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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Art Galleries Association (Singapore) (AGAS) is a non-profit 
organisatio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gallery owners and 
operators in Singapore.

AGAS is critical in helping to develop Singapore’s arts marketplace, 
which is a key component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visual arts 
industry as a whole. Galleries help provide content creation and 
validation platforms for artists and their work; these opportunities 
further raise the profile of exhibiting artists and help to develop top 
talent for the art market at large. 

Throughout their 18 years of history, AGAS has also engaged with 
many different local and regional collectors, and their initiatives 
have helped to grow the collector base to support the growth of 
the arts marketplace in South East Asia.

Vision:

• To exist as one voice for leading art galleries in Singapore to 
make representations to various government agencies, arts 
organisations, media, and the general public both at home 
and abroad. 

• To govern professional and ethical gallery practice in Singapore 
and serves to increase public awareness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rt dealers. 

• To promote art appreciation in the community, enhancing the 
value and understanding of art and culture in Singapore.

소개

싱가포르 아트갤러리협회 (AGAS)는 갤러리 대표들과 운영진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싱가포르 미술 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AGAS는 싱가포르 예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들은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전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가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미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GAS는 창립 이래 지난 18년 동안 다양한 지역의 컬렉터들과 관계를 맺어왔으며, 컬렉터 
층을 넓혀 나감으로써 동남아시아 미술 시장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전:

• 다양한 국가 조직, 예술 기관, 미디어 및 국내외 대중들에게 싱가포르의 주요 갤러리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싱가포르 내에서 전문적이며 윤리적인 갤러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트딜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증진에 기여함 

• 지역 관객들의 미술에 대한 감상을 돕고 싱가포르 미술과 문화의 가치와 이해를 높임



The Singapore Art Scene

Singapore’s deliberate development of visual arts over the last 
two decades has resulted in the growth of a vibrant art scene with 
good infrastructure, a budding art market and a twofold increase 
in the number of art exhibitions and art organisations in Singapore. 
Today the public is offered a diverse range of activities to grow 
their appreciation for the arts and arts practition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realise their ambitions in Singapore and abroad.

The last few years have been particularly exciting for Singapore with 
the emergence of new art fair platforms, the Singapore Biennale, 
and facilities such as the Singapore Freeport (a high-security facility 
for the storage of fine art and other valuables).

Our museum landscape is also growing, with the Singapore Art 
Museum re-positioning itself as a contemporary art museum 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Art Gallery Singapore (to be 
launched in 2015) which will have a strong focus on Southeast 
Asian and Singapore art from the nineteenth century to the present.  

The entry of major commercial platforms and Singapore’s continued 
presence on the international art stage through the Singapore 
Biennale and the Venice Biennale have signaled to the international 
art community that Singapore is committed to nurturing the arts and 
being part of a larger cultural discourse. Coupled with Singapore’s 
continued investment in its arts infrastructure and the mapping of a 
long-term national plan for the visual arts, Singapore is becoming 
an art capital that also serves as a gateway to Southeast Asian art. 

싱가폴 미술 분야

지난 20년 동안 싱가포르 시각예술의 발전은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많은 
기반시설이 갖추어졌고 미술 시장은 성장해 싱가포르 내의 미술전시와 미술기관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대중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미술을 감상할 수 
있으며, 작가와 미술관계자들은 싱가포르와 해외에서 꿈을 실현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활발한 변화를 겪었는데, 싱가포르 비엔날레와 새로운 아트페어들이 
생겨났고 싱가포르 프리포트(미술품과 귀중품을 보관하는 첨단보안 시설)와 같은 
시설도 만들어졌습니다.

미술관 저변도 확대되어 싱가포르 미술관이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했고 2015년 
개관 예정인 싱가포르 국립 아트갤러리는 19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동남아시아와 
싱가포르의 미술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미술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주요 상업 갤러리들의 출현하고 싱가포르 
비엔날레 및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 지속적으로 싱가포르의 미술이 소개되면서 
싱가포르는 국제미술계의 보다 큰 문화 담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술 기반시설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시각예술 발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통해 싱가포르는 미술의 
중심지이자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통로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Singapore and Korea

The Singaporean gallery sector, a nexus for South East Asian 
contemporary art, is currently subject to unprecedented international 
exposure. 

Between 2012 and 2014 the total value of art exported from 
Singapore has been between USD 150 million to 200 million 
each year (according to Art Asia Pacific Magazine). With recent 
developments such as the Gillman Barracks gallery district, these 
numbers will most certainly increase in the years to come.

Integral to this growth in arts exports is the integration of Singaporean 
galleries into international art fairs, such as the Korea International 
Art Fair (KIAF). Representing the diverse gallery sector in Singapore 
are Art-2 Gallery, Art Seasons, Chan Hampe Galleries, Element 
Art Space, and STPI. Each gallery presents to the fair’s audience a 
unique perspective of contemporary art production in Singapore 
and the region.

The artistic exchange between Singapore and Korea is highly active, 
with a number of Korean artists exhibiting solo and group shows in 
recent years. STPI has shown Korean art since 2006 including Chun 
Kwang-young, Do Ho Suh, Haeugue Yang, and Lee B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presented “Realism in Asian 
Art” at Singapore Art Museum in 2009; Chan Hampe Galleries 
exhibited Singapore based, Korean born artist Om Mee Ai in 2010; 
Singapore Art Museum exhibited “The Burning Gaze” by Hyung 
Koo Kang in 2011; and Art Seasons presented a solo show for Choi 
Xooang in 2013.

We welcome this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KIAF 2014 
Southeast Asia platform and hope to reduce the distan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and traditions across the globe. 

싱가폴과 한국

동남아시아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싱가포르의 갤러리들은 현재 전례 없이 많은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매거진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싱가폴에서  해외로 
수출된   전체 작품 거래 규모는      매년 1억 5천에서 2억달러에 이른다. 길먼 배럭스 
갤러리 지구처럼 최근 조성된 개발지역들을 고려하면 이 액수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술시장의 성장에는 싱가포르 갤러리들과 KIAF와 같은 국제아트페어들의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2 갤러리, 아트 시즌스, 챈 햄 갤러리, 
엘레먼트 아트 스페이스, STPI 와 같은 갤러리들은 싱가포르의 다양한 갤러리들을 
대표합니다. 각 갤러리들은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 현대미술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예술적 교류는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활발해져 많은 한국 작가들이 
싱가포르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습니다. STPI는 전광영, 서도호, 양혜규, 이불과 
같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들을 2006년부터 전시해 왔고, 챈 햄 갤러리는 2010년 
한국 출신의 싱가포르 작가 엄미애의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에는 싱가포르 
미술관에서 강형구의 <The Burning Gaze>가 열렸으며, 아트 시즌스는 2013년 
최수앙의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주빈국으로 하는 2014 KIAF에 참여하는 싱가포르 갤러리들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전통간의 거리가 조금 더 좁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ooth Number:  A80

Artists at KIAF: Lim Tiong Ghee, Devaki, Mona Choo

Gallery Info:
140 Hill Street #01-03 +65 6338 8713
Old Hill Street +65 6338 8337
Police Station art@art2.com.sg
Singapore 179369 www.art2.com.sg

About

Established in 1991, Art-2 Gallery functions as a contemporary art 
gallery and as an art consultancy. Specialising in contemporary 
sculpture, paintings and ceramics, the gallery is known for promoting 
a high standard of art from this region through their bold exhibitions 
and commissions.
 
One of the only galleries to specialise in public sculpture and 
three-dimensional work in Singapore, Art-2 Gallery have been 
consultants for several worthy art projects with a high profile, working 
from conception to installation of artworks, including advising on 
publicity and media relations. The gallery also provides consultation 
for valuations, art collections, art exhibitions and other visual arts-
related events.
 
Art-2 is also a founder member of the Art Galleries Association 
(Singapore). The director, Vera Ong, has had extensive experience 
in various aspects of art business and consultancy over the past 
twenty-three years.

갤러리 소개

1991년 설립된 아트-2 갤러리는 현대미술 갤러리와 아트 컨설턴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각, 회화, 도자기를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로 새로운 전시와 커미션 등을 
통해 지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공공조각과 조형물을 전문으로 하는 싱가포르의 아트-2 갤러리는 많은 유명 아트 
프로젝트들의 컨설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트-2 갤러리는 작품의 구상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홍보와 언론 또한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작품 구입, 전시 및 미술 관련 이벤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트-2 갤러리는 싱가포르의 아트갤러리 협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갤러리 디렉터 베라 
옹은 지난 23년 동안 아트 비즈니스와 컨설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Lim Tiong Ghee
Orchid Garden II
Collage on canvas
Length 120 cm x height 100 cm
2014

Mona Choo
Introduction, 2008 (diptych)
Conté and pastel on digitally printed canvas
Length 90 cm x height 90 cm (Angel) / 
Length 165 cm x height 90 cm (Circuit)

Devaki
Power (diptych)
Oil on linen
Length 340 cm x height 130 cm
2013



About

Art Seasons was founded in September 2001 by Terry Lee in 
Singapore. With its initial mission in mind: to explore and to 
promote contemporary Chinese and Asian art, Art Seasons has 
been dedicated to presenting talented Asian artists for more than 
ten years.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in China, it was one of the first galleries in Singapore to promote 
contemporary Chinese works. In October 2003, Art Seasons opened 
its largest branch in Beijing, among the first galleries to open in 
798 Art District. Placing strong emphasis in showcasing new and 
interesting works, Art Seasons has come to be associated with only 
the best of contemporary Asian Art. 

갤러리 소개

2001년 테리 리에 의해 설립된 아트 시즌스는 중국과 아시아의 현대미술을 홍보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의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는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현대미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갤러리로 싱가포르에 
중국의 현대미술을 처음 소개한 갤러리들 중 하나입니다. 2003년 아트 시즌스는 
북경 798 예술구에 갤러리를 설립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아트 시즌스는 최고의 아시아 현대미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Booth Number:  A98

Artists at KIAF: David Chan, PHUNK, Wang Fanseng,  
  Zhang Wenwei, Nyein Chan Su

Gallery Info:
1 Selegie Road +65 6741 6366
PoMo,  +65 6741 6369
#02-21/24 info@artseasonsgallery.com
Singapore 188306 www.artseasonsgallery.com

Zhang Wenwei
Coastal Scene-3
Oil on Wooden Board
85  x 81cm
2014

PHUNK
F.A.I.T.H. (Spring)
Silkscreen on canvas with diamond dust
70 x 300cm
2013



Booth Number:  A81

Artists at KIAF: Belinda Fox

Gallery Info:
Raffles Hotel Arcade +65 6338 1962
328 North Bridge Road info@chanhampegalleries.com
#01-21 www.chanhampegalleries.com
Singapore 188719

About

Chan Hampe Galleries seeks to cultivate and promote the 
contemporary visual arts of Singapore, increasing the exposure 
and value of Singaporean art and its contribution to contemporary 
art practice from this region.

By offering a diverse mix of exhibitions and programs, Chan 
Hampe Galleries fosters Singapore’s emerging artists, celebrates 
Singapore’s established artists, and seeks to expand the community 
of Singaporean art enthusiasts.

With its central location in the esteemed Raffles Hotel in Singapore’s 
Bras Basah Cultural District, Chan Hampe Galleries serves as a focal 
point for discourse and discovery of Singaporean contemporary art.

갤러리 소개

싱가포르 현대미술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는 챈 햄 갤러리는 싱가포르 미술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 현대미술의 발전에 공헌해 왔습니다.
  
챈 햄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진 작가들과 기존 작가들을 
지원하며, 싱가포르 미술인들의 커뮤니티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스 바사의 유명한 라플즈 호텔의 중심에 위치한 챈 햄 갤러리는 싱가포르 
현대미술의 담론과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elinda Fox
Excavate (2014)
Watercolour, ink, drawing and encaustic wax on board
140 x 120 cm

Belinda Fox
A Walk in the Park IV (2013)
Watercolour, drawing on board
92 x 62 cm



Booth Number:  A83

Artists at KIAF: Erianto, Hendra “HeHe” Harsono

Gallery Info:
Raffles Hotel Arcade +65 6883 2001
328 North Bridge Road +65 6883 2707
#02-13 info@elementartspace.com
Singapore 188719 www.elementartspace.com

About

Element Art Space, located at the historic Raffles Hotel, is a training 
ground and place of exchange to many innovative and emerging 
artists from the region—especially Indonesia, Philippines and 
Singapore. The gallery opened in Singapore five years ago and 
has been the proud venue for groundbreaking exhibitions. Their 
inaugural exhibition featured 33 international painters and sculptors, 
and it was the first time some of these pieces were unveiled to the 
Singapore public—the marble sculpture by Fernando Botero and 
gold-plated sculpture by Marc Quinn to name a few. They also held 
the largest Indonesian contemporary art exhibition in any commercial 
space in 2010 called “Recent Art from Indonesia: Contemporary Art 
Turn,” showcasing 40 artists. The gallery offers residencies to a highly 
selected number of emerging artists from the region and continues 
to be the advocate for compelling and challenging contemporary 
works by today’s most exciting emerging and mid-career artists.

갤러리 소개 

역사적 명소 라플즈 호텔에 위치한 엘레먼트 아트 스페이스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지역의 많은 혁신적인 신진 작가들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교류의 공간입니다. 
5년 전 개관한 엘레먼트 아트 스페이스는 획기적인 전시들을 기획해 왔습니다. 
개관전에서는 33명의 국제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을 전시했는데 전시된 작품들 중 
페르난도 보테로의 대리석 조각과 마크 퀸의 금도금 조각 등은 싱가포르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10년 열린 전시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미술: 
현대미술의 변화>는 40명의 작가들을 초대한 전시로 상업 공간에서 열린 최대 규모의 
인도네시아 현대미술 전시였습니다. 엘레먼트 아트 스페이스는 신중하게 선정된 지역 
신진 작가들에게 레지던시를 제공하며, 떠오르는 작가들과 중견 작가들의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Erianto
Mencari Tengah

Acrylic on canvas
120 x 12 x 150 cm

 2013

Hendra ‘’HeHe’’ Harsono
Death by Rice
Acrylic on Teakblock
161 x 113 cm 
2014



Booth Number:  A88

Artists at KIAF: Haegue Yang, Do Ho Suh

Gallery Info:
41 Robertson Quay +65 6336 3663
Singapore 238236 +65 6336 3553
 stpi@stpi.com.sg
 stpi.com.sg

About

STPI is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pace in Singapore for conceptual 
developments in contemporary art practice in print and paper. STPI’s 
Creative Workshop offers a dynamic residency programme for 
leading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to experiment and push the 
boundaries of artistic creation with alternative methods and materials. 
STPI’s critically acclaimed programme, gallery and exceptional 
workshop expertise make STPI one of the best international 
destinations for contemporary arts in Asia.

갤러리 소개

싱가포르 타일러 프린트 인스티튜트(STPI)는 판화와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현대미술의 
발전을 다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STPI의 크리에이티브 워크샵은 전 세계의 유명 
작가들을 초청하는 레지던시를 통해 대안적 방법과 재료를 사용한 실험으로 예술 
창작의 경계 확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STPI 
프로그램과 갤러리뿐만 아니라 워크샵의 뛰어난 전문성은 STPI를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아시아 현대미술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Haegue Yang
Herb Print #2
Embossing, natural dye, 
STPI handmade paper , honeysuckle flower 
132.5 x 168 cm 
© 2012 Haegue Yang/STPI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PI

Do Ho Suh
Myselves
Thread drawing embedded on STPI handmade cotton paper
100.5 x 76.5 cm
© 2014 Do Ho Suh 
Image courtesy of the Artist and STPI



ART GALLERIES ASSOCIATION, SINGAPORE

President  Vera Ong, Art-2 Gallery

Vice President  Emi Eu, STPI

Secretary David Fu, Linda Gallery

Treasurer Marjorie Chu, Art Forum

Chair, Ethics and 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

Matthias Arndt,  
ARNDT

Chair, Events Committee
Jaya Mohideen,  
Galerie Belvedere

Chair, Membership Committee
Aniela Raharja,  
Element Art Space

Chair, Planning and  
Development Committee

Benjamin Hampe,  
Chan Hampe Galleries

AGAS Members:
11.12 Gallery
Arndt
Art Forum
Art Galleries @ Nanyang Academy of Fine Arts (NAFA)
Artesan Gallery + Studio
Art Plural Gallery
Art Seasons
Art-2 Gallery
Cape of Good Hope Art Gallery
Chan Hampe Galleries
Collectors Contemporary
Element Art Space
Gajah Gallery
Galerie Belvedere
Galerie Steph
HaKaren Art Gallery
Ikkan Art International
iPreciation
Kato Art Duo
Linda Gallery
Maya Gallery
REDSEA Gallery
SooBin Art International
STPI
Wetterling Teo Gallery Pte Ltd
Yavuz Fine Art
Yang Gallery

More information on the association, its members and upcoming 
events can be found at: www.agas.org.sg and
www.facebook.com/ArtGalleriesAssociation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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