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UNTDOWN
2011·08·11—2012·02·11

PROGRAMS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문화역서울 284 
개관 프로젝트

카운트다운

문화역서울 284 전 공간 및 광장,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2011년 8월 11일–2012년 2월 11일

‹카운트다운› 프로젝트는 2011년 8 월 9일 
구 서울역사의 원형복원 개관과 2012년 3월 
문화역서울 284의 공식 출범의 사이에 존재하는 
시· 공간을 활성화하는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 카운트다운›은 3년 동안의 복원공사를 마치고 
1925년 준공 당시 모습으로 되돌아간 
구 서울역사가 어떻게 21세기를 향한 문화생산의 
발원지로 재탄생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문화재와 현대문화의 생산적 공존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의 새로운 
이름인 문화역서울 284는 문화재 사적번호

(284) 와 문화 생산지(스테이션)의 공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프로젝트는 
사적 284가 단순히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와 교감하며 미래를 향한 문화생산의 거점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실시간 액션이며, 
첫 카운트다운은 2011년 8 월 복원 개관과 함께 
시작되어 6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전개되다가 
2012 년 2월 종료됩니다.

2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시작될 ‹카운트다운›은 
오프닝 이후 이 작가들의 작업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여기에 6 개월 동안 매월 또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이 점진적으로 추가되어, 프로젝트 
종료 시점인 내년 2 월에는 총 35명의 
참여작가들의 모든 작품들이 문화역서울 284에 
공존하게 됩니다. ‹카운트다운› 참여작가들은 
6 개월이라는 ‘ 시간’과 구 서울역사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정지된 시공간(복원/과거)을 

‘ 흐르는 시간, 변화하는 공간’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복원 장소에 
예술 프로젝트들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되면서 서서히 변모하는 구 서울역사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풍요롭고 매력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 카운트다운›은 또한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와의 공동 프로그램, 
주한 프랑스문화원과의 협력 프로젝트 Souvenirs 
from Earth, 인디밴드 공연(성기완 기획), 영화 
프로그램( 한선희 기획), 건축 · 디자인 렉처( 정소익 
기획)를 초청하며, ‹ 카운트다운› 참여작가들의 
아티스트 토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복원과 문화 공간의 동거는 ‘문화’라는 공통 
분모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과 
변화라는 상반된 지향점을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구 서울역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복원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물리적 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에, 특히 복원 개관 
시점에서 문화역서울 284 공식출범 시기, 6개월 
동안은 3년 동안의 복원 공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기간인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전개되는 ‹ 카운트다운› 
프로젝트는 문화재 보존 원칙을 완벽하게 존중하는 
조건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벽, 천장, 
바닥에 못을 박아야 하는 설치, 가벽을 필요로 하는 
회화, 드로잉, 사진, 월 페인팅, 그리고 복원 상태를 
볼 수 없는 블랙박스 영상 작업 등은 ‹ 카운트다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 카운트다운› 
참여작가들은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수용하며 

오브제, 사운드 설치,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 작업, 
퍼포먼스 등의 작업을 제안했습니다. 
‹ 카운트다운› 의 작품들은 구 서울역사 건립 시기, 
한국의 근대화 시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하며 서울역의 공유된 역사와 
개인들의 사적인 기억을 교직하는 작업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회고하는 
노스탈지아와 멜랑콜리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새로운 시공간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억’
의 체험을 보다 다각적으로, 보다 풍요롭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술감독 김성원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문화역서울 284

문화역서울 284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역동적이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다양한 생활문화의 
생산 거점이자 철로가 가진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문화역입니다.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고,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공연, 컨퍼런스, 연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향유, 감상,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2011년 8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개관 프로젝트 
‹ 카운트다운›이 진행되며, 2012년 3월부터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공동 프로그램

2011년 8월 9일–2012년 2월 11일 
오후 8시 30분, 9시, 10시, 11시 
서울스퀘어 미디어 캔버스

Souvenirs from Earth

2011년 10월 6일–2012년 2월 11일 
문화역서울 284 전 공간 

공연 프로그램: 인디스테이션 284 

2011년 8월 20일–12월 10일,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문화역서울 284 RTO 공간

기획 성기완
서울사운드아카이브프로젝트,  
3 호선 버터플라이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 카운트다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untdown2011.org

협력 협력 



EXHIBITION

VISITOR INFO

8월 설치 작품입니다.  
전시 기간 중 점진적으로 새로운 
작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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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있잖아요,›, 
혼합재료, 270 × 270 ×  
250 cm, 지식경제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일부 
지원, 2011

이불, ‹The Secret 
Sharer›, 스테인리스스틸, 
아크릴, 폴리우레탄폼, 
PVC, PET, 유리 및 
아크릴비즈, 420 × 150 ×  
110 cm, 제공: 피케이엠 
갤러리 | 바틀비 비클 앤 
뫼르소, 서울, 2011

김홍석, ‹분수›, 레진, 스틸, 
마이크로폰, 65 × 65 ×  
700 cm, 2011

최수환 & 이세옥, ‹투명한 
동전들›, 가변설치, 2011

잭슨홍, ‹승객석›,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이수경, ‹휘황찬란 
교방춤›, 퍼포먼스 및 
설치, 2011

이수경, ‹번역된 도자기—
아기 코끼리›, 도자 파편, 
레진, 에폭시, 24K 금박, 
160 × 75 × 147 cm, 2011

1

2

3

4

5

6

6

김홍석, ‹불›, 브론즈, 
150 × 112 × 132 cm, 
2011

김홍석, ‹계단 형태—
임시연단›, 레진, 가변설치, 
2011

오인환, ‹바디–워드›,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김소라, ‹시간, 시간을 
먹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배영환, ‹이별의 편지›, 
슬라이드 프로젝션, 2011

김소라, ‹Don’t Ask Me 
Why›, 나무에 채색, 
가변설치, 2010

우순옥, ‹대합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이불, ‹Bunker (M. 
Bakhtin)›, 전자장치, 
공간 음향 시뮬레이션, 
제공: 레만모핀갤러리, 
뉴욕, 2011

함진, ‹무제›, 합성 점토, 
가변설치, 2011

복원 전시실

안규철, ‹지평선에서›, 
영상 및 설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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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 [44], ‹Hands—
Koo›, 단채널 영상, 2011

박찬경, ‹만신›, 9채널 
비디오 인스톨레이션, 
2011

김홍석, ‹계단 형태—
연단 1›, 브론즈에 채색, 
131 × 145 × 175 cm, 
2011

조덕현, ‹은유법›,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SSAP (Seoul Sound 
Archive Project), 
‹ 서울역 소리보관 
프로젝트›, 혼합재료, 
가변설치, 서울문화재단 
일부 지원, 2011

노재운, ‹수상한 승객들›,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김주현, ‹뒤틀림—그물망›, 
혼합재료, 가변설치,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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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

관람시간

하절기: 오전 11시–오후 8시 
동절기: 오전 11시–오후 7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매주 월요일, 1월 1일(양력/음력) 휴관 
입장은 폐관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관람료

무료입장: 
 2011년 8월11일–9월 30일 
2011년 10월 1일 이후: 
 일반 W 2,000 
  할인 W 1,000 (장애인,  
미취학 아동, 20인 이상 단체)

프로그램 입장료 별도

문화역서울 284  
건축 복원 오디오가이드 

W 2,000 

전시설명

오후 2시, 5시 
오후 2시, 5시, 7시 ( 토요일, 일요일)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는  
‹ 카운트다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untdown2011.org

문화역서울 284 
100–162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번지 
T 02 3407 3500 / F 02 3407 3510 
culturestationseoul284.org  
countdown2011.org

주최 주관

여러 장소

김수자, ‹보따리 트럭—
이민자들›, 단채널 영상, 
9:17, 무음, 제공 : MAC/
VAL, 파리 & 김수자 
스튜디오, 서울스퀘어 
미디어센터 공동 
프로그램, 2007

슬기와 민 & 토마시 
첼리즈나, ‹ 카운트다운› 
그래픽 아이덴티티 및 
웹사이트 디자인, 2011

안은미 외 23인, 
‹ 가슴걸레—메이드 인 
서울역›, 퍼포먼스 및 기록 
영상, 2011

Sasa [44], ‹서울역›, 
퍼포먼스, 2011

SSAP (Seoul Sound 
Archive Project), 
‹ 사운드 퍼포먼스: 세 겹의 
현재›, 퍼포먼스,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