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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zhen 

Profile 

The 1st  

Art Shenzhen 

2013 Shenzhen  

International Art Fair 

•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기반 

•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문화 

• 미술계의 번성 

• 심천 미술계의 완성 

• 성대한 개막식과 성공적인 결과 

• 더욱 넓은 규모의 전시장  

• 지역과 국제 미술계의 조합 

• 전문성을 갖춘  미술애호가와  컬렉터 초대 

국제적인 비전을 가진 해외 미술관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 대상: 갤러리, 미술기업, 미술 교육기관, 미술 재단 등 
             출품 분야: 회화, 조각, 사진, 도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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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 농지를 가로지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깊은 배수(深圳)’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과 같이, 실제 여러 도시의 연결지점으로서 경제, 문화, 예술의 
측면에서 고유의 특성을 지님  

深  圳  

경제 문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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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번영하는 도시 
 
 중국 최초,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  중 하나 
 중국 본토에서 북경, 상해, 광주 다음으로 GDP 상위 4위 
 세계 상위 36위  in global area  
 중국 본토의 1인당 GDP 상위 1위 

유동이 활발한 도시 
 
홍콩의 뒤뜰  - 편리한 교통, 경제 동맹 및 문화의 동화  

중국 남부의 문-  주강 삼각주를 따라 광주, 동관 등 다른 도시들과 연결됨 

현대적 도시 
 

주요 산업군: ■ 하이테크 산업   ■ 부동산    ■ 주식 거래 
 
킹키100, 슌힝 스케어, SEG 플라자와 같은 200미터 높이의 26개의 빌딩들로 이루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카이라인  중 하나 
 

 

 

강력한 재정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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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동 · 서양 문화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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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미술 기관 

■ 

■ 

■ 

■ 

■ 

■ 

■ 

■ 

  번영하는 아트 클러스터 



INVITATION 

문의  l  070-4036-6788 l  artshowi13@gmail.com l WWW.SZARTEX.COM  

주최자 
  

- 중국미술가협회 

 - 롱강구 인민정부 

      - 심천기업연합 
 

 

주관자   

 - 롱강구 문화산업발전국 

 - 심천국제전시 유한공사 

     - 심천기연국제전시 유한공사 

협력 미디어(일부) 

  심천 미술의 완성 

 심천국제아트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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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16 • 제 1회 심천 국제 아트페어 

심천 컨벤션 센터 

홀 7 • 7,500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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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3 만 2 천 명 이  방 문 ; 

8 0 %의  전시자들이 

성공적인 거래를 하여 총 

RMB 120,000,000 
(약  2 1 6억원 )  판매 

전시자 

해외 5개국과 중국 11개 

도 시 의 1 0 0 여 개 

갤러리가  제  1회심천 
국제아트페어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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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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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15 심천 컨벤션 센터 

9 15,000M²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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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4개월간의 
특별전 

정부인사와 기업가를 위한  
미술투자에 관한 강의 

광범위한  
광고 

Select and cooperate with 
an applicant each month 
to hold a theme exhibition 
Venue: Shenzhen Longgang  
              Universiade Center 
Jul. 6-7  Ink Pengcheng 
Aug. 10-11  
Youth in Guangdong 
Sep.7-8 
Oct. 5-6 

To be continue... 

Theme: Art Collection & Investment 
 
Venue: Shenzhen, Dongguan, Guangzhou, 
Foshan, Zhuhai 
Host: LU Jiemin (Chief of Taiwan Galleries 
Association), Artron, and directors of SZIAF 
committee 
Time: Sep. - Nov. 
Participants: officials, entrepreneurs, art 
dealers and art lovers 

Art Magazines:at least 16 
mainstream art magazines in 
Shenzhen and China 
 
Net Station: at least 12 
popluar art net stations 
 
Advertising: Outdoor ads, 
newspaper, communities, TV 
& radios in Shenzhen 

아트 심천 홍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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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안내 

전시 일정 

 

• 전시기간: 2013년 12월 12-15일  

     설치일시: 2013년 1월 11일 09:00-17:00  

     철수일시: 2013년 12월 15일 16:00-21:00  

 

• 신청서 마감: 2013년 11월 1일  

 

• 도록자료 마감: 2013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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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참가자 특전 

 
• 부스비 우대 

 

 

 

 
         참가신청서 제출 뒤 3일 안에 부스비의 30%를,  

         주최사의 참가승인서를 받은 후 나머지 70%를 지불 

 

• 기본 부스(18M²) 제공사항:  

      6일간의 호텔룸 1, 3m 높이의 나무 판넬, 협상 테이블, 데스크 2,  

      상인방 1, 조명 8, 전시자 출입증 2, 도록 2페이지, 도록 2권 

  

• 각 매체에 우선적인 홍보, VIP 특별 안내, 단독 인터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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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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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사 ( 참가신청 문의 )  
 

     전화: 070-4036-6788 

     이메일: artshowi13@gmail.com 

 

 

• 중국본사 
 

      주소: 3-12, Area 12, Shenzhen Sports Center, Shangbubei Road, Shenzhen, China. 

      전화: 0086-755-61348799 / 15914027133  Charissa Chen 

      팩스: 0086-755-83206072 

      이메일: szcfcf@sina.com 

      웹사이트: www.szartex.com  



심천국제아트페어2013 ㅣ 전화 070-4036-6788 ㅣ 이메일 artshowi13@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