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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旌善아리랑 碑文

예도 옛적 고을 이름은 무릉도원이었더라

산이 높고 울울 靑靑(청청)하여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살고 철따라 복사꽃 진달래 철쭉

꽃 江山(강산)을 불태웠다네 휘도는 골짜기에 굽이치는 강물은 흥건한 젖줄기 되어 

물방아 돌고 철철 콸콸 淸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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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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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새 보편적인 '아리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라리'란 누가 나의 처지와 心情(심

정)을 '알리'에서 緣由(연유)된 듯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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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

고 豊饒(풍요)한 꿈을 가꾸고 향토애와 민족혼을 불사를 슬기와 勇氣(용기)를 키울진

저 이를 기려 子子 孫孫 萬代(자자 손손 만대)에 傳(전)하고자 향토민의 뜻을 모아 여

기 아로새겨 紀念(기념)하노라

一九七七年 十月 一日

1977년 10월 1일 노영칠 짓고, 서희환 쓰다.

제42회 정선아리랑제에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진심으
로 환영합니다.

한민족 대표 문화상징인 ‘아리랑’의 태곳적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정선아
리랑은 1971년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76년 정선아리랑 LP 음반을 제작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전국 최
고(最古)의 아리랑제를 개최하였고, 전국 최초의 민요비인 ‘정선아리랑
비’를 건립하였으며, 국내 유일 아리랑 전문공연장과 아리랑박물관을 개
관한 곳이 바로 이 곳 ‘정선’과 ‘정선사람들’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국의 얼과 삶의 소리를 간직하고 있는 ‘아리랑의 가치’를 빛
내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과 감동으로 기억되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아리랑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의 많은 기관과 단체, 자
원봉사자 여러분의 열정적 참여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선아리랑제위원회 위원장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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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유산’ 아리랑의 귀환 2017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2회 정선
아리랑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거 서민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기쁨, 슬픔, 희망, 후회, 사랑 등 다양
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아리랑은, 이 곳 정선군에서 발생하여 강줄기
를 따라 전국으로 퍼지고, 20세기 한국인의 이주(디아스포라)와 함께 미
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민요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
화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과 세계인이 정신적 교감
을 이룰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이 시점
에서, 올림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축제를 통하여 아리랑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소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 동계올
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은 물론,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문화유산으
로 남기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의 가치를 알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신 군
민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축제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봉사해 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
다.

축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께서는 축제기
간 동안 ‘정선아리랑’의 문화 속에서 오감이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시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수 전 정 환

정선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의 대표 고장 정선을 찾아주신 관
광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 10월,
「2017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제42회 정선 아리랑제 & 제5회 세계 대한민
국 아리랑 축전」개최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4만여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축제를 주최하고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여 주고 
계시는 사단법인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
니다.

 우리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정선아리랑의 가치
가 재조명되고 있으며, 10,000여수에 달하는 가사수와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노랫말, 고려말부터 전해오는 뿌리깊은 역사성은 대한민국 대표 아리랑으로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아리랑에 담겨진 가사는 우리민족의 살아있는 정서이며 역사입니다.
아라리 가락속에 풀어낸 한은 힘든 시대를 살아내게 한 원동력이었고 삶의 지
혜였습니다. 

 「제5회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과 병행 개최되는 이번 정선아리랑제는 
아리랑을 주제로 창극, 소리공연, 세계 아리랑 초청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행
사로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즐거움을 만끽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우리 가락이 세계 속에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사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고취는 물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
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소중히 생각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의회 의장 김 옥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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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표 
※ 프로그램별 일정 및 장소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제의식
주제공연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부대행사ㆍ공연

전시ㆍ홍보
기획행사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일자 장소 11시 12시 13시(1시) 14시(2시) 15시(3시) 16시(4시) 17시(5시) 18시(6시) 19시(7시) 20시(8시) 21시(9시) 기타 행사장

28(목) 아리랑센터 아리랑박물관 
기획전시 개관식 아리랑 포럼 ‘아리랑과 기록유산’

9월
29일
(금)

특설무대 청소년예술마당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개막식 및 개막공연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아리랑 무극)  

불꽃
놀이

▶ 칠현제례 및 기로연
    - 남면 거칠현사당
    - 11:00 ~
▶ 9개 읍·면 화합 한마당 
   ‘아라리길놀이’
    - 제1교 ~ 축제장 
    - 16:00 ~

마당무대 관노가면극 삼베길쌈 줄타기

아라리촌 전통관계례 시연

9월
30일
(토)

특설무대 푸너리아리랑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경기국악당 (판 깨는 소리) 영화상영
(고려아리랑-천산의 디바) ▶ 소원유등띄우기

    - 제2교 나룻배 터
    - 19:30 ~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2018컵 비빔밥 나눔 행사
    - 특별전시관 앞
    - 15:00 ~ 17:00

마당무대 삼굿
놀이

강강
술래

이리향제
줄풍류 경산중방농악

아리랑센터 전국 한시백일장 (10:30~, 시상식 : 16시) 아라리 ‘감자콘서트’

아라리촌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운동자내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10월
1일
(일)

아리랑
의 날

특설무대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정선아리랑 
창작공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공연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중국 경극·기예단) 백두한라예술단 (서도아리랑) 영화상영

(아리랑)

마당무대 새총대왕 선발대회(10:00~) 아라리 윷놀이

아라리촌 전통혼례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영남민요아리랑

녹송공원 뗏목제례 및 시연 제8회 전산옥 주모 선발대회

운동장내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10월
2일
(월)

특설무대 고무줄 짱 언니 선발대회(10:00~)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폐막식 및 폐막공연
(아리랑 - 빛을 발하다)

불꽃
놀이

마당무대 제42회 정선아리랑제배 아리랑장사 씨름대회 (10:00~)

아리랑센터 정선아리랑극
‘판’아리랑

문화예술회관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예선
(9:00 ~)

운동장내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라리
인형극

상설
및

부대
행사

 아라리공원
☞ 전래놀이 체험 10종 (농산물 시식, 디딜방아·절구·맷돌 체험·떡메치기, 벼·옥수수 탈곡 체험, 
                             밤·감자·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딱총 만들기·투호놀이·비석치기)
☞ 농·특산물 판매장 (정선 농·특산물 10종)
☞ 군민화합 아라리 장승제 (9.30 ~ 10.1, 09:00~, 장승제례 10.1 13:00~)
☞ 다문화 음식 및 전통의상 체험
☞ 춤추는 멍석아라리 (마당무대 앞)
☞ 칠현제 위령굿
☞ 제5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 대회
       (대회 9.29 10:00~17:00 / 시상식 9.30 11:00 팔각정/ 전시 9.29~10.2)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한우셀프 구이촌
 아리랑센터 및 아리랑박물관
☞ 제7회 필정회전 (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개막식 9.29 12:00 )
☞ 아리랑박물관 기획특별전 희귀음반展 (아리랑박물관)

 아라리촌
☞ 정석회 수석전시                   ☞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 한마당 
 운동장내 
☞ 전통문화 체험 10종[차례·제례배우기, 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짚풀공예, 도자기
                공예, 다도·서예체험, 서금요법, 아리랑가사쓰기, 이벤트 게임(윷놀이, 쇼트트랙, 팽이점프)]
☞ 정선 과학 ‘싹’ 큰잔치 체험 8종 (9.29 ~ 9.30) 
☞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작품전
☞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군 관광안내 및 캐릭터 홍보
☞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 자연보호 사진전시회
 축제장 입구
☞ 거리의 악사 ‘버스킹’(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11:00 ~ 22:00)
☞ 문화의 거리 : 한복체험,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등 축제와 문화의 공간
 아라리정
☞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개회식 9.30 11:00, 단체전 9.30 개인전 10.1~2 0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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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Schedule
※ Some can be changed by the program schedules and pl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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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lace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Other venue

28th(Thu) Arirang center Arirang museum 
planned exhibition opening ceremony Arirang  forum ‘Arirang and archival heritage’

Sep 
29th
(Fri)

special stage Youth Art Festival Jeongseon,Ahrari
Dream  orchestra

Opening ceremony and opening performance
(Jeongseon,Arirang Chorus Arirang dance drama) 

Fire
works

▶ Chilhyeonje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 Nammyeon Geochilhyeon Shrine
  - 11:00 ~
▶ 9 towns & townships gathering in 
    harmony  ‘Ahrari Gil Nori’
  - 1st bridge ~ festival site
  - 16:00 ~

Madang stage Gwanno Mask Piay hemp weave tightroping

Ahrari village Demonstration of traditional 
coming-of-age ceremony 

Sep 
30th
(Sat)

Special stage Puneri Arirang K-POP cover dance contest Gyeonggi Traditional Music Center 
(Sound breaking the mood)

Screening of movie
(Koryo Arirang -Sound of Nomad) ▶ Floating beautiful lights in pray

  - The 2nd bridge pier
  - 19:30 ~

▶ 2018 cup bibimbap sharing 
event wishing successful host of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 front of special exhibition hall
  - 15:00~17:00

Madang stage hemp-
steaming play

Ganggang
sullae

Iri regional  String 
Ensemble'

Gyeongsan 
Joongbang Nongak'

Arirang center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10:30~, Awards ceremony: 16 HRs) Ahrari ‘potato concert’

Ahrari village Jeongseon,Arirang Literature concert 
and Youth Literature award

School field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Oct 
1st

(Sun)
Arirang 

day

special stage Jeongseon, Arirang
Senior's Choir Competition

Jeongseon, Arirang 
creation performance

UNESCO Worl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interchange performance
(Kazakhstan, Sri Lanka, China Beijing opera·performance group)

Baekdu Halla Art Group
(Western regional Arirang)

Screening of movie
(Arirang)

Madang stage Slingshot King Contest (10:00~) Ahrari Yunnori

Ahrari village traditional
wedding

National Arirang
student contest

Youngnam folk 
song Arirang

Noksong park Rafting festival and 
demonstration The 8th Hostess JeonSanOk Pageant

school field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Oct 
2nd

(Mon)

special stage Jump Rope Queen Contest 
(10:00~) National Arirang contest Closing ceremony and closing performance

(Arirang–casts glow)
Fire

works

Madang stage The 42nd Jeongseon,Arirang Festival Prize Arirang Korean wrestling contest (10:00~) 

Arirang center Jeongseon, Arirang
drama ‘Pan’Arirang 

Cultural art hall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contest preliminary (9:00~)

School field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Ahrari
puppet show

Regular 
and 

ancillary 
events

Ahrari park
☞ 10 types of folk plays experience [tasting agricultural products,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experience·,  chestnut·potato ·corn roasting experience,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hitting bombstone]
☞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Jeongseon, 10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 Ahrari Janseung building ceremony for harmony in Jeongsun county (Sept.30 ~ Oct.1, 09:00~, Janseung ceremony Oct.1 13:00~)
☞ Multi-culture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Dancing Meongsuk Ahrari (front of Madang stage)
☞ Chilhyeonje Wiryeong Gut
☞ The 5th Jeongseon,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with families.
   (Contest Sep .29 10:00~17:00 / Awards ceremony  Sept.30 11:00 Palgakjung/ exhibition Sept.29~Oct.2)
☞ Fusion street bar(street food culture grand festival)          ☞ Korean beef self roasting village
 Arirang center and Arirang museum
☞ The 7th Piljunghoi exhibition (Arirang center 1st fl. exhibition hall, Opening ceremony Sept. 29 12:00 )
☞ Arirang museum special plan exhibition precious music records (Arirang museum)

Ahrari village
☞ Viewing stone exhibition by Chungsukhoi              ☞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festival with JeongseonArirang   
Field 
☞ 10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making traditional Jegi, straw craftwork, porcelain craftwork, 
tea ceremony etiquette· calligraphy experience,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Arirang lyric writing, event game(Yunnori, short track, spinning top jump)]
☞ Jeongseon, science ‘Youth’ festival 8 experiences (Sept.29 ~ 30) 
☞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traditional craftwork capacity exhibition 
☞ 20 modern culture experience                                 ☞ Jeongseon county tour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publicity hall     ☞ Nature protection photo exhibition 
 Entrance to festival site
☞ Street musician ‘Busking’ (front of guide tower 11:00 ~ 22:00)
☞ Culture street : Space for festival and culture such as Korean costume experience, magic, trick art, caricature etc
 Ahrari-jeong
☞ Gangwon province male·female archery contest (Ahrari-jeong, opening ceremony Sept.30 11:00, team contest Sept.30 individual contest Oct 1~2 07:00 ~ 18:00)

Festive ritual

Thematic erformances

Academic/Educational event

Creative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rirang Singing ContestㆍContest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hibitionㆍpublicity

Planned even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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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기능 전시 및 체험 (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아리랑박물관 기획특별전 희귀음반展 (아리랑박물관)
■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 자연보호 사진전시회(운동장 내)
■ 정석회 수석전시(아라리촌) 
■ 전통문화체험 10종[차례·제례배우기, 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서금요법, 아리랑가사쓰기, 이벤트 게임(윷놀이 쇼트트랙, 팽이점프)]
■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메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 문화의 거리 : 한복체험,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 거리의 악사 ‘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 한우셀프구이촌                            ■ 정선군 관광안내 및 캐릭터 홍보

9월 29일 금요일

Daily program

상설 프로그램

축제의식
주제공연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부대행사ㆍ공연

전시ㆍ홍보
기획행사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시 간 공 연 명  장 소

10:00        제5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팔각정

11:00
       칠현제례 및 기로연  
       청소년 예술마당 

  남면 거칠현 사당
  특설무대 

13:00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관노가면극)

  정선초교
  마당무대

13:30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특설무대

14:30        삼베길쌈 재현   마당무대

15:0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전통관계례 시연)   아라리촌

15:3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줄타기)   마당무대

16:00        9개 읍ㆍ면 화합 한마당 ‘아라리 길놀이’   정선읍내

18:30
       개막식 
       개막공연‘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아리랑 무극’  
       개막 축하 불꽃놀이

  특설무대

11:00 ~ 21:00
       춤추는 멍석아라리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한마당 

  아라리공원
  아라리촌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ublicity hall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traditional craftwork Exhibition and experience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Arirang museum special planned exhibition rare music records (Arirang museum)
■ The 7th Piljunghoi exhibition (Arirang center 1st fl. exhibition hall) 
■ Nature preservation photo exhibition (in the field)    ■ Viewing stone exhibition by Chungsukhoi (Ahrari village) 
■ 10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making traditional Jegi, straw craftwork, 
porcelain craftwork, tea ceremony etiquette· calligraphy experience,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Arirang lyric writing, event game(Yunnori, 
short track, spinning top jump)]
■ 10 types of folk plays experience [tasting agricultural products,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experience·,  chestnut·potato ·corn roasting experience,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hitting tombstone]
■ 20 modern culture experience                                     ■ Jeongseon, science ‘Youth’ festival 8 experiences
■ Culture street : Space for festival and culture such as Korean costume experience,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performance, used book 
shop, night performance, etc.                      
■ Street musician  ‘Busking : Place (entrance of festival site, front of guide tower) / contents : music performance, magic
■ Chilhyeonje Wiryeong Gut                                            ■ Multi-culture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street food culture grand festival)  ■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Jeongseon, 10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 Korean beef self-roasting zone                                   ■ Jeongseon County Tour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Sep 29th (Fri)

Daily program

Standing Events

Time Title of performance Place

10:00         The 5th Jeongseon,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with families.  Palgakjung 

11:00         Chilhyeonje and Giro Banquet
        Youth art festival 

 Nammyeon   
 Geochilhyeon Shrine  
 special stage

13:00         Welcome reception for guests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Gwanno Mask Play)

 Jeongseon Primary  
 School 
 Madang stage

13:30         Jeongseon Ahrari Dream orchestra  Special stage

14:30         Hemp weaving reenactment  Madang stage

15:00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Traditional coming-of-
        age demonstration)  Ahrari village

15:30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Tightroping)  Madang stage

16:00         9 towns & townships  gathering in harmony ‘Ahrari Gil Play’  In Jeongseon town

18:30
        Opening Ceremony
        Opening performance ‘Jeongseon Arirang Chorus Arirang dance drama’ 
        Opening celebration fireworks

 Special stage

11:00 ~ 21:00          Dancing Meognsuk Ahrari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festival with Jeongseon  Arirang 

 Ahrari park
 Ahrari village

Festive ritual

Thematic erformances

Academic/Educational event

Creative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rirang Singing ContestㆍContest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hibitionㆍpublicity

Planned even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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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기능 전시 및 체험 (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아리랑박물관 기획특별전 희귀음반展 (아리랑박물관)
■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 자연보호 사진전시회(운동장 내)
■ 정석회 수석전시(아라리촌) 
■ 전통문화체험 10종[차례·제례배우기, 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서금요법, 아리랑가사쓰기, 이벤트 게임(윷놀이 쇼트트랙, 팽이점프)]
■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메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 현대문화체험 20종                       ■ 정선 과학 ‘싹’ 큰잔치(체험 8종)
■ 문화의 거리 : 한복체험,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 거리의 악사 ‘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 한우셀프구이촌                            ■ 정선군 관광안내 및 캐릭터 홍보

9월 30일 토요일

Daily program

상설 프로그램

축제의식
주제공연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부대행사ㆍ공연

전시ㆍ홍보
기획행사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시 간 공 연 명  장 소
07:00       강원도 남ㆍ녀 궁도대회(단체전) / 개회식 : 11:00   아라리정

09:00       군민화합 아라리 장승제   아라리공원 입구

10:30       전국 한시백일장   아리랑센터 2층

11:00
      푸너리아리랑  
      정선아라리 인형극 
      제5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대회 시상식

  특설무대
  운동장 내 
  팔각정

13: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3:3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 - 삼굿놀이 시연   마당무대
14:00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실버에어로빅, 아라리무용단)   특설무대

15:00

      아라리 ‘감자콘서트’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강강술래)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정선아라리 인형극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2018 컵비빔밥 나눔행사'

  아리랑센터 
  마당무대 
  아라리촌 
  운동장 내
  특별전시관 앞

15:3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 - 이리향제줄풍류   마당무대

16:00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 - 경산중방농악   마당무대
18:00       경기국악당 ‘판 깨는 소리’   특설무대

19:30       소원유등띄우기   제2교 나룻배터

11:00~21:00
      춤추는 멍석아라리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한마당   

  아라리공원 
  아라리촌

20:00       영화상영 - 고려아리랑, 천산의 디바   특설무대

September 30th (Sat)

Daily program

Standing Events

Time Title of performance Place
07:00         Gangwon province maleㆍfemale archery contest(team) / Opening ceremony : 11:00  Ahrari-jeong 

09:00         Ahrari Janseung building ceremony for harmony in Jeongseon county  Ahrari park entrance

10:30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Arirang center 2nd floor

11:00
        Puneri Arirang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The 5th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with families.  Awards ceremony 

 Special stage
 In the field
 Palgakjeong 

13:00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In the field 

13:30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 hemp steaming play  demonstration  Madang stage

14:00         K-POP cover dance contest (Silver aerobic, Ahrari dancing group)  Special stage

15:00

        Ahrari ‘potato concert’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Ganggangsullae)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and Youth Literature award ceremony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2018 Cup Bibimbap Sharing Event' wishing successful host of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rirang center
 Madang stage
 Ahrari village
 In the field
 front of special 
 exhibition hall

15:30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 Iri regional String Ensemble'  Madang stage

16:00         Traditional culture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 - 'Gyeongsan Joongbang Nongak'  Madang stage

18:00         Gyeonggi Traditional Music Center ‘sound breaking the mood  ’  Special stage

19:30         Floating beautiful lights for wishes  The 2nd bridge pier

11:00~21:00         Dancing Meognsuk Ahrari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festival with Jeongseon Arirang 

 Ahrari park
 Ahrari village

20:00         Movie Screening – Koryo Arirang , Sound of Nomad  Special stage

Festive ritual

Thematic erformances

Academic/Educational event

Creative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rirang Singing ContestㆍContest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hibitionㆍpublicity

Planned even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ublicity hall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traditional craftwork Exhibition and experience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Arirang museum special planned exhibition rare music records (Arirang museum)
■ The 7th Piljunghoi exhibition (Arirang center 1st fl. exhibition hall) 
■ Nature preservation photo exhibition (in the field)    ■ Viewing stone exhibition by Chungsukhoi (Ahrari village) 
■ 10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making traditional Jegi, straw craftwork, 
porcelain craftwork, tea ceremony etiquette· calligraphy experience,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Arirang lyric writing, event game(Yunnori, 
short track, spinning top jump)]
■ 10 types of folk plays experience [tasting agricultural products,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experience·,  chestnut·potato ·corn roasting experience,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hitting tombstone]
■ 20 modern culture experience                                     ■ Jeongseon, science ‘Youth’ festival 8 experiences
■ Culture street : Space for festival and culture such as Korean costume experience,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performance, used book 
shop, night performance, etc.                      
■ Street musician  ‘Busking : Place (entrance of festival site, front of guide tower) / contents : music performance, magic
■ Chilhyeonje Wiryeong Gut                                            ■ Multi-culture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street food culture grand festival)  ■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Jeongseon, 10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 Korean beef self-roasting zone                                   ■ Jeongseon County Tour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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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기능 전시 및 체험 (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아리랑박물관 기획특별전 희귀음반展 (아리랑박물관)
■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 자연보호 사진전시회(운동장 내)
■ 정석회 수석전시(아라리촌) 
■ 전통문화체험 10종[차례·제례배우기, 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서금요법, 아리랑가사쓰기, 이벤트 게임(윷놀이 쇼트트랙, 팽이점프)]
■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메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 현대문화체험 20종                     
■ 문화의 거리 : 한복체험,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 거리의 악사 ‘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 한우셀프구이촌                             ■ 정선군 관광안내 및 캐릭터 홍보

10월 1일 일요일

Daily program

상설 프로그램

축제의식
주제공연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부대행사ㆍ공연

전시ㆍ홍보
기획행사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시 간 공 연 명  장 소

07:00       강원도 남ㆍ녀 궁도대회(개인전)   아라리정

10:00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새총대왕 선발대회)   마당무대

11:00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정선아리랑춤사위-학생, 길밴드)  
      전통혼례  
      정선아라리 인형극

  특설무대  
  아라리촌  
  운동장 내 

12:30       뗏목제례 및 시연   녹송공원

13:00
      군민화합 아라리 장승제  
      정선아라리 인형극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선무용단)

  아라리공원 입구    
  운동장 내 
  아라리촌

14:00
      정선아리랑 창작공연 
      (JS밴드, 정선아리랑춤사위-일반인, 아라리무용단) 
      제8회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특설무대 

  전산옥 주막  

15: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아라리 윷놀이 (아라리무용단) 
      영남민요아리랑

  운동장 내 
  마당무대 
  아라리촌 

16:0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공연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중국 경극ㆍ기예단) 

  특설무대

19:00       백두한라예술단‘서도아리랑’   특설무대

11:00~21:00
      춤추는 멍석아라리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한마당

  아라리공원 
  아라리촌

21:00       영화상영 - 아리랑   특설무대

October 1st (Sun)

Daily program

Standing Events

Time Title of performance Place

07:00         Gangwon province maleㆍfemale archery contest (Individuals)  Ahrari-jeong

10:00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Festival (Slingshot King Contest)  Madang stage

11:00
         Jeongseon,Arirang  Senior's Choir Competition (Jeongseon Arirang dancing steps-student, Gil band)
        Traditional wedding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Special stage 
 Ahrari village 
 In the field

12:30         Rafting festival and demonstration  Noksong park

13:00
        Ahrari Janseung building ceremony for harmony in Jeongsun county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tudent contest (Sun Dance Group)

 Ahrari park entrance
 In the field
 Ahrari village

14:00
         Jeongseon Arirang creation performance 
         (JS band, Jeongseon Arirang dance step- the general public,  Ahrari dance group)
         The 8th Hostess JeonSanOk Pageant 

 Special stage

 JeonSanOk tavern 

15:00
        Jeongseon,Ahrari puppet show
        Jeongseon residents’ folk play festival Ahrari Yunnori (Ahrari dance group)    
        Youngnam folk song Arirang

 In the field
 Madang stage
 Ahrari village

16:00         UNESCO Worl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exchange performance
        (Kazakhstan, Sri Lanka, China Beijing operaㆍperformance group)  Special stage

19:00         Baekdu Halla Art Group ‘Seodo Arirang’  Special stage

11:00~21:00         Dancing Meognsuk Ahrari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festival with Jeongseon Arirang

 Ahrari park
 Ahrari village

21:00         Movie screening - Arirang  Special stage

Festive ritual

Thematic erformances

Academic/Educational event

Creative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rirang Singing ContestㆍContest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hibitionㆍpublicity

Planned even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ublicity hall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traditional craftwork Exhibition and experience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Arirang museum special planned exhibition rare music records (Arirang museum)
■ The 7th Piljunghoi exhibition (Arirang center 1st fl. exhibition hall) 
■ Nature preservation photo exhibition (in the field)    ■ Viewing stone exhibition by Chungsukhoi (Ahrari village) 
■ 10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making traditional Jegi, straw craftwork, 
porcelain craftwork, tea ceremony etiquette· calligraphy experience,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Arirang lyric writing, event game(Yunnori, 
short track, spinning top jump)]
■ 10 types of folk plays experience [tasting agricultural products,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experience·,  chestnut·potato ·corn roasting experience,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hitting tombstone]
■ 20 modern culture experience                              
■ Culture street : Space for festival and culture such as Korean costume experience,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performance, used book 
shop, night performance, etc.                      
■ Street musician  ‘Busking : Place (entrance of festival site, front of guide tower) / contents : music performance, magic
■ Chilhyeonje Wiryeong Gut                                            ■ Multi-culture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street food culture grand festival)  ■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Jeongseon, 10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 Korean beef self-roasting zone                                   ■ Jeongseon County Tour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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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기능 전시 및 체험 (운동장 내 특별 전시관) 
■ 아리랑박물관 기획특별전 희귀음반展 (아리랑박물관)
■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 자연보호 사진전시회(운동장 내)
■ 정석회 수석전시(아라리촌) 
■ 전통문화체험 10종[차례·제례배우기, 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 전통제기 만들기, 짚풀공예, 도자기공예, 
    다도ㆍ서예체험, 서금요법, 아리랑가사쓰기, 이벤트 게임(윷놀이 쇼트트랙, 팽이점프)]
■ 전래놀이체험 10종(농산물 시식, 디딜방아ㆍ절구ㆍ맷돌 체험, 떡메치기, 벼ㆍ옥수수 탈곡 체험, 
    밤ㆍ감자ㆍ옥수수 굽기 체험, 제기차기ㆍ딱총 만들기ㆍ투호놀이ㆍ비석치기)
■ 현대문화체험 20종                     
■ 문화의 거리 : 한복체험, 마술, 트릭아트, 캐리커처, 비눗방울 공연, 헌책방, 야간공연 등
■ 거리의 악사 ‘버스킹 : 장소(축제장 입구, 안내탑 앞) / 내용 : 음악공연, 마술
■ 칠현제 위령굿                               ■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 퓨전포차(길거리 음식문화대전)       ■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 한우셀프구이촌                             ■ 정선군 관광안내 및 캐릭터 홍보

10월 2일 월요일

Daily program

상설 프로그램

축제의식
주제공연

학술ㆍ교육
창작공연

전통문화교류
전통문화재현

전통문화체험 현대문화체험 

부대행사ㆍ공연

전시ㆍ홍보
기획행사

아리랑경창ㆍ경연대회

시 간 공 연 명  장 소

07:00        강원도 남ㆍ녀 궁도대회(개인전)   아라리정

09:00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예선   정선문화예술회관

10:00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고무줄‘짱’언니선발대회
       정선군민 민속놀이한마당 
       제42회 정선아리랑제배 아리랑 장사 씨름대회 (선무용단)

  특설무대
  마당무대

11:00, 13:00        정선아라리 인형극   운동장 내

14:00        정선아리랑극 ‘판 아리랑’   아리랑센터

15:00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정선아라리 인형극

  특설무대
  운동장 내

19:00

       폐막식 
       폐막공연 ‘아리랑 - 빛을 발하다’
       폐막 불꽃놀이

  특설무대

11:00~21:00
       춤추는 멍석아라리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한마당

  아라리공원
  아라리촌

October 2nd (Mon)

Daily program

Standing Events

Time Title of performance Place

07:00         Gangwon province maleㆍfemale archery contest (Individuals)  Ahrari-jeong

09:00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tudent contest Preliminaries  Jeongseon Cultural  
 art hall

10:00
        Jeongseon residents’ folk play festival (Elastic Band Game Queen Contest)
        Jeongseon residents’ folk play festival  (The 42nd Jeongseon,Arirang Festival Prize   
        Arirang Korean wrestling contest) (Sun Dance Group)

 Special stage
 Madang stage

11:00, 13:00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In the field

14:00         Jeongseon Arirang drama ‘Pan Arirang ’  Arirang center

15:00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contest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Special stage
 In the field 

19:00
        Closing Ceremony 
        Closing performance ‘Arirang  – casting glow’
        Closing Fireworks

 Special stage

11:00~21:00
        Dancing Meognsuk Ahrari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festival with Jeongseon Arirang

 Ahrari park
 Ahrari village

Festive ritual

Thematic erformances

Academic/Educational event

Creative performances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rirang Singing ContestㆍContest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hibitionㆍpublicity

Planned event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ublicity hall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traditional craftwork Exhibition and experience (special exhibition hall in the field) 
■ Arirang museum special planned exhibition rare music records (Arirang museum)
■ The 7th Piljunghoi exhibition (Arirang center 1st fl. exhibition hall) 
■ Nature preservation photo exhibition (in the field)    ■ Viewing stone exhibition by Chungsukhoi (Ahrari village) 
■ 10 traditional culture experience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making traditional Jegi, straw craftwork, 
porcelain craftwork, tea ceremony etiquette· calligraphy experience,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Arirang lyric writing, event game(Yunnori, 
short track, spinning top jump)]
■ 10 types of folk plays experience [tasting agricultural products, Pounding surichwi rice cakes, treadmill, mortar, and a millstone experience, threshing 
rice and shucking corn experience·,  chestnut·potato ·corn roasting experience, kicking jegi, making fire crackers· tuho· hitting tombstone]
■ 20 modern culture experience                                   
■ Culture street : Space for festival and culture such as Korean costume experience,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performance, used book 
shop, night performance, etc.                      
■ Street musician  ‘Busking : Place (entrance of festival site, front of guide tower) / contents : music performance, magic
■ Chilhyeonje Wiryeong Gut                                            ■ Multi-culture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Fusion street bar(street food culture grand festival)  ■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Jeongseon, 10 farm goods and specialty products)  
■ Korean beef self-roasting zone                                   ■ Jeongseon County Tour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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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장 안내도 Festival Guid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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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식

The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Ancestral Ritual Ceremony Festival of 9 towns in Jeongseon, 'Ahrari “Gil Nori” '

9월 29일 11:00 남면 거칠현사당 9월 29일 16:00 ~ 18:00  정선 1교 ~ 축제장

Sept. 29 11:00 Nammyeon Geochilhyeon Shrine Sept. 29 16:00 ~ 18:00  Jeongseon 1st bridge ~ festival site

정선아리랑의 근원설화에 등장하는 칠현들의 애국충절을 기리며 지역주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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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정선아리랑제를 기념하여 9개 읍ㆍ면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퍼포먼스 진행으로 아리랑제의 
시작을 알림

▶ 구간 : 집결 (정선병원 앞 도로) � 정선 제 1교 사거리 � 삼천리자전거 사거리 � 원주
    쌀상회사거리 � 태동관 사거리 � 단위농협 사거리 � 축제장 입구 � 아라리공원 진입
▶ 순서 : 고한읍 � 화암면 � 신동읍 � 임계면 � 북평면 � 여량면 � 정선읍 �
    사북읍 � 남면

The purpose of The Chilhyeon Annual Festival and Giro Ban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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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Man-sung (Nakdong 1-ri)
▶ Ritual order: Gangshin ⇒ Chamshin ⇒ Choheon (governor) ⇒ Dokchuk ⇒ Aheon (county 
chairman) ⇒ Chongheon (Representative of the bereaved family or regional doyen)

The 42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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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rari Park
▶ Sequence : Gohan-eup →  Hwaam-myeon→  Sindong-eup →  Imgye myeon→  Bukpyeong-
myeon → Yeoryang-myeon →  Jeongseon-eup → Sabuk-eup → Nammyeon

축제의식Festive ritual

9개 읍ㆍ면 화합 한마당 '아라리 길놀이'칠현제례 및 기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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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 18:30 ~ 20:00 특설무대 9월 30일 18:00 ~ 20:00 특설무대

Sept. 29 18:30 ~ 20:00 Special Stage Sept. 30 18:00 ~ 20:00 Special Stage

정선아리랑제 주제공연인 ‘정선아리랑 대합창극’은 정선주민, 공연예술단체,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내는 새로운 형태의 융ㆍ복합 공연 콘텐츠

▶ 오케스트라, 아페라, 탭댄스, 타악, 무용, 밴드, 합창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아우르는 
    '아리랑' 퓨전 공연 
▶ '아리랑' 을 문화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축제의 벤치마킹 모델로 자리
    잡고자 함

국악과 재즈의 만남. 태평소ㆍ꽹과리, 전자바이올린, 장구, 색소폰을 연주하는 네 명인들이 모여 
동서양의 조화로운 연주를 들려주는 공연

▶ 공연순서 : 정선 판 여는 소리 � 바람난 색소폰 � 아리랑, 재즈를 만나다 � 외줄 타는 
    바이올린 � 좋은 친구들의 정선나들이 � 장구타고 부산여행 � 재즈를 위한 성주굿 
    � 정선 판 깨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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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 would like to establish this as the benchmarking 
model for the festivals held by municipalities that are 
cultural heritage holders of 'Arirang' 

Meeting of traditional music and jazz. The performance of 
4 maestros performing the harmony of the West and the 
East with taepyongso(conical oboe), small gongs, electronic 
violins, double headed drums, saxophones 

▶ Performances sequence: the sound opening Jeongseon 
mood → flirtatious saxophone → Arirang meets jazz → 
tightroping violin → Jeongseon trip with good friends → 
Busan travel with two headed drum → Sungju gut for jazz 
→ sound breaking Jeongseon mood

Gyeonggi Traditional Music Center 'sound breaking the mood'

주제공연

2017 World Intangible Heritage support project
'Jeongseon Arirang Chorus Arirang dance drama' opening 
ceremony and live broadcasting (CJ)

주제공연

2017 세계무형유산 등재 종목 행사공모지원 사업 
'정선아리랑 대합창극 아리랑 무극' 개막식 및 생방송(CJ) 

경기국악당 '판 깨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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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9:00 ~ 21:00 특설무대

Oct. 1 19:00 ~ 21:00 Special Stage

북한에서 10년 이상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순수 탈북예술인으로 구성, 2003년 7월 30일 창단

▶ 북한 예술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공연내용 : 노래와 춤, 무용, 아코디언, 해금연주, 마술무용 등 

한민족의 상징인 '아리랑'을 주제로 아리랑의 능력과 값어치를 드러내는 퓨전 아리랑 공연의 대향연
을 펼침으로써 축제를 마치고 현실의 삶 속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축제
대미의 공연

▶ 출연자 : 전통문화 공연자 및 아리랑관련 퓨전 음악가 등

Composed purely of North Korean defector 
artists with careers spanning over 10 years in 
North Korea, established on Jul 30, 2003. 

▶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North Korean 
arts culture
▶ Per formances  contents :  song /dance , 
d a n c i n g ,  a c c o rd i o n  a n d  c h o rd op h o n e 
performance, magic dance, etc. 

The grand finale performance to close the festival as we return to our everyday life by giving an 
elaborate banquet of fusion Arirang performances that reveals the power and value of Arirang with 
the theme of Arirang as the symbol of the Korean people.

▶ Performer: traditional cultural performers and Arirang related fusion musicians, etc.

North Korean Baekdu Halla Art Group 'Seodo Arirang'

10월 2일 19:00 ~ 21:00 특설무대

Oct. 2 19:00 ~ 21:00 Special Stage

The Closing ceremony and performance 'Arirang – casts glow'

주제공연 주제공연

북한백두한라예술단 '서도 아리랑' 폐막식 및 페막공연 '아리랑 - 빛을 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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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15:00 ~ 17:00 특설무대

Oct. 2 15:00 ~ 17:00 Speci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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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선: 10월 2일 (월) 09:00 ~ 12:00 - 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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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eliminary: Oct. 2nd (Mon) 09:00 ~ 12:00 – culture 
arts hall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contest

10월 1일 13:00 ~ 15:00 아라리촌

Oct. 1 13:00 ~ 15:00 Ahrari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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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창방법 : 전국아리랑 중 1곡
▶ 경창시간 : 5분 이내
▶ 예선 : UCC 또는 동영상으로 사전심사
▶ 찬조출연 : 선무용단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national Arirang student 
contest

A distinct Arirang contest held for the youth for the purpose of passing down the cultural DNA of 
Arirang to future generations. 

▶ Singing Contest method: one song out of national Arirangs
▶ Singing Contest time: within 5 minutes
▶ Preliminary: pre-qualification by UCC or video
▶ Guest appearance: Sun Dance Group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경창대회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전국아리랑 학생 경창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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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1:00 ~ 13:00 특설무대

Oct. 1 11:00 ~ 13:00 Special Stage

9개읍ㆍ면 어르신들이 팀을 구성하여 부르는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 참가자 : 각 읍ㆍ면별 65세 이상 어르신 8 ~ 10명을 1팀으로 구성
▶ 찬조출연 : 정선아리랑춤사위 - 학생, 길밴드

The Jeongseon Arirang choir competition where 
seniors in 9 towns of Jeongseon County engage in 
singing in groups

▶ Participant: 8 ~ 10 elders aged 65 or higher from 
each town or township are composed as one team
▶ Guest appearance: Jeongseon Arirang dances - 
student, Gil band

The 42nd Jeongseon Ar i rang Fest iva l  Sen ior ' s  Choir 
Competition

10월 1일 14:00 ~ 17:00 녹송공원 전산옥 주막

Oct. 1 14:00 ~ 17:00 Jeonsanok tavern, Nokso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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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격 : 정선아리랑을 부를 수 있는 여성으로서 주모에 적합한 인물
    (연령, 지역제한 없음)

The 8th Hostess Jeon San Ok Pageant

The bar run by Jeon San Ok, the only real person in the lyrics of Jeongseon Arirang, and is 
recreated for the pageant based on the lyrics; it is aimed at promoting the meaning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Qualification: Any female who can sing Jeongseon Arirang with suitable characteristics of a 
barmaid (No restriction in age, region)

제42회 정선아리랑제 어르신 정선아리랑 합창대회 제8회 주모 전산옥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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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14:00 ~ 17:00 아리랑박물관 아리랑 카페

Sept. 28 14:00 ~ 17:00 Arirang museum, Arirang cafe

정선아리랑 발전을 위해 강원일보사와 아리랑박물관이 주관하는 포럼 

▶ 주제 : 아리랑과 기록유산
▶ 기록학 관점에서 '아리랑과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리랑제 발전을 위한 축제
    위원회와 재단 통합'방안 등을 모색    
▶ 아리랑 연구자와 연행자, 문화 연구자, 민요 관계자, 학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의 포괄적인
    참여를 통해 아리랑의 미래를 모색

A forum organized by Kangwon Ilbo and Arirang Museum for the development of Jeongseon 
Arirang

▶ Subject: Arirang and Documentary Heritage
▶ The importance of 'Arirang and archival culture' is conf irmed from archival studies, and 
'integration measures of festival committee and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of Arirang festival' 
are sought out.    
▶ The future of Arirang is sought out by the participaion of Arirang researchers, cultural 
researchers, folk song related people, scholars, related authorities

Arirang forum 

아리랑 포럼 

3534

10월 1일 14:00 ~   특설무대

Oct. 1  14:00 ~   Special Stage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춤사위) : 2017년도 한 해 동안 지역 청소년 및 일반인들이 
    배우고 익힌 정선아리랑 춤사위  (유옥재창작무용단 지도)
▶ 아리랑 창작공연으로 정선, 밀양, 진도 등 아리랑을 JS밴드에서 편곡창작 밴드 공연 
▶ 정선여성회관 한국무용단인 ‘아리무용단’에서 정선아리랑을 가지고 창작한 춤사위 공연

Jeongseon Arirang creative performances

▶ Jeongseon Arirang cultural foundation (Jeongseon Arirang dances) :  Jeongseon Arirang 
dances that the local youth and people learned during the year 2017 (directed by Yoo Ok-Jae 
Creative Dance Group)
▶ Arirang creative performances: creatively arranged band performances on Arirangs such as 
Jeongseon, Milyang, Jindo by JS band 
▶ Dance performances created with Jeongseon Arirang by ‘Ari Dance Group’ which is the 
Korean Dance Group at Jeongseon Women’s Hall 

정선아리랑 창작공연

창작공연 Creative performances학술/교육행사 Academic/Educational event



2017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ㅣ제42회 정선아리랑제 The Great Celebration of 2017 ㅣ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9월 30일 ~ 10월 2일  11:00, 13:00, 15:00  1일 3회 공연  운동장 내 인형극 무대

9월 30일 15:00 ~ 17:30 아라리촌

Sept. 30 ~ Oct. 2 3 times per day at 11:00, 13:00, 15:00 Puppet Show stage in the field 

Sept. 30 15:00 ~ 17:30 Ahrari Village

▶ 9월 30일 : 바우와 아기도깨비 (30~35분)  
▶ 10월 2일 : 명작동화이야기 (30분)    

총 3부로 구성된 문학 콘서트 공연으로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 지는 문학 한마당

▶ 정선아리랑 청소년 문학상 시상

▶ Sept. 30 : Bawoo and the baby goblin (30~35 minutes)  
▶ Oct. 2 : Children’s’ fairy tale stories (30 minutes)            

A literature concert and festival with three parts featuring youth literature and music

▶ Jeongseon Arirang Youth Literature Award ceremony

Jeongseon Ahrari Puppet Show

Jeongseon Arirang Literature Concert and Youth Literature 
Award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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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아라리 인형극

정선아리랑 문학콘서트 및 청소년 문학상 시상 

9월 29일 13:00 ~ 14:00 마당무대

Sept. 29 13:00 ~ 14:00 Madang Stage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에서 강릉관노가
면극은 무언극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선시대의 다른 
가면극들처럼 풍자가 혹독하지 않고, 춤과 동작위주로 
되어있으며, 벽사의식, 장자마리의 풍요추구 등 성황신
제 계통극을 보여주는 공연

The Gangneung Gwanno Mask Play is performed as a pantomime in Gangneung Dano Festival 
registered as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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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performance “Gwanno 
Mask Play” at Jeongseon Arirang Festival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관노가면극'

9월 30일 15:00 ~ 15:30 마당무대

Sept. 30 15:00 ~ 15:30 Madang Stage

중요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강강술래는 진도를 중
심으로 남서부에서 행해지는 놀이로 강강술래 중간마다 
짧게 이루어지는 전통놀이로‘대문놀이’,‘기와밟기’,‘청어
엮기’,‘덕석말이’ 등이 함께 펼쳐지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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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seon Arirang festival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s 'Ganggangsullae'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강강술래'

전통문화 교류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창작공연 Creative performances

▶ 10월 1일 : 청개구리 (30분)
▶ 가족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볼거리 제공

▶ Oct. 1 : Green frog (30 minutes)
▶ Entertainment for all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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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15:30 ~ 16:30 마당무대

Sept. 29 15:30 ~ 16:30 Madang Stage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8호이자 2011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록된 줄타기는 곡예사의 
묘기와 어릿광대의 재담을 즐길 수 있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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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seon Arirang festival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s 'Tightrope walking'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줄타기'

9월 30일 16:00 ~ 17:00 마당무대

Sept. 30 16:00 ~ 17:00 Madang Stage

제38회 전주대사습놀이 농악부문 장원에 빛나는 경산
중방농악‘농사굿 12마당’을 초청하여 경상북도의 대표
적인 민속문화예술의 정수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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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seon Arirang festival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s 'Gyeongsan Joongbang Nongak'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경산중방농악'

3938

9월 30일 15:30 ~ 16:00 마당무대

Sept. 30 15:30 ~ 16:00 Madang Stage

현악기를 중심으로 실내에서 연주하는 줄풍류는 
서울에서 전승되는 경제줄풍류와 지방에서 전승되는
향제줄풍류로 나뉨. 이리 향제줄풍류는 이리(현재의 
익산)에서 전승되고 있는 줄풍류를 말하며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제83-2호로 지정되어 있음. 

▶ 거문고, 가야금, 양금의 아름다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공연

String Ensemble performed indoors mainly with string instruments is classified as capital city String 
Ensemble which was passed down in Seoul and regional String Ensemble passed down locally. Iri 
regional String Ensemble means the String Ensemble passed down in Iri (current Iksan city), which 
has been designated as the National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83-2.
 ▶ Performances for enjoying the beautiful sounds of 6 string and 12 string Korean zithers

Jeongseon Arirang festival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s 'I-ri regional  String Ensemble'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재현 및 교류공연 '이리 향제줄풍류'

10월 1일 15:00 ~ 16:00 아라리촌

Oct. 1 15:00 ~ 16:00 Ahrari Village

영남 민요 아리랑 : 상주아리랑, 독도아리랑, 대구
아리랑, 본조아리랑, 예천아리랑, 경상도아리랑, 
대구아리랑, 밀양아리랑, 문경아리랑, 안동아리랑, 
영천아리랑 등

'Youngnam folk song Arirang : Sangju Arirang, Dokdo Arirang, Daegu Arirang, Bonjo Arirang, 
Yechun Arirang, Gyungsangdo Arirang, Daegu Arirang, Milyang Arirang, Munkyung Arirang, Andong 
Arirang, Yungchun Arirang, etc

Jeongseon Arirang festival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and 
exchange performances 'Youngnam folk song Arirang'

정선아리랑제 전통문화 재현 및 교류공연 '영남민요아리랑'

전통문화 교류전통문화 교류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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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16:00 ~ 19:00 특설무대

Oct. 1 16:00 ~ 19:00 Special Stage

대한민국 대표민요인 아리랑과 아리랑의 본향 정선에서 정선아리랑제를 통해 세계 각국의 대표 전
통민요 공연 팀을 초청하여 ‘아리랑’과 협연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
김하고자 함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공연 내용
   · 카자흐스탄(정선군 우호교류협정 도시) 전통민요, 
   · 스리랑카 캔디스 전통공연(1988. 세계유산도시목록)
   · 중국 ‘경극(2010.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기예단’

Arirang as the representative folk song of Korea and the Jeongseon as the hometown of Arirang 
invites worlds’ representative traditional folk song performances teams to develop the new contents 
in accompanied performance with ‘Arirang’, so as to make this occasion a global festive event through 
this Jeongseon Arirang festival. 

▶ Contents of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xchange 
    performances
   • Kazakhstan (friendly exchange city with Jeongseon county) traditional folk song 
   • Sri Lanka Candis traditional performances (1988. List of World Heritage Cities)
   • China ‘Beijing opera. (2010.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and ‘'performance group’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xchange performances Kazakhstan, Sri Lanka, China 
'Beijing opera’ and 'Performance group'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류 공연-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중국 '경극'ㆍ'기예단' 

4140

10월 1일 12:30 ~  녹송공원

Oct. 1 12:30 ~ Noksong Park

뗏목을 이용하던 풍습을 재현해 조상님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The practice of using raft is reenact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life of our 
ancestors. 

Rafting festival and demonstration

뗏목제례 및 시연

9월 29일 14:30 ~ 15:30 마당무대

Sept. 29 14:30 ~ 15:30 Madang Stage

삼베짜기에 얽혀 있는 서민의 애환과 정선
아리랑 가사에 기록된 삼베에 대한 애정을 
되돌아보는 전통생활문화 재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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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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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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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mp cloth weaving demonstration

삼베길쌈 재현

전통문화 재현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전통문화 교류 Traditional cultural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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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13:30 ~ 14:00 마당무대 10월 1일 11:00 ~ 12:00 아라리촌

Sept. 30 13:30 ~ 14:00 Madang Stage

Oct. 1 11:00 ~ 12:00 Ahrari Village

삼굿 : 삼대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수증기로 삼을 익히는 과정
삼굿(삼찌기)와 진물소리, 비나리, 정선아리랑, 낙동농악 등이 어우러진 전통 복합민속예술

▶ 옛 조상들의 우수한 지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과거의 혼례문화와 예절을 선보이는 전통문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 재현이 아닌 실제 혼례로 진행

This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program on traditional wedding culture and etiquette is introduced 
during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Actual weddings will take place

Demonstration of hemp-steaming play

Traditional Wedding

Hemp-steaming: heating process for hemp to peel off the skin of hemp stem.
Traditional synthetic folk art where hemp-steaming and jinmulsori, fortune wishing, Jeongseon 
Arirang, Nakdong river region farmers’ music are mixed in harmony.

▶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experience the superior wisdom of our ancestors

전통혼례삼굿놀이 시연

4342

9월 29일 15:00 ~ 16:00 아라리촌

Sept. 29 15:00 ~ 16:00 Ahrari Village

성년의식인 전통 관ㆍ계례행사 시연으로 전통문화체험
기회 제공

▶ 전통 관ㆍ계례행사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에서 성인
    으로 성장하는 인성예절교육 기회와 사회적 책무감
    인식 기회 제공

Demonstration of traditional coming-of-age celebration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raditional culture by demonstration of traditional coming-of-age 
celebration event. 

▶ Through traditional coming-of-age celebration event experience, the youth is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for personality & courtesy education to grow from juvenile to an adult and recogni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전통관계례 시연

전통문화 재현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전통문화 재현 Traditional cultural reena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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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Sept.  29 ~ Oct. 2 Ahrari Park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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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소외지역인 정선에서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제공

20 types of modern cultural experiences

A cultural arts experiential marketplace led by local artists with a target audience of local teenagers 
and families with teenagers 
 ▶ Offering various cultural experience opportunities to the Jeongseon residents who are culturally 
disadvantaged. 

9월 29일 ~ 10원 2일 아라리공원 일원

Sept. 29 ~ Oct. 2  Ahrari Park district

곤드레, 더덕, 황기, 사과 등 정선 지역의 농ㆍ특산물 10여종을 선별하여 펼치는 장터

▶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체험 및 이벤트 진행

Farm goods and specialty shops (10 types of farm goods and 
specialties in Jeongseon)

A marketplace selling 10 types of farm goods and specialties in the Jeongseon area including 
thistle, deodeok, milk vetch root, and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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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ㆍ특산물 판매장(정선 농ㆍ특산물 10종)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Sept. 29 ~ Oct. 2 Ahrari Park field

▶ 차례제례 문화배우기 / 다도예절 / 정선아리랑 
    가사 쓰기 서예체험
▶ 맨손미꾸라지잡기, 누룩 만들기(막걸리 시음), 
    전통제기 만들기
▶ 이벤트 게임 (팽이점프, 윷놀이 쇼트트랙)
▶ 서금요법 / 도자기전시 및 체험교실 / 짚풀공예

10 types of folk plays

▶ Ancestral rite and ritual culture learning / tea ceremony etiquette / Jeongseon Arirang lyric 
writing calligraphy experience
▶ Catching mudfish, making yeast (drinking of rice wine), Making traditional Jegi
▶ Event game (spinning top jump, a game of yut, short track)
▶ Korean Hand Acupuncture therapy / porcelain exhibition and experience class / straw craftwork

전통문화 체험 10종

현대문화체험 20종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일원

Sept. 29 ~ Oct. 2 Ahrari Park district

놀이를 통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 농산물 시식, 디딜방아, 절구, 맷돌 체험
▶ 옥수수, 콩 탈곡 및 보관 낱가리 체험
▶ 감자, 옥수수 굽기 체험
▶ 제기차기, 투호놀이, 딱지치기, 새총 만들기 비석치기
▶ 시간에 구애 없이 체험객의 의향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10 types of folk plays can be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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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gram proceeds according to intention of experiencing customer, regardless of time restriction

전래놀이 체험 10종

4544

전통문화 체험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현대문화 체험 Modern cultural experiences

전통문화 체험 Traditional cultur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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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 10월 2일 운동장내

9월 29일 ~ 10월 2일 운동장 내

정선군 관광 안내·캐릭터 홍보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하여 체험장 운영
▶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적극 활용
▶ 알파인스키(VR),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예정)
▶ 올림픽 상식 퀴즈, 픽토그램 보고 경기종목 맞히기 퀴즈
▶ 마스코트 종이인형 및 가면 만들기
▶ 복불복게임, 회전판 돌리기 등  

Jeongseon county tourist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Sept. 29 ~ Oct. 2 Field

Jeongseon county tourist guide and character publicity  

Sept. 29 ~ Oct. 2 Field

▶ Experience center operated to enhance interest in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 Suhorang and Bandabi, mascot of the winter Olympics to be used actively
▶ Alpine ski (VR), biathlon, Ice hockey, Curling etc. (expected)
▶ Olympic common sense quiz, quiz to tell sport entries upon viewing pictogram
▶ Making mascot paper doll and masks
▶ Crapshoot game, turning troll plate etc.

2018 Pyeongchang Winder Olympics publicity hall operated

전시ㆍ홍보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운영

4746

전시ㆍ홍보

정선군 관광 안내 및 캐릭터 홍보  
9월 29일 ~ 10월 2일 운동장 내

차량 운행 중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진 
전시 등

▶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Exhibition of photos capturing throw out behavior of trashes out of window from moving vehicles

▶ To prevent unauthorized throw out trashes in advance and to arouse consciousness

Sept. 29 ~ Oct. 2 Field 
Nature protection photo Exhibition

자연보호 사진전시회

9월 29일 ~ 10월 2일 아리랑센터 1층 전시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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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품부문 : 한글, 한문, 한국화, 사진
▶ 전시작품 : 80여점

Sept. 29 ~ Oct. 2 Arirang Center 1st floor Exhibitio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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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hibition Content: Korean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Korean paintings, photos 
▶ Quantity : Around 80 pieces

The 7th Piljeonghoe Exhibition(Jeongseon Arirang calligraphy 
Exhibition)

제7회 필정회전(정선아리랑 서예전시)

Exhibitionㆍpublicity Exhibitionㆍpublicity



2017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ㅣ제42회 정선아리랑제 The Great Celebration of 2017 ㅣ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촌

수석전시회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By viewing stone exhibition, various attractions are provided to residents and  sightseers 

Sept. 29 ~ Oct. 2 Ahrari Village

Viewing stone Exhibition(Chungsukhoi)

전시ㆍ홍보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축제기간 전통기능전승자 및 계승자 작품전시, 작품제작 시연

▶ 전통문화숙련기술 무료 체험
▶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 전통공예의 기술과 현대예술의 기능적인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위한 체험 및 시연
▶ 붓만들기, 가죽공예 등

Sept. 29 ~ Oct. 2 Ahrari Park field
Exhibition of artwork by tradition capacity inheritor and successor, and demonstration of art 
working during the festival period.

▶ Free experience on traditional cultural handmasters
▶ Talent donation and voluntary service activities
▶ Experience and demonstration for synergy effect from functional fusion of. traditional 
craftwork technology and modern arts 
▶ Making writing brush, leather craftwork, etc.

Traditional craftwork capacity exhibition and experience of 
Korea Handmaster Inheritor Association

대한민국기능전승자회 전통공예 기능 전시회 및 체험

4948

9월 29일 13:00 ~ 14:00   정선초교 조양관

Sept. 29 13:00 ~ 14:00   Jeongseon Primary School Choyang hall

정선군 대표문화축제인 정선아리랑제에 외부인사 초청 환영 리셉션을 통해 정선군의 위상 및 인지도 
제고

▶ 출향군민 및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By welcome reception for guests to Jeongseon Arirang festival as the representative cultural festival 
in Jeongseon county, status and recognition of Jeongseon county is enhanced

▶ By activated exchange with natives of the county residing out and sister cities, regional 
development is pursued

Welcome reception for guests

초청인사 환영 리셉션수석전시(정석회)

9월 30일 11:00 ~ 12:00   특설무대

강원도와 동해안 가락인 푸너리 장단의 타악기 연주와
아리랑을 융합한 공연으로 전통아리랑과 창작 아리랑
을 새로운 기법으로 노래하는 작품

▶ 최고 기량의 타악 주자와 최고의 아리랑 가수들이
    엮어내는 작품
▶ 타악과 함께하는 새 정선아리랑, 엮음아리랑, 자진
   아리랑

Sept. 30 11:00 ~ 12:00   Special Stage

This is a singing artwork of traditional Arirang and creative Arirang in brand new technique, 
as the fusion between percussion performance in Puneri rhythm originated from Gangwon-
do and East coast and Arirang.

▶ The artwork weaved by the best percussionist and the Arirang singers
▶ New Jeongseon Arirang, Yeokkeum Arirang, Jajin Arirang, with percussion

Puneri Arirang

푸너리아리랑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Exhibitionㆍ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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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10:30 ~ 16:30 아리랑센터

Sept. 30 10:30 ~ 16:30 Arirang center

아리랑과 충절의 고장 정선을 홍보하고 선비정신을 계승, 한시문화발전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

▶ 우천시 : 유림회관
▶ 시상식 : 2017. 9. 30(토) 16:00

National Korean Poem Contest

Promoting Jeongseon, the town of Arirang and patriotic loyalty, inheriting the spirit of classical 
scholars, and passing down Korean poetry culture

▶ In case of rain: Yurim hall
▶ Awards ceremony: Sept. 30, 2017(Sat) 16:00

전국 한시백일장

9월 29일 ~ 10월 2일  팔각정

Sept. 29 ~ Oct. 2  Palgakjeong

제42회 정선아리랑제를 맞이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청소년의 시선으로 본 
정선아리랑제의 풍광을 그림으로 출품

▶ 9. 29(금) : 풍광그리기 대회 및 심사 (10:00 ~ 17:00) 
▶ 시상식 : 2017. 9. 30(토)  11:00
▶ 1 ~ 5회 입상작 전시 (2일 까지)

The 5th Jeongseon Arirang festival Landscape 
Painting Contest

Celebrating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local teenagers paint the landscapes of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while engaging in various events with their family members

▶ Sept.  29 (Fri): Landscape Painting Contest and Adjudication (10:00 ~ 17:00) 
▶ Awards ceremony: Sept. 30, 2017(Sat)  11:00
▶ 1 ~ 5th Exhibition of the winning entries (until Oct. 2)

제5회 가족과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제 풍광그리기 대회

9월 29일 11:00 ~ 13:00 특설무대

Sept. 29 11:00 ~ 13:00 Special Stage

관내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계발 작품 발표를 통해 
성취감을 부여하고 전통문화 행사 참여를 통한 건전한 
학교 풍토 조성 및 지역의 대표축제인 정선아리랑제 
참여와 봉사를 통한 애향심 고취

▶ 종목 : 난타, 밴드, 치어리딩, 댄스, 마술 등

Youth Art Festival

At this talent show, local students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by building a positive school 
atmosphere as students participate in traditional cultural events and build a love of their hometown 
as students volunteer at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Show content: Nanta, bands, cheerleading, dance, magic shows, etc.

청소년 예술마당

5150

9월 29일 13:30 ~ 14:30 특설무대

Sept. 29 13:30 ~ 14:30 Special Stage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우고, 지역 청소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를 교육하여 아리랑제 
무대에 선보이는 행사

Jeongseon Ahrari Dream Orchestra

Local students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confidence as they perform at the festival 
after learning about how to perform in an orchestra, which is a meaningful event for culturally 
disadvantaged teens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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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 9월 30일 아라리공원 내 운동장

Sept. 29 ~ Sept. 30  Ahrari Park field

정선교육지원청 청소년 과학체험 프로그램으로 정선아리랑제 기간에 개최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
게 전통과 현대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eongseon Science Festival for Children (8 types of activities)

This youth science experience program organized by the Office of Jeongseon Educational Support 
offers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both traditional and modern cultures for local children during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정선 과학 '싹' 큰잔치 (체험 8종)

10월 2일 10:00 ~ 13:00 특설무대

Oct. 2 10:00 ~ 13:00 Special Stage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개성있게 준비한 음악에 맞추어 
고무줄놀이를 경연 형식으로 진행

▶ 과거세대 거리 놀이문화인 고무줄놀이의 재현 및 체험
▶ 과거 놀이문화의 축제 콘텐츠를 통한 현대적 해석 및
    복고 놀이문화 부흥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3명 이상) ※연령제한 없음

The Jeongseon Residential Folk Games Festival (Elastic 
Band Game Queen Contest)

Elastic band games for Jeongseon residents while playing their own music
 ▶ Reenactment and experience of elastic band game which was the street play culture of the past 
generation
▶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past play culture through festive contents and revival of retro style 
play culture ▶ Number of contestants : 1 team from each town (3 or more persons) 
   ※ No age restrictions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고무줄 '짱' 언니 선발대회)

5352

10월 1일 10:00 ~ 13:00 마당무대

Oct. 1 10:00 ~ 13:00 Madang Stage

읍ㆍ면단위 단체 대항전으로 개성 있게 준비한 새총
으로 과녁을 맞혀 합산점수로 승부를 겨루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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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Festival (Slingshot King 
Contest)

In this folk game for local residents, contestants try to hit the bull's eye with their own slingshots 
and those with the highest scores w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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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총대왕 경연대회)

9월 30일 15:00 ~ 18:00 아리랑센터

Sept. 30 15:00 ~ 18:00 Arirang center

강릉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중적 클래식 연주회

▶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와 클래식 연주의 
    콜라보레이션

Ahrari ‘Potato’ concert

Popular classic concert with Gangneung city orchestra

▶ Collabor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ve cultural art content of the region with classical 
music performance

아라리 ‘감자’콘서트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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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10:00 ~ 18:00 마당무대

Oct. 2 10:00 ~ 18:00 Madang Stage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 (2017.01.04.)인 씨름 읍ㆍ면단위 
단체 대항전으로 두 사람이 샅바를 잡고 힘과 -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기

▶ 인원 : 읍ㆍ면별 1개팀(5명-남3, 여2) (연령제한 없음)
▶ 방법 : 5판 3선승제 
    ※ 경기순서 : 남-여-남-여-남
▶ 찬조출연 : 선무용단

Jeongseon Resident Folk Games Festival (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prize Arirang Korean Wrestling Contest)

Korean wrestling competition which i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No.131 (Jan. 4, 2017.) 
between players from town and township units. The folk game for local residents, two persons hold the 
satba (belt) of the opponent to make the person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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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est appearance: Sun Dance Group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제42회 정선아리랑제배 아리랑장사 씨름대회)

9월 30일 14:00 ~ 16:00 특설무대

Sept. 30 14:00 ~ 16:00 Special Stage

K-POP 가수, 그룹의 춤과 노래를 그대로 따라하
는 참여형 문화콘텐츠로 청소년들의 참여와 아리
랑의 어울림을 유도     

▶ 인원 : 읍ㆍ면별 1팀 (팀별 참가인원 제한없음)
▶ 찬조출연 : 실버에어로빅, 아라리무용단 

K-POP Cover Dance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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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ntestants)
▶ Guest appearance: Silver Aerobic, Ahrari Dance Group 

K-POP 커버댄스 경연대회

5554

10월 1일 15:00 ~ 19:00 마당무대

Oct. 1 15:00 ~ 19:00 Madang Stage

읍·면 단위 단체 대항전으로 윷가락을 던지고 말을 사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

▶ 인원 : 읍·면별 1개팀(5명) ※ 연령·성별 제항 없음
▶ 방법 : 선수 1인당 윷가락 1개씩 던져서 말 결정
▶ 찬조출연 : 아라리무용단

Jeongseon county folk game festival (Ahrari Yunnori)

Competition between players from town and township units. In this game each player throws Yut 
sticks, and proceeds with small tokens (mal) on the gameboard according to the score from throwing 
Yut sticks.  

▶ Number of participants: 1 team (5 persons) per town and township ※ No restrictions in age or 
gender.
▶ Method: one player throws Yut once and determines how to proceed with the small tokens (mal) 
on the gameboard.
▶ Guest appearance: Ahrari Dance Group

정선군민 민속놀이 한마당 (아라리윷놀이)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2017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ㅣ제42회 정선아리랑제 The Great Celebration of 2017 ㅣThe 42nd Jeongseon Arirang Festival

9월 30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입구 9월 30일 ~ 10월 2일 아라리정

Sept. 30 ~ Oct. 2  Ahrari Park entrance Sept. 30 ~ Oct. 2 Ahrarijeong

정선군민의 안녕과 정선군 문화예술 발전을 기원하는 
전통 장승 만들기 재현 행사

▶ 천하대장군이 아닌 아리랑 가사를 명문화하여 
    정선아리랑 홍보
▶ 축제장 입구에 설치하여 아리랑제만의 환경장식으로
    사용
▶ 개회식 : 2017. 9. 30(토) 09:00
▶ 군민안녕 장승제례 : 2017. 10. 1(일) 13:00

정선아리랑제와 연계하여 축제기간 동안 도내의 궁도인들의 화합과 경연의 장

▶ 단체전 및 남ㆍ녀 개인전(노년부, 장년부, 여자부)으로 나누어 진행
▶ 30일(단체전) : 07:00 ~ 18:00  ※개회식 : 9월 30일 11:00
▶ 1일(개인전) : 07:00 ~ 18:00
▶ 2일(개인전) : 07:00 ~ 14:30

Ahrari Jangseung Building for National Unity Gangwon-do Archery Tourn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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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stipulating lyrics instead of the Great General Under Heaven
▶ A Jangseung(totem pole) is installed at the festival entrance as a symbolic decoration
▶ Opening ceremony: Sept. 30, 2017(Sat) 09:00
▶ Jangseung festival for local residents: Oct. 1, 2017(Sun) 13:00

In order to build the unity of archery fans in Gangwon province, this contest is held in tandem 
with the Jeongseon Arirang Festival 

▶ Teams and individual player rounds for men and women (seniors, the middle-aged, women)
▶ Sept. 30 (Teams) : 07:00 ~ 18:00  ※ Opening ceremony : Sept.  30th 11:00
▶ Oct. 1 (Individuals) : 07:00 ~ 18:00
▶ Oct. 2 (Individuals) : 07:00 ~ 14:30

군민화합 아라리 장승제 강원도 남ㆍ녀 궁도대회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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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Sept. 29 ~ Oct. 2 Ahrari Park 

▶ 베트남 ‘모자’ 만들기, 인도네시아 ‘악세서리’ 만들기
▶ 다문화 전통놀이 체험
▶ 결혼 이민자들이 만든 수세미와 천연비누 판매
▶ 다문화 음식 시식 체험

Multicultural food and traditional costume experience 

▶ The making of Vietnamese hats, making Indonesian ‘accessories’ 
▶ Multi-culture traditional game experience
▶ Loofah and natural soap made by marriage immigrants are on sale
▶ Tasting f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다문화음식 및 전통의상체험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굿 무대

Sept. 29 ~ Oct. 2  Ahrari Park Gut stage

▶ 정선지방에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옛 굿을 축제장내에서 재현하여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킴
▶ 정선 칠현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굿, 산신굿 등 전통 굿을 축제성격에 맞게 쉽고 재미있는 공연
    으로 재구성

Chilhyeonje Wiryeong G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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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현제 위령굿

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공원 

Sept. 29 ~ Oct. 2 Ahrari Park 

▶ 삶의 소리인 정선아리랑 본연의 모습을 축제장
    내에 재현하여 축제의 주제를 부각시킴
▶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통
    문화축제 정체성 확보

Dancing Meongsuk Ahrari

▶ By re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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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 멍석아라리

기획행사 Planned event부대행사 및 공연 Accompanied event and perform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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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 10월 2일 아라리촌

Sept. 29 ~ Oct. 2  Ahrari Village

정선아리랑을 배우고 불러보며 흥겹게 함께 즐기는 행사

▶ 주모들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가사적 배경을 직접 체험
▶ 전산옥 주막 운영을 통해 아리랑과 토속음식을 연계
▶ 메인무대 공연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유동적으로 운영

Jeongseon Arirang Concert at the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The learning and singing event of Jeongseon Arirang for fun.

▶ Direct experience of the lyrical background of Jeongseon Arirang through barmaids.
▶ Link of Arirang and folk food by running the JeonSanOk traditional tavern
▶ Flexible operation of the bar to avoid overlapping with the main stage performance time

정선아리랑과 함께하는 전산옥 주막 한마당

9월 29일 ~ 10월 2일 축제장 입구 ~ 안내탑 앞

▶ 아리랑제 기간 중 지역민 및 관광객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 콘텐츠 제공
▶ 지역공연팀 및 동아리들의 참여로 축제 활성화
▶ 운영종목 : 거리의 악사 공연
▶ 운영 : 기간 중 소형 시스템을 통해 자유롭게 운영(동아리, 개인) 

Sept. 29 ~ Oct. 2 Festival site entrance ~ Front of guide tower 

▶ A performance of street musicians interacting with visitors offering cultural experiences wi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visitors during the Arirang Festival 
▶ More activities with local performance teams and clubs 
▶ Operating item: street musicians performances
▶ Operation: freely operated during the period by a small system(club, individual) 

Street musicians (busking)

거리의 악사 (버스킹)

9월 29일 ~ 10월 2일 축제장 입구 ~ 운동장 입구

Sept. 29 ~ Oct. 2  Festival site entrance ~ Field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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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heighten the festive atmosphere through magic, trick art, caricature, soap bubble 
performances, used book shop, and night performances, the street of culture is created at the 
festival site entrance, providing a space mixed with beautiful festival grounds and culture.

Street of Culture

문화의 거리

기획행사 Planned event 기획행사 Planne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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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20:00 ~ / 10월 1일 21:00 ~ 특설무대

Sept. 30 20:00 ~/Oct. 1 21:00 ~ Special Stage

▶ 9.30. 20:00 ~ 고려 아리랑 : 
    천산의 디바 (Sound of Nomad: Koryo Arirang, 2016. 김소영) →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오랜 문화 기관 중 하나로, 세계에서 유일한 고려인 민족극장이자, 해외에서 활약하는 
    유일한 국립고려극장이 2대에 걸쳐 배출한 두 명의 고려인 디바 ‘방 타미라’와
  ‘이함덕’의 삶을 담아 냄.  
▶ 10. 1. 21:00 ~ 아리랑 (2003. 이두용) : 
    눈물과 해학의 결정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신파, '웃음'으로 못다한 신명으로 1926년 
    나운규의 아리랑 각색하여 제작 

Screening of Movies

▶ Sept. 30. 20:00 ~ Koryo Arirang: Sound of Nomad, 2016. Kim So-young) → This movie tells 
the story of the lives of two divas from the Koryo race, ‘Bang Tamira’ and ‘Lee Ham Duck.’ It 
was produced by the National Koryo theater that is one of the oldest cultural organization in 
Kazakhstan and the only ethnic theater for Koryo as well as the only theater active overseas over 
two generations.  
▶ Oct. 1. 21:00 ~ Arirang (2003. Lee Doo Yong): Definitive edition of tears and comedies. A 
melodrama that cannot be viewed without 'tears'. This movie was produced in 1926 by adapting Na 
Woon-gyu’s Arirang with the cheers that could not be filled with laughter

영화상영

기획행사 Planned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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