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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clear-cut concept and meaning of soundscape design 
through an inquiry into the various literatures on the ideologies, features and domains of soundscape 
design. Soundscape enables us to design various relationship through a sound in that it is important 
for interaction, namely the relations with sound, environment and people in a region. Soundscape de-
sign is an endogenous design which is participated in a large number of people of the region, and it 
contains various activities such as research study, environmental preservation, creation of sound envi-
ronment and sound education.

1) 1. 서  론

사운드스케이프는 시각적인 경관(landscape)에 대

해서 청각적 경관 혹은 소리의 풍경을 의미한다. 이

것은 시각의 그늘로 인하여 일상적으로 무의식화된 

우리들의 환경에의 청각적 사고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청각을 단면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는 우리들의 오감, 전신의 감각을 통하여 환경을 파

악하도록 하는 사고이다(1).

우리들은 환경을 향한 청각적 접근을 통해 지금까

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환경의 소프트(soft)한 부분, 

생생한 활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

람은 누구나 좋든 싫든 결과적으로 환경 형성에 관

여하고 있다’고 하는 환경의 실태 그 자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높은 공공성을 갖는 소리환경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활동은 단순한 소리의 연출이나 

소리만들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며, 그 공간의 물리

적 구조나 생활실태, 사회시스템의 디자인을 포함한 

현장의 종합적인 환경조건, 사회문화적 조건을 충분

히 고려해 넣은 넓은 지평속에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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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그 풍경에 어울리는 소

리환경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소리를 부가

하거나 하지 않거나 혹은 규제하는 것은 수법의 문

제일 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상이다. 그럼

에도, 실제로 깨끗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단지 소리만을 부가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거나 사회

적으로도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여 전문 분야

별로 각자의 구미에 따라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3). 또,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인식

의 주체, 즉 환경에 사는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에도 사운드스케이프 디

자인의 수법은 아직도 모색의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어 심지어 환경음악을 흘려보내어 공간의 분위

기를 코디넷하는 것을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 

부르는 예도 있고(4), 음향학 및 소음제어공학의 국제

회의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세션에서 발표되는 논문도 

셰이퍼(R.M.Schafer)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 충분

히 파악되지 못하여 사운드스케이프는 좋은 소리라

는 전제가 되거나 단순히 여러 종류의 소음이 존재

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5).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사운드스케이프의 이

념과 사상에 기초한 디자인 활동이라는 사운드스케

이프 디자인의 사상, 특징, 그리고 사운드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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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활동영역과 사례 등을 여러 관련 문헌의 

고찰을 통하여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개념과 의

미를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현대사회에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

2.1 계획 제영역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역할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법은 우리들의 생활과 활

동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관련하고 있다. 그중에

서도 현대사회에서 도시를 둘러싼 각종 계획론의 영

역에는 그림1과 같이 몇가지 레벨로 사운드스케이프

의 사고방법이 도입되어 다양한 형태로 배려될 가능

성 혹은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6).

Figure 1 Related domains of soundscape concept

2.2 학제영역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고방법은 이러한 상황

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도시계획이나 보다 광범위한 

환경의 관리․계획의 영역으로 청각적 발상을 끌어들

이면서, 사운드스케이프(소리풍경)라는 관점에서 지

역 본래의 환경이나 풍경을 수복, 보전 혹은 계획하

는 것이다. 종래의 사운드 디자인이 소리의 전문가

에 의한 소리의 디자인인 것에 대해서, 사운드스케

이프 디자인은 소리의 전문가에 그치지 않고 도시계

획가나 행정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사운

드스케이프라는 사고방법을 획득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활동속에 청각적 사고를 도입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종종 오해

되듯이 특정의 환경속에 새로운 소리, 쾌적한 소리/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소리만들기, 사물

만들기라는 협의의 디자인 레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의의 디자인, 구체적인 개개

의 디자인 활동의 배경에 위치해야 하는 하나의 이

념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방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

인은 이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소리를 둘러싼 

조사연구활동, 교육활동 등도 포함한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구성되는 하나의 학제영역을 나타낸다(6).

3.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7)

3.1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사상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이 필

요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자연과 도시환경에 

관한 현재의 보전이나 계획론에서 소리환경에 대한 

배려의 결여에 있다. 소리나 향기는 항상 우리들의 

눈으로 보는 풍경의 체험에 따라 거기에 풍부한 맛

과 음영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해안의 풍경은 파도소

리와 바다의 향기, 바람의 감촉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다. 심산유곡은 산의 울림과 그 냉기, 수목의 향기

에 둘러싸여 비로소 체험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들

은 평소 시각, 청각, 후각 뿐아니라 촉각 그 외의 모

든 감각을 종합하여 자연과 도시를 체험하고 맛보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라는 말의 성립의 전제는 이처럼 

풍경론, 경관론으로 인식되는 제감각간의 불균형

(unbalnace)이라는 극히 현대적인 문제가 있다. 사

운드스케이프 개념에 기초한 디자인의 사상이 우선 

제일로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소리만 아니라 오감

의 밸런스가 취해진 경관과 공간의 실현이다라는 점

이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이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은 각각의 랜드스케이프에 걸맞는 청각적 경

관이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이라는 

의미에서 공간의 질에 관한 진정한 어메니티

(amenity)를 목표로 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3.2 디자인 제영역에의 도입 가능성과 방법

관련된 디자인 영역은 매우 넓어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활동과 일반의 디자인 활동의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2의 사운드스케이프 개념

의 디자인 활동에 있어서 위치 설정은 일반의 디자

인 활동의 제영역에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 도입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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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대처

도시
디자
인

레벨

 Community․Identity(CI)의 검토와 창조
 거리만들기의 기획운영
 Social․Planning 등

 도시의 이미지음으로부터의 발굴
 번화함, 활기, 정숙의 검토→

←
생
활
자
의

감
성

의
식
 
행
동

도시
계획
레벨

                경관행정
 조례의 제정    토지이용계획
                도로계획 등

→
←

 각종 조례에의 청각적 요소의 도입
 사운드스케이프 발상을 일어나게 하는 
 부지계획

풍
경

환경
설계
레벨

 경관의 계획․보전
 각종 Zoning 등

→
←

⇨  사운드스케이프의 발상을 일어나게 하는  
 zone 계획 

공간
설계
레벨

 부지계획
 토목․조경설계
 건축설계 등

→
←

 건조물, 포장면의 소재 등의 음향특성
 으로 부터의 검토

장치
설계
레벨

 Street․Funiture의 디자인
 조명디자인 등

→
←  각종 음장치의 설치․설계에 즈음한 

 지역의 환경 및 문화로서의 검토

Figure 2 Design activities in the concept of soundscape(5)

상은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를 여기에서 보인 구체

적인 디자인 활동의 제영역안에서 파악하는 것에 의

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

인활동에 있어서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도입 가능

성과 그 의의는 첫째로 특정의 환경에 대해서 소리

을 부가 혹은 삭감하려 할 때, 그 개념이 소리의 내

용과 기능을 그 곳의 소리환경 전체와의 관련으로 

부터, 더욱이는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에, 소리 이

외의 일반의 디자인활동의 경우, 사운드스케이프 개

념 도입의 최대의 의의는 그 사고가 시각적인 것이 

중심이었던 디자인 제영역에 대하여, 랜드스케이프=

경관/풍경에 본래 포함되고 있는 소리 및 청각적 요

소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바로잡는 계기를 제공하

는 것이다. 즉, 시각의 그늘에 숨겨져 잊혀졌던 청각

의 세계가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을 통해서 다시 의식

되고, 이제까지 그럭저럭 소리의 전문가에 의한 소

리의 디자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었던 

소리 및 소리환경을 둘러싼 디자인활동이 많은 사람

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로서 부상하는 것이다.

이상의 점에서 명확한 것은 사운드스케이프 디자

인의 경우, 그것은 사운드스케이프를 직접적으로 디

자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더스트리얼 디자

인=공업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공업을 디자인하는 것

이 아니고, 대량생산의 사상과 그 생산공정의 시스

템에 기초한 디자인활동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

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도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과 그 사고에 기초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란 사운드스케

이프의 사고에 기초한 환경의 보전과 계획, 소음규

제, 사회․환경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제활동에 

대한 총칭이고, 그들이 형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학

제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특징(7)(1) 

4.1 사상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업종 혹은 개개의 디자

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사상으로서 위치되어야 하

는 것이라는 그 사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셰이퍼라

는 현대의 작곡가가 자신의 실천속에서 만들어낸 사

운드스케이프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소리의 예술과 미학을 현대사회의 보다 광

범위한 영역으로 확대토록 하는 사상으로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술의 사회적 환원을 이

념으로 한 바우하우스의 사상으로서의 디자인이라는 

측면과 깊이 통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다. 현대사

회에서 이미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디자인을 생

각하는 이상으로, 여기서 이 용어가 그 발생의 원점

에서 서로 공통성을 갖듯이 사상성을 되찾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2 소리환경 전체상으로서 디자인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사상의 두번째 특징은 그 

사고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공업(industrial) 디

자인으로 대표되는 기능주의적, 요소주의적 디자인

의 사상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실용

성, 기능성을 중시하여 근대 디자인의 전통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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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우하우스의 기본자세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에서 보면, 특정의 소

리가 소음, 다시 말해  바람직하지 못한 소리인지 

아닌지는 그 소리의 물리적 특질 뿐아니라 주위 환

경과의 부합성,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과 사회와의 

관계 등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어떤 소리가 소음인

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립기반이 되는 사회나 

문화 속에서 그 소리를 파악하고, 그러한 컨텍스트 

속에서 그 소리의 의미와 가치를 되묻는 작업이 필

요하다. 또, 특정의 지역에 있어서 무엇이 그에 상당

하는 소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도 우선 그 지역 본래

의 소리환경의 전체상을 문화레벨을 포함하여 파악

하지 않으면 안된다.

4.3 아래로 부터의 디자인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에 

기초한 디자인 활동이라는 점, 그리고 도시 등의 공

공공간에 있어서 사운드스케이프란 그 사회에 의해

서 어떻게 지각되고 이해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의 환경이어야 한다. 이 점이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세번째 특징인  아래로 부터의 디자인 혹

은 조정작업으로서 디자인의 성격을 이끌게 된다. 

결국, 이 경우의 디자인이란 특정의 공간을 디자이

너 개인의 내면 이미지로 일방적으로 창조해 버리는 

종래의 협의의 디자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란 사상이고 개개의 구

체적 디자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상

에 기초한 활동의 이미지를 엄밀히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에 기초한 

토탈한 매니지먼트, 최근의 도시디자인이 제창하는 

것처럼 종합적 조정작업으로서의 디자인(많은 사람

들의 참가에 의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4 제로디자인, 마이너스디자인

네번째 특징은 종래의 소리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

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는 제로 디자인 혹

은 마이너스 디자인의 사상이 명확히 담겨져 있다. 

여기서는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소

리를 둘러싼 디자인 활동의 실태가 이제까지의 단순

한 소리의 창조에서 지역 본래의 청각적 경관의 수

복/보존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디자인이라면 소리를 디자인하는 것, 즉 인

공적인 소리를 창조,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렇지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를 도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소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소리만 아

니라 자연계의 소리와 인간 활동의 소리 등 다종다

양한 소리가 있다. 즉,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의 

도입에 의해서 인공적인 소리를 만드는 것(플러스)

만 아니라, 자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제로), 소리를 삭제하는 것(마이너스)도 소

리환경을 대상으로 한 훌륭한 디자인 활동이 된다. 

소리를 제거하는 것(이제까지의 소음제어의 제활동)

도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도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디자인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사

운드스케이프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명확해진다. 이 

점을 이제까지 디자인 활동이 일반적으로 사물만들

기를 의미하며, 환경의 보전이나 보호 등의 활동과

는 오히려 상반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점을 더불

어 생각해 보면,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갖는 깊은 의의를 이해할 수 있

다.

이상 논했던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사상에 기

초한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

보다도 특정의 지역이나 사회에서 각각의 소리가 어

떠한 의미를 갖고 환경 전체속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즉 사람들이 어떠한 소리의 풍경을 낳고 있

는가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조사와 

연구의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소리풍경이라는 관점

에서 각각의 지역 및 공간과 사람들의 생활과의 관

계를 고찰하고 있는 사운드스케이프의 조사연구 활

동의 전개가 최종적으로는 오감을 중요시하는 환경

계획의 추진으로 연결되고, 더욱이는 이들 환경의 

보전과 계획에 각각의 생활자의 감성이나 감각을 이

끌어내어 되살리는 방법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5.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영역 

5.1 조사연구 활동

사운드스케이프 조사는 하나 또는 복수의 소리를 

둘러싼 조사와 소리를 특정하지 않고 어느 공간/지

역의 소리환경을 망라하여 파악하는 조사로 대별된

다. 전자의 예로는 특정의 절의 종소리 혹은 어느 

지역에서 들리는 종소리와 주민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후자의 예는 어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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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amphor tree of 
Sanno shrine(8)

Figure 4 Takirentaro memorial 
hall(10)

범위의 공간내에서 들리는 소리를 망라적으로 조사

한다. 어떤 공간에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을 실시할 

경우 현황 파악으로서 후자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결국, 사운드스케이프 조사는 환경조사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운드스케이프 조사는 물리적 소

리환경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소리와 결부하고 있는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 

5.2 환경보전 활동

일본 도쿄의 네리마구(練馬区)는 1990년「네리마·

사람·소리·생활 90」이라 이름붙인 소리의 환경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네리마구의 공공적인 장소를 대

상으로 하여, 회화, 사진, 노래, 하이쿠 등에서 추천

이유를 붙여 주민에게 공모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갖으면서 조용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소로

서 10개소가 선정되

었다(6).  

나가사키(長崎)에

서도 동일한 사업이 

이루어졌다. 단, 네

리마의 사례는 행정 

사업이었지만, 나가

사키의 경우는 시가 주최한 시민교류 사업에 의한 

시민운동으로 이루어졌다(8). 이러한 과정을 거쳐「나

가사키 좋은 소리풍경 20선」이 선정되었다. 이 사

업에서 선정된 산노신사(山王神社)의 큰 녹나무는 

원폭으로 다치고 늙었지만 재생되었다. 녹나무가 있

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는 신사(神社)의 경내가 

선정된 것은 사람들의 기억과 공통 체험, 나무가 중

요하게 자리잡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었다(6).

또, 일본의 환경청은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

서「남기고 싶은 일본의 소리풍경 100선」사업을 

기획․실시하였다. 내용은 희귀한 소리와 좋은 소리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소리가 존재하는 

환경 혹은 배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소리환경자원의 가치를 그 고장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깨달았던 주요한 사례중의 하나

가 되었다(6).

5.3 소리환경창조 활동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県) 타케다시(竹田市)는 

1992년에 타키렌타로

(滝廉太郎)가 초등학

생 시절에 2년반 살

았던 옛집을 소리환

경 디자인을 배려한 

정원정비 사업을 하

였다.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방문하는 사

람이 렌타로가 당시 듣고 있었던 이 집과 정원의 소

리풍경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리환경을 

설계한다’는 것이었다. 다케다는 문화의 향수가 높은 

마을의 소리풍경이 그의 감성을 기른 것이라는 발상

에서 옛집의 정원정비에 사운드스케이프를 재현하였

다. 이것에 의해서 타키렌타로가 들었던 소리를 체

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경험적으로 시간

축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기억을 더듬는 소리의 의

미의 관계성 속에서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 사운드

스케이프 개념에 입각하여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타키렌타로 기념관의 정원정비에서의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이다.(9) 

한편, 1998년에 오사카시 히라노구(平野区)에 개

설된 사운드스케이프 뮤지엄, 히라노의 소리박물관

은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운드스

케이프 디자인의 예이다. 이 소리박물관은 내부의 

사람의 귀를 통한 히라노의 사운드스케이프는 무엇

인가를 고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녹음

된 음향자료(사운드 모노그래프)를 전시하고 있다. 

사운드 모노그래프는 소리의 배후에 가로놓인 지역

의 상황과 사람들의 생활사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들려주어 체험하게 하는 음향자료이다. 그것은 히라

노의 역사와 주민의 생활사를 밟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히라노의 소리박물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주체적 

참가를 빼놓을 수 없다. 히라노의 소리박물관에 있

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이

고,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통한 사람들

의 인식의 변화이며, 소리환경 특히 환경일반을 풍

경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운동인 것이다. 마을만들기

에 사운드스케이프 개념이 공헌한 한 사례이다.(9) 

5.4 소리환경교육 활동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교

육활동이자 조사연구활동이며, 다시 말해 우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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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rial performance of 
the princess of the 

stars(10)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해서 의식적

으로 행하는 기획/계획 행위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고 할 수 있다. 또,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경우 

그 디자인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운드스케이프

가 아니라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과 사고방식에 

근거한 각종 디자인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런 이미에서 사운드스케이프 사고방식에 근거한 조

사연구 활동은 음향생태학, 즉 사운드스케이프 연구

이며 마찬가지로 사운드스케이프 사고방식에 근거한 

교육활동이 사운드 에듀케이션(sound education)의 

각종 프로그램이다. 또, 같은 사고방식에 근거한 음

악활동이 ‘별의 여왕(The princess of the stars)’이

나 ‘달을 받은 늑대(Wolf shall inherit the moon)’

로 이들 모두가 셰이퍼에 의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

인의 활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10). 한편, 사운

드스케이프 디자인의 방법은 교육적이다고도 여겨지

고 있어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구상중에는 소리

에 관한 교육차원의 

모든 활동, 즉 구체

적으로는 사운드 에

듀케이션( s ou nd 

education)의 각종 

프로그램 등도 포함

되고 있다(11)(12). 

6. 결  론

사운드스케이프는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속에서 다

양한 공간체험을 통하여 그 청각적 의식을 환기시키

고 청각으로 부터 오감을 통합한 전신감각에 의해서 

풍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이념이다. 전문

적으로는 개인 또는 특정의 사회가 어떻게 지각하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이라 정의

되는 사운드스케이프는 소리와 환경과 지역의 사람

들과의 관계성, 즉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소리를 통하여 다양한 관계성을 디자인할 수 있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은 소리의 전문가, 소리의 

디자이너가 자신의 이미지만으로 그려내는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

여하는 내발적 디자인이다.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 

활동은 조사연구 활동, 환경보전 활동, 소리환경창조 

활동 및 소리환경교육 활동 등의 여러 영역이 포함

되어 있다.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은 청각이나 오감의 의식화

를 통해서 우리들의 환경을 보는 세계를 확대해 줌

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이나 지역의 환

경계획에 각자의 감성이나 감각을 포함한 사운드스

케이프의 실천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다

양한 디자인 활동의 영역에 사운드스케이프의 사고

가 도입되고 소리 및 소리환경의 디자인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살기 위한 

디자인으로서 사운드스케이프 디자인의 실천적 활동

이 널리 펼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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