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역서울 284� 개관프로젝트

카운트다운 Countdown

기 간 2011.� 8.� 11� (목)� ~� 2012.� 2.� 11� (토)

개 관 식� � 2011.� 8.� 9� (화)� 오후 4시

장 소� � 문화역서울 284� 전관 및 광장,�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예술감독 김성원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

참여작가 김소라,� 김수자,� 김주현,� 김홍석,� 노재운,� 박찬경,� 배영환,� 슬기와

민 &� 토마시 첼리즈나,� 안규철,� 안은미 외 23인,� 양수인,� 오인환,�

우순옥,� 이불,� 이수경,� 잭슨홍,� 조덕현,� 최수환 &� 이세옥,� 함진,�

Sasa[44],� SSAP(Seoul� Sound� Archive� Project)� �

� � � � � � � � � � � � (이상 8월 오픈 참여 작가,� 점진적으로 프로젝트가 추가됨)

관람시간� � 하절기 :� 11:00� ~� 20:00

� � � � � � � � � � 동절기 :� 11:00� ~� 19:00

� � � � � � � � � � 주 말 :� 11:00� ~� 21:00

� � � � � � � � � � 매주 월요일 /� 1월 1일(양력,음력)� 휴관



� � � � � � � � � � 폐관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관 람 료� � 무료입장 :� 2011.� 8.� 11� (목)� ~� 2011.� 9.� 30� (금)� 까지

� � � � � � � � � � 유료입장 :� 2011.� 10.� 1� (토)� 이후

� � � � � � � � � � -� 일반 2,000원

� � � � � � � � � � -� 할인 1,000원 (장애인,� 미취학 아동,�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

� � � � � � � � � � -� 프로그램 입장료 별도

※� 공공의 성격을 띠고 진행하는 미술관,� 박물관의 관람료에 맞춰

선정된 금액

※� 공연 등 전시와는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은 다른 극장들과 비교

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진행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카운트다운>� 프로젝트는 2011년 8월 9일 구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개관과

2012년 3월 문화역서울 284의 공식출범의 사이에 존재하는 시․공간을 활성

화하는 예술프로젝트로,� 3년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1925년 준공 당시

모습으로 되돌아간 구 서울역사가 어떻게 21세기를 향한 문화생산의 발원지

로 재탄생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문화재와 현대문화의 생산적 공존을 모

색하고자 한다.� 첫 카운트다운은 2011년 8월 복원개관 시점에 20여명의 작

가들과 함께 시작되어,� 여기에 6개월 동안 매 월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점진적으로 추가되면서 프로젝트 종료시점인 내년 2월에는 총 35명의 참여

작가들의 모든 작품들이 문화역서울 284에 공존하게 된다.� 모든 것이 정지

된 듯한 복원 장소에 예술 프로젝트들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서서히 변모하는 구 서울역사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매력적인 경험

을 선사한다.� <카운트다운>은 또한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와의 공동프로그

램,� 프랑스대사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Souvenirs� From� Earth,� 인디밴드 공연,�

영화 프로그램,� 건축디자인 렉처를 초청하며,� <카운트다운>� 참여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도 함께 운영한다.�

�



[공연 프로그램]� 인디스테이션 284�

기획 :� 성기완 (서울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3호선버터플라이)

문화역서울 284의 RTO� 공간에서 ‘인디스테이션 284’를 선보인다.� 크라잉

넛,� 브로콜리너마저,� 백현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디 뮤지션이 격주에 한

번씩 총 8회에 걸쳐 펑크,� 모던 록,� 인디 포크,� 전자음악 등의 다양한 장르

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는 연속기획 공연 프로젝트로,� 자유로운 인디 밴

드들의 사운드와 문화역서울 284이라는 역사적인 공간의 의미가 어떻게 교

차하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화 프로그램]

기획 :� 한선희 (현 아트하우스 모모시네마테크 사업팀장,� 2009-2010�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래

머)

‘문화역서울 284’의 원형 복원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재탄생에서

출발해 ‘복원’,� ‘도시’,� ‘시간’� 3개의 주제에 걸맞는 약 20여 편의 국내외 영

화를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영한다.�

[렉처 프로그램]

기획 :� 정소익 (도시매개프로젝트 소장)

디자인,� 건축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디자인과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디자이너,� 건축가들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과

거와 현재 사이의 사회,� 디자인,� 도시의 변화를 읽고 있는지 들어 본다.� 또한

공유,� 소통,� 참여,� 자발적 움직임 등과 같은 오늘날의 주제에 대해 이들이 디

자인을 접목시키는 방식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공동 프로그램]

<카운트다운>은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와의 공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작업

으로 김수자의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를 상영한다.� 사람들의 이동과 교

류가 교차하는 장소였던 구 서울역사의 기억과 이주자,� 노숙인,� 여행자들이

공존하는 서울역 광장의 현재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의 발원지로서의 문화역

서울 284의 미래를 반영한다.� 김수자를 시작으로 <카운트다운>� 참여 작가

들인 노재운,� 구동희,� 박미나,� 임민욱,� 한계륜의 새로운 영상작업이 6개월 동

안 서울 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서 점진적으로 소개된다.�

-� 일정 :� 8월 9일 ~� 2월 11일 (밤 8:30� /� 9:00� /� 10:00� /� 11:00)�



-� 장소 :�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 협력 :� 가나아트갤러리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서울스퀘어

[Souvenirs� From� Earth]�

Souvenirs� From� Earth는 디지털 영상예술을 소개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TV채널로,�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의 예술적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

으며 현재 천여 명이 넘는 비디오 아티스트들이 활동하며 21세기 디지털 예

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0월 6일 부터 4개

월 동안 문화역서울 284와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서 Souvenirs� From�

Earth를 선보인다.

� -� 일정 :� 10월 6일 ~� 2월 11일

� -� 장소 :�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문화역서울 284�

� -� 협력 :� 프랑스문화원



<첨부>� 프로젝트 소개

김소라, <시간, 시간을 먹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일흔을 넘긴 할아버지들에게서 듣게 되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노래들을 수집하고 음악가 장영규가 그 노래들을 믹스하여 전혀 다른 사운드 작

품으로 재탄생시킨 사운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근 100년이라는 구 서울역사의 시간을 회

고하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를 탄생시키게 된다.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공동 프로젝트]

김수자,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 단채널 영상, 9:17, Silent, Courtesy of

MAC/VAL, Paris, and Kimsooja Studio, 2007

김수자의 <보따리 트럭 - 이민자들>은 2007년 파리의 이민자들이 모인 지역으로부터 수집

한 헌 옷과 이불보들로 만든 보따리들을 트럭에 쌓고 리베라시옹 광장 등을 지나 성 베르나

르 성당에 도착하기까지의 퍼포먼스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작업으로, 8월 9일부터 서울역 광

장 맞은 편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서 상영한다. 이 작품은 서울역 광장의 시위, 집회,

노숙자, 이민자, 이동, 만남의 역사와 극적인 조우를 시도하며 이들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김주현, <뒤틀림 - 그물망>,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김주현의 <뒤틀림 - 그물망>은 '변형과 전환'을

재해석하여, 휘어지고 뒤집혀서 안팎의 구분이

없는 격자 형태가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인 도

형과 공간을 창출한다. 격자의 교차점에 설치된

LED빛은 안팎의 구조가 하나로 연결되어 불을

밝힘으로써 전체가 연결되고 살아있음을 나타낸다.



김홍석의 <계단 형태 - 연단 1>, <불>,

<분수>, <계단 형태 - 임시연단>은 길거

리 혹은 공공장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

는 비닐봉지, 종이박스, 나무 등 일상적인

일회용 재료들을 브론즈 등 단단한 재료

로 캐스팅하여, 우리에게 친숙하게 존재하

는 여러 오브제들의 복원된 문화역서울

284에 위치됨으로서 색다른 이야기를 발

생시키게 된다.

한국에서 영화와 철도는 같은 해(1899년)에 시작되었

다. 100여 년 동안 영화의 역사 속의 프레임들/사이

즈들과 철도를 결합하고, 그간의 시간과 기억을 향

해 열려 있는 '기억-영화적, 기억-건축적 인터페이스'

를 재설정하여 6개월 동안 3차례 걸쳐, 문화역서울

284와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에서 마치 영화에서

카메라가 서서히 특정 대상에게 '트래킹 인'하듯 진

행된다.

김홍석, <평범한 대상>,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노재운, <수상한 승객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박찬경, <만신>, 9채널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2011

방울, 부채 등 굿에 사용하는 도구인 만신의 무구와 신령상 등 무속화의 제작과정, 맞이를

그리는 화가의 그림제작 과정과 산과 바다 등 무속인에게 영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굿당

과 주변 풍경 등 무속제의와 관련된 도구 및 장소를 HD로 촬영하고, 이에 현장음과 무가

(巫歌)의 노래 소리를 결합한 9채널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작업으로, 3~4분 내외로 구성된 각

영상은 총 30~40분 가량 상영된다.



배영환의 <이별의 편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대생활의 기억에 관한 작

업으로, 군대를 제대할 때 동료들이 군

생활을 추억하며 건네주었던 '이별의

편지들'을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수집하여 총 80여 편을 과거 입영열차

가 출발하던 구 서울역사에서 선보인

다.

배영환, <이별의 편지>, 슬라이드 프로젝션, 2011

슬기와 민 & 토마시 첼리즈나, <카운트다운> 아이덴티티 및 웹사이트 디자인,

2011

구 서울역사의 장소성, 역사성, 시간

성을 주제로 한 <카운트다운>의 성

격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덴티티와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로,

계속해서 추가되고 확장됨으로써 새

로운 출발점을 향한 출발을 나타내

는 전시의 특성을 나타낸 디자인을

선보인다.

안규철, <지평선에서>, 영상 및 설치, 2011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누군가의 기억이 되고 점점 희미해지는

하나의 흔적이 되는 것처럼, 내가 나 아닌

다른 존재로 느리게,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

인가가 '된다'. 안규철은 이 중 우선 나무로

변신하며, 인내하고 기다리고 침묵하는 식물

의 미덕을 보여주는 퍼포먼스 기록 영상과,

이에 사용된 오브제를 함께 전시한다.



안은미 외 23인, <가슴걸레 - 메이드 인 서울역>, 퍼포먼스 및 기록 영상, 2011

(사진 : 최영모)

안은미와 23명의 퍼포머들이 문화역서울 284의 탄생을 기념하는

<가슴걸레 ― 메이드 인 서울역>은 새 (인간)걸레들이 구 서울역사

건물 곳곳을 따로, 또 함께 누비며 과거의 앙금을 가슴으로 닦아내

며 추억하고 위로하는 퍼포먼스이다. 구 서울역사를 떠도는 한 많

은 영혼과 그 흔적들을 씻어내는 현대판 씻김굿이자, 복원되어 새

롭게 출발하는 문화역서울 284의 미래를 재설정하는 입력코드이다.

작가 이태석이 공연 영상을 기록하고, 그 기록은 6개월 동안 <카운

트다운> 프로젝트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 공연일정 : 8월 9일 (화) 4시 30분

8월 12일 (금) 2시

양수인, <있잖아요,>, 혼합재료, 270 x 270 x 250cm, 2011

역사적으로 시위, 집회 등 발언의 집결지였던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있잖아요,>는 시민이

하프 웨이 미러로 만들어진 박스 내부로 들어

가면 조명이 점등되며 10초간 자유발언의 기

회를 갖게 되며, 그 발언은 스피커를 통해 외

부로 방송된다. <있잖아요,>는 개인의 이야기

가 모여 시민의 목소리가 되며, 시민의 관심사

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의 실

험실이다.

* 이 작품은 지식경제부 선정 제11기 차세대디자인리더 선정 작품으로, 지식경제부와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오인환, <바디-워드>,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오인환의 <바디-워드>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가능한 다양한 행위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양각

의 블록으로 제작해 바닥에 설치하고 살색의 고

무판으로 덮은 뒤, 관람객이 이를 밟기를 계속함

으로써 서서히 글자가 드러나는 설치작업이다.

만남, 이별, 재회의 장소인 구 서울역사에 설치되

는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변

함없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표현들을 나타낸

다.

또한 두 번째 작업은 서울역 앞 풍경의 변화를 소재로 한 두 번째 작업은 과거 건립 당시

서울역사 2층 창문에서 내다보았던 서울역 앞 광경에 대한 사진기록, 기사, 논평 등 조사하

고, 이것을 토대로 한 사운드 작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우순옥, <대합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구 서울역은 과거 늘 어디론가 떠나는 장소

였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 장소였다. 그

안 에 설치된 ‘우리는 모두 여행자’ 란 텍스

트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하나

의 시적 은유로서의 예술적 풍경, 혹은 언어

로 된 거울이다. 작가는 전시 기간 동안 여

러 이미지, 텍스트, 드로잉, 오브제, 영상 등

을 설치한다.

이불, <The Secret Sharer>, 스테인리스스틸, 아크릴, 폴리우레탄폼, PVC, PET,

유리 및 아크릴비즈, 420 x 150 x 110cm, 제공: 피케이엠갤러리 | 바틀비비클앤

뫼르소, 서울, 2011

문화역서울 284 중앙홀 입구에 매달려 있는

이불의 <The Secret Sharer> 조각은 작가에게

가족과 진배없는 개의 말년과 추억을 기리기

위해 탄생된 작품으로, 개의 입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크리스털로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

영원성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100여

년 동안 노화되었다가 새로 탄생하는 구 서울

역사의 역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불, <Bunker (M. Bakhtin)>, 전자장치, 공간음향시뮬레이션, 제공: 레만모핀갤

러리, 뉴욕, 2011

<Bunker (M. Bakhtin)>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황손 이구의 생애를 통해 미국, 일본, 한국의

근대사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이구는 영친왕의 아들로, 일본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미국에서

건축을 공부하며 아엠페이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다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요구로 귀국하여

가족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삶을 살다가 도쿄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관객은 문화역

서울 284 귀빈실에 설치된 헤드폰을 통해 과거 이구와 관련된 공간들의 소리와, 현장에 비

치된 마이크로폰을 통해 들리는 실시간 소리 -발자국 소리, 서울역 주변의 소음, 기차소리-

들과 함께 들을 수 있다.



<휘황찬란 교방춤>은 한국 전통 무용가, 전통

가객, 한복 디자이너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공

연으로, 샹들리에가 환하게 켜진 무대에서 전통

무용가 이정화는 정가 보컬리스트인 강숙현의

가사에 조응하는 교방 살풀이를 2011년 8월부

터 12월까지 5회 공연하며, 구 서울역사의 복원

을 축원한다. 또한 공연마다 한복 디자이너 이

서로 마주보는 열차 승객석의 형태를 바탕으

로 고안된 4인용 공공 의자 10대로, 기차역이

었던 문화역서울 284의 옛 기능을 상징하는

기념비이자 관람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기

능할 수 있는 오브제이다. <승객석>은 배치

및 해체가 가능하여 자유로운 형태로 활용 가

능한 것이 특징인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이다.

이수경, <휘황찬란 교방춤>, 퍼포먼스 및 설치, 2011

서윤이 공연에 맞춰 제작한 조선시대 한복 모양에 현대의 옷감과 독창적 자수를 덧입힌 한

복을 선보인다.

- 참여작가 : 이수경 (공연기획 및 무대 디자인), 이정화 (교방 살풀이 춤)

강숙현 (가사), 이서윤 (한복디자인)

- 공연일시 : 2011년 8월 9일 (화) 4시 30분 / 2011년 9월 1일 (목) 6시

2011년 10월 7일 (금) 6시 / 2011년 11월 3일 (목) 6시

2011년 12월 1일 (목) 6시

- 공연시간 : 20분

잭슨홍, <승객석>,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이후 12월에 중앙홀에 설치될 잭슨홍의 두 번째 작품은 붉은색의 거대한 애드벌룬이 중앙

홀을 지탱하고 있는 석조기둥 사이 사이에 설치되어, 구 서울역사 중앙 홀의 기둥들 사이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며 2012년 3월 문화역서울 284의 공식 출범과 역동적 도약을 예고한다.

조덕현, <은유법>,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은유법>은 구 서울역사 2층 중앙의 동편, 20평 정도

의 긴 방에 설치된 작품으로, 개간과 개발로 절단된 나

무들의 운명과 산업화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던 구 서

울역의 이동의 역사를 연결하며, 정주에서 이주로 급변

해온 우리의 이주, 이산, 유목에 대한 시학적 사유를

제안하고 있다.



최수환 & 이세옥, <Transparent Coins>, 인터랙티브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2011

사운드 아티스트인 최수환과 이세옥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된 <투명한 동전들>은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운드 설치극(installed sound theatre)이다. 다섯 개의 장은 각각 나

레이션, 효과음, 구체음악, 엠비언트 음악 등의 사운드 오브젝트들로 구성되며, 사운드 오브

젝트들은 작가들이 설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해 공간을 점유하는 관객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

응, 변이하여 각각 공간에 대한 다른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

함진, <무제>, 합성 점토, 가변설치, 2011

문화역서울 284 귀빈실 옆 작은 방에 설치된 함진

의 초소형 조각들은 멀리서보면 찰흙덩어리가 공

중에 부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과 외계인의 중간쯤으로

보이는 기괴한 형상들, 뒤틀린 나무줄기, 알 수 없

는 동물들, 기계들 등 구상과 추상이 뒤엉키며 빚

어 낸 환상적 조각들의 집합이다.

Sasa [44], <서울역>, 퍼포먼스, 2011

인디 뮤지션 볼빨간과 현대미술 작가 Sasa[44]는 구 서울역사 준공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회

상하며, 노래 제목에 서울역이 들어간 유행가 21곡을 선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나 찾아

볼 수 있는 유행가 믹스테이프처럼 이 노래들을 담았다. <서울역> 믹스 테이프는 서울역에

관한 지나간 추억들을 기념하는 무형의 모뉴먼트가 될 것이며, 구 서울역 복원개관을 기념

하는 의미에서 오프닝에 초청된 관객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Sasa [44], <Hands-Koo>, 단채널 영상, 2011

과거의 식당 준비실, 부엌으로 사용되었던 공

간에 설치된 <Hands-Koo>는 자신을 포함한

지인 다섯 명-구동희, 슬기와 민, 안소연, 박미

나, Sasa[44]-이 설겆이를 하고, 과일을 깎으

며, 통닭을 해체하거나, 야채를 씻고 써는 등

요리 행위를 연상시키는 다섯 편의 손동작 영

상을 매 달 한 편씩 순차적으로 보여주며 마

지막 달에는 다섯 편 모두 메들리로 상영될

예정이다.

SSAP (Seoul Sound Archive Project), <사운드 퍼포먼스 : 세 겹의 현재>, 오프닝 퍼포먼

스, 2011



SSAP는 코레일의 공식적인 협조를 얻어 6월부

터 서울역을 중심으로 KTX, 새마을호, 무궁화

호의 기관사실에 동승하여 녹음한 소리들, 한강

철교의 소리, 매표소에서 표를 판매하는 역무원

의 소리,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신,

염천교 위의 소리, 남대문 시장의 소리, 해방촌

의 소리들을 데이터로 저장하여, 그 중 서울역

의 일상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소리들을

엄선, 추출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었다. 수

집된 소리들을 관객이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세팅하여, 서울역의 일상적 소리를 경험하고 재

조작하는 DJ로 체험 가능하게 하였다.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는 공간이었던 구 서울역사의 시간을 가고 있는 지금의 시간(시선),

떠나기 전의 시간(추억), 도착하려는 곳의 시간(기대) 이렇게 세 겹의 현재로 나누어, 세 겹

의 시간을 소리로서 표현한다. 서울역의 일상적 소리와 어쿠스틱 악기들의 소리(첼로, 바이

올린, 호른), 시간표를 따라 정확하게 설정된 사람들의 움직임 소리로 나타나며, 이 모든 소

리에 반응하는 영상이 함께 보여 진다.

- 공연일시 : 1회-2011년 8월 9일 (화) 오후 4시

2회-2011년 11월 26일 (토) 오후 5시

- 특별출연 : 성기선(지휘자,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6명의 실내 앙상블 연주자

SSAP (Seoul Sound Archive Project), <서울역 소리보관 프로젝트>,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 SSAP (Seoul Sound Archive Project / soundarchive.kr)

성기완 (director), 최수환 (technical director), 김남윤 (sound producer), 이수경

(designer), 이윤호 (photographer), 윤지웅 (video producer, VJ), 김도이 (video

co-producer), 전광표 (researcher), 유태욱 (researc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