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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Rivers Meet
Artistic Director’s Note
Music is about sharing. Traditionally, Koreans have always consoled and
encouraged each other through music. Music is a wonderful tool that
brings people together. Thirty years ago I started studying Korean
traditional music, fascinated by how music brings people together. The
concept of ‘music as sharing’ is at the core of my musical vision. To me,
musical achievement is not only about becoming an accomplished
musician through discipline and training. It is also very much about
listening to others, approaching others, and accomplishing new things.
I have worked toward this musical vision over the years, but never
imagined I would fulfill it in a place called Guelph, Canada. When I was
invited to be the 2014 Improviser-in-Residence at the University of
Guelph’s International Institute of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 and
the Wilfrid Laurier University Centre for Music in the Community, I had
an intuition that the invitation would be my chance to realize a lifelong
dream. I believe that the best way of making music together with
someone is by sharing your life with that person, so the opportunity to
mingle with new friends in a new place and create something unique
with improvisational music became a rare opportunity to put this dream
into practice.

Over 12 lectures, more than 25 workshops, and 15 performances,
I shared my thoughts and approaches towards improvisational music
with the wider community. Throughout, the warm reception and
regard I was offered by the Guelph community made me feel
immensely liberated, and that freedom enabled me to immerse myself
in various musical experiments and exchanges focused on
improvisation. When Rivers Meet was the musical culmination of the
residency. When I proposed a wholly improvised performance—based
on five traditional stories narrated by a storyteller, accompanied by
20 musicians from the Guelph Symphony Orchestra, 11 members of
the Guelph Youth Jazz Ensemble, 4 professional musician‑improvisers,
and one dancer—I was terrified. I had no idea how a fully improvised
performance of this magnitude would pan out.

예술감독의 글
나에게 음악은 곧 ‘나눔’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왔다. 음악이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훌륭한 도구였던 것이다. 나는 30여년전 한국전통음악의 바로 이러한
매력에 이끌리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나눔으로써의 음악’
이라는 개념은 내 음악 활동의 핵심가치가 되었다. 나에게 음악적
성취란 위대한 수련을 통해 위대한 자아를 성취한 음악가가 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성취를 기꺼이 ‘해체’함으로써
남에서 귀 기울이고, 다가서고, 그리하여 함께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오랜 세월을 노력하고 꿈꾸어 왔지만, 이를 캐나다의
구엘프(Guelph)라는 곳에서 실현하게 될 줄은 몰랐다. 구엘프 대학교의
즉흥예술 비평학 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와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Wilfrid Laurier University)의
음악대학으로부터2014년 가을 학기 동안 진행되는 즉흥예술가 레지던시
(Improviser-in-Residence)에 초청을 받았을때 나는 바로 이러한 나의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감했다. 음악을 함께 하는 최고의
길은 삶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는 나로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면서 즉흥예술을 통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라는 것은 내가 받아본 최고의 제안이 아닐 수 없었다.
12번의 강연과 25회가 넘는 워크샵, 그리고 15번의 공연 등을 통해

즉흥예술에 대한 나의 생각들과 접근 방식을 그들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받은 환대와 배려는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었으며, 그 자유로움을 통해 그들과 다양한 실험과 교류를 할 수

Nonetheless, with musical dedication and faith in each other, we
were able to put together a beautiful performance. Ben Grossman’s
narration became the centerpiece of the improvisation, and together we
made inspired music—listening and reacting to one another with
amazing clarity. The improvised dance of Georgia Simms also lent a
mysterious harmony to the performance. Observing the musical courage
of teen jazz musicians, and witnessing the process of orchestral players
(who are not accustomed to improvisational performance) handling
improvised situations in a dramatic fashion was absolute bliss for me.
And I felt a lump in my throat when audience members spontaneously
came together and started singing improvised responses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When Rivers Meet allowed us to share our musical faith in each other,
as well as our cultural and human hopes for each other. I offer my sincere
gratitude to all my friends at Guelph and to the Musagetes Foundation,
for helping me fulfill my musical vision. I’m also deeply grateful to all
those who made the production of these bilingual CDs possible as a small
testament to the musical vision we shared, perhaps as a model for others
to dream their own dreams. I believe that music has a profound impact on
life, just as life has a profound impact on music. My life has certainly
changed thanks to this performance. How happy I am!
Dong-Won Kim
2014 Improviser-in-Residence
Professor, Wonkwang Digital University

있었다. 이러한 내 레지던시 활동의 음악적 마침표가 된 것이 바로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 공연이었다. 20명의 구엘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과 11명의 구엘프 청소년 재즈 앙상블, 4명의
전문음악가와 한 명의 춤꾼이 즉흥을 통해 어우러지는 공연을 해보자는
제안을 해놓고도 남 몰래 두려움에 떤 사람은 바로 나였다. 5개의
이야기 구연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연주하자는 계획은 있었으나 한 번도
실현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음악적 신뢰와 헌신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공연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벤 그로스만의 스토리텔링은 즉흥연주에
구심점이 되었으며, 우리는 서로 귀 기울이고 반응을 하면서 참으로
영감으로 가득찬 연주를 해내었다. 또한 조지아 심스의 춤은 몸과
음악이 반응하며 오묘한 조화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음악적 용기와 즉흥연주가 낯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즉흥적
상황에 대해 극적으로 대처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었다. 게다가 관객들까지 하나되어 함께 즉흥으로 노래를 할
때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 공연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음악적인 믿음과 문화적인 희망을 나눌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을
연출하는 영광을 부여해준 구엘프의 모든 친구들과 무사게티즈
문화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이 두 개의 언어로 된 음반을
제작하느라 애를 쓴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정을 나누고 싶다.
우리의 음악적 꿈을 공유하는 작은 서약이 된 이 음반은 아마 다른
이들에게도 그들만의 꿈을 북돋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삶이 음악에 영향을 주듯 음악도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다. 내
인생 역시 이 레지던시와 공연을 통해 달라지게 되었다. 참 기쁘다!
김동원
2014 즉흥예술가 레지던시/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Chaosmos: Remaking the World through Music
Dong-Won Kim is a remarkable musician in the landscape of Korean
traditional and neo-traditional music—an outbound traveler who at once
journeys inwards to the heart of improvised music and of the traditions
in which he is steeped. A country that bears the scars of Japanese
colonialism, war, national division, decades of Cold War authoritarianism,
and frantic economic development, millennial South Korea is anxious
about what it means to be Korean, and how to represent itself to others.
For new music that draws on traditional forms, this anxiety often results
in fetishized, even self-Orientalized sound images of Korea and East Asia.
These are the products of a long process by which traditional music and
the idea of tradition in Korea have been taxidermized and put to work on
behalf of postcolonial South Korea’s understandably fragile national
identity.
Dong-Won takes an opposite approach to Korean music, although it
is an approach that is just as attuned and addressed to the contemporary
world. He believes that the forms he has mastered—percussion band
music and dance, shamanist and Buddhist music, to name a few—are
based in a flexible responsiveness to the world in which they live. And
Dong-Won’s aesthetic principles are mysteries for exploration, like his

카오스모스: 음악으로 세상을 재구성하기
김동원 교수는 한국 전통음악 및 차세대 전통음악의 예술적 지형에서
크게 부각되는 예술인이다. 그는 밖으로는 세상을 떠돌면서도 안으로는
즉흥음악의 본질과 그를 에워싼 전통속으로 내면적인 여행을 하는
음악인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분단, 몇 십 년간 지속된 냉전,
그리고 광란의 경제 발전 등이 남긴 상처를 간직한 새천년의 대한민국은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와 한국이 외부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지에 대해 민감한 나라이다. 이러한 민감함은 전통 형식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음악을 만들 때에도 이따금 맹목적이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오리엔탈화된 한국과 동아시아적인 음악적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는 전통음악과 한국 내에서의 ‘전통’이라는 개념이 제국주의 이후
대한민국의 허약한 국가적 정체성에 의해 박제되고, 오랜 기간 동안
재생산되어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동원은 이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한국 음악에 접근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도 얼마든지 조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이다. 그는
그가 통달한 전통타악과 춤, 무속음악과 불교음악 등의 ‘형식’은
세상을 향해 유연하게 반응하는 성질에 기초한다고 믿는다. 그에게
미적 원칙이란, 그가 제시하는 ‘졸박미(拙撲美)’라는 정제되지 않음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개념만큼이나 탐험되어야 할 미스터리이다.
김동원은 연주자로서, 교육자로서, 철학자로서, 그리고 작가로서 이
탐험에 매진해왔다. 이 미스터리들은 그를 심미적으로나 혹은 말 그대로
국경선을 넘나들게 하였다. 때때로 집으로 돌아가 그가 말하는
졸박미와 한국 된장 등등을 가득 채워야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지난
이십 여년의 여행을 통해, 그는 한국전통음악과 그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음악적 언어, 그리고 특히 자유로운 즉흥 음악들간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뤄냈다. 세계적 수준의 전문 음악 공연과 교육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면서도, 김동원 교수는 누군가가 그와 협업을 하고 싶다거나
그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루고자

paradoxically raw and refined concept of “rough beauty.” Dong-Won has
undertaken these explorations as a performer, an educator, a thinker, and
a writer. Those mysteries have carried him aesthetically and literally
beyond the bounds of the nation, although he does return home
periodically to stock up on rough beauty and toenjjang (Korean soybean
paste), among other things. In several decades of travels he has
accomplished a rather seamless harmo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his own idiomatic musical languages, and other musics, in
particular freely improvised music. Coming from a background of
intensely elite and professionalized music performance and teaching,
Dong-Won is also remarkable in his dedication to, and his preference for,
working with anyone who wants to collaborate or learn from him,
regardless of how “professional” they are or want to be. He is less
interested in getting his piece of the pie than in the potential of
improvised music and movement to help people understand one another,
and to make the world a more livable place.
When Rivers Meet is a high point in that epic human effort. It finds
him in profound musical conversation with many different kinds of
performers. He guides them through an unpredictable sea of
improvisation with a practiced hand and the courage and will to
relinquish the wheel to others and to fate. The structuring of this concert
around performed stories is an elegant example of his efforts to make
improvisation accessible to those of us who otherwise might not have a
way in. He ushers us gently into his musical world. That world is a
reflection of the nature of life itself, the simultaneously structuring and
fraying world of what he likes to call Chaosmos.
Dr. Joshua D. Pilzer
Ethnomusicologist, University of Toronto

When Rivers Meet: Reflection I
The beginning of this project was a casual conversation between Ajay
Heble and me, back in October of 2011. We were chatting about the
possi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Guelph Jazz Festival and Guelph
Symphony Orchestra. Ajay then described the exciting research he and
others had been doing with the Improvisation, Community, and Social
Practice (ICASP) project on musical improvisation as a model for social

하는 전문성의 정도에 상관치 않고 놀라울 정도의 헌신과 관심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몫을 챙기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즉흥
음악과 움직임이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의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할 뿐이다.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는 이러한 서사적이고도 인간적인
노력의 정점에 있다. 이 공연을 통해 그는 여러 다른 분야의 연주자들과
음악적 대화를 나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즉흥연주의 바다에서 그는
숙련된 손과 용기로 연주자들을 인도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연주자들에게, 그리고 운명에게 맡길 뿐이다.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둘러싼 이 공연의 구조는, 그가 즉흥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즉흥음악을 접근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길을 열어주고자 펼치는 노력의 세련된 사례라고 하겠다. 그는 우리를
부드럽게 자신의 음악 세계로 인도한다. 그 세계는 삶 자체의 ‘스스로
그러함[자연성]’을 반영한다. 그가 ‘카오스모스’(CHAOSMOS: 혼란을
뜻하는 ‘카오스(CHAOS)’와 질서를 뜻하는 ‘코스모스(COSMOS)’의
합성어[번역자 주])라 부르기 좋아하는,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칠고 소란스러운 세계 말이다.
조슈아 D. 필져 박사
음악인류학자/토론토 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강들이 만날 때>: 되돌아 보기-1
이 프로젝트는 2011년 10월, 아제이 헤블레와 내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시작됐다. 우리는 구엘프 재즈 페스티벌과 구엘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때 아제이는
그가 다른 이들과 진행하고 있던 ‘즉흥음악, 공동체, 사회적 실천
(ICASP)’이라는, 즉흥음악을 사회적 변화의 모델로 사용하는 흥미로운

change, using one facilitator plus two or three musicians. I believe at that
moment, we looked at each other and thought, “Effects of improvisation
on two or three musicians … How about a whole orchestra?”
By nature, symphonic orchestras are rule-driven and happiest when
there are clearly set parameters. Although there are many classical works
(dating back to the 17th century) that call for improvisation, there were
always rhythmic and pitch-related guidelines involved. We wondered,
“What would happen if orchestral musicians were given just a textual
outline, with freedom to respond musically in any manner they wish?”
When Rivers Meet provides some tantalizing answers to this question.
Judith Yan
Artistic Director, Guelph Symphony Orchestra

When Rivers Meet: Reflection II
I feel extremely fortunate to have shared transformative, improvisational
time in the studio and on the stage with Dong-Won Kim. In both these
contexts, he invited me to question the habits and assumptions that I
hold in my body when I dance. As a modern dancer, practicing from a
tradition of American and Canadian movement philosophies, I was
humbled, challenged, and inspired by Dong-Won’s perspectives that both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한 명의 진행자와 두 세 명의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였다. 바로 그 순간,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즉흥음악이 두 세 명의 음악인에게
주는 영향이라... 그럼 오케스트라 전부가 참여하는 건 어때?”
태생적으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규칙에 따라 움직이며,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있을 때 가장 원활하게 작동한다.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즉흥연주가 가미된 여러 고전 작품들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항상 박자와 음높이 등과 관련된 지침이 첨부되어 있었다. 우리는
궁금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에게 함축적인 윤곽선만을 제시하고,
그들이 바라는 데로 자유롭게 음악적으로 반응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 공연은 이 질문에 대해
매혹적인 답을 제공한다.
주디스 얀
구엘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강들이 만날 때>: 되돌아 보기-2
김동원 교수와 함께 스튜디오와 무대에서 혁신적이고 즉흥적인 시간을
함께 한 것은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그는 내가
춤 출 때 몸으로 지니고 있었던 습관들과 전제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승되는 움직임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현대무용가로서, 나는 그 철학과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김동원 교수의 관점에 의해
도전을 받았고, 겸허해졌고, 그리고 영감을 얻었다.
한국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직접 몸의 움직임을 연구한 그는, 수많은
시적인 순간들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도록 친절히 격려해주었다. 그는
내게 “열림-닫힘”, “위-아래” 같은 단순한 대비에서 풍요로움을

complemented and opposed my own. Drawn from his deep connection to
Korean traditions and his own investigations of the body in motion, he
generously encouraged my discovery of many poetic moments.
He asked me to find richness in the simplicity of contrast—being
open or closed, up or down. To seek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something, a note or a rhythm or an instrument, by listening and
responding with honesty, and allowing stillness to be significant and
beautiful. To deepen my experience of gravity and experiment with the
feeling of vertical bouncing, existing between suspension and surrender.
To be responsible for what I am communicating and not wasting
movement, but rather giving each moment and each breath the depth of
the emotion that exists within.
I learned to quiet the internal voices of judgment and to listen to
what was being offered—the music, the silence. There is an authentic
response that is buried underneath many layers of expectation. It took my
full concentration to not just fill space with abstraction because
emptiness is uncomfortable and fullness is vulnerable. I had to let go and
realize that I did not need to perform or be consistently interesting, to
stop judging each moment for its worth as seen by someone else.
Improvising, when it is really about connecting with whom you are
creating, is not easy. But in those brief moments when it happens, it is
magic.
Georgia Simms
Dancer, Educator, Facilitator

찾아보라는 조언을 해 주기도 했다. 진솔하게 듣고 반응함으로써,
그리고 심오하고도 아름다워지기 위한 멈춤을 허락함으로써 음, 리듬,
악기 등과 같은 것들의 본질을 찾으라 했고, 수직적 출렁임이 자아내는
솟구치고 가라앉는 느낌을 이리저리 실험함으로써 중력을 더 깊게
경험하라 했으며, 움직임을 낭비하지 않되 매 순간과 매 호흡마다 내
안의 깊은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소통하려는 대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라고 하였다. 나는 내 안에 내재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고,
내게 주어지는 음악과 고요를 듣는 법을 배웠다.
여기, 여러 겹의 기대감으로 점철된, 진실된 반향이 있다. 비어있는
상태는 불편하고 꽉찬 상태는 취약하기에, 빈 공간을 추상으로만
채우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히 집중해야 했다. 보여주는 행위로써의
공연을 하거나 끊임없이 흥미로워져야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또한
타인의 시각에 비추어 낱낱의 순간을 판단하는 따위를 접는 등,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
즉흥은 쉽지 않다. 더구나 그것이 당신이 창조하려는 대상과 진실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짧은
순간들은 마치 마법과도 같다.
조지아 심스
무용가/교육자/예술활동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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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당신!

The Bell Tower
Long ago, far away, a young man journeyed by foot from his country
home to the city for work. For protection, he carried a bow. He would
walk each day, and at night he would sleep at an inn. Several days passed
in this way.
Then, one afternoon he found himself on a lonely stretch of road: neither
inns nor houses in sight. He sped up, hoping to find a room for the night.
“Gak–gak gak–gak!”
He heard two magpies shrieking. A serpent was slithering along a tree
branch toward their nest. The creature was about to eat their chicks, and
the birds could do nothing but watch.
The young man grabbed his bow and drew an arrow. With one shot
straight and true, the serpent fell dead from the tree.
Night had fallen. The young man feared he would sleep along the road,
until he saw a light twinkling in the near distance. He reached the house
and knocked on the door. A beautiful woman answered.
“I am a traveller,” he said. “Please let me sleep here tonight.”
The woman led him to a comfortable room where he fell asleep at once.
He awoke hours later unable to breathe. A large serpent was coiling
herself around his chest, squeezing tighter and tighter.

은혜를 갚은 까치
아주 오랜 옛날, 어느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먼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청년은 몸을 지키기 위해 활과 화살을 지니고
있었지요. 매일 낮에는 길을 걷고 밤에는 여인숙에서 잠을 자면서 며칠
째 여행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여인숙이나 집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외딴 곳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젊은이는 그날 밤에 머물만한 곳을 찾을 생각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깍~ 깍깍~ 깍~!”
그러다 청년은 까치 두 마리가 울부짖는 것을 들었어요. 올려다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가지 위에서 까치 둥지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지요. 그 구렁이는 금새 둥지에 있던 까치 새끼들을
잡아먹을 참이었지만, 아빠와 어미 까치는 어쩔 수가 없어 울부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얼른 화살 하나를 먹여 활시위를 당겼지요. 화살은 바로 그
구렁이를 한 방에 제대로 꿰뚫어, 나무에서 떨어져 죽게 했어요.
날이 저물자, 젊은이는 잠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길에서 밤을 지새게
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인가의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지요. 젊은이가 달려가 그 집 문을 두드리자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지나던 나그네입니다. 혹시 하룻밤 머물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청년을 따뜻한 방으로 안내를 했고, 그는 이내 잠에
빠졌지요.

“You murdered my husband,” the serpent hissed, “And now I will
kill you.”
The young man tried to bargain with her. He asked for forgiveness; she
hissed and squeezed harder.
He offered her money; she laughed and tightened her coils.
Then he confessed the truth.
“Your husband was about to kill some magpie chicks. I felt sorry for
them and acted without thinking.”
A mother herself, the serpent admired that the man had acted out of love.
She made him a deal.
“I will let you live until midnight,” she said, “after that I will not be
so kind. But if you are able to ring the bell in the tower behind this
house three times before then, I will let you go free.”
The young man stepped out the house into the darkness of night. He ran
to the bell tower only to find there were no doors, no windows, no
footholds to climb up to the bell. What was there to do?
“It is time,” said the serpent. “Prepare to die.” She flicked her long
tongue and hissed.
“Deng! Deng! Deng!”
The bell rang clearly in the darkness. The snake honoured her promise
and slithered away.
But how could the bell sound with no one to ring it, wondered the young
man.
At dawn, he walked to the bell tower. On the ground were two magpies
— the same two magpies whose chicks he had saved — wet with dew,
their wings broken, their skulls crushed from ringing the bell.
The young man held the dead magpies in his hands and cried a long time
for the kindness that they had returned.

몇 시간 후 젊은이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 잠에서 깨어보니, 큰
구렁이 한 마리가 그 청년의 가슴을 칭칭 감고 점점 점점 조이고
있었어요.
“스으~~~ 니가 내 남편을 죽였어, 스~~~” 그 구렁이가 쉭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스으~~~ 이제는 내가 너를 죽일 차례야, 스~스
~~~”
젊은이는 용서를 빌며 살아날 궁리를 했지요. 하지만 그 구렁이는 더욱
세게 조였어요.
청년은 돈을 주겠노라고도 했지만 구렁이는 코웃음을 치며 더욱 더 세게
또아리를 조였어요.
그러자 젊은이는 사실을 말했어요.
“전 당신 남편이 까치 둥지에 있던 어린 새끼들을 잡아 먹으려는
것을 보고는 그 새끼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별 생각 없이
활을 쏜 것 뿐이예요.”
그 구렁이도 자식들이 있는지라, 그 젊은이가 측은지심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 일말의 존경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음~~~ 자정까지는 너를 살려주마” 그녀가 말했어요. “자정이
지나면 넌 죽은 목숨이야. 하지만 그 전에 뒷산에 있는 종탑의
종이 세 번 울린다면 널 풀어주기로 하마, 스스~ 스~~~”
다급해진 젊은이는 집 밖으로 나가 칠흙같은 어둠을 뚫고 뒷산에 있다는
종탑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종탑에는 들어갈 문도, 창문도,
발을 딛어 올라갈 곳도, 없었지요. 도무지 종에는 다다를 수 조차 없었던
거예요.

The Answered Unanswered Question
Long ago, in an ancient city there lived a Master surrounded by devoted
and faithful disciples.
Every day he stimulated the imagination of his pupils, answering even the
trickiest questions without ever making a mistake.
One day the most capable of his students started to wonder to himself.
“Is there any question on earth that the master can’t answer?”
As he was walking around, thinking about how to trick his teacher, he
came upon a meadow full of flowers.
Suddenly, he had an idea. He caught a beautiful butterfly and trapped it.
The butterfly clung to his hand with its spindly legs and tickled him.

“스으~~~ 시간이 다되었구나” 구렁이가 말했어요. “죽을 준비나
하렴, 스스으~~~” 그녀는 긴 혀를 날름거리며 속삭였어요.
“뎅~ 뎅~ 뎅~”
어둠을 뚫고 종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낙담을
하였으면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사라졌지요.
청년은 아무도 올라갈 수 없던 종탑에서 어떻게 종소리가 날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자 젊은이는 종탑으로 가보았어요. 그 아래에는, 청년이 새끼들을
구해주었던 은혜를 갚으려고, 온 몸을 부딛혀 종소리를 내느라, 날개가
부러지고 머리가 부수어진, 까치 두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까치 두 마리를 두 손에 안아들고는, 은혜를 되갚으려던 그
까치들의 정성을 기리며, 오래 오래, 아주 오래, 눈물을 흘렸답니다.

최고의 대답
먼 옛날, 어느 오래된 도시에, 헌신적이고도 믿음이 깊은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인이 있었습니다.
이 도인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제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켰는데, 그
어떤 까다로운 질문에도 실수 없이 답을 내놓기로 유명했지요.
어느 날, 여러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 하나가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에 사부님이 답을 못하실 만한 질문은.....
없을까?”

Returning back to the city the student approached his Master and,
smiling broadly, asked,
“Tell me please, Master, is the butterfly I’m holding between my
hands alive or dead?”
He continued to hold the butterfly tightly in his closed palms, ready at
any moment either to kill it or to let it go, only to prove to the teacher
that he was wrong.
But not even glancing at the pupil, the Master replied,
“The answer is in your hands, my friend. The answer is in your
hands.”

Black Angel
The disciple of a famous Sufi was ruminating in an inn when he
overheard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sitting close to him.
Unnoticed, he continued to eavesdrop on their conversation, realizing
with horror that one of the speakers was the Angel of Death.
“I will be visiting three people in this city over the next three
weeks,” he said to his companion.
The young disciple was terrified. He tried to make himself as
inconspicuous as possible, hunching his shoulders over the table, pressing
himself against the wall, and holding his breath.
He remained unmoving in his corner as long as the Angel and his
companion remained at the inn.
Only after they left did the young man extricate himself from his hiding
place, his entire body trembling as he did so.
“What if I am one of the people whom the Angel of Death intends
to visit?” he exclaimed. “I must disappear from this city.

그 학생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한번 골려 볼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어느새 꽃들이 만발한 들판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래! 이거야!” 그 학생은 이쁜 나비를 한 마리 잡아서 양손
안에 가두었어요. 그러자 나비는 양손안에서 버둥거리며 날개와
발로 학생의 손바닥을 간지럽혔지요.
이내 모두가 머무는 곳으로 돌아와서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머금으며
선생님에게 다가서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해보시지요, 제 손안에 있는 나비가, 살았을까요?
아님, 죽었을까요?”
그 학생은 여전히 나비가 꼼짝 못하게 양 손안에 가두어 놓고 있었고,
언제라도 그 나비를 짜부러트려 죽이든지 아니면 살려서 날아가게 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스승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학생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 도인이 대답을 합니다.
“답은, 이 친구야, 바로 자네 손안에 있구먼, 그래~ 자네 두 손
말이야~”

저승사자
오래된 도시에 사는 어느 수도자의 제자는, 서역을 오가는 상인들이
머무는 숙소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우연히 어느 낯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제자는 그 두 사람이 모르게 계속 대화를 엿듣다보니, 아뿔싸! 바로 그
중 한 사람이 저승사자였습니다!

Immediately. This is the only way I will escape a possible meeting
with Death.”
He left the city at once, dashing away on a whirlwind like a fleet-footed
horse.
He galloped day and night, night and day, without regard for the
direction he travelled, never stopping for even a moment. Finally, he
found himself at the ancient walled city of ... Samarkand. Safe.
Meanwhile, the Angel of Death had made the acquaintance of the young
man’s teacher.
“Where is your disciple,” he asked.
“He’s here in the city,” answered the teacher.
“Perhaps at the inn. He spends much of his free time in
contemplation there. A very capable student he is.”
“He’s here in this city?” said the Angel with surprise. “That’s
strange, very strange ... you see, it is written on my list that I am to
meet with him in two weeks time—not here but in distant
Samarkand.”

“앞으로 3주안에... 이 도시에 사는 세 사람을... 데려갈거야...
내가...” 라며 저승사자가 동행자에게 말했어요.
그 젊은 제자는 겁에 질리고 말았지요. 그는 너무 겁에 질린 나머지,
실수로 들키기라도 할까봐, 숨쉬는 것조차 참으면서 방의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들어가며, 몸을 감추었어요.
그 저승사자와 친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방구석에서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떠나고서야 그 제자는 두려움으로 온 몸을 떨며 겨우
방구석을 벗어났지요.
“호... 혹시, 내가 저... 저승사자가 찾아갈 3사람 중의 한
사람이면 어쩌지?” 제자는 두려움에 휩쌓였어요. “도망가야돼!
이 도시를 떠나야돼! 지금! 당장! 그게 죽을 가능성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야!”
제자는 가장 빠른 말에 올라 타서는, 휘감아도는 바람 속으로
내달렸습니다.
거친 길도 아랑곳 하지 않고, 조금도 멈추거나 쉬지도 않고 낮과 밤을
내달려, 마침내 고대 도시의 성벽에 도달했어요. 바로,
사마르칸트였지요!
한편 저승사자는 그 젊은 제자의 스승과 친교를 맺게 되어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선생의 젊은 제자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승사자가
물었어요.
“아, 그 친구는 지금 이 도시에 있어요.” 스승이 대답을 했습니다.

The Father, His Son, and Their Donkey
Once upon a time, on a humid, sweltering day, in the thick of the midday
heat, a father, his son, and their donkey travelled along the dusty city
streets. While the father sat on the donkey, the son led the animal with a
bridle.
“That poor boy’s feet can hardly keep up with the donkey” said a
passerby to the father. “How lazy you are: you sit on the donkey
while your son struggles along exhausted!”
The father took this person’s words to heart. He dismounted the donkey
and told his son to take his place. And so, they continued on …
Soon, another passerby said in a loud voice,
“That boy should be ashamed, riding on the donkey like some kind
of sultan, while his poor old father runs along behind.”
These words distressed the boy, who persuaded his father to sit behind
him on the donkey. And they continued on …
“Have you every seen anything like this?” Exclaimed a woman. “The
donkey’s back is sagging, his feet are giving way, and those two
idlers sit as if they were reclining on a sofa. Such unprecedented,
monstrous cruelty! Oh poor animal!”
In disgrace, father and son both climbed off the donkey, stood beside it,
then continued wordlessly along. They hadn’t gone more than a few steps
before another passerby began to laugh loudly.
“What’s with your donkey? He doesn’t even carry one of you on
his back? It’s clear that he’s good for nothing!”
Sighing heavily, the father placed his hand on his son’s shoulder.
“Whatever we do, whatever we try, there’s always going to be
someone who doesn’t see things our way,” he said. “It seems to me
that we should decide for ourselves what to do: how to travel, and
how to live.”
And they continued on …

“아마 지금은 여행자들이 머무는 숙소에 있을 겁니다. 그 친구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수행을 하는 아주 기특한 제자이지요. 허허~”
“그... 제자가... 이 도시에 있다구요?” 저승사자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그거... 이상하네요... 참 이상해요... 안됐지만 그 친구가 제가
데려가야 할 사람들의 명단에 있네요... 근데 여기 적혀 있기로는...
제가 그 친구를 2주안에 데려가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사마르칸트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의 당나귀
옛날 옛적 어느 도시에, 아버지는 아들과 당나귀 한 마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와 먼지로 뒤덮힌 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당나귀에 올라
타고, 아들은 고삐를 부여잡고 당나귀를 끌었지요.
“저 불쌍한 어린애가 조막만 발로 당나구를 겨우 끌구 있네!”
지나던 행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애비라는 사람은
애가 힘들어하는 걸 봄서두 당나구 등짝에 앉아 게으름이나
피우고 있는겨?”
아버지는, 그말을 듣자 가슴이, 움찔했어요. 그래서 얼른 나귀 등에서
내려서는 아들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리고는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다른 행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아주 큰 목소리로 떠들기를,
“뭐여, 부끄럽지도 않혀~! 어린 아들 놈은 나구 등에 앉아서
상전처럼 거들먹거리고 있고, 저 불쌍한 늙은 애비는 뒤에서
뛰어가고 있잖녀~?”

이 말을 듣자 이번에는 아들이 속이 상해서, 아버지에게 자기랑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가자고 설득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모두 당나귀
등에 올라 타서, 다시 길을 갔습니다.
“오메, 동네 사람들~! 요딴 경우가 워디 있시유~?” 어떤
아낙네가 소리칩니다.
“세상에 저 불쌍한 당나구 등짝은 짜부러지구, 다리는
휘청거리는디, 저 무지한 인간들은 나귀 등에 올라타서 즈이 집
안방 마냥 늘어져있네, 그려~! 살다살다 세상이 요렇게 끔찍한
꼴은 처음 보겄네! 에구, 불쌍한 짐승 같으니라구, 쯧쯧!"
아버지와 아들은 너무 챙피해서, 아무 말 없이, 당나귀에서 함께
내려서서는 길 가장자리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걸음을 걷지도
못했는데, 맨 처음에 만났던 행인이 그들을 다시 보고는 큰 소리로
비웃었어요.
“으허허허~ 저 당나구는 데리고 댕기기만 허구 아무짝에도
못쓰는겨? 아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타고 가야할거 아녀?
저 당나구, 내다 버려야 되겠구먼~”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무얼 하건, 우리가 어떻게 바꿔보건,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보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뭘 할지, 어떻게 살 지, 어디로 갈 지,
우리가 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The Tapestry
There was once a woman who lived with her three sons on a hardscrabble
farm in the deep shade of a towering mountain. For their survival, the
family depended on the woman’s wondrous gift for weaving brocade. The
flowers, birds, and animals that she wove were as if living, and her
brocade was in high demand at the neighbouring market.
One day at market the woman saw an incredibly beautiful painting of a
country estate: tall stone buildings, a vegetable garden, a fish pond,
fruitful orchards; a yard filled with lowing cows, grunting pigs, and
cackling chickens; and patchwork fields that stretched into the distance.
“While I cannot afford to buy it, I can weave this lovely scene
myself,” she said.
From that day on she wove nothing but her tapestry. The family grew
poor, surviving on nothing but the money the sons raised through selling
firewood. Before long, the two eldest sons began to complain that their
mother made no money. The youngest, however, encouraged his mother’s
dream.

바람에 실려간 양탄자
한 옛날, 높다란 산자락 아래에 척박한 땅을 일구며 세 아들을 키우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의 가족은 비단을 짜는데에 탁월한 재능이 있던
그 엄마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여인이 수 놓는 꽃과 새,
그리고 짐승들은 마치 살아있는것 같았고, 그녀가 짠 비단은 근처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이었어요.
엄마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어느 농장의 정경을 사실감 넘치게
묘사한 그림을 보았어요. 거기에는 높은 건물과 채소 밭,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과 온갖 과일로 가득한 과수원, 그리고 소가 '음메~'하며
울고, 돼지가 '꿀꿀~'거리고, 닭이 '꼬꼬댁~' 하며 훼를 치는 들판의
정경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지요.
“나에게는 이것을 살 돈이 없으니, 내가 직접 이 아름다운 광경을
양탄자로 짜고 수를 놓아야겠다!”라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오직 자신의 꿈이 담긴 벽걸이용 양탄자만 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가족은 더욱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들이
땔감을 해다 팔아서 가져오는 돈으로 근근히 연명을 했지요. 오래지
않아, 첫째와 둘째 아들은 엄마가 더 이상 돈벌이를 하지 않는 것을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어린 막내 아들은 늘 엄마의 꿈을
격려하였답니다.
엄마는 양탄자를 짜고 또 짰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흘러 갔지요.
그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면 맑은 시냇물과 물고기들이 뛰노는
연못을, 그녀의 피가 헤어진 손가락 끝에서 떨어질 무렵에는 눈부신
태양과 탐스럽게 열린 사과밭을 엮어내었답니다.
3년이 지나고, 마침내, 양탄자가 완성되었어요! 엄마는 완성된 양탄자를
어두운 헛간에서 꺼내 바깥 바람을 쐬었어요.

The woman wove and wove. One year. Two years. When tears slid down
her face, she wove them into a clear stream and a fish pond. When blood
dripped from her worn fingertips, she wove it into the dazzling sun and
orchard apples.
Three years passed. At last, the tapestry was done! The woman carried it
from the dark hut into the open air.
“Oh, how beautiful!” exclaimed her sons. They all laughed joyously
to see the tapestry shimmer and gleam.
Suddenly, a great wind whisked the tapestry up into the sky and away to
the east.
Her eldest son travelled to retrieve it. At a stone house, an old crone told
him that he would find it eastward in the land of the fairies — after he
passed through a volcano, over a treacherous polar sea, and across a vast
desert.
“You will surely die,” she told him. “I will not stop you if you
choose to go, but if you decide not to, I will give you a box of gold.”
He chose the gold and scampered off to the big city.
When he did not return home, the second son set out to find the tapestry.
He too encountered the crone and, like his brother before him, dashed off
to the big city with his gold.
By and by, the youngest son followed his brothers, but unlike them, he
chose to take the perilous journey to the east.
He passed through the volcano, over the icy sea, and across the parched
desert and into the kingdom of fairies.
He followed the sound of sweet singing and girlish laughter to a great
hall. There he saw his mother’s tapestry hanging on a wall, while a group
of fairies wove away at their own copy of it. The fairies welcomed the
son.
“Please give us one more night and you can take the tapestry home
to your mother,” the fairies said. He agreed.

“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들들이 감탄했어요. 그들은 모두
양탄자가 반짝이며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웃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 양탄자를 하늘로 낚아채더니 하염없이
동쪽으로 날려버렸어요.
큰 아들이 그 양탄자를 되찾으려고 길을 나섰지요. 어느 돌로 만든 집에
다다렀을때 한 할멈이 나와서는; 화산지대를 지나고, 변덕스러운 북극의
바다를 건너고, 광활한 사막을 가로질러야만 도달할 수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요정들의 나라에 가야 그 양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 가는 길에 분명 죽게 될거야”라며 할멈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가겠다면야 말릴 수는 없지만, 만일 안가겠다면 내가 금을 한
상자 주지.” 첫째 아들은 금을 선택하고는 큰 도시를 향해
가버렸지요.
큰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둘째 아들이 양탄자를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그도 역시 할멈을 만났고, 역시나 자기 형이 그랬던 것처럼, 금을
받아들고는 큰 도시로 내달렸습니다.
이윽고, 막내 아들이 형들의 뒤를 따라 길을 떠났는데, 두 형들과는
달리, 동쪽 끝을 향한 위험한 여행을 선택했어요.
불을 뿜는 화산을 지나고,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고, 타는 듯한 사막을
가로질러, 마침내 요정들의 나라에 도착했지요.
막내 아들은 달콤한 노래소리와 소녀들의 웃음소리를 따라가다보니
거대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그는 자기 어머니의 양탄자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래에는 요정들이 모여 앉아

As he slept, one fairy, taken with the beauty of the scene, embroidered an
image of herself standing in a red dress by the red flowers.
The son woke up in the early morning hours. Fearing that the fairies
wouldn’t release the tapestry to him, he grabbed it from the table, ran
from the great hall, across the burning desert, over the frozen sea, through
the spewing volcano, all the way home.
“My son,” cried his mother when she saw him.
“The tapestry!” he shouted, handing it to her.
She unfurled it. So life-like was the image, that the scene became real: tall
stone buildings, a vegetable garden, a fish pond, fruitful orchards; a yard
filled with lowing cows, grunting pigs, and cackling chickens; patchwork
fields that stretched into the distance — and a beautiful young woman
dressed in red.
So it came to pass that the mother, her son, his new wife, and their many
children came to spend their lives on the perfect country estate.
And the two oldest sons? Having gambled their gold away, they were
reduced to begging in the city.

어머니의 양탄자를 흉내 내어가며 자신들의 양탄자를 짜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막내 아들을 보고 기쁘게 맞이했어요.
“부디 저희들에게 하룻밤만 더 시간을 주시고, 당신은 내일 이
양탄자를 어머니에게 다시 가져가시어요.” 요정이 부탁을 하자,
아들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잠이 들자, 그 양탄자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요정 하나가, 붉은
꽃들 옆에 서있는 자신의 모습을 수를 놓았어요.
막내 아들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깨었지요. 혹시나 요정들이 양탄자를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그 양탄자를 얼른 벽에서 떼어내어
움켜쥐고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얼어붙은 바다를 건너고, 불을
토해내는 화산들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아들아!” 아들을 보자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양탄자를
가져왔어요!” 아들은 소리치며 양탄자를 어머니에게 건넸지요.
어머니는 양탄자를 펼쳤어요. 그러자 거기에 담겨 있던 생생한 정경들,
높은 건물과 채소 밭, 물고기가 헤엄치는 연못과 온갖 과일로 가득한
과수원, 그리고 소가 '음메~'하며 울고, 돼지가 '꿀꿀~'거리고, 닭이 '
꼬꼬댁~' 하며 훼를 치는 들판, 여기에 붉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처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 현실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양탄자에 담겨 있던 세상들은 어머니, 막내 아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터전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냐구요? 그 아들들은 얻은 금을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는 그 도시에서 구걸을 하며 근근히 살았답니다.

About Dong-Won Kim
Percussionist, pedagogue, vocalist, composer, and improviser Dong‑Won
Kim was the 2014 Improviser-in-Residence. Dong-Won has studied
various forms of traditional music from great Korean music masters since
1984, including farmers’ drumming and dance, shamanic music, Pansori
accompaniment, and music theory. Dong-Won currently teaches music
online as a professor of Wonkwang Digital University. He has also
written several fairy tales for children and was featured in the music
documentary film Intangible Asset Number 82 (2009).

Credits
The Improviser-in-Residence Program is a collaborative partnership of
Musagetes and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 (IICSI), bringing improvising musicians into meaningful
contact with the local community.
World-renowned Korean percussionist Dong-Won Kim was the
2014 Improviser-in-Residence, and When Rivers Meet was the culmination
of four months of talking, playing, wrestling, dancing, singing, observing,
and debating about improvisation within the creative communities of
Guelph and Kitchener-Waterloo.

김동원에 대하여
타악기 연주자, 음악교육자, 보컬리스트, 작곡가이자 즉흥음악가인
김동원은 2014년 즉흥예술가 레지던시에 참가하였다. 그는 1984년부터
한국음악의 위대한 명인들로부터 마을풍물굿, 무속음악, 판소리 고법,
사물놀이, 그리고 음악이론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학습했다. 김동원은
현재 원광디지털대학교의 교수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 여러 권의
어린이 그림책도 쓴 바 있으며,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 <Intangible Asset
Number 82 (2009/한국명 ‘땡큐 마스터 킴’)>에도 출연하였다.

크레디트
이 즉흥예술가 레지던시는 무사케티즈 문화재단과 즉흥예술 비평학
국제연구소의 협력하에 즉흥음악가를 초빙하여 지역 공동체와 뜻깊은
유대를 이루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즉흥예술가 레지던시
참가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타악연주자인
김동원이었는데,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 공연은 그가

When Rivers Meet was recorded November 29, 2014 at the River Run
Centre in Guelph, Ontario and featured the Guelph Symphony Orchestra
conducted by Judith Yan; the Guelph Youth Jazz Ensemble directed by
Brent Rowan; musicians Jeff Bird, Daniel Fischlin, and Lewis Melville;
dancer Georgia Simms; and storyteller Ben Grossman.
All music and dance were improvised in the moment, except for postrecording improvised vocal work done at Silence with the voices of
Tricia Brubacher, Daniel Fischlin, Shannon Kingsbury, Dong-Won Kim,
Jane Lewis, and Tannis Slimmon (recorded and engineered by
Lewis Melville).
Dong-Won Kim and Ju-Hyung Lee performed the Korean storytelling
voiceovers (recorded in post-production by Lewis Melville for BarCode
Free Music).
This album came together through the shared work, resources, and
support of Wonkwang Digital University (Korea) in 2015; Musagete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ritical Studies in Improvisation (IICSI);
the Wilfrid Laurier University Centre for Music in the Community;
BarCode Free Music; Silence; and the Silk Road Project.

4 개월 동안 구엘프와 키처너-워털루 지역의 창발성 넘치는 구성원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이야기하기, 연주하기, 씨름하기, 춤추기, 노래부르기,
관찰하기, 그리고 토론하기 등의 총결산이라 하겠다.
<When Rivers Meet(강들이 만날 때)>는 2014년 11월 29일에
온타리오주 구엘프의 ‘리버 런 센터’에서 공연되고 녹음되었는데,
쥬디스 얀이 지휘하는 구엘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브렌트 로완이 지도한
구엘프 청소년 재즈 앙상블, 음악가들로써 제프 버드, 대니엘 퓌슬린,
그리고 루이스 멜빌이 참여했으며, 춤에 조지아 심스, 그리고 이야기
구연에 벤 그로스만이 함께 하였다.
모든 음악과 춤은 그 당시에 즉흥으로 연행되었다. 다만, 트리샤
브루바허, 대니얼 퓌슬린, 셰넌 킹스버리, 김동원, 제인 루이스, 그리고
태니스 슬리먼의 즉흥적인 노래가 루이스 멜빌(녹음 및 엔지니어링)에
의해 ‘사일런스’에서 사후녹음되었다.(이는 공연당시에 제대로 녹음
안된 것을 재현한 것임. [번역자 주])
한국어 이야기 구연은 김동원과 이주형이 사후에 추가로 녹음하였다.(
녹음은 ‘바코드 프리 뮤직’을 위해 루이스 멜빌이 진행함)
이 음반은 2015년 원광디지털대학교(대한민국)의 연구지원사업,
무사게티즈 문화재단, 즉흥예술 비평학 국제연구소(IICSI), 윌프리드
로리에 대학교의 공동체 음악센터, 바코드 프리 뮤직, 그리고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의 분담된 작업과 재원, 그리고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울러 트리샤 브루바허, 알리샤 퍼쓰-이글랜드, 다니카 에버링, 벤
하가티, 엘리자베쓰 잭슨, 섀넌 킹스버리, 캐써린 몰리나, 제인 루이스,
브렌트 로완, 레이첼 샤웁, 태니스 슬리먼, 숀 밴 슬러이, 수 스미쓰,
그리고 킴 쏜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Special thanks to Tricia Brubacher, Alissa Firth-Eagland,
Danica Evering, Ben Haggarty, Elizabeth Jackson, Shannon Kingsbury,
Catherine Molina, Jane Lewis, Brent Rowan, Rachel Shoup,
Tannis Slimmon, Shawn Van Sluys, Sue Smith, and Kim Thorne.
The stories on this recording were adapted from:
1. 	The Bell Tower: A Korean folk tale also known by the title “The
Magpie That Repaid the Young Man’s Kindness.”
2. 	The Answered Unanswered Question: A fable from the Silk Road
region.
3. 	Black Angel: An Iraqi fable also known as “Death in Samarkand” or as
“Appointment in Samarra.”
4. 	The Father, His Son, and Their Donkey: Adapted from Aesop’s Fables.
5. 	The Tapestry: A Chinese fable also known as “The Magic Brocade” and
adapted from “The Piece of Chuang Brocade,” from Taoist Tales edited
by Raymond van Over.
Stories 2, 3, and 4 were adapted from Paths of Parables composed by
Dmitri Yanov-Yanovsky for the Silk Road Ensemble and used by
permission. All stories were adapted by Kathe Gray for the concert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Dong-Won Kim.
Graphic Design Kathe Gray
Mastering  BarCode Free Music
Photos Nick Loess, Kimber Sider, and Lewis Melville
Produced by Daniel Fischlin and Lewis Melville
Recording Engineer and Sound Design Lewis Melville
Translation So-Jeong Choi
CALLIGRAPHY  Seok-Shin Park
watercolours Ju-Hyung Lee

In memoriam
Dedicated to the memory of Sparrow (Cathy Cassel) (1944–2015),
beloved musician, improviser, trickster, dreamer, teacher—
and irreplaceable lover of the many communities in which
she participated and to which she made such a huge contribution.

녹음에 실린 이야기들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
1. 	The Bell Tower(은혜를 갚은 까치) : “청년의 친절에 은혜를 갚은 까치”로
널리 알려진 한국의 전래 이야기
2.	The Answered Unanswered Question(최고의 대답) : 실크로드 지역에서
전해지는 우화
3.	Black Angel(저승사자) : “사마르칸트의 죽음”이나 “사마라에서 만날
약속”으로 널리 알려진 이라크 우화
4.	The Father, His Son, and Their Donkey(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의
당나귀) : 이솝 우화
5.	The Tapestry(바람에 실려간 양탄자) : “마술 걸린 비단”으로도 널리
알려진 중국 우화로써 레이몬드 반 오베르가 쓴 <도사들의 이야기들> 중 “
추앙의 비단 조각”에서 차용됨
2, 3, 4번 이야기들은 드미트리 야노브-야놉스키가 실크로드 앙상블을 위해서 쓴

<우화들을 따라서>라는 작품으로부터 허락하에 차용되었다. 모든 이야기는
캐씨 그레이가 공연을 위해서 각색을 하였으며, 김동원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그래픽 디자인 : 캐씨 그레이
마스터링 : 바코드 프리 뮤직
사진 : 닉 로스, 킴버 사이더, 루이스 멜빌
제작 : 대니넬 퓌슬린, 루이스 멜빌
녹음 및 음향 : 루이스 멜빌
번역 : 최소정
제자 : 박석신
수채화 : 이주형

추모의 글
이 음반은 사랑스런 음악가이자 즉흥예술가이었고 장난꾸러기 요정이자
몽상가이며 교육자였던, 또한 참여와 커다란 기여를 통해
여러 공동체들로부터 다시 없이 귀중한 사랑을 받았던,
‘스패로우’, 캐씨 캐썰(1944-2015)에게 바친다.

When Rivers Meet

Prologue  프롤로그
[ 2:48 ]

The Bell Tower  은혜

갚은 까치

[ 8:40 ]

The Answered Unanswered Question  최고의
[ 3:48 ]

Dance Interlude  즉흥춤-1
[ 6:51 ]

Black Angel  저승사자
[ 4:34 ]

The Father, His Son, and Their Donkey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들의 당나귀
[ 4:23 ]

Dance Interlude  즉흥춤-2
[ 6:49 ]

The Tapestry  바람에

실려간 양탄자

[ 12:22 ]

Epilogue  에필로그
[ 3:18 ]

대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