, 김형조 예능보유자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공연 / 폐회식

1시간

19:00

아라리공원 무대

폐막공연 ‘감성 7080콘서트’ 공연

2시간

14:00

폐막공연 종료 후

폐막불꽃놀이

상설 프로그램
품바공연 : 퓨전포차 인근
전통 전래놀이 체험장 : 아라리공원 입구
정선아리랑 홍보관 : 농특산물 판매장 입구
정선아라리 인형극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 체험관 ‘아라리학당 ’ : 아라리촌 양반가옥 사랑채
상설 판매장 : 농특산물 판매장 / 한우셀프 구이촌 / 정선토속음식 판매장 / 아나바다 장터 / 아트마켓

축제의식

문화재행사

경창 · 경연 대회

공연행사

기획행사

학술 · 교육행사

체험

전시·부대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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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ednesday
Time

Place

Run-time

Events

11:00 Geochilhyeon Relics Park Chilhyeonjerye and Giroyeon : Ritual for Seven Loyal Subjects and Feast

1hour
6hours

Jeongseon Araricheon

The National Farmers’ Music Competition

Public Playground

Gangneung Green Silver Music Troupe Parade

1hour

13:00 Arari Park

National Jeongseon Arirang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Singing Competition

2hours

14:00 Noksong Riverside Park

Jeongseon Culture and Arts Clubs Contest

2hours
1hour

Culture and Arts Center The Melodies of Utopia : Jeongseon Arirang Play
Public Playground

The 1st Korea Creative Arirang Song and Dance Contest

4hours

16:00 Town Area

Opening Town Parade

17:00 Arari Park

Special Performance : The National Farmers’ Music
Competition Winner Team

1hour

18:00 Arari Park

Opening Ceremony for Jeongseon Arirang Festival
- Jeongseon Arirang Performance by The Intangible
Asset Retainers

1hour

19:00 Arari Park

The Return of Arirang : Opening Ceremony Performance

Joyang Riverside

2hours

Fireworks Show

All Day Events
Local Photographs and Calligraphy Exhibition : Noksong Riverside Park
The Visually Handicapped’s Works Exhibition and Customer Experience : Public Playground
Jeongseon Arirang Public Information Museum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Jeongseon Arirang Local Farming Exhibition
Jeongseon County Internet Information Retrieval Contest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mp Making and Displaying
‘Arari-hakdang’, Jeongseon Arirang Customer Experience : Yangban Nobleman House in Jeongseon Ararichon
Jeongseon Arari Puppet Play: Jeongseon Community Welfare Center
Traditional Games Experience : Arari Park
‘Pumba’ Performance : Fusion Food Restaurant Booth Zone
All Day Sale Venues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Hanwu’ Korean Steak BBQ Restaurant Booths/Jeongseon Local Food Sale Booths/Anabada Flea Market/Art Market
Festival Rite

Traditional Culture Events

Competitions/Contests

Performances

Planning Events

Academic/Educational Event

Experience Event

Exhibition/O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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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Thursday
Time

Place

10:00 Public Playground
Public Playground and
Noksong Riverside Park

12:00 Jeongseon Araricheon
13:00

Run-time

Events

2hours

Traditional Rubber Band Dance Competition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Drawing Contest
‘Yangban Jeon’ : Madanggeuk Off Stage Play

2hours

Public Playground

The Twelve Chapters of Traditional Farming Shamanic Rites :
Gyeongsanjungbang Farmers’ Music Performance
The National Arirang Guest Appearance
- Milyang Arirang - Yeongcheon Arirang

Gangwon Land

The 1st Academy of Korea Arirang Scholars

Arari Park

14:00 Arari Park

1hour

Jeonseon Arirang Senior Singing Competition

2hours

Noksong Riverside Park Jeongseon Culture and Arts Clubs Contest

16:00

1hour
4hours

Gangneung Gwanno Mask Drama

Jeongseon Araricheon

1hour

2hours

Jeongseon Araricheon

Chinese Poetry Writing Competition

Public Playground

Reenactment of Traditional Thatched Roof Weaving

Arari Park

Jeongseon Arirang Performance by Jeongseon Arirang Apprentices

Jeongseon Araricheon

Jeongseon Arirang Literary Award Concert

2hours
1hour
3hours

The Global Arirang Guest Appearance

17:00 Public Playground
19:00 Arari Park

- Yanbian University Art Troupe
- ‘Arirang Ensemblem’, The Fusion Traditonal Music Group

2hours

The Contemporary Gugak Orchestra Guest Appearance :
National Gugak Center

2hours

All Day Events
‘Ihongpungryu’, Jeongseon Arari Pub : Guerilla Concert around Jeongseon Town Taverns(Night Time Only)
Jeongseon Arirang Public Information Museum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Arari-hakdang’, Jeongseon Arirang Customer Experience : Yangban Nobleman House in Jeongseon Ararichon
Jeongseon Arari Puppet Play: Jeongseon Community Welfare Center
‘Pumba’ Performance : Fusion Food Restaurant Booth Zone
‘Ssak’ , Jeongseon Science Experience : Public Playground
Street Karaoke : Noksong Riverside Park
Street Performance : Street Stage
Male and Female Archery Competition : Arari Jung
Folk Games Experience : Arari Park
All Day Sale Venues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Hanwu’ Korean Steak BBQ Restaurant Booths/Jeongseon Local Food Sale Booths/Anabada Flea Market/Art Market
Festival Rite

Traditional Culture Events

Competitions/Contests

Performances

Planning Events

Academic/Educational Event

Experience Event

Exhibition/O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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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Friday
Time

Place

Run-time

Events

10:00 Public Playground

K-pop Dance Competition

11:00 Arari Park

Youth Arts Performance Competition

13:00 Public Playground

The National Arirang Guest Appearance

Jeongseon Araricheon

2hours
1hour

- Jindo Arirang - Mungyeong Arirang - Gangneung Arirang

2hours
2hours

Highschool Band Parade Performance

14:00 Noksong Riverside Park ‘Jeonsanok’ : Female Innkeeper Beauty Contest

2hours

15:00 Jeongseon Araricheon

2hours

Jeongseon Arirang Youth Creative Lyrics Singing Contest

1 hour
and a half

Culture and Arts Center Arirang Youth Special Lecture

16:00 Arari Park
Joyang Riverside

Jeongseon Arirang Performance by Jeongseon Arirang Apprentices

1hour

‘Ttenmok Arari’ : Korean Traditional Raft Aquatic Performance

1hour

The Global Arirang Guest Appearance
17:00 Public Playground

- ‘Turan’, The Kazakhstan Music Troupe
- ‘The Arirang Project Whirak’

2hours

19:00 Arari Park

‘K-pop Arari’ Concert

21:00 Public Playground

‘Prosecutor and Female Teacher’ : Silent Film Screening

2hours
1hour

All Day Events
Folk Games Experience : Arari Park
‘Pumba’ Performance : Fusion Food Restaurant Booth Zone
‘Ssak’ , Jeongseon Science Experience : Public Playground
‘Ihongpungryu’, Jeongseon Arari Pub : Guerilla Concert around Jeongseon Town Taverns(Night Time Only)
Jeongseon Arirang Public Information Museum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Arari-hakdang’, Jeongseon Arirang Customer Experience : Yangban Nobleman House in Jeongseon Ararichon
Street Karaoke : Noksong Riverside Park
Jeongseon Arari Puppet Play: Jeongseon Community Welfare Center
All Day Sale Venues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Hanwu’ Korean Steak BBQ Restaurant Booths/Jeongseon Local Food Sale Booths/Anabada Flea Market/Art Market
Festival Rite

Traditional Culture Events

Competitions/Contests

Performances

Planning Events

Academic/Educational Event

Experience Event

Exhibition/Othe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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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Saturday
Time

Place

10:00 Public Playground

Run-time

Events
Local Towns and Villages Farmers’ Music Competition

2hours

Jeongseon Araricheon Korean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12:00 Arari Park

The National Arirang Guest Appearance - Seodo Arirang

13:00 Jeongseon Araricheon
Public Playground

Public Playground

‘Gumibalgaeng-i deulsori’ : A Korean Traditional Farming Folk Song

17:30 Arari Park

‘Arirang of the Sun’ : Senior Exercise Demonstration

1hour
2hours
30minutes

Closing Ceremony for Jeongseon Arirang Festival
- Jeongseon Arirang Performance by the Intangible Asset Retainers

‘Sensibility 70-80’s Concert’ : Closing Performance

1hour
2hours

Reenactment of Traditional Hemp Clothing Weaving

16:00 Public Playground

19:00 Arari Park

2hours

- Jeongseon County Chorale - Arari Saxophone Club
- Ariari Jeongseon Primary School Theater Group Performance

The Global Arirang Guest Appearance
- Yangbangeon’s Band
- ‘Forest, Wind and Rain’, The Sonagi Project

18:00 Arari Park

1hour

Jeongseon Arirang Local Clubs Recital

The National Arirang Singing Competition

14:00 Arari Park

2hours

1hour
2hours

Fireworks Show

All Day Events
Jeongseon Arari Puppet Play: Jeongseon Community Welfare Center
Folk Games Experience : Arari Park
Jeongseon Arirang Public Information Museum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Arari-hakdang’, Jeongseon Arirang Customer Experience : Yangban Nobleman House in Jeongseon Ararichon
‘Pumba’ Performance : Fusion Food Restaurant Booth Zone
All Day Sale Venues : The Sale Booth Zone of Agricultural and Local Special Products/
‘Hanwu’ Korean Steak BBQ Restaurant Booths/Jeongseon Local Food Sale Booths/Anabada Flea Market/Art Market

Festival Rite

Traditional Culture Events

Competitions/Contests

Performances

Planning Events

Academic/Educational Event

Experience Event

Exhibition/Other Events

축제의식

칠현제례 및 기로연 2일 / 11:00 / 거칠현사당(남면)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칠현들의 애국
충절을 기리며 지역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정선아리랑의 문화계승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례로 강신→참신→초헌→독촉→아헌→종헌
순으로 남면 거칠현 사당에서 진행된다. 제례 후에는
참 소리꾼인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상을 마련
하여 과거 우리들의 삶속에서 살아 숨쉬던 정선아리
랑의 본 모습과 맛을 되살린다.

개회식 및 개막공연 2일 / 18:00 / 아라리공원 무대
유영란·김길자 예능보유자 외 4인의 소리꾼이 여는 2013 정선아리랑제 개막과 함께 ‘아리랑 대합창 위대한 유산 아리랑의 귀환’을 주제로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강원도립무용단, 퓨전국악그룹 바이오,
강령탈춤보존회 중천무, 타악그룹 들소리, 천공요람부토무용단 등이 출연, 시공간을 따라 흐르는
정선아리랑의 선율 속에서 한민족 아리랑이 어떻게 탄생하고 하나의 아리랑으로 귀환하였는지를
노래와 춤 그리고 소리로 기록해 나가는 대서사 퍼포먼스를 펼침으로써 2013 정선아리랑제의 시작과
의미를 고한다.

폐회식 ‘감성 7080콘서트’ 공연 5일 / 18:00 / 아라리공원 무대
김남기·김형조 예능보유자 외 4인의 소리꾼이 닫는 2013 폐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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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다.

21

문화재
행사

정선아리랑 공개발표회

2일 / 18:00 / 아라리공원 무대
3일 / 16:00 / 아라리공원 무대

4일 / 16:00 / 아라리공원 무대
5일 / 18:00 / 아라리공원 무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와 그 문하생들의
격조 있는 공개발표 공연으로 예능보유자들의 2013 정선아리랑제 여는 마당과 닫는 마당 공연 그리고
그 문하생들의 축하 공연으로 구성, 우리 삶 속에 녹아있는 아리랑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장이다.

국내 아리랑 초청 공연
3일 / 13:00 / 공설운동장 무대 - 밀양, 영천
4일 / 13:00 / 공설운동장 무대 - 진도, 문경, 강릉자진
5일 / 12:00 / 아라리공원 무대 - 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을 초청하여 아리랑의 큰집 정선에서 펼치는 공연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수를 경험하는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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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노가면극

3일 / 14:00 / 아라리공원 무대
강릉관노가면극은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극으로 마을축제로서
행해진 성황신제가면극이다. 구한말까지 행해지다 관노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1967년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면서
부활하였다. 한국가면극의 토착적 시원을 보여주는 무언극으로
강릉단오제의 의미를 구현하는 연희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5일 / 13:00 / 공설운동장 무대
‘발갱이들’은 지산동 앞의 대단히 넓고 기름진 들판으로,
일명 ‘발검들’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옛날 후삼국시대에
견훤의 아들 신검의 군대가 고려를 침공할 당시 고려 태조
왕건이 지산동 앞들에서 신검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았다고
하여 벌검평야, 즉 ‘발갱이들(발검들)’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1999년 4월 15일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고, 이 농요는 일명 「농사짓기소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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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아리랑 초청 공연

3,4,5일 / 공설운동장 무대

정선아리랑이 꽃씨가 되어 피어난 세계의 아리랑을 정선아리랑의 품으로 수렴해 통합된 하나의 아리랑
으로 거듭나 다시 세계로 발산한다는 취지의 제1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전, 2013 정선아리랑제
컨셉 공연으로, 중국(연변예술대학교 연변예술단), 카자흐스탄(튜란), 일본(양반언 챔버 오케스트라)을
대표하는 교포예술단을 초청하여 3개국 한민족의 희노애락과 함께 한 아리랑을 들어봄으로써 한민족의
영혼을 울리며 수난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민족 아리랑을 만나고 더불어 다양한 민족음악과
월드뮤직을 만나본다. 또한 아리랑을 바탕으로 한 퓨전음악을 함께 연주하며 대중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국악그룹(아리랑 앙상블, 아리랑 프로젝트 휘락, 소나기 프로젝트)의 음악을 오프닝 공연으로
마련하여 아리랑으로 전세계, 더 나아가 전세대가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제시한다.

아리랑 앙상블

3일 / 17:00 / 공설운동장 무대
대금, 해금 등 국악기와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이 함께 연주하며 대중
들에게 친근한 음악을 연주하는 Korean Fusion Music Group이다.

연변예술대학 연변예술단

3일 / 17:00 / 공설운동장 무대

연변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예술인들로 구성 되어있으며,
연변지역 조선족들이 주로 부르는 민요와 아리랑, 연변에서 창작된 무용과
중국소수민족의 춤 그리고 북한에서 추는 춤을 고르게 선보이며 높은 기량이
돋보이는 단체이다.

아리랑 프로젝트 ‘휘락’

4일 / 17:00 / 공설운동장 무대

무속장단과 풍물장단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 재창조한 작품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무대연희를 접목하여 기존 음악 예술의 한계인 시각적 효과를 살림
으로써 관객들의 다양한 감성을 충족시키는 퓨전타악퍼포먼스 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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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연주그룹

4일 / 17:00 / 공설운동장 무대
카자흐스탄의 Kurmangazy 국립음악원의 학생들로 2008년에
구성되었으며, 아시아와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카네기홀
에서 공연을 가지는 등 카자흐스탄 고유의 전통음악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멤버 전원이 다양한 전통악기들을 능숙하게
연주하며, 카자흐스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옛 Turan의 영웅
들과 넓은 대자연, 옛 카자흐인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

소나기프로젝트

5일 / 16:00 / 공설운동장 무대
타악주자이자 vocalist인 장재효가 설립한 그룹으로, 2008년 11
월 신작 장고앙상블 <바람의 숲(Forest, Wind and Rain)>을
성공적으로 발표하며 최근 가장 주목 받는 그룹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양방언밴드

5일 / 16:00 / 공설운동장 무대

일본에서 출생한 의사출신 재일한국인 2세 음악가 양방언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그룹이다. 양방언은 일본, 홍콩을 포함한 아시아는 물론
영국, 독일 등 유럽에서 작곡가, 연주가, 편곡가, 프로듀서로 활동
하면서 영화, CF, 다큐멘터리,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많은 영상작품의
음악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영화
'천년학', KBS-TV 다큐멘터리 '차마고도'OST 로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클래식, 락, 월드뮤직, 재즈 등 음악적 장르를 넘어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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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창작 아리랑 노래와 춤 경연대회
2일 / 14:00 / 공설운동장 무대
대한민국의 대표적 아리랑인 정선·밀양·진도·본조 아리랑을 모든 장르의 현대적
노래와 춤으로 재해석하여 현 세대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모던(modern) 또는 네오(neo) 아리랑 문화비전을 정립하고자 재외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래와 춤 2종목으로 펼치는 경연대회로서 지속발전 가능한
세계적인 무대예술공연을 지향한다.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

5일 / 14:00 / 아라리공원 무대

대한민국 각 지역에 분포하는 같으면서도 다른 다양한 아리랑과 그
참소리꾼을 발굴해 대한민국 아리랑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 경창대회이다.

전국 다문화(외국인)아리랑 경창대회

2일 / 13:00 / 아라리공원 무대

전국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아리랑을
내국인과 팀을 구성하여 함께 경창하는 대회이다. 한민
족의 문화적 유전자인 아리랑을 공유함으로써 아리랑이
담고 있는 소통과 상생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은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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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3일 / 14: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생활 속의 참소리꾼인 어르신들이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메기고
받고 후렴을 합창하는 방식의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이다. 이
대회는 경창 대회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옛날 순수한 정선
아리랑 가창방식을 재현하는 것이어서 관객으로 하여금 정선
아리랑의 본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창작가사 정선아리랑 경창대회
4일 / 15: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유전자를 후세대들에게 올곧게
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특색 있는 정선아리랑 경창대회이다. 정선
아리랑이 ‘찍어다 붙이면 되는 소리’인 점에 착안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정선아리랑 가사를 창작하고 고유
의 정선아리랑 선율에 담아 부르는 가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창 대회이다.

전국 풍물놀이 경연대회

2일 / 11: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사람의 소리인 아리랑의 대향연에 자연의 소리인 풍물을 초대함으로써
우리 민족 고유의 유희적 전통문화축제를 계승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펼치는 대한민국 풍물놀이패 경연 대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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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초청공연

3일 / 19:00 / 아라리공원 무대

2004년 창단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과 더불어
미래의 전통으로 남을 창작음악을 중심으로 연주하는 단체이다. 수천여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음악이 지닌
창작정신을 계승하며, 소중한 유산과 살아있는 창작음악이 공존하는 음악현장의 중심에서 새로운
우리음악, 새로운 예술세계를 열어가고자 세계를 무대로 미래지향적인 우리음악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현악 남도아리랑, 협주곡 아리랑연곡, 관현악 프론티어
해금협주곡 추상, 협주곡 호적풍류 등 관객이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주요 창작 국악곡과 쑥대머리,
배 띄워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 세계민요기행, 프린스 오브 제주 등 민요, 판소리 및 가요,
영화음악 등 관객에게 친숙한 유명 레퍼토리를 엮어 감상할 수 있다.

K-POP 아라리 4일 / 19:00 / 아라리공원 무대
정선아리랑의 선율과 가사를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K-POP 장르로
재해석하고 K-POP 특유의 비주얼 콘텐츠(댄스안무와 DJ파티 등)로
구성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신개념의
정선아리랑 무대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K-POP 스타인 작곡가 ‘신사동호랑이’, 아이돌 그룹 ‘EXID’
등이 참여한다.
출연진 : 아나야, 엠파이어, 디유닛, EXID, 고구려밴드

정선아라리인형극

상설 / 13:00, 15:00 /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라리 인형의 집(대표:안정의)이 주관하는 2013 정선
아리랑제, ‘가족과 함께하는 인형극’ 공연이다. 이번 공연
에는 서울인형극회, 인형극단 앨리스, 개구쟁이 인형 극단,
극단 인형무대가 참가하여 특히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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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리랑극

2일 / 14:00 / 문화예술회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기존의 정선아리랑극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작품 중의 하나인 정선아리랑극-‘신(神)들의 소리’를 2013년 버전으로 각색한 공연이다.
정선아리랑은 단지 토속민요로만 존재해 온 노래가 아니라 본래 신가(神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소리이기도 하다. 정선아리랑극-‘신들의 소리’는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노래가 되고 다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노래로 변한 정선아리랑의 그 유장한 깊이와 멋 그리고 역사성과 다양성을 통해 혼돈의 세상에
한줄기 따뜻한 빛을 전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 고려말 여랑의 각시 아리는 고려를 배신하고 조선의
건국을 도모한 친구 조준의 음모로 혼례식 날 여랑으로부터
심한 모멸감과 누명을 쓰고 아우라지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만다. 한편 아리의 부친인 정선군수와 여랑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위화도로 출병하게 된다. 4대불가론을 외치며 조준은
위화도에서 군수를 살해하고 여랑은 칠현들과 함께
정선으로 돌아와 훗날을 도모한다. 그러나 뒤를 쫓아온
조준과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칠현들은 정선의
서운산으로 피신한다. 그때 아리의 진실을 알고 있던 광대에
의해 조준의 음모는 밝혀지고 여랑의 분노가 폭발한다.
처절한 싸움이 이어지지만 결국 여랑은 조준과 그 무리
들에게 살해당하고 만다. 그러나 아리랑으로 부활한 아리의
기운이 역사의 질곡을 넘어 위대한 유산, 정선아리랑의
귀환을 알리며 새로운 아리랑의 봄을 노래하게 된다...

29

공연행사

마당극 ’양반전’

3일 / 12: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아리랑과 더불어 정선의 또 하나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양반전을
주요 스토리 라인으로 정선아리랑 극의 형식으로 창작된 공연이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상임단원을 주축으로 정선아리랑의 과거와
현재가 조우하는 문화공간 아라리촌 마당에서 자유와 평등, 소통과
상생이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신명나는 춤과 노래에 실어 전한다.

정선아리랑 문학상(일반, 학생)시상 & 문학콘서트
3일 / 16: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아리랑에 관한 원천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 학생부로 나누어 지난
1년간 진행된 정선아리랑 문학상 공모 결과를 시상하고,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수상작품에 대한 문학 토크 쇼를 진행한다.

동아리 경연대회 2, 3일 / 14:00 / 녹송공원 무대
문화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배우고 익힌 실력을 마음 껏
발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참여 공연을 통한 적극적 동기부여, 자기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는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한다.

경산중방농악 농사굿 12마당
3일 / 13:00 / 아라리공원 무대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문 장원에 빛나는 경산중방농악 ‘농사굿 12
마당’을 초청하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민속문화예술의 정수를 경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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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바공연 상설 / 퓨전포차 인근
품바공연 공연자들의 독창적인 공연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축제에
거의 빠지지 않을 정도로 공연을 많이 한 이들로 구성되어있다. 정선아리랑의
코믹한 해설로 친근히 다가간다는 목적을 두고 재미있게 구성된 품바공연은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이 아닌 관광객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아리랑 품바공연이 될 것이다.

청소년예술마당

4일 / 11: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군 관내 지역 청소년들의 장기자랑 코너로 비보이댄스, 연주,
연극공연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의 힘찬 도약과,
전통 문화공연을 통하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학생 관악 공연(사북고/정선정보공고) 4일 / 13: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지역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정선아리랑제 축제 무대에서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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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극 ‘알랑가몰라’ 상설 / 거리무대
아라리는 ‘누가 내 심정을 알리오’에서 연원하는 말이다. 시쳇말로 ‘알랑
가몰라’를 뜻하는 아리랑의 고어 이다. 이 ‘알랑가몰라’를 극의 타이틀로
삼아 서울예술대학 거리극 공연팀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거리무대를
마련한다.

아라리 주점 ‘이홍풍류’
3일 / 21:00 / 프리제이
21:30 / 토마토
22:00 / 쵸코렛
4일 / 21:00 / 유스패밀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남녀 상임단원들이 축제의 밤거리를 아리랑
춤과 노래로 장식하는 특별 거리 공연이다. 정선읍내 길가의 주점을
직접 찾아가 아리랑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운다는 것을 주요 컨셉으로
읍내 주점 4곳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정선아리랑춤사위 공연
2일 / 10:50 / 아라리촌 야외무대 (봉양초)
2일 / 16:00 / 공설운동장 무대 (일반인)
정선아리랑의 내면적 요소와 움직임의 요소를 바탕으로 창작한
춤으로 정선아리랑 가사와 정선의 문화유적, 지명, 고장의 전설, 옛
생활 풍습 등을 시각적으로 한차원 높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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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상영 4일 / 21:00 / 공설운동장 무대
무성영화 중 유일하게 보존돼 있는 `검사와 여선생'은 개그맨
출신 변사인 최영준씨가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펼쳐보이게
된다.

정선 과학 ‘싹’ 큰잔치
3,4일 / 공설운동장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2013 정선 과학‘싹’큰잔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과학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선아리랑제 사진 공모전
정선아리랑제의 모습을 담은 사진 공모전으로
누구나 출품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접수

상설판매장
농특산물 판매장 / 한우셀프 구이촌 / 정선토속음식 판매장 / 아나바다 장터 / 아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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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읍면 화합 한마당
길놀이

2일 / 16:00 / 정선읍 시가지

정선아리랑제를 기념하여 9개읍면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퍼포먼스 진행으로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린다.

고무줄 ‘짱’언니 선발대회

3일 / 10:00 / 공설운동장 무대

과거세대의 거리 놀이문화인 고무줄놀이의 경쟁적 재현 및 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과거 놀이문화의 축제 콘텐츠화를 통한 현대적 해석 및 복고
놀이문화 부흥을 위한 여성 단체경기로 볼거리와 추억을 느낄 수 있다.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4일 / 10:00 / 공설운동장 무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의 춤과 노래, 가수의 스타일 등을 그대로 따라하는 참여형
문화콘텐츠이다.

풍물 경연대회

5일 / 10:00 / 공설운동장 무대

꽹과리, 장구, 북, 징 등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흥겨운 전통가락을 9개 읍면 풍물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다

정선군합창단 공연 5일 / 13: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아라리 색소폰 동호회 공연 5일 / 13: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정선초 ‘아리아리’연극 동아리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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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13: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학술
교육행사

제 1회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 3일 / 13:00 / 강원랜드
세계 도처의 ‘한민족 디아스포라(diaspora, 離散)의 문화적 유전자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와 아리랑연구의
지향’을 주제로 강원일보사와 한국민요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리랑 학자대회이다.

청소년 아리랑 특강 4일 / 15:00 / 문화예술회관
지역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문화적 유전자 아리랑’을 주제로 진행하는 아리랑 명사
특강이다. 이번 특강은 ‘정선아리랑 길라잡이’의 저자인 한림대학교 유명희 교수가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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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홍보관

수상극 ‘뗏목아라리’ 4일 / 16:00 / 제2교 조양강변
정선아리랑 가사 중 주모 전산옥 관련 가사의 내용을 극으로 패러디하여 그 옛날 동강 뗏꾼의 사랑과
애환을 담은 정선아리랑 수상극이다.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에서 올해의 전산옥이 선발되는 것에 맞추어
여량면축제추진위원회와 군립아리랑예술단이 협력하여 정선읍 제2교 조양강 수상무대에서 펼쳐진다.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4일 / 14:00 / 녹송공원 무대
옛날 용산상기로 떼를 운반하던 뗏꾼들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여자들의 술시중을 받았다. 특히
만지산의 전산옥(全山玉,1909~1987)이 꾸리던 주막은 골안
물길에서 가장 이름난 곳으로 술시중을 들던 여자만 1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떼가 자주 파손되는 험한 여울인 된꼬까리 바로
아래에 있어 뗏꾼들이 떼를 고쳐 매고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
들리는 목이 좋은 곳이었다. 한때는 밀려드는 뗏꾼들을 수용할
방이 없어 강변 자갈밭에 돌을 쌓고 싸리나무로 발을 만들어 덮고 방을 대충 꾸려 영업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미모도 빼어났지만 뗏꾼들과 잘 어울리는 입심과 비위를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정선아리랑을
구성지게 잘 불러 뗏꾼들에게 인기가 드높았던 실존 인물인 전산옥 주모를 선발하는 대회이다.

전통혼례식 5일 / 10:00 / 아라리촌 야외무대
대한적십자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 주관 정선향교 집례에 따라 거행
되는 우리 전통혼례식으로 지역내 다문화 가족을 초청, 초자례 →
초여례 → 전안례 → 교배례 → 서천지례 → 서배우례 → 합근례 순으로
진행되며 전통혼인 예식과 생활예절 및 미풍양속을 체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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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홍보관

전통 전래놀이 체험장 상설 / 아라리공원 입구
어린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던 전래놀이를 스마트폰과 컴퓨터게임에 빠져있던 아이들에게
전래놀이 체험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농사체험 : 장작패기, 방아, 절구, 잣 · 밤까먹기
전래놀이 : 윳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널뛰기, 투호
먹거리마당 : 두부, 메밀, 막걸리, 강냉이 구워먹기

전통초가지붕 이엉엮기 재현

3일 / 14:00 / 공설운동장 무대

전통 초가집의 이엉(짚으로 엮은 줄)엮은 것을 올려 이엉을 덮은
다음 용마름(초가의 지붕마루에 덮는 ‘ㅅ’자형으로 엮은 이엉)을
덮은 뒤 지붕을 고른 후 막 자란 두발처럼 내려온 처마 옆 새끼줄을
가위로 다듬는 순으로 엮는다.

삼베길쌈 재현

5일 / 14:00 / 공설운동장 무대
삼베 짜는 원료인 대마재배로 유명한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몰운리, 건천리, 백전리, 석곡리 등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호촌리에서는 지금도 삼베길쌈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고급옷감으로 삼베 한 필에 30만원을 호가해 자식들 공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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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문화 체험 10종
풍선아트
규방 및 칠보공예
팬시우드
천연비누/생활소품만들기
미림농산
꽃누르미 체험
즐거운 페이스페인팅
서금요법
캐리커처
부채만들기

홍보관 10종
가리왕산 자연휴양림
전통궁중머리/궁중한복
탄소중립 프로그램
아라리 사진/미술전
영월기상청
외 5종

축제를 빛내주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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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실버공연단, 여성회관 정선아리랑춤사위, 안소라

전시
부대행사

전국 한시 백일장 3일 / 14:00 / 아라리촌 와가 일원
전국의 한시동호인들에게 정선아리랑과 충절의 고장인
정선의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백일장으로
정선군수로부터 시제와 은자를 받아 정해진 시간 내에
작시를 제출하는 조선시대 향기 행사인 백일장의
재연을 통하여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한다.

제 10회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3일 / 07:00 ~ 19:00 / 아라리정
국궁은 정신집중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심신단련 최고의
스포츠로 정선아리랑제 기간 중 치러지는 정선군수기 남녀궁도
대회를 통해 축제 홍보와 아리랑의 고장 정선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선다.

정선아리랑제 기념 ‘소원등’ 제작 전시
정선아리랑제를 기념하여 정선지역 학생들이 정규 수업시간을 통해 각자의 소원을 기록한 ‘소원등’을
제작하여 축제장내에 전시하며 프로그램 축제기간동안 일반인 제작 체험부스를 운영해 축제 마지막날
체험자 개개인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국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
2013 정선아리랑제 홍보 및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 이용능력을 향상하고 인터넷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선군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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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서
자란 한우만
대관령한우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 한우 고급육 품평회 대상 수상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 고급육 부문 우수상 수상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서 2003년부타 2007년까지
고급육 부문 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명품한우입니다.

축제를 만든 사람들
위원장 : 이종영
기획단장 : 김우영
기획 · 홍보팀 : 문용택 팀장
- 기획 · 홍보 : 이중길, 전용우
- 홍보 · 마케팅 : 최해경, 이은이
- 대외협력 : 최주찬
축제운영팀 : 이종필팀장
- 축제운영 : 이양건, 박재열, 전영기, 최명순, 이광우, 김홍주, 최대철, 김명진
- 프로그램 : 이희란, 박보균, 김돈웅, 김근형, 권석만, 조용호, 석병기, 윤상섭
- 시설관리 : 손기용, 이정우, 고계수, 유명세, 신태윤, 김주식, 이재운, 장명식
축제지원팀 : 송덕한팀장
- 행정지원 : 김대순, 황승훈, 유병민
- 유관기관 : 최원희사무국장(정선문화원)
자원봉사단
- 자원봉사센터
- 정선청년봉사단
- 정선군여성단체협의회
- 정선군모범운전자회
- 정선군의용소방대연합회
- 정선군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
- 정선군해병전우회
- 정선군재향군인여성회
- 정선읍자율방범대
- 정선읍여성자율방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