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래자연휴양림과 교래곶자왈 일대에서
인터넷 라디오를 함께 송출하고 듣는 1박 2일 캠프가 열립니다.
걷고, 듣고, 쓰는 워크숍들을 준비했습니다.
자유롭게, 휴식하는 기분으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한 소리 듣기를 통해
자연을 다르게 만나는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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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더리포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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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6년 제주 지역의 소리환경을 전해온 인터넷 라디오 웨더리포트가 기획하여
제주 교래자연휴양림과 교래곶자왈 일대에서 열립니다.
사운드캠프 멤버인 도운 스카페(Dawn Scarfe)가 방문하여 전 일정을 함께합니다.
동시간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캠프가 열리며, 스트리밍을 통한 상호 교류가
진행됩니다.
사운드캠프 기간동안 진행되는 Reveil 라디오는
24시간 동안 일출시간대 지구를 돌며 실시간 소리를 전하는 오디오 스트림 네트워크로,
예술가, 생태연구자, 사운드캠프참가자, 영구적인 오디오 스트리밍 설치장소 들에서
릴레이로 소리를 전합니다. 제주 캠프 참가자들은 이 라디오에 참여하여 소리를
송출합니다.
제주 캠프에 앞서 서울 문래동 뉴마트에서는 사전 이벤트가 열립니다.
2017년 2월 서울 문래동 일대의 실시간 소리를 극장 공연에 접목한 <투명한 음악> 공연
메이킹영상 상영과 리뷰북 발간 소개, 사운드캠프 멤버 Dawn Scarfe의 아티스트 토크 등
오디오 스트리밍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본 행사는 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영 리서치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인큐베이팅되어
2017년 제주문화재단 일반예술활동지원사업의 도움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곶자왈공유화재단과의 협력으로 워크숍 프로그램 준비를,
서울 지역에서는 뉴마트의 공간 지원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웨더리포트 http://weatherreport.kr/
사운드캠프 http://soundtent.org/
Reveil 라디오 http://soundtent.org/soundcamp_listen.html
International Dawn Chorus Day http://idcd.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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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in 서울
2017년 4월 29일(토) 오후 3시, 문래동 뉴마트
- <투명한 음악> 메이킹 영상 상영
- <투명한 음악> 리뷰북 발간 및 대화: 김지연, 이강일
- Dawn Scarfe(Soundcamp, UK) 아티스트 토크
- 웨더리포트 X 사운드캠프 in 제주 소개
참가비: 1만원 (<투명한 음악> 리뷰북 제공 포함)
참가신청: https://goo.gl/n7h95u
in 제주
2017년 5월 6일(토) ~ 7일(일), 제주 교래자연휴양림 야외캠핑장 및 교래 곶자왈 일대
- 교래곶자왈 새소리 새벽산책 (안내자: 김완병 조류연구자), 교래곶자왈 오후산책
(안내자: 곶자왈공유화재단 생태해설사), 오디오 스트리머 워크숍, 소리백일장, Reveil
라디오 소개 및 참여, 원거리 라디오 퍼포먼스 시연
참가비: 없음 (텐트와 침낭 대여 및 도시락은 별도 유료 신청)
참가신청: https://goo.gl/puljKh
기획 웨더리포트(김지연, 이강일), 사운드캠프
협력 곶자왈공유화재단
후원 제주문화재단
문의 weatherreport.live@gmail.com 010-4758-6317

* 5월 6-7일 동안 제주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제주 교래자연휴양림에서 송출하는 실시간 소리는 http://weatherreport.kr/ 에서, 전세계
일출시간대의 소리를 전하는 Reveil 라디오는
http://soundtent.org/soundcamp_listen.html 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캠프 소개
-

총 10여대의 텐트 세팅 예정.
각 텐트마다 2개의 헤드폰과 1개의 무선라우터 ‘에그' 제공. 참여자의 핸드폰으로
24시간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해지는 실시간
소리를 듣습니다. (Reveil 채널 - 전세계, 웨더리포트 채널 - 제주)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상세 소개
[걷기]
교래곶자왈 새소리 새벽산책
- 안내자: 김완병 조류학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장소: 곶자왈 생태체험로
교래곶자왈 오후산책
- 안내자: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 생태해설사
- 장소: 곶자왈 생태탐방로
[듣기]
오디오 스트리머 워크숍
- 안내자: 이강일, 김지연, Dawn Scarfe
- 장소: 곶자왈 공유재단 워크숍룸 및 교래자연휴양림 야영장 인근
Reveil 소개 및 라디오 참여, 원거리 퍼포먼스 시연
- 안내자: Dawn Scarfe (영국 - Grant Smith, Maria Papadomanolaki)
- 장소: 야영장
[쓰기]
소리백일장
- 소리를 표현하고, 기록하고, 사유하는 언어와 기록의 형태를 웹공간에서 집단
글쓰기라는 형태로 시도합니다.
- 안내자: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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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기]
틈틈히 잘 쉽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웨더리포트
http://weatherreport.kr/
김지연과 이강일은 몇 해 전부터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을 활용한 일련의 작업<웨더리포트>(인터넷 라디오), <투명한 음악>(극장 안팎의 라이브 스트림을 활용한
공연)-을 해오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 포획되지 않고 흐르는 시간과 현상으로서의 소리를
경험하는 감각과 방법들에 관심을 두고 작업해오고 있다.
사운드캠프
http://soundtent.org/
Dawn Scarfe, Grant Smith, Maria Papadomanolaki로 구성된 런던 기반의 아티스트
콜렉티브로 사운드캠프와 Reveil 라디오를 시작하였다. 라이브 오디오 스트리밍 관련한
예술적, 초학문적(trans disciplinary) 활동을 장려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곶자왈공유화재단
http://www.jejutrust.net/
곶자왈을 공동의 소유로 보전하여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함께 누리고자 설립되었다.
자발적 모금을 통해 곶자왈을 꾸준히 매입하여 왔으며,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곶자왈 환경의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 생태교육전문가 및 교육연구자 양성,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 등을 맡고있다.
김완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조류학자
안주희(LIKEIT)
https://www.instagram.com/likeit.jeju/
제주 칠성로에 독립서점 라이킷을 운영하고 있다. 캠프의 홍보물 디자인을 맡고있다.
조용기
http://yonggijoe.tumblr.com/
영상작업가. 캠프의 영상기록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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