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ndcamp 2018
Jingwan-dong Wetland in Bukhansan National Park, Seoul, S Korea
올해로 국내에서 두번째 열리는 사운드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 내 위치한 도시지역의
자연습지인 진관동습지와 북한산 둘레길에서 1박 2일간 산책, 듣기, 라이브 스트리밍, 리딩 등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등 일상영역에서도 자연에 대한 변화가 쉽게
감지되는 와중에 야외에서 소리를 듣고, 시간을 보내는 일이 유의미한 대화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활동시간 및 내용은 현장에서 유연하게 수정,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시: 2018.05.05 오후 3시 ~ 2018.05.06 오전 11시
장소: 북한산 인근 진관동습지(http://naver.me/xj696nWv), 북한산 둘레길
둥글이네 캠핑장(http://dmaps.kr/8tio3)
기획: 웨더리포트(이강일, 김지연) | 문의: teum11@gmail.com
협력: 물자리 시민모임, Soundcamp, UK (www.soundtent.org)
사운드캠프 2017: https://goo.gl/wE2HrG
2018.05.05(토)

2018.05.05(일)

05:00~06:00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필드레코딩 시간

06:00~08:00

새벽 습지 감각
(안내자: 한연숙, 물자리
시민모임 활동가)

08:00~10:00

아침식사
소노그램으로 진관동습지
소리유형 보고듣기
(자료제공: 기경석 교수)

10:00~11:00

나눔, 정리, 해산

15:00~16:00

텐트치기

16:00-18:00

북한산 둘레길 산책

18:00~20:00

저녁식사, 휴식

20:00~22:00

리딩 텐트 (Reading Tent)
- 한 쪽의 책을 나눠 읽는 시간

22:00~

휴식,
스트리밍 라디오(Reveil)
청취,
잠

캠프 전 기간동안 온라인에서는
24시간 스트리밍 라디오 Reveil을
통해
전세계 스트리머들이 송출하는
동틀무렵의 소리가
릴레이로 들려집니다.

참여자 준비물: 개별 텐트 및 침낭, (스트리밍을 듣기 위한) 헤드폰과 휴대폰
*참가비: 텐트 1자리 4만원 자리비용(1자리에 텐트 1동만 가능, 지인과 텐트 쉐어 하시면
좋습니다), 1인당 5천원 (스트리밍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에그데이터 사용료) **식사는 도보 10분
거리 이내 북한산국립공원입구 인근 식당 이용 예정. 캠핑장에서 취사하실 분들은 도구와 재료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진관동습지, 습지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산 의상봉
( 2018.04.08 기록)
* 사운드캠프는,
매년 5월 첫째주 일요일 International Dawn Chorus Day를 기념하고 즐기는 행사로
영국의 아트콜렉티브 사운드캠프가 2014년에 시작하여
런던의 스태브 힐 생태공원(Stave Hill Ecological Park)에서 진행해온
아웃도어 리스닝 이벤트 사운드캠프와 연계하는 한국 지역행사입니다.
사운드캠프 기간동안 진행되는 Reveil 라디오는
24시간 동안 일출시간대 지구를 돌며 실시간 소리를 전하는 오디오 스트림 네트워크로,
예술가, 생태연구자, 사운드캠프참가자, 상시 오디오 스트리밍 설치장소 들에서 릴레이로 소리를
전합니다. 2018년 서울 캠프 참가자들은 이 라디오에 참여하여 소리를 송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