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정선아리랑은?

‘평화 · 화합 · 감동의 대축제’

제43회 정선아리랑제 성황리 폐막

또 다른 설화도 있다. 아우라지 나루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마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다. '아라리' '아라리타령'이라고도 한다.

을, 즉 여랑리와 유천리의 처녀와 총각이 서로 사랑을 했다. 여랑리 처녀는

비기능요(非機能謠)에 속하지만 모찌기와 모심기, 그리고 논밭을 맬 때

날마다 싸리골 동백을 따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유천리로 건너가 정을 나

두레판의 소리로 노동요 구실도 한다.

누었다. 그러던 중 여름 장마로 홍수가 져 물을 못 건너가게 되자 총각을

♪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날 수 없게 된 처녀가 이를 원망하여 부른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만수산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이처럼 정선아리랑에는 노래 전체에 관련된 기원설화뿐만 아니라 부분적

(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이기는 해도 개별적인 노랫말에 얽힌 설화까지 있다. 이는 노래를 부르고

♪ ♪~

또 전한 사람들에 대한 자기 해설이자 노래를 부르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
이기도 하다.

정선아리랑의 기원설화는 흥미롭다.

'아라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곧 가장 늘어지게 부르는 긴 아라리, 이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무대가 된 제43회 정선아리랑제가 국

이 밖에 정선아리랑의 발자취를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박물관' 전시 이

고려 말엽 조선 창업을 반대한 고려 유신(遺臣) 72명이 송도(松都, 현 개

다 경쾌하게 부르는 자진 아라리, 앞부분을 긴 사설로 엮어나가다가 나중

내외 관광객들의 열띤 참여 속에 10월 6~9일 펼쳐졌다.

벤트와 아리랑 포럼, 아리랑 경창대회, 정선아리랑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

성) 두문동(杜門洞)에 숨어 지내다가 그중 전오륜을 비롯한 7명이 정선

에 늘어지게 부르는, 곧 아라리의 가락으로 되돌아가는 엮음아라리가 있

'우리 민족의 소리 아리랑, 남북 화합의 소리 아리랑'을 주제로 아리랑의

그램을 마련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南面 瑞雲山 居七賢洞)으로 은거지를 옮기고, 고려왕조에 대한 충절을

다. 엮음아라리는 긴 아라리에 대한 변주로 부수적인 성격을 띤다.

고향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4만여 강원 정선군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선아리랑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아리랑과 북

맹세하며 여생을 산나물을 뜯어먹고 살았다.

이 함께했다.

한 아리랑,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는 민족의 소리 아리랑이 한자리에 모여

이들은 당시 고려왕조에 대한 흠모와 두고 온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

정선아라리는 늘어지는 긴 아라리를 가리키며, 강원도 전역에서 불려온

정선아리랑을 비롯한 남한의 여러 아리랑과 북한의 서도아리랑 등 우리

과거와 현대, 미래를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선아리랑제로 발전할

움, 외롭고 고달픈 심정 등을 한시로 지어 읊었는데, 뒤에 세인(世人)들이

이 지역의 고유한 민요로 세 가지 아라리 중 가장 폭넓고 활발하게 불린

민족 누구나가 공감하는 노래인 아리랑 가락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풀이하여 부른 것이 정선아리랑의 기원이 되었다고 한다.

다. 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장단이 느린 아라리(긴 아라리)를 먼저 부른

특히 아리랑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면서 모두가 참여하고 즐

다음 빠른 가락의 엮음아라리를 부른다.

기는 축제로 치러졌다는 평을 들었다.

노랫말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연정·이별·신세한탄·시대상 또는 세태의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태풍 '콩레이' 영향에 따른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자 등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사설 중에 정선에 있는 지명이 빈번히 등

연극, 음악, 노래, 무용, 영상타악, 연희 등의 장르로 꾸며졌다.

장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노랫말의 형식은 2행 1연의 장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세계의 소리이자 한국의 소리인 정선아리랑

형식(章節形式)에 여음이 붙어 있다.

을 현대적 트렌드에 맞게 새롭게 창작한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개막공연

사설은 부르는 사람에 의하여 즉흥적으로 덧붙여질 수 있다. 가창 방식은

을 장식하며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했다.

주로 혼자 부르는 독창의 경우가 많으나, 여럿이 부를 때에는 메기고 받

또 유치원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정선군민과 공연단, 외국인

는 선후창형식(先後唱形式)으로 부르기도 한다. 곡조는 메나리토리로 가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아라리 길놀이' 퍼레이드는 즐거움과 흥겨움이 가

락이 늘어지고 애조를 띠고 있으며 비음(鼻音)이 많다.

득한 화합의 장이었다.
올해 정선아리랑제는 누구나 참여하고 어울리며 아리랑의 흥을 만끽할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자그마치 700∼800여 수나 된다고 하는데, 이

수 있는 12개 부문의 43개 행사, 55개 종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에는 다른 아리랑의 사설과 견주어 볼 때 공유(共有)하는 것이 많다.

아울러 정선아리랑의 세계화와 함께 남북한 아리랑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축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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