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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Taipei 2016〉
11.12~15 타이베이 국제무역센터

아시아 미술의 

새로운 소통창구

약 120명의 회원화랑을 보유한 대만화랑협회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마다 4개의 아트페어를 협회 

차원에서 개최한다. 타이베이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KAOHSIUNG TODAY〉(6월), 〈ART 

TAICHUNG〉(8월), 신진작가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호텔아트페어인 〈YOUNG ART TAIPEI〉(4월)와 대만의 

가장 큰 미술행사인 〈ART TAIPEI〉(11월)이 각기 다른 시기에 열린다. 이중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ART 

TAIPEI 2016〉(11.12~15)에는 모두 150개 갤러리 및 프로젝트 그룹이 참여했으며, 이는 지난해 

168개에서 약간 줄어든 수치이다. (표1)

올해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ART TAIPEI〉의 특징 중 하나는 일본 화랑의 참가가 눈에 띌 정도로 

증가하고, 범중화권 국가 화랑들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개최 20주년을 맞이한 2013년 

이후 아트페어를 국제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일정 부분 성공적인 갤러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참가 갤러리 구성을 기반으로 〈ART TAIPEI 2016〉의 몇 가지 큰 

특징을 살펴본다. 

첫째는 대만 현대미술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시아적’ 요소를 띠는 작가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몇 년간 ‘탈아시아적’ 경향성을 보이는 작가들의 약진도 눈에 띄지만, 

여전히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및 일본 갤러리가 소개하는 작가들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현대미술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현대미술의 한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시아 전통문화 요소가 

작품의 성격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카테고리 차이가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짧게 부연한다면, 

작품을 관통하는 텍스트나 형태, 형식 등에서 아시아적 전통문화요소와 현대미술의 공존이라기보다는 

현대미술적인 소재를 차용한 전통미술의 계승과 같이 느껴진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또한 이 차이는 

가치판단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전통적 요소를 다룬 카테고리로 읽히며 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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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친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보인다. “ART&TECHNOLOGY”를 주제로 한 다양한 

부스전과 설치미술 작품의 스케일은 여느 국립미술관 전시 수준과 같은 규모였으며, 그 외에도 몇몇 

부스와 공간을 활용한 미디어, 키네틱, inter - action 작품을 짜임새 있게 전시함으로써 아트페어의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 늘어난 서구권 갤러리의 참가 또한 보다 국제적인 아트페어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 

〈ART TAIPEI 2015〉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개선된 전시장 환경과 발전된 섹터 구성, 그리고 특별전과 

프로젝트 부스 등 이번 〈ART TAIPEI 2016〉은 참가 갤러리와 작가를 위한 플랫폼 기획에서 한층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하이 비엔날레를 중심으로 한 중국 미술계 행사들과 시기가 겹쳐 예년에 비해 

컬렉터들의 방문이 줄어든 점은 아쉽다. 물론 아트페어에서 참가 갤러리의 판매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말이다. 이처럼 〈ART TAIPEI 2016〉은 아시아(중화권)적 특성을 토대로 상당히 매력적인 

아트페어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보다 국제적인 아트페어로 지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내년 〈ART TAIPEI 2017〉은 최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 화랑협회 연합체인 APAGA(Asia Pacific Art Gallery Association)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더욱 성공적이며 동시에 아시아 미술을 소개하는 새로운 창구가 되길 

기대해본다.  정희철 한국화랑협회 팀장

아래 왼쪽

김호득, 박효정, 법관 등의 

작업을 소개한 동산방화랑 

부스 광경

왼쪽 페이지

프랑스 작가 VAL의 브론즈 

동상이 있는 필립 스타이브 

갤러리(Philippe Staib 
Gallery) 부스 광경

56개 9개 6개 12개31개 13개 13개10개

대만 한국 유럽 그외일본 중국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포함)대만/중국

표 1. 〈국가별 ART TAIPEI 참가 현황〉

※ ‘그 외’에는 갤러리 이외에 프로젝트 기반 참가 부스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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