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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a study of culture and identity expressed in textile art works of 

the age of globalization, centering on the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This study began with the idea that globalism would develop regional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contribute to the field of art. In 2000, the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held its first large exhibition, and a total of 10 

biennales were held from then until 2018. Get an understanding of the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and select award-winning works from one to 

ten times to learn about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works of awards from China and Japan, including Korea, which 

are the center of East Asian culture. The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has steadily increased the number of participating countries, writers and works, 

and once again opened the stage for the revival of textile art following the 

Lausanne International Tapestry Biennale. Through the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Biennale, textile artists hope to promote world harmony in textile art, 

respect cultural diversity and conduct equal dialogue between East and West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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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국제적인 섬유 미술 전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 로

잔느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Biennale International de 

는 년 프랑스 예술가 장 뤼르la Tapisserie, Lausanne) 1962

사와 수많은 현대 섬유예술가들의 노력으로 개최되었다 초. 

창기에는 수공예적인 특성을 지닌 태피스트리기법의 작품들

이 많았다면 회가 거듭할수록 새로운 기술과 제작 기법 및 , 

재료 등에 대한 꾸준한 탐구와 시도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총 회를 이어오던 로잔느 비엔날레는 작가들에게 16

창조적인 자극과 현대미술로서의 조형적인 가능과 가치를 

보여주었지만 현대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원칙을 고수하, 

는 작가들로 인해 년 만에 막을 내렸다34 .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  (Beijing International Fiber Art 

는 년도에 최초 개최된 이후 년 현재 Biennale) 2000 2020 10

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제적인 섬유비엔날레가 스위스 로. 

잔느에서 시작해서 중국 베이징까지 이어졌을 때 많은 섬유, 

예술가들은 국경을 초월한 섬유예술 전시회로 그들이 설 수 

있는 무대라 인식해 왔다 다양한 국가들의 작가들이 담론의 . 

장을 마련하는 교류의 지점을 이 전시회로 보았고 중국 섬, 

유예술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년부터 년에 한 번씩 열리는 베이징   2000 2

국제 섬유비엔날레의 탄생배경과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1

회부터 회까지 출품작을 중심으로 평면작품의 표현기법을 10

통해 나타내고자 한 의미 및 재료의 확장 더 나아가 입체, 

작품들까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 

날레는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잔느 국제 태피스트리 , 

비엔날레에서 물려받은 풍부한 정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섬유예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From 

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인 중Lausanne to Beijing’ 3

국 한국 일본에서 수상작을 중심으로 문화와 정체성에 대, , 

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향후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가 . 

섬유 미술 장르에 새로운 역할을 하여 진정성 있는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베이징�국제�섬유비엔날레의�출현.�Ⅱ

베이징�국제�섬유비엔날레의�출현1.�

섬유 미술의 역사를 찾아보면 중세의 벽걸이 예술을 상징하

는 태피스트리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 

통 태피스트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개혁을 통한 현대화

를 바라는 섬유예술가들의 노력 하에 년 로잔느 국제 1962

태피스트리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다양한 예술가들이 작품. 

들을 교류하고 서로의 의견들을 공유하며 격려를 통해 표현, 

기법이나 재료의 범위를 넓혀 전 세계 섬유예술 부흥의 기

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전통에 급급한 일부 섬. 

유예술가들로 인해 전시를 이어나가는 한계에 직면하여 

년 로잔느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는 막을 내리게 되1995

었다. 

년 후인 년에 로잔느 비엔날레에 영감을 받은 중국   5 2000

출신의 예술가 릴러청 의 노력으로 국제 섬유(Lin Lecheng)

비엔날레 가 개최되었다 초기 ‘From Lausanne to Beijing’ . 

전시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섬유예술가는 로잔느 국제 태피

스트리 비엔날레를 참가한 작가들로서 로잔느 비엔날레의 , 

연장선으로 출품한 작품들을 통해 현대 섬유예술로서의 끊

임없는 자극제 역할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시선

을 지니게 되었다 이미 그들은 표현 방법의 다양화와 재료. 

의 확장을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현대 섬유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전시회의 발전을 이뤄나갔다, .

전시회는 전시의 제목이 암  ‘From Lausanne to Beijing’ 

시하듯이 로잔느 비엔날레에서 영감을 받아 베이징 비엔날

레가 개최되었고 섬유 미술을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세, 

계와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대중화 사회화 및 국제화의 개발 , 

패턴을 가진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을 지향하였다.

특히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이후에 소주 하남 정주 난  , , , , 

통 우전 및 심천에서 개최되면서 개최도시 및 지역사회의 , 

활성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하고자 

하였다.

베이징 비엔날레의 꾸준한 성장과 지속적인 변화는 중국  

미술의 국제적인 교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의 공, 

공미술관 건립이나 국제비엔날레의 지역적 확산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다(Lee, 2012).

그리고 베이징 비엔날레 성공으로 폴란드에서 년마다 열  3

리는 의 와 같은 Lodz ‘International Triennial of Tapestry’

섬유전시회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화. 

의 흐름을 타고 지구촌의 작가와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국제미술품 전시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고자   

한 의미는 로잔느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의 부활이다 로. 

잔느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는 전통적인 것에서 현대적

인 것에 이르기까지 현대 섬유예술의 흐름과 경향을 전반적

으로 반영해왔다(Yoo, 1995).

중국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 또한 다양한 표현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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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사용으로 시대적 흐름뿐만 아니라 무한한 조형적인 

가능성을 알려주고자 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섬유예술 . 

발전과 작가들 간의 교류 더 나아가 섬유예술의 확장해 나, 

가는데 의의가 있다, .

베이징�국제�섬유비엔날레의�전시방법2.�

년 개최된 비서구권 전시회로 출발한 베이징 비엔날레2000

에는 로잔느 비엔날레 참여국인 중국을 포함한 미국 한국, , 

캐나다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러시아 일본 캐, , , , , , , 

나다 노르웨이 등 개 국가 명의 섬유예술가가 참여하, 15 90

였다 회가 거듭될수록 참여 작가의 수가 증가하여 전시회의 . 

위상이 한층 강화된 계기가 되었다 미술관이나 심지어 아트. 

페어의 상업전시에서도 작가 간의 최대한 공간을 두어 작품

을 부각하고 관람객들이 각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여유를 제공하는데 베이징 비엔날레 전시에서는 나라마

다 분류하여 전시하는데 작품 수와 비교하면 공간이 충분하

지 않아 작품을 보는 것에 급급하여 쓱 훑어보고 지다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반 전시는 발전시키기 위함으로 상을 주는 전시가 아니  

라 로잔느 비엔날레에서 영감을 받아 개최된 것으로 전시하

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회 전시부터는 비엔날레의 발전과 . 2

우수한 작가들의 발전을 위해 상장제도를 신설하여 우수상

을 수여하였다 심사는 로잔느 비엔날레에서 활동을 꾸준히 . 

한 작가들을 초대하여 작품 전시와 더불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략 출품작의 약 가 수상을 하게 되었다20% .

먼저 제 회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는 미국 한국 캐  , 1 , , 

나다 호주 스위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러시아 일본 캐나, , , , , , , 

다 노르웨이 중국 등 개 국가 명의 섬유예술가가 작, , 15 90

품을 출품하였다 각국의 다양한 섬유예술가들은 조형세계를 . 

통해 제 회 주제인 사랑과 미의 전파 를 실현해 보았다 대2 ‘ ’ . 

체로 전통의 태피스트리가 주로 나왔고 다양한 조형작품을 , 

보여줌으로써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제 회 전시회의 특징은 화려한 미래의 창조라는 주제로   3

제 회 전시회에서 시상제도의 도입으로 우수상을 배출하였2

다면 이번 전시부터 시상의 범위를 넓혀 금상 은상 동상의 , , 

추가로 폭넓은 변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한. 

국 일본 등 아시아 많은 작가의 참여로 인해 비엔날레가 , 

서양 작가들만의 전시에 국한 짓지 않은 것이 이번 전시에 

가장 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년 제 회 전시회는 . 2006 , 4

중국 소주에서 개최되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수많은 저명

한 예술가들의 참여로 로잔느 비엔날레의 부활을 꿈꾸는 전

시가 되었다 특히 예술가들은 현대 재료의 폭이 넓어졌다는 . 

것을 특징으로 뽑을 수 있다 전시에서 실크 양모 면화 린. , , , 

넨 등나무 버드나무 잔디 등을 포함하는 천연 재료뿐만 , , , 

아니라 인공 섬유 재활용 재료와 섬유 세계의 일부 알려지, 

지 않은 재료를 포함하여 부드러운 재료의 사용으로 섬유예

술 재료의 폭은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 제한적이며 무제한적이며 섬유예술의 가능성을 넓히

고 있다. 

제 회 베이징 비엔날레의 미래와 현실 이라는 주제는 제  5 ‘ ’ 4

회 베이징 비엔날레 환경에 관한 관심과 인간 존재 의 주제‘ ’

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주. 

제는 미래의 영적 추구와 현실에서의 인간주의적 관리를 결

합하여 예술가의 창조적 영감을 완전히 자극하고 예술가의 

낭만적인 상상력을 위한 자유 공간을 제공하여 예술 형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제 회 전시회는 손과 마음을 잡고 섬유에 이어 라는 주제  6 ‘ ’

로 중국 하남에서 열리게 되었는데 평면에 치중되어있던 작

품들이 설치예술로 확장됨으로써 실험적인 혼합재료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꾀하였다 또한 섬유예술 영역의 경계를 넘. , 

어 재료나 기법에 다양성과 확장성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년 제 회 전시회는 난통 에서 열렸는데 이전의   2012 7 ( ) , 灡通
전시회에 비해 참여 작가 수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작가 . 

수가 많은 만큼 개의 전시 장소에 개여 개의 전시 공3 500

간을 볼 수 있으며 년 후에 전시 중 가장 큰 섬유비엔, 2000

날레이다.

제 회에는 개최 당시 개국의 참가국 수에서 개국으  8 45 113

로 늘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를 넘어 섬유 미술의 .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 

각각의 출품작들은 창의성 시의성이 녹아있으면서 세계인들, 

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살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

나이다 비엔날레의 주제 다채로운 세계 함께 하는 미래 에. ‘ , ’

서 다채로운 세계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명을 가리키

며 함께하는 미래는 인류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상징한다, . 

이는 모든 인류가 희로애락 을 함께하고 힘을 합( )喜怒哀樂
쳐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번 비엔. 

날레에서 개의 특별전을 통해 그리움과 동경 격정과 절제6 , , 

전통과 전위 화려함과 적막함 복잡함과 간결함을 능( ), , 前衛
숙한 솜씨로 조화시켰다.

제 회 베이징 국제 섬유비엔날레는 년 월 일 중  9 2016 9 10

국 심천에서 개최되었다 전시회의 특별한 특징으로는 전통. 

적인 섬유 재료에서 벗어나 버드나무 직조 스테인리스 스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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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 스틸 유리 섬유 나일론 고무 등 다양한 재료가 작, , , , 

품에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에서 제 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전 전  10 , 

시회와 비교하면 차원 설치 시청각 효과 및 기타 형태의 3 , 

디스플레이를 포함하여 전 세계 개의 광섬유 작품에 중175

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재료 기술 스타일 및 각도에서 국, , , 

제 섬유예술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전시출품작의�문화적�특성과�정체성.�Ⅲ

스위스 정신과의사인 융 의 (Carl Gustav Jung, 1875 1961)∼

원형 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태(archetype)

고적부터 지니고 있는 문화 집단 양상(collective 

으로서 문화 종교 미적 전통에 따른 문화 창unconscious) , , 

조의 원동력이자 민족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 

따르면 원형은 지리적 인종적 차이와 문화 시대사조에 관, , 

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이면 누구에

게나 갖추어져 있는 인간 형태의 원초적 조건인 셈이다 그. 

러므로 원형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오는 인간의 가장 보

편적이며 가장 원초적인 행동유형의 여러 조건이다(Lee, 

1998).

글로벌리즘시대인 오늘날에 이르러 이러한 문화 집단 양  

상은 조금씩 희석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 학적인 관점에서 , 

볼 때 축제를 비롯한 우리의 제의식 이 존재하는 한 ( )祭儀式
새로운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술가는 그가 태. 

어나 활동하는 곳의 집단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술에

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배어있기 마련이다 정체성 또. 

한 인지하는 방식은 변화하고 있지만 글로벌리즘시대에 이

른 오늘날에서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개념이 재

형성되고 있다 의 설명에서 새로. Jean & Craig(2010/2012)

Figure� 1.� Lucky� Totem
(Dai, 2002, p.63)

Figure� 2.� Sweater�
(Ma, 2014, p.160)

Figure� 3.� Kun�
(Liu, 2018, p.109)

Figure� 4.� Discard
 (Ye, 2018, p.78)

운 국제적 인식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인간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온다. 

본 장에서는 에 출품작의 문  ‘From Lausanne to Beijing’

화와 정체성에 대해 알아본다 작품의 선택은 중국을 중심으. 

로 한 아시아 국인 중국 한국 일본에 관해 수상작품을 연3 , , 

구했다.

중국1.�

제 회 금상 수상자 다이 민화 는 주로 종교적4 (Dai Minhua)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야생 동물이나 식물 등을 사용하는

데 은 우스꽝스러운 개구리에 다양한 색을 , <Lucky Totem>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 

신성시되는 상징물인 토템 을 실크에 염색한 실을 꿰(totem)

어서 표현했다(Figure 1).

마 연희 의 작품 는 같은 명도의   (Ma Yunhui) <Sweater>

색을 사용하여 거대한 스케일의 니트 바늘과 실을 병치하여 , 

설치한 작업이다 이 작품의 형태는 베이징 비엔(Figure 2). 

날레의 조형성을 추구하는 공예작품이라 할 수 있지만 옆의 , 

건축처럼 의 압도적인 크기에서 보는 사람400×200×500㎝

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다 기존의 베이징 비엔날레. 

에서는 출품작의 사이즈 제한으로 인해 평면작품 위주나 입

체작품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이 작, 

품은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특징을 잘 살려 관객을 압도하

고 있다.

리우펜유 의 작품 제목 은 일반적으로   (Liu Penyu) <Kun>

중국에서 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며 둘 다 <Qian>

텍스트에서 온 것이다 의 설명에서 I-Ching (Figure 3). Liang

이라는 용어는 중국에서 온 우주를 말한“Qian-Kun

다”(Liang, 2018, p.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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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철학과 개인의 윤리적 삶에 대해 연구한  (“What is 

중에서 천 은 하늘과 남자를 상징하the I Ching?,” 2016) ‘ ’

고 쿤 은 지구와 여자를 상징했다 그녀의 단어 쿤은 플라, ‘ ’ . ' '

타너스라는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 , 

삶의 변화가 우주의 패턴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떨어진 씨앗은 삶의 귀환과 부활로 여겨지며 조국 지구  , , 

여성 및 자연과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 문화에서 의자의 .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는데 대게 , 

전통적인 의자 원형 의자는 황제가 사용했었다 예 웨이양, . 

의 는 힘을 나타내는 안정된 선과 생(Ye Weiyan) <Discard>

명을 나타내는 곡선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위에 여자를 나, 

타내는 하이힐이 올려져 있는데 남성의 힘을 나타내는 의자, 

와 병치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전통과 현대 동양(Figure 4). , 

과 서양의 상징 사이의 대화를 통해 금속과 섬유 재료를 손

으로 짜서 사용하여 음과 양 사이의 미묘한 관계 운동과 , 

정적인 이야기의 방식으로 삶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

였다.

한국2.�

가시와 그림자 이미지를 표현하는 송번수 작가의 작품 

는 하나의 기법과 주제에 얽매이지 <From That Day on>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모색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작품 안에 가시는 인간의 실존과 허상의 문(Figure 5). 

제를 조형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종교로 승화시켜 메시지까

지 담고 있고 작가가 밟고 지나온 시대상을 공감할 수 있, 

게 해준다 같은 색의 명도 변화를 이용하여 작품을 단조롭. 

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작품의 깊이 감을 엿볼 수 있다 송. 

번수 작가에게 가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작품에서 . 

장미는 년부터 줄기로만 등장한다 그 해 파리 방문 때 1997 . 

Figure� 5.� From� That� Day� on
(Song, 2000, p.89)

Figure� 6.� The�Movement� of� people
(Seo, 2006, p.122)

Figure� 7.� Gulliver’s� Travels
(Kim, 2008, p.83) 

퐁피두센터 건물을 보면서 미술관 건축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게 되는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이 경험을 하면서부터 , 

장미의 꽃은 없어지고 줄기와 가시만 남게 되었다고 작가는 , 

기억한다 그때부터 가시는 그의 작품에서 절망 속에서도 가. 

능성을 상징한다. 

작가 서자현은 현대인들의 사랑과 관계성 을 신앙인의 시  ‘ ’

선으로 표현한 평면 입체작품을 출품했다 서자현은 매체 , . 

및 재료 실험을 거듭하며 늘 새로운 예술에 도전하는 작가

로 실존 예수 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시뮬라크르‘ ’ ‘

로 조형화한 다양한 작품들이 나왔다 공통점은 (simulacre)’ . 

십자가의 기원과 의미를 재조명했다는 점이다 비엔날레에 . 

소개된 작품 은 선형작업으로서 <The Movement of people>

막대기에 매달려 회전하는 느낌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작품 . 

명제는 이 형상들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

고 있음을 나타낸다(Figure 6).

마지막으로 비엔날레에 출품된 또 다른 작가 김태연의 청  

색의 그라데이션 작품 에 대해 알아본<Gulliver’s Travels>

다 김태연은 직물의 기본 재료인 실을 잣는 것으(Figure 7). 

로부터 출발하여 직조와 재봉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고유

한 섬유 소재를 제작한다 그녀는 일상의 구할 수 있는 다. 

양한 소재를 사용해 실로의 전환 가능성을 실험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비닐이 가지고 있는 텍스타일 소재로서의 풍부

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시도와 작업을 해왔다 이 작. 

업에서 작가는 걸리버 여행 청색의 긴 수직형 사각형을 각‘ ’ 

기 다른 틀 안에 배열하면서 그 사각형 주변에 불규칙한 선

을 배열하여 발자국과 같은 흔적을 나타낸다 모든 기다란 . 

개의 수직은 정확한 규칙을 지니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느5

껴진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기하 형태라 하더라도 시각적으. 

로 움직이기를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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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3.�

제 회 우수상을 받은 일본 섬유예술가인 후쿠모토 신호코2

는 인디고 염료로 작업하며(Fukumoto Shinhoko) , 

은 우주의 있는 개의 별자리를 직물 염색을 통<Zodiac> 12

한 전통적 기술로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을 표현하고 있

다 유럽과 아시아 할 것 없이 다양한 국가에서 (Figure 8). 

별자리로 운세를 보는 종교 세계가 퍼져있다. 

후쿠모토 시게키 의 에는   (Fukumoto Shigeki) <Star Dust>

우주진 이라는 우주 공간의 미세한 입자를 나타내고( )宇宙塵
자 염색을 대조적인 색상의 구성을 만들어내고 흰색 천을 

사용하여 팽팽하게 늘려서 밝은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

게 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의 장면과 조화를 이루(Figure 9). 

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두 작품은 우주라는 공통된 주제 안에서 영롱함을 더 부각

Figure� 8.� Zodiac
(www.clevelandart.org)

Figure� 9.� Star� Dust
(www.keikoartinternational.com)

  

Figure� 10.� Not� Now� Not� There
(Marie, 2010, p.133)

Figure� 11.� Japanese� traditional� clothes
(Taken by authors)  

하는 작품으로 이 우주의 색을 인디고 염료로 깊이Figure 8

감을 더욱 부각했다면 는 대조되는 색의 사용으로 , Figure 9

조형성을 극대화하였다.

면 소재로 된 옷에 은박프린트 기법으로 만든 마리 미주  

노 의 화려한 작품 (Marie Mizuno) <Not Now Not 

은 일본의 기모노 를 연상시킨There>(Figure 10) (Figure 11)

다 이 전통의상은 격식 있고 교양 있는 일본의 여성을 상. 

징한다 일본 복식문화에서 결혼식이나 게이샤 가부키 등에. , 

서만 전통적으로 명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이 의상은 사

계절에 피어나는 꽃과 나무 등의 자연과 풍물을 따서 색감

과 문양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 의상은 일본 특유의 문화. 

를 상징한다 비록 자연의 모티브는 아니지만 마리 미주노. , 

의 이 작품은 화려한 색상의 모티브 이미지들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마치 작은 꽃들의 잔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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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년에 시작된 베이징 비엔날레는 특징 중 하나로 년 2000 18

동안 섬유 미술의 다양한 시도를 위해 개최도시를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정저우 난퉁 선전 등 여러 곳에 전시되었, , , , 

으며 학문적 국제적 대중적 사회적 발전으로 점차 발전해 , , , , 

왔다 베이징 섬유비엔날레는 명실공이 섬유예술가에게 새로. 

운 국제무대를 마련해주고 끊임없는 창작을 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섬유예술 커뮤니티의 최신 발전과 . 

작품의 창조적 경향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료와 형태. 

의 표현 측면에서 우리는 알려진 매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전시회는 국경을 넘어 통합된 사고와 혁신적, 

인 의식을 가진 많은 표현 방식이 등장하고 장인 정신과 , 

재료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림과 조각의 측성이 모두 포함되

어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섬유예술의 현대 담론을 형. 

성하고 섬유예술의 현대 유망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바

로 이러한 지속성과 신념과 확신 비전이 있어서이다, .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로잔느 비엔날레의 부활이라는 섬  

유예술가들의 정신을 중심으로 생겨난 베이징 국제 섬유비

엔날레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향후 섬, 

유예술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국제화 과정에서 베이. 

징 국제 섬유비엔날레까지 독특한 형식의 언어 예술적 스타, 

일 및 평가 시스템이 형성되었으며 섬유 미술 분야의 발전, 

에 대한 통찰력을 위한 최고의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고. 

품격 작품의 전시는 섬유예술 창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들에게 미래를 위한 

확대된 지평과 창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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