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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re performance
26 May 2012 5PM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31-79
(북촌로	 11 라길 7)
Composed by Jee Soo Shin

Duration: 50 minutes
관객은	 원하는	 시간만큼	 감상후	 자유로이	 퇴장	 가능
The audience may leave the performance at any time.

출연진	 –	 Performers	 
Violin(바이올린):	 서효림	 –	 Hyo Rim Seo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Eastman School of Music	 석사	 졸업
현재	 성남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Geomungo(거문고):	 이소현	 –	 Sohyeon Lee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재학중

Flute(플룻):	 황신규	 –	 Sin Gyu Hwang
러시아	 St.Petersburg	 국립	 음악원	 부속	 고등	 음악학교	 졸업
프랑스	 말메종	 국립음악원	 플룻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St.Petersburg	 국립박물관	 초청	 연주회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문화행사	 초청	 연주회	 등	 다수의	 연주회	 활동	 
Concours National du Jeune Flûtiste	 수상	 및	 Picardie	 유럽콩쿨	 만장일치	 1 등	 수상

Piano(피아노):	 양재웅	 –	 Chris Jaewoong Yang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피아노과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동	 대학	 피아노	 교육학과	 이수
현재	 성결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강사	 역임
안양예술고등학교,	 선화예술학교	 출강
Music Society [Die Stimme-소리]	 멤버

Software Programming(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정재우
Wheeling Jesuit University (Computer Science)
University of Southampton	 졸업(MA Complexity Science)
VDO HALLA 에서	 초음파	 센서	 개발
현재	 한국 MANDO HELLA ELECTRONICS	 근무

공연형태:
한옥 건물 안뜰에 관객입장을 유도하되 정해진 객석을 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공간으로 설정 한 후 미
리 설치된 카메라와 별도로 제작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객의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공간배치에 연주
자의 연주가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진다.

제작과정:

각 악기별로 미리 작곡된 소절들을 데이터베이스 화 한다.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로 한옥 안뜰을 촬영하면서 별도로 제작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객의 움직
임을 수치화 한다.

관객 움직임 정보를 수치화 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대입시켜 미리 설정된 해당 소절을 연주자들이 보는 태블릿
PC 로 매 20 초마다 송출한다. 연주자들은 이것을 실시간으로 연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