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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림의 소리 치유의 노래 아리랑을 조명한다”
아리랑박물관, 오는 19일 제3차 아리랑 학술대회 개최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주년을 기념하여 아리랑박물관 관장 진
용선 은 오는

일에 정선군 파크로쉬에서 아리랑 풀림의 소리 치유의 노래

라는 주제로 제 회 아리랑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

과 슬픔의 노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치유

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가 되었던 아리랑을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해
보는 행사이다 국내외에서 아리랑에 관한 학술대회가 여러 차례 열렸으나 음
악치유 의 관점에서 아리랑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부산외국어대 박경수 교수를 비롯해 김승희 서강대 명예
교수 김영신 숙명여대 교수 유인순 강원대 명예교수 장정룡 강릉원주대 교수
황은영 숙명여대 교수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장 정한기 전주교육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명과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선 군민 학계와 전문가 등
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경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아리랑 풀림의 소리 치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학자들은 아리랑 치유의 노래

에 대한

아리랑 소통의 언어

등의 분야로 나뉘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인다
김승희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아리랑의 정신분석 우울증의 노래인가 치유
의 노래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상실과 상실의 트라우마에 맞선 치유
의 노래 아리랑에 대해 발표한다
김영신 숙명여대 교수는 아리랑과 음악 치유 를 주제로 아리랑을 음악 치
유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유인순 강원대 명예교수는 위안과 소통을 위한 노래 의 제목의 논문을 통
해 김유정 문학 속 아리랑의 의미에 대하여 발표한다
논문 발표에 이어 강릉원주대학교 장정룡 교수의 사회로 황은영 숙명여대
교수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장 정한기 전주교육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벌
이게 된다
또 이번 학술대회의 축하공연으로는 김남기 정선아리랑 예능보유자의 정선
아리랑과 박소연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리랑 연주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아리랑박물관 진용선 관장은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아리랑에 깃든 치유와 희망
이라는 가치가 한층 드러날 수 있기 바라며, 많은 이들이 정신적 위안과 평온함, 생
기를 불어 넣어 주는 신기한 힘을 아리랑에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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