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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컨시어지 뉴욕은 시각예술과 문화전반에 관심이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활동이 흥미롭고 효율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뉴욕은 무수한 전시와 공연, 그리고 강의 등 문화행사들이 존재하지만 원하는 정보와 경험을 얻기 어려워 문화예술분야와 수용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많이 요구됩니다.

ACNY(Art Concierge New York)는 이러한 필요성을 의식하여, 예술기관과 전문인들을 용이하게 접할 수 있게하는 멤버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멤버들이 서로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CNY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미술관 전시 오프닝 리셉션 및 파티 에스코트

갤러리 전시 프리뷰 에스코트 및 프라이빗 도슨트 제공

아트 컨설팅 컬렉팅 자문 및 공간 디자인

전시기획 프라이빗 기획전시, 고객 소장품전 등

옥션사 프리뷰 초청, 세일즈 참관 및 참여

아티스트 작가 스튜디오 방문, 작가와의 대화

아트투어 비엔날레, 아트페어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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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모마, 휘트니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이 몰려있는 도시 뉴욕에서 

주요미술관들의 대표적인 기획전들을 특별한 경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전시 오프닝은 물론 전시와 연계해 열리는 공연과 강연에 참석하는 데에 있어 더 나은 경험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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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과 더불어 뉴욕의 갤러리들은 현대미술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메이져 갤러리들이 밀집되어 있는 첼시지역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에서부터 대형 국제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트 컨시어지 뉴욕은 주요 갤러리들의 전시일정을 검토하여 오프닝 및 전시 에스코트를 통해 더욱 깊이있는 경험을 도와드립니다.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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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소장하고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아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호와 취향, 그리고 투자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작품구매를 도와드리고, 작품이 설치되는 데에 필요한 공간디자인을 제공합니다.

ART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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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혹은 기업멤버가 개최하는 프라이빗 미술 전시행사를 기획을 제공합니다. 

멤버의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전시 및 관리하며, 공간과 주최자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PRIVATE 
ART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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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 위치한 대표 옥션회사 소더비와 크리스티에서 열리는 경매 스케쥴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참여에 편의를 제공해드리며, 효율적인 작품 판매와 구입을 도와드립니다. 

AUCTION
HOUSE

ART CONCIERGE NEW YORK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방문하여 

예술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아티스트와 멤버들의 관계 형성을 도와드립니다.

STUDIO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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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지역 외에도 현대미술의 현장인 아트비엔날레와 페어를 에스코트 합니다.

● 휘트니 비엔날레 Whitney Biennial  ● 베니스 비엔날레 Venice Biennale  ● 카셀 도큐멘타 Kassel Documenta 

● 상하이 비엔날레 Shanghai Biennale  ● 아모리쇼 Armory Show  ● 아트바젤 Art Basel  ● 아트마이애미 Art Miami

ART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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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IERGE TEAM

TA E H Y U N  K I M
김 태 현

I N J I  A L E X I A  S O N G
송 인 지

 Managing DirectorFoundinf Partner

Gallery HO Korea Art Forum뉴욕에 위치한 갤러리호           의 대표이자, 코리아 아트포럼                 의

공동설립자이다.  갤러리호를 통하여 뉴욕에 한국현대미술을 알리고 있으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코리아 아트 포럼의

주관으로 국제 심포니지엄 “Common Ground”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2013년

초에 개최하였으며, 뉴욕 한인회의 문화부회장을 겸임하면서 코리아 아트 포럼 

프로젝트인 ‘What Made Today’s New York’을 기획, 진행 중에 있다.

뉴욕과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경영컨설턴트이자, 문화예술사업기획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상법 및 증권거래법 전공으로 석사수료 후, 뉴욕의

Fordham Law School에서 금융경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Business Analyst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한국 내 굴지 기업의 구조조정, M&A,

Project Financing 등을 진행하였고, 이후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패션, 예술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한국기업의 전시사업 및 뉴욕시장 진출을 자문하였다. 

기획저서로는 뉴욕과 서울의 도시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정재건의

“같이 놀자 뉴욕, 함께 가자 서울”이 있다.

Founding Partner

ACNY 와 갤러리 스탠 Gallery STAN 의 설립자이자, 코리아 아트포럼 Korea
Art Forum 의 공동설립자 이다. 갤러리스탠을 통하여 뉴욕과 한국의 현대미술을
알리고 있으며, 글로벌 활동을 펼치는 이머징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코리아 아트 포럼의 주관으로 국제 심포니지엄 “Common Ground”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2013년 초에 개최하였으며, 현재 스탠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CNY와 갤러리스탠의 공동대표이며 뉴욕과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전문경영
컨설턴트이자, 문화예술사업기획가이다.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상법 및
증권거래법 전공으로 석사수료 후, 뉴욕의 Fordham Law School 에서 
금융경제법 석사학위를 받았다. Business Analyst 로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한국 내 굴지 기업의 구조정, M&A,Project Financing 등을 진행하였고, 이후
전 세계를 오가며, 예술, 패션 등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한국 기업의 전시
사업 및 한국 작가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기획, 진행 하였다. 

기획저서로는 뉴욕과 서울의 도시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정재건의 “같이
놀자 뉴욕, 함께 가자 서울” 이 있다. 



WWW.ARTCONCIERGENY.COM
@INFO ARTCONCIERGENY.COM

EXCLUSIVE MEMBERSHIP

컨시어지라는 용어는 “Comte des Cierges”라는 불어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 영어로는 “the Keeper of the Candles”라는 뜻입니다. 

중세시대 성에 있는 많은 수의 방들을 밝힌 초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칭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총괄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매니저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트 컨시어지 뉴욕은 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멤버에게 필요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켜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시감상과 행사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문화 활동을 더욱 가깝고 흥미롭게 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큐레이터 등 전문인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작품 구매 및 소장에 관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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