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콩 I 1 월 28 일 I 2022 년 

 

아트 바젤은 홍콩 에디션 개최일을 3 월에서 5 월로 변경한다.  

홍콩에서의 팬더믹 진행상황에 따라, 아트 바젤은 홍콩 에디션을 2022 년 3 월에서 5 월로 

변경하기로 오늘 개최 연기를 결정했다. 28 개국 132 개의 세계 미술계를 선도하는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2022 년 아트 바젤 홍콩은 5 월 27 일에서 29 일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5 월 

27 일부터 29 일까지 개최되며 프리뷰는 5 월 25 일에서 26 일 양일간 진행예정이다.   

 

최근 홍콩에서의 감염자 수 증가 추세에 따라, 아트바젤은 갤러리, 컬렉터, 그리고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리고 페어 전시자와 파트너들의 이후 가능한 일정 상황 등을 고려하였으며, 

사전에 긴급 상황 대비책으로 계획되었던 5 월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바이다. 빠른 결정으로 

우리는 미술계를 지지하는 가능한 더 넓은 커뮤니티와 대중, 동시에 버츄얼로 참여할 글로벌 

관람객을 홍콩전시컨벤션센터에서 환영할 수 있으며, 더불어 관계자들의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고자하는데 목표가 있다.  

 

아트 바젤 아시아 디렉터인 아델린 우이(Adeline Ooi)는 “현재 홍콩정부의 방역관련 지침을 고려할 

때 페어를 5 월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도 예상했으며, 추후 홍콩전시컨벤션센터(HKCEC)에서 

갤러리스트, 컬렉터 및 미술애호가를 맞이할 수 있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트바젤의 온라인 뷰잉룸 'OVR: 2021'의 다음 버전은 2 월 9 일부터 12 일까지 21 개국에서 

참여하는 59 개 갤러리를 통해, 2021 년에 새로이 제작된 작품만을 전시예정이며, 특별히 지난 일 

년 동안의 예술 창작물을 반추하고자 함이다. 다시 한번, 참여 갤러리는 엄격하게 선정된 개인전 

또는 그룹전을 선보이며 최대 8 개의 작품을 온라인 뷰잉룸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뷰잉룸은 artbasel.com/ovr 과 동시에 모바일 최적화된 Art Basel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http://www.artbasel.com/ovr


 

 

에디터 노트 

 
 

아트 바젤에 관하여 

1970 년 바젤의 갤러리스트들로 출범한 아트 바젤은 오늘날 모던아트, 그리고 컨템포러리를 

다루는 세계 정상급 아트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바젤, 마이애미, 그리고 홍콩에서 선보이고 있다. 

개최 도시와 지역에 따라 정의되는 개별 에디션은 참여 갤러리, 전시되는 예술 작품, 각 에디션에 

대해 지역 기관과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개성을 달리한다. 아트 바젤의 노력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과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 인터셕션(Intersections): 아트 바젤 

팟캐스트, BMW 아트 저니(The BMW Art Journey)와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통해, 단순한 아트 

페어의 기능을 넘어 확장되고 있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즈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basel.com을 참조할 수 있다. 

 

미디어를 위한 주요일자 안내 

 

초청장 소지자 대상 프라이빗 뷰 

2022 년 5 월 25 일(수요일)과 26 일(목요일) 

 

일반 오픈 

2022 년 5 월 27 일(금요일) – 29 일(일요일) 

 

프레스 인증절차  

온라인을 통한 프레스 인증인 2 월 말부터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artbasel.com/accreditation 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연간 스케쥴 

홍콩, 2022 년 5 월 27-29 일 

바젤, 2022 년 6 월 16 일-19 일 

마이애미 비치, 2022 년 12 월 1 일-3 일 

 

차후 온라인 뷰잉룸 스케쥴 

‘OVR: 2021’, 2022 년 2 월 9 일-12 일  

 

미디어용 온라인 정보  

미디어 용도의 정보와 이미지는 artbasel.com/press 에서 직접 다운로드 가능하다. 언론인은 

미디어 뉴스레터를 신청해 아트 바젤 관련 정보를 구독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최신 정보는 artbasel.com 을 통해 접할 수 있으며, facebook.com/artbasel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웨이보와 위챗에서 @artbasel 로 팔로우가 가능하다. 

 

http://www.artbasel.com/
http://www.artbasel.com/accreditation
http://www.artbasel.com/press
http://www.artbasel.com/
http://www.facebook.com/artbasel


 

Press Contacts  

아트 바젤, 사라 데겐 (Art Basel, Sarah Degen) 글로벌 미디어 담당 

Tel. +41 58 206 27 06, press@artbasel.com 

 

아트 바젤, 페이 팡(Art Basel, Fay Pang) 아시아 미디어 담당  

Tel. +852 3575 8487, press@artbasel.com  

 

아시아 홍보 대행  

서튼, 캐롤 로(SUTTON, Carol Lo)  

Tel. +852 2528 0792, carol@suttoncomms.com  

 

유럽 홍보 대행 

서튼, 조셉 램(SUTTON, Joseph Lamb) 

Tel. +44 77 1566 6041, joseph@suttoncomms.com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 대행  

핏츠 앤코, 윤리(FITZ & CO, Yun Lee) 

Tel. +1 646 589 0920, ylee@fitzand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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