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베를린이 현대 예술의 핫 플레이스로 급부상하고 있다. 베를린 장

벽 붕괴 이후 전 세계 예술 작가들이 베를린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전 

세계 작가들이 베를린을 선택한 이유는 단지 저렴한 부동산과 생활비에

만 있지 않다.

2차 세계 대전 직전까지도 베를린은 20세기 표현주의, 다다이즘과 같은 

아방가르드 미술 사조가 활발히 전개 되었고, 독일 분단의 역사 속에서 

70년대부터 새로 탄생한 신표현주의 예술과 사회 정치 비판적인 예술이 

왕성하게 전개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보조 시스템과 다문화의 공존 속에, 베를린은 지난 20여년 

동안 예술 창작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가진 도시로 진화해왔다. 독일 통

일 이후 27년이 지난 현재, 베를린에 거주한 전 세계의 작가만 2만 명(독

일 작가 포함),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작가 스튜디오는 5000

여개 (2015년 기준)에 달한다. 호프만 (Hoffmann), 보로스 (Boros), 

올브리히트 (Olbricht), 쇼스텍 (Schosteck)등 독일의 대표적인 프라

이빗 컬렉터들 또한 베를린에 쇼룸을 열고, 그들의 컬렉션 (현재 15개의 

개인 컬렉션 )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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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창작하는 천재들과, 이런 예술을 구매하는 컬렉터들은 왜 베를린

을 선택했을까? 베를린에 내재된 창작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본기획은 한국의 예술 애호가들,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베를린을 다

른 시선으로 체험하고 향유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예술가들의 창작 현

장과 컬렉터들의 아주 은밀하고 특별한 장소를 소개함으로써 현대 예술 

창작의 메카로 떠오른 베를린의 속살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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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베를린은 젠트리피케이션화와 더불어, 큰 변화를 겪어왔

다. 과거, 크로이츠베르크 (Kreuzberg), 프렌츠라우어베르크(Prenz-

lauerberg) 등에 작업실이 밀집되어 있다면, 현재는 베딩(Wedding), 

트렙토우(Treptow) 그리고 리흐텐베르크(Lichtenberg) 등 도시 근교

로 작가들의 스튜디오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Art Berlin Now 는 현대 예술의 다양한 미디어를 소재로 활동하는 신

진, 중견 작가 스튜디오 5곳을 방문해 창작의 동기, 작업 방식, 그리고 작

업 결과에 이르는 예술 창작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Art Berlin Now 프로그램 기간에 개최되는 전시와 전시 참

여작가의 스튜디오 방문을 연계하여, 작가와 큐레이터간의 협력 과정, 전

시과정의 히스토리, 작품과 전시를 읽는 다양한 방법을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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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미술 컬

렉션 (약 45개)을 집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미술 컬렉터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값비싼 자동차를 몰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

는 대부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만나는 컬렉터들

은 단순하게 정의내리기에는 매우 다양하고 시크한 모습이다.

자전거를 타고 베를린 미테를 활보하는 호프만 여사. 2차 세계대전 당시 

대피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개조해 자신의 컬렉션을 위한 공간으로 단

장한 독일의 유명 광고인 보로스 부부. 뛰어난 기획력으로 고대 동양 미

술과 현대 미술의 조우를 시도한 포이얼레 등. 

Art Berlin Now 는 베를린에 공개된 프라이빗 컬렉터들의 쇼룸을 방문

해,컬렉터와 베를린 예술가들의 숨은 히스토리, 예술품 수집의 배경 그

리고 그들의 특별한 취향을 직접 체험한다.



6 일간의 베를린 
예술 현장 체험

작가 스튜디오 탐방

2 일간의 워크샵 & 전시 
프라이빗  

컬렉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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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 

방문



주최 기관:
Keum Art Projects

Kim Keumhwa

KEUM ART PROJECTS
2013년 베를린에 문을 연 금아트 프로젝트는 독일과 한국의 디자인과 

현대 미술 관련 문화 컨텐츠 개발, 전시 프로젝트 기획을 주력 사업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 및 한국 양국의 디자이너, 예술가 및 문화 관련 

기업 또는 정부 기관간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KIM KEUMHWA
Owner & Curator, Keum Art Projects



협력 기관:
StudioVisits

금아트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베를린 작가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진행해온 Studio Visits(Julia Rosenbaum + Ala 

Glasner)와 협력을 통해 탄탄한 네트워크와 전문 경험이 뒷받침된 작가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 구성, 베를린의 현대 예술계의 현장을 보다생동

감 있게 전달한다!

ALA GLASNER
Master of Arts, Central Saint Martins London, Sotheby´s 
Institute of Art, London, Gallery Management at Galerie 
Hauser & Wirths, Zurich, Galerie Max Hetzler, Berlin, Galerie 
Neugeriemschneider, Berlin

JULIA ROSENBAUM
Art History, FU Berlin, project management at Deutsche 
Guggenheim, responsible for education at Deutsche Bank 
KunstHalle, curator of exhibition series at StudioKrimm,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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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Berlin Now 2017
프로그램 기간

1차. 6월 26일 - 7월 1일: 예약 완료

2차. 7월 24일 - 7월 29일: 예약 접수

3차. 12월 11일 - 12월 16일: 예약 접수

최대 인원: 15인

가격 및 세부 스케쥴 문의

info@keumproje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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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및 구성 

금아트프로젝트

문의 및 정보

Keum Art Projects 
info@keumprojects.com
www.keumprojects.com

프로그램 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