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시기간 : 2023. 04. 07. ~ 07. 09. (94일간) 
- 전시주제 :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 
- 전시장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 참여작가 : 세계 각국 80여 명  
- 주최주관 : 광주비엔날레 / 광주광역시 
- 예술감독 : 이숙경 (영국 테이트모던 국제미술 수석 큐레이터)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본전시, 국제학술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  
 
 
 
  
 
□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본전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2023년 4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94일 간 열립니다.  
이번 전시 주제인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세상에서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아무리 굳세고 강한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의미의 도덕경 ' 유약어수' (柔弱於水)에서 차용했습니다.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의 속성을 원동력 삼아 우리가 사는 지구를 
공존과 연대, 돌봄의 장소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각국의 80여 명 작가가 참여하며, 40여 명 
이상의 작가들이 신규 커미션 및 신작을 선보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잊혀진 과거와 
역사를 현재로 소환하며, 그동안 변방이었던 서사를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펼쳐냅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14th Gwangju Biennale 



□ 파빌리온 프로젝트 
  
2018년부터 시작한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비엔날레 기간에 세계 미술 현장을 
광주로 집결하고, 광주발發 메시지를 발신하는 연계전시입니다. 
본전시 이외에 해외 유수 문화예술 기관 참여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 전역을 역동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엮어내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에서는 총 3개 기관이, 2021년에는 총 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올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는 9개 국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9개 국가의 문화예술 기관들이 자국의 미술을 선보입니다.  
광주지역 협력기관은 광주시립미술관, 이이남 스튜디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동곡미술관, 은암미술관, 이강하미술관, 
10년후그라운드, 양림미술관, 갤러리 포도나무 등입니다.  
 
 
 
 
□ 공공프로그램 심포지엄  
 
제14회 광주비엔날레는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본전시의 담론을 강화하고 확장합니다. 
4월 6일-7일 이틀 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과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Hyundai Tate Research Center: Transnational)이 공동 
주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전세계 예술가, 학자, 큐레이터가 모여 이번 
비엔날레가 제시하는 ‘행성적 시각(planetary vision)’과 관련된 예술적 
실천과 담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 개막식 
 
- 일시 : 2023. 04. 06. 오후 5시-6시 30분 
- 장소 :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광장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전시장소 

본전시장  전시장 주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로 111 

국립광주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무각사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예술공간 집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158번길 11-5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 47번길 2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전 6시 (입장마감 17:30) 
▏국립광주박물관을 제외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외부 전시 공간은 매주 월요일 휴관  
  (개막 첫째주 4월 10일 월요일만 개관) 
 



□ 파빌리온 프로젝트 전시장소 

국가명 전시 장소 전시장 주소 

네덜란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북구 하서로 52 

스위스 이이남 스튜디오 광주 남구 제중로47번길 10 

우크라이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이스라엘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광주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0 

이탈리아 동곡미술관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29번길 37 

중국 은암미술관 광주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폴란드 
10년 후 그라운드 광주 남구 양촌길 1 

갤러리 포도나무 광주 남구 백서로 79-1 

프랑스 양림미술관 광주 남구 제중로 70 

캐나다 이강하미술관 광주 남구 3·1만세운동길 6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요금 안내 

종 류 구 분 

입장료(원) 

적용범위  사전예매 
(개막전) 

현장판매 
(개막후) 

입 

장 

당 

일 

/ 

당 

일 

권 

보 통 

(개별) 

어 른 12,000 16,000 ㆍ 만19세-64세 

청소년 5,000 7,000 ㆍ 만13세-18세 

어린이 3,000 5,000 ㆍ 만4세-12세(입장일 현재) 

단 체 

할 인 

어 른 12,000 13,000 ㆍ 20인 이상 단체 

청소년 5,000 6,000 ㆍ 중ㆍ고등학생 

어린이 3,000 4,000 ㆍ 유치원ㆍ초등학생 

2일권  

(개별) 

어 른 - 24,000 ㆍ 만19세-64세 

청소년 - 10,000 ㆍ 만13세-18세 

어린이 - 6,000 ㆍ 만4세-12세(입장일 현재) 

패키지 

입장권 

어 른 22,000 22,000 ㆍ 제14회광주비엔날레 +  

 제10회 디자인비엔날레 통합권 

 ※적용범위: 보통권과 동일 

청소년 8,000 8,000 

어린이 6,000 6,000 

특 별 

할 인 

어 른 

- 

4,000 

ㆍ 만65세 이상자  

ㆍ 4급 이하 장애인 및 3급 이상 

장애인 보호자 1인 

ㆍ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ㆍ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결제시) 

ㆍ 하사이하 현역군인 및 전ㆍ의경 

청소년 2,000 

어린이 1,000 

무 료 

입 장 

ㆍ 국가유공자 / 중증장애인(1-3급) 본인 

ㆍ 3세 이하 어린이(단체입장 시 무료입장 적용 불가) 

ㆍ 단체관람객 인솔자 및 인솔 교사(20명당 1인) 

ㆍ 단체관람객 유치여행사 가이드 또는 버스기사 

ㆍ 각학교(고등학교 이하) 단체 관람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관람인원의 10% 이내) 

▏예매입장권 구입은 4월 6일(개막전)까지 가능합니다. 개인별 입장권 구매는 “네이버, 스마틱스,    
  티켓링크”에서 구매 가능하며, 20인 이상 단체 구매는 재단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단체관람 예약은 재단 홈페이지(www.gwangjubiennale.org)에서 가능합니다. 
▏목, 금요일은 단체관람객이 몰려 혼잡하오니 다른 요일에 단체관람을 권유합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을 제외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외부 전시 공간은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개막 첫째주 4월 10일 월요일만 개관) 
▏단체관람 및 입장권 문의: 홍보마케팅부 062-608-4227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제휴할인 

○ 제휴카드 할인 

대상카드  할인내용  할인대상 

광주비자카드/ 

광주비엔날레 제휴카드 
20%할인 / 50%할인  

동반1인 전북은행카드 20%할인  

BC카드 20%할인 

※ 본 제휴할인은 현장판매 입장권 구입에 한하며 중복할인 불가  
  

○ 호텔 할인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에 한함  

호텔명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할인  호텔 할인  

라마다 광주 

각 호텔 영수증 소지자에 

한해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단체요금 적용  

최대 할인 65% 

홀리데이인 광주  1박당 1만 4천원 할인  

ACC 디자인 호텔  최대 45%할인  

유탑 부티크 호텔 20%할인  

서울라이즈 호텔  30%할인  

*자세한 사항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참조  

○ 놀이동산 입장권 할인 – 패밀리랜드  

구 분  청소년 어린이 

보보5 
20%할인  10%할인 

자유이용권 

 

※ 패밀리랜드 입장권 소유자에 한에 단체요금적용(자유이용권, 보보5구입자에 한함) 

※ 광주패밀리랜드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소지한 단체 관람객(20인 이상) 

※ 문의 : 광주패밀리랜드 062-607-8000  



○ 교통 패키지 입장권  

광주비엔날레입장권+KTX  

구매방법  

광주비엔날레입장권+SRT,KTX+렌터카 

구매방법  

문의 : 062-942-3376  

(광주송정역 여행센터) 

-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문의 : 1899–2550 

-마실 자사몰 masilhub.com/traincenter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트레인센터  

○ 광주비엔날레+디자인비엔날레 패키지 입장권 / 온라인 및 현장 구입 가능  

권 종  패키지 입장권 금액  할인율 

어른  22,000 31%할인 

청소년 8,000 43%할인 

어린이  6,000 40%할인  

•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2023.09.07.~2023.11.07.까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구입 가능  

○ 식음료 할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에 한함  

컬러드 쟝리 광주비엔날레  

식음료 10%할인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10%할인 

라 콩  광주비엔날레  

음료 10%할인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10%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