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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 다채
중·소형서점 활성화 캠페인·장미선물 이벤트 등

눈으로만 보는 박물관은 가라!
자연 근대소리 변천사·소리전달 체험
인천
박물관을
가다
쑚 소리체험박물관

단순히 보기만 하는 박물관의 딱딱
한 이미지를 벗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악기로 관람객을 맞는 박물관
이 있다. 자연 소리부터 근대소리의 변
천사까지 눈으로, 손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이채로운 곳, 강화도 길상면에 위
치한 ‘소리체험박물관’이다.
소리체험박물관을 찾은 어린이, 가
족, 청소년, 전문가 등 관람객들은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박물관의 세계에 푹
빠진다. 소음에 노출돼있는 요즘 자연
의 소리와 주변 소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 체험박물관은 조윤석 관장의 소
리에 대한 애착의 결실이다. 서울대학
교 음악대학과 스위스 루가노음악원을
졸업한 조 관장은 인천시립교향악단과
코리안심포니 등에서 활동하며 평생

탐탐·팀파니 등 희귀악기 연주 기회도
소리와 함께 한 인물이다. 그는 소리가
문자로 대체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소리의 역사성과 중요성 등을 한 곳에
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게 됐다.
소리체험박물관은 모두 4개관으로
나뉜다.
제1관 ‘자연의 소리’에는 하늘, 바다
숲 소리를 신기하고 재미있는 효과악
기를 직접 연주할 수 있다. 자연에서 멀
어지는 현대생활에서 자연의 소리를
하늘, 바다, 숲의 소리로 나누어 탐구하
고, 천둥소리와 개구리 울음 소리 등 전
시된 효과악기로 자연의 소리를 직접
연주할 수 있다.
소리에 관련한 과학적 이론을 알 수
있는 제2관 ‘소리과학’에서는 사람 귀
의 구조와 소리의 전달, 공명 등 다양하
고 흥미로은 과학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수한 교자제로 실험을 해 피타고라
스의 해머와 현, 메아리 파이프 등 실제
소리보다 더욱 진짜 같은 신비로운 소
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제3관 ‘악기나라’에는 글로벌시대와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악기를 통한 세

계문화여행을 한다. 악기들에 관련한
진솔한 이야기는 물론 평상시 쉽게 접
하지 못하는 희귀한 악기들을 직접 다
루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거대
한 크기의 탐탐과 팀파니 등을 직접 연
주해보고, 150년 된 자동오르간, 130년
된 뮤직 박스소리도 직접 들어볼 수 있
다.
제4관에는 소리 전달의 한계에 대해
다뤄진다. 소리란 본래 사라지는 것이
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는
데, 인간들이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기기
를 발명함으로써 소리는 자본이 되기
시작한다. 4관에는 에디슨 축음기부터
현재의 MP3까지, 벨의 전화기부터 휴
대폰까지 130여년간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보고 100여년 전 축음기 소리를 직
접 들어볼 수도 있다.
조윤석 관장은 “모든 탄생과 창조에
는 소리가 동반되는데 우리 인간도 소
리를 내며 태어난다”며 “소리체험박
물관은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을 편안
하게 쉴 수 있는 소리쉼터 공간이다”고
말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올해로 17회째를 맞
는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중·소형서점 활
성화를 위한 ‘꿈을 파는 공간, 독자와 함께
하는 서점’ 캠페인을 벌인다.
23~30일 60여개 지역 중·소 서점에서
동시에 펼쳐진다. ‘2011 세계 책의 날 선정
도서 60선’를 특별매대에서 판매한다. 장
미를 선물하는 이벤트도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또 세계 책의 날을 알
리는 포스터 5천부를 제작, 공공도서관과
출판관련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반포동 본관과 국제회의장에서 ‘국립중앙
도서관으로 책다모아’를 연다. 다 읽은 책,
남들과 나누면 좋은 책들을 모아 활용하자
는 책 나눔사업이다. 수집된 도서 중 중앙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것은 국가 문헌으
로 등록해 영구 보존하고, 이미 소장한 자
료는 작은도서관, 문고, 병영도서관 등 소
외지역 도서관에 기증한다.
교보문고는 20~24일 홈페이지에 셰익

‘가정의 달’ 5월 문화행사 풍성

오는 23일 책의 날을 맞아 다양한 독서 증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스피어와 세르반테스의 저서와 명언 가운
데 감동적인 문구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60명에게 ‘맞춤 책도장’을 선물한다.
세계 책의 날은 1995년 국제연합총회에

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가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했다. 정
식 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다.
뉴시스

문학특강 여는 장석남 시인

어린이과학관, 로봇창작대회 등
30일 동리목월문학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인천에서 다양
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최초의 어린이 전문과학관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개관일인 1일 춤추는 로
봇공연과 부모와 함께하는 ‘전국 어린이
로봇창작대회’를 연다.
6일 부평공원에서는 어버이날 기념 ‘아
이러브 카네이션 어버이축제’가 열려 길
놀이 및 남사당놀이 공연과 한국무용, 태
권무시범이 펼쳐지고 실버예술문화공연
과 전통무용단, 노인여가활동 단체 등의
공연도 열린다.
인천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는 5일 어
린이날 행사에 이어 7일 다문화가족의 행
사인 ‘인천 패밀리 축제’, 29일 ‘청소년 금
연 건강마라톤대회’ 등이 개최된다.
‘Dream High 어린이들이야 큰 꿈을 높
이 펼쳐라!’는 주제의 어린이날 행사에는
과학체험, 전통체험, 키드체험, 어린이놀
이터 등이 운영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는 오는 7일과
14일, 28~29일 ‘청소년 문화존’ 행사가
열린다. 청소년문화존에는 전통예술 동아
리공연 및 문화체험, 전통·현대예술공연
퀴즈, 전통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인천출신 시인인 장석남씨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동리목월문예창
작대학 문학관 영상실에서 문학 특강
을 연다.
덕적도에서 태어난 장 시인은 제물
포고,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거쳐
방송대, 인하대 대학원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198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맨발로 걷기’가 당선돼 문
단에 올랐다.
주요 작품집은 시집 ‘새떼들에게
로의 망명(문학과 지성사)’, ‘왼쪽 가
슴 아래께에 온 통증(창작과 비평사)’
‘뺨에 서쪽을 빛내다’ ‘젖은 눈(솔)’
‘미소는, 어디로 가시려는가(문학과
지성사)’ 등과 산문집 ‘물의 정거장

인천시향 ‘그림자극’ 가족음악회
30일 종합문예회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오는 30일 인천종
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림자극과 함께하
는 가족음악회를 연다.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에 극단 ‘영’의 그

(이레)’ 등이
있다.
그는 제
11회 김수영
문학상, 제
44회 현대문
학상을 수상
했다.
계간 ‘황해문화’ 편집장을 맡았으
며 현재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 시인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언어, 고향으로 가는 언어, 슬픈 언어
를 많이 구사한다.
추억과 고향 속에서 그만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
란 평이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림자극으로 구성되는 이 음악회는 어린아
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프랑스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러시
아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가 공연되고 여기에 나오는 동물을 무대에
서 그림자로 보여준다. (☎032-438-7772)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