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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❶

M+컬렉션
홍콩 아티스트20

Kwan Sheung Chi 
퍼포먼스, 사회 제도를 향한 문제제기
콴슈엉치(關尙智, 1980~ )의 작품은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드로잉 조각을 넘나든다. 
유머러스한 콴슈엉치의 컨셉추얼한 작품들은 우리를 둘러싼 제도의 본성을 드러내 
물음을 던지면서 거시적 사회-정치구조에 대한 비평으로 이어진다. (영 마) 현대의 
윤리 개념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는 무정부주의적 기질을 유머와 결합시킨 
영상과 퍼포먼스 작품을 선보인다. / 1980년 홍콩 출생. 홍콩중문대학 문학사 전공. 
올해 아트바젤홍콩 기간 중에 MILL6아트파운데이션에서 마리아나 한(Marianna 
Hahn)과 2인전을 개최했다. 히로시마현대미술관(2013), 도쿄 유카츠루노(2012), 
갤러리엑시트(2009), 홍콩 층콩센터(2006), 홍콩아트센터(2002)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2013년 제1회 휴고보스아시아미술상 수상.

콴슈엉치 <A Flags-Raising-
Lowering Ceremony at My 
Home’s Clothes Drying 
Rack> 비디오 2007 작가의 
아파트 외벽 빨래 건조대를 
국기 게양대 삼아 영국 중국 
국기를 조합해 직접 만든 
홍콩 국기를 게양하는 장면을 
기록했다.

헤르조그 드 뫼롱이 설계한 미술관 M+의 건물은 현재 건축 중이다. 완공되어 개관하는 
2019년까지 M+는 1만2천㎡의 전시공간을 포함, 연면적 약 6만㎡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나는 M+가 온전히 기능하는 완전한 미술관이라고 말하곤 한다. 
24명의 학예사 인력을 포함하여 현재 52명의 직원이 M+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M+는 열 번의 특별전을 개최했다. <Mobile M+>라는 타이틀을 달고 열린 이 
전시 시리즈는 홍콩의 여러 곳에서 열렸다. 아울러 M+는 베니스비엔날레에 2회 참가했다. 
<M+ Matters>란 이름의 공공 심포지엄 또한 총 10회 주최했다. 미술관의 오프닝을 앞두고 
M+가 힘을 쏟고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M+의 컬렉션을 구축하는 
일인데, 2012년 중반쯤부터 컬렉팅을 시작했다. 현재 5천 점에 달하는 작품이 디자인 및 건축, 
영상예술, 시각미술의 세 분과로 나뉘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한 지정학적 역사와 발달한 무역, 그리고 혼종 문화의 산실로 이름 높은 홍콩이라는 도시에 
자리잡은 만큼 M+는 그러한 지리적 문맥에서 연유하는 고유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시선에 걸맞은 글로벌한 컬렉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M+는 지금 세상의 무경계성, 
혹은 이 시대 특유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틈새들과 균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는 현대미술관이라면 이런 야심을 현실화하는데 있어, 마땅히 스스로가 
처한 장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의’ M+는 ‘홍콩 작가’의 작품을 
풍부하게 갖춰놓을 것이 요구된다.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는 이 과제를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었다.  M+컬렉션에 포함된 홍콩을 대표하는 작가 20명을 소개한다. 명단은 원로부터 중견, 
신진작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선정되었다. 
/ 정도련, 홍콩 M+ 부디렉터 겸 수석큐레이터

선정 작가_Kwan Sheung Chi, Firenze Lai, Au Hoi Lam, Szeto Keung, Liu Heung-shing, Frog King Kwok, 

Lui Chun Kwong, Ho Siu-kee, Lee Kit, Lee Ka-sing, Irene Chou, Leung Mee-ping, Jerry Kwan, Pak Sheung 

-chuen, Lui Shou-kwan, Wucius Wong, Koon Wai-bong, Tsang Tsou-choi, Wilson Shieh, Stanley Wong
추천인(M+)_폴린 야오(Pauline J. Yao) 시각예술 부문 선임 큐레이터, 티나 팽(Tina Pang) 홍콩 시각문화 부문 
큐레이터, 이자벨라 탬(Isabella Tam) 시각예술 부문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레슬린 마(Lesley Ma) 수묵 부문 
큐레이터, 영 마(Yung Ma) 영상예술 부문 협력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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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nze Lai 
고립된 인물상의 긴장
피렌체 라이(黎淸姸, 1984~ )는 젊은 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다. 주로 환경과 고립된 듯한 
인물을 기괴하고 어긋난 비례로 제시한다. 일견 온건해 보이는 그의 작품들은 우리와 현대적 
삶의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이질적 긴장을 절묘하게 드러낸다. (영 마) 먹으로 그린 클로즈업된 
인물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표정보다 더욱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원근감을 배제하고 ‘납작하게’ 그린 그의 회화는 최근 동시대 젊은 작가들의 작업 경향을 
연상시킨다. / 1984년 홍콩 출생. 2011년 갤러리엑시트에서 개인전 개최. <Disturbances>(홍콩 
갤러리엑시트 2013), <Painting On and On 2>(홍콩 갤러리엑시트 2012), <Sensory Training> 
(광저우 및 홍콩 비타민크리에이티브스페이스 2012) 등 단체전 참여. Au Hoi Lam 

일상 사물로 표현한 삶의 비망록
화가이자 설치작가로 활동 중인 아우호이람(區凱琳, 
1978~ ). 그는 일상에서 찾은 물건에 결부된 자신의 
기억을 재료 삼아 깊고도 강렬한 감정을 표현한다. 
그의 회화가 전달하는 내러티브는 허구적이면서도 
자전적이다. (영 마) 아우호이람의 작업은 일종의 
삶의 비망록이자 과거의 기억을 담은 수집품과 같다. 
최근에는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상생활의 소소한 행동으로 시각화했다. 이를테면 
<Log>는 2개의 메모 수첩을 잘라 나무 보드에 붙인 
작품으로,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메모지가 흔들리는 
작업이다. / 1978년 홍콩 출생. 홍콩중문대학에서 
순수미술과 철학 전공. 오사지오픈(2013), 
무지아틀리에(2010), 홍콩중문대학(2003), 
홍콩아트센터(2002)에서 개인전 개최.

왼쪽 · 아우호이람 <Memento 
(White Shirt)> 리넨에 연필, 
색연필, 아크릴릭 2014
오른쪽 · 아우호이람 
<Memento (She Can't 
Remember)> 리넨에 
연필, 색연필, 아크릴릭 
122×122×5cm 2014
아래 · 피렌체 라이 <The Bone 
Setting Clinic> 캔버스에 
아크릴릭 32.5×28cm 2012

왼쪽 페이지
왼쪽 · 피렌체 라이 
<Alignment> 캔버스에 
아크릴릭 40.6×30.5cm 2012
오른쪽 · 피렌체 라이 <Starry 
Starry Room> 캔버스에 
아크릴릭 40.5×30.5c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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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Heung-shing 
세계사적 변혁의 현장을 포착하다
리우헝싱(劉香成, 1951~ )은 1992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진작가다. 타임즈와 
어소시에이티드프레스의 사진기자이자 특파원 
출신으로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중국 
미국 인도 소련 등지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천안문 사건과 소비에트연합의 붕괴 순간을 
프레임에 담아 냈다. 사진가로 활동하는 내내 
20세기 서사의 기념비적 순간들을 포착하며 
풍부한 작품 세계를 쌓아 왔다. (이자벨라 
탬) / 1951년 출생. 뉴욕 헌터컬리지 졸업. 
해외프레스클럽상(Overseas Press Club Award) 
수상(1991). 파리포토(Paris Photo) 선정 2015년 
‘컨템포러리 사진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저서 《China After Mao》(1983), 《Soviet 
Union: Collapse of an Empire》(1993), 편저 
《China: Portrait of a Country》(2008) 등. 

위 · 셰토 킁 <The Divine 
Comedy> 리넨에 
아크릴릭, 전선, 전구, 천 
124.5×184.5cm 2001~03

오른쪽 페이지
위 · 리우헝싱 <1989 
Beijing_Couple Hiding 
under the Bridge>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99.2×65.6cm 
1989
가운데 · 리우헝싱 <1989 
Beijing, Hunger Strike>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81.8×110cm 1989
아래 · 리우헝싱 <1989 Beijing, 
Sent Wounded Students 
on Tiananmen Square to 
Hospital>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58.3×89cm 1989

Szeto Keung
낭만주의와 포토리얼리즘의 결속
셰토 킁(司徒 , 1948~2011)은 30년 넘는 세월을 뉴욕에서 보내며 다운타운의 중국인 예술 
커뮤니티에서 ‘뉴욕 터줏대감’으로 통했다. 그의 작업 양식은 모국을 향한 짙은 향수가 바탕이 
된 낭만주의와, 포토리얼리즘의 철두철미한 형식적 실천이 단단히 결속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티나 팽) 그는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20여 년간 고국에 거의 돌아가지 않았다. 여기서 
비롯되었을 ‘외로움’을 작업의 영감으로 삼았던 것. 뉴욕 외에 타이완 홍콩에서 주로 전시했다. / 1948년 
중국 광저우 출생. 타이베이 타이완국립사범대 졸업, 뉴욕 프랫인스티튜트 석사 졸업. 타이베이 
에스라이트갤러리(2009), 뉴욕 O.K.해리스갤러리(2008), 뉴욕 중국계미국인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갤러리456(1990), 홍콩아트센터(1974), 홍콩 알리앙스프랑세즈(1974), 홍콩 괴테인스티튜트(1973)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Invitation>(뉴욕 차이나스퀘어 2009), <Art and Illustion>(캘리포니아 
카네기미술관 2005~6)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 참여. 뉴욕에서 심장질환으로 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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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g King Kwok 
현실을 접목하는 개념미술
프로그 킹 (蛙王, 1946~ )은 홍콩인이라면 누구나 알 이름. 예술과 
현실을 접목하는 활기 넘치는 퍼포먼스 작업으로 유명한 아티스트다. 그는 
홍콩 미술계의 선구자적 인물로 1970년대 홍콩에 개념미술, 과정중심적 
설치와 해프닝 등을 소개하는 주역이었다. 1970년대 말 베이징과 1980년대 
뉴욕에서 활동하는 동안 제작한 일시적이고 도발적인 공간 개입적 
설치작품들은 프로그 킹의 혁신가적 면모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폴린 
야오) 본명은  망호(Kwok Mang Ho, 郭孟浩). / 1946년 출생. 홍콩 
그랜탐파인아트컬리지 졸업, 홍콩중문대학 졸업, 뉴욕 아트스튜던츠리그 
졸업. 10챈서리레인갤러리(2015~6), 스코틀랜드 파페이지로모바일뮤지엄 
(2013) 등에서 개인전.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홍콩관 대표 작가. 
<아이 웨이웨이, 프로그 킹>(두델스 2013)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Lui Chun Kwong 
중국 산수화의 유화적 번안
화가인 루이춘퀑(呂振光, 1956~ )은 홍콩 미술 교육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다. 화가로서 그는 
유화와 아크릴릭을 질료 삼아 중국 산수화의 전통적 외연을 확장한다. 그의 작품은 추상적 형태와 그 이면의 
복잡한 관념을 특징으로 한다. (영 마) 작가는 격정적 감정이나 추상적 개념에 머무는 작업이 아니라 서있기, 
걷기, 밭갈기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을 다룬다. / 1956년 광동 출생, 1962년에 홍콩으로 이주. 
타이베이 타이완국립사범대에서 순수미술 전공, 런던 골드스미스대학에서 석사 졸업. 갤러리액시트(2015), 
오사지갤러리(2012), 일리우페인팅펙토리(2004), 홍콩아트센터(2001) 파라사이트아트스페이스(2000), 
홍콩과학기술대학아트센터(1998) 등에서 개인전, 아트바젤홍콩(2016, 2013), 사치갤러리(2012), 
상하이미술관(2010), 홍콩미술관(2008)에서 단체전 참여. 홍콩시각예술소사이어티 회장(1988~2002) 역임.

왼쪽 · 프로그 킹  <Act of 
Quiet> 종이에 잉크, 태운 종이 
콜라주 76.3×51.8cm 1976
오른쪽 · 프로그 킹  <Wind 
Frog Flower> 종이에 잉크 
16.3×14.3cm 1992

오른쪽 페이지
루이춘퀑 <Idol & the 
Swallow> 나무 보드, 캔버스에 
아크릴릭 외 혼합재료 
103×122cm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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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 Siu-kee 
비디오 퍼포먼스의 선구자
호시우키(何兆基, 1964~ )의 조각 작품은 신체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미지의 경험 앞에 
놓인 신체의 반응을 파고 든다. 유명한 조각가이자 홍콩에서 이름 높은 미술 교육자이기도 한 
호시우키는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미디엄 안에서 신체와 몸짓을 탐구하던 초기 세대에 속한다. 
(폴린 야오) 그는 자화상에서부터 조각,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대상화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가 작품을 통해 보여 준 인간의 지각방식은 곧 자아와 타자가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 1964년 출생. 홍콩중문대학 순수미술 전공, 크랙브룩아카데미 
석사 졸업, RMIT에서 박사 졸업. 베니스비엔날레(2001), 상파울로비엔날레(1996) 등 참여. 
영국왕립조각가 회원(2012). 2011년 독일에서 출판한 《세계아티스트인명사전》에  포함됐다.

Lee Kit 
일상 사물의 재맥락화
리킷(李傑, 1978~ )의 작업은 회화, 텍스트, 사운드, 영상, 그리고 설치까지 여러 미디어를 아우른다. 그의 
작품은 일상의 경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근래의 설치 작품에서는 일상에서 발견한 오브제나 
레디메이드 제품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실재의 기억, 상상된 기억 모두를 한껏 고양시키는 촉매로서 
활용한다. (영 마) / 1978년 출생. 홍콩중문대학에서 순수미술 전공. 홍콩 캐틀디폿(2014), 상하이 
민생미술관(2012), 홍콩 파라사이트(2007) 등에서 개인전 개최. 2013년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작가.

위 · 리킷의 개인전으로 
진행한 아트바젤홍콩 
롬바드프라이드갤러리 부스 
설치 전경 2013
아래 · 리킷 <Untitled> 리킷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레디메이드’로 규정, 이를 
이용해 현대인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시간성과 
기억을 불러낸다. 

왼쪽 페이지
호시우키 <Gravity Hoop> 
디지털 사진, 철 
81×120.5×2cm(사진), 
240×240×90cm(조각)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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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a-sing 
홍콩 개념 사진의 개척자
리카싱(李家昇, 1954~ )은 홍콩 컨셉추얼 사진의 초기 개척자다. 살롱 사진의 
관습이 팽배하던 홍콩의 1970년대, 그는 주류 사진계를 박차고 나와 시(詩)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문학지를 창간한 바 있다. 그에게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은 
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었다. 리카싱의 사진 작업은 콜라주와 초보적 
포토샵 기술을 사용해 여러 이미지를 중첩한 초현실적 이미지로 대표된다. 
(이자벨라 탬) 그는 주변의 사물들, 자신의 기억, 도시, 자연 등을 소재로 삼으며 
이미지와 서사의 혼성을 시도한다. / 1954년 출생. 독립 사진잡지사 ‘디스로케이션’ 
공동 설립자. 다수의 개인전 개최. <영속적 순간: 홍콩작가들의 즉석 사진술 
1980년대~2000년대>(홍콩 블라인드스팟갤러리 4. 23~5. 3) 참여 예정. 

Irene Chou 
추상표현주의 수묵화
아이린 추(周綠雲, 1924~2011)는 1900년대 초반에 직업미술가로 성공한 몇 안되는 여성작가 중 한 명. 
홍콩에서 실험수묵의 조류가 대두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추상적이고 유기적이며 관능적인 
자기만의 조형언어를 개척하는 가운데 인간 심리와 감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왔다. (티나 팽) 
추상표현주의를 수묵화로 옮겨 왔으며 과감하고 역동적인 붓질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업세계를 
선보여 왔다. / 상하이 세인트존스대학에서 경제학 전공. 홍콩 한아트TZ갤러리(2008, 2006), 
홍콩아트센터(2004), 홍콩 그로토파인아트(2004)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홍콩의 거장들>(런던 
로시&로시 2013) <홍콩 거장들에게 보내는 헌사>(홍콩 한아트TZ갤러리 2012) 등 다수의 단체전. 

왼쪽 · 리카싱 <Walking 
Lines from the Thinbit 
Studio> 사진 콜라주 
1996_홍콩예술개발위원회 
장학금지원가이드 브로슈어 
표지로 사용됐다.
오른쪽 ·<City at the End 
of Time> C-타입 프린트 
101×147cm 1992

오른쪽 페이지
왼쪽 · 아이린 추 <Movement 
II> 종이에 먹, 채색 
137.5×69cm 1980년대 중반
오른쪽 · 아이린 추 
<Christmas Tree> 종이에 먹, 
채색 95.5×91.8cm 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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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ry Kwan 
아상블라주로 엮어낸 전통의 단면
화가로서 널리 존경받는 제리 콴(關晃, 1934~2008)은 뉴욕 
시절에 제작한 반(半)추상표현주의적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다. 홍콩에 돌아온 후 그는 중국 민속 예술, 특히 경극 속 
인물들을 주제로 삼았다. 레디메이드나 발견된 오브제를 
사용하여 경극의 인물을 아상블라주 스타일로 묘사하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티나 팽) 작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제를 회화로 
재해석하는 데 평생을 힘썼다.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와 작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노력했다. / 1934년 중국 광동 출생. 1949년 홍콩으로 이주, 
홍콩대학을 졸업했다. 미국으로 건너 가 콜럼버스대학 및 
뉴욕 시라큐스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다. 1978년 포드 파운데이션을 수상했으며, 2008년 
홍콩 포탄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타계.

위 · 렁미핑 <Memorize the 
Future>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 1만 개 가변크기 
1998~2015
아래 왼쪽 · 제리 콴 <Study 
for General Yuen> 편지 
22×22cm 2005
오른쪽 · 제리 콴 <Opera 
General Lau> 나무에 
혼합재료 169×144×9.5cm 
2007

Leung Mee-ping 
인간의 모발, 연악한 삶의 표현
렁미핑(粱每萍, 1961~ )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은 인간의 
모발을 꼬아 어린이 사이즈의 신발을 만드는 작업을 10년 
넘게 진행해 왔다. 세계 각국에서 채집한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것들, 
동시에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티나 팽) 프랑스 미국 홍콩 등에서 활동하는 작가는 동시대 
문화의 보편적인 담론부터 지역의 독창적인 문화까지 
두루 연구한다. / 1961년 출생. 홍콩중문대학 졸업 및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 파리국립고등예술학교 
졸업. 홍콩과학박물관(2014), 싱가포르아트페어(2013), 
홍콩시청(2002)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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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 Sheung-chuen 
몸, 낯선 경험의 촉발
개념적 설계에 굳게 기반하면서도 기개가 넘치는 
팍시엉추엔(白雙全, 1977~ )의 작업 속 ‘행위’들은 몸을 
매체로 활용하는 여러 방법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경험을 촉발하고 또 경험하는 
일 등 그의 ‘행위’ 중에는 계산된 것도 있고 또 우연히 하게 된 
것도 있으며,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지시에 
따르는 수행적인 것도 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우연하고도 
임의적인 경험들이 창조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팍시엉추엔의 신체인 셈이다. (폴린 야오)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를 만들어 내는 그의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관계 
맺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 1977년 
중국 후지안 출생. 1984년 홍콩으로 이주, 홍콩중문대학 
졸업.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작가. 중국 
허샤닝미술관(2012), 홍콩미술관(2010), 관동미술관(2010) 
등에서 개인전 개최. 리버풀비엔날레(2012), 
타이베이비엔날레(2012), 홍콩아트센터(2011)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Lui Shou-kwan 
신수묵 운동의 리더
전후 홍콩 화단에서 벌어진 신수묵 운동(New Ink Painting 
movement)의 핵심 인물이었던 루이슈콴(呂壽琨, 1919~75)은 홍콩의 
주요작가 중에서도 맨 앞줄에 서 있는 인물. 홍콩의 지역성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루이슈콴은 전통 수묵과 실험적인 추상회화 사이를 
능숙히 넘나든 선구자다. (티나 팽) 전통적인 중국화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서양의 추상 풍경화를 연구하며 끊임없이 자신만의 기술과 
스타일을 실험, 전통 중국화를 20세기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했다. / 
1919년 광동 출신. 1948년 홍콩으로 이주. 1954년 홍콩호텔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영국 미국 태국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1966년 
홍콩대학, 홍콩중문대학에서 수묵화를 강의하며 《수묵화 강의》(1972), 
《중국화 연구》(1956) 등을 출판했다. 1975년 56세의 나이로 타계.

위 · 루이슈콴 <Untitled> 
종이에 잉크, 채색 
48.5×128cm 1964
아래 · 루이슈콴 <Untitled> 
종이에 잉크, 족자 1969

왼쪽 페이지
위 · 팍시엉추엔 <Square 
Light> 비디오 25분 2009
아래 · 팍시엉추엔 <Waiting 
for a Friend (ㅉWithout 
Appointment)>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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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cius Wong 
전통의 현대적 계승
우시우스 웡(王無邪, 1934~ )의 독창적 작업세계에는 미술과 디자인을 가르치는 작가의 방대한 이론 
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우시우스 웡의 수묵은 중국 산수화의 기념비적 전통을 승계하면서도 특히 
기하학적 화면 구성 이론을 공간과 형태에 적용하여 관객의 눈 앞에 화면의 구조적 측면을 제시한다. 
(티나 팽) 수묵을 작업의 매체로 삼고, 전통적인 중국화 작업 방식과 현대의 기하학적인 이미지가 서로 
간섭하는 형태로 작업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중국화를 선보인다. 교육자 겸 행정가로서 홍콩의 미술과 
디자인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 1934년 관동 출생. 오하이오 콜럼버스대학 및 매릴랜드 인스티튜트 
컬리지 오브 아트 졸업. 존 D. 록펠러 3세 펀드(1971) 수상. 현재 홍콩 폴리텍디자인대학 교수.

Koon Wai-bong 
수묵과 추상표현주의의 융합 
쿤웨이봉(管偉邦, 1974~ )은 홍콩의 유서 깊은 
중문대학교의 수묵학과 출신 중 미래가 가장 
촉망되는 작가다. 단색으로 표현된 휘도 높은 
그의 수묵은 붓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졌으며, 
고전적인 소재를 빈번히 다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품 <Dancing in the Shadows>는 쿤웨이봉 
작품 세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표상하는데, 여기서 
작가는 그림자의 복잡한 효과와 그 안에서 은밀히 
어른거리는 율동감을 표현하려는 듯 보인다. 작가의 
대표적 주제인 소나무 숲의 이미지 위로 흩뿌린 
먹 자국이 무수히 중첩된 그림은 추상표현주의 
회화의 영향도 느껴진다. (레슬린 마) / 1974년 출생. 
홍콩중문대학 순수미술 전공, RMIT대학에서 박사 
졸업. 영국 동아시아미술관(2013) 등에서 개인전 
개최. 타이베이 국제모던수묵화비엔날레(2012), 
구글아트프로젝트(2011), 중국 쉔젠 국제수묵화
비엔날레(2010) 등 참여. M+ 외에도 홍콩미술관, 
홍콩중문대학미술관에 작품 소장. 홍콩현대미술상 
(2012), 홍콩컨템포러리아트비엔날레상(2009) 등 
수상. 현재 홍콩 밥티스트대학 조교수.

쿤웨이봉 <Dancing in the 
Shadows> 캔버스에 잉크, 
채색 245×125cm 2014

왼쪽 페이지
위 · 우시우스 웡 <Spreading 
the Roots #1> 종이에 잉크, 
채색 103×104cm 2003
아래 · 우시우스 웡 <Sky-Land 
Expression #15> 종이에 잉크, 
채색 141×110c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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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ng Tsou-choi 
거리의 ‘아웃사이더’ 그래피티
홍콩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술가를 꼽으라면 평생을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로 살아온 상수초이(曾 財, 
1921~2007)가 빠질 수 없다. ‘카오룽 황제’(King of 
Kowloon, 九龍皇帝)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상수초이는 
스스로 카오룽 반도 토지의 적법한 상속자라고 믿었다. 
수십 년간 홍콩 거리 곳곳에 왕의 칙령 형식의  ‘포고문’을 
끊임없이 남겼다. 간결하고 개성 강한 그의 글씨는 홍콩 
거리의 우체통 가로등 및 건물의 대문과 기둥을 수놓고 
또 지워지길 반복했다. 들쑥날쑥한 서체가 도시의 표면을 
불규칙한 패턴으로 덮는 광경은 홍콩이란 도시의 텍스쳐 
일부를 이루며 홍콩의 시각 문화와 동의어처럼 느껴진다. 
(폴린 야오) / 1921년 출생. 베니스비엔날레(2003) 참여 및 
다수 개인전 개최. 

Wilson Shieh 
유머가 깃든 수묵채색화
오늘날 홍콩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 윌슨 쉬에(石家豪, 1970~ )는 단연 눈에 띤다. 
윌슨 쉬에는 전통 중국 회화의 명맥을 이으며, 비단에 수묵과 채색으로 그림을 
그린다. 유머러스한 그의 작품에는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를 지시하는 
표상이 빈번히 나타난다. (티나 팽) 그는 그림의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동양화 
기법인 ‘공필’을 이용하되, 신체 및 일상적인 의복을 기이하게 변형하며 현대인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통 공필화와 현대적 주제를 함께 다루면서 새로운 
종류의 회화를 만들어 낸다. / 1970년 출생. 홍콩중문대학 순수미술 전공 및 동 
대학원 졸업. 홍콩 오사지갤러리(2013~11), 싱가포르타일러프린스인스티튜트(2009), 
홍콩 그로토파인아트(2007) 등에서 개인전 개최. <Annual Collectors’ 
Contemporary Collaboration - Boundless Treasures : Inexhaustible and 
Limitless>(홍콩아트센터 2015), <Edo Pop : The Graphic Impact of Japanese Print> 
(싱가포르타일러프린트인스티튜트 2014), 중앙미술학원비엔날레(2014), <Hong Kong 
Contemporary Art Awards>(홍콩미술관 2013)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왼쪽 · 상수초이 <Untitled 
(TTC_C49-00)> 나일론 천에 
먹 234×105cm 1997년 경
가운데 · 상수초이 <Untitled 
(Partial Map of Kowloon)> 
오래된 지도에 먹 31×88cm 
1994~97년경
오른쪽 · 상수초이 <Untitled> 
철문에 잉크 270×200cm 
2013

오른쪽 페이지
위 · 윌슨 쉬에 <The 
Cultural Life of Wilson 
Shieh> 캔버스에 아크릴릭 
180.5×120×3cm 2010
아래 · 윌슨 쉬에 <Eileen 
Chang and Her Characters> 
캔버스에 아크릴릭, 종이에 
콜라주 87×127cm(캔버스) 
61×71cm(종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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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미술 이끄는 
파워피플35

글로벌-로컬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다. 아시아인의 런던 뉴욕 파리 등 미국 및 유럽 도시 ‘진출’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그 태세가 바뀌었다. 아시아, 그중에서도 홍콩으로 ‘인재’들이 몰려 들고 
있다. 아시아 아트마켓의 ‘핫플레이스’인 홍콩에 그림을 사고 팔 이들이 몰리는 것은 그렇다 
쳐도, 미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핫피플’이 동시다발적으로 홍콩에 몰리는 데에는 무슨 
까닭이 있는 것일까? Art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홍콩 아트씬의 ‘파워 메이커’ 35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홍콩’의 변화상은 물론 ‘핫 트렌드’를 점검하고자 한다. 
Art가 선정한 35인의 직업은 컬렉터와 갤러리스트, 아트페어 디렉터에서부터 미술관 큐레이터, 
비영리기관 운영자, 평론가, 저널리스트, 기업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주목할 점은 이들이 각각의 
직업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자유롭게 직업상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면면을 보면, 홍콩 토박이는 물론 교포 출신으로 홍콩에 돌아왔거나, 중화권에서 건너온 인물, 
외국인이지만 홍콩으로 아예 이주한 이도 있고, 홍콩만이 무대가 아니라 세계 주요 아트씬에 
모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이도 있다. 이는 ‘문화 혼종’의 도시 홍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과거 국제 미술계를 주름 잡았던 미국과 유럽권의 
도시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2016년 현재 다시 홍콩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세계 미술인이 홍콩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아닐까? 그만큼 
홍콩에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 중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걸까? 정말로 홍콩이 
아트마켓의 핫플레이스를 넘어 기획 평론 등의 분야까지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 걸까? 실제 Art가 만난 ‘파워 메이커’들은 입을 모아 홍콩의 가능성을 긍정하며, ‘아직은’ 
세계 최고의 ‘핫스팟’이 아닐지 몰라도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 편집부

선정 인물_Doryun Chong, Pi Li, Lars Nittve, Uli Sigg, Duncan Pescod, William Lim, Alan Lau, Monique 

Burger, Adrian Cheng, Alan Lo, Eric Chang, Simon Lee, Emmanuel Perrotin, Nick Simunovic, Rachel 

Lehmann, Pascal de Sarthe, Angelika Li, Laura Zhou, Leng Lin, Stephen Cheng, Chang Tsong-zung, Pearl 

Lam, Mary Rozell, Tim Etchells, Adeline Ooi, Marc Spiegler, Mimi Brown, Christina Li, Tobias Berger, 

Claire Hsu, Vivienne Chow, Cosmin Costinas, Alice Mong, John Batten, Connie Lam
필자 표기는 장승연(S), 채연(C), 황영희(H), 이현(Y)

Stanley Wong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필름 메이커
‘어나더마운틴맨(anothermountainman)’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스탠리 웡(黃炳培, 1960~ ). 
그래픽 디자이너로 시작하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미 성공적인 이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미술 작업으로 작가로서 명성을 쌓는 중이다. 
중국어로 ‘썩은 꼬리’ 혹은 ‘더러운 종말’을 의미하는 제목의 <Lanwei> 사진 연작은 M+의 영구 
소장품이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 등지에서 부동산 개발 붐을 타고 착공한 수많은 건물이 경제적 
이유로 계획이 무산되어 버린 모습을 담았다. (티나 팽) / 1960년 홍콩 출생.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대표 작가. 디자인과, 설치,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작업 <redwhiteblue>로 참여했다. 
홍콩컨템포러리미술상(2012), 홍콩미술개발상(2011) 수상. 싱가포르 난양미술아카데미(2007), 
홍콩 랭크래포드(2005), 홍콩 프린지클럽(2004), 홍콩 1/5스페이스(2003) 등에서 다수의 
개인전 개최. <Hong Kong Bi-city Biennale of Urbanism>(홍콩 센트럴폴리스스테이션 2008), 
<Thermocline of Art>(칼스루에 ZKM 2007) 등 참여. 

왼쪽 · 스탠리 웡 <Lanwei 
07 / Two Generations 02 / 
Guangzhou>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139×110.5cm 2006
오른쪽 · 스탠리 웡 <Lanwei 
62 / The Mansion 01 / 
Singapore> 아카이벌 잉크젯 
프린트 139×110.5c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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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yun Chong, Pi Li, Lars Nittve, 
Uli Sigg, Duncan Pescod
M+의 수장(首長)들, 세계 미술의 중심을 꿈꾸며
최근 세계가 주목하는 홍콩미술 핫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서구룡문화지구(WKCD)의 M+ 소식일 것이다. 
2019년 정식 개관에 앞서 아직 ‘집’도 없는 뮤지엄인데, 이미 5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Mobile M+: Live Art>라는 
테마로 곳곳에서 전시와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홍콩 아트씬을 견인해 가고 있다. 더욱이 2012년 중국 현대미술 
컬렉터로 유명한 스위스 출신의 울리 지그가 1,500여 점에 이르는 컬렉션을 기증, 판매한 소식은 연일 화제가 됐다. 
물론 반체제 성격이 강한 일부 컬렉션 작품들을 중국 본토에 기증할 수 없었던 속사정, 해외 컬렉터의 통 큰 행보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울리 지그의 기증은 결국 M+의 국제적인 위상을 입증하는 결과인 셈이다. 
완공 직전의 영향력이 이 정도인데, 2019년 정식 개관 이후 M+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M+는 
매년 아트바젤홍콩 시즌마다 전시를 기획하여 아트위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울리 지그 
컬렉션. 80여 점의 기증작을 공개하는 <M+ 지그 컬렉션: 중국현대미술 40년>전이 홍콩 아티스트리(ArtisTree)에서 
열렸다. 그 자리에 함께 한 M+의 인사들을 Art의 카메라에 담았다. 왼쪽부터 M+ 부디렉터 및 수석큐레이터를 
맡고 있는 정도련,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강사 출신으로 현재 지그 컬렉션 수석큐레이터인 피 리, 전 M+ 디렉터로서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라스 니트브, 울리 지그, 서구룡문화지구 CEO 던컨 페스코드. 모두 M+의 행보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M+의 여러 큐레이터와 스태프 모두 홍콩 아트씬에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주요 아트피플들이다. ‘뮤지엄 플러스(M+)’라는 이름만큼, 과연 M+는 뮤지엄 그 이상의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2019년까지 기다리기엔,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다. / S

왼쪽 페이지
위 · 2019년 완공 예정인 
M+ 외부의 ‘아티스트 스퀘어’ 
전경을 디지털 렌더링으로 
구현한 모습 
ⓒ Herzog & de Meuron 
아래 · M+ 건물 내부 갤러리 
전경의 디지털 렌더링 
이미지. 사진 속 작품은 
모두 M+의 실제 컬렉션. 
왼쪽으로 겡지안이(Geng 
Jianyi)의 <The Second 
Situation>(1987)이 보인다. 
ⓒ Herzog & de Meuron

art in culture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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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Lim 
건축에 예술을 입힌 컬렉터
홍콩의 건축 디자인 회사 CL3 설립자 겸 대표이자 
컬렉터인 윌리엄 림. 파라사이트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이사를 맡고 있다.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2003, 2011), 홍콩&스촨 바이오시티비엔날레(2007, 
2009)에 참여했고, <Starry Very Merry Christmas>전(홍콩 
PMQ 2014), <54>전(홍콩 그로토파인아트 2011)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 현재 센트럴에 26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에이치퀸스(HQ) 건립을 진행 중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술작품 수집을 시작했다는 그의 목표는 
“홍콩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들은 본질적인 
재료로 예술을 만든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다.” / H 

Adrian Cheng 
‘억만장자’ 컬렉터, 아트-비즈니스의 윈윈
K11아트파운데이션(KAF) 설립자 겸 대표, 5조 원대 
자산을 보유한 홍콩 3위 부호. 유통회사 뉴월드디벨롭먼트 
부회장, 주얼리 업체 저우다푸 이사, 백화점 K11 회장. 
비영리재단 KAF를 통해 홍콩 및 중국 젊은 작가의 국제 
미술계 진출을 돕고 있다. 아트바젤홍콩 기간에 K11과 
치(Chi)아트스페이스에서 각각 열린 중국작가 기획전 
<Hack Space>전과 쳉란 개인전을 제작했다. “예술의 
창조적 감각은 비즈니스에서도 필수적 요소다. 또한 예술을 
많은 이에게 노출시키려면 사업적 수완이 필요하다. 두 
가치를 잘 조합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현대미술 
분야의 세계적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한편 그는 매년 
한국에서 생일 파티를 치를 정도의 ‘한국 매니아’. 권오상 
최정화 최우람 작품의 컬렉터이기도. / C

Alan Lau 
젊은 컬렉터, 통 큰 후원자
홍콩에 본사를 둔 맥킨지 디지털을 이끄는 젊은 컬렉터 
앨런 라우. 그의 커리어 못지않게 미술계 활약상 역시 
화려하다. 파라사이트 공동대표이자 테이트 아시아태평양 
컬렉션 수집위원회 대표, M+ 이사이자 기증자. 그가 후원한 
티노 세갈의 작업 <Guard Kissing>은 M+ 영구 컬렉션이다. 
쉬빙 개인전을 홍콩에 유치하고,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저서 《Battery City》를 비롯한 다양한 아티스트 북 출간에 
기여하는 등 여러 방면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최근 “홍콩작가들의 빈번해진 해외 진출, 비영리 미술공간의 
날카로운 활약, 웡 핑의 애니메이션 같은 새로운 형식의 작업 
등장”에 주목한다고. / S

Monique Burger 
컬렉팅과 후원은 나의 사명
모니크 버거는 버거컬렉션 대표다. 1990년대부터 남편과 
함께 컬렉션을 시작, 미국 유럽 인도 아시아 등 전 
세계의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한다. 2004년 웹사이트 
‘버거컬렉션’을 통해 대중에게 처음 컬렉션을 공개했다. 
2014년 《아트아시아퍼시픽》지에 칼럼 <Inside Burger 
Collection>을 연재하며 그간의 프로젝트와 컬렉션 전반을 
소개했다. 아시아아트아카이브 이사, 아시아소사이어티 
자문위원, 아트바젤글로벌후원위원회 회원. 파라사이트, 
홍콩아트뮤지엄, C&G아파트먼트, 미국 허쉬혼미술관, 
스위스인스티튜트 등의 후원자이기도. / H

Eric Chang 
홍콩 옥션파워의 중심에서
타이완 태생의 옥션 전문가 에릭 창은 크리스티 홍콩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20세기 및 현대미술부서 국제 디렉터다. 
크리스티의 아시아20세기 및 현대미술부서를 지휘하면서 
홍콩 크리스티가 아시아 현대미술 부문 대표적 옥션으로 
성장하는 데 공을 세웠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 
아트마켓의 중심지가 베이징 상하이 서울 도쿄 싱가포르 
중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그러나 이제 그 
답이 명확해지고 있다. 바로 홍콩이다. 나의 유일한 목표는 
홍콩을 아시아 아트마켓 최고의 플랫폼으로 키우는 
것이다.” / H

Alan Lo 
미술과 디자인, 일상 속으로 들여오다
갤러리 겸 레스토랑 두델스(Duddell’s)의 공동오너 알란 로. 
그는 두델스가 화이트큐브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차별화된 
일상 속 전시 공간이라고 말한다.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주변에 걸려 있는 그림을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기 때문. 두델스에서는 미술, 디자인 관련 전시가 1년 
내내 이어지며, 토크, 스크리닝의 행사도 빈번하다. 우아한 
분위기의 살롱 및 라이브러리 공간을 활용, 문화산업 
분야와 협업한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한다. 홍콩미술과 
디자인 진흥에 큰 열정을 쏟는 그는 파라사이트 이사회 이사, 
디자인 자선단체 앰배서더오브디자인(Ambassodors of 
Design) 회장직도 맡고 있다. /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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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k Simunovic 
전문 컨설턴트에서 갤러리스트로 
가고시안갤러리 아시아 디렉터 닉 시무노빅.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취득했다. 
2000년 구겐하임닷컴 사업발전 디렉터를 지내며 후원 전시 
및 다수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2007년에 아시아로 
이주 후 국제매니지먼트 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 
& Company)에 근무하면서 구겐하임미술관 대외협력업무를 
진행했다. 2011년 홍콩 가고시안 개관과 함께 디렉터로 취임하며 
전업 갤러리스트로 변신.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리처드 
프린스, 데미안 허스트 등 세계적 작가들을 홍콩 갤러리에서 
소개했다. “나의 목표는 홍콩 갤러리의 수준을 뮤지엄급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아트바젤홍콩 기간에 댄 콜런(Dan Colen)의 
첫 홍콩 개인전 <When I’m Gone>을 개최했다. / H

Simon Lee 
아시아 아트마켓의 ‘트렌드세터’
2012년 홍콩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갤러리 분점을 
낸 사이먼 리. 본래 1980년대 프랑스 문화부에서 
공직자로 문화예술 분야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베니스 
페기구겐하임을 거쳐 1989년 런던으로 이주한 후 
아트딜러로 변신했다. 조지 콘도,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 
등 굵직한 작가들을 보유한 화랑주인 동시에 2차 시장의 
거래도 활발하게 지휘한다. 그는 홍콩 갤러리가 좀 더 
다양한 관객에게 미국과 유럽의 블루칩 작가를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 한편 국제적 스타가 
될 만한 아시아작가 발굴에도 관심이 많다. 총 30여 명의 
소속 작가 중 아시아작가는 윤형근(한국) 황란(중국) 
다이도 모리야마(일본) 등이다. / C

Emmanuel Perrotin 
글로벌 ‘스타 아트딜러’
엠마누엘 페로탱은 2012년 홍콩 분점을 오픈하는 동시에 
파리에 두 번째 갤러리를 냈다. 이듬해 뉴욕 분점까지 
오픈하는 등 글로벌 사세를 무섭게 확장 중이다. 2014년 
영국 《가디언》지가 ‘국제 미술계 파워 피플’로 선정하기도 
했다. 4월 서울 스페이스를 차리는 그는 자신의 관심사가 
한국 중국 일본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전반에 
걸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실제로 단색화 열풍을 가장 
공격적으로 주도하는 아트딜러이기도 하다. 2014년부터 
파리 뉴욕 홍콩 갤러리에서 박서보 개인전을 잇따라 
열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처에 오픈할 
서울 스페이스에서 로랑 그로소(Laurent Grosso)와 
카우스(KAWS) 개인전이 이어질 예정. / C

Pascal de Sarthe 
‘중국통’ 베테랑 갤러리스트
1982년 아시아에 처음 발을 들인 이래, 줄곧 중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양국의 19세기 및 20세기 대가의 미술 
작품을 거래해 온 파스칼 드 사르스. 상하이미술관에서 
로버트 인디애나 회고전을 개최하는 등 중국 미술관에 서구 
작가를 소개하는 데 다리를 놓기도. 1977년 파리에 세운 
드사르스갤러리는 샌프란시스코, LA 등을 거쳐 2010년에 
홍콩으로 옮겨 왔다. 홍콩으로 완전히 이주해 온 것도 이때. 
홍콩 컬렉터들이 여전히 선호하는 ‘모던 마스터’ 작품은 
물론, 왕 궈펑, 저웬더우 등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들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2015년 베이징에 분점도 
열었다. / C

Angelika Li 
홍콩 직물 산업을 문화유산으로
MILL6파운데이션의 디렉터 안젤리카 리. 소더비의 
아시아 갤러리 디렉터로 일하며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진행한 인물. 재단은 2015년 난펑(Nan 
Fung)그룹이 자사의 방직공장 설립 60주년을 맞아 방직 
기술 및 섬유예술 전반을 홍콩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자 설립했다. 2018년 츤완 지역의 방직공장 자리에 
개관할 예정. M+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공간은 없지만, 
홍콩 내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 아티스트 레지던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현재 마리아나 
한(Marianna Hahn)과 콴슈엉치의 2인전이 진행 중. / C

Rachel Lehmann 
컨템포러리 아트의 플랫폼, 홍콩 상륙
레만머핀갤러리의 공동대표 레이첼 레만. 
구겐하임미술관 국제협의회 및 인수이사회를 역임했고 
미국아트딜러협회(AADA)의 선발위원회 회원이다. 뉴욕의 
유명한 소나벤드(Sonnabend)갤러리에서 일했고, 제네바와 
로잔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당시 신진작가였던 제프 
쿤스의 전시를 선보였다. 1991년 데이비드 머핀과 만나 
오프쇼어(Offshore)갤러리를 설립해 리차드 프린스, 
데이비드 살, 로스 블레크너 등의 전시를 개최했고, 1996년 
건축가 렘 콜하스가 설계한 공간에 레만머핀갤러리를 
열었다. 트레이시 에민, 유르겐 텔러, 서도호 등이 이곳을 
통해 뉴욕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길버트&조지, 이불 등 
명망 있는 작가는 물론, 신진작가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재 리먼머핀갤러리는 뉴욕에 2개의 지점이 있고 2013년 
첫 해외지점으로 홍콩 페더빌딩에 분점을 마련했다. 이번 
아트바젤홍콩 기간 동안 트레이시 에민의 개인전 <I Cried 
Because I Love You>를 선보인다.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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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l Lam 
갤러리스트, 컬렉터, 큐레이터, 멀티 플레이어
펄램갤러리의 대표 펄 램. 컬렉터이자 큐레이터이기도 하다.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에 갤러리를 운영하며 BBC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파인아트중국아카데미 등과 파트너십 체결, 2008년에는 차이나아트파운데이션을 설립했다. 
런던 빅토리아앤알버트뮤지엄, 뉴욕 아시아아트소사이어티박물관, 베를린 KW인스티튜트, 뉴욕 디자인미술관, 
보스턴 피바디박물관 등의 후원자이기도. 2015년 《컬처트립》지에서 선정한 ‘중국 현대미술의 영향력 있는 10인’, 2012년 
《로피시엘 아트》에서 선정한 ‘2012 아트파워 100인’에 선정. 그가 기획한 <Awakening: La France Mandarine>전 
(베이징국립미술관 2005)은 프랑스와 중국의 문화교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트+옥션》지는 
펄 램이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디자인과 예술이 개념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만든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 H

Laura Zhou 
중국 갤러리를 국제무대로!
화이트큐브 홍콩 디렉터 로라 저우. 샹아트(ShanghART) 
갤러리 공동 설립자이며, 2000년 당시 중국 갤러리 
최초로 아트바젤 등 해외 주요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상하이미술관 쩡판즈 개인전(2003) 베이징국립미술관 
및 상하이미술관의 <포커스를 확대하다: 
하우덴스차일드컬렉션의 중국 컨템포러리 미디어아트 
(Zooming into Focus: Chinese Contemporary New 
Media Art from the Haudenschild Collection)> 등을 
기획했다. 이 전시는 중국 주요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미디어아트 전시이다. / H

Leng Lin 
작가와 함께 호흡하는 갤러리스트
페이스갤러리 아시아 대표. 2008년 설립된 페이스베이징 
대표를 지내며 대규모 전시와 작가군을 형성. 윌렘 드 쿠닝, 
척 크로스, 장 뒤뷔페, 도널드 저드, 키키 스미스, 장샤오강 등 
내로라하는 작가가 이곳 소속이다. 올해 아트바젤홍콩에서 
척 크로스, 솔 르윗, 리송송, 마야 린, 아그네스 마틴, 
장샤오강 등의 작품 출품. 갤러리에서는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개인전이 열렸다. “갤러리는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페이스홍콩은 단지 작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지역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들을 세계에 알릴 것이다.” / H

Chang Tsong-zung 
홍콩 ‘터줏대감’ 화랑 대표
한(Han)아트TZ 대표 장총청(존슨 장). 중국 전통적 
색채를 활용해 현대미술 작업에 응용하는 중국작가를 
중점적으로 소개. 올해 아트바젤홍콩에서는 홍콩 원로화가 
루이스 찬(Luis Chan)과 타이완의 작고작가 예시창(Yeh 
Shih-chiang)의 2인전을 열었다. 그는 홍콩이 “중국미술을 
중국인의 시선이 아닌 글로벌한 시선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며, “홍콩이 아시아미술을 어떤 식으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미술계에서 홍콩의 위치가 결정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콩의 현대미술에 대해서는 “홍콩이 전 세계 
현대미술의 플랫폼인 만큼 작가들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C

Stephen Cheng 
‘실험예술 전성시대’ 꿈꾸는 청년 갤러리스트
틴완 지역의 애버딘 항(港)에 위치한 엠티(Empty)갤러리 
설립자 스테판 청.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신의 꿈인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미술에 집중하는” 갤러리를 열고자 
홍콩에 돌아왔다. 사진을 현상하는 암실을 연상시키는 
‘올블랙’ 인테리어로 시선을 끄는 곳이다. 그는 홍콩에 대해 
“빠르고 미래주의적인, 동양과 서양 문화가 혼합된 도시다. 
빠른 시간 내에 예술과 문화의 분야에서 최신 유행을 
주도하는 곳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갤러리 외에 영상후반작업 스튜디오 C1과 독립출판사 
바니싱(Vanishing)프레스도 운영 중이다. 홍콩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한다. / C



113112 art in culture × 2016.04 아트인컬처 × 2016.04

Mary Rozell 
아트바젤의 메인 스폰서
UBS아트콜렉션 부장 마리 로젤. 뉴욕 소더비인스티튜트 
오브아트의 예술경영 학과장을 역임하고 미술전문 변호사, 
아트 컨설턴트로 활약해 왔다. 그는 아트바젤홍콩이 “도시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전 세계 미술계 인사들이 
홍콩으로 날아와 도시를 즐기는 것 또한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홍콩이 미래에도 아트마켓의 강자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 아트마켓은 계속해서 팽창 중이다. 
특히 중국 컬렉터들의 취향이 갈수록 세련되어지고 
있으며, 구매력 또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한편 
UBS아트컬렉션은 올해 아트바젤홍콩의 UBS라운지에서 
‘인간 신체’를 주제로 전시를 선보였다. / C

Christina Li 
홍콩 아트씬 ‘기획 브레인’
스프링워크숍의 디렉터 크리스티나 리. 디렉터 취임 전부터 
작가 겸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심포지움 <Stories and 
Situations>, 연간 컬렉션 <Stationary>, <Days push off 
into nights>전 등을 공동 기획했다. 괴테 인스티튜트 평양 
리딩룸: 오브제와 그림자 사이>(암스테르담 괴테인스티튜트 
2013), <A Map of Misreading>(로테르담 TENT 2012), 
<Icarus 13>(위트레흐트 BAK 2011)전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2005~08년 파라사이트 큐레이터,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홍콩관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2011~12년 
현대미술 리서치 프로젝트 <FORMER WEST> 협력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 Y

Tim Etchells 
아트페어의 ‘황금 열쇠’를 쥐다
아트바젤홍콩의 첫 위성아트페어 아트센트럴(Art Central) 
공동 설립자. 2008년 홍콩의 국제 아트페어(ART HK)를 
공동 설립했고, 2011년 아트바젤이 ART HK를 인수하면서 
2013년 제1회 아트바젤홍콩이 출범했다. 2012년 런던의 
국제아트페어 Art13 London을 출범시켰고 같은 해 
오스트레일리아아트페어를 발족, 시드니의 국제 아트페어인 
시드니컨템포러리를 설립했다. 2014년에는 멜버른아트 
파운데이션을 대표해 멜버른아트페어를 운영. “페어만 
운영하기보다는 그 도시에 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이때 
패션 음악 음식 같은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도 중요하다.” / Y

Tobias Berger 
‘빅 스테이션’의 새 미술감독
토비아스 버거는 백남준아트센터 개관 당시 학예실장을 
맡으며 국내 최초 ‘외국인 학예실장’으로 이슈가 된 인물. 
원래 한국에 오기 전 3년간 홍콩 파라사이트 디렉터를 
맡았던 홍콩 아트피플이다. 다시 자신의 홈그라운드로 
돌아가 M+ 큐레이터로 일하다가, 올해 말 문을 열 
비영리 문화예술센터 타이쿤(Tai Kwun)의 
올드베일리갤러리 미술감독을 맡아 개관 준비에 한창이다. 
“한 두 개의 주요 도시가 현대미술을 장악할 수 없는 시대다. 
홍콩 또한 예술 제작과 교육, 그리고 미술시장을 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 S

Adeline Ooi, Marc Spiegler
아트바젤홍콩을 이끄는 ‘베스트 콤비’
아트바젤 아시아 디렉터 아델린 우이와 아트바젤 총괄 
디렉터 마크 스피글러. 아트바젤홍콩 프레스 컨퍼런스와 
미디어 브리핑 등 공식 행사에 나란히 나섰다. 특히 취임 
2년차를 맞은 우이는 올해 아트바젤홍콩의 성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때는 갤러리들이 홍콩에 낮은 
수준의 작품을 가져온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갤러리스트들은 홍콩을 찾는 
컬렉터들을 좀 더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 한편 스피글러는 
브리핑에서 ‘아트바젤 시티스’ 프로젝트를 최초로 발표하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홍콩에서의 성공을 비롯한 
아트바젤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 세계 곳곳의 더욱 다양한 
도시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각 
도시의 문화유산과 로컬 아트씬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는 물론, 세계인이 찾는 행사가 되도록 도울 
것이다.” 이들의 활약을 계속해서 지켜 볼 가치가 충분해 
보인다. / C

Mimi Brown 
레지던시, 워크숍의 대모
스프링워크숍의 설립자인 미미 브라운은 뉴욕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다 비서구지역으로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2005년 홍콩에 건너왔다. 미국의 거대한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족애’를 홍콩의 소규모 아트 
씬에서 느끼고 정착을 결정했다고. 2011년 웡척항(Wong 
Chuk Hang) 지역에 스프링워크숍을 설립했다. 황량한 
산업지대였던 지역 재생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스프링워크숍의 주요 비전으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레지던시 장소 제공. 둘째,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학문을 
가로지르기. 셋째, 공공프로그램 운영. 넷째, 홍콩의 
다른 비영리 기관과 파트너십 확대. “사람들이 미술에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는 
스프링워크숍을 홍콩에 부치는 ‘러브 레터’로 부른다.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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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re Hsu 
국경을 넘어선 창의적 아카이브 설립
아시아아트아카이브(AAA) 공동 설립자 겸 디렉터 클레어 
수. 한아트TZ갤러리에서 근무하며 아카이브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2000년 24살의 나이에 1천여 명에게 약 1억 
4000천만 원을 기부 받아 AAA의 설립 자금을 마련했다. 
현재도 정부, 개인 후원 및 행사를 통해 꾸준히 자금을 
마련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한다. 아카이브를 통한 전시 
및 출판, 리서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카이브 영역을 
확장하고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온라인 아카이브를 통해 
아시아 현대미술을 전 세계 대중에게 소개하고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나는 국경을 넘어 지식과 자료를 공유하는 
세계적 박물관을 꿈꾼다.” AAA는 아카이브뿐 아니라 학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 H Connie Lam 

홍콩 코믹아트의 주역
홍콩아트센터(HKAC) 디렉터 코니 람. HKAC에서 만든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Big Blue Lake>(2011)와 
<Flowing Stories>(2014)를 책임 제작했다.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스트리트 뮤직 
시리즈’ ‘오픈 댄스’ 등의 행사를 기획하기도. 2006년에는 
홍콩 만화의 발전에 주목하는 전시를 시리즈로 기획했는데, 
이는 2013년 홍콩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최초의 기관인 ‘코믹스 홈 베이스(Comix Home 
Base)’의 설립 기반이 됐다. 이 밖에도 홍콩미술관리협회, 
자키클럽창작센터, 홍콩영화발전위원회, 
여가문화서비스부서관할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에서 
자문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홍콩의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홍콩 정부는 홍콩 문화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인정해 2014년 훈장을 수여했다. 일본 
모리미술관장 후미오 난조, 싱가포르국립미술관장 유진 
탄과 함께 아시아 작가 그룹전을 공동 기획한 바 있다. / Y

Vivienne Chow 
‘평론가 육성’에 기여하는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이자 평론가로 활동 중인 비비엔 차우. 지난 
20여 년간 국내외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2014년 
그가 설립한 문화저널리즘캠퍼스(Cultural Journalism 
Campus)는 문화 저널리스트 및 미술평론가를 육성하는 
비영리기관. 2015년 홍콩예술발전위원회의 예술교육상을 
수상했다. 최근 홍콩미술의 트렌드에 대한 Art의 질문에 
“중국 반환 이후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젊은 세대 
예술가들에게 새롭고 깊은 영감이 되어 줄 것”이라며, 현재 
중국과의 관계 및 정치 상황이 홍콩 미술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냈다. 미술, 문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글을 써 온 저널리스트답다. / S

Alice Mong 
미술과 교육의 ‘연결 고리’
아시아소사이어티홍콩센터(ASHK)의 디렉터 앨리스 몽. 
2009~11년 뉴욕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박물관(MOCA) 
디렉터를 역임하며, 낙후됐던 공간을 중국인의 역사 유적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제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2012년 ASHK가 재개관할 때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같은 해 8월부터 디렉터를 맡고 있다. 홍콩 아트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대중의 미술 감상 수준이 
성장해야 한다고 보고 대중을 위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ASHK의 목적은 단순히 미술 자체가 아니라, 
미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인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데 있다.” / Y

Cosmin Costinas 
퍼포먼스, 현대미술을 선도하다
비영리공간 파라사이트 디렉터 코스민 코스티나. 
루마니아 출신으로 주로 유럽 지역에서 활동해 오다가 
우연히 파라사이트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한 뒤로 홍콩과 
인연을 맺게 됐다고. 취임 당시 “현대미술을 위한 국제적인 
비평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1996년 아티스트런스페이스로 
출발했을 때 가졌던 초심, 즉 홍콩 현대미술을 이끌어 
가겠다는 태도를 이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퍼포먼스’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술 장르로 보는 
그는 이번 아트바젤홍콩에서 사운드아티스트 안디오 
라이(Andio Lai)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 Y

John Batten 
홍콩발 ‘미술 소식통’
미술, 도시 계획, 건축 분야의 기획자 겸 평론가로 활동 
중인 존 배튼. 최근 홍콩국제평론가협회 대표를 맡았다. 
PMQ 건축 보호 캠페인 등 사회적 활동도 펼친다. 
그는 최근 홍콩 미술계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줬다. “첫째, 지난 10년새 미술대학 졸업생이 8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미술 환경의 다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현대미술에 대한 홍콩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쉽게도 
아트마켓 위주로 활성화되고 있다. 셋째,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홍콩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다양한 글이 생산됐고, 
예술가들의 작업이 진행중이다.” /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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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아무리 미술시장이 현대미술의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더라도, 그 대상이 세계적인 
아트페어일지라도, 비평적 담론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미술장터’를 꼼꼼히 
리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이다.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아트페어란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나 VIP나 컬렉터 같이 괴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들이 오가며, 그저 ‘Sold 
Out’이라는 단어가 간절한 화려한 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하나의 현상을 미술계 구성원 
모두가 결코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때론 미술행사 리포트에 앞서 
반성이 앞선다. 모두가 들뜬 화려한 순간의 
분위기에 취해 그저 잘된 행사였다고 판에 
박힌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에서건 모든 참여 갤러리와 
관람객의 생각과 반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취재 역시 일종의 주관적 ‘편집’에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명 아트바젤홍콩이 몇 년째 
승승장구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단순히 기나긴 역사의 아트바젤이 
다져 온 탄탄한 기반과 ‘홍콩’이라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아트바젤과 20여 년 이상 함께 한 리드파트너 
UBS, 그리고 BMW와 다비도프 등 대기업과의 
협업 효과때문만도 아닐 것이다. 지금부터 
Art가 취재한 아트바젤홍콩2016의 이모저모를 
따라서, ‘화려한 미술장터’라는 단순한 
수식어를 넘어서 이 대형 아트페어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공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트페어도 ‘전시회’

3월 22일 진행된 VIP프리뷰부터 이후 
퍼블릭오픈까지, 올해도 어김 없이 많은 
이들이 아트바젤홍콩을 찾았다. 거대한 
홍콩컨벤션센터의 두 개 층이 인파로 가득찰 
정도다. 이처럼 큰 규모라면 관람객들이 같은 
규격으로 구획된 흰색 부스를 돌아보다가 
이내 지루함을 느끼기가 쉽다. 그래서인지 
아트바젤홍콩 측은 갤러리 부스를 크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선보이고 있다. 각각 전 

세계 영향력 있는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메인 
전시인 <갤러리(Galleries)> 섹션, 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갤러리들이 각기 부스에 
큐레이팅을 펼치는 <인사이트(Insight)>, 
부스를 개인전 혹은 2인전 형식으로 
꾸려 전 세계 신진작가들을 소개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ies)>로 나뉘며 올해 
행사에는 각 섹션에 187곳, 28곳, 24곳의 
갤러리가 참여했다. 

<갤러리> 섹션의 경우, 매년 홍콩을 
찾아 온 한국갤러리들이 올해도 참여했다. 
국제갤러리 아라리오갤러리 PKM갤러리 
학고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스를 꾸리고 
국내외 전속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했다. 한편 
<인사이트>에는 갤러리EM 박여숙갤러리 
리안갤러리가 참여했다. 박여숙갤러리는 
최정화의 작업을 소개했고, 갤러리EM은 
이혜민과 이재용의 작품을 소개해 첫날부터 
판매 개시를 시작했다. <디스커버리> 섹션에는 
유일하게 313아트프로젝트가 참가해 작가 
이완의 개인전 부스를 꾸몄다. 한국 가발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비디오 및 실제 
가발 오브제로 구성된 이완의 작업 <메이드인 
코리아>는, 아트페어와는 자칫 어울리지 
않다고 여길 만큼 개념적인 작품임에도 낯선 
작업에 대한 관람객의 호응이 이어졌다. 

2015년 홍콩 소더비 SI2에서 개최한 
전시 <아방가르드 아시아>를 통해 홍콩 
미술시장에서의 붐을 예고했던 단색화 작품 
역시 이번 해에도 여러 갤러리들의 부스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국제갤러리의 하종현, 
PKM갤러리의 윤형근 작품을 비롯해 뉴욕 
런던에 지점을 둔 도미니크레비(Dominique 
Levy), 몇 해 전부터 단색화 전시를 자주 열고 
있는 뉴욕 LA 도쿄의 블럼앤포(Blum&Poe), 
그리고 도쿄의 미즈마갤러리는 이우환의 
<선으로부터> 시리즈를 나란히 전시했다. 
한편 하우저앤워스갤러리는 대규모 
공공미술품으로도 유명한 루이즈 부르주아의 
거미 조각 <Maman>의 소형 버전을 소개해 
인기를 끌었다. 물론 컨템포러리아트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사 속의 작품을 가져 
온 갤러리도 있다. 피카소, 데 키리코 등 
미술사 속 마스터피스를 소개한 뉴욕 

아트바젤홍콩2016 배너가 
걸린 홍콩 시내 

다음 페이지
왼쪽 · STPI 부스 전경 2016 
맨 오른쪽 인물이 에미 유 대표. 
전시 작품은 양혜규 <Spice 
Moon Cycle>(2015)
오른쪽 위 · 롱마치스페이스
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오른쪽 아래 · <인사이트> 
섹션에 참여한 갤러리EM 
부스. 이해민, 이재용의 작품을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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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바젤홍콩의
성공 전략

“모든 면에서 기록의 해였다(A Record Year at All Levels).” 올해 아트바젤홍콩 측에서 보내 
온 성과 리포트의 첫 문장이다. 2013년 시작된 이래, 아트바젤홍콩은 이번 4회째 행사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번 행사를 
‘기록의 해’로 만들었을까?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분석해 보자. 우선 아트바젤홍콩2016(3. 
24~26)에는 35개 국가 및 지역의 239개 갤러리가 참가했다. 참가 지역의 다양성이야말로 
아트바젤의 강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중동, 북미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갤러리들까지 대거 아트바젤홍콩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의 참여 갤러리 수와 
비교하자면 기록적인 결과로 보기엔 다소 애매하다. 2015년에 37개 지역 233개 갤러리가 
참여했으니, 추가 갤러리 숫자는 약 6곳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참여 갤러리까지 
포함하면 올해 처음 아트바젤홍콩에 참여한 갤러리는 총 28곳으로,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 
쾰른 베를린 브뤼셀 도쿄 마드리드 등의 갤러리가 바다를 건너 홍콩을 찾았다. 무엇보다 
기록적인 수치는 단연 관람객 수. 올해 아트바젤홍콩은 70,000명의 관람객을 동원하여, 지난해 
60,000명에 비해 10,000명이나 늘어난 관람객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판매 실적은 어떨까? 
3월 22일 VIP오픈 다음날, 갤러리들의 판매 현황을 보고하는 이메일이 날아 오기 시작했다. 
페이스갤러리가 VIP오픈 후 3시간 만에 19점의 작품을 판매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한편 
데이비드즈워너갤러리의 대표 데이비드 즈워너는 이번 행사에 대하여 이렇게 총평했다. 
“이번 페어는 단연 성공적이었다. 상하이 베이징 홍콩 싱가폴 서울 타이베이 등지의 컬렉터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줬다. 우리가 소개한 벨기에 작가 미카엘 보레만스의 작품은 
행사가 오픈한 지 몇 시간 만에 다 팔렸다.” 물론 모든 참가 갤러리들이 전부 이들처럼 행복한 
비명을 지른 것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관람객 대다수가 올해 페어장 분위기가 지난해 행사보다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즈》에 실린 로잘리 
휴즈와 안나 폴로니마치의 기사 <아시안 컬렉터를 위한 천국(A Heaven for Asian Collector)>이 
이미 그 제목부터 암시하듯이 전반적으로 이번 행사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처럼 아트바젤홍콩은 성공과 상승세를 보여 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 장승연 편집장, 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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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영감을 끌어내 주는 곳”
싱가포르 STPI 에미 유 대표 인터뷰

아트바젤홍콩2016의 <갤러리> 섹션에 
‘비영리공간’ 부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바로 
싱가포르타일러프린트인스티튜트(STPI)다. 
한국계 에미 유(Emi Eu) 대표가 이끌고 있는 
이 공간은 레지던시 프로그램, 워크숍, 갤러리로 
운영된다. 2002년 처음 문을 열어 지난해까지 

80여 명의 작가들이 레지던시에 초대됐고, 
오타케 신로(2015), 라이언 갠더(2014), 리크리트 
티라바니자(2012) 등 초청작가 명단도 화려하다. 
한국작가로는 양혜규 서도호 전광영 등이 
다녀갔으며, 현재 김범이 레지던시에 참가 중이다. 
초청작가들은 약 3~5주 간 이곳에 머문다. 

12명의 스태프와 콜라보레이션하며, 스튜디오에 
구비된 판화 및 종이 관련 전문기구들을 활용해 
새로운 작업을 시도할 수 있다. 

Art는 STPI부스를 찾아 에미 유 대표를 만났다. 
그는 현재 아트바젤홍콩 운영위원. 부스에 전시된 
서도호, 양혜규, 쉬라제 후시라이 등의 작업은 
모두 STPI 워크숍에서 제작된 것이다. 작품 
가운데 온갖 채소들을 프린트해 그 고유의 색소로 
추상적 문양을 낸 양혜규의 판화 작업은 언뜻 
그의 작업인지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새롭다. 
“바로 이 점이 STPI의 목표에요. 판화 및 종이라는 
특정한 매체적 조건 속에서 작가들로 하여금 
그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작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이죠.” 특히 STPI는 도쿄 
모리미술관의 의뢰로 양혜규의 <Spice Moon>을 
제작했다. 이 작업은 현재 도쿄 모리미술관 ‘더 
문(The Moon) 카페’에 전시 중이며, 동명의 
시리즈가 뉴욕현대미술관에도 영구 컬렉션됐다. 
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STPI는 별도 운영비 마련을 
위해 갤러리 활동 및 매해 아트바젤홍콩 등의 
아트페어에도 참가한다. 단, 레지던시 워크숍에서 
제작된 작품만 소개하는 것이 유 대표의 철칙. 
이처럼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이 참여하며 
아트바젤홍콩의 다양성에 일조하고 있다. / S

아쿠아벨라갤러리(Acquavella Galleries), 
그리고 뉴욕의 에드워드타일러 나헴 
파인아트(Edward Tyler Nahem Fine Art)는 
앤디 워홀의 판화 작품으로 부스를 꾸려 
여전히 그가 미술시장의 스타임을 입증했다. 
이처럼 전시 작업들의 규모와 다양성 때문에, 
굳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퍼블릭 오픈에 
맞춰 이곳을 찾는 관람객에게는 좋은 전시 
관람의 기회가 된다. VIP 오프닝이 열리는 처음 
하루가 컬렉터를 위해 펼쳐지는 향연이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3일 간은 오로지 대중을 위한 
수준 높은 전시회가 되어 주는 것이다. 

미술관-컬렉터-갤러리를 위한 플랫폼

VIP 오프닝 기간 동안 여러 갤러리들의 작품 
판매 소식이 들려 왔다. 레만머핀갤러리에서 
소개한 서도호의 2013년작 <Stove, Apartment 
A, 348 West 22nd Street, New York, NY 
10011, USA>이 약 15만 US달러(약 1억 
7천만 원)에, 그리고 <Karma>(2007)가 약 
70,000달러에 팔렸다. 블럼앤포는 하종현의 
<조응 2002-50)(2002)을 19만5달러에, 도쿄 
스카이더배스하우스는 코헤이 나와의 <Pix-
Cell Deer #43>을 18만 달러에 판매했다. 단연 
어마어마한 액수로 판매되어 이슈가 된 작품은 
데이비드즈워너갤러리가 선보인 뤽 튜만의 
<Forever>(2008). 가로 세로 각각 2m가 안 
되는 사이즈의 그림이 160만 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작품들이 
오로지 개인 컬렉터들의 수장고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아트페어의 수준이 높을수록 
가치 있는 소장품을 확보하기 위해 뮤지엄 
및 공공 컬렉션 담당자들이 행사장을 
찾게 마련인 것이다. 실제로 아트바젤홍콩 
현장에서 전 세계 미술관 인사들을 마주칠 
수 있었다. 워싱턴 D.C 허쉬혼미술관 관장 
멜리사 추는 함경아의 <인카운터> 섹션을 
찾아 작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영국 
테이트미술관 아시아태평양미술연구소 
책임큐레이터이자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한 이숙경도 
시드니비엔날레와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맞춰 긴 출장 중이었다. 그밖에 아트바젤홍콩 
측에서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메트로폴리탄뮤지엄, 
휘트니미술관, 브루클린미술관, 댈러스미술관, 
바젤 바일러파운데이션, 삼성미술관, 
내셔널갤러리 싱가포르, 상하이 롱뮤지엄과 
록번드아트뮤지엄, 도쿄모리미술관 등 전 세계 
미술관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실제로 뉴욕 타일러롤린스파인아트 
대표를 맡고 있는 타일러 롤린스(Tyler 
Rollins)는 “부스에서 소개한 티파니 
청(Tiffany Chung)의 작품에 좋은 반응이 
이어졌고, M+가 작품 소장을 결정해 그의 
작품이 홍콩에 남게 되어 매우 감격적”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페어 오픈 3시간 만에 장 
샤오강, 나라 요시토모,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포함한 19점을 판매한 페이스갤러리는 
작품을 구매한 컬렉터 중에 중국미술관 및 
공공 컬렉션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측면을 볼 때, 아트페어의 ‘컬렉터’ 
개념은 개인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 
공공 컬렉션의 영역으로도 확장된다. 즉 
아트바젤홍콩은 국경을 뛰어 넘어 미술관 및 
공공 컬렉션과 갤러리, 작가를 연계시켜 주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세계 미술관들의 
컬렉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비영리공간 초대, 비평과 담론의 포용

사실 아트페어란 자칫 ‘갤러리들의 잔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아트바젤홍콩은 
메인 전시장 외에 중앙홀을 또다른 
전시장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부스들을 
초대하고 있다. 일례로 중앙홀에 마련된 
아시아아트아카이브(이하 AAA)의 부스에서는 
3월 22일에서 26일까지 페어 기간에 맞추어 
‘오픈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미술의 
최근 경향을 둘러싼 비평적인 대화와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시끌벅적한 
메인 전시장 내부와 상반되게, ‘벽 없는 
만남’을 테마로 독특하게 설계된 부스 안에서 
진지한 토론의 장이 펼쳐진 것이다. 한편  
2014년 론칭한 아트바젤 크라우드펀딩은 
킥스타터와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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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스커버리> 설치 전경_313아트프로젝트에서 출품한 
완리 작품  
02 하종현 <접합 08-103> 마포에 유채 80×100cm 
2008_국제갤러리 출품작 
03 아라리오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코헤이 나와의 작품을 
출품했다.   
04 아른트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05 토라노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06 <살롱> 섹션에서 진행된 작가 트레이시 에민과의 대화. 
트레이시 에민은 아트바젤홍콩 기간 동안 화이트큐브와 
레만머핀갤러리 두 곳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07 <인카운터> 설치 전경_스탁화이트 갤러리에서 출품한 
리차드 맬로이 작품
08 PKM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관람객이 이불의 작품을 
보고 있다.    
09 gb에이전시 설치 장면 
10 <인카운터> 섹션 감독을 맡은 알렉시 글래스-칸토어. 
큐레이터이자 시드니 현대미술인스티튜트 아트스페이스 
디렉터.   
11 치웬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12 를롱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거대한 조각으로 시선을 
모았다.
13 <인카운터> 설치 전경_리송 갤러리에서 출품한 나탈리 
뒤버그와 한스 베르그 작품 
14 <인카운터> 설치 전경_인그레비갤러리에서 출품한 피터 
리버시즈 작품 
15 <인카운터> 설치 전경_데이비드즈워너갤러리에서 
출품한 이자 겐츠켄 작품  
16 학고재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서용선의 작품이 보인다. 
17 <인카운터> 설치 전경_마리안굿맨 갤러리에서 출품한 
로렌스 와이너 작품 
18 로시앤로시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19 컨템포러리파인아트 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20 <인카운터> 설치 전경_국제갤러리는 함경아의 
샹들리에 대형 자수회화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샹들리에> 5점을 출품했다. 
21 모리무라 야스마사 <초상> 컬러사진 240×339.7cm_ 
슈고아츠갤러리 출품작 
22 <필름> 섹션 감독을 맡은 리젠화. 그는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23 이승조 <핵 88-50> 캔버스에 유채 146×90.5cm 
1988_갤러리패로탱 출품작   
24 가고시안갤러리 부스 설치 장면
25 아트바젤 연간 출판물 세 번째 에디션 《Art Basel 
| Year 46》_아티스트 큐레이터 컬렉터 디렉터 등의 
인물 소개와 아프리카의 문화 현장을 담은 포트폴리오, 
《아트포럼》 《프리즈》 등의 편장집장 인터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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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여행, 비 오는 홍콩을 걸으며 
BMW 예술여행 멀티미디어워크 참가기 

아트바젤홍콩의 협력 파트너 BMW는 2015년 

BMW 예술여행(Art Journey)이라는 제목의 작가 
지원프로그램을 새롭게 진행했다. 선정작가는 
바로 1979년생의 샘손 영. 시드니대학에서 음악, 
철학, 젠더 연구를 전공한 뒤 프린스턴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운드아티스트다. 
샘손 영은 BMW 예술여행을 통해 60일 간 
세계 도시를 여행하면서 각지의 종소리를 
모티프로 음악을 작곡했고, 이 여정의 결과가 
올해 아트바젤홍콩 기간에 공개됐다. 여기에 

3월 24일에는 샘손 영의 퍼블릭 멀티미디어워크 
프로그램 <당신이 섬에 닿기까지 당신은 
늙는다(So You Are Old By the Time You Reach 

The Island)>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에게 주어진 
건 에코백에 담긴 지도 아이폰 헤드폰 안내 책자 
망원경 라디오 등. 참가자는 이 단순한 물건들만 
지닌 채 오로지 아이폰 속에 저장된 비디오 영상과 
종이 지도만을 가지고 홍콩 완차이와 애드미럴티 
지역을 약 40여 분간 걷는 새로운 여행을 
경험한다. 참가자는 영상으로 재생되는 퍼포먼스 
장면과 음악, 작가의 개인적 이야기 및 각 장소에 
담긴 역사를 듣는 동시에 고층 건물이 빼곡히 
들어선 홍콩 도심을 직접 걸으며 생생한 도시 
공간을 체험한다. 중간 중간 퍼포머들이 등장해 
현실 속 꿈같은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실제와 
허구, 현실과 미디어 사이의 낯선 괴리가 생겨나며 
홍콩이라는 도시를 새롭게 느끼게 한다. 사실 이 
작업은 카셀도쿠멘타13(2012) 중 자넷 카디프와 
죠지 뷰어스 밀러가 올드반호프에서 진행한 
비디오 워크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참가자에게 
조용히 다가와 무음의 노래를 불러 주는 마지막 
퍼포머는 티노 세갈의 작업을 연상시킨다. 아주 
새로운 형식의 작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아트바젤홍콩으로 모두가 들떠 
있는 이 도시에 조용한 사색의 경험을 선사한 
흥미로운 여행이 되어 줬다는 점이다. / S

비영리 프로젝트들을 지원해 왔다. 최근까지 
5,000명 이상의 후원자로부터 모은 80만 
달러의 금액으로 총 3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올해 행사로는 1986년 설립된 
홍콩 최초의 비영리공간 비디오타주를 초대해 
그들이 주최한 토크 시리즈를 펼쳤다. 뿐만 
아니라 중앙홀에는 M+와 타이쿤(Tai Kwun) 
등 개관을 앞둔 뮤지엄들의 홍보 부스도 
꾸려져 앞으로 펼쳐질 홍콩의 미술지형도를 
가늠하게 했다.    

특색 있는 비영리기관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온 점은 홍콩 로컬아트씬과 
현대미술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유럽에서 건너 온 아트바젤이 홍콩이라는 
파트너 도시를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그들의 
영역 안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홍콩의 
비영리기관들을 어우르는 포용력은 중요한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비영리공간 부스가 만들어 내는 
진지한 담론만큼이나 아트바젤홍콩은 
<살롱(Salon)>과 <대화(Conversations)> 
섹션을 통하여 비평적 접근을 시도한다. 
<살롱>에서는 23일 ‘프리미어 아티스트 
토크’로 중국계 미국작가 데이비드 
댜오(David Diao)와 M+ 큐레이터 폴린 
제이 야오(Pauline J. Yao)의 대담을 진행했다.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아트바젤홍콩의 ‘ICC 
프로젝트’ 참여작가 다츠오 미야지마(Tatsuo 
Miyajima)와 ‘BMW아트여행(BMW Art 
Journey)’ 선정작가 샘손 영(Samson 
Young)의 토크를 각각 진행했다. 24일에는 
뮤지엄과 독립 미술공간의 디렉터가 참여하는 
‘플랫폼 짓기’, 25일에는 앨런 라우 테이트 
아시아태평양인수위원회 및 파라사이트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컬렉터 토크 ‘급진적 
연습으로 수집하기’가 진행됐다. <대화>의 
경우는 예술교육부터 문화 저널리즘 등의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서부터 예술에서 전유의 
문제, 포스트-휴먼 컨디션, 시공간의 설계 등 
컨셉추얼한 테마까지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전반적으로 국제 아트씬에서 주목 받는 
작가부터 갤러리스트 컬렉터 뮤지엄 디렉터 
큐레이터 비평가까지 미술계 각 분야에서 
고르게 인사를 초청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전문 분야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여 다양한 
관객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 
담론 확장과 네트워크의 장으로 이끌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비엔날레급 스펙터클로 ‘시선 몰이’

아트바젤홍콩의 또 다른 강점은 밀도 있는 전시 
공간 구성 능력이다. 전시장 내부의 부스와 
부스 사이의 복도 공간에 대형 설치 작업을 
위한 <인카운터(Encounters)> 섹션을 차린 
것이 그 예다. 알렉시 글래스-캔토(Alexie 
Glass-Kantor) 시드니아트스페이스 상임 
이사의 지휘 아래 주요 갤러리스트로 
구성된 아트바젤홍콩선정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올해 12개국 총 16개 작품을 
선정했다. 그 중 눈길을 사로잡은 작품은 
3층에 소개된 패이 화이트(Pae White)의 
<OroLlegro>(2013~2016) 연작이다. 
황금빛과 은빛실로 짜인 초대형 태피스트리로 
드라마틱하게 설치된 이 작업은 여러 레이어와 
패턴이 빛을 반사시킨다. 그 가운데 수백 
마리의 꿀벌이 엉켜 있는 형상과 딩뱃폰트처럼 
보이는 글자들의 조합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미래주의적인 양식으로 디자인한 조명 조각 
<Modules>(2014)이 태피스트리들 사이에 
걸려 있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공교롭게도 
태피스트리 작업은 올해 <갤러리> 섹션의 여러 
부스에서 종종 발견됐는데, 이 작품 앞에서 
‘셀카’를 찍는 이들이 유독 많았던 것으로 보아 
인기가 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층 VIP출입구 근처에서 만날 수 있었던 
함경아의 <Chandeliers for Five Cities>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15년 국제갤러리 개인전에서 
선보였던 시리즈 중 5개의 대형 자수 페인팅을 
설치 형태로 풀어 냈다. 작가는 중개인을 
통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오가며 
작가의 자수 디자인을 북한의 자수 장인에게 
전달하고, 완성한 자수 작업을 가지고 이어 
붙여 대형 자수 설치 작업으로 만들었다. 
샹들리에라는 은유적 소재로 정치 현실을 
에둘러 비판하는 동시에 고립된 북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것. 역시나 ‘남북 
관계’라는 소재가 해외 미술인들의 큰 이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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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었다. ‘만남’이라는 뜻의 <인카운터> 섹션은 
실제 관객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는 동시에, 
관객들이 비엔날레급 스펙터클을 만끽할 수 
있게 마련한 장소다. 특히 올해는 갤러리들이 
좀더 야심차게 넓은 공간에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존에 20개 작품을 선보이던 
공간에 16개 작품만 선보이도록 했다. 하지만 
막상 강력한 임팩트를 보여 줬던 2013년 제1회 
때에 비해 매년 비주얼이 약화되고 있다는 
촌평도 있었다. 

다양한 장르, 풍부한 컨텐츠

사실 ‘아트페어’하면 회화 위주의 작업이 
소개될 것이란 편견이 있다. 국내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해외 대형 아트페어들이 
그렇듯, 아트바젤홍콩 역시 장르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LA의 갤러리팀(TEAM) 
부스에서 펼친 퍼포먼스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 홍콩작가 샘손 영의 게릴라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중국 전통 사자탈을 
쓴 퍼포머 두 명을 등장시켜 춤추는 장면을 
연출했다. 갤러리스트들이 앉는 테이블 위를 
점거한 보라색 사자는 별다른 음악 없이도 
엉덩이를 흔들며 몸에 달린 방울 소리를 

과시했다. 서로 다른 소리의 레이어를 영상으로 
기록한 작가의 작업 <Muted Situation> 
바로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면서 ‘부수적인’ 
소리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였다. 
다만 프리즈아트페어나 아트바젤의 경우처럼 
해당 퍼포먼스 작품의 전면적인 판매까지 
의도하지는 않은 듯 하다.

아트페어 기간 내내 이어지는 
<필름(Film)> 섹션 또한 다양한 장르를 
찾아 헤매는 관객을 즐겁게 해 주는 요소다. 
21일 진행된 <울리 지그의 중국 인생>(2016)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은 아시아 프리미어로, 
<M+ 지그 컬렉션: 중국 미술 40년>전과 
맞물려 화제를 더했다. 아트바젤홍콩의 
공식행사로서 가장 먼저 프리미어 상영을 
선보인 것으로 볼 때, 단연 홍콩 내 울리 
지그의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다. 23일 
저녁에 상영한 <쩡판즈: 유(YOU) 아트 
프로젝트>(2014~15)는 쩡판즈가 7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작품을 제작한 과정을 비장한 
클래식 음악 선율에 맞추어 보여 준 17분짜리 
다큐멘터리다. 극장을 꽉 채운 관객 사이에서 
쩡판즈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의 첫 영화 
작업을 지켜 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트페어가 세계 컬렉션들의 
주요 플랫폼이 되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며, 지역 
비영리기관을 포용하고 비평과 담론의 
장 역할까지 꾀하는 아트바젤홍콩의 
‘팔방미인’ 전략은 올해도 성공한 듯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트바젤 
측은 이러한 성공을 발판삼아 새 프로젝트 
‘아트바젤시티즈(Art Basel Cities)’ 런칭 
소식을 페어 기간 중 본격 발표했다. 단,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인지 전 세계 곳곳의 
도시를 선정, 연대하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팝업’ 프로젝트로서 각 도시 당 약 2~3년 
정도씩 운영할 예정이다. 아트바젤이라는 
성공적 시스템을 이용해 각 도시의 문화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 예술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이처럼 계속 진화 중인 
아트바젤의 성공 전략, 계속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아트페어 기간 동안 
국제상업센터(ICC) 건물 
전면에 타츠오 미야지마의 
미디어 작업 <시간폭포(Time 
Waterfall)>가 설치됐다.   

이전 페이지
왼쪽 위 · <인카운터> 설치 
전경_애두아르드말링귀
갤러리에서 출품한 트로마라마 
작품

왼쪽 아래 · <인사이트> 설치 
전경_안테나스페이스
갤러리에서 출품한 구안샤오, 
유홍뢰 작품
오른쪽 · BMW 예술여행 
멀티미디어워크에서 나눠 준 
소품들. 작가 샘손 영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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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위크’의 열기 
현장을 가다

아트바젤홍콩 시즌은 홍콩 아트씬의 진면목을 감상하는 데 최적의 시기다. 아트바젤홍콩 
오픈에 맞춰 홍콩섬에서부터 카오룽반도까지, 홍콩 전역의 갤러리 미술관 아카이브 비영리공간 
등이 모두 새롭게 단장하고 최신 프로젝트를 발표해, 마치 비엔날레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아트 대전’이 벌어지는 것. Art는 센트럴의 갤러리 밀집 구역에서 열리는 ‘아트갤러리나이트’의 
주요 전시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홍콩아트갤러리협회에서 매해 개최하는 이 이벤트는 
올해도 아트바젤홍콩의 VIP프리뷰 전날인 3월 21일 성황리에 진행됐다. 보다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전시 참여작가들과 진행한 인터뷰를 싣는다. 먼저 단색화의 대가 박서보의 페로탱 
개인전이다. 2015년 홍콩 경매 때 1점 당 판매가 100만 달러를 돌파한 작가는 ‘1천 만 달러 클럽’ 
가입을 향한 야심을 감추지 않는다. 다음은 로컬과 글로벌을 막론하고 ‘잘 나가는’ 갤러리로 
가득한 페더빌딩. 다양한 전시 중 사이먼리갤러리에서 열린 영국작가 덱스터 달우드(Dexter 
Dalwood)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을 취재한다. 민감한 중국 현대사를 건드린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한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이모저모에 대해 들어본다. 센트럴의 유니크한 ‘잇플레이스’ 
두델스(Duddell’s)가 빠질 수 없다. 미국 댈러스미술관과 협업하여 개최한 중국계 미국작가 
마가렛 리(Margaret Lee)와 기획자 가브리엘 리터(Gabriel Ritter)가 아트바젤홍콩 시즌 
도시의 인상을 평한다.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첫 진출한 설치작가 저웬더우(Zhou Wendou)를 
드사르스(de Sarthe)갤러리 개인전 현장에서 만나, 현대 중국사회를 향한 작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엿본다. 여기에 더하여, 홍콩 현지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M+ 지그컬렉션: 중국 
현대미술 40년>전 리뷰를 함께 싣는다. 홍콩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홍콩 현지의 미술인들이 
이번 전시를 대하는 솔직한 시선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전시를 통해 홍콩에 펼쳐진 ‘중국 
현대미술사’의 의미에 대해 비평한다.
/ 채연 기자, 세린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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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콩 갤러리페로탱은 아트바젤홍콩2016에 맞춰 박서보의 개인전  
<Ecriture>를 개최했다. 1년 중 가장 핫한 시즌에 단색화의 ‘대표주자’ 
박서보의 작품을 본격 소개한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그림은 모두 근작 
<묘법> 시리즈로, 캔버스 위에 한지를 붙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물감을 
밀어 낸 작업들이다. 오프닝은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홍콩을 찾은 세계 
곳곳의 사람들로 성황을 이뤘다.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와 맞물린 
이번 개인전의 경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작가와 홍콩에서 직접 만나 
전시를 둘러싼 이야기를 나눴다.

Art 연초부터 바쁜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1월 런던 화이트큐브 개인전, 
2월 브뤼셀 보고시안재단의 <When Process Becomes Form>전, 3월 
프랑스 도메인드케르구넥의 <Dansaekhwa>전에 참여하며 유럽을 
누볐다. 이제는 아시아 차례인 듯하다. 홍콩 개인전 오픈 직후 도쿄 
갤러리BTAP 개인전도 예정돼 있는데.
— 사실 탈진 직전이다. 그래도 좀 더 있으면 영원히 쉴 텐데 뭣 하러 
지금 쉬나 싶다. 전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갤러리스트, 큐레이터들과 
약속도 많다. 오늘 아침에는 보스턴에서 온 컬렉터를 만났고, 
서울에 돌아가자마자 런던 화이트큐브 디렉터를 만날 예정이다. 
화이트큐브에서는 출품한 16점 모두가 오픈 전에 솔드아웃됐으니, 그쪽 
사람들도 무척이나 동요된 것 같더라.

Art 페로탱과는 파리(2014), 뉴욕(2015)에 이어 홍콩(2016)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홍콩 경매시장에서도 이미 작가의 인기가 
검증됐다. 이번 개인전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나?

— 전시야 자꾸 초청하니까 하는 것일 뿐, 다만 내 작품을 좋아해 주는 
좋은 컬렉터들과의 만남은 기분이 좋다. 특히 그리스의 ‘선박왕’ 출신 
컬렉터 조지 에코노무(George Economou)는 내 그림을 더 보려고 
국제, 화이트큐브 등 전시마다 따라 다닌다. 그동안 세계적인 기관에서 
내 작품을 수집하기도 했다. 뉴욕현대미술관, 뉴욕과 아부다비 
구겐하임미술관, 허쉬혼미술관 등이다.

Art 2015년 홍콩 가을 경매 시즌 결과를 보면 크리스티에서 <묘법 No. 
65-75>, 서울옥션에서 <묘법 No. 2-80-81>가 모두 10억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됐다. ‘소위 100만 달러’ 클럽에 들어갔다.
— 100호짜리 그림 가격이 1점에 300만 원인데도 안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100만 달러라니, 감회가 새롭다. 100만 달러를 
넘어서야 국제적 ‘뮤지엄급’ 작가가 된다는데. 지난해 《뉴요커》 11월 
30일자 기사는 나를 ‘미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한 작가’로 
소개했다. 나는 내 작품 가격이 1,000만 달러가 넘어서는 걸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rt 갤러리에 딸린 서너 개의 공간마다 마치 미술관 전시실처럼 서로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메인 공간 뒤쪽 작은 방에는 연한 하늘빛의 
<묘법> 연작이 한데 모여 있다. 그 평화로운 정경이 인상적이다. 벽면에는 
한 톤 더 밝은 푸른색이 칠해져 있어 은은한 느낌이 든다.
— 아주 오묘한 색채다. 유채 물감이 아닌 수성 아크릴 물감으로 만든 
색이다. 물감을 갤 때 비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느낌으로 만든다. 
오묘한 색일수록 물에 젖어 있을 때와 말랐을 때의 색 차이가 커서 아주 
오랜 숙련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어느 미래에는 ‘색채의 마술사’라는 
말을 듣고 싶은 소망도 있다.(웃음) 나는 이 하늘빛을 ‘공기색’이라고 
부른다. 숨 막히게 바쁜 세상 속에서 내 그림을 보며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만든 색이다.

Art 단색화 붐은 해외에서 먼저 불어 왔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작가의 작품이 크게 사랑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
— ‘예술 치유론’을 말한 적이 있다. 사람을 포용해 주고, 고뇌까지도 
안아 주는 그런 예술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예술이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정보는 공유물일 
뿐이다. 정보예술은 베껴먹기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건, 자기만의 
사상과 일치해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 채연 기자

박서보는 파리 
갤러리페로탱에서 개최된 
<오리진: 최명영, 이승조, 
서승원>전(1. 9~2. 27)을 
기획하기도 했다.  

오른쪽 페이지
박서보 개인전 <묘법> 전경 
2016 홍콩 갤러리페로탱 

“색채의 마술사로 불리고파” 
홍콩서 만난 단색화 거장 
박서보展 3. 21~5. 5 홍콩 갤러리페로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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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작가 덱스터 달우드(Dexter Dalwood)의 아시아 첫 개인전 
<프로파간다 페인팅>전이 홍콩 사이먼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1960년 브리스톨 출생으로 런던 센트럴세인트마틴대학과 
영국왕립미술대학(RCA)을 졸업하고 런던에서 활동 중이다. 
테이트세인트아이브스 개인전(2010)으로 2010터너미술상 후보에 
올랐으며, 테이트브리튼(2015), 테이트모던(2012)의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서양미술사와 미국 및 유럽의 문화적 정치적 사건을 그림에 
담아 온 작가는 홍콩 전시에서 처음으로 중국 현대사를 건드리는 
작품을 공개해 논쟁적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작품에 나타난 동서양 
문화의 만남에 대해 물었다.

Art 아시아 첫 개인전이 아트바젤홍콩 기간에 오픈하며 세계 각지에서 
찾아 온 많은 전문가 및 대중과 만나게 됐다. 소감이 어떤가?
— 아주 신난다. 이번이 홍콩 첫 방문이다. 아트바젤홍콩은 서로 다른 
지역의 아트씬이 조우하고 새로운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흥미로운 
장이다. 이번에 방콕에서 온 컬렉터를 만났다. 유럽에 있을 때는 유럽 
외 지역의 컬렉터와 만나 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여기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 전시에서 왜 중국을 소재로 다뤘는지 묻더라. 
나는 특정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작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역사적 사실과는 또 다른 맥락의 작업을 한 것이다.

Art 출품작 중 상당수가 중국 현대사의 몇몇 주요 장면을 인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현대사의 ‘아이콘’ 마오쩌둥이 당신의 그림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인가?
— 내가 살아 온 시대를 관통한 역사적 사건들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다. 마오쩌둥이 사망한 것이 1976년인데, 그가 권좌에 있던 시기에 
나도 살아 있었다. 당시 냉전 시대의 중국 공산주의에 흥미를 느꼈다. 
전시 제목과 동명의 그림은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이 마오쩌둥과 
만났을 때의 이미지를 포함시킨 것이다. 앤디 워홀도 마오쩌둥의 
이미지를 화폭에 옮겼다. 파리의 68혁명 즈음이었다. 마오는 파리의 
보헤미안들 사이에서 아주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아이콘이었다. 내가 
마오를 그림에 사용한 것은 미술사적 인용이기도 하다.

Art 이야기한대로 미술사적 인용을 많이 시도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도상은 해당 작가에 대한 당신의 오마주인가, 전유(appropriation)인가?

— 오마주와 전유 둘 다 맞다. 과거를 현재로 복사해 와서 붙여 넣을 때, 
필연적으로 다른 맥락이 생성된다. 사람들이 내 그림 속 특정 이미지를 
바라보며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며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 가치인지, 혹은 그저 지나간 역사일 뿐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Art 작품의 내용적 측면 외에도, 캔버스 표면 위에서 화사하게 빛나는 
컬러와 또렷한 형상은 그것 자체로 상당히 아름답고 마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다. 그러나 만약 관객이 이런 시각적 효과에 마음을 빼앗겨 
작가가 심어 놓은 레퍼런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면?
— 내 그림에 심어 둔 모든 의미를 관객이 전부 읽을 수 있다면 오히려 
놀랄 것 같다. 일부러 모호하게 그렸고, 지극히 나만의 관점으로 
표현했다. 관람객 각자 한 가지씩의 레퍼런스를 발견해 내고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만족한다. 또한 방금 
당신이 말했듯 회화가 회화로서 기능하는 것, 즉 눈앞에 보이는 형상을 
아름답게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해줘서 매우 기쁘다. 
내 그림은 꼭 정답을 맞혀야 하는 퍼즐이 아니니까.

Art 동서양의 문화와 역사가 교차되는 데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 현대미술사는 철저히 유럽 중심으로 기록됐다. 같은 시기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미술사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모두 흥미를 갖고 있다. 인도에서 1년간 살면서 인도미술에 
매료됐었다. 넓은 면적에 단색을 고르게 칠해서 전체 분위기를 리드하는 
기법이 흥미로웠다. 이러한 측면을 내 작품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다. 또 한편,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문화가 한 그림에서 만나는 
장면에도 관심이 많다. 지금, 같은 건물(페더빌딩) 한아트TZ에서 
열리는 <Kung Fu in Africa>전도 그래서 재미있다. 가나작가들이 
중국의 영화 포스터 그림 기법을 차용해 그린 그림들이다. 이미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 생기는 이질감, 아무리 닮게 그리려 해도 
뭔가 다른 느낌, 이런 감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Art 그렇다면 중국의 선전(propaganda) 정책에 대한 작가의 생각은? 
— 돈을 받고 고용되어 선전 포스터를 그려야 했던 작가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생각을 온전히 보여 줄 수 있었겠나 싶다. 중국 현대미술사를 
볼 때,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 공개할 수 없었던 중요한 작업이 이제 
와서 조명받는 상황도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 채연 기자

SPECIAL FEATURE ❹
인터뷰

덱스터 달우드는 2010년 
터너미술상 후보에 오른 
영국작가.
오른쪽 · <Where Do You 
Stand With Your Art?> 
캔버스에 유채 150×202cm 
2016 

왼쪽 페이지
<노란 거울> 캔버스에 유채 
150×202cm 2015 

영국화가의 ‘프로파간다 페인팅’ 
중국 현대사 다시보기 
덱스터 달우드展 3. 22~4. 25 홍콩 사이먼리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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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미국인인데, 아시아에서 한 번도 전시를 한 적이 없었다.”
마가렛은 “홍콩에서 ‘미국미술 보여 주기’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에 출품한 마가렛 리의 작품은 모두 댈러스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유한 작품들이다. 포토샵으로 브랑쿠시 조각의 색상 및 
형태를 조작한 뒤, 염료승화(dye-sublimation) 방식으로 프린트한 
사진 위에 철 오브제 등을 추가로 덧대어 마치 공간 속 설치 작품처럼 
만든 입체 작업이 눈에 띄었다. 도널드 저드의 <Chairs>, 재스퍼 존스의 
<Device Circle> 등 미국미술의 주요 작품을 마치 디자인 오브제처럼 
아기자기한 스타일로 탈바꿈시켜 사진으로 출력한 소품 작업도 
나란히 걸려 있었다. 마가렛이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 중에는 미술이 
아닌 디자인 오브제들이 종종 보였다. 댈러스미술관이 현대미술뿐 
아니라 공예품, 디자인 오브제, 근대미술도 함께 수집하는 ‘백과사전식 
미술관’이라는 점을 반영한 듯했다. 홍콩 관객에게 미술관을 세련되게 
소개할 수 있는 전략인 동시에, ‘디자인과 미술의 잇플레이스’를 
표방하는 두델스에 잘 어울리는 디스플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가렛 
리도 전시를 준비하며 두델스의 공간 콘셉트에 많은 흥미를 느꼈다고. 
“홍콩은 예술이 패션, 디자인 등 보다 상업적인 문화 콘텐츠와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두델스는 도시의 
특성을 잘 반영한 공간이다. 이번 작품도 그 특성을 고려해서 어렵지 
않게, 좀더 축약된 형태로 보여 주고자 했다.”

가브리엘 역시 “색다르고 신선한 공간”이라면서도 “화이트큐브가 
아닌 강한 캐릭터를 가진 공간에서 큐레이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하지만 동시에 “복작거리는 아트페어에서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이라고 평했다. “지친 다리를 쉬면서 
그림을 천천히 볼 수 있다는 것이 바삐 돌아가는 홍콩에서는 정말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이란 의견도 밝혔다. 다국적 은행, 럭셔리 브랜드 
부티크, 유명 갤러리 등이 빽빽하게 들어찬 센트럴 지역에서 현대미술과 
미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패셔너블한 공간. 이러한 공간의 성격과 잘 
맞아떨어지는 예쁜 소품 같은 전시였다. / 채연 기자

SPECIAL FEATURE ❹
리뷰

2013년 5월, 레스토랑 두델스가 센트럴 지역에 오픈하자마자 즉시 
문화예술 애호가들의 ‘잇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지아(JIA)그룹의 
옌웡(Yenn Wong)이 창립한 두델스는 예술과의 새로운 소통을 
추구하는 ‘살롱’ 겸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표방한다. 3, 4층 두 개 층에 
걸쳐 있는 전체 공간 중 3층은 미슐랭 2스타에 빛나는 광동식 레스토랑, 
4층은 살롱(바) 및 라이브러리 공간으로 나뉜다. 영국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스 크로포드(Ilse Crawford)가 디자인한 우아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는 2013년 AD스페인인터내셔널프라이즈에서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부문 영향력 있는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알란 
로(Alan Lo), 야나 필(Yana Peel), 윌리엄 자오(William Zhao) 3인으로 
구성된 ‘두델스 예술운영위원회’가 직접 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시를 
유치한다. 강연 대담 스크리닝 등의 행사도 1년 내내 이어진다.

두델스가 올해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야심차게 준비한 전시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미국 댈러스미술관(Dallas Museum of Art)과 
협력 기획한 <Concentrations HK: Magaret Lee>전. 중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마가렛 리의 아시아 첫 개인전이다. 우리에겐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리옹비엔날레(2013), <New Pictures of Common 
Obejcts>(MoMA PS1, 2011) 등 다수의 굵직한 전시에 초대된 젊은 
작가다. 그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과 댈러스미술관 등의 영구 
컬렉션이며, 독특하게도 뉴욕의 상업갤러리 47캐널(Canal)의 공동 
오너로도 일하고 있다. 전시는 댈러스미술관의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가브리엘 리터(Gabriel Ritter)가 기획했다.

홍콩 ‘잇플레이스’, 미국미술과 만나다

21일 낮,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작가와 큐레이터를 만나기 위해 
곧바로 두델스로 향했다. 기자는 2014년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취재차 홍콩에 들렀을 때, UCCA 디렉터 필립 티나리(Philip 
Tinari)가 두델스에서 기획한 전시를 관람한 적이 있다. 전 세계에서 
날아온 글로벌 아트피플이 가득 찬 라이브러리 공간에 마치 또 한 
권의 책처럼 무심하게 놓여 있던 왕유양(Wang Yuyang)의 작품 등 
세련된 디스플레이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정확히 2년 만에 
다시 만난 두델스는 불과 2시간 뒤에 전시 오픈을 앞두고 있었고, 
곧 라이브러리에서 마가렛과 가브리엘을 만났다. 가브리엘은 전후 
일본미술사를 전공하고 댈러스미술관에서 구타이(Gutai)의 대가 
시라가 카즈오(Shiraga Kazuo)와 사다마사 모토나가(Sadamasa 
Motonaga)의 2인전(2015) 등을 기획해 왔다. 먼저 가브리엘에게 
두델스와 달라스미술관이 협업 전시를 꾸리게 된 사연을 물었다.

“2014년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홍콩에 방문, 아시아 주요 기관과 
만나 시라가 카즈오, 사다마사 모토나가 2인전 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있다. 두델스가 이 소식을 접하고 미술관에 관심을 가졌다. 알란 
로가 댈러스로 직접 날아와 미술관을 둘러보고, 전략 협약을 맺었다. 
미술관이 35년 째 이어온 신진작가 전시 프로젝트 <Concentrations>를 
두델스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1981년부터 짐 램비, 안리 살라, 
마리코 모리 등의 주요작가의 초기 시절을 발 빠르게 조명해 온 
프로젝트다. 이번에는 마가렛을 소개해야겠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오프닝 리셉션에 참여한 
큐레이터 가브리엘 리터와 작가 
마가렛 리  
위 · <Concentration HK: 
Magaret Lee> 전경 2016 
두델스

왼쪽 페이지
<걸린 바나나와 두 개의 라임> 
받침대 2대, 석고, 아크릴 
물감, 바나나 스탠드 
101.6×97.8×35.6cm 2013  

세계 미술관과 협업하는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마가렛 리展 3. 21~6. 21 홍콩 두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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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센트럴의 빌딩 숲 한가운데에 위치한 드사르스(deSarthe)갤러리. 
1977년 파리에서 창립, LA와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2010년에 홍콩으로 
완전히 옮겨 온 독특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 샤갈 세잔 워홀 등 ‘모던 
마스터’ 작가와 전후 중국의 현대미술 작가를 소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이 갤러리는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중국작가 저웬더우(Zhou 
Wendou)의 첫 번째 홍콩 개인전 <ADHD>(3. 22~4. 23)를 열었다. 
1970년 베이징 출생의 작가는 스페인에서 10여 년간 유학하며 회화를 
공부했다. 이후 설치 및 조각 작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는 2008년에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의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날카로운 
코멘트를 담은 설치 작업에 집중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의미하는 전시 제목과 동명의 대형 설치작품 단 한 
점만을 선보인다. 용접한 철제 구형 조각 윗부분에서 먹물이 끊임없이 
흘러 내리는 가운데, 곳곳에 설치한 자동차 와이퍼가 먹물을 닦아 
내는 상황을 연출한다. 전시장에서 작가를 만나 작품의 면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rt 드사르스갤러리의 베이징 분점과 인연을 맺고 그 동안 전시를 
개최해 왔다. 베이징 드사르스갤러리에서는 젊은 중국작가의 실험적 
전시가 주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홍콩 본점에서 열리는 
작가의 ‘홍콩 데뷔전’은 아트바젤홍콩 시즌과 맞물려 국제적 주목과 
상업적 성공도 노려볼 만한 자리다. 전시 소감이 궁금하다.
— 2014년 베이징 드사르스갤러리를 통해서 아트베이징에 참가했는데, 
감사하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것을 계기로 아트바젤홍콩 시즌에 
홍콩에서 첫 개인전을 하게 됐다. 아트바젤홍콩은 아시아 최대의 
아트페어이자 인터내셔널한 관객이 많이 찾는 자리다. 이번 전시를 찾는 
관객도 아트베이징 때보다 좀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기대된다. 특히 당신 같은 해외 저널리스트나 미술 관련 필자들이 많이 
왔으면 하고 내심 바라던 중이었다.(웃음)

Art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ADHD) 증상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를 전시 제목 겸 작품 제목으로 삼은 점이 눈길을 끈다.
—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해 산만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ADHD 
증상을 일부 환자에 국한된 특수한 질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면 이것은 특수한 몇몇만이 겪는 증상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당히 보편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흔히 가지게 되는 사회 변화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현대사회의 전염병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Art 방금 당신이 말한 ‘사회 전반적 현상’이란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먹과 산업사회의 발명품인 자동차 
부품(와이퍼)을 사용한 것이 한층 더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철제 조각 
곳곳에 달려 있는 와이퍼가 조각의 맨 위쪽에서 줄줄 흘러 내리는 
먹물을 닦아 내며 ‘끼익끼익’ 내는 기계 소리, 먹물이 와이퍼에 닦이면서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어 나가는 상황은 두 가치의 충돌이 자아내는 
새로운 에너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 고맙다. 원래는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실제 석유를 사용하고 
싶었다. 산업사회를 지나온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지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실 먹물을 사용한 것은 
와이퍼 동작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데, 먹을 
선택하면서 작품의 맥락에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된 것 같다. 먹으로 
써놓은 글씨를 와이퍼가 지워 버리는 행위에서, 산업사회의 끝에는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Art 센트럴 빌딩의 8층에 위치한 갤러리의 다소 아담한 공간에서 
전시한다. 이 작업을 야외에 설치한다던가, 추후에 더 큰 스케일로 크게 
만들 생각도 있는지?
— 물론이다. 크면 클수록 좋다.(웃음) 올해 부산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았다. 아직 출품할 작품도 확정하지 않았지만, ‘혼혈하는 지구’가 전시 
주제인데 ‘혼혈’의 개념이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 현재 검토 중에 있다. / 채연 기자

SPECIAL FEATURE ❹
인터뷰

저웬더우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설치미술가. 
오른쪽 페이지 
위 · <경계 없는> 유리섬유, 
애나멜 페인트 920×460cm 
2015
아래 왼쪽 · <ADHD> 용접한 
철 외 혼합재료 220×400cm 
2015 
오른쪽 · <농구 골대 5> 농구 
골대, 네온, 알루미늄 판 
60×45×45cm 2009

베이징 작가의 홍콩 진출
현대사회의 불안을 포착하다 
저웬더우展 3. 22~4. 23 홍콩 드사르스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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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실어 나르는 긴박한 모습을 포착한 당시의 기록 사진을 전유한다. 
부상자가 누워 있던 화물칸 자리에는 사람 대신 두 마리의 피 흘리는 
펭귄이 누워 있다.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온 나라가 신 
강대국의 기세에 취해 있던 시기에 오히려 냉정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작품이다.  

M+ 지그 컬렉션 중에는 냉소적 리얼리즘과 정치적 팝 계열의 
작품이 많은 편이다. 언더그라운드 퍼포먼스 작품과 1980~90년대의 
기록 비디오 또한 그렇다. 이 부류의 많은 작가들이 이제는 주류가 
되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장웨이의 <EXPE 10>(1981)은 상당히 
흥미롭다. 캔버스의 앞뒷면을 모두 채운 회화작품으로 앞면에는 잭슨 
폴록의 흩뿌리는 기법이, 뒷면에는 피카소의 입체주의 스타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두 미술사조를 한 명의 작가가 동등하게 
수렴하는 흥미로운 현상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보여 준다. 왕펭의 <84 
Ink-5>(1984)는 제작 당시 19세이던 작가가 자신의 신체에 먹을 묻혀 
종이에 찍어 낸 작품으로, 중국 퍼포먼스 미술의 선구적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일 방문객이 700명 선을 기록하고 있다. 만족스러운 수치다.” 
이번 전시의 선임큐레이터 피리(Pi Li)의 말이다. 전시가 끝날 때면 
누적 방문객이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런 방문객 수치는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홍콩 내 관심이 아주 뜨겁다는 걸 방증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그와 M+ 사이의 작품 기증 및 매매에 관한 계약은 
4년 전인 2012년에 체결됐다. 이 계약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역사적 
예술품을 정당한 주인인 중국인들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된다. 지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컬렉션을 토대로 한 
전시인 <마작>전이 2005년 스위스 베른미술관에서 열렸을 때, 두 명의 
중국여성이 관람 도중 눈물을 터뜨린 일이 있었다. 나는 당시 그 장면을 
보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들은 그 시기를 살아왔음에도 작품을 보기 
전까지 당시 중국 내 사태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물론 이번 <M+ 지그컬렉션>전을 본 홍콩인들이 그 두 여인만큼 
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이다. M+ 지그컬렉션의 첫 전시를 향한 
일부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다. 전시가 홍콩예술의 로컬씬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지, 또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서구룡문화지구 
프로젝트 전반이 과연 계획대로 홍콩 내 문화예술의 위상을 고양시킬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시선들이 따갑다. 단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중국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인으로서 배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따른다면, 중국인이라는 자각은 필시 예술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예상해 본다면, 
중국 현대미술의 격동기 40년을 포괄하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역사를 돌아볼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미술가 개개인이 각자의 예술 실천 속에서 얼마만큼의 용기와 끈기를 
발휘해 정부와 사회의 압력에 대항해 왔는지, 또한 그들이 사회적 
변혁이라는 불안정성을 어떻게 이점으로 활용해 왔는지를 보면서, 
지금의 홍콩미술가들이 얻게 되는 깨닫음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 세린 푸  

SPECIAL FEATURE ❹
리뷰

<M+ 지그 컬렉션>전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중국 현대미술 컬렉터 
울리 지그(Uli Sigg)가 2012년 M+에 기증한 작품 중 80여 점을 처음 
공개한 자리다. 전시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전시장에서 만난 
울리 지그와의 대화를 인용하고 싶다. 지그는 자신의 중국 현대미술 
컬렉션 목록에 대해 말하던 중 1990년대 중반에 일어난 한 사건을 
회상했다. 방금 전까지 장 페일리의 작품 <Glove>(1987)가 그의 마음에 
들게 된 일화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당시 <89 중국 아방가르드(89 
China Avant-garde Exhibition)>전에 출품된 작품을 왕루옌에게 사 
모으기 시작했다. 참여작가이기도 했던 왕루옌은 그 전시가 기념비적인 
전시가 될 것임을 미리 알아봤다. 그래서 동료 작가들에게 작품을 
성급히 판매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시에 
참여한 젊은 작가들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사치를 
부릴 수 없었다. 그래서 왕루옌이 스스로 몇몇 작품들을 샀고, 내가 
왕루옌에게 다시 그것들을 사들였던 것이다.” 

사업가로 처음 중국을 찾은 뒤, 이후 주중 스위스대사까지 
역임했던 울리 지그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중국미술 컬렉팅을 시작했다. 
지그의 컬렉팅은 전략적이면서도 마치 기관의 컬렉션과 같은 수준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1970년대 후기 문화대혁명 시기부터 85’ 뉴웨이브 
운동과 <89 중국 아방가르드>전을 거쳐, 1990년대 언더그라운드 
미술까지 전부 포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홍콩 속 중국 현대미술의 전개

<콘돔, 계란, 그리고 총성>. 《타임》지가 1989년 3월호에 실은 <89 
중국 아방가르드>전 기사의 제목이다. 표현 그대로 전시장에서는 
콘돔을 집어던지고, 계란을 부화시키고, 발을 닦고, 새우를 파는 등 
괴상망측한 퍼포먼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리고 전시는 
작가 샤오루가 쏜 두 발의 총성과 함께 불현듯 끝이 났다. 당시 <89 중국 
아방가르드>전은 1989년 베이징 국립중국미술관에서 열렸다. 출품작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 전시는 자연스레 예술적 자유가 희박하던 당시 
사회의 억압적 분위기에 대한 항거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러나 전시 
기간의 앞뒤를 함께 조망해 보면 이 전시는 단순한 반항의 제스처를 
넘어 그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함의가 크게 고조된 상태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가 열리고 넉 달 정도 지난 1989년 6월 4일, 
천안문광장에서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한 사건이 일어났다. 날로 치솟는 
근대화를 향한 열망과 임계에 달한 사회적 불만이 바로 두 사태의 
배후에 공통으로 흐르고 있던 것이다.

다시 <M+ 지그컬렉션>(2016. 2. 5~4. 5)전으로 돌아오자. 
홍콩에서 처음 공개된 80점의 컬렉션 중 1989년도 전시의 출품작들이 
특히 내 흥미를 끌었다. 먼저 흡사 다다를 연상시키는 리얼리즘 
회화들이다. 장 페일리의 모노크롬 회화작품인 <Glove>(공식 제목은 
<X? Series No.4>)는 정치의 시녀가 되어가는 예술에 반대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일부러 해석의 여지가 적은 대상을 회화의 
소재로 다룬다.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장 페일리와 함께 ‘폰드소사이어티(池社, Pond Society)’의 
공동설립자인 작가 겡지엔이는 작품 <두 번째 상황(The Second 
Situation)>(1987)에서 웃음이라는 행위를 4단계로 분해함으로써 
당대의 부조리에 격앙된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내보인다.  

장차 정치적 팝(Political Pop) 작가로 변모하는 왕광이 역시 
1989년 전시에 참가했다. 그는 마오쩌둥의 초상화 위에 붉은 그리드를 
덮어 그렸다. 작품 <마오쩌둥: 붉은 그리드 No. 2(Mao Zedong: Red 
Grid No.2)>(1988)가 우상 찬양 분위기를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제작된 것인가에 대해 지금도 해석이 분분하다. 황용핑은 여행 가방에 
갖가지 물건을 채워 출품하고 <여섯 개의 작은 턴테이블(Six Small 
Turntables)>(1988)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이 작품은 회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더 우연적 상황 안에 열어 놓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당대 중국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개념적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여기서 엿보이는 마르셀 뒤샹의 영향은 스신닝의 패러디 작품에서 
정점에 달한다. 스신닝은 <중국에서 열린 뒤샹 회고전(Duchamp 
Retrospective Exhibition in China)>(2000~01)이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당 주석인 마오쩌둥이 즐거운 듯 뒤샹의 소변기를 살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세월이 흘러 당시 전시의 콘돔과 계란은 이제 사라졌지만, 
총성의 메아리는 여전히 들리는 듯하다. 2000년대에 발표된 작품 중 
왕싱웨이의 <새로운 베이징(New Beijing)>(2001)은 1989년 6월 4일 
천안문광장의 광기를 초현실주의 회화로 담아 낸다. 자전거로 부상자를 

위 · 겡쟌리 <두 번째 상황> 
캔버스에 유채 4 패널 
170×130cm 1987  
가운데 · 장후안 <익명의 산에 
1미터 더하기> 컬러프린트 
69×103.5cm 1995
아래 · 팡리준 <무제> 캔버스에 
유채 250×180cm 1995 

역사적 순간 잡아내기  
중국 현대미술 컬렉션 40년  
M+ 지그컬렉션展 홍콩 아티스트리 2. 5~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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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홍콩 미술시장은 3월의 아트바젤 
홍콩과 함께 분주한 한 해를 시작했다. 
위성페어인 아트센트럴(Art Central)이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수많은 이벤트가 펼쳐진 
홍콩 아트위크(Hong Kong Art Week)는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이 홍콩임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홍콩 경매시장을 이끌며 홍콩을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지로 변모시킨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봄/가을 정기 경매는 2013년 가을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옥션과 K옥션이 주도한 
한국작품의 판매량은 급증했고, 구타이
(具體, Gutai)를 내세운 일본미술 시장 역시 
호조세를 보였다. 

2015 홍콩 경매시장의 결과는?

홍콩에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 등 
경매회사들이 1년에 2회, 봄과 가을에 
주요 경매를 진행한다. 기간은 상이한데 
보통 소더비가 4월과 10월, 크리스티는 
5월과 11월에 경매를 연다. 미술작품뿐 
아니라 도자기 고가구 보석 와인 등 여러 
종류의 경매가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열린다. 2008년 이후 홍콩에 진출하기 
시작한 한국의 서울옥션, K옥션, 일본의 
신와(Shinwa)아트옥션, 에스트-웨스트(Est-
Ouest), 도쿄주오옥션(東京中央競賣), 
요코하마국제경매(橫濱國際競賣), 타이완의 
라베넬(羅芙奧, Ravenel) 등의 아시아 
경매회사들 역시 이 기간에 맞춰 대대적인 
경매를 진행한다. 

홍콩 경매시장에서는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미술을 포함한 아시아 근현대 
미술이 주로 거래된다. 소더비와 크리스티 
외의 경매회사들은 소량이지만 서구 작품 
역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옥션은 
2008년 홍콩 시장에 진출하면서부터 
서구 작품 경매를 진행해왔는데 2015년 
10월 경매에서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조각작품인 <콰란타니아(Quarantania)>가 
3,600만 홍콩달러(약 54억 4,000만 원)에 
낙찰되어 서울옥션 10월 홍콩경매 중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경매의 판매총액은 
구매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고, 낙찰총액과 
낙찰가는 구매수수료가 불포함된 금액이다. 
판매총액의 한국 원화 표기는 2015년 평균 
환율(HKD1=KRW145.95)을 적용했다.) 

중국 당대 수묵화 시장이 형성되면서 
2013년 10월 폴리옥션(Poly Auction)이 
홍콩에서 중국 당대 수묵화만을 경매하는 
‘중국 당대 수묵화(Chinese Contemporary 
Ink Paintings)’ 경매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 
소더비, 크리스티, 차이나가디언(中國嘉德, 
China Guardian) 모두 중국 현대 수묵화의 
별도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중국 
근현대 미술 경매는 특별한 뉴스 없이 진행된 
반면 한국과 일본의 미술품 경매는 상당히 
증가했다. 특히 서울옥션과 K옥션은 홍콩에서 
단색화를 경쟁적으로 판매했으며, 서울옥션의 
경우 5월 홍콩 경매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고미술 경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홍콩 경매시장을 이끌고 있는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2015년 봄과 가을 미술 경매 
판매총액은 2014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소더비는 42억 1,900만 홍콩달러(약 6,158억 
원)로 2014년의 45억 800만 홍콩달러에 비해 
6% 감소했다. 소더비는 2015년 2월부터 
구매수수료를 상향 조정했는데 구매수수료가 
같았다면 감소폭은 6%보다 컸을 것이다. 
크리스티는 2015년 37억 5,300만 홍콩달러(약 
5,478억 원)로 2014년 41억 5,700만 홍콩달러 
대비 10% 감소했다.  

이브닝 세일의 상승과 하락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이브닝 세일은 
2013년 가을에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두 경매회사 모두 중국미술에 
집중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2015년에는 
중국미술의 비중을 낮추고 아시아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중국작품 
경매가 약간 저조해진 가운데, 단색화와 
구타이를 필두로 한 한국미술과 일본미술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

2015년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이브닝 
세일 낙찰총액은 19억 홍콩달러(약 2,803억 

2014년 6월∼2015년 7월 현대미술 경매 거래량 TOP 10 도시

 순위 도시 경매거래액($) 낙찰수 유찰율

 1 뉴욕 631,286,370 3,379 29.3%

 2 런던 407,277,143 3,642 33.6%

 3 베이징 228,127,283 5,105 29.9%

 4 홍콩 146,669,088 1,591 33.1%

 5 상하이 52,228,133 1,196 34.4%

 6 난징 33,180,567 1,784 26.3%

 7 파리 31,047,445 3,954 52.1%

 8 광저우 27,219,573 1,221 30.0%

 9 항저우 17,129,760 235 11.7%

 10 타이베이 13,482,204 364 31.6%

김환기 <귀로> 캔버스에 유채 98×79cm 
1950년대_이 작품은 2015년 12월 K옥션 
홍콩경매에서 1,350만 홍콩달러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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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술시장 
2015 빅데이터

아시아 정치 경제의 ‘허브’ 역할을 맡고 있는 홍콩은 이제 세계 자본의 흐름과 이슈에 민감한 
미술시장의 거점으로 성장하며 세계 미술시장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미술품 거래 면세 혜택과 더불어 세계 각국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운 항공 교통의 중심지이자 자유무역항으로 세계 3대 천연항구로 
꼽힌다.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곳은 미술품의 유통경로나 법적 환경 등 
미술 상인이나 컬렉터에게 최적의 수요 조건을 갖춘 도시인 것이다. 
2013년에는 아트바젤이 홍콩에 상륙하면서 홍콩 미술시장의 파워를 입증했다. 하지만 
이미 홍콩의 지형적 이점을 파악한 세계적 경매회사들은 일찍이 이곳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소더비는 1973년 홍콩에 정착하여 발 빠르게 아시아 미술시장의 선두에 섰으며, 1986년에는 
크리스티가, 2008년에는 한국의 서울옥션 역시 홍콩에 자리를 잡게 됐다. 그 결과, 뉴욕과 런던, 
파리가 장악하고 있던 국제 미술시장에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도시별 현대미술 거래량 순위만 보더라도 3위 베이징에 이어 
홍콩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홍콩을 위시한 아시아 미술시장의 성장은 현대미술 및 
경매회사의 성장까지 동반하며 국제 미술계 전반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아시아 미술시장 리서치 전문 컴퍼니 에이엠콤파스의 공동대표 박수강, 주은영은 올해 초 
발표된 대형 경매회사들의 2015년 애뉴얼 리포트를 분석해, 지난해 홍콩 미술시장의 동향을 
살펴본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의 여파로 홍콩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의 경매시장은 
2014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변화가 눈에 띈다. 홍콩 
경매회사들의 중국미술 출품작이 감소한 반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출품작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단색화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 역시 지속적인 인기를 누비며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다. 김환기의 <19-Vll-71 #209>는 10월 서울옥션에서 작가의 최고가 
경매기록인 3,100만 홍콩달러(약 47억 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올해의 
결과는? 홍콩 미술시장에서 활약하는 한국미술 소식이 올해도 어김없이 뉴스를 장식할 수 
있을까? 올 한해 홍콩 미술시장의 핫이슈는 무엇일까? / 박수강, 주은영

자료제공 : artpr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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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이고 낙찰률은 85%를 기록했다. 
2014년에 비하면 5%, 2013년 대비로는 
14% 하락한 금액이다. 회사별로는 소더비의 
낙찰총액이 크리스티보다 높았고 낙찰률은 
두 회사 모두 85%로 나타났다. 소더비는 9억 
9,970만 홍콩달러(약 1,455억 5,000만 원)로 
약 11억 홍콩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지난 두 
해에 비해서는 8% 하락했다. 크리스티는 
9억 2,540만 홍콩달러(약 1,347억 7,000만 
원)로 2014년과는 비슷한 실적이나 2013년에 
비해서는 19%하락했다. 

두 회사 모두 중국미술 중심의 출품작 
구성에서 벗어나 한국, 일본, 대만작품의 
비중을 늘린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브닝 
세일 출품작 중 중국작품 비중은 2014년 
59%에서 2015년 41%로 감소했다. 일본미술은 
2014년에는 총 출품작의 9%를 차지하던 것이 
2015년에는 20%로 증가하였고, 낙찰총액 역시 
2014년의 7%에서 2015년에는 16%로 비중이 
커졌다. 한국미술 역시 지속적인 인기를 보였다. 
한국미술 출품작 수가 2014년 15점에서 
2015년 22점으로 증가했고, 출품작은 모두 
낙찰됐다. 

2015년 홍콩의 이브닝 세일은 
낙찰가 10위 안에 든 작품 중 작가의 
경매기록을 경신한 작품이 한 작품도 없어 
뉴스를 장식하지 못했다. 2015년 이브닝 

세일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팔린 작품은 
크리스티에 출품된 산유의 <유리화병에 
꽂힌 국화(Chrysanthemums in a Glass 
Vase)>(1950년대)로 7,200만 홍콩달러(약 
103억 원)에 낙찰됐다. 7위에 오른 작품 중 
하나인 <파라다이스(Paradise)>(2014)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쩡판즈와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환경 자선단체를 위해 
공동 제작해 경매에 출품한 것이다. 이 작품은 
높은 추정가의 14배가 넘는 가격인 3,600만 
홍콩달러(약 54억 원)에 낙찰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옥션하우스 성장을 이끈 한국미술 

소더비, 크리스티, 서울옥션, K옥션, 
차이나가디언, 에스트-웨스트, 라베넬, 
UAA의 봄과 가을 경매에서 판매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낙찰총액은 5억 6,400만 
홍콩달러(약 827억 5,000만 원)로 2014년 
실적의 3배를 뛰어 넘었다. 낙찰률 역시 
2014년의 76%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90%를 
기록했다. 단색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에 
힘입어 서울옥션과 K옥션이 홍콩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이 같은 성장을 이끌어 
냈다. 서울옥션은 통상 연 2회의 홍콩 경매를 
열었으나, 2015년에는 횟수를 증가시켜 3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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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서울옥션 김현희

단색화 4인(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하종현) 거래액 ( 단위 : 원 )

  2014 2015

 한국 3,371,732,420 4,878,540,000

 홍콩 1,707,294,550 27,499,774,770

 계 5,079,026,970 32,378,314,770

한국 경매회사 홍콩 거래량 추이 ( 단위 : 낙찰수 )

  2013 2014 2015

 K옥션 홍콩 1,532 2,558 29,762

 서울옥션 홍콩 15,774 16,535 6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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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소더비

봄 경매

가을 경매

크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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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더비와 크리스티 2015 경매 판매액
아시아 근현대, 중국화, 도자기, 고가구 등 미술품 경매
(와인, 시계, 보석 제외) 

( 단위 : 백만 홍콩달러 )

윤형근 <Umber-Blue> 리넨에 유채 
193.5×130.5cm 1976_2015 크리스티 홍콩 
경매작. 268만 홍콩달러(약 3억 9000만 원)로 
거래됨.

오른쪽 페이지
정상화 <무제 80-2-B> 캔버스에 유채 
97×76cm 1980_2015 크리스티 홍콩 경매작.
184만 홍콩달러(약 2억 6800만 원)로 거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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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했다. K옥션은 2014년까지 다른 
아시아 경매회사들과 연합 경매를 펼치다가 
2015년부터 단독으로 총 4회의 경매를 열었다. 
서울옥션은 홍콩에서 한국미술 판매의 45%를 
점유하며 한국작품을 경매한 회사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인 2억 5,670만 홍콩달러(약 378억 
7,700만 원)의 낙찰총액을 올렸다. K옥션이 
1억 7,780만 홍콩달러(약 261억 500만 원)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홍콩 미술시장에서 한국 미술품 
경매는 김환기와 단색화 작품에 집중됐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한국 작품은 
김환기의 <19-Vll-71 #209>(1971)로, 10월 
서울옥션에서 3,100만 홍콩달러(약 47억 
원)에 낙찰되며 작가의 경매기록을 경신했다. 
김환기의 작품은 서울과 뉴욕에서 주로 
거래되었는데, 2015년에는 홍콩 시장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했다. 한국 작품의 낙찰가 
순위 10위를 살펴보면 김환기의 작품 4점이 
포함되어 있다. 

권영우 김기린 박서보 윤형근 정상화 
정창섭 하종현 작가의 단색화 작품도 총 
2억 4,360만 홍콩달러(약 357억 7,700만 
원)의 낙찰총액을 기록하며 한국 근현대미술 
판매의 43%를 점유했다. 단색화의 경매 기록 
역시 홍콩에서 경신됐다. 낙찰가 순위 8위에 
오른 박서보의 <묘법 No. 65-75>(1975)가 
크리스티에서 780만 홍콩달러(약 11억 
5,900만 원)에 낙찰되어 작가의 경매 최고가를 
기록하였으며, 9위에 오른 정상화의 붉은 
벽돌색 작품 <무제 05-3-25>(2005)는 10월 
서울옥션 경매에서 750만 홍콩달러(약 11억 
3,400만 원)에 낙찰되어 작가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2015년 홍콩에서 
전시와 판매를 겸하는 프라이빗 세일을 
실시하였는데 단색화 역시 봄과 가을에 전시 
판매로 소개가 됐다. 소더비는 <아방가르드 
아시아: 구타이와 그들의 유산/한국 대가들의 
계보(Avant Garde Asia: Gutai and Its 
Legacy/Lines of Korean Masters)>(2015. 
3. 13~27) 전시를 통해 한국의 단색화와 
일본의 구타이 작품을 함께 선보였다. 
크리스티도 <자연 형성하기: 단색화 한국 

추상미술(Forming Nature: Dansaekhwa 
Korean Abstract Art)>(2015. 11. 6~12. 
17)전시를 진행했다. 

구타이, 일본미술 성장의 중심에 서다

소더비, 크리스티, 서울옥션, K옥션, 
차이나가디언, 에스트-웨스트, UAA, 폴리옥션, 
라베넬의 봄과 가을 경매에서 판매된 일본 
근현대미술의 낙찰총액은 5억 2,000만 
홍콩달러(약 761억 6,500만 원)로 2014년 
대비 127% 성장했다. 크리스티가 일본미술 
출품작의 43%와 낙찰총액의 40%를 차지하며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고, 소더비는 출품작의 
19%와 낙찰총액의 36%를 차지했다. 일본 
근현대미술의 최고가 낙찰작은 소더비에서 
4,700만 홍콩달러(약 71억 400만 원)에 낙찰된 
쿠사마 야요이의 <No. Red B>(1960)였다.  

2015년 일본미술 성장세의 중심에는 
1954년부터 1972년까지 아방가르드 미술 
콜렉티브로 활동하며 전후 일본미술을 
대표했던 구타이작가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구타이 작가인 시라가 카즈오, 타나카 아츠코, 
시마모토 소조, 모토나가 사다마사, 요시하라 
지로, 이마이 토시미츠, 마에카와 츠요시, 
우에마에 치유는 작가당 출품작이 대부분 
10점 이상으로, 낙찰총액은 1억 8,500만 
홍콩달러(약 268억 7,800만 원)에 달해 일본 
근현대미술 낙찰총액의 36%를 점유하였다. 

올 봄, 홍콩에서는 3월 25일 K옥션 
경매가 개최됐으며 4월 4일에는 서울옥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더비는 4월, 
크리스티는 5월로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경매가 열린다. 이달 열리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는 박서보 정창섭 정상화 등의 단색화와 
더불어 이응노 남관 이종구 등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다. 올해 홍콩 미술시장의 
판도와 한국작가들의 활약이 다시금 주목되는 
시점이다.  

*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미술시장 정보 시스템 K-ART 

MARKET의 협조로 공동게재된 글입니다.

위 · 나라 요시토모 <착한 새끼고양이> 
천에 아크릴릭 150×140cm 1994
아래 · 쩡판즈 <불> 캔버스에 유채 
150×110cm 2006 

왼쪽 페이지 
왼쪽 · <아방가르드 아시아: 한국 대가들의 
계보>전 전경 2015 홍콩 소더비갤러리 SI2 
오른쪽 · 크리스티 홍콩 <아시아 20세기 & 
현대미술> 이브닝 세일 프리뷰 전경 2015 
홍콩컨벤션전시센터(HKCEC)

2015년 홍콩 크리스티와 소더비 이브닝 세일 낙찰가 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낙찰가(HKD) 낙찰가(KRW) 경매사 경매일

 1 산유(1901~1966) Chrysanthemums in a Glass Vase(1950년대) 72,000,000 10,299,888,000 크리스티 5.30

 2 우관중(1919~2010) Plum Blossoms(1973) 58,000,000 8,128,468,000 소더비 4.4

 3 자오우키(1921~2013) 07.04.61(1961) 48,000,000 6,727,008,000 소더비 4.4

 4 쿠사마 야요이(1929) No. Red B(1960) 47,000,000 7,104,191,000 소더비 10.4

 5 산유(1901~1966) Vase of Chrysanthemums on a Yellow Table(1940년대) 40,000,000 5,945,680,000 크리스티 11.28

 6 우관중(1919~2010)  Peach Blossoms(1973) 38,000,000 5,743,814,000 소더비 10.4

 7 자오우키(1921~2013) Sans Titre(Cathédrale)(1951~1952)  36,000,000 5,351,112,000 크리스티 11.28

 7 쩡판즈(1964)&마윈(1964) Paradise(2014)  36,000,000 5,441,508,000 소더비 10.4

 9 자오우키(1921~2013) 12.04.60(1960) 31,000,000 4,434,674,000  크리스티 5.30

 9 자오우키(1921~2013) Foudre(1955)  31,000,000 4,607,902,000 크리스티 11.28

2015년 홍콩 경매시장의 한국작품 낙찰가 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낙찰가(HKD) 낙찰가(KRW) 경매사 경매일

 1 김환기(1913~1974) 19-Ⅶ-71 #209(1971) 31,000,000 4,685,185,000 서울옥션 10.5

 2 김환기(1913~1974) 귀로(1950년대)  13,500,000 2,006,667,000 K옥션 11.28

 2 김환기(1913~1974) 16-Ⅱ-70 #147(1970)  13,500,000 1,982,556,000 서울옥션 11.29

 4 박수근(1914~1965) 앉아 있는 여인(1960년대) 13,000,000 1,964,755,000 서울옥션 10.5

 5 김환기(1913~1974) 블루마운틴(Montagne Bleue)(1956) 11,500,000 1,645,121,000 크리스티(이브닝) 5.30

 5 박수근(1914~1965) 목련(1964)  11,500,000 1,648,916,000 K옥션 5.31

 7 이우환(1936) 선으로부터(1978) 8,000,000 1,121,168,000 소더비(이브닝) 4.4

 8 박서보(1931) 묘법 No. 65-75(1975)  7,800,000 1,159,407,600 크리스티(이브닝) 11.28

 9 정상화(1932) 무제 05-3-25(2005) 7,500,000 1,133,512,500 서울옥션 10.5

 10 이우환(1936) 점으로부터 No. 79056(1979)  7,200,000 1,029,988,800 크리스티(이브닝) 5.30

2015년 홍콩 경매시장의 일본작품 낙찰가 순위

 순위 작가 작품명 낙찰가(HKD) 낙찰가(KRW) 경매사 경매일

 1 쿠사마 야요이(1929)  No. Red B(1960) 47,000,000 7,104,191,000 소더비(이브닝) 10.4

 2 쿠사마 야요이(1929)  No. Red. A. B .C(1960) 25,500,000 3,744,828,000 서울옥션 11.29

 3 시라가 카즈오(1924~2008) Jyumanhassenbongomaku(1977)  20,000,000 2,802,920,000 소더비(이브닝) 4.4

 4 나라 요시토모(1959) Yr. Childhood(1995) 16,500,000 2,360,391,000 크리스티(이브닝) 5.30

 5 시라가 카즈오(1924~2008)  Hika(1999) 16,000,000 2,229,152,000 폴리옥션 4.6

 6 무라카미 다카시(1962) When I Close My Eyes, I See Shangri-la(2012) 11,500,000 1,709,383,000 크리스티(이브닝) 11.28

 7 쿠사마 야요이(1929) Infinity Flower Petal(1992) 11,000,000 1,662,485,000 서울옥션 10.5

 7 나라 요시토모(1959) Sleepless Night(in the White Room)(1999) 11,000,000 1,635,062,000 크리스티(이브닝) 11.28

 7 나라 요시토모(1959)  Tempest(1995) 11,000,000 1,635,062,000 크리스티(이브닝) 11.28

 10 나라 요시토모(1959) In the Darkland(1999) 10,000,000 1,511,530,000 소더비(이브닝) 10.4



① 센트럴(Central)

② 카우룽(Kowloon)

③ 셩완(Sheung Wan)

④ 완차이(Wan Chai)

⑤ 애버딘(Aberdeen)

⑥ 웡척항(Wong Chuk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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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n Weber Gallery

Karin Weber / 1999

www.karinwebergallery.com

G/F, 20 Aberdeen Street

Lehmann Maupin

Rachel Lehmann, David Maupin  

/ 2013

www.lehmanmaupin.com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뉴욕 갤러리 레만머핀은 뉴욕 외 첫 
분점으로 홍콩을 택했다.

Massimo de Carlo

Massimo de Carlo / 2016

massimodecarlo.it

Shops 301-302A, 3F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밀라노와 런던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마시모데카를로갤러리는 올해 
페더빌딩에 입주했다. 개관전 중국작가 
얀 페이밍(Yan Pei-Ming)의 개인전을 
선보였다.

Ora-Ora

Henrietta Tsui-Leung / 2006

www.ora-ora.com

GF, 7 Shin Hing Street

Pace

Marc Glimcher / 2014

www.pacegallery.com

15C Entertainment Building, 30 

Queens Road 

Pearl Lam Galleries

Pearl Lam / 1993

www.pearlam.com

601-605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 Shop No.1 GF&1F, SOHO 189, 

189 Queen’s Road West

Perrotin

Emmanuel Perrotin / 2012

www.perrotin.com

17F, 50 Connaught Road
파리의 갤러리패로탱은 카우스의 
개인전을 첫 전시로 선보이며 2번째 
분점을 홍콩에 개관했다. 3번째 분점이 
서울 팔판동 건물 1층에 4월 28일 개관 
예정이다.

❶ CENTRAL

Amelia Johnson Contemporary

Amelia Johnson / 2005

www.ajc-art.com

G/F 6-10 Shin Hing Street

Art Project Gallery

Anng Tan, Ray Vees Goh / 2010

www.artprojectsasia.com

Unit S510, 5/F, Block A, PMQ 35 

Aberdeen Street

PMQ 안에 입주해 있는 홍콩의 로컬 
갤러리. 현대미술 전시와 신진작가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것이 이 
공간의 설립 목표다.

Axel Vervoordt

Boris Vervoordt / 2014

www.axel-vervoordt.com

Unit D, 15F Entertainment Building, 

30 Queen’s Road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인 컬렉터 악셀 
페어보르트가 설립한 갤러리.

Ben Brown Fine Arts

Ben Brown / 2009

www.benbrownfinearts.com

303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페더 빌딩에 처음 입주한 갤러리로 페더 
빌딩을 ‘갤러리 빌딩’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개관 때 앤디 워홀, 프랜시스 
베이컨 등 대가들의 기획전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de Sarthe

Pascal and Sylvie de Sarthe / 2010

www.desarthe.com

8F Club Lusitano Building, 16 Ice 

House Street

Duddell’s

Tze-Huei Choo / 2013

duddells.co

Level 3, Shanghai Tang Mansion 1 

Duddell Street
사람들이 편하게 만나고, 먹고 마시며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레스토랑 공간 
안에 갤러리를 함께 차린 독특한 
복합문화공간. 미슐랭 2스타의 고급 
레스토랑.

Edouard Malingue

Edouard Malingue / 2010

edouardmalingue.com

6F, 33 Des Voeux Road

Fringe Club

Wailee Chow / 1982

www.hkfringeclub.com

2 Lower Albert Road
정부로부터 무상 임대 받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홍콩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모든 예술가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한다. 건물 안에 있는 
갤러리 라운지 스튜디오 재즈바 등의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행사가 끊임없이 
열린다.

Gagosian

Larry Gagosian / 2011

www.gagosian.com

7F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Galerie du Monde

Fred Scholle / 1974

www.galeriedumonde.com

108 Ruttonjee Centre, 11 Duddell 

Street

Grotto Fine Art

Henry Au-yeung / 2001

www.grottofineart.com

1-2/F 31C-D Wyndham Street 

Hanart TZ 

Chang Tsong-Zung / 1983

www.hanart.com

401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Hong Kong Visual Arts Centre(vA!)

APO / 1992

www.lcsd.gov.hk

7A Kennedy Road
홍콩 아트프로모션오피스(APO)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미술공간. 교육과 
리서치에 중점을 둔 예술을 통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삶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열린 
<Animamix Biennale 2015-16: POST 

PiXEL>(3. 22~4. 17)전은 관객들이 
뉴미디어아트를 통해 현실과 가상의 
복잡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는 전시다.

각 공간 설명은 공간 이름, 
설립자 또는 디렉터, 설립 
연도, 웹사이트, 주소 순. 이후 
필자 표기는 장승연 편집장(S), 
황영희 기자(H), 이현 기자(Y)

SPECIAL FEATURE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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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미술공간
디렉토리 61

오늘날 홍콩은 미술시장의 허브로서 단연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1980년대부터 이곳의 
예술가들은 자생적인 미술공간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었다. 1986년 첫 번째 비영리공간 
비디오타주(Videotage)가 개관한 이후, 1996년 파라사이트(Para Site)와 2000년 AAA가 
차례로 문을 열며 홍콩 특유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간 것이다. 여기에 홍콩 내 갤러리는 
물론 아트바젤홍콩의 상륙을 전후로 지점을 내기 시작한 해외 갤러리, 그리고 전 세계 
아트피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M+ 미술관과 타이쿤(Tai 
Kwun)까지, 홍콩의 미술 지형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Art는 홍콩의 
미술관 아트센터 비영리기관 아카이브 갤러리 등 다양한 미술공간 가운데 61곳을 선별, 
소개한다. 센트럴(Central) 카우룽반도(Kowloon) 셩완(Sheung Wan) 완차이(Wan Chai) 
애버딘(Aberdeen) 웡척항(Wong Chuk Hang),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양각색의 공간들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했다. 물론 제한된 지면상 본 기사에 싣지 못한 여러 미술공간들의 양해를 
미리 구한다. 홍콩의 허브 센트럴 중심가에 위치한 페더빌딩(Pedder Building)은 ‘갤러리 
빌딩’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성 높은 글로벌 갤러리 분점들이 밀집해 있는 건물이다. 
2009년 런던의 벤브라운(Ben Brown)이 첫 주자로 나섰고, 이후 가고시안(Gagosian) 
사이먼리(Simon Lee) 펄램(Pearl Lam), 올해 3월 마시모데카를로(Massimo de Carlo)까지 
줄줄이 같은 건물에 공간을 마련했다. 한편 세계 도심빌딩 임대료의 상위 랭크를 웃도는 
센트럴의 특성 상, 여러 갤러리들이 공간 운영 부담을 피해 다양한 지역에 포진해 있다. 
완차이(Wan Chai) 애버딘(Aberdeen) 웡척항(Wong Chuk Hang) 등이 이에 해당한다. 비영리 
미술공간도 주로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찾아 도심 외곽에 모여 ‘아티스트 빌리지’를 형성한다. 
카우룽반도(Kowloon)의 ‘캐틀 디포 아티스트빌리지(Cattle Depot Artist Village)’도 이에 
속한다. 현재 이곳에는 원에이스페이스(1a space), 비디오타주 등의 비영리기관이 모여 있다. 
이처럼 홍콩은 좁은 땅에 비해 다양한 미술공간이 공존하며 생태계를 꾸리고 있다. 그야말로 
‘천의 얼굴’이다.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탄생한 공간들은 과연 어떤 비전을 품고 저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운영되고 있을까? 
/ 황영희,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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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집마다 열리는 문화 축제: JCCAC
Lillian Hau Cheuk-ki | 2008 | www.jccac.org.hk

30 Pak Tin Street, Shek Kip Mei, Kowloon

JCCAC는 자키클럽창작센터(Jockey Club Creative Arts Centre)의 약칭이다. 
젊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게 저렴한 가격에 스튜디오를 임대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작공간이다. 본래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홍콩감리교대학 
홍콩예술발전위원회 홍콩아트센터가 공동사업으로 개조하고, 홍콩자키클럽 등 여러 
단체의 기부와 지원을 받아 2008년 9월 설립했다. 현재 140여 명의 입주작가(팀)가 
작품활동을 하면서 스튜디오를 갤러리 숍이나 공방으로 활용한다. 세운상가 
실내광장과 비슷하게 복도식 아파트 형태여서 어디서든 작업실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퍼포먼스 전시 워크숍 등이 매주 기획돼 있으며, 분기별로 공예 
박람회, 옥상 영화 상영회, 가이드 투어 등이 열린다. 또한, 매년 12월에는 JCCAC 
페스티벌이 개최되므로 JCCAC를 방문하기 전 웹사이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가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 Y

위 · 센트럴 페더빌딩 전경
가운데 · <Around Sound 
Art Festival> 전시 전경 2015 
오사지갤러리_사운드포켓이 
매년 기획하는 페스티벌이다. 
이곳에서 작가들은 ‘소리’를 
작업의 개념/매체로 삼아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아래 · 비디오타주 건물 입구

홍콩의 ‘쌈지길’: PMQ
Stanley Chu | 2010 | www.pmq.org.hk 

35 Aberdeen Street, Central

홍콩 소호거리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 1889년 최초의 공립학교 센트럴 
스쿨로 시작, 1951년부터 결혼한 경찰들의 숙소(Police Married Quarters)로 
이용되던 PMQ는 홍콩 정부에 의해 2014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비영리공간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연 전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홍콩디자인센터 및 디자인스쿨, 홍콩폴리텍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현재 

100여 명의 디자인 및 공예작가가 입주해 있다. 디자인 스튜디오 숍과 팝업 스토어, 
식당 등이 몰려 있어 한국의 인사동 쌈지길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최근에는 봄을 
맞이하여 과일 잼, 와인, 가방을 제작하는 워크숍 <Fruit Jamming Market>(3. 

25~28)을 개최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서울문화재단이 PMQ와 기관 상호협력 및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Y

PMQ 내부 마당 전경. 전시 
워크숍 모터쇼 패션쇼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15년에 진행된 공예박람회 
행사 전경. 

아시아 현대미술 리서치 허브: Asia Art Archive
Claire Hsu | 2000 | www.aaa.org.hk

11F Hollywood Centre, 233 Hollywood Road, Sheung Wan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기록,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비영리 
예술기관이다. 설립 자금의 85%가 기부와 후원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후원 행사로 
매년 미술 경매를 진행한다. 아시아 현대미술에 대한 자료 수집뿐 아니라 아카이빙을 
이용한 전시 및 출판을 진행, 여러 기관과 제휴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서적, 
도록, 시청각 자료, 희귀한 정기간행물, 개인 자료까지 총 3만 2천여 권의 자료를 보유 
중이다. 온라인상에서 자료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컬렉션 온라인’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공유화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러닝랩(Learning Labs), 여름캠프(Summer 

Camp), 마이아트퓨처(My Art Future) 등 학교와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부터 
에듀케이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다. 현재 AAA는 아시아 
현대미술 리서치를 위한 세계적인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했다. / H

AAA에서 보관 중인 자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Simon Lee

Simon Lee / 2012

www.simonleegallery.com

304, 3F The Pedder Building, 12 

Pedder Street

Sin Sin Fine Art

Sin Sin Man / 2003

www.sinsinfineart.com

52 and 54 Sai Street

Sundaram Tagore

Sundaram Tagore / 2008

www.sundaramtagore.com

57-59 Hollywood Road, 4F, Central

White Cube 

Jay Jopling / 2012

www.whitecube.com

50 Connaught Road

10 Chancery Lane Gallery

Katie De Tilly / 2001

10chancerylanegallery.com

GF, 10 Chancery Lane, Soho

❷ KOWLOON

1a space

Ping-hung Chang  Wallace / 1998

www.oneaspace.org.hk

Unit 14, Cattle Depot Artist Village, 63 

Ma Tau Kok Road, To Kwa Wan
캐틀 디포 아티스트 빌리지에 위치한 
비영리 문화예술 공간.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국제 교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국작가 중 정연두 작가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C&G Artpartment

Cheung Clara, Cheng Yee Man(Gum)  

/ 2007

www.candg-artpartment.com

3F, 222 Sai Yeung Choi Street South, 

Prince Edward, Kowloon, Hong Kong
홍콩작가 클라라와 검(Clara & Gum)이 
설립, 운영하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 
전시 및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작가와 비미술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스크리닝 프로그램 <Under The Bed>를 
매달 개최한다.

Hong Kong Museum of Art

Eve Tam / 1962

hk.art.museum

10 Salisbury Road, Tsim sha tsui
홍콩 최초의 현대미술관. 2015년 8월부터 
확장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중반에 
재개관 예정이다. 같은 해에 문을 여는 

M+와 어떻게 차별성을 두고 전시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INPUT OUTPUT

Joel Kwong  / 2009

www.inputoutput.tv

G/F Hung Mou Industrial Building, 62 

Hung To Road, Kwun Tong
미디어아트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을 
목적으로 한 매니지먼트 기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 
등을 운영한다. 

K11 Art Foundation 

Adrian Cheng / 2010

hk.k11.com

Various Locations in HK
‘아트’ ‘사람’ ‘자연’ 세 가지 요소의 결합을 
목표로 만든 브랜드. K11아트몰과 

K11아트파운데이션(KAF)으로 구분. 

KAF는 현대미술 컬렉팅, 전시 기획,  
레지던시 등을 진행하는 비영리 재단.

Osage

Agnes Lin / 2004

www.osagegallery.com 

4F, Union Hing Yip Factory Building, 

20 Hing Yip Street, Kwun Tong
오사지는 갤러리뿐 아니라 
아트파운데이션, 아트 컨설턴트, 디자인, 
시그마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 

Soundpocket

Yeung Yang / 2008

www.soundpocket.org.hk

1/F, 98 Apliu Street, Sham Shui Po
특정한 공간 없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단체. 예술가는 물론, 
일반인들의 사운드 작업을 오픈콜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주제별로 
아카이브한다. 최근 작가 웡푹쿠엔(Wong 

Fuk-kuen)과 함께 제2회 유휴공간 아트 
페스티벌(2. 20~21, 27~28)에 참여했다.

Things that can happen

Lee Kit 외 다수/ 2015 

www.thingsthatcanhappen.hk

1F, 98 Apliu Street, sham Shui Po
급변하는 홍콩의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해 예술적으로 실험, 대화하고자 
홍콩의 미술가, 소설가들이 최근 설립한 
비영리 공간이다. 전시 및 프로젝트 기획, 
레지던시, 도서관을 운영한다.

Videotage

Susie Au 외 다수 / 1986

videotage.org.hk

Unit 13, Cattle Depot Artist Village, 63 

MaTau Kok Road, To Kwa Wan
‘Video’와 ‘Montage’의 합성어인 
비디오타주는 홍콩의 비디오, 
뉴미디어아트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비영리 작가단체. 
작가와 큐레이터를 초청해 토크 세미나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❸ SHEUNG WAN  

Contemporary by Angela Li

Angela Li / 2008

www.cbal.com.hk

G/F, 248 Hollywood Road

Island6

Liu Dao / 2012

www.island6.org

G/F, No. 1 New Street
갤러리 소속작가들이 협업하여 제작한 
작품만 전시하는 독특한 갤러리. 
모든 작품에는 작가 이름이 아니라 
‘리우다오’라는 이름이 붙는다.

❹ WAN CHAI

Hong Kong Arts Centre

Cissy Pao Pui-lai / 1977

www.hkac.org.hk

2 Harbour Road
시티홀(City Hall), 홍콩문화센터(Hong 

Kong Cultural Centre)와 함께 홍콩의 

3대 공연 및 전시 기관으로 불린다. 공연 
전시 영화 공공미술 등 현대예술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특히 
매년 2월에 열리는 홍콩예술제의 주요 
전시공간으로 유명하다.

예술로 꽃피는 ‘봄 워크숍’: Spring Workshop
Christina Li | 2012 | www.springworkshop.org 

3F Remex Centre, 42 Wong Chuk Hang Road, Aberdeen

예술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만든 비영리기관. 미미 
브라운(Mimi Brown)이 설립한 이곳은 레지던시 스튜디오 및 전시 공간, 야외 테라스 

2곳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 레지던시 음악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가와 기관, 관객을 연결하는 아트 플랫폼 역할을 한다. 홍콩에서 최초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 비영리기관이기도 하다.  AAA, M+, 파라사이트 같은 기관은 물론 
토비아스 버거, 히만 청 등 큐레이터 및 작가와도 협력을 맺고 있다. 아트바젤홍콩 
기간 동안 작가 겸 영화 제작자인 우창의 비디오 설치 <Duilian>을 상영했다. 중국의 
혁명 시인이자 페미니스트였던 추근(Qiu Jin)의 일대기를 조명한 이 작품은 우창이 

2015년 스프링워크숍에서 입주한 결과물로 제작됐다. 5월 22일까지 스프링워크숍 
전시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이집트 카이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말랙 
헬미(Malak Helmy)가 곧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 H

스프링워크숍은 입주작가에게 
최대한 아늑한 분위기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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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홍콩미술에 ‘기름’ 붓기: Oi!
APO | 2013 | www.lcsd.gov.hk

12 Oil Street, North Point

홍콩섬 북부 노스포인트의 ‘오일 스트리트’는 임대료가 저렴해 예술가들이 
모여 ‘아티스트 빌리지’를 형성한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1990년대 말 홍콩 정부가 
세입자 보험 등을 문제 삼으며 강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리자 문을 닫았고, 2013년 
아트스페이스 Oi!이 이곳에 개관했다. vA!와 함께 아트프로모션오피스(APO)에서 
운영하는 미술 공간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vA!와 다르게 Oi!은 
홍콩의 신진작가를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길 꿈꾼다. 아트바젤홍콩 기간 동안  
중국작가 송동의 <Doing Nothing Garden>을 선보였다. 주황색 고무틀 한 쪽에 흙, 
식물 등을 채우고, 나머지 공간에서 관객이 자유롭게 음식을 먹거나 쉴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화분 작품이다. 아무런 제약을 하지 않는 이 화분은 관객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 “Can Doing Nothing Lead to Creating Something?” / Y

송동의 설치작품 전경. 
한 관객이 작품 위에 누워서 
쉬고 있다.

예술이 시대와 호흡하는 공간: Pare Site
Cosmin Costinas | 1996 | www.para-site.org.hk

22/F, Wing Wah Industrial Building, 677 King’s Road, Qurray Bay

홍콩의 젊은 작가 6명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당시에는 보기 드물었던 새로운 
모델의 예술공간이었다. 작업을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던 젊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홍콩 현대미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전시는 
물론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컨퍼런스, 큐레이터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과 사회, 국제적 이슈들을 예술의 맥락으로 가져옴으로써 시대와 호흡하는 
예술을 실현한다. 2013년에는 홍콩 전역에 퍼진 사스와 홍콩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 
등에 대해 다루는 <A Journal of the Plague Year. Fear, ghosts, rebels. SARS, 

Leslie and the Hong Kong story>전을 개최했는데, 2014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역병의 해 일지>전으로 또 한 번 선보였다. 한편 올해 아트바젤홍콩 기간에는  
가사노동을 주제로 한 전시 <Afterwork>(3. 19~6. 6)를 열었다. / H

알프레도 자(Alfredo 
Jaar) <Divina (HK)> 
1990_<Afterwork>전 출품작 
2016

홍콩 미술지형도를 바꿀 ‘월드클래스’ 뮤지엄 
M+ | 2019 | www.westkowloon.hk  

Old Bailey Galleries | 2016 |  www.taikwun.hk

홍콩 카오룽 서쪽, 바다와 인접한 23만 평방미터의 땅은 몇 해 째 대규모 공사 중이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서구룡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이하 

WKCD) 조성 사업. 이곳에는 중국 전통공연극장과 공원, 광장을 비롯해 시각문화 
뮤지엄 M+가 2019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Art는 WKCD가 3월 23일 진행한 
현장 프레스투어에 다녀왔다. 아직은 거친 공사장에 불과하지만, 압도적인 단지의 
규모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M+는 올 여름에 전시 공간 M+ 파빌리온을 
별도로 개관해 2019년까지의 공백을 메꿀 계획이다. 현장에서 본 M+ 파빌리온은 
한 면을 유리로 구성해, 바로 앞 바다 건너 홍콩섬 마천루가 빚어 내는 아름다운 
풍광을 고스란히 품는다. 이곳에서 개관과 함께 M+의 그간 역사를 담은 전시가 
열린 후, 9월부터 홍콩 아티스트 창킨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한편 홍콩섬 소호 
지역에도 새로운 대규모 문화센터가 2016년 말 개관을 앞두고 있다. 중앙경찰서, 
중앙재판소, 빅토리아교도소로 구성된 옛 중앙경찰서 단지를 새로운 문화예술공간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다. 이름 ‘타이쿤(Tai Kwun)’은 중국어로 ‘큰 기관(station)’을 
의미한다. 이곳에 비영리 현대미술센터 올드베일리갤러리(Old Bailey Galleries)가 
개관할 예정이다. 그간 아시아 아트마켓 허브라는 화려한 명성에 비해 문화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온 홍콩. 이제 M+와 올드베일리갤러리 
개관 이후 아시아의 현대미술 주요 도시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하다. 한편 

M+와 올드베일리갤러리 건축 설계를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헤르조그&드 뫼론이 
맡았다.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 건축을 맡았던 이들이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의 
문화예술 랜드마크 설계를 연이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 S 

Pao Galleries 

Lam Suk Yee Connie / 1977

hkac.org.hk

4-5F, Hong Kong Arts Centre, 2 

Harbour Road
홍콩아트센터 4~5층에 위치한 갤러리. 
이곳에서 백남준, 이용백 등 한국작가의 
전시도 종종 선보였다.

❺ ABERDEEN

Alisan Fine Arts

Alice King / 1981

alisan.com.hk

2305 Hing Wai Centre, 7 Tin Wan 

Praya Road
힝와이센터(Hing Wai Centre) 23층에 
위치한 갤러리로 주로 중화권 현대미술을 
전문으로 전시를 기획, 운영한다. 
코루컨템포러리아트, 뮈르노마드 등 
갤러리도 같은 건물 안에 있다.

Gallery EXIT

Aenon Loo / 2008

www.galleryexit.com

3/F, 25 Hing Wo Street, Tin Wan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홍콩작가들의 
전시를 주로 개최해 특색을 갖춘 갤러리. 
아시아소사이어티홍콩 등 외부 기관과 
협업도 하면서 홍콩 미술인들과 두터운 
관계를 맺고 있다.

Koru Contemporary Art

Mark Joyce, Chin-Chye Lee / 2001

www.koru-hk.com

16th floor, unit 1604 at Hing Wai 

Centre, 7 Tin Wan Praya Road
작품 판매와 함께 건축가 디자이너 
기업 등을 대상으로 미술작품 컨설팅에 
주력하는 갤러리. 

Mur Nomade 

Amanadine Hervey / 2012

www.murnomade.com

Unit 1606, 16/F, Hing Wai Centre 7 

Tin Wan Praya Road
‘뮈르노마드’라는 공간 이름은 ‘nomadic 

wall’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따 왔다. 
갤러리 내에서 여는 전시뿐 아니라 
홍콩 곳곳에서 장소특정적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한다.

❻ WONG CHUK HANG

Aishonanzuka

Aisho Miura, Shinji Nanzuka / 2013

www.aishonanzuka.com

13A, Regency Center Phase 1, 39
일본의 갤러리 난주카(Nanzuka), 
아이쇼미우라아트(Aisho Miura Arts)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갤러리. 오프라인 
전시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작품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Blindspot 

Mimi Chun / 2010

www.blindspotgallery.com

15/F, Po Chai Industrial Building, 28 

Wong Chuk Hang Road
사진 전문 갤러리. 원래 센트럴에 있다가 

2014년 본관의 작품 수장고로 사용하던 
빌딩의 공간으로 이전해 왔다.

Pekin Fine Arts 

Meg Maggio / 2012

pekinfinearts.com

Union Industrial Building, 48 Wong 

Chuk Hang Road

Rossi & Rossi

Anna Maria Rossi / 2013

www.rossirossi.com

Unit 3C, Yally Industrial Building 6 

Yip Fat Street
런던에 본점이 있다. 아시아 마켓을 
확장하기 위해 홍콩에 분점을 설립했다.

Yallay Gallery

Jean-Marc Decrop / 2013

www.yallaygallery.net

Unit 3C, Yally Building, 6 Yip Fat 

Street

❼ ETC 

AO_Vertical Art Space

Sarah Green / 2012

www.aovertical.com

1-14/F, Asia One Tower 8 Fung Yip 

Street

3층부터 13층까지 수직으로 뻗어있는 
특이한 형태의 갤러리. 비공개 기관이었던 
이곳은 2015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됐다.

Artify Gallery

Cherry Ho / 2012

www.artifygallery.com

Unit 7, 10/F, Block A, Ming Pao 

Industrial Centre, 18 Ka Yip Street

Asia Society Hong Kong 

S.Alice Mong / 1990

asiasociety.org/hong-kong

9 Justice Drive, Admiralty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아시아소사이어티는 
홍콩에 1990년 상륙했다. 기부나 후원 
행사를 열어 운영하며 홍콩자키클럽의 
도움을 받아 2012년 현재 건물을 
마련했다. 미술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Neptune

Inti Guerrero / 2016

neptune.net.hk

Unit 153 GF Koway Court, 111 Chai 

Wan Road
올해 개관한 비영리기관. 디렉터 인티 
게레로가 연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주로 홍콩의 사회구조를 둘러싼 주제로 
로컬 작가와 해외 작가가 그룹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Platform China Contemporary Art 

Institute

Claudia Albertini / 2012

www.platformchina.org

Unit 601, Phase 1, Chaiwan Industrial 

Phase 1, 60 Wing Tai Road

2005년 베이징에 설립된 플랫폼차이나는 
관객에게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중국작가와 해외작가들이 문화적 교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기관. 홍콩 
분점은 학술적인 리서치를 진행하고 
대안적인 전시를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YY9 Gallery

2B SQUARE / 2005

www.2bsquare.com

Unit 1702 Easrern Harbour Centre 28 

Hoi Chak Street, Qurray Bay
디자인 전문 갤러리 2B SQUARE에서 
홍콩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대중에게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갤러리.

위 · <Jungle of Desire>전 
전시 전경 2015  
띵스댓캔해픈이 선보인 첫 
전시. 애니메이션 제작자이자 
디렉터인 웡핑(Wong Ping)이 
기획했다.
가운데 · C&G Artpartment 
외부 전경. 건물 4층 창문에 
붙어 있는 공간 로고가 보인다.
아래 · <Before. After>전 
전시 전경 2016 
오일스트리트아트센터

M+ 파빌리온(위), 
올드베일리갤러리(아래)의 건축 
디지털 렌더링. 둘 다 올해에 
오픈하는 미술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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