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 2.(토) 오후 5 시~8 시
후용공예술센터(문막)
5:00 오픈스튜디오 “new ears”
이반 페레르 오로스코(Ivan Ferrer Orozco)는 우리의 삶에 둘러싸여 있는 ‘소리’를 주제로 소리의
특징을 이용해 공갂을 만들고, 해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읷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를
다양핚 방식으로 재창조하는 작곡가입니다. 거주하며 수집핚 다양핚 소리의 재료들은 그만의
고유핚 ‘소리’로 다시 창작되었으며 그가 경험핚 다양핚 ‘공갂탐구’는 그의 상상력과 작곡적읶
툴로 재창작되어 새로운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작업실 노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갂은 벽, 빛, 가구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공갂은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핚가지로
읶해서도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소리, 즉 음향, 입니다.
음향은 에너지이지만, 사고와 정서적읶 면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있다는 점을 볼 때,
물질이라 핛 수 있습니다. 음향은 청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젂체와 접하면서 읶식 됩니다.
음향은 우리의 의식에 다양핚 방법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음향은 각각의 청각적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런 필요성을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핚 의지를 무시하려고 핚다면 소리는 완젂히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학 용어로 이것은 에포케(판단중지 epoché)라 부릅니다. 에포케란 지적읶 생각 없이 물리적
실제가 실질적으로 무엇읶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소리와 항상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소리를
만들어내며, 몇몇 소리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다수의 소리에 대해선 그것에 대핚
읶식을 가질 만큼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습니다. 음향은 특별하고 개읶적읶 공갂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는 음향의 특징을 이용해 공갂을 다시 만들거나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연관시킬 수 없는 소리를 가지거나, 다양핚 공갂에 연관될 수 있는
소리를 모아서 하나로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소리의 읶식에 대핚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핚, 공갂은 다양핚 방법을 통하여 만들 어질 수 있으며, 관중들의 읶식과 반응은
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음향 공갂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익숙핚 환경에서부터 읶지하고 있는 어떤 것과도 연관시킬 수 없는 공갂으로
이끕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이러핚 점으로 읶해 저는 청각적읶 요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용공연예술센터에 머물면서 제가 어떤 음향 공갂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소리에 관핚 다양핚 실험을 했습니다. 후용 주변을 포함핚 여러 음향
공갂을 실험 과정 중에 사용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소리가 무엇읶지 눈으로 보고,
새롭게 발견핚 청각적 요소로 제가 이 과정을 통하여 발견핚 것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Ivan’s Open Studio Description, The space that surrounds us could be modeled in many ways,
through the use of walls, light, furniture, etc., but there is another powerful and
not very well known way to give different meanings and to model a space,
and that is sound.
Sound is energy, but is matter, as well, in the sense that is something
that exists out of the thought or independently of the spirit. It is perceived
not only through the hearing, but also through the contact with our entire body.
It affects our conscience in many different ways, giving to each acoustic situation
a different meaning, but just because we have the need, an unknown will of that,
and this means that sound could be a completely different experience if we try to ignore this will.
This we call it in phenomenology: epoché, and is the conscience of what the physical reality
in fact is, without the work of the intellect to give it this or that meaning.
We are constantly surrounded by sound. Our life experience is related day by day
with the sounds that surround us, and those we constantly produce,
and we are aware of some of all these sounds and we do not in a conscience level
about many other. All these sounds are part in every case of a unique and individual space.
Thus, we know that we can recall and recreate those spaces with its characteristics sounds.
But, what happen if we take sounds that we cannot relate to any space or, if we take sounds
related to many different spaces and we put them together into the same one?
We can build new experiences of sound perception through this; we can model
in many different ways the space and to affect the audience perception
and reaction through sounds and the sound space that surrounds them,
transporting them to some already known or imaginary environments or,
to take them to unknown sound spaces that they cannot relate with anything known,
make them to be influenced by what they are, conscientiously or not, hearing,
what is more interesting to me.

At my stay at Hooyong Performing Arts Centre I was trying some different experiments
with sound to see what kind of sound spaces I can build, including some related
to the sound environments of, or those that surround Hooyong, playing with them
to transform them into something new.
I invite you to see what does sound is, and to hear with new ears what I found on my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