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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 때문에 서양작곡가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가? 

1991년 저는 오케스트라롤 위한 작품올 작곡하는 조건으로 바이에른주 문화부의 장 

학금올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작곡을 독일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음악문화 특 

한국의 음악문화를 접하는 통로로 생각하고 문화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문화부는 작곡 준비률 위해 6주간 저를 한국으로 

보냈고 저는 다시 귀국하여 “마립바， 타악기， 팀파니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물론 6주 동안에 깊은 이론적 지식을 얻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국음악 연주회의 빈번한 방문과 음악가들과의 대화는 깊은 감동적 인상올 불러 일으 

켰습니다. 

작년 (1993년)에 “마림바， 타악기， 팀파니와 오케스트라를 뷔한 협주곡”이 서울시렵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단기간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체류를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전(1991년) 한국음악과의 첫만남은 저의 창작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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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주었고 너무도 강렬한 영향올 미쳤기 때문에 저는 한국문화를 진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법올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한국학 학자나 음악학 학자로 

서가 아닌 한 작곡가로서 말입니다. 

음악학적인 탑구는 단지 사실만올 기숨할 수도 있꼈지만 작곡의 작업은 미래를 대 

다보게 됩니다. 작곡은 다른 문화들과의 생생한 접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II. 한국음악은 몇 개의 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서양 음악가에게는 하나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한국음악 

은 논리가 빈약하고 그대신 아주 성격이 뚜렷한 형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형체는 

복합적이며 전혀 분석 불가농업니다. 물론 어떻게든 분석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분석이 음악의 이해를 톱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개별적인 음이 벌써 이런 문 

제를 일으겁니다. 

많은 서구 작곡가들은 혼히 “우리는 열 두 개의 음올 갖고 있고， 아시아인은 단지 

다섯 개밖에 갖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음악이 더 진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 

의 경험으로는 한국음악은 다섯 개의 음이 아니라 수천 개의 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 

의 생각을 아놀드 쉰베르크(Arnold Schänberg)가 적절히 표현하고 있어， 여기에 인용 

할까 합니다. 

보통 표현되고 있는 것과 같은 음잭과 음높이의 차이를 저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인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이란 음색에 의해 구분되며 음높이는 음색의 여러 차원 가운데 

한차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이가 서로 다른 음색들로부터 멜로디라는 형성체， 즉 사고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 

키는 연관 관계를 맺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다른 차원의 음색으로부터 즉 

직접적으로 음색이라 불리는 것으로부터， 음높이들의 멜로디에 있었던 논리와 아주 

동둥한 일종의 논리로써 서로 연관관계를 맺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적 환상같이 보이며 아마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음색 멜 

로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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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쉰베르크(Schönberg) 의 의미에서 서양옴악과 한국옴악올 비교한다면 우리 

는 한국옴악이 서양옴악보다 훨씬 더 많온 옵들을 소유하고 있옴을 협게 확인활 수 

있좁니다. 한국옴악은 개별적 음의 전개에 훨씬 더 큰 공간을 부여합니다. 서양읍악에 

서는 무엇보다도 분석 가능한 음결합이 의미담지자인 반면에， 한국음악에서는 옴 자 

체가 의미담지자입니다. 

옴의 색깔의 흉부성이 들어 앉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옴악온 옴악적인 구조 

(건축술)를 제한합니다. 반면에 서양음악은 구조의 풍부성올 위해 음 색깔의 숫자를 

제한하고 음의 색깔은 단지 구조의 기본적 요소로 사용합니다. 

쉰베르크(Schönberg)는 이러한 서양음악의 한계률 인식하였고， 다읍 세대의 작곡가 

들이 기필코 가능한 한 풍부한 음색들올 발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쉰베르크(Schönberg) 에게 하나의 유토피아에 불파했던 것이 한국음악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아주 완전한 실제였습니다. 음높이처럼 음색에 대해서도 체계적 이론을 

수립하려는 쉰베르크(Schönberg) 의 또다른 기대는 계속해서 하나의 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곡이란 작곡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롤 전제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음색에 대한 이론없이 옴색을 작곡기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농하지 않은가 라고 

누군가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박은 교육기법적 의미에서는 타당합니다. 음 

색에 대한 이론없이는 음색의 보편적 웅용법올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론가는 작곡가를 뒤따라갑니다. 작곡가의 직관이 이론의 좁 

은 울타리를 초월할 수 없다면 작곡은 예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론적 지식 

보다도 포괄적인 것은 전통 속에 있는 경혐의 보고입니다. 예술가적 창조력의 전개를 

위해서는 생생하고도 풍부한 전통과 완전히 친숙해지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입니다. 

비인학파는 결국 음재료의 체계화를 통해서 작곡가가 쓸 수 있는 재료를 확장하려 

고 했습니다. 체계화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다리였지만 새로운 세계 자체는 아니었습 

니다. 서양음악 자체가 작곡 내용으로서의 음색올 전통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으므로 

이 세계로 가는 다리는 오성을 통해서 새로이 건설되어야 했습니다. 

서양음악도 음색을 사용하며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그것이 보다 풍요로와지고 

있지만 음색은 단지 간접적으로만 접근되고 있숨니다. 개개의 악기연주는 단잭음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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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올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음색은 오케스트라 편성과 화성 (Harmonik) 올 통해 생성 

됩니다.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특히 1950년 이후에， 한 악기의 여러 가지 옴색을 작 

곡의 옴재료로서 삼으려는 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한국악기와는 반대로 서양악기는 여러 옴색의 생산올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 

려 한 음색 또는 소수의 음색의 확실한 생산에 적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노력은 단 

지 제한적 성과밖에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작곡가들은 풍부한 전통적인 음잭올 소유하는 행운올 안고 있습니다. 쉰베르 

크(Schöenberg)가 만일 오늘날 많은 한국 작콕가들이 무엇올 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역사적인 해학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잭 멜로디에 도달하기 위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길인 고유 전통으로 향하지 않고 12음계의 고리타분한 학구주의 

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m. 산조(散調) 

산조률 알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처에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산조는 제가 보기에 멜 

로디적인 것의 최고도의 진보를 의미하며， 그것은 쉰베르크(Schöenberg) 의 음잭 멜로 

디의 의미에서 볼 때 그러합니다. 

2년 전에 저는 비올라 산조(op. 28)를 작곡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 

양악기는 여러 다양한 음잭을 생산해 낼 가농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해금， 가야금， 

아쟁， 거문고는 연주시에 끊임없이 현의 긴장도(Saitenspannung)가 변경되지만 서양 

악기에서는 동일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산조의 유일한 한 옴색을 모 

방하는 대신에， 산조 멜로디의 특징적인 긴장변화과정 (Spannungsverlauf)을 서구척 

수단올 통해 만들어 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올 위해 저는 진양조， 중모리， 엇모리， 중중모리 그리고 자진모리의 리듭과 박 

자의 륙성올 도입했습니다. 

저의 두번째 현악 4충주(op. 30)에서 저는 산조의 멜로디 언어를 화성과 대위법의 

차원과 결합시켰습니다. 

저는 원래적인 산조를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비올라 산조의 멜로디를 화성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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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위법적으로 손질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적 산조의 화성적 • 대위법적 가능 

성은 무궁무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전혀 열려진 적이 없는 하나의 미 

발견의 세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악관현악단의 가능성을 보다 찰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에 대한 

검토가 유익할 것입니다. 

N. 표기에 관한 문제률 

오선지 체계에 의한 산조 멜로디의 분석은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만족할 만한 성파 

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분석할 때에 서양음악의 오선지 체계에 따라 산조를 표기 

하면 멜로디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선지 체계는 음잭이 아니라 읍높이만 표 

현해 품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높이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라 음의 전체적 현상을 고려 

해야 합니다.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합쳐진 하나의 특성을 소유합니다. 음높이는 단지 그 

가운데 하나의 성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국적 멜로디에서는 음높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음의 전체적 특성이 중요합니다. 음의 개수는 음높이의 개수가 아니라 음 특성 

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악보 바꿔쓰기 (Transkription) 만으로는 산조 멜로디롤 비롯한 많은 다른 한국음악 

의 깊은 이해를 돕지 못하므로 음반， 바꿔 쓴 악보 그리고 셜명 동 셰 가지 요소와 더 

불어 분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옴악과 악보의 소박한 동일시는 특히 한국 

음악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유럽옴악도 악보만이 천수되는 것이 아니라 연주실습올 

통해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연주회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무엇보다도 20세기 옴악의 영역에서 예술적 분위기는 생생한 역동력 

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온 창조적 힘올 약화시킬 뿔입니다. 

한국 작곡가들온 현재 보편적으로 서구적 표기법올 쓰며 그럽으로써 옴 특성의 전 

체에 대한 이해률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까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음악적 사고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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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악적 사고를 악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작곡의 고정화에서 관 

습올 탈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올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올 예시척으로 셜명하는 녹 

옴 태이프와 함께 악보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옴높이와 같이 음색과 비브라토틀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비록 불가능하더라도 그것들은 작곡가가 제시하는 음의 예들을 

통해서 확고히 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어 교육에서 책으로 다 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카세트를 가지고 작업하 

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명한 일입니다. 다가오는 다중매체시대에 음악을 작곡파 

이론으로 고정화시키는 많은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 음악가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V. 1950년 이후 서구 아방가르드의 음악 이해 

유럽 전통에 서 있는 비인학파에 있어서 음색 멜로디논 아직 먼 유토피아에 불과했 

습니다. 1950년 이후에 아방가르드는 음을 전체로서 이해하려는 수많은 시도를 해 보 

았습니다. 이 시도들은 모두 분석적 방법을 수단으로 했습니다. 즉 읍올 측정 속에서 

쪼개고 음이 그런 조각들의 합성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는 그의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분석의 방법만올 가지고는 풀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방가르드는 

사용 가능한 음 재료들올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은 그것을 통해 

서 전혀 풍부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거는 음악이 음악을 듣는 인간과 분리되어서 발전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음악 

은 그러나 악보에 쓰여져 있는 것도， 작곡적 구조도， 음향도 아닙니다. 음악온 정신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머리와 몸 속에서 일어납니다. 

음악을 듣는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적 과 

정이 풍요롭도록 음악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풍요로운 음악을 창작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개인적인 음악 지각은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작곡 작업 

은 지각 가놓한 것을 작곡하는 연습올 통해서 지각올 중점에 둘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 지각 가능한 것이란 음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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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재료가 아니라 음 재료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귀는 청각적 신호들을 검파기처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올 해석합니다. 

들려진 것 가운데 많은 측면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되는 반면 나머지 것들은 흘려 

버리게 됩니다. 인상들이 서로 비교되고 그에 상웅하여 서로 다른 무게를 부여받게 됩 

니다. 인간의 귀가 검파기의 객관적 지각능력을 가지리라고 기대하는 제리얄리즘 

(Serialismus) 및 초기 전자음악의 영향올 받은 음악 이해는 좌절된 이데올로기업니다. 

아방가르드는 얼마나 많은 홍미로운 이념을 만들어냈는지는 몰라도， 음악을 과학적 

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는 지지받올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구 아방가르드는 또한 세계적 지도자의 지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갔던 길은 많은 가농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아방가르드의 사회적 

역할은 지금까지 지엽적인 것에 머물러 있올 뿐 아니라 50년대 이래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의미를 상실해 갔습니다. 

명료하게 제기됩니다. 서구는 음악사의 전환기에 서 있으며 아방가르드률 종결된 

역사적 시대로 간주하기 시작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아방가 

르드를 관조자의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그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올 할 수 있습니 

다. 

VI. Luigi Nono에서 귀의 예민화 

중요한 아방가르드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인 Luigi Nono는 그의 후기 작품에서 아 

방가르드의 이념적 테푸리를 파괴했습니다. 

음 재료 대신에 듣는 행위 자체를 음악의 토대로 파악하는 그의 후기의 첫 작품은 

1987년에 작곡된 현악 4중주 “단편들-고요-디오티마에게 (Fragmente-Stille-An 

Diotima)" 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작품온 고요 그리고 단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침묵의 끝에 가서 우리는 옴악이 재료나 조직화된 재료가 아니라 듣기 체험 

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요와 나즈막한 옵들 그리고 뒤앙스들에 대해 우리의 청각올 예민화하려는 Luigi 

Non。의 시도는 우리가 유럽음악에서 현재 무엇올 필요로 하는지률 아주 명료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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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금 음악적 사고의 중심에 놓여야만 합니다. 

VJI. 정악(正樂) 

쉰베르크(Schönberg) 의 음색 멜로디의 유토피아가 그러했듯이 Nono의 귀와 영혼의 

정화와 예민화를 위한 음악의 시도 역시 한국음악과 상웅됩니다. 

Nono가 극도로 조용한 음， 고요， 그리고 극미한 차이들의 변화를 통해 시도했던 것 

을 정악온 극도로 느린 탱포와 오래 지체되는 음들의 미묘한 변화로써 도달하고 있습 

니다. 

Nono의 후기 작품과 마찬가지로， 정악 또한 과격한 효과와 빠른 댐포에 익숙한 현 

대 감상자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994년에 국립국악원으로부터 위촉올 받아， 현대 작곡양식을 바탕으로 한국정악양 

식을 나타내는 작품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여창， 소금， 대금， 피리， 해금， 장고， 그리 

고 세대의 가야금올 위한 ‘청산은 내뭇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op. 33)). 주로 5음계 

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12음이 모두 사용되는 대위법과 화성법을 전통적인 정악양식안 

에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서양옴악의 기법이 신중하게 사용되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 정악의 전통척인 정신 

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올 본 작품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VJI[. 창작에 대한 전망 

소위 “현대음악” 시대의 말엽에 현대음악은 제대로 된 이름 하나 갖지 못하고 과거 

속에 파묻혀 질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있었으며 더 이상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음악을 현대의 음악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대음악”이라는 이념적인 개념 대신에 사용된 작곡 구상에 따라 청확한 표기를 

대신 붙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롤 들면 우리는 제리알려즘， 우연성， 새로운 단순성 

퉁퉁의 이륨을 부를 수 있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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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사적으로 정확한 그런 용어들이 서구에서는 점점 더 많이 사용되며 그 결과， 과 

거가 비판적으로 고찰되고 근본적인 새로운 방향이 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 양식의 시대는 음악과 음악적 진보에 대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리라는 것 

이 그간 명백해졌습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서구 아방가르드에게 음악적 진보란 잘못된 과학적 이론정 

립과 연결시켜 보다 더 큰 복합성을 지배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신낭만 

주의적 운동이 대립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독창성은 적으나 그때까지의 

발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80년대에는 비정통적인 다양한 양식들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음악 이해가 예고되었습니다. 음악에서 진보란 이제 복합성의 증 

대가 아니라 청각적 이해의 섬세화입니다. 이 새로운 단초는 서로 아주 다릉 개인적 

양식들올 결합시켜 룹니다. 그 이외에도 “미니멀 아트”와 같은 다소 오래된 그리고 

대중 음악적인 많은 양식은 이미 새로운 음악 이해의 전령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악의 완전성과 비교할 때 서구의 거의 모든 시도는 아직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법적 탁월성과 과학적 명료성을 위한 노력은 서구에서 오래왼 그리고 성공적인 

전통입니다. 단순성， 명상 그리고 분석을 초월해 있는 유연성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그런 전통 속에 서 있는 작곡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와는 달리 명상적 음악의 긴 전통을 다시 취할 수 있는 많은 아시아 국 

가의 작곡가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작곡가에게는 어설프게 이해된 낡은 12음기법을 따라가는 것보다 한국 고유의 

풍요로운 전통을 다루는 것이 더욱 확실한 결실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구의 작곡가들은 다른 문화들이 우리시대 음악에 독창적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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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Experience of Korean Music 

-Thoughts about the relevance of East-Asian tradition for 
contemporary composltion-

1. Why does a young Western composer come to Korea? 

Martin Eberlein 

Germany Composer 

Granted by the Bavarian ministry of culture and twice by Korea foundation 1 vis-

ited Korea in 1991, 1993, and 1994 to study Korean music and language and to com-

pose for Korean instruments. 1 recognized, that Korean music has some ideas common 

with contemporary Western music styles and presents masterly solutions of musical 

questions, which the A vangarde also tried to solve. 

2. How many tones has the Korean music? 

The number of tones is not identical with the number of pitches. All characteris

tics of the tone should be cons.idered to understand the melodic movement. The impor-

tance of tone colours in Korean music remembers me at Arnold Schoenbergs vision of 

melodies based rather on qualities of sound than on pitches. 

3. Sanjo 

Korean Sanjo gave me a lot of inspiration for my own compositions such as Viola 

Sanjo op. 28 and the 2nd String Quartet op. 30. 1 don’t try to imitate the unique nu-

ances of Korean instruments, but to keep alive the spirit of Korean musical ideas by 

transforming them into expressions that are natural to Western instruments. 

4. Some problems of notation 

1n Western musical notation pitches dominate other qualities of sound. Some of 

them can not be determined at all. The use of Western musical notation by Korean 

composers changes their thinking. 

There is a very regrettable loss of understanding of the countless quali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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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whích makes the tradítíonal musíc so rích. 

As long as composers identify their‘ pieces with their scores, there may be no solu

tion for this problem. In the age of multimedia music can be fixed and passed on in 

many different ways and the score should be considered as only one of them. Composi

tion should not be limmited by the possibilities of notation. 

5. The Western Avangarde’s conception of music after 1950 

There ís a strong tendency in the Western A vangarde’s conceptíon of music to 

understand the complexity of tones and musical structures as an addition of simple 

qualities, as can be seen ín serialísm. However the whole is more than its parts. In this 

sense the analytíc understandíng of musíc remains incomplete. More over what is per

ceptible as music is not the musical material itself but some meaning of it. The ear is 

not a detector, but interprets all sensations, or does not take notice of them. 

Western A vangarde’s conception of music is ideological, not scientific and it’s 

premature claims to be the single spearhead of progress in contemporary music can 

be doubted. 

6. Luigi Nono and the sensibleness of the ear 

The outstanding Avangarde composer Luigí Nono’s late works such as his string

quartet “Fragmente-Stille-An Diotima" (1 980) show a fundamental change in the 

conception of music. He is focusing on the sensibleness of the ear and almost deny’s 

the musical materíal. 

The turníng away from A vangarde dogmatícs indeed is nothing new if one con

siders popular styles such as minimal music or the backward movements of neo-ro

manticism but deep thoughts are rare in post-Avangarde music. 

The idea that music should improve the sensibleness of the ear, instead of carry

ing messages may be infamiliar to westerner, but has deep roots in Asia. 

7. Chðungak 

Korean Court music shows one way, how to open the ears instead of stuffing 

them with information. The musical material is rich and the expression is very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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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atural, embracing many different human feelings and thinkings. 

Seen in a cursory way, its very slow motion and strict metrics seem to be the op

posite of liveliness. Many tnodern Koreans, more familiar with Western pop and classi

cal music, mistake it as boring. 

But carefully listened there’s happening a lot in this music. 

The quality of sound changes from moment to moment and every tone has its 

own shade. So in fact it is very lively music. The slow motion gives enough time to 

consciously flow it’s slow and the strict metrics allows to breath the music. 

Commissioned by the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 Center 1 had the chance 

to give my own contribution to the continuation of court music tradition in contempo

rary composition. (‘Chõngsanun nae Dusio, Nogsunun Nim ui Chõngi’ (op. 33) for fe

male singer, sogum, daegum, piri, haegum, chago, and 3 kayagum) introduces coun

terpoint and harmonics based mainly on 5 tone scales, but using all 12 tones into the 

world of court song. 1 hope, the piece can show that techniques of Western composi

tion are not contradictory to the spirit of Korean court music tradition, if carefully 

used and ada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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