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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이 국제 미술시장과 국제 미술계에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최근 10 년 사이에 불거진 일이다. 중국의 미술시장은 20 세기인 

90 년대부터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늦게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2010 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이후, 중국은 경제, 문화, 예술 등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미술의 

경우 1989 년 텐안문 사태 이후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하였으며, 1999 년 

21 명의 중국 작가들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호명되면서 중국 현대미술은 

세계적 차원으로 발돋움 하였다.  

    2008 부터 2011 년, 즉 4 년 동안 중국 미술은 눈부신 도약을 하였는데 

이를 일컬어 중국 미술의 ‘삼단뛰기’라고 칭한다. 세계 미술시장에 중국 

미술이 선을 보인 초반의 경우 8%에 불과했던 점유율은 30%로 네 배 

가까지 뛰어올랐다. 2011 년 중국은 미국 미술시장의 점유율을 1% 앞선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시장이 되었다.  

    중국 미술시장에 대해서 대다수는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와 예술 

중심이며 상하이가 중국의 경제 중심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상하이는 아시아 지역으로 기점으로 하여 중국 미술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심지어 세계 미술시장에서도 눈여겨 보는 

예술 도시로 발돋움하였다. 이에 상하이 미술시장을 연구하는 일은 중국 

미술시장의 성장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중국 미술과 



함께 발전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예술단지를 제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상하이 지역의 예술단지를 연구 및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West Bund 라는 예술단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상하이 미술시장과 예술 생태의 변천과 발전을 엿볼 것이다. 또한 중국 

상하이 외 기타 지역과 서구의 예술단지의 케이스를 참고로 하여, 상하이 

지역의 예술단지가 로컬 미술시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력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단지 미래 혹은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연구 성과는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상하이, 미술시장, West Bund, 예술단지, 798 예술단지, 베이징,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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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중국의 미술시장은 1990 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에 비해 

늦게 두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미술의 분야 중에서도 

특히 현대미술 작품들은 국제 미술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술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동일 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2005 년 발표된 <제 11 차 5 개년 계획(第十一個五年計劃)> 의 

내용 중에는 문화산업 건설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중국은 문화산업이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예술단지(중국 내부에서는 ‘예술·창의 단지’/‘문화산업 단지’／ 

‘문화·창의 단지’라는 명칭 으로 불린다)，또한 함께 발전해 왔다.  

예술단지는 중국의 예술 중심 베이징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어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을 비롯한 대도시로 뻗어나간 이후, 중·소도시, 

예를 들면 항저우, 청두 등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지역 

중에서 제일 유명한 곳은 베이징의 798 예술단지인데, 798 

예술단지는 중국의 대표적인 단지의 사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외에 상하이의 M50 문화·창의 단지，홍팡(紅坊) 등도 성공적인 

예술단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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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해 국제 세계에서 미술시장은 

경제는 급격히 하락했지만, 중국의 미술은 도정을 달리했다. 중국은 

2008 년 베이징 올림픽, 2010 년 상하이 엑스포의 개최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급격한 

발전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중국의 미술시장은 20 여 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냈고, 국제 시장에서 미국을 위협할 경쟁 국가로 

지목되었다.  

    중국 미술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이다. 대다수는 

베이징을 중국의 정치 중심지, 상하를 중국의 경제 중심지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 산업은 제3산업으로 최근 10년 간 중국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중국의 역사적 배경을 덧붙이지 않더라고 문화·예술 

산업은 근래 들어 대두된 산업군으로 그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국가 

정책의 지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물 옆에 고루에 먼저 달이 떠오르듯이, 대다수 우대 정책과 

민센티브(鼓勵) 정책은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타 지역으로 이동 및 

확산되었다. 이에 문화·예술 산업 역시 베이징 지역에서 선두를 

보였다.  

    다시 말해 베이징은 중국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그간 중국의 

미술시장의 발전과 전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이 

추세를 살펴보면 중국 미술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발전에 따라, 중국 

미술시장의 거점 또한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옮겨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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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술시장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상하이는 중국 내부 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냄에 따라, 그 영향력과 

중요도가 함께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미술시장의 중심지가 

온전하게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옮겨 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상하이와 베이징은 거대한 중국 대륙에서 각각 남북 지역의 

미술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두 곳의 발전은 세계 미술시장의 가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중국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하이 지역의 예술단지를 연구 및 고찰하는 목표로 

삼으며, 그 중에도 특히 West Bund 라는 예술단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상하이의 여러 문화·예술 산업 클러스터 중, West 

Bund 예술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빠른 성장 현황, 밝고 희망한 미래, 

정부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이는 가져온 전시, 행사, 페어 등 비롯한 

다양한 화제성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상하이 미술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상하이 미술시장과 예술생태의 변천과 발전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에 중국 타 지역과 서구의 예술단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상하이 지역의 예술단지가 지역 미술시장에 미치는 적극적인 

영향력을 분석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예술단지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될 것이며,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에 주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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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1 장 서론에 이어 2 장에서는 상하이 지역 미술시장의 

발전 상황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한다. 우선 시기별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 역사 및 현황을 소략한 후에 현대 시기를 중점으로 

상하이 현대 미술시장의 발전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절에서는 

홍콩의 미술시장과 비교하여 상하이 미술시장의 약점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이후 3 장에서 상하이 지역 예술단지의 발전 현황에 대한 정리 및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에 앞서 ‘산업 클러스터’와 ‘예술단지’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설명하며, 중국과 해외 예술단지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에서는 예술단지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중국 미술계의 시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성하게 될 것이다.  

    이어 상하이 직역의 예술단지에 대한 맹아기, 발전기, 성숙기 세 

단계의 시기별 발전 상황을 요약한다. 그 다음에는 성숙기의 산물인 

West Bund 예술단지에 대한 내용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성숙기의 

현황을 초점이 맞추어질 예정이며, 상하이 미술시장과 예술단지의 

동반성장의 현황을 연구함으로써 시의성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예술단지는 중국 내 미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SWOT 모델을 이용하여 West Bund 이 

상하이 미술시장에서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뿐만 아니라, 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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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요인을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 3 절 선행연구 

 

    본 논문의 선행연구는 문헌자료와 미술시장에 관한 보고서 

사용한다. 미술시장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주로 미술시장 보고서와 

상하이 정부 발표하는 연감(年鑒)을 활용한다. 선행연구는 예술단지와 

문화·예술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과 해외 

예술단지의 사례 연구를 통해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국 예술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특히 베이징의 798 예술단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798 예술단지가 중국 미술 

트렌드의 선두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발전 상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지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또한 798 예술단지는 중국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명도가 있고, 베이징 지역 미술시장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중앙미술학원의 Wang Liping 은 석사학위논문 ｢중국 예술단지 

건설의 변화 발전과 추세｣ 1  에서 최근 30 년 동안 중국에서 중요한 

                                                
1
 王麗萍, ｢中國藝術區建設的演變與趨勢｣, 碩士學位論文, 中央美術學院, 2016. 



 - 6 - 

예술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베이징의 송좡 

예술촌(宋莊藝術村), 798 예술단지, 상하이의 홍팡(紅坊), West 

Bund문화 복도(西岸文化走廊), 선전의 화교성 창의단지 (華僑城創意園 

區)등을 비롯하여, 예술단지의 변화, 발전 특징, 존재 문제 등 

다방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예술단지의 발전 

현황에 대한 조감도를 파악하는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발전 

추세까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Wang Liping은 예술단지가 

중국 미술의 발전, 미술시장 그리고 전체적인 예술 생태에 구심점이 

되며, 예술단지의 연기는 중국 전체적인 경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미술학원의 Chi Haipeng 은 석사학위논문 ｢예술단지 현황 

연구: 베이징 798 예술단지를 예시로｣2 에서, 베이징 798 예술단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798 예술단지의 변천 과정에 대한 정리와 발전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술시장, 798 예술단지를 

운영하는 기업과 정부의 각각 상호 관계가 분석되었다. 나아가 798 

예술단지 이면에 존재하는 심층적인 문제와 모순성을 표면화 하는 

한편, 중국의 예술단지 미래의 발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Liang Qiang 은 석사학위논문 ｢문화산업 단지의 발전 연구 ——

베이징 798 예술단지를 사례로 연구한다｣ 3 는 포터(Porter)의 

                                                
2
 遲海鵬, ｢藝術區現狀研究：以北京 798藝術區為例｣, 碩士學位論文,中央美術學

院, 2014 

3
 梁強, ｢文化產業園區發展研究——以北京 798 藝術區為個案｣, 碩士學位論文, 

廣西大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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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 4 과 SWOT 분석 5  방법을 통해, 

베이징 798  예술단지의 발전 상황에 대한 분석하고 그의 문제점에 

대한 발전 전략을 탐구했다.  

    학위논문 자료의 경우에는 798 예술단지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간행물 자료는 그의 범위를 넓혀 확장했다. Sun Ruili는 

｢상하이 예술단지 최근 10 년 동안 변천사｣6 에서 타임 라인대로 M50, 

홍팡(紅坊), 오각장 800 호(五角場 800 號), 위해로 696 호(威海路 

696 號)하고 West Bund 를 비롯한 상하이의 주요 예술단지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통해 상하이 최근 10 년 동안 예술생태의 

변천사를 지엽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상하이 예술 산업의 

발전 추세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hi Ruixue 는 ｢M50 예술단지 후진과 전진의 의구｣ 7  에서는 

M50 를 상하이 예술단지의 대표 사례로 분석한다. 밀집 구도, 독특한 

골목 문화, 집중한 예술가, 선명한 지역성, 한 데 모인 갤러리 등이  

M50 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살펴봄으로써 M50 예술단지의 

향후 발전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다.  

                                                
4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가 1990 년 

발표한 경쟁력 분석이론으로, 생산조건, 수요조건, 연관산업, 경영여건이라는 

네 가지 내생변수와 우현한 기회, 정부라는 두 가지 외생변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본다. 
5  SWOT 분석: 기업의 환경분석을 통해 강점(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 
6
 孫瑞麗, ｢上海藝術區近 10 年變遷簡史｣,『上海文化』. 2017 年 02期. 

7
 石瑞雪, ｢莫乾山 M50藝術區退與進之惑｣,『藝術市場』. 2012 年第 2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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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 Pengju 는 ｢예술 클러스터와 중국 현대 문화 생태｣ 8  에서 

예술 클러스터는 작가들의 독립성과 자립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상기 연구에 따르면 중국 문화의 다양성을 부각시키고, 

중국 도시의 문화 지리 경관을 넓히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술 클러스터는 근래 생겨난 문화 현상으로서 과거 중국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제의 명의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예술 클러스터는 중국 문화의 생태와 진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Jin Weidong 은 ｢예술단지의 ‘성장의 고민’｣ 9  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예술촌이 국가 혹은 단체가 제시하는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예술 산업단지로 발전되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제로 최근 20 여 

년간 중국 각지에서 예술단지, 특히 문화산업 단지의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예술단지 

형성은 도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발전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도시의 발전과 형태 전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8
 魏鵬舉, ｢藝術集聚區與中國當代文化生態｣,『文藝研究』. 2010 年 05期. 

9
 金偉東, ｢藝術區的「成長的煩惱」｣,『上海藝術評論』. 2017 年 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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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상하이 지역 미술시장의 발전 상황 및 분석 

제 1 절 시기별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  

1. 근대 시기 상하이 미술시장의 형성과 발전 

 

    청말민초(清末民初) 시기, 서예 미술품 시장은 상하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상하이가 중국 근대 상업 도시로서 가게가 

숲처럼 줄지어 있고, 상인도 운집할 뿐 아니라, 이로써 ‘시장’이 

대중에게 개념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하이는 자급자족식 

소농경제 방식과 다른 현대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하이 주변 도시를 거주지역으로 삼았던 화가들이 상업적 

기회를 잡기 위해 상하이로 이주했다.10   

    아편전쟁 이후, 중국 전국에서는 오구통상(五口通商) 11  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는 연해 도시로 중국에서 가장 먼저 

                                                
10

 馬騁,吳橋,『藝術品市場與集群發展——從民族文化資源到文化產業』(上海人民

出版社, 2013). 

11
오구통상(五口通商): 1842 년 <난징조약(南京條約)>에 의해 청나라 정부는 

연해 도시 5 개(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와 상하이)를 개시장으로 

개방하였다. 이 도시들을 선택한다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광저우는 

명나라부터 중국 남쪽에 제일 큰 항구였고 청나라 때 쇄국정책이 실행된 

후에 중국의 유일한 항구가 되었다. 샤먼과 푸저우는 찻잎의 수출 무역을 

직접적으로 진행한다는 항구이다. 닝보는 중국 강남 견직물 수출의 중요한 

항구이다. 당시의 상하이는 앞에 제시된 도시들에 비해 좀 뒤떨어졌지만 

지리적인 위치가 절가하며 양쯔강의 강구와 가까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풍요로운 쑤저우와 항저우도 가깝다. 오구통상(五口通商)의 실제적인 목적은 

중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을 한 걸음 더 개방하고 서방 

열강의 상품들이 중국에서 덤핑 판매할 것이다. 근대사 의미를 고려하면 일부 

학자는 오구통상(五口通商)이 중국 근대사상 지워 버리지 못한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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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는 항구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의 우세 덕분에 

상하이는 중국 전국 범위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같은 

역사적,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융성한 상업화 

도시가 되었다. 또한 상하이는 1842 년 중국과 영국의 <난징조약 

(南京條約)> 체결 이후 영국의 조계지(租界)로서 청조 정부의 

법령과는 관계없이 모든 분야의 산업에서 독립된 경영이 

가능하였다. 12  이에 중국인과 외국이 잡거(雜居)하는 대단위 위국인 

거주지로 발전하였고 서화 또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하이는 

무역항의 개항과 조계지(租界) 설립으로 인해 수천수백 년 동안 

진행되었던 자급자족 소농 경제를 타파하고,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일부로 도약하였다.  

    그 결과, 19 세기 70 년대 상하이는 이전의 낙후한 소상공 마을 

분위기를 탈피하고 상업을 근간으로 하는 거대한 도시로 탈바꿈하였다. 

또한 10 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태평천국 운동(太平天國運動)13로 인해 

                                                
기록이라고 주장하는데 또 일부 학자는 오구통상(五口通商)이 근대 중국 무역 

발전의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주장한다.  

12
 이철원, ｢중국의 근대문화 형성과정에서 상해 조계의 영향 

｣,『중국문화연구』, 2009.12, Vol.15, pp.537-552 

13
 태평천국 운동(太平天國運動)：태평천국은 청나라 후기 때 농민 기의로 

인해 창립된 농민 정권이다. 태평천국 운동은 중국 역사상 제일 큰 규모인 

농민 기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도광 30 년(중국 청 선종의 연호, 1821-1850) 

터졌는데 운동의 리더는 洪秀全이라고 중국 광시성에서 시작되었다. 운동이 

터지는 배경은 아편 전쟁 끝난 후 난징 조약 등 비롯한 많은 불평등 조약을 

집행하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 당시 청정부가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하고 아편이 대량 수입해서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 

수입을 급증하였다. 그리고 외국 상품을 많이 덤핑 판매하기 때문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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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江蘇省)과 절강성(浙江省) 의 부유한 계층과 지식인 계층이 

상하이로 이주하면서 조계지(租界)의 비호를 구하였다. 이들은 

상하이에서 다량의 재산과 인재를 투입하여 서예와 그림 시장의 

번영도 이루었다. 그 결과 상업적 색채가 짙은 ‘정윤(訂潤)’ 풍조가 

생겨났고, 이는 이후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70 년대, 근대 신흥 도시의 상업적 분위기 아래서 상하이는 서화 

시장의 새로운 소비 관념, 소비 단체와 시장 운영 체제를 수용했다. 

해당 시기에 미술의 시장화가 발전 가능성을 드러냈지만, 주류로 

자리매김을 하거나 하나의 사회적인 주요 변화로 확장되지는 

못했다.14   

    앞서 제시했던 정윤(訂潤)의 ‘윤(潤)’은 윤필료의 표준 

(潤例)이라는 뜻이다. 정윤(訂潤)이라는 명칭을 보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데, 윤필료는 표준을 제정한다는 뜻을 함의한다. 윤필료의 

표준은 서화가들은 자기평가와 시장 포지션이다. 정윤(訂潤)을 통해 

미술품은 상품이라는 가치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서화가들은 

                                                
도시와 농촌의 수공업은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중국 민족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농민들은 고난을 많이 겪어서 반기를 들고 기의하기 시작하였다. 

태평천국 운동은 실패로 종식되었지만 상하이의 번영을 양성하였다. 태평천국 

운동 탓으로 많은 사람들은 상하이(특히 조계)로 도망쳤는데, 그 중에서 관원, 

유력 인사, 문인, 지식인 들이 적지 않았다. 상하이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동시에 그들은 가져오는 자금과 지혜도 함께 수용하였다. 1860-1862 2 년간 

적어도 650 만 은전의 자본이 상하이 조계로 들어가서 상하이의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었다.  

14
 謝聖明,｢清末書畫助賑與書畫市場的近代轉型｣,『民族藝術』.2013 年 06 期

p15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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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주체가 되었다. 이에 정윤(訂潤)의 보급 정도에 따라 

미술시장의 발전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서화조진(書畫助賑) 15 은 중국 미술시장 발전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서화 판매를 통해 수익을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해 기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서화조진(書畫助賑)은  

1878 년에 발생하여 20 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서화조진(書畫助賑)은 

서화 시장의 근대적인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1875～1878 년 당시 중국에서 보기 드문 대형 한해를 유발하였다. 

이로써 중국 서화계는 상하이에서 서화조진(書畫助賑) 시작으로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중국을 강타한 서화조진 

(書畫助賑) 열풍은 공익성과 상업성이라는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서화가들이 전통 사상의 속박을 돌파하고 금전적 가치에 대해 

거론할 때 동반되는 수치심과 같은 선입견을 버리는데 일조하였다. 

이어 윤필료의 표준을 제정하기 시작하면서 미술의 시장화도 

                                                
15

서화조진(書畫助賑)：광서(청 덕종의 연호 1875-1908) 원년부터 광서 4 년 

동안 중국 화북 지역에서 보기 드문 특대의 가뭄이 일어났다. 이번 재해는 

중국 산서성, 섬서성, 허난성, 산동성 등 비롯한 많은 지역을 파급하여 

탓으로 1000 여만 명 사람이 굶어 죽었다. 다른 2000 여만 명 이재민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갔다. 그 이후 20 년간 강소성과 절강성, 광동성과 광시성, 

산동성, 허난성, 안휘성, 동북 3 성, 쓰촨성과 텐진 등 지역도 잇따라 재해를 

당하고 중국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들어갔다. 이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기, 중국 서화계는 상하이에서 서화조진 

(書畫助賑)을 처음 시작하였다. 상하이 본토의 서화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지나가거나 잠깐 상하이에서 거주했던 서화가도 감화를 받고 이 

이재민을 구제하기 위한 바자회에 참여하였다. 이 열풍은 신속하게 중국 

전국으로 확장하며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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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윤(訂潤)은 서화가들에게 주체 

의식의 각성과 상품 관념의 맹동으로 작용했으며, 서화 시장 근대적인 

전환의 제일보 또한 제일 중요한 일보니까 상하이 근대 미술시장의 

형성과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정윤(訂潤) 형성 풍조에 따라 서화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 

같은 시류에 편승하여 근대 서화 매매 중개소인 선전장(笺扇庄)이 

나타났다. 선전장(笺扇庄)은 서화 작품의 창작자(서화가)와 소비자(소 

장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근대 상하이 

서화 시장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청나라 갈원후 

(葛元煦)의 <상하이 여행 잡기(滬游雜記)>기록에 따르면 선통 원년 

(1909 년)까지 상하이에 선전장(笺扇庄)의 가게 수량은 109 개에 

달하였고 16 , 조계지(租界) 내에서 선전장은 만운각, 고향실, 금윤당이 

유명하였고 조계지(租界) 이외의 유명한 곳은 득월루와 노동춘이 

있었다.17  

    이외에 근대 서화 시장을 추진한다는 것은 19 세기 말 발달한 

현대적인 매체와 20 세기 초에 개최된 전시회였다. 19 세기 말 

현대적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작가들은 새로운 판매 판로를 직면하게 

되었다. 가령 신보(申報)가 창간되는 후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화가들은 공개적으로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재민을 

구휼한다는 명분과 함께 그들의 명의를 빌려 작품을 판매하기도 

                                                
16

 ｢清末民初上海書畫市場探微｣ 

http://collection.sina.com.cn/ystz/20140203/0921142010.shtml  

17
 최현미, ｢근대 상해 미술시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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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1920 년대 예술의 전문화에 따라 공개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신보(申報)에서 서화에 

관한 광고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작가들은 구휼이나 자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 작품을 판매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문인화라는 관념에서 탈피하여 

전문화, 즉 상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어 1920～30년대는 근대 시기 중에서도 중국 문화·예술이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전시회라는 개념과 모델의 보급에 따라, 

서화전은 당시 도시 주민들의 문화의 온상지가 되었다. 당시 통계를 

참조하면 상하이에서 개최하는 예술 전시 수량은 1919 년에 12 개에 

불과했던 것이 1933 년에 105 개까지 증가하였다. 당시 예술 전시는 

번화한 상업 중심 난징루(南京路)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전시 장소는 닝보 동향회(寧波同鄉會)，상하이 대신  

백화점(上海大新百貨公司), 신세계 호텔(新世界酒店)등이다. 이 같은 

전시에는 상시 100 여 건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전시 작품들은 모두 

거래될 수 있었다. 당시 전시는 임시적인 발매소라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실제 전시를 통해 예술과 상업의 관계가 불가분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동시에 서화도 한층 상품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18   

    서화 시장은 전통 서화에 이어 중국에 지속적인 자본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근대 중국에서 발전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18

 ｢民國上海書畫市場：近代藝術品價高幾許？｣

http://news.ifeng.com/history/zhongguojindaishi/detail_2009_12/29/32024

9_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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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년 중국 해방 이후에 정치 및 경제가 급변하면서, 자금과 인재 

유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상하이의 자유 서화 시장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2. 현대 시기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 상황 

 

    개혁개방 이래 상하이는 오랫동안 중국 전국 미술시장 중에서도 

특히 경매 시장의 절반 가량의 점유율을 보여 왔다. 1992 년 8 월 

덩샤오핑(鄧小平) <남방대화(南方談話)>의 영향을 받아서 ’상하이를 

개방하자, 포동(浦東)을 개방하자’는 슬로건을 계기로 상하이 타운헌 

(朵雲軒) 미술품 경매 회사가 성립되었다.  

    1993 년 6 월 20 일 Shanghai Hilton Hotel 에서 상하이 

타운헌(朵雲軒) 미술품 경매 회사의 ‘제 1 회 중국 서화 경매’를 

개최하였다. 이 경매는 중국 미술 사상의 이정표를 세운다는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중국 미술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를 

통해 상하이는 미술품 경매의 서막을 열었고, 중국 전국에서 미술품 

경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일조하였다.  

    최근에 해외 및 중국 타 지역에 있는 경매 회사도 상하이의 경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상하이 경매 시장은 

국내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13 년 세계 경매 계의 선두 

크리스티스가 상하이로 진출하였다. 이어 경매 시장의 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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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保利) 19 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화이브라 더스(華誼兄弟) 20 와 

연합하여 2016 년 말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 폴리화이(상하이) 

(保利華誼(上海)) 2017 년 가을에 이루어진 경매의 낙찰 총액은 

3.27억원 (RMB)에 달했다. ‘베이징을 공고히 하며, 상하이를 확장하며, 

홍콩으로 진군하다’는 전략을 바탕으로 형성된 베이징 광시(匡時) 21는 

홍콩에서 상하이로 진출했다. 2017 년 11 월 상하이 광시(匡 時)는 첫 

경매로 서막을 올린 뒤 총 9. 4 억원 (RMB)로 낙찰되었으며, 총 거래 

성립률은 71%로 나타났다.22 

    최근 몇 년간 사립미술관, 예술가와 아트 페어가 상하이에 

정착함에 따라 상하이의 1 차 미술시장은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이했다. 2012 년 Shanghai Himalayas Museum(도１)과  Long 

Museum(Pudong) 두 대형 사립미술관은 상하이에 조성되었고, 

이윽고 해당 미술관은 상하이의 도시 명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떨쳤다. 또한 Long Museum(West Bund)(도２)과 Yuz 

Museum(도３)도 같은 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1st Century 

Minsheng Art Museum(도４), CHI K11 Art Museum(도５) 등을 

비롯한 많은 미술관이 연달아 건축 및 개관했고 이는 대중에 

                                                
19

 北京保利國際拍賣有限公司 (Beijing Poly International Auction Co., 

Ltd.)홈페이지  http://www.polypm.com.cn/ 

20
 華誼兄弟傳媒股份有限公司(Huayi Brothers Media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s://www.huayimedia.com/ 

21
 北京匡時國際拍賣有限公司 (Beijing Council International Auction Co., 

Ltd.)홈페이지 http://www.council.com.cn/ 

22
「藝術城市」之一：發展浪潮中的上海灘｣  

http://news.artron.net/20180206/n986503.html 



 - 17 - 

문화·예술 보급의 주축을 담당하였다. 23  이에 2017 년 9 월 컬렉터 

정호(鄭好)가 창립하는 How Art Museum(도６)은 상하이에서 

개관했다. 뒤를 이어 11 월에는 상하이 홍차오 국제 요점 예술 신 

고지(上海虹橋國際樞紐藝術新高地)에 위치하는 Powerlong Museum 

(도７)도 개관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2 년부터 상하이 미술관은 34 개에서 78 개로 

130%나 증가하였다. 이 미술관에서는 2024 개의 전시를 개최했으며, 

2230 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미술관을 방문하였으며, 2016년 1 년간에 

500 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는 2011 년에 비해 3 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2017 년 전 세가지의 시즌에 걸쳐 상하이의 

미술관은 총 483 개 전시를 개최하였고, 1588 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352 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24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내 아트 페어의 성과를 살펴보면 상하이 

아트 페어가 상대적으로 번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베이징도 이와 같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상하이의 ART021 과 

West Bund 아트 페어가 주목을 받아 온 이유는 상하이의 현대 

미술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왔고, 그에 따른 수요가 

                                                
23

 ｢上海民營美術館的建館熱潮｣  

http://comment.artron.net/20150417/n732744.html 

24
 ｢「藝術城市」之一：發展浪潮中的上海灘｣  

http://news.artron.net/20180206/n986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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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는 상하이 정부가 문화·예술 산업에 

지원을 증가시킨 결과이기도 하다.25   

 

제 2 절 현대 시기 상하이 미술시장의 발전 요인 분석 

 

    과거 해외 갤러리가 중국 미술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홍콩이 

우선적으로 선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상하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상업적인 분위기와 정책 환경, 미술품 면세 구역, 

다양한 대형 아트 페어와 같은 특성이 상하이 미술시장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6 

 

1. 미술시장의 발전과 알맞은 사회 배경과 환경  

 

    상하이가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한 도시라는 것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큰 연해 도시로서, 과거 

중국의 경제 발전을 선도해 왔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상하이는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금융과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 규정에 따르면 한 나라나 지역 미술시장의 조성 조건은 

1 인당 평균 GDP 가 1000-2000 USD 에 달해야 한다. 그러나 1 인당 

                                                
25
	｢盤點 2017中國藝術市場，聽聽專家怎麼說｣ 

https://news.artron.net/20180104/n979867_1.html 

26
	｢藝術創意引領城市更新，上海美術館大道生態初現｣ 

http://www.yicai.com/news/53875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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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GDP 가 8000 USD 에 달해야만 대중이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대규모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술시장도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었다.27  

미국의 문화·예술 산업은 20 세기인 1940 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경우는 1970 년대, 한국은 1990 년대에 들어서 

문화·예술 산업이 고속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1943 년 미국의 1 인당 

평균 GDP 는 9753 USD 였고, 1971 년 일본의 1 인당 평균 GDP 는 

9726 USD였으며, 1991 년 한국의 1 인당 평균 GDP는 9654 USD였다. 

해당 통계를 통해서 한 나라 혹은 특정 지역의 1 인당 평균 GDP 는 

8000 USD 를 초과하면, 문화·예술 산업이 급속한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만 지역도 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1993 년에 1 인당 평균 GDP 는 8000 USD 에 이르렀으며, 

이후 갤러리 수량은 70 여 개에서 300 여 개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대만 지역의 미술시장 역시 상승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 발전 자료에 따르면 2014 년 중국의 1 인당 평균 GDP 는 7485 

USD 였는데 상하이를 비롯한 총 7 개 성과 시는 10000 USD 를 

초과하였다.28  

GDP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술시장의 혁신을 견인하지는 못 

했지만,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상하이가 미술시장을 형성하기에 적합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GDP如何成為藝術品市場的拉動力？｣ 

https://news.artron.net/20120908/n263877.html 

28
 湯筠冰, ｢上海藝術品市場的發展現狀、問題與對策｣,『上海文化』. 2017 年

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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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상하이는 현대 미술의 온축(蘊蓄)이 매우 풍부하다. 다시 

말해서 상하이파에 이어 신상하이파 등의 현대 미술의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중국 현대 미술은 상하이에서 활발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상하이가 문화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예술가와 관람객을 유인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2～2004 년 상하이에 사립미술관은 단 4 개 

뿐이었지만, 2005～07 년 상하이의 사립미술관은 8 개를 증가하였고, 

2010 년에 19 개로 늘어났다. 2014 년까지 상하이는 47 개 미술관이 

개관했으며 그 중에서 사립미술관은 31 개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의 

2/3 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로써 상하이는 현재 사립미술관의 

요충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29  

최근 몇 년간 문화산업의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예술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이를 

반증하듯 2000 년 이후 상하이에서 잇따라 쑤저우허(蘇州河), 

타이캉루(泰康路) 등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새롭게 

발생했고, 수많은 갤러리들이 입주하였다.30   

 

 

 

 

                                                
29

 ｢上海民營美術館的建館熱潮｣  

http://comment.artron.net/20150417/n732744.html 

30
 馬琳, ｢我國藝術市場目前面臨的問題 從上海當代藝術市場的格局談起｣,『湖北

美術學院學報』. 2007 年 0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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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 산업에 유리한 정부 정책의 지원 

 

    유럽의 도시들,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같은 현대적인 대도시는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문화·예술의 요충지이다. 이 같은 지역에 정부가 나서서 예술가를 

지지하는 것은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예술가들의 존재는 도시의 문화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예술가의 활동으로 인해 도시 자체의 문화적 다원성을 함의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다.   

2004년 12월 제 1회 중국 창의산업 칼럼이 개최되었는 데, 이는 

상하이 문화·창의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2005 년 상하이는 ‘문화·창의 산업을 발전하는 속도를 올린다’는 

슬로건을 정부 업무 리포트에서 추가하면서 <상하이 시 창의산업 

제 11 차 5 개년 계획(上海市 創意產業「十一五」規劃」>을 편성하였다. 

이로써 문화와 예술을 함께 발전시킨다는 산업 발전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후 상하이는 문화·창의 산업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도시 특색과 실제 적용 가능한 모델을 탐색하며, 폐기된 공장 

건물과 창고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고, 이는 

문화·창의 클러스터의 건설로 이어졌다.31  

2008 년 상하이 시청은 <정부 업무 리포트(政府工作 報告)>를 

심사하고 발의하였는데, ‘문화·창의 산업 등 비롯한 새로 일어난 

                                                
31

 包曉雯,陳達舜, ｢上海創意產業集聚區的發展研究｣,『上海城市規劃』. 2008 年

0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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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강력하게 발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래의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의 건설과 발전 방향에 대한 청사진에 

해당한다. 32  2012 년부터 상하이 시 문화 방송국은 <상하이 도시 

문화적 분위기를 영조하기 3 개년 행동 계획(2013-

2015)(關於營造上海城市文化氛圍的三年行動計劃(2013-2015))>을 작 

성하였다. 올해의 경우 문화 방송국은 공공 문화 자원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자금 총액이 7050 만원 (RMB)에서 1.3 억원 

(RMB)으로 증가하였다.  

2014 년부터 상하이 정부는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여 문화 용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하고 

부동산, 계획, 운영 체제 등 비롯한 여러 면에서 예술기관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작년에 반포된 <문화·창의 산업 50 조(文創 50 條)>의 전략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향후 5 년 동안 문화·창의 산업의 증가치는 

상하이 시 생산 총 가치의 15%를 점유할 것, 현대 문화·창의 산업의 

요충지를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30 년까지 

문화·창의 산업의 상하이 시 생산 총 가치 점유율은 18%에 달할 

것이며, 2035 년까지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창의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32

 包曉雯,陳達舜, ｢上海創意產業集聚區的發展研究｣,『上海城市規劃』. 2008 年

0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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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창의 산업 50 조(文創 50 條)>의 반포는 중국 정부와 중국 

시장 합작의 결과이며, 두 분야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33 

<문화·창의 산업 50조(文創 50條)>의 제 7조는 ‘역사 문화를 전승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술품 산업의 선도한다는 의미를 

확인하며, 상하이 미술품 산업의 전체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상하이를 세계에서 주요한 미술품 거래 중심 중 하나로 만들다’고 

제시한다.34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지지 혹은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하이는 매년 문화·창의 산업에서 2.8 억원 (RMB)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누적 금액이 160 억원 (RMB)을 초과하였다. 상하이 

정부는 문화·창의 산업에 대한 지원은 부동산 지원 외에도 문화·예술 

단지 조성, 공적 자금 투입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5 년 상하이 시의 GDP 는 24964.99 억원 (RMB)으로 중국 

내에서 1 위를 차지했다. 2014 년 상하이 문화·창의 산업의 증가치가 

도시 전체의 12%를 점유했는데, 해당 데이터를 통해 문화·창의 

산업이 상하이의 새로운 발전을 인도하고 지지하는 중견 산업으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술시장을 향한 열망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만나서 폭발적인 성과를 낸 사례로 볼 수 있다. 

 

 

                                                
33

 ｢「文創 50條」加速上海文化創意產業建設｣ 

http://epaper.21jingji.com/html/2017-12/25/content_77239.htm 

34
 ｢上海一級市場的困境與趨勢｣  

http://shcci.eastday.com/c/20140904/u1a83214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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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하고 풍부한 아트 페어의 개최 

 

    아트 페어의 열풍은 21 세기부터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다. 현재 

중국의 중요한 아트 페어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3 군데로 

삼분정립이라는 국세가 형성되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 아트 페어 

구조를 살펴보면, 상하이의 경우는 점차 베이징과의 격차가 나탄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번성하고 있다.  

    중국의 아트 페어 중에서 역사가 가종 오래 된 것은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이다. 1997 년 창립된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 

博覽會)는 당시 국가에서 경영하는 타운헌(朵雲軒)외에, 진정한 

의미에서 갤러리라고 부를만한 것이 전무하며 미술시장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미술품을 감상하고 

소장하는 수요 또한 않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개최 초기에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는 단지 전시 플랫폼으로 받아들여졌으나, 

갤러리들을 모여서 대중에게 미술품을 전시한다는 데 의미가 

담겨있었다.  

    이에 앞서 상하의 아트 페어 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은 

2003 년에 창립된 상하이 춘기 예술 살롱(上海春季藝術沙龍)와 

2007 년에 창립된 상하이 아트 페어 국제 현대미술전(上海藝術博覽會 

國際當代藝術展)가 있다. 상하이 춘기 예술 살롱(上海春季藝術沙龍)과 

상하이 아트 페어 국제 현대미술전(上海藝術博覽會國際當代藝術展)의 

주최자는 둘 다 정부 측 비영리 기관을 포함한, 준정부 성격의 아트 

페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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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아트 페어에 참가한 갤러리들을 살펴보면, 상하이 본토의 

갤러리의 참여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 두 아트 페어는 주제와 

포지션이 일치하지만, 개최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배분하여 각각 봄과 

가을에 진행하였다. 상하이 아트 페어 국제 현대미술전(上海藝術博覽 

會國際當代藝術展)은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의 종속된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중국 측과 이탈리아 볼로냐 전시 단체가 함께 

주최되고 그 목적은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의 현대 미술 

버전을 양성한다는 데 있었다.35  

21 세기 또한 90 년대 비엔날레의 열풍에 이어가는 한편 다시 

한번 ‘아트 페어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한 반증처럼 

우후죽순처럼 전세계 대도시에서 아트 페어가 생겨났다. 특히 

상하이는 매년 11 월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 West Bund 

아트 페어, ART021, 상하이 도시 아트 페어(上海城市藝術博覽會), 

상하이 청년 아트 페어(上海青年藝術博覽會) 등 비롯한 다양한 아트 

페어가 진행되며, 다양한 작품들을 공개하여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한편, 번영한 미술시장과 도시 문화과 상호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미술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아트 페어를 선보였으며, 시장은 

세분화되었다. 

    최근 4～5 년 동안, West Bund 아트 페어와 ART021 이 세계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West Bund 아트 페어와 ART021 에서 

전시하는 작품은 세계적인 갤러리의 일선 작가들의 작품이다. 상하이 

아트 페어(上海藝術博覽會)의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징에 비해 

                                                
35

 譚雪芬, ｢上海地區藝術博覽會的發展｣,『藝術探索』.2011 年 02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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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021 과 West Bund 아트 페어는 참가하는 갤러리의 경우 작품 

단가가 대부분 100 만원 (RMB) 단위로 계산한다. 

2013 년 창립된 West Bund 아트 페어의 전시 감독은 예술가 

주티에하이(周鐵海)가 당담하였다. 주티에하이(周鐵海)는 미술관 

관장의 화려한 이력, 활발한 현대미술 예술가적 약력, 그리고 풍부한 

아트 페어를 경험을 통해, 아트 페어의 전체적인 상황을 신속하게 

진단, 적용할 수 있었다. 가령 상하이 미술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아트 페어의 경우는 참가한 

미술품 전부를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2013 년에 상하이 아트 페어 중에서 단연 호평을 

받은 ART021 도 창립되었다. 그의 발기인 바오이펑(包一峰)은 

ART021 의 포지션을 정할 때 오늘날 가장 시의성 있는 문화인 

패션과 결합하여 상업 브랜드를 창출하고 구매 욕구가 소비로 

이어지는 젊은 컬렉터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바오이펑 (包一峰)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많은 젊은 컬렉터들이 해외 유학에 대한 이력을 

갖고 있었으며 심미안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패션과 미술에 대한 

수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션과 아트 페어를 크로스오버 시키는 

것이 아트 페어의 성공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36  

2017 년의 ART021 의 관람 인수는 7 만 명에 달했다. 같은 

시기에 진행된 West Bund 아트 페어의 관람객 수는 작년 대비 3.2 만 

                                                
36

 ｢上海一級市場的困境與趨勢｣  

http://shcci.eastday.com/c/20140904/u1a83214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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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서 4.6 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37  두 아트 페어가 빠른 속도로 

이목을 집중시킨 이유 중 하나는 현대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요의 상관성 때문이었다. 또다른 이유는 상하이 정부가 문화·예술 

산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기때문이다.38 

 

4. 자유무역구의 건설과 운영 

 

2011 년 중국은 세계 미술품과 골동품의 거래 시장에서 30%를 

점유하며 미국(29%)시장을 처음으로 제치고 1 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미술품 수출입 무역 수지는 미국과 영국 등 비롯한 

시장에 비해 크게 뒤쳐지고 있다.  

중국 미술품 수입 발전 정체는 중국 내 현행 미술품 세금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 미술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상품 제 21 종류로 들어가고 12%에 해당하는 수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011 년 12월 중국 국무원 세금 세칙 위원회는 

<2012 년 관세 실행 방안에 대한 공지(关于 2012 年关税实施方案的通 

知)>를 반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2 년 1월부터 미술품 원작 수입 

세금을 6%로 낮춘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술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17%를 납부해야 하기에 총 

세율은 여전히 32%에 달한다. 이처럼 높은 세금은 미술품 거래 

                                                
37

 ｢藝術創意引領城市更新，上海美術館大道生態初現｣

http://www.yicai.com/news/5387596.html 

38
 ｢盤點 2017 中國藝術市場，聽聽專家怎麼說｣ 

https://news.artron.net/20180104/n979867_1.html 



 - 28 - 

시장의 발전에 제약적 요소를 작용했다. 미국, 영국, 홍콩 지역 등은 

미술품 제로 관세를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국 내 높은 

미술품 세금은 국제 미술품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 대륙 지역에서 미술품 거래 세금을 낮추어서 

미술품 거래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면세 

구역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파생된 독특한 산물이다.39  

    중국 면세 구역은 1990 년 대에 나타났는데, 면세 구역이 미술 

업계와 연합하여 대중의 주목을 끄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현상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가교 역할을 

하며, 국내외 자원을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의 

핵심 기능은 해외의 상품, 특히 문화·예술품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 중국의 문화·예술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에 대한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통해 경매 회사와 

박물관, 미술관, 아트 페어 등 관련 기구들을 중국으로 도입할 수 

있었다.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세계 문화·예술 자원을 융합하는 

주요 항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40  

    베이징의 천축면세원(天竺保稅園)이나, 상하이의 자유항구 는 

국제 미술시장의 거래 장벽을 타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미술품 면세 

창고의 건설은 중국 대륙 지역의 미술품 수입과 판매에 유리한 정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39

 王麗萍,｢中國藝術區建設的演變與趨勢｣,碩士學位論文,中央美術學院,2016. 

40
 ｢上海自貿區連接中國與國際藝術市場｣ 

http://ltfzs.mofcom.gov.cn/article/tongjipeixun/jinqidongtai/201711/20171

10266335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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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술단지의 건설 및 개발  

 

    상하이 지역의 갤러리는 베이징과 비슷한 성향을 보이며 거점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예술단지 건설은 상하이의 

갤러리 산업과 미술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 10 여 년 전부터, 상하이는 정부의 주도와 정책에 따라, 공장 

건물을 문화·창의단지로 개조한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한 사례는 예술단지 M50(도 8)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장 건물이 M50 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현대미술을 확산시키는 플랫폼의 역할과 함께 상하이 미술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상하이 최초의 현대미술 갤러리 ShangArt 

Gallery 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의 학고재도 해당 지역에 

위치해있다. 또한 많은 저명한 작가들이 M50 에 스튜디오를 

건립하였다.  

    그러나 시류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현재 상하이에서 가장 전방위적이며 높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예술단지는 West Bund 이다. 상하이의 대표적인 사립미술관 

Long Museum과 Yuz Museum도 West Bund 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저명한 갤러리들이 West Bund 로 입주했다. 이에 현재 West Bund 는 

상하이에서 가장 주목 받는 예술단지이며, 이러한 위치는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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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홍콩 미술시장과 상하이 미술시장의 비교 

 

    중국의 미술시장을 살펴보려면 홍콩 미술시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홍콩은 지리적인 위치, 효율적인 보조 시설과 서비스 등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왔다. 41  최근 몇 년간 상하이 

미술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과 차이를 보인다. 상하이 미술시장과 홍콩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번영하였으며, 

국제화가 이루어진 곳으로 동서양 문화가 혼재된 곳이다. 전 세계 

최고급 갤러리는 아시아의 지역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한다. 홍콩의 

경제와 문화는 자유 개방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오랫동안 홍콩을 식민지로 통치하였는데, 이런 역사적 

이력으로 인해 홍콩은 국제적 교류를 아시아에서 비교적 초창기에 

시작하였다. 그로 인한 수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지역적 역사적 배경과 맥락은 단기간에 상하이가 

홍콩을 앞서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어 매년 3 월에 홍콩에서 진행하는 Art Basel Hong Kong 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유명하며, 인지도나 인기도 면에서 

가장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상하이는 아트 페어의 경우 다양한 

작품 수량의 증가,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 기반 시설이 급격히 

                                                
41

 ｢香港藝術市場的發展歷程｣ 

http://news.99ys.com/news/2018/0424/27_211941_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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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추세지만 상하이에서 진행하는 모든 아트 페어의 영향력이 

합쳐도 Art Basel Hong Kong와 견주기는 어렵다.42 홍콩은 Art Basel 

Hong Kong 덕분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데, 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Art Basel 의 큰 규모와 영향력은 높은 문화적 

수준을 답보하며 세계 최고의 컬렉터들을 홍콩으로 끌어들였다. 

    마지막으로 홍콩 미술시장이 단시간에 발전을 이루어 내고 외국 

갤러리나 경매 회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지역적인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이 같은 지정학적 우위는 중국 대륙 지역 도시에도 

기대할 수는 있으나, 체계적인 시스템 부재로 인해 홍콩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홍콩은 낮은 세율과 높은 효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법률과 금융 체계 및 물류 등 다방면에서 최적화되어 

있다. 홍콩은 수출입 관세가 없고 부가가치세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와 디렉터로 하여금 매력적인 국제 시장일 수밖에 없다.  

    중국 대륙 지역은 관세와 부가 가치세가 높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하이 미술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세금 

문제를 해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품 및 골동품의 수출 수입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홍콩 시장이 미술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상하이는 자유 무역구와 미술품 면세 

창고를 통해 국제 미술시장의 거래 장벽을 타파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술품 수입과 판매에 유리한 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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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芻議藝博會時代下的上海當代藝術品博覽會的轉型發展研究｣，『藝術品鑒』. 

2015 年第 12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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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세율 문제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반적인 

미술시장에게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미술품 거래 세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38%의 세금은 미술품의 이윤을 낮추기 때문에,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술품 세금을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2017 년 1 월 1 일부터, 중국 관세청은 미술품의 관세를 

3%로 인하할 계획을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해당 관세 인하가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는 

‘수입 관세는 원래 미술품 거래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 제로 관세를 채용하는 나라도 있고, 중국보다 조금 높은 

나라도 있다. 중국의 경우, 전의 6% 수입 관세와 현재의 3% 수입 

관세를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17% 수입 부가가치세는 

중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중국 미술시장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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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藝術品關稅稅率下調至 3% 專家稱對行業影響不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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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상하이 지역 예술단지의 발전 상황 및 분석 

제 1 절 산업 클러스터 및 예술단지 

 

    산업 클러스터(Business Cluster/ Industry Cluster/ Competitive 

Cluster)는 20 세기, 즉 1980 년대에 도입된 서구 경제 이론이며, 이 

개념은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교수가 확립하였다. 산업에 있어서 클러스터란 유사한 콘텐츠 

또는 테마를 가진 산업들이 공동의 발전을 위해 어느 특정한 구역에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44 이런 지역적 특징을 공유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효과적인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 공공시설, 시장 환경 및 외부 

경제를 공유하게 된다. 이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지며 물류 

코스트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집합효과, 규모효과, 

외부효과 및 지역경쟁력이 확보된다.  

   산업단지 형태 중 하나인 예술단지(문화·예술 단지／문화·창의 

단지)는 현대 공업 문명 발달 결과이자, 대도시의 탈공업 사회 이후 

불거진 문화 경제 현상 중 하나이다. 예술단지는 문화·예술 업종 

관계자나 관련된 기관들이 특정한 지경에서 자발적 혹은 조직적으로 

모여, 전문적인 지리 식별도가 있는 지경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술단지 발전은 글로벌 맥락에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와 

                                                
44

 권영길,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성의 모색｣,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학회 논문지 10(4), 2016.8, pp.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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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의 자유를 담보하며, 독립적인 예술업 종사자가 한데 모인 

결과 문화를 형성하며 시장 조성으로 이어진다.45  

    예술단지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 뉴욕 소호가 이에 해당한다. 경제 

대도시는 상업의 번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와 같은 흐름은 예술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존 공간을 얻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며 종교 및 정치 등 권력 상하 

관계로부터 거리두기를 가능케 한다.46 

 

제 2 절 중국과 해외 예술단지 사례 연구 

1. 중국외 해외 예술단지 사례 연구 

 

20 세기 들어서, 자본주의 또한 탈공업화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 

공업 중심 도시 국가 또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공업 단지가 점차 

쇠락하고 방치하게 되자 예술가 클러스터가 해당 건축물을 

미술시장으로 도입하였다. 가령 시골에서도 파리, 런던, 뉴욕 등에 

해당하는 탈공업화된 국제도시의 공업 유지 역시 예술 산업 

클러스터로 바뀌었다. 47  그 예로 파리의 바르비종(Barbizon), 뉴욕의 

                                                
45

 魏鵬舉, ｢藝術集聚區與中國當代文化生態｣,『文藝研究』. 2010 年 05期. 

46
 遲海鵬, ｢藝術區現狀研究：以北京 798 藝術區為例｣, 碩士學位論文,中央美術

學院, 2014. 

47
 武洪濱, ｢多頭定位下的博弈共生——中國藝術區十年嬗變中的矛盾形態｣,『浙

江藝術職業學院學報』. 2011年04期. 



 - 35 - 

소호(Soho)와 이스트빌리지(East Village),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 

End)  등을 들 수 있다.  

예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된 구역에는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개방적인 국제 대도시에 위치한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온 

작가들이 다문화를 형성하며 예술 산업 클러스터가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다수는 시골이나 공업화 이후 쇠락한 

구역에 있다. 셋째, 임대료가 저렴한 구역에 있다.48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는 현대 예술가 

클러스터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데, 20 세기 초, 한 예술가 무리가 

자리잡음으로써 50 년대에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70 년대에는 해당 예술 촌은 

고급스럽고 모던한 레스토랑과 가게가 즐비하였다. 그 결과 

예술단지는 상업지역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갖게 되었다.  

    예술가들은 그리니치 빌리지(Greenwich Village)에서 떠난 후 

새로운 곳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에 맨해톤 서남단에 위치하는 

폐기한 공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켰는데, 해당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소호이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앤디 워홀(Andy Warhol) 등 비롯한 

현대 미술의 거장들은 모두 그곳의 1 세대 이주민이었다. 일부 화상은 

소호에서 갤러리를 운영했는데, 최근까지 소호에는 저명한 갤러리 중 

다수가 위치하고 있다.  

                                                
48

 魏鵬舉, ｢藝術集聚區與中國當代文化生態｣,『文藝研究』. 2010 年 05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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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뉴욕의 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공장 건물은 시설 유지 

중이거나 소방 시설이 완비되지 않았을 때에 민간에게 임대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예술가들이 해당 지역에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후에 소호에 입주했던 예술가들은 모두 

그곳에서 쫓겨난 이력이 있다. 그 후 뉴욕 각 분야의 예술가들은 

소호를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뉴욕 시장은 해당 

클러스터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술사를 뒤바꿀 

결단을 내린다. 소호 구역의 오래된 건물과 경관을 유지할 뿐 아니라 

1971 년에 법을 수정해서 예술가들이 로프트(loft)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 후 연방정부의 입장을 통해 소호는 문화·예술 단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례 없는 부흥기를 맞이하였다.  

    그 결과, 미술 거장들이 소호로 모여들었고, 다수의 갤러리와 

문화·예술 기관이 소호에 집중되었으며, 뉴욕의 미술시장도 활발한 

발전을 이루었다. 뉴욕 시 전체 면적의 1%도 안 되는 소호에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의 30% 활동 중이라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소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갤러리의 입주는 서구 

현대미술의 핵심이 된다. 실제로 1978 년 기준으로 총 77 개 갤러리가 

소호에서 운영되었고, 1982 년 소호에 창작하는 작가는 10000 명이 

넘었다.49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East End) 예술단지의 경우는, 1993 년 경 

데미언 허스트(Damien Hirst), 트레이시 에민 (Tracey Emin), 게리 

흄(Gary Hume) 등지에 유명한 예술가가 모여들었다. 영국의 

                                                
49

 陳炯, ｢藝術區形態研究｣,博士學位論文,中央美術學院, 2011.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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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엔드(East End)는 도심과 가깝고, 임대료가 저렴하고,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에게 이상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에 해당 

지역은 독특한 문화 지형을 형성하면서 예술촌이 되었고, 영국 런던 

예술가들의 성역이 되었다. 

    한국도 이런 예술단지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철재상가는 주로 기계부품 가공 및 제조, 철판 및 철재가공 

판매 등을 하는 업체가 모여 있다.50 문래동 철공소 단지는 2000 년대 

초반부터 지역 거주민과 공동으로 공유하는 형태의 예술단지로 

예술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변화했다. 51  2008 년 12 월까지는 

문래철재상가 단지 일대에는 64 개의 창작실, 공연장, 전시공간 등이 

입주해 있으며, 활동하는 예술가의 숫자는 100 여명에 이른다. 52 

문래동예술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창작공간조성사업 

일환으로 2010 년 1 월 24 일에 서울시창작공간인 ‘문래예술공장’이 

문을 연다.  

    또한 헤이리 예술마을은 통일동산 내에 외치한다. 1998 년 창립을 

시작으로 헤이리 15 망평 일대에 미술인, 음악인, 작가, 건축가 등 

380 여명의 예술인들이 회원으로 참여 및 입주 하였다. 53  헤이리는 

                                                
50

이순성, ｢文化藝術을 活用한 都市再生事業 韓·中 比較硏究｣,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하교, 2010. 

51
 방승애,윤준성,송광호,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문래동 예술단지에 관한 

연구｣,『기초조현학연구』. 2009, Vol.10(6), p.191 

52
 권범철 외,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세조사 연구용역｣,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2009. 

53
 주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 예술 집적지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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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생산, 전시, 판매, 거주가 함께하는 통합적인 개념의 

특수한 공동체 마을이다. 54  현재 헤이리의 거주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시설 방면은 미술갤러리가 44 개로서 가증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박물관과 공연 등 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까지 포함하면 

75 개로 추정되며 문화·예술 활동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트샵 26개가 운영되고 있다.55 

 

2. 중국의 예술단지 사례 연구 

 

    중국의 예술단지 20 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20 여 년간 발전 

과정을 겪어왔다. 20 세기 80～90 년대 예술단지는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모여서 살면서 작업하는 작업실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근 10 여 년간 예술단지는 다양한 기능 형태를 성장하며 

해왔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수행해 왔다.56  

21 세기에 접어들어, 예술단지는 국가의 문화 건설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예술단지는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예술과 디자인을 핵심 구동력으로 삼아 관련 산업의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예술단지의 

경영방식이 변화를 겪으면서 미술 산업을 견인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54

 신지현, ｢헤이리 예술마을 복합상업건물의 공간 콜래보레이션 컴토｣,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3. 

55
 주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 예술 집적지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4. 

56
 王麗萍, ｢中國藝術區建設的演變與趨勢｣, 碩士學位論文, 中央美術學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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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도 다양한 단지 발전 양식이 하나의 문화 현상을 자리잡음과 

동시에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예술단지는 전례없는 번영기를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예술단지는 중국의 예술 산업, 미술시장 뿐만 아니라 

경영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는데, 특히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예술단지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문화·예술 산업은 

전체 국민 경제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으며,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57  

    베이징 지역의 예술단지로 예를 들자면, 원명원 예술가 

촌(圓明園藝術家村)(도9) , 송좡 예술촌(宋莊藝術村)(도10) 등 초기에 

형성된 자유 예술가 클러스터의 공통점은 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도 

저렴한 구역에 자리잡았다는 점이다.58  

    베이징 원명원 예술가 촌(圓明園藝術家村)은 중국 최초 

예술단지로 어떤 의미에서 중국 문호를 개방한 이후, 서구의 자본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이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흘러든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서구 민주와 자유사상 계몽의 결과물이라도 할 수도 

있다.  

1990년 쯤부터, 중국 각지에서 작품을 판매하기 위한 자유 

예술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추구하며 사회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직업적인 작가 노선을 

선택한다. 그들은 약속한 듯 일제히 청화대학교나 북경대학교 근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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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麗萍,｢中國藝術區建設的演變與趨勢｣, 碩士學位論文, 中央美術學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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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藝術園區代表地區藝術圈子｣http://fashion.sina.com.cn/zl/art/2014-09-

16/11592110.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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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명원 촌(圓明園村) 일대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명원 예술가 

촌 (圓明園藝術 家村)이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전성기에는 총 

3,400 여 명 예술가가 이곳에 모여들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억압과 제제로 1995년 원명원 예술가 

촌(圓明園藝術家村)이 금지지역으로 규정,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59 

이에 예술가들은 외부 억압과 방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명원 예술가 

촌(圓明園藝術家村)에서 송좡예술촌 (宋莊藝術村)으로 대규모 

이동하였다.  

    또한 1990 년대 따산즈(大山子) 798 지역에는 많은 스튜디오들이 

이주함으로서 예술가 촌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위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 창작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모여들자 다양한 

갤러리와 예술단체, 예술관계업체들이 유입되면서 예술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초기 입주한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들은 작업 공간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작품을 거래하는 장소 또는 민간 딜러들의 전시 

장소로 변하면서 예술 시장화 하게 되었다.60  

    이어 2000 년 이후 중국 미술시장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갤러리의 클러스터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예술단지가 

대중에서 각인되기 시작했다. 예술단지는 상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각지에서 798 예술단지(도 11)와 비슷한 예술단지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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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遲海鵬, ｢藝術區現狀研究：以北京 798 藝術區為例｣, 碩士學位論文,中央美術

學院,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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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 ｢북경 따산즈 798 지역 변천과정을 통해 본 예술시장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예술경영연구 15』, 2009.10,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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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의 M50 예술단지, 항저우의 Loft49 예술단지(도 12), 충칭의 

탱크창고예술 센터(坦克庫藝術中心) 등이 이에 해당한다.61  

    베이징의 798 예술단지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예술 산업 

클러스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업화된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798 예술단지는 방치했던 798 공장이 예술가의 임차와 생활로 

인해 자발적으로 예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수많은 상업 기관의 입주와 유명세로 인해 798 

예술단지의 임대료가 점차 올라갔고, 임대료의 부담을 견디지 

못하거나 상업적인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예술가들은 798 을 

떠났다.  

    항저우의 Loft49 는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예술 산업 클러스터에서 

시작되어, 정부의 보호와 계획 발전을 통해 문화·창의 산업 단지로 

발전된 사례이다. 항저우 시 정부가 운하를 보호하고 문화·창의 

산업을 발전하겠다는 지침에 따라, Loft49 라는 신형의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해당 단지에 있는 예술가와 예술기관들은 

정부의 지원 덕에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여, 상업적인 영향과 

스트레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Loft49 의 

발전을 위해 지나치게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서, 해당 지역은 독특한 

분위기와 독립적인 예술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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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遲海鵬, ｢藝術區現狀研究：以北京 798 藝術區為例｣, 碩士學位論文,中央美術

學院,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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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하이 지역 예술단지의 시기별 발전 상황 

 

    중국 근대 시기 공업의 발원지인 상하이는 도시 발전 과정 중에서 

특색 있는 건축물과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공장 건물이 

자리잡았다. 해당 건물들은 19 세기 이래 상하이의 도시 발전과 문명 

발달의 역사를 집약한다. 상하이는 오래된 공장 건물, 창고와 빌딩을 

보호함과 동시에 개조하여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하였다.  

    해당 개조 프로그램은 비용이 낮고, 투자 대비 부가 가치가 

높으며,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과 공업 역사 건축물의 보호라는 

결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의 가치, 역사를 

보존하면서 예술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용합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도시 내부에서 해당 도시의 상징물로서의 건축물과 현대적 가치가 

용합된다는 것은 문화적 의미를 재탄생시키는 일이며, 도시 경제 생산 

면에서도 효율적이다.63 

    폐기된 공장 건물을 개조하여 예술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중국 

예술단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798 예술단지의 전신은 

베이징 칠성화전과학기술그룹(北京七星華電科技集團)의 공장 건물 

이었다. 상하이 M50 예술단지의 전신은 상하이 춘밍모방직공장 

(上海春明毛紡廠)의 공장 건물이었다. 상하이 1933 라오창팡 

(1933 老場坊)의 전신은 근대 시기 도축장이었으며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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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包曉雯,陳達舜, ｢上海創意產業集聚區的發展研究｣,『上海城市規劃』. 2008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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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팡(紅坊)은 상하이 제 10 철강공장(上鋼十廠)의 공장 건물을 재건한 

것이다. 

 

1. 맹아기 

 

1990 년 중반 상하이는 자발적으로 사행창고(四行倉庫), 

티엔즈팡(田子坊)(도 13) 등을 비롯한 최초의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64  쑤저우허(蘇州河) 연안에서 위치한 

사행창고(四行倉庫)는 해방전에 이미 건설되었던 창고 구역이었다. 

류지동(劉繼東) 등을 비롯한 유명한 건축가들의 입주로 인해서 비어 

있던 창고 지역은 전환과 발전을 맞이하였다.  

티엔즈팡(田子坊)은 2005 년 상하이의 제 1 차 간판을 거는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 중 하나였다. 도시형 공업 단지라는 간판을 

걸기의 기초 위에 천이페이(陳逸飛) 등 비롯한 유명한 화가의 입주와 

집중에 따라 티엔즈팡(田子坊)은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티엔즈팡(田子坊)은 상하이 고성 핵심구역에서 위치한 판잣집 

(棚戶)과 골목 공장 건물의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티엔즈팡(田子坊)은 타이캉루(泰康路) 210호라고 

통칭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위치한 타이캉루(泰康路) 구역은 중국이 

해방하기 전에 프랑스 조계지(租界)의 끝자락이었다. 심종문(沈從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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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마(徐志摩), 딩링(丁玲) 등을 비롯한 문인의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해방 이후 타이캉루(泰康路) 210호는 상하이 스쿠먼(石库 门) 골목, 

상하이 식품 공업 기계 공장, 상하이 시계 부속품 공장 등 1950 년대 

흔적을 간직한 골목 공장 다섯 군데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80 년대 이후 산업 구조 조정과 도시 기능 전환에 따라, 골목 

공장들은 시장 경쟁에 적용하지 못했고, 공장 건물을 방치했다. 

1998 년 화가 천이페이(陳逸飛)는 저렴한 임대료와 과거의 문화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해당 지역에 입주하면서, 자기의 

스튜디오를 옮기었다. 천이페이(陳逸飛)와 함께 입주한 예술가는 

사진사 얼동창(爾冬強)였다.65  

 2009 년 티엔즈팡(田子坊)은 통계에 따르면 당시 다양한 예술 

스튜디오는 총 40 개, 갤러리는 8 개가 생겨났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티엔즈팡(田子坊)이 인기를 얻으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기존 가격의 배로 높아졌다. 이에 2005 년부터 티엔즈팡(田子坊)에 

술집, 식당 등 운영이 시작되었고, 2007 년까지 여가 산업은 

티엔즈팡(田子坊)의 주요 경제 수단이 되었다. 현재 

티엔즈팡(田子坊)은 상하이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으나, 과거 

예술단지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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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城市空間如何變化：曾經集聚藝術家的田子坊為何變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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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 

 

M50 은 상하이 모간산루(莫乾山路) 50 호에서 위치한다. 해당 

지역의 전신은 춘밍모방직공장(上海春明毛紡廠)였고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허방직공장(信和紗廠)이었다. 신허방직공장(信和 

紗廠)는 과거 방직업의 핵심이었다. 해당 지역에는 1930 년대부터 

90 년대까지 역사를 지닌 시대의 공업 건축이 총 50 동이 있고,  

쑤저우허(蘇州河) 연안에서 보존이 제일 완벽한 민족 공업 건축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90 년대 상하이 방직업은 전체적으로 

구조와 형태에 있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에 춘밍모방직공장 

(上海春明毛紡廠)은 생산을 중지하였고, 소규모 수공업 공장들은 해당 

지역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2000 년 예술가 쉐숭(薛松)는 스튜디오를 

M50 으로 옮겼다.  

    쉐숭(薛松)의 입주로 해당 지역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쉐숭 

(薛松)의 입주로 인해 다양한 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해당 작가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가치가 탄생되었다. 2002 년 

연초에 쉐숭(薛松)이 스튜디오 재계약 문제를 검토할 때 사료 공장 

창고에서 공간을 임대하여 스튜디오와 창고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딩이(丁乙), 장언리(張恩利), 쉬전(徐震), 

주티에하이(周鐵海), 구원다(谷文達) 등 비롯한 예술가들과 교류하였다.  

    2002 년  M50 에서 처음 ShangArt Gallery 가 문을 연 이후로  

점차 많은 예술가와 갤러리가 입주하였다. 뒤를 이어 디자이너와 

디자인 관계 업종도 M50 에서 유입되었다. 당시 상하이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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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대미술 작가들과 예술기관이 대부분 M50 에 

위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술계와 좋은 관계를 형성해옴에 따라  

M50 예술단지의 성공적인 사례를 부각되었다.  

    2005 년 상하이 시 경제 위원회가  M50 를 제 1 차 문화·창의 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였다. 2011 년 7월, 상하이 M50 문화·창의단지라는 

명칭을 얻었다. M50 의 초기 입주자는 딩이(丁乙), 쉐숭(薛松), 

주티에하이(周鐵海) 등을 비롯한 유명한 화가들이 입주하였고 해당 

지역에 작업실을 설치하였다. 초기 몇 년 동안 M50 의 발전 과정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술가와 예술기관 종사자들의 

연대와 소통으로 해당 지역은 급성장하였다. 예술가들과 단지 내에 

입주하는 갤러리와 예술기관, 단지 운영자와 합의하여 연대하고 

M50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였다.  

M50 이 성장한 해당 시기에 상하이 문화·예술계에 영향력이 있는 

또 하나 예술단지 홍팡(紅坊)(도 14)이 발생하였다.  홍팡(紅坊)은 

화이하이시루(淮海西路) 570 호에 위치하는데 해당 지역은 완전 

도심이었다. 홍팡(紅坊)은 종전에 상하이 제 10 철강공장(上鋼 

十廠)였다. 홍팡(紅坊)은 2007 년에 정식적으로 개방됨과 동시에 같은 

해에 ‘중국 창의산업 TOP100’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전성기의 

홍팡(紅坊)에서 입주한 기관은 Minsheng Art Museum(도 15), 

Shanghai Author Gallery, Shanghai Hwas’ Gallery 등이 있었다. 

홍팡(紅坊)이 특히 의미를 지니는 것은 2012 년 해당 지역에 입주한 

갤러리들이 홍팡문화발전제한회사 (紅坊文化發展有限 公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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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하여 갤러리 동맹을 시작하였고, 이는 상하이의 첫 번째 갤러리 

동맹 기관으로 기록된다.66    

 

3. 성숙기 

 

    미술시장의 부흥에 따라 예술단지의 출현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앞서 살펴보았던 자발적으로 형성된 

예술단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예술단지의 계획성은 

다방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초기에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형성된 예술단지는 

발전 과정에서 상업화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마찰을 겪었다. 

다시 말해서 개발업자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익분배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예술단지의 

형성과 발전의 지향성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질적 특성을 갖는다. 

예술단지의 최초 목적은 예술가와 예술 산업에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예술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67   

    지난 3 년 동안(2013-2015) 상하이 West Bund 에서 다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이 설립되었다. 상하이는 West Bund 를 미국 뉴욕의 

Museum Avenue나 영국 런던의 남안처럼 세계적 수준의 예술과 문화 

중심으로 제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66

 孫瑞麗, ｢上海藝術區近 10 年變遷簡史｣,『上海文化』. 2017 年 02期. 

67
 ｢西岸自由港開建，免稅成趨勢｣，『藝術新聞/中文版』，2015 年 5月第 1期.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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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8.4 킬로미터의 West Bund 문화 복도에서 West Bund 아트 

페어, 상하이 컬렉터 류이첸, 왕웨이(劉益謙, 王薇) 부부가 

창립하는 Long Museum, 컬렉터 부디 텍(Budi Tek)이 창립하는 Yuz 

Museum 뿐만 아니라, SCOP(도 16), 예술가 주티에하이(周鐵海), 

딩이(丁乙)의 작업실, 그리고 컬렉터 교치병(喬志兵)이 창립하는 Qiao 

Space, ShangArt Gallery(West Bund Space)(도 17) 등이 입주하였다. 

예술가 작업실, 갤러리, 아트 페어, 사립미술관, 그리고 상하이 West 

Bund 미술품 면세 창고, 자유 무역항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술한 

지역은 완전한 예술 산업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하나의 사슬을 

형성하게 되었다.68 

 

제 4 절 West Bund 예술단지의 개황 및 특성  

 

2010 년 상하이 EXPO 를 계기로 쉬후이(徐匯) 빈강의 3.3 km 에 

해당하는 지역이 예술 지대로 시범 운영되었다. 과거 쉬후이(徐匯) 

빈강 구역은 상하이의 중요한 공업 본거지로 화물 터미널과 공장 

창고가 대거 밀집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중국 첫 번째 철도 화물역이 

생긴 곳이며,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항인 롱화공항(龍華機場)이 

위치한 지역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첫 번째 시멘트 공장과 석탄 

부두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산업 구조 조정에 따라 

쉬후이(徐匯) 빈강 지역은 근래 들어 쇠퇴기를 맞이했다. 이 구역은 

총면적이 9.4만 km²고, 해안선은 11.4km에 달한다. 2011 년 연말부터 

                                                
68

 王麗萍, ｢中國藝術區建設的演變與趨勢｣, 碩士學位論文, 中央美術學院,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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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쉬후이구(徐匯區) 구청이 West Bund 문화 복도 프로그램을 

계획한 결과 쉬후이(徐匯) 빈강 지역은 West Bund라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되었다. West Bund 문화 복도 프로그램이 출범하기 전 

쉬후이(徐匯) 빈강 구역은 공장 건물이 즐비했으나, 현재는 전위적인 

현대 미술관이 밀집된 예술 지역으로 탈바꿈하였다. 

    최근 몇 년간 점차 West Bund 에서 입주하는 예술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West Bund 문화 복도는 점차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West Bund 아트 페어는 주변에 있는 예술기관들과 연동하는 

중요한 가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Yuz Museum, SCOP, Long 

Museum 등 West Bund 예술단지에 있는 미술관과 갤러리는 예술 

공간을 다양한 전시와 행사로 채우고 있다.69 특히 Long Museum 은 

중국에서 제일 큰 사립미술관이다.  

    작가 딩이(丁乙)의 작업실은 West Bund Art Center 의 근처에 

위치하며, 류역춘(柳亦春)의 사무소 ‘대사’(大捨)도 해당 지역에 위치해 

있다. 2015 년 사진작가 류샹청(劉香成)은 SCOP 을 기획하고 

건립하였다. 컬렉터 교치병(喬志兵)은  Qiao Space 를 기획하고, 멀지 

않은 곳에 착공한 TANK SHANGHAI 도 2018 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TANK SHANGHAI 는 중국의 중요한 현대미술 컬렉터 중 한 분 

교치병(喬志兵)은 창립하는데 지금 건설 과정 중인데 그의 건물의 

전신은 롱화 공항(龍華機場)에 연료 공급한다는 곳이다. 해당 

                                                
69

 ｢從藝博會、畫廊看上海藝術品產業良性發展｣  

http://news.sina.com.cn/o/2017-12-19/doc-

ifypsvkp4756603.shtml?cre=newspagepc&mod=f&loc=3&r=9&doct=0&rfu

nc=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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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목적은 공업 유물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예술과 관련된 

기능을 도입하여 대중을 사로잡고 현대미술에 대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또한, 건설 중인 West Bund Art Museum 이 완공되면, West 

Bund 그룹이 퐁피두센터와 합작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West Bund 그룹과 퐁피두센터가 5 년 기한으로 ‘임시 

퐁피두’ 전시 프로그램을 협력한 결과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19~2024 년 동안 West Bund Art Museum 에서 전시될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과 프랑스 양국이 현대미술 영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개최 주기가 가장 길고 등급 또한 높은 문화 교류 

합작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 뿐만 아니라, 한창 건설 

중인 START Museum 의 본지는 1907 년에 건설하기 시작한 철도 

남포역(南浦站) 창고였으며, 사용 가능 면적은 3077m²에 달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술관의 북측은 기존의 철도 레일과 열차 두 칸을 

둠으로써, 당시 모습을 재현하고 역사적인 분위기를 보존할 것이다. 

    2016 년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갤러리 중 하나인 ShangArt 

Gallery 도 West Bund 에서 새로운 공간을 열고 2017 년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도 18)도 West Bund로 거점을 옮겼으며 일본의 OTA 

Gallery(도 19)도 입주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작가 쉬전(徐震)의 

Madein Gallery(도 20)와 홍콩의 Edouard Malingue Gallery 도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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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하다.70 이외에 Aike Gallery, Don Gallery등 갤러리의 입주에 따라, 

West Bund는 이제 하나의 문화 지대로 자리잡았다.71   

    상하이 West Bund 의 Museum Avenue 는 상하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예술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West Bund 는 

더 많은 미술관, 극장을 건설하고 미술품 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West Bund 자유항구(西岸自由港)를 중점으로 발전하여 전시와 거래 

및 유통을 아우르는 완전한 미술품 산업 커넥션을 구축할 것이다.72   

 

제 5 절 West Bund 예술단지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 

 

West Bund 예술단지는 중국이나 상하이 지역은 다른 예술단지와 

차별되는 몇 가지 강점이 있다.   

우선 West Bund 예술단지에서 미술관, 예술 공간, 갤러리, 아트 

페어, 심지어 예술가 작업실까지 집약되어 완전한 예술 산업 재단이 

자체적으로 형성되었다. M50 이 개최하는 소규모 예술 축제 달리, 

West Bund 아트 페어는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다.  

                                                
70

 ｢藝術創意引領城市更新，上海美術館大道生態初現｣  

http://www.yicai.com/news/5387596.html 

71
 ｢西岸，一個古典藝術區的誕生｣ 

http://news.artron.net/20161206/n891138.html 

72
 ｢藝術創意引領城市更新，上海美術館大道生態初現｣  

http://www.yicai.com/news/53875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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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RT021 과 함께 상하이 아트 페어의 핵심적인 아트 페어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West Bund 아트 페어는 ART021 에 비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판매되는 작품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ART021 과의 가장 큰 차이는 ART021 이 독립적인 

체계로 매년 5 일 정도 전시 기간이 끝난 뒤 파생되는 문화 및 경제적 

여파가 적은 반면에 West Bund 아트 페어는 페어 기간내 뿐만 

아니라, 페어 끝난 후에도 주변의 예술 산업을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가령 아트 페어를 위해 일부러 상하이까지 오는 중국 타지역이나 

해외 컬렉터, 예술 산업 종사자들은 West Bund 아트 페어를 방문할 

경우, West Bund Art Center 만 둘러보고 돌아가지 않는다. WEST 

BUND 예술단지가 있는 갤러리와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기관을 

참관한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West Bund 예술단지에 입주해 있는 

8 개의 갤러리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전시 

오프닝을 준비하는 등 연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로 West Bund 아트 페어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쉬후이(徐匯) 

빈강 지역 West Bund 예술단지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  

 그 다음 2016 년 상하이에 소더비 경매장 West Bund  

예술단지에서 정식으로 입주하였다. 소더비 경매장(상하이)의 

담당자는 인터뷰를 통해 상하이와 West Bund 예술단지를 선택한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상하이 원래 위치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 요충지이며, 문화 자원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예술 인재, 

미술관과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소더비 경매장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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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시장과 함께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원과 공생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하이 West Bund 예술단지가 

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있는 예술 중심 지역임을 반증하는 

사례이며, 면세 창고 저장과 물류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73 

    끝으로 798 예술단지와 비교한다면, 현재 두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지나친 상업화의 문제점이다. 798 

예술단지는 과도한 상업화로 인해 단지 내부 주업과 부업이 

전도되었다. 합리적인 상업화는 예술단지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과도하고 무분별한 상업화는 예술단지의 쇠퇴를 초래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심각한 재임대문제이다. 798 예술단지의 경우 

발전 초기 임대료가 저렴한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였으며 입주한 

기관이나 개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공간을 임차했다. 이후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음에 따라 재임대현상이 나타났다. 재임대로 

인해 단지 관리와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따르고 있다. 일례로 10 년 

전 금융 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갤러리에 임대료 보조금과 일부 

렌탈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재임대인과 임대 

계약을 한 다수 갤러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798 예술단지에 내재된 문제점은 West Bund 예술단지의 

강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다. 초창기 베이징 798 

                                                
73

 ｢上海西岸藝術產業再添一員｣ http://www.westbund.com/cn/index/NEWS-

CENTER/westbund-art-industry-sotheb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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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지는 작가 몇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형성되었다. 이후 

예술단지 존재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는데 이는 798 예술단지의 건물 

소유주, 즉 베이징 칠성화전과학기술그룹 (北京七星華電科技集團)이 

임시로 해당 공간을 사용했던 예술가들에게 임대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74  예술가들의 지속된 시위와 

사회 여론 악화 등으로 베이징 차오양구(朝陽區) 구청은 798 

예술단지를 중요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798 

예술단지는 구 단위가 아닌 정부 계획 프로젝트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West Bund 예술단지가 798 예술단지와 달리, 자발적인 

발전 단계를 겪지 않았고 초창기부터 정부가 주도하고 지원하는 

예술단지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정부는 West Bund 

예술단지가 중국 내 위상이 높은 단지로 구성되기를 원하였고, 그 

결과 단지 착공 단계부터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직하고 과도한 상업화 

또한 근절하였다. 임대료 역시 West Bund 예술단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West Bund 예술단지의 경우 기본 임대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입주하기에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또한 

입주한 갤러리나 다른 예술기관들이 공간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West Bund 는 정부가 후견 

하기에 운영 과정에서도 자금 부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지 않을 

것이다. 즉, 여타 예술단지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상업적 논란이 West 

Bund 예술단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4

 김우봉, ｢창의산업 클러스터:따산즈 798 예술구 태동과 발전의 사례로 본 

기회의 확산과 관심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012, Vol.25(5), pp.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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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점(Weakness) 

 

    초기에 798 예술단지, 미국의 소호, 상하이의 M50 등은 예술가가 

자발적으로 모이고 형성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예술단지 형성 

초기 작가들의 작업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데 반해, 이후에 

갤러리와 다른 예술기관이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예술단지가 

가장 자유롭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풍긴 시기는 형성 초기였다. 당시는 

예술기관보다는 작가들의 작업실이 대거 밀집해 있었으며 작가들 또한 

작품 제작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는 West Bund 의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 West 

Bund 는 비싼 임대료로 예술가들의 작업실이나 창고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75  이에 West Bund 예술단지에 현재까지 입주한 

예술가는 상하이 추상 미술의 대표 작가  딩이(丁乙)와 West Bund 

아트 페어의 예술 디렉터 주티에하이(周鐵海) 단 2 명뿐이다.  

 또한 West Bund 와 798 예술단지와 비교해보면, 입주하는 

갤러리와 예술기관의 수에 있어서 편차가 존재한다. 798 은 이름난 

예술단지로 갤러리 수량 또한 중국 내 상위에 기록된다. Pace Gallery 

비롯한 훌륭한 외국 갤러리는 해당 지역에 입주한 지 오래되었으며 

<Hi Art>,<CANS Art News> 를 비롯한 다양한 예술 매체도 798 

예술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외에 West Bund 의 기반 시설이나 보조 설비가 아직 완선하지 

않은 상태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West Bund 에 접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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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오랜 시간 걸어야 한다. 또한 West 

Bund 예술단지가 강을 따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강을 기준으로 늘어선 

형태로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미술관, 갤러리와 예술 공간 사이 

거리가 가깝지 않다. 예를 들어 Long Museum 은 Yuz Museum 은 

1.5 ㎞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 20 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배치가 

치밀한 예술단지와 비교할 경우, 이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베이징 798 예술단지와 비교할 때 그 문제점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나. 798 예술단지는 카페, 식당, 편의점 등 편의시설이 

단지 내 곳곳에 포진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도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798 

예술단지 내 입주한 예술기관들이 치밀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통상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카페나 식당 등 시설이 위치한다. 그러나 

798 예술단지와 비교하여 큰 규모가 West Bund 의 강점이지만, 

현재는 부대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798 예술단지는 중국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특히 예술가, 컬렉터 또한 예술 분야 종사자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이 베이징을 방문하면 798 예술단지를 둘러본다. 

이처럼 798 예술단지는 예술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798 예술단지는 예술 종사자와 관객이 

몰리면서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 같은 특정 예술단지의 

인기와 인지도는 단기간 내에 예술단지의 일방적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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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798 예술단지는 20 여 년간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오늘날의 성과를 얻었다. West Bund 예술단지는 개발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으나 규모가 크고 잠재력을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West Bund 예술단지의 경우 아트 페어가 

개최되지 않은 기간에는 대중적 인지도 혹은 대중 보급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West Bund 는 아트 페어 기간 

외에도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을 끌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이를 향후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기회(Opportunity) 

 

    West Bund 예술단지를 기회 측면에서 분석할 경우 내부적인 

기회와 외부적인 기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기회는 

예술단지에서 진행하는 전시나 행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다. West 

Bund 예술단지는 발전 초기에 Long Museum과 Yuz Museum에 의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Long Museum 은 West Bund 분관이 

오픈하기 전에 이미 포동(浦東) 분관을 개설하였다. 두 개의 분관이 

함께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West Bund 분관은 현대미술 전시를 

위주로 하고, 포동(浦東) 분관은 고대 예술로 위주로 전시하였다. Long 

Museum 과 Yuz Museum 의 창립자는 국제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저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대중은 그들의 이름을 내건 사립미술관이 

설립한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두 미술관 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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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으로 폐기된 구역이 West Bund 예술단지로 발전하였으며, West 

Bund  예술단지도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4 년부터 개최되는 West Bund 아트 페어는 West Bund  

예술단지에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기존의 두 개의 대형 

미술관을 통해 파생되는 인기와 기회는 상하이 본토나 중국 내에서 

비롯되었으나, West Bund 아트 페어의 성공 덕분에 해외에서 온 

관람객과 컬렉터, 예술 애호가와 종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많은 외국 갤러리와 예술기관은 West Bund 아트 페어를 통해 중국 

관객과 컬렉터의 미술품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은 외국 관객과 컬럭터는 중국 미술품의 유행과 자국 

갤러리의 중국 내 지명도, 소속 작가의 중국 시장 내 가능성과 

잠재적인 발전성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므로 West Bund 

아트 페어는 예술단지의 발전과 미술시장 성장에 무수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 다음 외부적 요인으로는 국가에서 지방 지역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통해 제공될 기회들이다.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지원을 벗어나서 진행되기 어렵다. 2009 년 중국은 

국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번영한다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반포하였다. 

<문화산업 진흥 계획(文化產業振興規劃)>은 문화산업을 중국 국가 

전략적 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2011 년 중국 정부는 대중문화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중국 문화산업을 중견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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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2012 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하고 

문화산업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 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후 상하이는 문화·예술 산업 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이에 따른 발전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2013 년 해당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문화·창의 산업의 집합한 발전, 문화·창의 

산업의 지지 정책과 문화·창의 인재의 배양을 비롯한 세 가지 방면에 

관한 <쉬후이구 문화·창의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지지 

제한(실행)(徐匯區關於加快推進文化創意產業發展的扶持意見(試行))>을 

작성하였다.  

    또한, 쉬후이구(徐匯區)가 특정 자금도 설립하였다. 2011 년부터 

쉬후이구(徐匯區)가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기획하고 <쉬후이구 문화 발전 전문 자금 관리 

방법(徐汇区文化发展专项资金管理办法)>을 반포하였다. 제 12 차 5 내견 

계획에 따르면 기간 매년 2000 만원(RMB)의 특정 자금을 준비한다. 

West Bund 예술단지가 지원 자금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 차제가 의미가 깊다.  

    일례로 798 예술단지의 경우, 정부 개입 및 주도 이후, 베이징 

시와 차오양구(朝陽區)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2011 년 베이징 

역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특정 자금을 설립한다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향후 많은 예술단지와 예술 종사자에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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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상하이 정부는 문화·예술 산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관련 

정책들을 수용하고 문화·예술 산업에 유리한 정부 정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로 West Bund  예술단지의 발전과 가장 긴밀하게 

관계되는 것은 쉬후이구(徐匯區) 구청이 반포한 정책이다. 2017년 3월 

쉬후이구(徐匯區) 구청이 공개한 문화·예술 산업 발전 계획안에는 

West Bund에 대한 다양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쉬후이(徐匯) 빈강 지역은 West Bund라는 문화 브랜드 

양성에 집중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Long Museum 과 Yuz Museum 의 완성과 오픈에 따라 West Bund 

문화 복도가 형성되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향후 5 년간 West Bund의 

근해 지역과 공업 유물 공간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West Bund 의 

문화 브랜드 효과를 확대할 방안을 공개하였다. 76  국제적인 

문화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합작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계속 개최하며, 

West Bund 아트 페어, West Bund 비엔날레, West Bund 음악제 등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Shanghai 

Dream Center, West Bund 미술품 거래 센터, West Bund Art Museum, 

TANK SHANGHAI 등을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Museum Avenue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미술품 산업 사슬의 형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West Bund 는 해당 지역에서 선행된 예술품 창작과 전시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예술 금용, 예술 여행, 예술 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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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海市徐匯區「十三五」時期文化發展專項規劃｣，徐匯區人民政府. 2017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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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등 다양한 산업을 확장할 것이다. 또한 훌륭한 미술관, 갤러리, 

예술 디자인 기관, 경매 회사 등과 합작하여 West Bund 미술품 면세 

창고의 운영을 추진하고 미술품 거래 센터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미술품의 보관, 전시와 거래를 핵심으로 여기는 문화·예술 

산업 사슬이 형성될 것이며, 해당 지역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이다. 

 

4. 위협(Threat) 

 

    소략하자면 West Bund 예술단지의 위협 요인은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다. 우선 West Bund 프로그램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기에 정부의 지지를 기반으로 계획적으로 발전하였다. 앞서 

기회(Opportunity) 부분에서 제시하였듯이 West Bund 예술단지의 

발전과 잠재력은 쉬후이구(徐匯區)구청, 상하이 시청 나아가 중국 

정부에서 지원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West Bund 가 직면할 

위협 또한 여기서 비롯된다. 가령 갑작스러운 정책 환경 변화가 

나타날 경우 West Bund 예술단지 발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West Bund 예술단지의 발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발전하여 중국에서 주목 받는 예술단지로 거듭났다. 

798 예술단지의 발전에 비해, West Bund는 무려 10 년이나 늦은 후발 

주자였지만, 영향력에 있어서는 베이징과 798 예술단지와 견줄만하다. 

특히 798 예술단지의 경우 발전 초기 양상은 퇴색하고 상업화가 

진행되어, 유명  관광지로 거듭났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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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 갤러리, 미술관, 예술기관은 중국 현대미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798 예술단지는 오랫동안 쌓아온 영향력과 인지도로 인해 다른 

예술단지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10 년 798 예술단지의 총 관람객 인원수는 150 만 명이었고, 

2017 년은 450 만 명에 달하였으며 그 중 1/4 은 외국 관람객이다. 

관람 인원수가 대폭 증가되면서 798 예술단지에서 입주하는 예술기관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0 년 해당 지역에 예술기관은 총 

150 개였으나 2018 년 통계에 따르면 270 개에 달했다.77  

    2017 년부터 베이징 798 예술단지 내 갤러리들이  ‘갤러리 위크 

베이징’(畫廊周北京)이라는 프로그램을 발의하였으며, 베이징 798 

문화·창의 산업 투자유한주식회사 (北京 798文化创意产业投资股份有限 

公司)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갤러리 위크는 이미 오래 전 유럽 

여러 도시에서 실행되어 왔다. 일례로 독일 베를린에서 정기적인 

갤러리 위크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갤러리 위크는 도시 곳곳에 

위치한 갤러리와 예술기관, 미술관이 연합하고 일정 기간에 각자  

전시를 발표한다. 이어 컬렉터, 큐레이터 등을 초대하고 조직적으로 

전시 관람을 계획한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자원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미술시장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견인한다. 중국의 갤러리 

위크 베이징에 참여한 갤러리와 예술기관은 대부분 798 예술단지와 

그에 인접한 차오창띠 예술단지(草場地藝術區)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77

 ｢一場畫廊嘉年華，能否重新點燃北京 798藝術區？｣ 

https://www.yicai.com/news/5411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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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이 같은 연동 효과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전에 비하여 저조한 상태인 798 예술단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West Bund 

예술단지에 위협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798 예술단지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곳곳에는 새로운 

예술단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West Bund 예술단지에 대적할 

곳으로 홍콩의 남항섬 예술단지(南港島藝術區)를 꼽을 수 있다. 

2013 년에 설립된 해당 단지는 현재 갤러리와 예술가 작업실을 

포함하여 총 24 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항섬 예술단지(南港島藝術區)의 

경우 현재 영향력이나 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Art Basel Hong Kong을 

계기로 이름을 알렸으며, 다양한 예술 행사 개최를 통해 컬렉터, 작가, 

예술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예술에 조예가 깊은 대중을 사로잡고 있다. 

실제로 홍콩은 상하이 미술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경쟁 대상임을 

상기했을 때, 홍콩 지역에 새롭게 생기는 예술단지는 상하이 West 

Bund 예술단지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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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West Bund 예술단지를 위한 전략과 제안 

 

West Bund 예술단지의 강점(Strength),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미술관, 갤러리, 아트 페어, 

경매장 등 집약되어 완전한 예술 

산업 재단이 형성됨 

•지나친 상업화문제나 심각한 

재임대문제 없음  

•비싼 임대료 

•보조 설비가 완선하지 않음 

인지도가 높지 않음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내부: 아트 페어, 전시, 

문화·예술 행사 등 

•외부:정부 정책 지원 

•갑자스러운 정책 환경 변화 

•798 예술단지의 영향력과 인지도 

•홍콩 미술시장에 의지하여 

새롭게 생기는 예술단지 

    앞선 SWOT분석을 통해 West Bund 예술단지의 효율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합당한 전략을 도출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S-O 전략의 경우, West Bund 예술단지에서 미술관, 갤러리, 

아트 페어, 경매장 등을 통해 예술산업 재단이 형성될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들이 개최하는 전시, 문화·예술 행사는 

West Bund 예술단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상하이 시 정부와 쉬후이(徐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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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 반포한 지원 정책과 정부 후견 덕분에 West Bund 예술단지는 

지나친 상업화 문제와 심각한 재임대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 같은 West Bund 예술단지의 강점과 기회를 십분 활용한다면 

West Bund 예술단지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S-T 전략은 강점을 발휘하고 위협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West Bund 예술단지가 798 예술단지와 남항섬 

예술단지(南港島藝術區)의 위협을 인지하고 대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대 단지의 적절한 장점을 선별하고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West Bund 예술단지는 미래 발전 과정에서 앞서 지적한 

과도한 상업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즉, 합리적인 보조 시설 건설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상업화가 주가 된다면 예술단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다. 이는 798 예술단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다양한 예술단지 사례를 통해 증명된 결론이기도 하다. 

이에 West Bund 예술단지는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주지하는 바다. 

W-T 전략 과정에서 약점이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보완하면서 위협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W-O 

전략에서 중요한 점은 West Bund 예술단지의 비싼 임대료가 

약점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입주 기준이 까다로운 West Bund 의 

경우, 입주 갤러리 수가 적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갤러리도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해당 예술단지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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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est Bund 예술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예술 행사는 해당 단지에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로 작용하여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일례로 West Bund 아트 페어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갤러리들이 중국 미술시장과 중국 컬렉터들의 취향에 

대한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 대륙 

시장으로 진출하여 지점을 설립한다는 갤러리가 아직 드물게 보인다. 

이에 결과적으로 여전히 West Bund 예술단지 내 대형 미술관의 

경쟁력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미술관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Long Museum과 Yuz 

Museum 을 제외하면, 현재 진행 중인 START Museum, TANK 

SHANGHAI, 퐁피두 예술 센터와의 합작 프로젝트는 관람객과 

관계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향후 West Bund 예술단지 내 미술관과 갤러리 등이 

예술기관과 연계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기획하고 개최한다면 더 많은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술단지는 지리적인 

클러스터에 의존하기보다는 West Bund의 집단 브랜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West Bund 내 기초 시설이나 보조 설비가 완비되지 않다는 

것도 향후 발전 과정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다. 특히 

관람객들에 편의를 제공할 식당과 카페 같은 시설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West Bund 예술단지 

내 셔틀버스 운영 등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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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West Bund 예술단지는 완공 단계가 아닌 건설, 개발 단계에 

있기에 당장은 많은 정류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향후 발전 상황을 

고려한다면 접근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합리적인 금액을 책정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셔틀 버스의 운영은 West Bund 관람객의 편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한편, 관람객의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그 결과 관람객은 효율적인 

시간 활용과 체력 분배로 더 많은 구역을 둘러보고 인근 미술관과 

갤러리 또한 관람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14 년에 성립된 West Bund 면세 창고도 West Bund 

예술단지의 향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2014 년 성립되어서 같은 

해 9 월 개최된 West Bund 아트 페어에서 360 점의 전시 작품 

중에서 140 점에 달하는 해외 미술품을 ‘면세 임시 전시’ 형태로 

선보였다.78 

    이처럼 향후 면세 창고의 효용을 충분히 고민해야 하며 갤러리, 

미술관 그리고 아트 페어에 편리성을 제공할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갤러리의 입장에서 ‘면세 임시 전시’ 제도는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는 판매되지 않는 미술품은 면세 상태로 

반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참여 갤러리의 적극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시 말해 면세 제도 덕분에 더욱 양질의 많은 외국 

                                                
78

 ｢上海自貿區海外藝術品首次保稅展示｣,『文彙報』, 2014 年 9 月 29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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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 중국에서 전시될 수 있을 것이여, 갤러리, 아트 페어, 

미술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Yuz Museum 은 2016 년 개최된 앤디 워홀의 전시 작품 

전부를 West Bund 면세 창고를 통해 입국하였다. 당시 면세 제도가 

없었다면, 해당 전시를 위해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또한, 작년 7 월 전시를 계획 중인 아라리오 갤러리 역시 전시 작품을 

West Bund 면세 창고를 통해 중국으로 들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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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최근 10 년 동안 중국 각지 정부는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 및 

예술단지의 건설을 지지하였으며, 실제로 중국 미술시장의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예술단지는 중국의 예술산업 발전, 미술시장 그리고 예술 

생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술단지의 발전은 중국 전체의 

경제 환경과 예술 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발전한 지난 10 여 년 동안, 예술단지도 함께 

발전, 성장하였다. 1980～90 년대의 예술단지는 단순히 예술가가 모여 

생활하고 작업하는 단일 장소였다. 그러나 최근에 예술단지는 기능과 

형태 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했는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술단지는 예술과 디자인을 

동력으로 삼아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주변 산업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예술단지는 변화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단지가 

형성되었고, 이는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시 사회 

경제의 번영을 촉진시켰다.   

    특히 상하이의 West Bund 는 중국 내 가장 성공적인 예술단지라 

할 수 있다. M50 예술단지와 홍팡(紅坊)이 쇠락의 길을 걸으면서, 

West Bund 예술단지는 급부상하였다. West Bund는 처음부터 계획과 

포지션, 부동산 정책, 자금 준비, 운영 체제 등 여러 측면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균형감 있게 발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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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t Bund는 독특한 외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이는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다양한 

갤러리와 예술기관, 예술 관계 업체가 해당 단지에 유입되면서 

예술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West Bund의 출현과 

발전은 무미건조했던 상하이 미술시장에 생동감을 부여했으며,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West Bund 의 발전 이전의 상하이는 금융 중심 도시로 인식돼, 

문화·예술 발전 도시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하이는 2010 년에 

EXPO 개최 이후, 런던, 시카고 발전 과정과 유사한 방식을 

차용하였다. 이에 상하이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 건설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미술시장의 발전과 성장을 추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정부는 West Bund 문화 복도를 계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개발 기관을 설립하였다. 

    상하이 정부의 목표는 상하이가 베이징이나 홍콩을 능가하는 예술 

도시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서양의 대표적인 예술 중심도시와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West Bund와 같은 조직적인 예술단지 

건립을 위해서는 자본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등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된다. 이어 황포강 맞은편 빈강 지역——East Bund도 포동 

신개발 지구(浦東新區) 구청의 견인에 따라 새로운 예술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현재 East Bund 빈강 지역에 Aurora Museum, 

Shanghai BA Art Center, The 80,000-ton Silo Warehouse, Modern 

Art Museum이 있으며, Pudong Art Museum이 건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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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상하이 각 지역 구청은 상하이 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역의 문화·예술 산업을 추진, 건설하였다. 특히 상하이 

쉬후이(徐匯) 빈강 지역——West Bund 예술단지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실현으로 인하여 완성도 높은 예술단지로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West Bund는 작가, 갤러리, 미술관, 

예술기관에 공간을 제공하고, 아트 페어를 개최하여 좋은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수한 잠재력을 함의하고 있다. 비록 면세 창의 

설립은 높은 세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상하이와 중국 미술시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미술시장의 발전은 해외 다양한 예술기관이나 단체와 연결하고 

교류해야 한다. 특히 예술성 높은 작품은 국제 미술시장에 알려야 

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이 중국 미술품을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중국 예술 종사자와 대중 또한 해외의 다양한 미술품을 관람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 예술단지 조성 및 활용이다.  

    문화·예술의 교류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예술단지가 이 같은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다. 단지 내 미술관은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대중과 예술 애호가를 사로잡을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예술에 대한 관심을 육성하고 도시의 예술적 분위기를 

견인한다. 또한 갤러리는 작품 감상할 뿐만 아니라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West Bund의 경우에 자체적인 브랜드를 선보이고 대형 아트 

페어까지 진행한다. 그 결과 국제 최고 수준의 갤러리가 참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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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수준의 예술가와 작품이 모인다. 결론적으로 West Bund 

예술단지가 양질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수록 

상하이 지역의 미술시장이 발전할 것이며, 이는 중국의 문화·예술 

분야의 눈부신 도약을 담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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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 Powerlong Museum          [도 8] M50 

  

   [도 9] 원명원 예술가 촌       [도 10] 송좡 예술촌 

      (圓明園藝術家村)               (宋莊藝術村) 

  

[도 11] 798 예술단지       [도 12] Loft49 예술단지 

  

[도 13] 티엔즈팡(田子坊)        [도 14] 홍팡(紅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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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5]Minsheng Art              [도 16] SCOP 

      Museum 

  

[도 17] ShangArt Gallery     [도 18] 아라리오 갤러리 

(West Bund Space) 

  

    [도 19] OTA Gallery        [도 20] Madein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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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rt Market of Shanghai 

-Focusing on the West Bund Art District- 

 

Yilin Zhou 

A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past 10 years, China has taken its seat in the world art 

market and left an impression on it. The development of art market 

in China began in 1990s. Although it was much later tha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even some Asian countries, with the 2008 

Beijing Olympics and 2010 Shanghai Expo, the economy and culture, 

as well as arts all made remarkable progress. After a long run China 

finally went into the upper circle of the world art market.  

From 2008 to 2011, the art market of China has made a 

qualitative leap. At the beginning China occupied only 8%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and developed gradually finally with a 30% 

of the market occupancy. In 2011 China exceeded the United States 

and became the world’s largest art market. 

A lot of people believe that Beijing is the center of politics and 

art of China while Shanghai is the center of economics in China.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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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Shanghai, as a black horse, has shown up in the art market 

not only in China, but also in Asian area, even takes its seat in the 

international art market. To study on the art market of Shanghai, no 

one can ignore the art districts, which have been growing up and 

developing together with Shanghai’s art market during the past 10 

years.  

    This research studies on the art districts in Shanghai and take 

the West Bund art district as a main object. Through this we can 

have a command of the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Shanghai’s art 

market and artistic ecology. And we also studies what kind of 

influence that art districts in Shanghai have exerted on the art 

market of Shanghai and make some suggestions to the future 

development. Also cases of other art districts of western countries 

and somewhere else in China is referred to. Looking forward to the 

positive impacts and support brought by art districts to the whole 

development of art market in Shanghai. 

 

 

Keywords: Shanghai, Art Market, West Bund, Art District, Beijing, 

798 Art District 

Student Number: 2015-2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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