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작곡가워크숍” 참가자 모집
-아시안아트 앙상블(AsianArt Ensemble) & 베를린윤이상하우스-

동-서양 악기들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현대음악 작품을 창작하고픈 음악인들을 위한 국제작
곡가워크숍에 전도 유망한 작곡가들을 모집합니다. 이 워크숍은 베를린을 중심으로 국제적
으로 활동하는 아시안아트 앙상블(AsianArt Ensemble)의 동양 악기별 특징과 그 작곡법을
집중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베를린 소재 고 윤이상선생님의 자택인 윤이상하우스에서 진행됩
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2019 년 4 월 26 일까지 info@asianart-ensemble.com 으로 신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경험했듯이, 서양 악기 작곡기법을 단순히 동양악기에 적용한다
거나 그 반대의 경우 모두 만족할 만한 음의 조합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워크숍에서는
각 악기별 기원국가에서 전해오는 전통 연주 기법은 물론 그 문화적 배경까지 함께 익힘으로
써 창의적인 차원과 스케일의 작품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도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
다. 작곡가의 예술세계와 그에 적합한 악기들이 하나로 이해되면, 작곡가의 상상력과 실험적
호기심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6 월과 8 월 총 2 회가 걸쳐 진행될 이번 워크숍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동양악기로는 한국의
대금, 가야금, 장구, 중국의 입 오르간 쉥, 그리고 일본의 고토입니다.

1. 워크숍 참가 유형
1) 전문 참가자(Active Participants): 아시안아트 앙상블이 초연할 작품을 창작할 기
회를 제공받습니다. 창작곡들은 2 차 워크숍 마지막에 윤이상하우스에서 리허설
및 공연, 그리고 8 월 11 일 빌라 엘리자베스에서 연주됩니다. 신청자 중 제출된
샘플 작품들 (비디오, 오디오 샘플 등)을 중심으로 4-5 명만 선발합니다.
2) 참관 참가자(Auditing Participants): 모든 워크숍에 전문 참가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나, 창작 또는 창작곡에 대한 연주 기회는 없습니다.
2. 제 1, 2 차 워크숍 내용
1) 제 1 차 워크숍 (6 월 16-18 일): 아시안아트 앙상블의 동양 악기별 특징, 연주기법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집중 교육으로, 전문 참가자들에게 연습, 질의응답 등에 대
한 우선권이 주어지면, 2 차 워크숍까지 작품 창작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2) 제 2 차 워크숍 (8 월 8-11 일): 1 차 워크숍 이후부터 창작한 작품들 하나하나에 대
해 연주 가능성, 공명성, 표기법 등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하여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후 리허설을 거쳐 베를린 윤이상하우스와 빌라 엘리자베스에서 두 차례 콘서트
를 엽니다. 참관 참가자들은 작품 토론 워크숍, 리허설 그리고 연주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장소>
o

제 1 차 워크숍 2019 년 6 월 16-18 @ 윤이상하우스
(Sakrower Kirchweg 47, 14089 Berlin)

o

제 2 차 워크숍 2019 년 8 월 8-10 일 @ 윤이상하우스

o

최종 콘서트: 2019 년 8 월 11 일 @ 빌라 엘리자베스
(Villa Elisabeth, Inavalidenstr. 3, Berlin-Mitte)

3. 참가 자격
a. 전문 참가자: 국적과 나이에 관계없이 작곡가 및 작곡 지망생
b. 참관 참가자: 작곡가, 음악인, 음악학자 등
4. 신청 서류
a. 전문 참가자: 1-2 페이지 내외의 신청서한 (자기 소개 및 신청 동기 등), CV, 작
품 샘플들 (악보, 비디오/오디어 링크 주소)
b. 참관 참가자: 1-2 페이지 내외의 신청 서한 (이름, 나이, 전공 분야 등 명시)
5. 신청 마감일: 2019 년 4 월 26 일까지, info@asianart-ensemble.com 로 이메일
6. 참가비
a. 전문 참가자: 400 유로
b. 참관 참가자: 100 유로
7. 윤이상하우스 레지던시 (3 개월 이하): 참가자들은 제 1, 2 차 워크숍 기간 (6 월 15 일8 월 15 일)동안 윤이상하우스에서 공동생활하는 레지던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
구류, 인터넷, 공동부엌 등이 제공되며, 월 숙박료는 1 인 1 실 (월 500 유로), 2 인 1 실
(월 300 유로)입니다. 베를린 윤이상하우스는 고 윤이상 선생님이 사시던 자택으로,
윤이상평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8. 연락처: 아시안아트 앙상블(AsianArt Ensemble GbR)
info@asianart-ensemble.com
www.asianart-ensemble.com
베를린 윤이상하우스 (레지던시 관련 문의)
Isangyun.haus.berlin@gmail.com
www.facebook.com/yunh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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