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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흥음악에	 있어서	 생각해볼	 만한	 점들.

-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깬다.
-	 composition	 in	 time
-	 시각적	 대상을	 추상화시켜	 표현할	 수	 있듯,	 소리	 역시	 그것이	 가
능하다.
-	 소리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구체적인	 소리의	 디테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터치가	 들어간	 악기.	 	 
- 어떻게	 다른사람과	 협주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을까? 
- 음악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반대로	 음악적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	 두	 쪽	 모두	 어떠한	 한계를	 갖는다.	 다른	 종류의	 한계일	 
뿐.
-	 협주를	 한다고	 할때	 같이 앙상블을	 이루는	 개인들이	 갖는	 책임감
이	 있다.	 자신이	 어떻게	 전체에	 기여할지/혹은	 망칠지?에	 대한	 생
각.	 

2.	 몸풀기	 게임

- 둥글게	 모여	 서서	 몸동작과	 함께	 소리를	 옆사람에게	 전달한다.	 
한가지씩	 규칙을	 더하거나	 바꾸는	 과정을	 통해	 흐름을	 이어가는	 
연습.	 
- 둥글게	 모여	 앉아,	 입으로	 스~ 소리를	 내서 그것을	 끊기지 않게	 
옆사람에게	 전달하는	 연습.	 마치	 옆사람에게	 숨소리를	 이어받듯.	 
노이즈의	 물결같은	 느낌이	 들었다.	 
-	 위	 연습을	 밀접히 모여서 한다.	 이런저런	 다른	 방법으로	 스~소
리를	 낸다.	 

3. 즉흥소리협주
: 몇가지	 규칙을	 갖고	 즉흥으로	 소리를	 내고,	 함께	 협주를	 하는	 연
습을	 하였다.	 참여자들이	 갖고	 온	 악기에는	 여러	 사물들(동전,	 철,	 
나무	 조각	 등),	 기존악기(가야금,	 바이올린),	 목소리,	 자작악기,	 랩
탑	 등이	 있었다.	 

- 각자의 악기소리로 짧은 길이의	 노트를	 연주한다.
- 각자의 악기로 중간 길이의	 노트를	 연주한다.	 



- 각각의 소리를 따로 겹치지 않게 하거나, 한꺼번에 낸다.	 
(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며 덩어리를 이루는 느낌)

-	 소리들간의 타이밍
- 다른사람에게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서 소리시간을	 점유하기도	 
한다.	 
- call and response

-	 연주자의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이	 소리를	 내는	 방법에	 드러나기
도	 한다. 다른	 사람과	 같이	 협주를	 할때,	  자신의 역할을 무엇으로	 
할지(영향을 줄지,	 서포트를	 할지, 어느	 기점에	 흐름을 바꾸는	 역
할을	 할지	 등)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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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 다이나믹과의 대조에서 드러나는 침묵.	 

1.	 첫번째	 연습
:침묵에서 가장 큰 음량의 소리로 소리가 커지는 단계를 아주 천천
히 연주해본다. (개인적으로	 이	 경험이	 좋았는데, 침묵을 물리적으
로	 의식하게	 됐고, 소리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판단하기
- 어떻게	 끝낼	 것인가.	 
- 어쿠스틱 악기는 악기와	 연주자	 사이에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접
촉/연결이 있지만, 일레트로닉스는 그렇지	 않아	 협주에	 있어서	 연
주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쉽지	 않다.
- 여러소리들이 섞여있을 때 내 소리가 들리는 것과 혼자 소리낼	 
때와는 다르다.
- 내 소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연주자들에게 영향이 끼쳐지
는 경우가 있음

2.	 두번째	 연습
:첫번째	 연습과는	 반대로	 큰소리에서 작은소리로	 변화한다.	 (차이
는?	 작은 소리에서 큰소리로 갈때 보다 큰소리에서 작은 소리로 
갈때 더	 급하게	 변했어서 중간의	 볼륨일때가	 짧았다)



작은소리 ->큰소리
낮은피치 ->높은피치
느린연주 -> 빠른 연주
(하지만	 위의	 것들이	 바뀌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빨리	 연주하면서도	 작은	 소리를	 내는	 경우)

3. 세번째	 연습
:협주를	 하면서	 중간에 브레이크(그룹 침묵)를	 갖도록	 한다.	 그	 횟
수와	 길이는	 각자가	 암묵적으로	 정한다.	 

-	 각자가	 갖는	 침묵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Q. 즉흥협연을	 하고	 나서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각
자의	 생각이나	 기억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것	 같기
도	 하다.	 녹음을	 해서	 들어보고	 회고하는건	 어떨까?	 	 
A.	 즉흥협연을	 하는동안	 그걸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면서	 연주자
들과	 같이	 회고를	 하면, 당시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했던	 소리를	 캐
치할때가	 있다.	 못들었던 것을 다시 발견해서 태크닉적으로 발전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즉흥음악은 경험으로서의 체득
이 중요함...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는	 요소들이	 많다.	 

Q.	 악기	 특성의	 한계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작다.	 이런	 경우	 볼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A.	 가장 작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가장 큰 침묵을 만들어 낸다. 작
은 소리지만 시각적으로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행위도	 있을	 수	 있
다(예를	 들어	 활을	 휘두르는	 경우?) 좁은공간과 큰 공간에서 할수 
있는 게 다를수 있다.

Q.	 앰프와	 스피커를	 어쿠스틱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
A.	 앰프/스피커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앰프를	 
연주자	 바로	 옆에	 두거나,	 두개의	 스피커를	 마주보게	 하여	 위치를	 
바꿈에	 따른	 위상차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뮤지션들이	 있다	 
(matija씨가	 상세한	 메일을	 보내줌.	 비엔나는	 즉흥음악의	 씬이	 큰
가봅니다.)
thomas grill http://grrrr.org/
attila faravelli http://attilafaravelli.tumblr.com/
klaus filip(사인파연주) http://jokebux.klingt.org
(개인적으로	 dawn scarfe씨의	 이	 작업도	 참고할	 만 할	 것	 같아요.
http://www.dawnscarfe.co.uk/project_tuning

http://attilafaravelli.tumblr.com/


-	 잘못되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호
기심으로	 전화하는	 것.	 

-	 본인은	 연주자로서	 연주할	 때	 악기의 성격, 연주자의 성격, 공간
의 성격, 관객에	 대해	 고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