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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트 바젤 홍콩 에디션 취소 

아트 바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현과 전염성으로 올해 예정되었던 홍콩쇼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아트 바젤 홍콩은 원래 2020 년 3 월 19 일부터 21 일까지 홍콩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계획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한 발발과 이후 세계보건기구 WTO 가 국제 비상사태로 선포함에 

따라, 아트 바젤은 다음달 예정된 아트 바젤 홍콩을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아트 페어 

참여자와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 페어로 배송되는 작품을 이송하고 설치하며 겪게 될 수 있는 

심각한 실행상의 문제; 국제 여객이 야기하는 복잡성으로 위한 위험성 증대 가능성 등을 근거로 

부득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아트 바젤의 글로벌 디렉터인 마크 스피글러(Marc Spiegler)는 다음과 같이 소회를 전한다. ‘우리의 

생각은 지금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트 바젤 홍콩을 취소하기까지는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고 발표하기 전까지도 다수의 갤러리, 컬렉터, 파트너 및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살피고 고려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와 전세계에서 

참여하는 갤러리들에게 또한 페어 개최지의 문화예술 한복판에서 우리 아트 페어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지난 몇 년간 달성해온 만큼의 성공을 

이번 3 월에도 거둘 수 있도록 방대한 시간과 노력을 바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발생과 급속한 확산은 이러한 준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트 바젤의 아시아 디렉터인 아델린 우이(Adeline Ooi)는 “우리는 전세계 그리고 특히 홍콩의 

전시자, 파트너,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일에서 몇 달간 같은 편에서 

지지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통찰력과 의견을 공유해준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아와 

홍콩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2021 년 에디션을 고대합니다.” 

 

다음 아트 바젤 홍콩 에디션은 2021 년 3 월 25 일에서 3 월 27 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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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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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예술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 아트 바젤과 UBS 글로벌 아트 마켓 

리포트, 아트 바젤 시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rtbas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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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base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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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트 바젤, 도로시 다인즈 (Dorothee D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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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홍보대행 

서튼(SUTTON), 에리카 시우(Erica S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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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홍보대행 

서튼(SUTTON), 로지 오라일리 (Rosie O'Re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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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남미, 중동, 아프리카 홍보대행  

핏츠앤코(FITZ & CO), 윤 리 (Y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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