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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and meaning of soundscap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entirely the objectives, activities,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es and accomplishments of world soundscape project

leading by R. Murray Schafer. Therefor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concrete development

processes and practical activities of the soundscape in order to correspond to Schafer's conception of a tuning of the

world. The establishment of WSP is based on noise pollution, listening attitudes and noisy music. Schafer formulated

5 types of item as a target, and wrote down concrete activities to achieve the goals. Especially, he devised the

conceptual, educational, political and social strategies as the practical strategies of WSP. It is obtained various products

by the activities of WSP from the planning starting year in 1969 to the stagnation period in 1979. That is, there are the

social survey on noise-vancouver 1969, the book of noise, Okeanos, a study of community noise by-laws in canada

1972, the music of the environment, the vancouver soundscape, european sound diary, five village soundscapes,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 and so on. The research activities of WSP arouse inspiration in many people interested

in sound. Specially, it i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for their social roles in order to more actively improve

and create the quality of sound environment. Also, it shows us the directions on how to lead our furtur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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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사운드스케이프 : 세계의 조율」1)을 집필한 캐나다

의 작곡가 머레이 쉐이퍼(R. Murray Schafer)는 자신의

저서의 제목을 케플러와 동시대인 영국의 사상가 로버트

플러드(Robert Fludd)의 양우주지(兩宇宙誌) 속에 있는

세계의 조율이라는 제목의 삽화에서 따왔다. 여기에는 옛

날에는 신의 손에 의해서 조율(tuning)되고 있었던 지구

였지만, 인류의 문명이 지구의 환경문제를 초래한 현재,

우리들은 적어도 그 조율의 비결의 일부라도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을 우리들 주위의

세계속에서 소리의 조화를 추구해 가는 행위로서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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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레이 쉐이퍼 지음, 한명호·오양기 옮김(2008), 사운드스케이

프 : 세계의 조율, 도서출판 그물코. 원저는 R. Murray

Schafer(1994), The Soundscape :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 Destiny Books, Alfred

Knopf, Inc.

해야만 한다라는 그의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기 위해

서는 콘서트홀을 나와 환경에 귀를 열지 않으면 안된다

는 것이 쉐이퍼의 사운드스케이프 사상과 활동이었다.2)

이러한 조율의 비결을 찾아내고 자기 자신의 귀를 환

경에 열어가기 위한 행동으로서, 쉐이퍼는 소리환경의 조

사연구 활동을 개시했다. 그리고 조직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사연구 활동의 모체로서 구상된 것이 바로 세계 사운

드스케이프 프로젝트(World Soundscape Project; WSP)

였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만들어낸 사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현대사회에 새로운 음악활동의

틀을 모색하는 여행의 시작이었다.3)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말까지 약 10여년간 쉐이퍼에

의해서 조직되어 진행되었던 WSP의 구체적인 사운드스

케이프 연구 활동은 많은 연구성과와 작품을 이끌어내었

다. 그 결과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은 지금 뿐아니라 미

래에도 여러 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연구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태

도까지 변화시키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쉐이퍼가 중심이 되었던 세계 사운드스케이

2)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사

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42.

3)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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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우주지’의

삽화 세계의 조율(1)

프 프로젝트의 목표, 활동 및 그 역사적 전개과정들을 종

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하고 실천하였는지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쉐이퍼가 구상하는 세계의 조

율에 대응한 사운드스케이프의 구체적 전개방법과 실천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표가 있다.

2.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의 목표와 전략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용어를 제

창한 즈음, 쉐이퍼는 당시 사회전

체의 의식이 극히 낮았던 소음공

해와 인간에의 영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이 소음공해라는 특정의 문제에의

관심은 인간과 소리환경의 관계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쉐이퍼는 당

시 교편을 잡고 있던 사이먼 프레

이저 대학(SFU)의 커뮤니케이션

학부에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

젝트(WSP)를 설립하였다. 이 WSP의 모태로 쉐이퍼는

주로 1972년부터 75년에 걸쳐 소리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와 광의의 디자인활동을 대규모로 전개하였다.

WSP는 본부를 둔 밴쿠버의 사운드스케이프 조사를 시작

으로 캐나다 전역, 유럽의 각국으로 그 조사의 필드를 확

대하는 과정에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도 미묘하게 진화

하고 있었다. 이처럼 쉐이퍼를 중심으로 한 사운드스케이

프 개념형성의 배경에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특히 1960

년대 북아메리카의 자연파괴를 둘러싼 사회문제, 환경일

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소위 생태학

(ecology) 운동이나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커뮤니케

이션 이론에서 시각중심의 서양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과

그것에 따른 시청각문화 복권의 시도라는 사조가 쉐이퍼

의 사운드스케이프의 사상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

다.4)

2.1 WSP 형성의 근거

WSP의 형성은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음악 분야에 중

요한 영향을 준 몇가지 문제들의 인식과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WSP가 보여준 주요 문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소음공해, 청취태도, 그리고 시끄러운 음악이다.5)

1) 소음공해(Noise Pollution)

WSP(World Soundscape Project)의 형성에 영향을 준

근본적 이유는 소음공해의 문제였다. 소음공해 문제에 대

한 관심은 현대사회의 소리환경이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4) 鳥越けい子(1989), サウンドスケープ, 造園雜誌 52(4), pp.

338~340.

5)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8.

과 비교하면 상당히 예외적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부터 출발한다. 쉐이퍼는 현대사회의 소음공해를 규탄하

고 그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세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계속 변하고 있다. 현대인은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급

변하는 소리환경의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고 있다. 소리의

세기와 질에 있어서도 과거의 소리와는 다른 이 새로운

소리들은 보다 널리 세계 곳곳에 분별없이 번져나갈 위

험성을 많은 연구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현재 소음공해

는 세계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세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열악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곧바로 손을 쓰

지 않으면 전세계는 결국 귀머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6) 따라서 소음공해의 문제를 주시하고 대처한

다는 점은 쉐이퍼가 WSP를 형성하게 된 동기중의 하나

이다.7)

2) 청취태도(Listening Attitudes)

쉐이퍼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위험한 음향 상황을 소

음에 대한 우리의 청취태도에서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있

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미학적이고 비평적인 방법으

로 조심스럽게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청취방

법은 콘서트홀이나 청취룸 등의 제한된 공간내에서 일어

난다. 사람들은 그러한 공간의 외부소리에 특별히 주의하

는 데 익숙하지 않아 대개는 소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

다. 음악이 콘서트홀로 옮겨진 다음 음악가는 단순히 콘

서트홀 등의 내부의 소리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고 외부

의 소리와는 다르게 대했다는 점에서 쉐이퍼는 음악가들

이 산업사회에서 소음공해에 이바지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 쉐이퍼는 콘서트홀 음악의 전통에 더해서, 음악적

견지에서 소음공해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

고 있다.8)

3) 시끄러운 음악(Noisy Music)

이 문제는 음악에 대한 소음공해의 직접적 영향을 포

함하고 있다. 쉐이퍼에 의하면, 현대도시의 소음은 현재

우리의 귀의 물리적 기능을 이미 손상시키고 있고 미적

감수성을 무디게 하여 음악 그 자체의 토대를 침식시키

고 있다. 그는 최근 몇가지 음악 장르가 도시생활의 이러

한 오염된 소리환경에 의해서 특히 영향받아왔음을 지적

한다. 쉐이퍼의 소음공해에 관한 관심은 록음악(rock

band)이 현재 청취자들은 물론 록음악가 자신들의 청력

을 손상시킴으로서 소음공해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소음공해의 영향으로부

터 음악을 보호하고 어떤 종류의 음악도 소음공해에 기

여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9)

6) 한명호·오양기 옮김(2008), 사운드스케이프 : 세계의 조율, 도

서출판 그물코, p.14.

7)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p.8~9.

8) “앞의 글”, pp.9~12.

9) “앞의 글”,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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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WSP의 구상과 목표

쉐이퍼는 현대의 음악이 존재해야 하는 활동무대는 현

대사회의 오염된 음향환경임을 인식하면서, 음악가들이

그 상황을 개선하는데 참여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10)

WSP의 구상은 쉐이퍼가 활동자금을 얻기 위해 1970년

유네스코에 제출한 음향생태학(acoustic ecology)과 세계

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쉐이

퍼는 “소음공해는 현재 소음규제에 의해 대처되고 있지만

이것은 소극적인 접근방법이다. 우리는 환경음향학을 적

극적인 연구프로그램으로 하는 길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여, WSP의 주요 목표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을 공

식화하였다.11)

① 소리환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것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인 학제적 연구를 한다.

② 소리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③ 음향생태학에 있어서 학생과 현장연구자들을 교육한다.

④ 음향생태학에 있어서 일반시민을 교육한다.

⑤ 미래 연구의 안내서로서 자료를 준비해 둔다.

다음 해인 1971년 도너재단(Donner Foundation) 기금

에 제출한 기획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 활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12)

① 각종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의 종류, 그 수

나 밀도를 나타내는 소리환경의 기록

② 소리가 인간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③ 소리의 신화적, 상징적 성격의 조사연구

④ 공동체 신호음으로서 기능하는 소리의 조사연구

⑤ 사라져가는 소리의 기록 수집

⑥ 해외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관련자료를 모으기 위한

시청각 정보지의 정기적 배부

⑦ 소리환경에 관련된 라디오 프로그램 시리즈의 제작

⑧ 시민단체, 정부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소음공

해와 음향디자인에 대한 자료의 서비스

2.3 WSP의 실천 전략

WSP는 앞서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목표를 성

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고안하고 실천

하였다. 즉, 개념적, 교육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전략

이다.13)

1) 개념적 전략(Conceptual Strategy)

쉐이퍼에 의하면, 소음공해의 근본적 이유는 우리의 청

취태도로써 콘서트홀 내부의 소리는 특별히 주의시하고

콘서트홀 외부의 소리는 무시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기본

전략은 사람들이 무시하곤 했던 그런 소리에 대해서 주

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입견없이 환경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쉐이퍼는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제안하였다. 사

10) “앞의 글”, p.15.

11)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43.

12) [앞의 책], pp.43~44.

13)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16.

람들이 모든 소리환경을 거대한 오케스트라, 대우주의 음

악작품으로 간주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듣게 되고 결국

콘서트홀에서 음악을 듣곤 했던 것처럼 비평적이며 미학

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아름답

고 즐겁고 어떤 소리가 추하고 불쾌한지 인식한다. 즉 그

들은 보존되어야 할 소리와 제거되어야 할 소리들을 구

별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개인에 의한 독립적 청취활동이

출발점이자 현대도시에서 소리환경과 음악의 문제를 해

결하는 기초가 된다.14)

2) 교육적 전략(Educational Strategy)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을 제안하고 사람들에게 조심스

럽게 듣도록 권장한 후, WSP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청취

방법과 환경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해야 했다. 즉,

환경음의 청취활동을 촉진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학적 견지에서 환경음을 듣도록 하

기 위한 방법과 기술의 제공, 둘째는 사람들이 비평적이

고 미학적으로 듣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소리에 의해

발생가능한 건강의 위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중의 하나가 이어크리닝(ear

cleaning)15)으로 이것은 소리 특히 환경음에 대해서 보다

식별적으로 듣도록 귀를 훈련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프로

그램이다. 또한 사람들에게 환경음을 듣도록 돕는 방법이

소리산책(sound walk)16)으로써, 환경에 존재하는 소리 뿐

아니라 자신이 내고 있는 소리도 듣게 되는 보행자

(soundwalker)는 청중이자 작곡자이며 연주자가 된다.17)

3) 정치적 전략(Political Strategy)

앞의 두가지 전략은 한 사회의 개개의 구성원들의 인

식과 활동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에게 소리환경에 대한

진정한 차원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개념과 정보의

소개를 강조한다. 이 세 번째 전략은 제재규약에 의해 집

단적이고 후원적인 정부의 힘과 관련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WSP는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두가지 방법으로

14) “앞의 글”, pp17~19.

15) 환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더욱 식별적으로 듣게 해주는

과정. 이 용어는 쉐이퍼가 그의 책 이어크리닝(Ear

Cleaning)
(6)
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격, 코드, 멜로디 등의 확

인과 재생에 집중하는 음악교육에 있어서 귀훈련의 전통적

훈련과 대조된다.(17) 환경의 소리 모두에 귀를 열어가는 것

을 뜻하는 이어크리닝의 책은 서두부터 소음을 주제로 하며,

쉐이퍼의 관심이 단지 음악에 그치지 않고 소음도 포함한

소리환경 전체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2)

16) 사운드스케이프의 적극적인 참여형태. 비록 변화가 많지만,

소리산책의 필수적인 목적은 참가자들이 차별적으로 청취하

도록 하고, 더욱이 들었던 소리에 관해 비판적 판단을 하도

록 하여 소리환경의 균형이나 불균형에 대해서 이바지 하도

록 도우는 것이다. 또한, 청취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소리

만들기(soundmaking)는 소리산책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

목적은 환경과 관련된 소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그

환경적 컨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소리(목소리, 발자국 등)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소리산책은 지도의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데, 참가자는 길을 안내하고 음향적 관심의 특징에

주의를 끌도록 한다.(17)

17) “앞의 글”,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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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가지 전략의

상호관계(4)

접근했다. 하나는 시민운동이나 개인적 노력을 통해 그들

정부에 영향을 주도록 개개인의 정치적 의식을 끌어올리

는 간접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정치조직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 방법이다. 정치적 전략은

사운드스케이프의 실제적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것은 프로젝트가 정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이후 정부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18)

4) 사회적 전략(Social Strategy)

개념적 전략과 교육적 전략이 주로 소리환경 문제의

인식과 이해를 강화시키는 것을 다루는 반면, 정치적 전

략과 사회적 전략은 실제적으로 사운드스케이프를 변경

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적 전략은 음악가, 건축가 및 음향

학자 등에 의한 사운드스케이프의 실제적 변경을 포함하

고, 이러한 변경의 형태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며, 현대

사회의 소리환경에 있어서 기

본적 변화를 목표로 한다.19)

이들 4가지 전략은 현대의

소리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WSP에서 개발하고 사

용된 기본적 접근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전략이 서로 독립적

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관련

을 갖고 보완이 된다는 점이

다.20)

3.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의 역사적 전개과정

3.1 WSP의 연구활동

WSP는 유네스코와 캐나다 의회 등의 여러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1972년경부터 그 당시 WSP의 디렉터였던

쉐이퍼를 중심으로 4~5명의 연구원21)으로 구성되어 다양

한 활동을 전개하였다(그림3).

우선 1972년 캐나다의 전국 2만 5천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각각의 소음규제 조례에 대

한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캐나다의 지자체 소

음규제 조례의 조사22)로 엮어냈다. 이러한 개별적 테마에

기초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WSP는 주요 야외조사 현

장을 근거지인 밴쿠버를 시작으로 캐나다 및 유럽 각국

으로 확대시켜 나아갔다.23)

18) “앞의 글”, pp24~29.

19) “앞의 글”, pp.29~38.

20) “앞의 글”, pp.29~38.

21) 당시 참여한 연구원은 브루스 데이비스(Bruce Davis/1946~),

하워드 브룸필드(Howard Broomfield/1945~1987), 피터 휴스

(Peter Huse/1938~), 힐데가르드 웨스터캠프(Hildegard

Westerkamp/1946~), 베리 트루악스(Barry Truax/1947~) 등

이 있다.

22) Schafer Murray, A Survey of Community Noise By-Laws

in Canada(1972), Vancouver : By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with the support of Labatt Breweries of Canada,

1972.

23)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그림 3. WSP에 참여한 연구그룹 (SFU & Churchyard)
(5)

그 대표적인 활동은 1972년경부터 밴쿠버에서 조사를

개시하여 그 내용을 최초의 조사보고서 ‘밴쿠버 사운드스

케이프(The Vancouver Soundscape)’라고 하여 두장짜리

LP레코드로 모아 1974년에 출판하였다(그림8). 1973년에

는 캐나다 전국을 돌며 사운드스케이프를 조사하여 다음

해 그 성과를 CBC 라디오 전국 방송에서 ‘캐나다의 사운

드스케이프(Soundscapes of Canada)’라는 이름으로 방송

하였다. 또한, 1975년에는 유럽 각지에서 현지 야외조사

를 하여 그 성과를 ‘유럽의 소리일기(European Sound

Diary)’(그림11)24)와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Five

Village Soundscapes)’(그림12)25)로 정리하여 1977년에 출

판하였다. 유럽 조사여행에서 돌아온 1975년 여름, 쉐이

퍼는 SFU를 떠나 온타리오주 북부의 도시 밴크로프트

(Bancroft)의 농원으로 옮겨 거기에서 반자급자족의 생활

을 시작하였다. 그 이후 쉐이퍼는 WSP의 활동에 출판디

렉터로 참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트루악스(Barry

Truax)가 연구디렉터로서 WSP를 이어받았다. 그후에도

캐나다 국내에서 보다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캐나다 의회로부터 경제적 원조가 중지되어 다른 연구원

들도 결국 각자 다른 일을 찾아 SFU를 떠나갔다. SFU에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교수로 트루악스가 남아 있지만,

WSP 발족 이래 활동 전체의 성과를 용어집 형태로 1978

년 출판된 ‘음향생태학 핸드북(Handbook for Acoustic

Ecology)’(그림15)26)을 마지막으로 WSP의 조직으로서 구

체적 활동성과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3.2 WSP의 역사적 전개과정

1960년대초 캐나다 연안의 사람들은 생태학과 환경보

존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다. 환경운동의 성장을

북돋는 요소는 학제연구를 강조했던 1965년의 사이먼 프

레이저 대학(SFU)의 개교이며, 이 대학의 융통성있고 아

카데믹한 분위기는 생태의식을 증진시키는 그룹의 설립

과 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 내었다. SFU로 자리를 옮긴

쉐이퍼는 교육학부에서 음악교육을 가르쳤고, ‘이어크리

닝(Ear Cleaning)’(그림4)은 1966년 강좌에서 학생들과 함

께한 수업의 결과이다. 1969년 출판된 ‘새로운 사운드스

케이프(The New Soundscape)’(그림5)는 그 이전 수업에

서 추론된 것으로, 이들 책에서 쉐이퍼는 이미 우리 생활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44.

24) Schafer Murray ed.(1977), European Sound Diary, A.R.C.

Publication.

25) Schafer Murray ed.(1977), Five Village Soundscapes,

A.R.C. Publication.

26) Barry Truax ed.(1978),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

A.R.C.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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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리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었다.27)

1969년 가을 커뮤니케이션 100 과정(communications

100 course)에 등록한 약25명의 학생들이 지역소음의 주

제에 관해서 밴쿠버 거주자들을 인터뷰한 결과로 정리한

보고서가 ‘소음에 관한 사회조사-밴쿠버 1969(The Social

Survey on Noise-Vancouver 1969)'로 WSP의 이름하에

서 가장 빠른 기록물이다.28) 1970년 쉐이퍼는 소음에 관

한 그의 첫 번째 책인 소음의 책(The Book of Noise)을

출간하였다. 시민을 위한 그리고 학교에 적절한 소음공해

에 관한 입문서로 묘사된 이 책은 대중들이 진정한 소음

공해의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다.29)

WSP의 정규구성원에 의해서 수행된 실제적인 첫 작품

은 ‘캐나다의 지역소음조례의 조사(A Study of

Community Noise By-Laws in Canada, 1972)’로, 캐나다

지자체에서 지역소음조례에 관한 프로젝트 구성원에 의

해 수행된 조사 보고서이다. 그 이전에 WSP의 이름으로

출간된 2개의 작품이 있는데, ‘오케아노스(Okeanos)’와

‘환경음악(The Music of the Environment)’(그림6)이다.

오케아노스는 90분짜리 4채널 테이프 작품으로 밴쿠버의

CBC 라디오로 부터 위탁받아 1971년 마무리하여 다음해

3월 방송되었다. 환경음악은 1971년 쉐이퍼에 의해 쓰여

지고 1973년에 출간된 기사(article)로, 자연환경음, 음향

환경의 최근 현상 및 잠재적인 미래의 변화와 관련된 내

용을 다룬다.30)

그림 4.

이어크리닝(6)
그림 5.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7)
그림 6. 환경음악(8)

1971년 9월 28일자로 제출된 도너재단(Donner

Foundation)에 대한 제안서에서, 쉐이퍼는 앞서 언급하였

던 WSP의 프로젝트 주제를 기술하고, 더불어 이 기록에

서 프로젝트의 단계별 주제로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기초

한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단

계1은 전체 프로젝트를 위한 조사방법 해결을 위한 밴쿠

버의 소리환경의 예비연구, 단계2는 캐나다의 다른 지역

에 대한 조사의 지속과 확대, 단계3은 세계의 국가의 소

리환경 조사이다.31)

1974년 봄에 출간된 ‘밴쿠버 사운드스케이프(The

Vancouver Soundscape)’(그림7, 그림8)는 실제 도시환경

27)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p.41~42.

28) “앞의 글”, pp.45~46.

29) “앞의 글”, p.47.

30) “앞의 글”, pp.51~52, p.136.

31) “앞의 글”, p.60.

의 첫 번째 현장연구로써, 소책자와 2개의 긴 재생용 기

록물로 구성된다. 1974년 1월부터 WSP 구성원은 이전에

캐나다 사운드스케이프 여행시 수집했던 자료를 이용하

여 일련의 C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동하였다. 이 프

로그램은 ‘캐나다의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of

Canada)’(그림9, 그림10)라 불려졌고, 이 프로젝트는 단계

2로 국가적 수준의 사운드스케이프 조사였다.32)

그림 7. 밴쿠버 사운드
스케이프 (Book) 1978(11)

그림 8. 밴쿠버 사운드
스케이프 (CD) 1973(12)

그림 9. St. Peter's Anglican
church, Twillingate, NF(10)

그림 10. 브루스 데이비스가
스테레오 기기로 녹음하는

장면(1974년 6월)(10)

1975년 2월부터 6월까지 WSP는 캐나다 의회의 보조금

을 받아 유럽 몇몇 국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여행

을 한다. 그 목적은 캐나다 외부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로

부터 연구를 발전시키고 이전의 밴쿠버와 캐나다 조사결

과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계3의 국제적 수준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조사팀이

방문한 나라는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

아, 이탈리아, 프랑스 및 영국이다. 그해 6월 유럽에서

돌아온 쉐이퍼는 밴쿠버를 떠나 온타리오 밴크로프트

(Bancroft)에서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Five Village

Soundscapes)’(그림12)를 완성하였다. 쉐이퍼가 SFU를

떠난 후, 베리 트루악스(B. Truax)는 SFU의 커뮤니케이

션 학부에 머물러 WSP의 모든 공식적 실제적 임무를 수

행한다.33)

그림 11. 유럽의
소리일기(13)

그림 12. 다섯마을
사운드스케이프(14)

1975년부터 1977년의 전환기는 프로젝트의 해체과정과

WSP 작업의 마지막 완성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32) “앞의 글”, p.68.

33) “앞의 글”, pp.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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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년도 활동 출판물 / 제작물
책 테이프

관련 작품

계획 시작년도
(Planning Starting Year) 1969 WSP의 명칭&개념 소음에 관한 사회조사 1

↑
준비기

(Preparation Period)
│

1970
쉐이퍼에 의한 소음의 책
(The Book of Noise) 2

↓
공식적 시작년도

(Formal Starting Year)
1971 소리연구스튜디오에 정착 오케아노스 3

↑
실제적 전환기

(Practical Transition Period)
↓

실제적 시작년도
(Practical Starting Year)

1972 데이비스 브룸필드,
휴스의 도착

↑
│
│

캐나다 지역소음조례의 조사
(A Survey of Community Noise
By-Laws in Canada(1972) 4

절정기
(Full-Scale Operation

Period)
1973 트루악스 환경음악

(The Music of the Environment)
5

│ 캐나다 사운드스케이프 여행6

│
│
│
│
│

1974

│
│
│
│
│

밴쿠버 사운드스케이프(The
Vancouver Soundscape) 7

H.웨스터캠프에 의한
SPEC 소음핸드북
(Noise Handbook)

B.트루악스에 의한 “사운드
스케이프 연구”

│
│
↓

│
─────→

캐나다의 사운드스케이프
(Soundscape of Canada) 8

소리유산(Sound Heritage)
Vol.3, No.4

해체 시작년도
(Dissolution Starting Year) 1975 유럽현장여행

쉐이퍼가 SFU를 떠났다
───────

│

↑ │

│
전환기

(Transition Period)
│

1976
트루악스는 조사의 장이 된다

(Chemainus Study)
브룸필드가 SFU를 떠났다

│
│
│

UNESCO Courier Nov.

│ ↓

↓
침체 시작년도

(Stagnation Starting Year)
↑

1977 Chemainus연구가 지속되지
못했다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
(Five Village Soundscapes)

유럽의 소리일기
(European Sound Diary) 9

쉐이퍼에 의한 세계의 조율
(Tuning of the World)

│
│ 1978

음향생태학 핸드북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10

침체기
(Stagnation Period) 1979

│ 1980

│ 1981

↓ 1982

:

:

그림 13. WSP 활동의 연대적 차트
(4)

기간동안 구성원들은 3가지 주요 작품, 즉 ‘다섯마을의 사

운드스케이프’, ‘유럽의 소리일기’, ‘세계의 조율(The

Tuning of the World)’(그림14)34)을 출간했다. ‘다섯마을

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한권의 책과 2개의 긴 재생녹음 자

료로, 이 여행기간에 조사된 다섯 마을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유럽의 소리일기’는 방문했던 유럽의 모든 곳에서 작

성한 일기로 구성된다. 또한 ‘세계의 조율’은 쉐이퍼가 유

일한 저자로 명명된 것으로 그의 과거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개인적인 포괄적 연구결과이다.35)

34) 쉐이퍼가 1977년에 캐나다에서 WSP를 총괄하여 정리․발간

한 책이며, 1994년에 그대로 미국판으로 출간한 것이 ‘The

Soundscape : Our Sonic Environment and the Tuning of

the World’이다.

그림 14. 세계의
조율(15)

그림 15. 음향
생태학 핸드북(17)

1978년에 WSP는 마지막 작품인 ‘음향생태학 핸드북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그림15)을 출판하였는

35) “앞의 글”,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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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 1972년 이래 개발한 개념과 용어의 편집물로

구성되었다.36) 그림13은 WSP의 이러한 역사적 전개과정

을 1969년 WSP의 명칭과 개념이 성립된 계획의 시작년

도에서부터 1979년 이후 침체기에 들어서기 까지 연대별

로 정리한 것이다.37)

4.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

4.1 소음에 관한 사회조사-밴쿠버 1969 (The Social

Survey on Noise-Vancouver 1969) ; 1969

1969년 가을, 쉐이퍼는 소음공해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

면서, 수업활동으로 소음에 관한 사회조사를 조직하였다.

이때 ‘커뮤니케이션 100 코스’에 등록했던 약25명 학생들

은 지역소음이라는 주제에 관해 밴쿠버 거주자들을 면접

하는데 참여하였다. 이 사회조사의 주목적은 소음공해의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견해에 관한 통계학적 정보

를 얻는 것이었다. 현대사회에서 소음과 싸우기 위한 프

로젝트의 정치적 전략에서 처럼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

해 개개인의 정치적 의식을 끌어 올리려는 간접적 방법

이었다. 즉, 이것은 소음공해에 대한 정치적 전략과 관련

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는 오히려 그 문

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자극하는 것이었다.38)

4.2 소음의 책 (The Book of Noise) ; 1970

쉐이퍼는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소리의 측면에

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소음이 인간

에게 미치는 피해 등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내용

을 근거로 1970년에 일반시민을 위한 소음공해 입문서로

자비출판한 소책자이다.39) 이 책은 24개의 간략한 단원으

로 구성된 팜플렛으로 소음과 그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

식과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이다. 이 책이 특별히 소음에

관한 것이지만, 이 논점에 관한 프로젝트의 관심은 사운

드스케이프의 넓은 개념으로 부터 추론하고 있다는 점에

서 중요성이 있다. 사실, 이것은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사

운드스케이프의 사상을 제안한 출판물이다. 소음의 책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는 현대 소리환

경의 문제를 이해하게 하고 적절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이고, 둘째는 소음공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다. 첫 번째 주제가 현존하는 현대의 소리환경의 분석을

다룬다면, 두 번째 주제는 보다 미래 지향의 관심과 관련

되고 있다. 이 책에서 프로젝트는 3가지 전략, 즉 개념적,

교육적, 정치적 전략을 이용한다. 이 중 교육적 전략을

가장 강조한다. 이 전략은 이 책이 친숙하고 솔직한 스타

일로 과학적 정보, 일화와 같은 증거, 철학적이고 종교적

인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견해로부터 소음을 논하고 있

다.40)

36) “앞의 글”, p.83.

37)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87.

38) “앞의 글”, pp.90~92.

39)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31.

그림 16. ‘소음의 책’의 삽화(9)

4.3 오케아노스 (Okeanos) ; 1971

오케아노스는 SFU의 소리연구 스튜디오(Sonic

Research Studio)에서 쉐이퍼(Schafer), 데이비스(Davis),

포셋(Fawcett)이 작곡한 90분짜리 4채널 테이프 작품이

다. 오케아노스는 대양(oceon)이라는 그리스어로, 대양은

삶의 탄생, 에너지의 창조와 보존, 삶의 복원에 대한 불멸

의 장소로 취급된다. 이 단편은 바다의 상징주의 즉, 대

양의 감각을 청취자에게 가져오기 위해 시도하는 바다의

이미지 계통연구에 대한 소리의 탐색이다. 따라서 오케아

노스는 바다의 이미지에 기초를 둔 음악이야기/공상이다.

대양으로부터 나타나서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는 지구상

의 삶의 진화에 관한 음악이야기이며, 청취자들의 마음속

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공상인

것이다. 이것은 음악작곡의 형태로 음향생태학의 사상을

나타내므로 사회적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을 실

행하기 위해 프로젝트는 그들의 저작품의 출판 뿐아니라

예술작품과 라디오 프로그램과 같은 미디어에 대해서도

재분류하고 있다.41)

4.4 캐나다의 지역소음조례 조사 (A Study of

Community Noise By-Laws in Canada 1972) ; 1972

이것은 캐나다 시당국의 지역소음조례에 관해서 프로

젝트 구성원들에 의해 수행된 조사보고서이다. 이것은 캐

나다에서 수행된 조사로 부터 수집된 첫 번째 편찬물로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서론, 소음과 법률로

구성되는데, 서론에서는 행정권, 즉 연방, 주 및 시에서

소음저감법률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주로 소음에

의해서 야기되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영향에

대해서 다루며, 이전의 소음의 책(the book of noise)의

몇가지 주제와 겹친다. 다른 하나는 조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의 편집물이다. ‘캐나다의 지역소음조례의 조사’는 명

확히 프로젝트의 정치적 전략으로 의도된 것으로, 입법가

들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

서에 이 출판물의 복사본을 보냈다.42)

40) Torigoe Keiko(1982), "A Study of the World Soundscape
Project", Master of Fine Arts, York University, pp.93~112.

41) “앞의 글”, pp.1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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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프랑스의 어촌 레스코닐(14)

4.5 환경음악

(The Music of the Environment) ; 1973

‘환경음악’은 1971년 쉐이퍼에 의해서 쓰여지고 1973년

출판된 것으로, 세 개의 큰 장으로 나뉜다. 즉, 자연환경

음에 관해서, 소리환경에 대한 최근의 현상에 관해서, 그

리고 잠재적 미래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소음의 책’이

소음이라는 부정적인 형태의 환경음에 초점을 둔 반면,

‘환경음악’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환경음을 다룬다. 즉

다양한 자연음, 소음공해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향이 있

는 현대의 기계음, 그리고 음향디자인의 분야에 포함되는

천계(apocalyptic)의 소리 및 상상의 소리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전범위의 소리를 규정하는 것에 의해서, 쉐이퍼는

프로젝트의 사회적 전략 및 그 이론적 분야인 음향생태

학의 명확한 계획(scheme)을 설정한다.43)

4.6 밴쿠버 사운드스케이프

(The Vancouver Soundscape) ; 1974

이 작품은 도시의 소리환경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한권의 책과 두 개의 장시간 재생녹음 자료로 구성된다.

책자는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귀의 증인

(Earwitness)44)의 이야기, 간략화된 역사적 스케치, 밴쿠

버 사운드스케이프의 특징, 하이파이에서 로우파이의 사

운드스케이프45), 밴쿠버의 소음공해 문제, 음향디자인을

향하여로 구성된다. 녹음자료에는 녹음된 소리, 내레이션

(narration), 대담(conversation)으로 구성되는데, 레코드Ⅰ

이 갖가지 단편을 모은 녹음된 소리로 구성된 반면, 레코

드Ⅱ는 프로젝트 구성원들의 대담, 쉐이퍼에 의한 내레이

션 등이 조합되어 있다. ‘밴쿠버 사운드스케이프’는 현장

조사에 기초한 음향생태학의 분야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예라는 점에서 주로 사회적 전략으로 제시되며 교육적

전략도 또한 포함된다.46)

그림 17. 밴쿠버의 표식음 조사(11)

42) “앞의 글”, pp.119~135.

43) “앞의 글”, pp.136~142.

44) 귀의 증인(Earwitness) : 구두로 또는 문서체로 소리, 대개
과거의 소리를 묘사하는 작가. 귀의 증인의 이야기
(accounts) 수집은 역사적 사운드스케이프 기록의 몇 안되는
출처(source)중 하나이다.(17)

45) 하이파이(Hi-Fi)는 듣고 싶은 소리가 소음에 묻히지 않고 한
음 한음 명료하게 들리는 상태이며, 로우파이(Lo-Fi)는 소음
의 음량이 커져서 듣고자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
를 말한다.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는 하이파이와 로우파이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먼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가를 의
미하는 소리지평(acoustic horizon)의 정도가 달라진다.

46) “앞의 글”, pp.151~165.

4.7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

(Five Village Soundscapes) ; 1977

1975년 유럽 몇 개 국가 조사시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보고서이다. 조사의 목적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와 이전의 밴쿠버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WSP

의 사운드스케이프 연구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조사는 유

럽의 도시보다는 마을에 집중하여 다섯마을을 선택하였

다. 즉, 스웨덴 남부의 스크루브(Skruv), 독일 남부의 비

싱겐(Bissingen), 이탈리아 북부의 쳄브라(Cembra), 프랑

스 북서부의 레스코닐(Lesconil), 그리고 스코틀랜드 남동

부의 달라(Dollar)였다. 마을의 선택 기준은 각 마을이

3,000명 미만의 인구로 각각 하나의 사회적 활동 또는 기

관이 두드러진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기관과 사회적 생활

이 대비되는 마을을 선택하므로써 그들간의 차이가 보다

두드러지기를 기대하였다.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는

사회적 전략의 한부분이고 음향생태학에서 그 현장작업

의 마지막 공식 보고서로, 현장조사에 기초한 프로젝트의

음향생태학에 대한 가장 발전된 예이다.47)

이 책에서는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이 그곳의 소리환

경이 아니라 공동체와 소리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이 확실

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를들면, 프랑스 북서부의 레스코

닐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어촌이고 태양풍이라 알려

진 해풍-육풍의 주기에서 하루의 시간대, 기후에 따른 수

면의 상황, 바람의 강도 등 다양한 자연조건의 변화에 따

라 다르게 들리는 그 울림으로부터, 자신들의 매일의 일

인 어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후의 변화를 예지하기 위

한 유효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고 있다(그림18). 이처럼,

사운드스케이프는 조사대상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

닌 특정한 공동체 혹은 그 구성원에 의해 독자적인 지각

이나 인식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상호작용의 장으로서 인

식되게 되었다.48)

47) “앞의 글”, pp.176~201.

48) 鳥越けい子 지음, 한명호 옮김(2005), 사운드스케이프 : 그

사상과 실천, 도서출판 세진사. pp.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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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음향생태학 핸드북

(Handbook for Acoustic Ecology) ; 1978

이 책은 사운드스케이프 연구의 분야와 관련된 개념과

용어의 편집물로, 프로젝트의 개념과 해석 뿐아니라 다른

원전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포함한 인용책자로 보조하

기 위해 디자인된 것이다. ‘음향생태학 핸드북’은 사운드

스케이프 연구의 새로운 분야, 즉 음향생태학을 규정하려

는 노력의 부분인 점에서 프로젝트의 사회적 전략의 예

이다. ‘다섯마을의 사운드스케이프’가 현장조사와 자료분

석과 관련된 프로젝트 방법론의 절정의 결과인 반면, ‘음

향생태학 핸드북’은 음향생태학의 학제간 분야에서 개념

과 전문용어의 조직체라는 점에서 또다른 절정이다. 또

한, 음향생태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새로운

분야의 미래발전에 이바지할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필요하

다는 점에서 교육적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49)(그림1950))

그림 19. 성로자리 성당의 종의 가청범위(17)

5. 결 론

이 연구는 쉐이퍼가 중심이 되었던 세계 사운드스케이

프 프로젝트(WSP)의 목표, 활동 및 그 역사적 전개과정

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과 의미를 폭넓게 이해하고, WSP가 프로젝트를 어

떻게 전개하고 실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궁극

적으로 쉐이퍼가 구상하는 세계의 조율에 대응한 사운드

스케이프의 구체적 전개방법과 실천활동의 방향을 모색

하는데 목표가 있다.

WSP의 형성의 근거는 쉐이퍼가 소음공해 문제에 대처

하고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 소음공해, 청취태도, 시끄러

운 음악이라는 세가지 주요한 문제로 구성된다. 쉐이퍼는

현재의 소음규제에 의한 대처방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

다 적극적인 연구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위해서 WSP를 조

직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이들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개념적, 교

육적, 정치적, 사회적 전략을 고안․실천하였다.

쉐이퍼는 WSP의 연구결과를 책자나 방송프로그램 등

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세계

의 조율(the tuning of the world)이라는 명확하고 미래지

49) “앞의 글”, pp.202~207.

50) 음향공간(acoustic space)을 설명하기 위한 삽화. 밴쿠버의

성 로자리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범위로, 그 윤곽

(profile)은 몇 마일 떨어져 들을 수 있었던 50년 전보다 크

게 줄어들었다.(17)

향적 개념을 통하여 현대의 소리환경에 대한 해결방향을

구체화하였다. 쉐이퍼가 30년전 생각하였던 소음공해, 청취태

도, 시끄러운 음악에 근거를 둔 4가지 실천전략이 현대사회의

소리환경에 대한 해결방법을 재확인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의 소리환경의 문제를 다시 재검토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WSP의 연구와 활동은 약 10여년간 다양한 조사연구

활동의 성과를 얻었고, 그간의 성과와 내용은 소리에 관

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건축, 음악, 도시, 조경, 사회학, 환경학 등의 전문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소리환경을 개선하고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신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래의 소리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아

가야 할 것인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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