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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OUT 
ART BASEL 
아트바젤 사무국이 홍콩에 상륙한 지 4년째. 아트페어가 열린 
홍콩컨벤션센터 밖 풍경을 전한다. 도시의 진면목을 뒷골목에서 
만나듯, 아트페어의 수준은 페어장 밖에 존재한다.

EDITOR 김만나 WRITER 주은영(에이엠콤파스 공동대표)

아트바젤홍콩이 열린 3월 넷째 주, 홍콩은 연일 비

가 내렸지만 이 도시를 찾은 컬렉터들은 주요 전

시장을 찾아 분주히 오갔다. 4회를 맞이하며 더

욱 화려한 갤러리 군단이 참여한 아트바젤홍콩

은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과 신작을 대거 선보이

며 국제 미술계에서 높아진 홍콩의 위상을 드러

냈다. 하우저&워스 갤러리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Spider Couple>(2003)을 페어장 정중앙에 설

치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페어에 나온 카디 갤러리

(Cardi Gallery)는 미화 1000만 달러의 사이 톰

블리 작품을 선보였고, 판매 소식까지 전해왔다. 

페어장 안에서 진행된 갤러리들의 각축전만큼, 페

어장 밖에서도 굵직한 미술 행사가 넘실댔다. 아트

바젤홍콩이 점차 국제적 행사로 자리 잡으며 전 세

계 컬렉터와 미술 관계자들이 홍콩으로 집결한다. 

홍콩 내 미술 공간에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

은 기회이고, 연중 최고의 프로그램을 이때 선보이

는 것이다. 아드리안 쳉이 이끄는 비영리 예술재단

인 K11 아트 파운데이션(KAF)에서는 저명한 비평

가이자 큐레이터인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Hans 

Ulrich Obrist)가 이끄는 런던 서펀타인 갤러리와 

공동전시를 선보였다. 2019년 개관 예정이지만, 개

관 전부터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

내고 있는 홍콩 엠플러스 박물관은 중국의 현대미

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엠플러스 지그 컬렉션 전

시로 호평을 받았다.

Hack Space by KAF&서펀타인 갤러리 홍콩 셩완

에 자리한 코스코 타워에서 열린 <Hack Space>는 

전시를 공동 기획한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의 명

성 덕분에 미술 관계자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뉴

질랜드 작가 사이먼 데니(Simmon Denny)의 조각 

작품을 중심으로 11명의 중국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는 ‘산자이’였다. ‘산자이’의 뜻

은 문자 그대로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산적 소굴을 뜻하지만, 실제로는 페이크(Fake), 짝

퉁을 일컫는 말이다. 샤오미의 제품에 ‘대륙의 실수’

라는 수식어가 붙듯, 중국 기업들은 혁신적인 시스

템으로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요즘이기에, 

산자이는 짝퉁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혁신적인 

문화를 뜻하는 말로 통한다. 팝업 전시장에 조각, 

설치, 비디오 작품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 공간을 

창조한 사이먼 데니는 이 공간에 중국 작가들을 초

대해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킹하도록 주문했고 차

오 페이(Cao Fei), 피렌체 라이(Firenze Lai) 등 중

국에서 가장 ‘핫’한 신진 작가들이 이에 응답했다. 

아트 갤러리 나이트 by 홍콩화랑협회 아트바젤홍

콩의 VIP 오프닝 하루 전날인 3월 21일, 홍콩화랑

협회 주최로 43개의 소속 갤러리가 동시에 오프닝 

리셉션을 진행한 ‘아트 갤러리 나이트’는 관람객들

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레만 머핀과 화이트 큐브는 

트레이시 에민의 <I Cried Because I Love You>

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트레이시 에민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한다. 지난 여름 자신의 스튜디오 밖

에 위치한 ‘큰 돌’과 결혼했다고 밝히며 세상을 놀

라게 한 작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과의례처럼 

겪게 되는 외로움, 사랑의 감정, 고통을 담담히 드

로잉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에두아드 멀랭그 갤러

리에서는 프랑스 개념작가 로랑 그라소(Laurent 

Grasso)의 개인전 <Elysee>가 열렸다. 프랑스 대통

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찍은 필름을 중심으로 시간, 

장소 등에 따라 권력이 어떻게 발현되고 영속하는

지, 작가는 신화적 도상과 조명, 페인팅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권력을 말한다. 갤러리 페로탱에서는 

최근 단색화의 국제적 인기를 견인하고 있는 박서

보 작가의 개인전 <Ecriture>를 열며 홍콩을 찾은 

컬렉터들의 발걸음을 이끌어냈다. 

3, 4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홍콩 
컨벤션전시센터에서 열린 

아트바젤홍콩은 올해가 4회째로, 

35개국 239개의 갤러리가 참가했다. 

ⓒArt Basel. 5 최정화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 박여숙화랑. 국제갤러리 전속 

함경아 작가는 대규모 설치작품을 

전시하는 인카운터스(Encounters) 

섹션에 참가했다. ⓒArt Basel. 

6 에두아드 멀랭그 갤러리에서 열린 
로랑 그라소의 개인전 <Elysee>. 

Courtesy Edouard Malingue 

Gallery. 7 갤러리 페로탱에서 
열린 박서보 개인전 <Ecriture>. 

Photo ⓒ JJY Photo, Courtesy 

Galerie Perrotin. 

1 홍콩의 밤을 밝힌 타츠오 
미야지마(Tatsuo Miyajima)의 대형 

조명 설치작, <Time waterfall>. 

490미터의 홍콩 ICC 전면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폭포처럼 떨어지며, 

절대 0에는 닿지 않는다. ⓒ Art 

Basel. 2 레만 머핀 갤러리에서 선보인 
트레이시 에민의 <I Cried Because 

I Love You> 전시 전경. Photo ⓒ 

Kitmin Lee. ⓒTracey Emin. All 

rights reserved, DACS 2016.

M+ Sigg Collection 엠플러스는 ‘뮤지엄 플러스(M

-useum Plus)’의 약자로, 기존과 다른 형태로 존

재하는 미술관을 위해 홍콩이 야심 차게 준비 중인 

공간이다. 2012년, 엠플러스는 중국 현대미술의 대

표 컬렉터인 울리 시그(Uli Sigg)로부터 1463점의 

작품을 기부받고 미술관에서 추가로 47점을 구입

해 ‘시그 컬렉션’을 완성했다고 발표했다. 아티스트

리(ArtisTree)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1510점에 이

르는 방대한 시그 컬렉션 중에서 주요 작품 80점

을 선보였다. 장 샤오강의 <Bloodline Series-Big 

Family No.17-1998>, 팡리준의 <Untitled>, 쩡판

지의 <Rainbow>, 리우웨이의 <It Looks Like a 

Landscape> 등 중국 대표 작가의 작품이 등장했

다. 전시장 앞에 타임라인을 구성, 중국 현대사에

서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해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

인 구성도 좋았다. 이 외에도 미국 댈러스 미술관 

특별전, 패션그룹 MCM의 현대미술가 토비아스 레

베르거(Tobias Rehberger) 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

한 전시가 홍콩을 뜨겁게 달궜다. 역동적인 아트신

을 보여주는 도시는 많다. 이들을 결집시킬 수 있

는 특정한 허브 도시가 주도권을 쥔다. 아트페어뿐 

아니라 정보 교류의 중요한 장이 된 홍콩이 아시아

에서는 아트 허브로 위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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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16 
Style By Asia 
'Four art exhibitions to see in Hong Kong in April' 
Link : http://www.stylebyasia.com/four-art-exhibitions-in-hk-april/ 
 
 

 

 

 

 



 
 

 

 



April 2016 
Art Asia Pacific 
'Elysée - Laurent Grasso' 
Link : http://www.artasiapacific.com/Magazine/WebExclusives/Elysee 
 

 
 

 
 

 



 

 
 

 
 



 
 

 



30 April 2016 
Publication Name : Le Monde 
'Le bureau doré de François Hollande déménage à Séoul' 
 
 
 

 



26 April 2016 
Frieze 
'Laurent Grasso' 
Link : https://www.frieze.com/article/laurent-grasso 
 
 

 
 

 
 

 



 
 

 

 
 

 

 
 

 



 

 
 

 
 

 

 
 

 

 



20 April 2016 
Purple.fr 
'An exclusive extract from Elysée by Laurent Grasso' 
Link : http://purple.fr/television/an-exclusive-extract-from-elysee/ 
 
 

 
 

 
 

 



14 April 2016 
Post-Ism 
'Hong Kong Spring Exhibitions' 
Link : https://post-ism.com/2016/04/18/hong-kong-spring-exhibitions/ 
 
 

 

 

 

 



 
 

 
 



14 April 2016 
Ocula 
'Four Exhibitions to see in Hong Kong this Spring' 
Link : https://ocula.com/magazine/reports/four-exhibitions-to-see-in-hong-kong-this-
spring/ 

 

 

 



 
 

 
 

 



14 April 2016 
CAFA Art Info 
'Edouard Malingue Gallery presents Laurent Grasso's major exhibition 'Elysée' in Hong 
Kong' 
Link : http://en.cafa.com.cn/edouard-malingue-gallery-presents-laurent-grassos-major-
solo-exhibition-elysee-in-hong-kong.html 
 

 

 

 



 

 



06 April 2016 
Mousse Magazine 
'Laurent Grasso "Elysée" at Edouard Malingue Gallery, Hong Kong' 
Link : http://moussemagazine.it/laurent-grasso-edouard-malingue-2016/ 
 

 
 

 
 

 

 
 



 
 
 
 
 
 
 
 

 
 
 
 
 
 
 
 

 



March 2016 
Time Out Hong Kong Art Guide 2016 





March 2016 
Time Out Hong Kong 
‘Artist Interview - Laurent Grasso’ 



March 2016 
RanDian 
'Focus on Laurent Grasso's exhibition, Elysée' 
Link : http://www.randian-online.com/zh/np_event/laurent-grasso-elysee/ 

 

 



March 2016 
Dream Idea Machine 
“Art News: March 03” 
Link: http://www.dreamideamachine.com/en/?p=10940 

 

 



March 2016 
Blouin Art Info 
'Laurent Grasso - Elysée' 
Link : http://www.blouinartinfo.com/galleryguide/881559/881558/event/1359076 
 
 

 

 



 



March 2016 
Artlink Art 
“LAURENT GRASSO SOLO EXHIIBITION - ÉLYSéE (solo)” 
Link: www.artlinkart.com/en/exhibition/overview/529erumo 

 



31 March 2016 
Ocula 
“Art Basil [sic]” 
Link: https://ocula.com/magazine/reports/art-basil-sic/?
utm_source=facebook&utm_medium=boostpost&utm_campaign=uniqueref 



 



30 March 2016 
Lifestyle Asia 
“10 art exhibitions to check out after art week madness” 
Link: http://www.lifestyleasia.com/hk/en/culture/art/photo-story/10-art-exhibitions-to-check-out-
after-art-week-madness/#8 





28 March 2016 
Untitled Magazine 
'Découvrez l'Elysée avec Laurent Grasso' 
Link : http://untitledmag.fr/decouvrez-lelysee-avec-laurent-grasso/ 
 

 

 

 

 



 

 
 

 
 

 



24 March 2016 
Time Out Hong Kong 
'Laurent Grasso interview' 
Link : http://www.timeout.com.hk/art/features/75895/laurent-grasso-interview.html 
 

 

 



 

 

 



 

 

 



 



24 March 2016 
The Art Newspaper 
'Diary : Craig David rocks out, from Russia with Lego, and more gossip from Art Basel in 
Hong Kong' 
Link : http://theartnewspaper.com/reports/warhol-as-a-young-boy-and-more-hong-
kong-gossip/ 
 
 

 
 

 



24 March 2016 
Architectures CREE 
'Elysée : Le film et l'exposition de Laurent Grasso' 
Link : http://archicree.com/evenement-new/elysee-une-exposition-de-laurent-grasso/ 
 
 

 
 

 
 

 
 

 



 

 



 

 



23 March 2016 
The Wanderlister 
'HK ART WEEK 2016 SERIES: Power Plays by Laurent Grasso at Edouard Malingue Gallery 
and Art Central 2nd Edition' 
Link : http://www.wanderlister.com/post/141534172498/hk-art-week-2016-laurent-
grasso-art-central#.VweM3BOLRR1 
 
 

 

 

 



 

 

 



 

 



 

 

 



 

 

 



 

 



 

 



 

 



22 March 2016 
Galleries Now 
'Laurent Grasso : Elysée' 
Link : http://www.galleriesnow.net/shows/laurent-grasso-elysee/ 
 
 

 

 

 

 



 

 

 

 

 



 



March 21 2016 

www.art-agenda.com 

'Laurent Grasso Elysée '  

 

 

 



 



March 21 2016 
Art Forum 
“Galleries Listing” 
Link: http://artforum.com/guide/country=CN&place=hong-kong&jump=14390 



17 March 2016 
Arty Buzz 
'La galerie Edouard Malingue présente Elysée de Laurent Grasso' 
Link : http://www.arty-buzz.fr/la-galerie-edouart-malingue-presente-elysee-de-laurent-
grasso/ 

 



 

 



10 March 2016 
Blouin Art Info 
'Top Exhibitions Around Art Basel Hong Kong 2016' 
Link : http://hk.blouinartinfo.com/news/story/1351020/top-exhibitions-around-art-
basel-hong-kong-2016 

 

 

 

 

 



6 March 2016 
Pixelbread 
'Elysée - Laurent Grasso Solo Exhibition' 
Link : http://www.pixelbread.hk/news/2016-03-06-2258 

 

 

 



 

 



Social Media Monitoring 

Frieze Magazine (Instagram) 
Link: https://www.instagram.com/p/BEqpdf5SgBE/ 

Ocula (Instagram) 
Link: https://www.instagram.com/p/BD4ntl-AiO3/?taken-by=oculadotcom 



Alan Lo (Instagram) 
Link: https://www.instagram.com/p/BEYJmJrEXVD/?taken-by=alanyeungkit 

Galleries Now (Instagram) 
Link: https://www.instagram.com/p/BDS9D3zoRVb/?taken-by=galleriesnow 



The Wanderlister (Instagram) 
Link: https://www.instagram.com/p/BDSWtXHlNTZ/?taken-by=thewanderlister 



ArtAsiaPacific (Facebook) 
Link: https://www.facebook.com/artasiapacificmagazine/posts/1123461544340723 

Style by Asia (Facebook) 
Link: https://www.facebook.com/StylebyAsia/posts/448122672061335 



Ocula (Facebook) 
Link: https://www.facebook.com/Oculadotcom/photos/a.
505211799554929.1073741882.120735574669222/970855796323858/?type=3 

GalleriesNow.net (Facebook) 
Link: https://www.facebook.com/galleriesnow/photos/a.
1428963627333687.1073741828.1402754489954601/1740785619484818/?type=3 



The Wanderlister+ (Facebook) 
Link: https://www.facebook.com/theWanderlister/posts/1314037785279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