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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미술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전략 모색한다
- 2021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 미술시장 결산 토론회 1, 2부 온라인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12월 17일(금)과 30일(목) 각 오후 4시에, ‘2021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 미술시장 결산 토론회(KAMS Art Market & App
raisal Conference)’ 1부와 2부를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15년에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이한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 미술시장 결산 토론회’는 미술시장 전문가와 함께 한국 미술시장의 변화
흐름을 진단하고 담론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국제행사이다. 올해 토론회는
최근 한국 미술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요인을 미술품의 창작·유통·소비·향유
전 과정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한국 미술시장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1부(12. 17.)에서는 ‘미술시장과 온라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를 주제로 다룬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온라인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술시장의 현주소를 ▲ 유통구조와 소비자(콜렉터)의 동향, ▲ 대체
불가토큰(NFT) 미술의 기회와 전망, ▲ 온라인 미술시장의 당면 과제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나눈다.
2부(12. 30.)에서는 ‘한국 미술시장 결산과 전망’을 주제로 다룬다. 한국
미술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변화를 분석하고, 미술품의 투자 상품
으로의 가치, 디지털 기술 융합과 온라인 미술시장의 확장, 청년층(MZ)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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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입, 해외 경매사·화랑·아트페어의 한국 시장 진입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벤터스(https://www.onoffmix.com/event/248730)와 온오프믹스(https:/
/event-us.kr/vfCNI50ykcbT/event/39861)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하면 토론회 인터넷 주소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www.gokams.or.kr/01_news/notice_view.aspx?Idx=3102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미술품 경매의 낙찰총액 증가, 대체불가
토큰(NFT) 미술품 거래 확산 등 새로운 유통 경향과 미술시장을 향한
관심이 높아졌던 한 해였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관심이
미술시장의 건전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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