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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뷰잉룸 — 사용 설명서

Art Basel, MCH Swiss Exhibition (Basel) Ltd., Messeplatz 10, 4005 Basel, Switzerland, artbasel.com

개요 및 새 기능

아트바젤 온라인 뷰잉룸은 갤러리, 아티스트, 콜렉터 등 다양한 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아트바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류하고자 하는 플랫폼입니다. 뷰잉룸 참여 갤러리들의 전시를 통하여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미술 작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280여개 갤러리에서 출품한 수천 점의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데, 이들 작품은 모두 올해 스위스 바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취소된 아트 바젤 페어에 
전시하기로 예정되었던 작품들입니다.

다가오는 온라인 뷰잉룸에서는 추가된 검색 옵션, 새로운 뷰잉룸 레이아웃, 개선된 사용자 환경 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과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모든 작품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별 검색 기준에 따라 한 
갤러리에서 다른 갤러리로 이동하며 특정 아티스트의 작품을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즐겨찾기에 추가한 
갤러리와 미술 작품을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품 구매에 관련해서는 고객분들이 직접 갤러리에 연락하여 판매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고객과 갤러리 간에 직접 이루어집니다. 저희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바젤 온라인 뷰잉룸을 즐겁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액세스 옵션

뷰잉룸은 아트 바젤 웹사이트와 아트 바젤 앱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아트 바젤 계정에 
로그인하십시오.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 artbasel.com/resetpassword 링크를 통하여 재설정 하십시오.

아트 바젤 웹사이트: 전체를 관람할 경우 권장합니다(그림 A 참조).

 • 옵션 1: 웹사이트의 기본 탐색에서 뷰잉룸 탭을 클릭하면 온라인 뷰잉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섹터별로 탐색하거나, 모든 갤러리에 입장하실수 있습니다.

 • 옵션 2: 아트 바젤 홈 화면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 관심있는 갤러리를 검색한 후 갤러리 프로필에서 바로 
해당 갤러리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트 바젤 앱(그림 B 참조)

 • 홈 화면에서 온라인 뷰잉룸 타일을 클릭하십시오.
 • 원하는 갤러리를 찾아보거나 필터링하십시오.
 • 참고: 더 빠르게 찾아보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서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색 및 필터 옵션(그림 C 참조):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개별적인 관심사에 맞춰 검색 기준을 좁힐 수 있습니다.

 • 갤러리별로 검색
 • 아티스트별로 검색
 • 카테고리 선택: 작품연도, 지역, 개인 또는 그룹전, 소재, 가격대
 • 룸 정렬: 무작위 순서, 갤러리 이름, 최근 업데이트 순서, 마지막 방문한 순서(오름차순)

https://www.artbasel.com/about/ovr-terms-of-use
https://www.artbasel.com/ovr
https://www.artbasel.com/signin
https://www.artbasel.com/resetpas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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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

그림 C

그림 A

룸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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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뷰잉룸을 탐색하는 단계: 웹사이트

1.  관심있는 온라인 뷰잉룸을 클릭합니다.
 • 옵션 1: Browse Artworks(작품 찾아보기) 버튼 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X를 클릭하여 갤러리에 입장합니다 

(그림 D 참조).
 • 옵션 2: 선택한 작품을 클릭하여 룸에서 직접 감상합니다(그림 D 참조).

2.  갤러리에서 해당 작품에 대해 선택한배경과 함께 미술 작품이 실제  비율로 전시됩니다(그림 E 참조).
3.  이 창에는 미술 작품의 제목, 날짜, 작가명 및 가격이 표시됩니다(그림 E 참조).
4.  그림의 좌우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 룸에 있는 작품들을 앞뒤로 넘길 수 있습니다(그림 E 참조).
5.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Artwork Details(작품 세부 사항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설명과 추가 이미지를 보십시오(그림 E 참조).
6.  또한 벽에 전시된 작품을 클릭하여 해당 이미지를 확대하여 클로즈 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림 F 참조).
7.  갤러리의 마지막 미술 작품까지 감상한 후 최종 화면이 나타나면 갤러리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SNS

에공유하거나, 해당 갤러리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연걸되어 감상하실 수 있는세 개의 
갤러리가 추천됩니다.

圖 D

圖 E

미술 작품 찾아보기

판매 문의 미술 작품 
세부 사항

룸 나가기

룸 나가기



04

온라인 뷰잉룸 — 사용 설명서

Art Basel, MCH Swiss Exhibition (Basel) Ltd., Messeplatz 10, 4005 Basel, Switzerland, artbasel.com

온라인 뷰잉룸을 탐색하는 단계: 앱

1.  홈 화면에서 온라인 뷰잉룸 타일을 클릭합니다.
2.  관심있는 온라인 뷰잉룸을 선택합니다.
3.  앱에서 갤러리로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 첫 번째 탭에는 갤러리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 두 번째 탭에서는 갤러리가 선보이는 모든 작품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 옵션 1: Browse Artworks(작품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룸에 들어 있는 모든 미술 작품의 탐색을 시작합니다.
 • 옵션 2: Artworks Overview(작품 개요) 탭에서 선택한 미술 작품을 클릭하여 바로 액세스합니다.

4.  손가락을 좌우로 살짝 밀면 갤러리가 선보이는작품들을 넘겨가며 볼 수 있습니다.
5.  작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추가 이미지(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또한 작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7.  룸의 마지막 작품까지 감상한 후 최종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서 룸을 즐겨찾기에 추가하거나, 갤러리를 

공유하거나, 해당 갤러리의 홈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연결되어 감상하실 수 있는 세 개의 갤러리가 
추천됩니다.

그림 F

판매 문의

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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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에 연락하는 방법

1.  Sales Inquiry(판매 문의) 버튼을 클릭합니다(4페이지의 그림 F 참조).
2.  새 창이 팝업되면서 갤러리와 공유될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그림 G 참조).

 • 이름
 • 담당자 이메일
 • 회사 및 직함(아트 바젤에 해당자료가 있는 경우)
 • 지난 3회 아트바젤 페어에서  VIP 참가 내역(해당되는 경우)
 • 갤러리에 보내는 메시지 입력란

3.  추가 정보에 나열된 세부 사항을 공유하지 않으려면 해당 확인란이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Submit(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를 보냅니다.
5.  참조할 텍스트가 포함된 이메일이 귀하의 받은 편지함으로 자동 발송됩니다.
6.  이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아트 바젤의 추가 개입 없이 귀하와 갤러리 사이에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림 G

이 미술 작품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갤러리에 문의하기

제출

이름

담당자 이메일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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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및 갤러리를 즐겨찾기에 추가하기 웹사이트만 해당

1.  작품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간단히 룸에서 미술 작품 제목 옆에 있는 하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림 H 참조).

2.  갤러리를 즐겨찾기에 추가하려면, 간단히 홈 화면에서 갤러리 이름 옆에 있는 하트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림 I 참조).

3.  즐겨찾기에 추가된 갤러리와 작품은 온라인 뷰잉룸 기간 동안이나, 갤러리가 해당 작품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I 참조).

그림 H

그림 I

미술 작품 
세부 사항

판매 문의

룸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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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뷰잉룸 공유하기

1.  갤러리를 모두 둘러보면 다양한 소셜 미디어서비스의 공유 옵션이 표시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J 참조).
 • 옵션 1 (웹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갤러리를 공유하는 데 사용하려는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 옵션 2 (앱): Share this Viewing Room(이 뷰잉룸 공유) 버튼을 클릭하여 갤러리를 공유합니다.

그림 J

룸 나가기

공유

즐겨찾기에 뷰잉룸 추가

갤러리 웹사이트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