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홍콩 | 1 월 15 일 I 2019 년 

엔카운터(Encounters): 올해 아트 바젤 홍콩에서 12 개의 야심찬 프로젝트를 선보여  

2019 년 엔카운터 에디션은 홍콩쇼를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8 점을 포함해, 대형 설치물 12 점으로 

구성된다. 시드니 아트스페이스 상임이사인 알렉시 글래스 캔토(Alexie Glass-Kantor)는 ‘Still We 

Rise’라는 타이틀로 토니 앨버트(Tony Albert), 조엘 안드리아노메아리소아(Joël 

Andrianomearisoa), 호세 다빌라(Jose Dávila), 라피타 에카크 (Latifa Echakhch), 엘름그린 &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 제라시모스 플로라토(Gerasimos Floratos), 미트 자이 인(Mit 

Jai Inn), 이불(Lee Bul), 피나리 산피탁 (Pinaree Sanpitak), 치하루 시오타(Chiharu Shiota), 

사이먼 스탈링(Simon Starling)과 쟈오쟈오(Zhao Zhao)의 작품으로 본 섹터를 구성한다. MGM 

Resorts Art & Culture 가 후원하는 본 섹터는, 다시 한 번 두개의 전시장 중앙홀을 가로질러 

설치될 예정이다. UBS 가 리드 파트너인 Art Basel 은 홍콩컨벤션센터(HKCEC)에서 2019 년 3 월 

29 일(금)부터 31 일(일)까지 개최된다. 

올해는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그려보며 잃어버린 방향성과 불확실성이라는 현재의 다양한 

이슈에 초점을 맞춘다. 오늘날 세계의 복잡성을 세속적인 물질로 재현하는 시도를 해온,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세대의 작가들을 한데 모은다. 본 섹터의 큐레이터인 알렉시 글래스-캔토는 이번 

엔카운터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행동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다시 에너지를 얻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혁신하고 일어난다는 명제로 기획한다 올해의 대형 작품은 관람객이 탐험하고 발견하고, 

오늘날의 도전적인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방식 등, 여러 요소를 품고 있다.”  

 

첫번째 작가는 이불(Lee Bul)로, 모더니스트부터 디스토피아적 내려티브까지, 공상과학 소설을 

참고한 10 미터 길이의 1937 힌덴부르크의 재플린호 대재앙을 소재로, 한 ‘Willing To Be 

Vulnerable – Metalized Balloon’이다. 갤러리 타대우스 로팍, 리만머핀과 PKM 갤러리가 함께 선 

보이는 본 작품은 유토피아 개념으로의 탐험을 이어가는 작품이다. 호세 다빌라(Jose Da ́vila)의 

‘Homage to The Square’는 조셉 앨버스의 수학적으로 결정된 사각형의 형식을 통해 색상의 

인식과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시리즈 작품이다. 션캘리 갤러리에서 선보이는 본 

작품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여 색을 굴절시킨다. 국제 갤러리, 마시모 드 카를로, 

페로탱은 함께 홍콩 같은 초현실적인 도시를 반영한 엘름그린 & 드라그셋(Elmgreen & Dragset)의 

신작을 선보인다. 도시의 건축물을 거꾸로 뒤집어 설치한 ‘City in the Sky’는 관람객에게 각자의 

이상적인 미래도시를 묻는다.  

 

2019 년엔 각자의 컨택스트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대중적으로는 인지도가 덜한 다수의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실버렌즈와 TKG⁺가 출품하는 태국 작가 미트 자이 인의 ‘Planes 

(Electric)’, 탕 컨템포러리 아트를 통해 전시하는 중국 작가 쟈오쟈오의 ‘In Extremis’, 



 

설리반+스트럼프에서 참여하는 호주작가 토니 앨버트의 ‘Native Home’와 같이 일상을 

촉각적이면서 부여된 명제를 수행하는 작품을 포함한다.  

 

 

엔카운터 참여작가 전체 리스트: 

 

토니 앨버트, 설리반+스트럼프 (Tony Albert, Sullivan+Strumpf) 

조엘 안드리아노메아리소아, 사브리나 암라니 (Joël Andrianomearisoa, Sabrina Amrani) 

호세 다빌라, 션 켈리 (Jose Dávila, Sean Kelly) 

라피타 에카크, 카멜 메노어 (Latifa Echakhch, kamel mennour) 

엘름그린 & 드라그셋, 국제갤러리, 마시모 드 카를로, 페로탱 (Elmgreen & Dragset, Kukje Gallery, 

Massimo De Carlo and Perrotin) 

제라시모스 플로라토, 필라 코리아스 (Gerasimos Floratos, Pilar Corrias) 

미트 자이 인, 실버렌즈 및 TKG⁺ (Mit Jai Inn, Silverlens and TKG⁺) 

이불, 갤러리 타대우스 로팍, 리만머핀, PKM (Lee Bul, Galerie Thaddaeus Ropac, Lehmann Maupin 

and PKM Gallery) 

피나리 산피탁, STPI (Pinaree Sanpitak, STPI)  

치하루 시오타, 템플론 (Chiharu Shiota, Templon) 

사이먼 스탈링, 나이거리엠슈나이더 (Simon Starling, neugerriemschneider)  

쟈오쟈오, 탕 컨템포러리 아트 (Zhao Zhao, Tang Contemporary Art) 

 

 

보다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basel.com/hongkong/encounters  

 

 

에디터 노트 

 
 

알렉시 글랫스-캔토 (Alexie Glass-Kantor)  

알렉시 글래스-캔토는 큐레이터, 작가이자 시드니 현대미술기관인 아트스페이스(Artspace)의 상임 

이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국제적인 프로그램의 큐레이션을 맡아 온 그녀는; 한국의 

아트선재센터, 터키의 Protocinema, 조지아의 Kunsthalle Tbilisi, 방글라데시의 Dhaka Art Summit, 

뉴욕의 Performa15 and Printed Matter Inc., 런던에 소재한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s 와 

Chisenhale Gallery, 호주의 12th Adelaide Biennial of Australian Art, Art Gallery of South 

Australia; 베이징의 Iberia Center for Contemporary Art, 뉴멕시코의 13th SITE Santa Fe Biennial, 

호바트의 MONA 와 함께 Gertrude Contemporary 및 Melbourne International Arts Festival 등과 

활발한 활동을 했다. 

 

아트 바젤에 관하여 

http://www.artbasel.com/hongkong/enco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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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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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가 개최되는 도시와 지역에 따라 각 쇼는 참여 갤러리, 출품작, 현지 예술기관과의 

협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기 개성을 달리한다. 아트 바젤은 단순한 아트 페어로서의 기능을 넘어 

파트너 도시의 독특한 문화적 지평을 개발하는데 앞장서는 아트 바젤 시티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예술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basel.com 

 

 

홍콩 선정위원회 

마시모 드 카를로, 밀라노, 런던, 홍콩의 마시모 드 카를로(Massimo De Carlo, Massimo De Carlo) 

에미 유, 싱가폴의 STPI (Emi Eu, STPI) 

쉬린 간디, 뭄바이의 쉬몰드 프레스콧 로드 (Shireen Gandhy, Chemould Prescott Road) 

데이비드 머핀, 뉴욕, 홍콩, 서울의 리만 머핀 (David Maupin, Lehmann Maupin) 

율스 메이, 루체른과 베이징의 갤러리 율스 메이(Urs Meile, Galerie Urs Meile) 

아츠코 니나가와, 도쿄의 타케 니나가와(Atsuko Ninagawa, Take Ninagawa) 

송보영, 서울과 부산의 국제 갤러리(Bo Young Song, Kukje Gallery) 

쟝웨이, 광저우와 베이징의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Zhang Wei, Vitamin Creative Space) 

 

디스커버리즈와 인사이트 섹터 전문가 

바네사 카를로스, 런던의 카를로스/이시카와 (Vanessa Carlos, Carlos/Ishikawa) 

패트릭 리, 서울의 원앤제이 갤러리(Patrick Lee, One and J. Gallery) 

사이먼 왕, 상하이의 안테나 스페이스(Simon Wang, Antenna Space)  

 

파트너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리드파트너인 UBS 는 25 년간 지원해왔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UBS 는 세개 에디션뿐만아니라,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도 모두 

리드파트너로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UBS 는 전세계 컨템포러리 아트분야에서 가장 장기간 

세계적인 수준의 컬렉션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75 개국 이상의 아티스트로부터 수집한 30,000 점 

이상의 컬렉션을 중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현대 미술에 대한 적극적인 아트프로젝트 

파트너로, 전세계에 걸쳐 주요 미술기관과의 파트너쉽도 적극적으로 운영해 관람객들에게 

컨템포러라 아트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앞장서고 있다. UBS 가 컨템포러리 아트에 기여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bs.com/art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MGM Resorts Art & Culture 는 엔카운터 섹터를 후원한다. 이 회사는 작가, 환경과 전반적인 

경험을 우선하며 수년간에 걸쳐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며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mgmresorts.com/artandculture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의 제휴 파트너로는 공공 미술을 선보이거나 지원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세계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엔터테인먼트사인 MGM Resorts International, 오데마 피케 아트 커미션등 

컨템포러리 미술 지원 활동을 확장해가는 오데마 피게(Audemars Piguet)가 있다. 또한 아트 

http://www.mgmresorts.com/artandculture


 

바젤은 BMW Art Journey 를 아트바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BMW 의 글로벌 지원을 받고 있으며, 

루인아트(Ruinart), 샌로렌조(Sanlorenzo), 라프레리(La Prairie)가 파트너로 있다.  

 

홍콩에 소재한 로컬 파트너로는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스와이어 프로퍼티(Swire 

Properties), HTC 바이브(HTC Vive), 퀀텀에센셜리(Quintessentially), 머레이 홍콩(Murray Hong 

Kong), 페닌술라 호텔(Peninsula Hotels)과 스위스 국제항공(Swiss International Air Lines)이 있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는 파이낸셜 타임즈(The Financial Times)이다. 파트너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로는 artbasel.com/partner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청장 소지자 대상 프리뷰 

2019 년 3 월 27 일, 수요일, 오후 2 시- 8 시 

2019 년 3 월 28 일, 목요일, 오후 1 시-5 시 

2019 년 3 월 29 일, 금요일, 오후 12 시-1 시 

2019 년 3 월 30 일, 토요일, 오후 12 시-1 시 

 

베르니사지(Vernissage) 

2019 년 3 월 28 일, 목요일, 오후 5 시-9 시 

 

일반 오픈 

2019 년 3 월 29 일, 금요일, 오후 1 시-8 시 

2019 년 3 월 30 일, 토요일, 오후 1 시-8 시 

2019 년 3 월 31 일, 일요일, 오전 11 시-6 시 

 

프레스 인증 절차  

온라인을 통한 프레스 등록은 곧 1 월말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정보는 artbasel.com/accreditatio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트 바젤 연간 스케쥴 

홍콩, 2019 년 3 월 29-31 일 

바젤, 2019 년 6 월 13-16 일 

마이애미 비치, 2019 년 12 월 5 일-8 일  

 

미디어용 온라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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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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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담당  

https://www.artbasel.com/partners
http://www.artbasel.com/accreditation


 

아트 바젤, 사라 데겐(Sarah D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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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홍보대행 

서튼(Sutton), 에리카 시우(Erica Siu) 

Tel. +852 2528 0792, erica@suttonpr.com 

 

유럽 홍보대행 

서튼(Sutton), 로지 오라일리(Rosie O'Reilly) 

Tel. +44 20 7183 3577, rosie@suttonpr.com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대행 

핏츠앤코(FITZ & CO), 앨리슨 테리엥(Allison Therrien) 

Tel. +1 646 589 0921, atherrien@fitzandco.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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