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로 떠나는
예술 여행
중국에서 상하이는 특별한 지역으로 불린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아시아 문화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상하이의 겨울은 미술 축제로 가득하다.
거의 동시에 시작한 미술 축제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과 ‘아트 021’, ‘상하이비엔날레’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상하이비엔날레는 오는 3월
10일까지 열리니 상하이당대예술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예술 산책을 추천한다.

上海美術紀行

문화기행

글·사진 이소영(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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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상하이 당대예술박물관)내 시설을 이용해 일식을 표현한 설치 작품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
의 호박 신작은 오타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 200만달
러(약 22억5천800만원)에
거래됐다.
사실 상하이는 최고 34%의 세
금이 부과되기에 면세되는 홍콩에
비교해 미술 거래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
지만 그런데도 상하이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5

상하이의 파워 때문이다.
2017년 세계 미술품 거래액은 71조원대이
고, 2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내년에 퐁피두미술관 분점이 들어서고, 몇 년 전부터 논의 중이던 면세
구역이 명확한 윤곽을 드러낸다면 상하이는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상하이에는 롱뮤지엄, 유즈뮤지엄, K11과 같
은 대형 미술관과 유명 갤러리들이 대거 개관했기에 작가와 관람객 모
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아라리오, 국제, P21 갤러리가 참여해 자존심을 지켰
다. 특히 2005년 베이징에 진출했던 아라리오갤러리는 2014년 상하이
로 갤러리를 옮겼던 도전이 성과를 이뤘기에 반갑다. 당시 김창일 아라
리오 회장은 젊은 컬렉터 증가, 황푸 강 서안 개발, 민영 미술관의 설립
뿐 아니라 상하이를 예술 문화의 중심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지원

1

이 상하이를 진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의 기대는 맞아떨어졌다.
그리하여 아라리오갤러리는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에서 가장 좋은
부스 중 한 곳에 자리 잡게 되었고, 천유판&천유준 형제, 날리니 말라

아라리오갤러리가 상하이로 간 까닭은?
"잠자는 사자를 깨우지 마라. 사자가 깨어나면 세계가 흔들릴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흥행한 할리우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Napoleon
Bonaparte)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19세기에 잠자는 사자로 불렸던 중국은 이제 완전히 잠에서 깨어
나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현대 미술계도 다름 아니다.

니, 코헤이 나와 등 아시아 작가의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1 웨스트번드 아트센터 전경
2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는 페어 기간에
날리니 말라니 개인전을 열었다.
3 다채로운 현대미술
흐름을 읽을수 있었던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 4 영국 미술가 라이언 겐더
의 작품 5 최정화 작가의 과일 나무

참여 부스의 위치는 갤러리 위상과 직결되며, 상하이 웨스트번드 개발
그룹 공사가 직접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 메인 페어가 열리는 웨스트번드 아트센터는
비행기 격납고를 개조한 곳으로 층고가 높고 채광이 좋기 때문에 관람

미술 시장의 흐름이 아시아로 집중되고 있다. 겨울의 포문을 열었던 상하이 3개 미술 행사는 아시아 최고

이 쾌적하다. 상하이는 중국의 꽃답게 아트 바젤 홍콩과 달리 아트페어

의 아트페어로 불리는 아트 바젤 홍콩(Art Basel Hong Kong)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고 힘이 넘쳤다. 지

와 미술관, 갤러리가 거대하고 역사까지 담고 있어 매력적이다. (http://

난해 3월에 열렸던 아트 바젤 홍콩은 아트 바젤 마이애미를 능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는

3

데, 이번 상하이 미술 행사들을 봤다면 다시 말을 바꾸어야 할 것 같다.

westbundshanghai.com)
2015년부터 웨스트번트 아트&디자인과 같은 기간에 열려온 아트 021

웨스트번드 아트&디자인 아트페어(West Bund Art& Design Artfair)는 정부의 탄탄한 지

아트페어는 더 대중적이고 중국 작가의 작품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원을 등에 업은 상하이 웨스트번드 개발그룹 공사의 진두지휘로 이루어진다. 2014년에 시

아트 021은 2013년 처음 개최됐고, 021은 상하이 지역 번호를 의미한

작한 신생 아트페어지만, 올해는 43개 도시 110개 갤러리가 참석해 화려한 축제의 장을 열

다. 페어가 열리는 상하이 전시센터는 디즈니랜드의 성과 같은 건축 디

었다. 화이트 큐브, 가고시안, 페이스, 패로탱, 하우저&워스, 데이비드 즈위너 등 세계 미술

자인으로 전시의 흥미를 돋운다. 총 30개 도시, 103개 갤러리의 작품

계를 주름잡는 유명 갤러리들이 대거 참여해 감탄을 자아냈다. 각국 VIP가 초대된 오프닝

이 전시됐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라리오갤러리와 조현화랑이 참여했

에서부터 활발한 판매가 이루어졌다. 생존하는 가장 비싼 작가인 독일 미술가 게르하르트

다. 미술가 이우환과 카타리나 글로세(Katharina Grouse)의 특별 전시

리히터의 작품은 벤 브라운 파인 아트 갤러리에서 160만달러(약 18억7천만원)에 팔렸고,

도 주목할 만했다.(www.art0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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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하이당대예술박물관은
PSA(Power Station of Art)
로도 불린다.
2 종이 글자 조형물
'전진일보 후퇴양보'
3 볼루스파 자르파 작가의 작품
4 사람과 침팬지의 의사소통을
표현한 아멜리야 피카의 작품

획해 26개국 67명의 미술가가 참여했다. 요즘 세계적

4

으로 비엔날레의 규모와 참여 작가들의 숫자가 줄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비엔날레의 구성이 복
잡하고 참여 작가가 많으면, 관람객이 쉽게 피곤해지
므로 전시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는 평가가 대두하
고 있다.
PSA는 1, 2, 3층의 작품 배치가 깔끔해 쾌적한 감상이
가능하다. 5층에서는 <이머징 큐레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신진 작가 작품을 볼 수 있고, 옥상에는 황푸강
전망이 펼쳐진다. ‘아시아의 루이스 부르주아’로 칭송
받는 인도 작가 날리니 말라니의 영상 작품이 2층에
설치되어 주목 받았다. 인도와 유럽 전통 사이에서의
여성 역할과 상처를 보여준다. 마침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에서 날리니 말라니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arariogallery.com)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아트바젤에서 발루아즈 상
을 받은 강서경과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
가'에 선정된 정은영 작가가 참여했다. 강서경 작가의
'검은 자리 꾀꼬리'(Black Mat Oriole)는 2011년부터
진행해온 춘앵무 연구를 시각화한 작품이다. "춘앵무

1

는 화문석 위에서 추는 춤이기에 강화도 화문석 장인
과 협업해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를 퍼포먼스 영
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은영 작가의 '소상팔경'(Eight Views)은 8채널 영
상 작품으로, 세월호 리본을 비추는 것에서부터 시작

화력발전소에서 열리는 상하이비엔날레

한다.

상하이비엔날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주비엔날레와 비교되는 아시아 최고

"심청가를 재해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

의 비엔날레다. 1년마다 열리는 아트페어는 바로 막을 내렸지만, 2년마다 열리

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죽으러 갈 때 말리는 사람도

는 상하이비엔날레는 2019년 3월 10일까지 열려 방문하기에 한결 마음이 여

있었겠지만, 운명을 위해 몸을 던지는 심청을 응원하

유롭다. 옛 화력발전소 건물을 개조한 PSA(Power Station of Art, 상하이당대

는 영혼도 있었고 이를 세월호와 연결한 작품입니다."

예술박물관)에서 메인 전시가 열린다. PSA는 황푸강 인근으로 웨스트번드와

비엔날레는 PSA 이외에 인근 6곳에서 시티 프로젝트

매우 가깝다. 올해 12회째를 맞았으며, '프로리그레스'(Proregress, 禹步)라

도 진행 중이다. 스와치 아트 피스 호텔(Swatch Art

는 주제로 전시가 구성됐다. 프로리그레스는 미국 시인 E.E 커밍스의 시에 나

Peace Hotel), 탱크 상하이(Tank Shanghai), 엑스트

오는 단어로, 진보와 퇴행의 응축을 뜻한다. 그래서 그런지 1층 로비에 들어서

라 타임(Extra Time), 콜롬비아 서클(Columbia

자마자 눈에 띄는 작품은 스페인 미술가 산체스 카스틸로의 '그네' 조형물이

Circle), 신안 맨션(Sinan Mansions), 인스티투토 커

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면 1층에 만들어진 거대한 종이 글자 조

벤트(Instituto Cervantes)도 찾아가 보자. 상하이를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형물 '전진일보 후퇴양보'(前進一步 后退兩步)가 서서히 드러나기에 흥미롭다.
콰테모크 메디나(Cuauhtemoc Medina)를 중심으로 한 4명의 큐레이터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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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werstationof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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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선택은 현대미술
상하이는 미술 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축제다. 성공한 중국인 기업가는 모
두 미술관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류이첸 선라인그룹 회장이 웨스트
번드에 설립한 롱뮤지엄(Long Museum)은 여성 거장 루이스 부르주아의 개인전 '이
터널 트레드'(The Eternal Thread)를 열어 엄청난 관람객을 모으고 있다. 전시는 2월
24일까지 열린다. (www.thelongmuseum.org)

6

유즈미술관(Yuz Museum)은 인도네시아계 중국인 갑부 부디 텍이 설립한 곳이다. 기
획 전시 이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터렉티브 작품 '레인 룸'(Rain Room)을 설치
했다. 아티스트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이 2012년 첫선을 보
였으며, 인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빗속에서 관람객이 몸이 젖지 않는 재

1

미있는 작품이다. 뉴욕현대미술관과 LA카운티미술관, 런던 바비칸 센터를 거쳐 상하

경매에서 최고가를 받은 김환기의 대표 작품과 이우환, 하종

이에 상륙했다. 롱뮤지엄, 유즈뮤지엄, 두 곳 다 웨스트번드에 있어 금상첨화다.

현, 박서보, 권영우, 정창섭 작가의 단색화를 중국에 본격적으

(www.yuzmshanghai.org)

로 소개하는 최초의 대형 전시이기에 시선을 모은다. (www.

홍콩의 젊은 갑부이자 컬렉터인 애드리언 챙이 운영하는 상하이 K11 아트몰에 있는

powerlongmuseum.com)

K11 아트 스페이스에서는 독일 미술가 카타리나 그로세가 개인전 '중얼거리는 진

유리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이룬 장린(Zhang Lin) 대표

흙'(Mumbling Mud)을 열고 있다. 아트021 아트페어에서도 카타리나 그로세의 특

의 글라스뮤지엄(Shanghai Museum of Glass)은 하나의 작

별 전시를 감상할 수 있어 반갑다. 2월 24일까지. (www.k11artfoundation.org)

은 마을과 같다. 글라스뮤지엄, 컨템포러리 아트 홀, 이벤트홀,

부동산개발기업 파워롱그룹이 2017년 상하이에 개관한 파워롱미술관에서는 미술

레스토랑, 키즈 뮤지엄, 레인보우 채플, 특별 전시장 BRKN 등

축제 기간에 맞추어 <한국의 추상 미술: 김환기와 단색화>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약도를 찾아서 산책하면 좋을 정도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
중국 미술가 리우 지안화(Liu Jianhua)와 순 젠(Sun Xyn)의

3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3월 3일까지. (www.shmog.org)
미술 시장에서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와 컬렉터의 관계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중국 미술관의 구매력과 파급력은 대단하

1 롱뮤지엄의 루이스 부르주아 회고전.
2 K11아트스페이스의 카타리나 그로세
개인전. 3 아트021 아트페어가 개최된
상하이전시센터.
4, 5 리우 지안화의 전시는 관람객이
등산화를 신고 유리 조각을 밞는 형태다.
6 글라스뮤지엄의 유리 작품.

므로 이 네 개의 요소는 서로 맞물리면서 발전을 꾀해야 한다.
상하이에서는 한국인 디렉터의 존재감도 크다. 하우 아트 뮤
지엄 윤재갑 관장은 비엔날레 기간에 맞추어 10명의 다
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 10명의 작품을 비
교한 전시 '이종어'(Heteroglossia, 異種語)를 오픈했
다. 2월 17일까지. (www.howartmuseum.org)
상하이 히말라야 센터 관장을 역임한 이용우는 세계 2위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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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바오산강철이 진행하는 상하이 동쪽 해안을 국제예술 도
시로 바꾸는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2040년 완공 예
정으로, 미술관과 예술대학, 갤러리 등이 들어선다고 하니 앞으
로 더욱 업그레이드될 상하이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참에 우리나라도 이에 영감을 받아 K-ART를 재정비하는 것
은 어떨까?
연간 15조원 정도의 미술 시장을 가진 중국과 비교하면 5천억
원의 우리나라 시장은 대단히 약소하지만, 이우환, 이불, 서도
호, 김수자와 같은 스타 미술가들이 있으니 마냥 기죽을 필요
는 없을 것 같다. 상하이의 공격적인 성장을 보며, 우리도 21세
기의 미술관은 막대한 관광 수입을 일으키는 태풍의 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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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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