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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천서(天書>(1987-1991)가 발표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까지 쉬빙(徐冰, 1955-)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쉬빙의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 문혁기 경험 및 미국 

이주 등 작가의 개인사는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한편에서는 

서예 전통 안에서 그의 문자작업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졌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가 중국의 사회정치적 배경이나 중국 문화와 

전통이라는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쉬빙의 작품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바탕에는 서구의 이론이나 미술사적 개념으로 그의 

문자작업을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려는 노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적 

배경이 쉬빙의 문자작업에 미친 영향이 실제로 상당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쉬빙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국성이 필연적인 것인지 

혹은 작가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쉬빙은 학생 시절에는 문화대혁명을, 이후 미술을 공부하던 

시기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미술계의 흐름을 경험하였으며, 미국 

이주 후에는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접하고 국제 미술계에 진입하며 

아시아계 작가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가의 

생애사적 배경은 그가 문자와 중국 전통을 작업에 활용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시기별 상황에 따라 취한 전략 및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로는 작가에 의하여, 때로는 작업이 

전시되는 맥락에 따라 쉬빙의 작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도출되었으며, 

작가는 상황에 따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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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쉬빙이 문자와 중국 전통이라는 두 요소를 작업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하였으며, 그의 문자작업이 중국과 미국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쉬빙에 대한 연구 및 작가의 글과 

인터뷰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수의 키워드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의미를 갖게 된 키워드 일부를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가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취한 전략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전략과 작가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쉬빙이 취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그가 현재까지도 

세계적 미술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문자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 있다. 예술적 의의를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작가가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취한 전략적인 태도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쉬빙이 그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취한 태도 변화를 토대로 그의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쉬빙의 

작업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자작업에서 

나타나는 문자와 중국 전통 재해석 방식의 변화와, 작가가 대외적으로 

보여준 태도의 이면에 담긴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그의 

작품 세계의 방향성을 파악해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도 의미가 있다. 

 

주 요 어 : 쉬빙(徐冰), 문자미술, 관념미술, 85신조, 미국 이주 작가 

학    번 : 2009-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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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서예 전통이 존재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문자는 오래전부터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현대미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문자와 

이미지의 공존 현상은 문자예술의 역사가 이어져오고, 문자와 이미지를 

한데 엮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이미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현대미술에서 문자를 다룬다는 

것은 서구에서처럼 문학과 미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는 의미보다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또 서구의 방식으로 재해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1980년대 중국 미술계의 새로운 움직임의 하나로 등장한 문자작업 

경향에서 문자는 작업에 당대성을 더하는 요소로, 그리고 작가가 당시의 

사회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발언하는 매개로 기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공존 혹은 대립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 문자를 사용하여 작업한 작가 중 쉬빙(徐冰, 1955-)은 

문자와 중국 전통에 대한 그의 밀도 있는 연구와 재해석 방식으로 

동시대 유사한 경향의 다른 작가들과 구별된다. 쉬빙은 문자를 일반적인 

언어 기호나 단순한 모티프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자체를 깊이 탐구하고, 

해체하고, 재조합한다. 인쇄기술이나 장정(裝幀), 서법(書法), 1
 그리고 

시서화(詩書畵) 전통과 같은 중국 미학 등 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중국의 전통적 요소 또한 문자와 마찬가지로 사전 연구의 과정을 거쳐 

작업에 반영되며, 문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재해석된 문자의 철학적, 

                                                       

1  서법(書法)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서예(書藝), 그리고 일

본의 서도(書道)와 동의어이다. 이 논문은 연구 범위를 중국에 한정하고 있어 

‘서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서예적 요소‟ 등의 표현에서는 편의상 „서예‟

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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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쉬빙은 대부분의 동세대 작가들과는 달리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문자와 중국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1980년대 후반 중국 현대미술에 등장한 문자작업 

경향이 현재까지 전개되고 발전되어 온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쉬빙의 문자작업은 다층적이며, 작품이 제작되고 전시된 시기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켜왔다. 그의 작업은 중국의 

역사와 미학, 그리고 서구의 현대미술 사조 및 철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자체로도 복합적이다. 여기에 작가의 생애사적 배경과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서구 학자들과 관객들의 오리엔탈리즘적 

선입견 등 복합적인 요소가 개입하여 작품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작품 그 자체는 특정 메시지나 시대성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새로운 

해석에 열려있는데, 이는 다양한 주체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작업의 

의미를 도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쉬빙의 대표적인 작품 

<천서(天書, Book from the Sky)>(1987-1991)에 대한 중국 내외의 다양한 

해석에서 그 한 예를 찾을 수 있다. 쉬빙은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때로는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글과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작품에 대한 특정 의미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쉬빙의 문자작업을 이해하는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중국 현대미술이 중국 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또 해외로 

이주한 동세대 중국 작가들이 취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작업에 대한 형식적 분석 외에도 그 바탕에 

있는 미술사적, 사회정치적 맥락, 그리고 특정 해석이 도출되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작가의 글과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표면적 이미지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작가의 전략까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쉬빙이 작업 속에서 

문자와 중국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문자작업의 전개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기별로 쉬빙이 취한 전략과 그가 구축하고자 한 대외적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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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작가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상 변화와 연결하여 

바라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선행연구 

쉬빙이 문자를 작업에 도입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연구는 문혁기 경험 및 미국 이주 등 작가의 

생애사적 배경을 주로 참고하였다. 작가의 국적을 강조하고 생애사적 

배경을 중요하게 다루는 현상은 비서구권 작가에 대한 서구권의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쉬빙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사는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는 그가 문화대혁명(1966-1976)과 그 후 

도래한 자유와 개방의 시대, 그리고 1989년 천안문 사태까지의 격변하는 

중국 현대사를 경험하였고, 85신조(新潮) 등 빠르게 변화하는 중국 

미술계 흐름의 중심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또한 1990년 

작가의 미국 이주와 그에 따른 국제 미술계 진출은 작가의 작업 방식 및 

스스로가 내세우게 된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오며 그의 작업 해석에 

새로운 요소를 제시한다. 이처럼 쉬빙의 개인사는 실제로 그의 작품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작가 자신도 전략적 의도에서건 아니건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을 작가의 개인적 

경험과 관련짓는 것을 단순히 서구 미술계에 의한 타자화라고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연구는 그의 문혁기 및 미국 이주 후의 

경험이 작품에 미친 영향은 언급하되, 작품 분석 및 해석에 있어서는 

미국 이주 전과 직후, 그리고 그 이후 작가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는 또한 양면성이라는 시각으로 쉬빙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쉬빙에 대한 연구 및 작가의 글과 인터뷰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작가가 스스로 제시한 것이거나, 

작품이 제작되고 전시된 시기적, 장소적 맥락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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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작업이 전개되고 작가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키워드 또한 변화해왔다. 이 연구는 다수의 

키워드 중 시기에 따라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의미를 담게 된 단어 

일부를 선택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가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을 취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정하였다. 쉬빙이 문자와 중국 전통을 

어떻게 재해석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연구는 그의 다양한 설치 

및 미디어 작업 중에서도 문자를 사용한 작업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전통 서법이나 산수화 등 중국 

전통적 요소가 보다 잘 드러나는 작업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참고문헌으로는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온 쉬빙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고, 

서구권, 특히 북미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주로 참고하였다. 쉬빙이 

미국으로 이주한 1990년부터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한 2000년대 초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서구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을 담은 연구가 진행되어왔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쉬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천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85신조가 확산되던 무렵 발표된 이 작품은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 

현대미술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속에서 자주 다루어져 왔으며, 쉬빙 

개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당시 중국의 사회정치적 배경 및 쉬빙의 

개인사와 연계되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쉬빙의 미국 이주 

직후 이루어진 북미를 비롯한 서구권의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예로는 브리타 에릭슨(Britta Erickson)의 연구가 

있다. 그중에서도 쉬빙의 1991년 미국 첫 개인전2
 도록과 2001년 출간한 

『쉬빙의 예술: 의미 없는 단어, 단어 없는 의미(The Art of Xu Bing: Words 

                                                       
2 《Three Installations by Xu Bing》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엘베헴 미술관

(Elvehjem Museum of Art), 1991.11.30-19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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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out Meaning, Meaning without Words)』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쉬빙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 인용되고 있다.
3

 에릭슨은 쉬빙의 작업이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및 문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각 작업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이루어진 <천서>는 자주 중국의 문화 및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해석은 새로운 중국계 미술가에 대한 미국 미술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효과적이었으나, 이후 작업에서 등장한 „읽을 

수 있는 문자‟가 단순히 미국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단편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4
 

한편 스탠리 에이브(Stanley Abe)는 이와 같은 관점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에이브는 그의 연구에서 <천서>의 제목이 번역되고, 작품이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전시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5
 그는 이 시기 <천서>에 대한 정치적 

해석 대부분은 1989년 천안문 사태 등으로 형성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선입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천서>의 형식적 

측면에 대한 해석 또한 서법과 선불교 등 중국에 대한 특정 이미지에 

영향을 받은 것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해석으로 인한 작품 오역의 

위험성에 대하여 환기시켰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쉬빙의 작업이 전통 

서법이나 선불교, 유교, 도교 등의 중국 전통 사상과 같은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연구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6
 

                                                       
3  Britta Erickson, Three Installations by Xu Bing, exh. cat. (Madision, Elvehjem 

Museum of Ar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991; Britta Erickson, The Art of Xu 

Bing: Words without Meaning, Meaning without Words (Washington, DC: Seattle: Arthur M. 

Sackler Gallery; In association with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1). 
4 Erickson, “Process and Meaning in the Art of Xu Bing,” Three Installations, p.16; 

“Language as Intellectual Game,” The Art of Xu Bing, p.55. 
5 Stanley K. Abe, “No Questions, No Answers: China and A Book from the Sky,” 

Boundary 2, Vol.25(3), (Duke University Press, 1998), pp. 169-192. 
6  전통 서법의 틀 안에서 <천서>를 바라본 연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류위에

디(刘悦笛), 「당대중국예술적 “서예성” 표현: 쉬빙 예술의 변천을 사례로」『동

아시아 문화와 예술』Vol.6 (동아시아문화학회, 2009) pp.46-110; Claire Lui, “Being 

and Nothingness,” Print, Vol.58(2), 2004, pp.90-95. 한편 Roger T. Ames 등은 역경(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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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통과 사회적 상황이라는 틀 밖에서 쉬빙의 작업을 동시대 

여러 담론과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그 예로 2003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에서 개최된 쉬빙에 대한 학회를 

바탕으로 출간된 연구집을 들 수 있다.
7

 쉬빙의 작업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 이 학회에서 할 포스터(Hal Foster)는 쉬빙의 

작업을 서구의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기호적 다의성 등과 

연결하였으며,
8

 로버트 해리스트 주니어(Robert Harrist Jr.)는 ‘스트룹 

효과(Stroop Effect)‟라는 인지심리학적 개념으로 <천서>를 바라보는 

관객의 반응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9

 이에 더하여 „디아스포라(diaspora)‟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쉬빙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쉬빙 연구에서 <천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그 이후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쉬빙의 문자작업에 대한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2013년 영국 애쉬몰리안 박물관(Ashmolean 

Museum) 전시를 계기로 출간된 <문자산수(文字寫生, Landscript)>(1999-) 

                                                                                                                                          

經)과 같은 중국 전통 철학에, 그리고 April Liu 등은 선불교와 연계하여 쉬빙의 

작품을 바라보았다: Roger T. Ames, “Reading Xu Bing‟s A Book from the Sky: A Case 

Study in the Making of Meaning,” Xu Bing and Contemporary Chinese Art: Cultural and 
Philosophical Reflections, Hsingyuan Tsao and Roger T. Ames ed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1), pp.33-65; April Liu, “The Living Word: Xu Bing and 

the Art of Chan Worldplay,” 같은 책, pp.117-146. 
7 Jerome Silbergeld, Dora C. Y. Ching, Persistence-Transformation: Text as Image in the 

Art of Xu Bing (Princeton: P.Y. and Kinmay W. Tang Center for East Asian Art: Department 

of Art and Archaeology, Princeton University in association with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8  Hal Foster, “Xu Bing: A Western Perspective,” Silbergeld et al., Persistence-

Transformation, pp.86-97. 
9 Robert Harrist Jr., “Book from the Sky at Princeton: Reflections on Scale, Sense, and 

Sound,” Silbergeld et al., Persistence-Transformation, pp.33-34. 
10 Hsingyuan Tsao, “Reading and Misreading: Double Entendre in Locally Oriented 

Logos,” Xu Bing and Contemporary Chinese Art, pp.1-32; Xiaoping Lin, “Globalism or 

Nationalism?: Cai Guoqiang, Zhang Huan, and Xu Bing in New York,” Third Text. Vol.18(4) 

(Kala Press, 2004), pp.27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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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에 대한 연구가 있다.
11

 이 연구는 쉬빙이 학생 시절 작업한 농촌 

풍경을 그린 목판 작업에서 <문자산수> 시리즈와의 연관성을 찾는 등 

초기 소품 작업에서 현재의 <문자산수>로 발전해 온 과정까지 작품 

분석에 포함시키며 연구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외로는 <지서(地書, Book 

from the Earth)>(2006-)의 픽토그램을 중국의 시각문화 및 서구의 다양한 

언어학 이론 등과 연계하여 살펴본 마티 보리세비즈(Mathieu 

Borysevicz)의 저서가 있다.
12

 최근 들어서야 어느 정도 축적된 쉬빙의 

작품세계 전반을 아울러 보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3

 

이는 2014년 1월 대만 타이베이 미술관에서 개최된 쉬빙의 첫 

회고전으로 이어졌다.
14

 

쉬빙을 포함한 85신조 작가들이 1980년대 말 해외로 진출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장혜(张慧)는 지적한다.
15

 이들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 작가들이 

중국으로 돌아오던 2000년대 이후부터 다시 활발해졌다. 중국 내에서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양극으로 나뉘었으나, 모두 이들의 국제적 위치와 

연계하여 작품을 평가하였다. 작품에 담긴 국제성과 당대성을 

호의적으로 바라본 이들이 있었던 반면, 한편에서는 반식민주의적 

                                                       
11 Shelagh. J.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Nature as Language in the Art of Xu 

Bing (Oxford: Ashmolean Museum, 2013) 
12 Mathieu Borysevicz, The Book About Xu Bing's Book from the Ground. (North Adams, 

Massachusetts: Cambridge, Massachusetts: Massachusetts Museum of Contemporary Art ; 

The MIT Press, 2014) 
13 여러 자료 중 2011년 발간된 토미이 레이코의 책은 쉬빙의 생애와 작품세

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간의 전시, 

쉬빙과 관련된 인터뷰, 관련 문헌, 수상경력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리스트를 구

축, 수록하였다. Reiko Tomii et al., Xu Bing, (London: Albion, 2011). 
14 치아 치 제이슨 왕(Chia Chi Jason Wang)이 큐레이팅을 맡은 쉬빙의 첫 회고

전 《 Xu Bing: A Retrospective 》 (2014.1.25-4.20)는 대만 타이베이 현대미술관

(Taipei Fine Arts Museum)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현대

미술관(LACMA)도 회고전 형식의 쉬빙 개인전 《The Language of Xu Bing》

(2014.12.20-2015.7.26)을 개최하였다. 
15 張慧, 「文字何以成爲圖像徐冰文字藝術硏究」 中央美術學院 美術史 碩士, 2

014,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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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 시기 작가들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국성을 서구의 주류 

문화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들을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16

 이러한 경향은 쉬빙에 대한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에 대한 연구 대부분은 평론 형식으로 쉬빙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서 중국 전통문화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거나 작업의 서예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또한 서구권의 

연구에서처럼 그의 작업 속에 담긴 문화적 내용에 집중하거나,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이론 등을 적용하여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쉬빙의 작업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17

 장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쉬빙에 대한 연구 중 아주 소수만이 그의 작품을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쉬빙의 문자예술의 문화적 근원과 

의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쉬빙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왔다. 쉬빙 작품의 문화정치적 의미에 주목하여 문자와 문화의 

관계, 언어의 순수성 등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작품에 드러나는 방식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
18

 그 외에도 목판화, 탁본 등 쉬빙의 작품 제작 

기법에서 나타나는 노동이라는 측면에 주목한 연구,
19

 그리고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드러나는 타이포그래피(typography)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20
 

등이 진행되어왔다. 2010년도에 들어서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쉬빙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에 주목하여 작가의 정체성 변화가 

작업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살펴본 연구도 진행되었다.
21

 이 연구는 

                                                       
16 张慧, 「文字何以成爲圖像徐冰文字藝術硏究」 p.2. 
17 중국 내에서의 연구경향은 장혜의 석사논문을 참고하였다. 张慧, 「文字何

以成爲圖像徐冰文字藝術硏究」 pp.4-9. 
18 최정원, 「쉬빙의 문자작업이 함축한 문화정치적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미

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1. 
19  이지은, 「노동과 글쓰기: 슈빙의 슬로우 테크놀러지」『현대미술사연구』

Vol.18(1) (현대미술사학회, 2005) pp.139-163. 
20  정무환, 「쉬빙 미술의 타이포그래피적 특성과 의의」『기초조형학연구』

Vol.14(5) (한국기초조형학회, 2013), pp.461-471. 
21  박병권, 「구원다와 쉬빙의 작품연구: 지역적 경계와 문화정체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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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빙의 생애사적 배경 중에서도 국제 미술계에서의 작가의 위치에 

중점을 두고, 문자작업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며 그 이면에 담긴 작가의 전략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3. 연구 내용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II장에서는 

쉬빙의 문자작업 형성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85신조라는 미술사적 

흐름과 작가의 생애사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85신조는 1985년부터 

1989년 사이 중국 현대미술계에서 나타난 새로운 미술을 향한 다양한 

실험들을 일컫는다.
22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중국 미술계는 기존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양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계속하였다. 이 

시기 작가들은 빠른 속도로 유입된 서구의 다양한 문화이론 및 미술 

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술 형식을 찾고자 하였으며, 주로 그룹 

형태로 활동하였다. 쉬빙은 85신조 그룹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서구의 

이론과 현대미술 사조를 접하였고, 개념미술과 다다(Dada)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지만 작업 매체로 그는 목판화를 고집하였고, 이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 Phil Lee, 「Representing 

Identity in Flow: Xu Bing’s Art since Immigration (1991-2003)」『美術史學報』Vol.37 

(미술사학연구, 2011), pp.251-274; 쉬빙의 작품을 현대 수묵화의 하나로 보며 그 

속에 나타난 중국적 정체성에 주목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최병식, 「동시대 중

국화의 분화와 수묵화의 중국식 정체성」『동양예술』Vol.17 (한국동양예술학회, 

2011), pp.365-397. 
22 1985년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미술을 향한 움직임은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몇 가지 예로 마이클 설리번(Michael Sullivan)은 그의 저서 Art and Artists of 

Twentieth-Century China(1996)에서 이 시기 나타난 다양한 실험들을 지칭하는 단

어로 신조(新潮, xin chao)를 그대로 번역한 „new wave‟를 사용하였다. 이 시기 

미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진행해오고 있는 가오밍루(高名潞)는 „85운동‟을 

채택하였다. 2007년 베이징 울렌스 센터(UCCA) 개관전으로 개최된 이 시기 미

술을 조명하는 전시의 제목은 《'85新潮: 中国第一次當代藝術運動》로 „85신조‟

를 사용하고 있다. (도록에서는 „85신조 운동‟도 사용되었다.) 이 연구는 마지막 

예시에 따라 „85신조‟로 이 시기 미술을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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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漢字) 등의 중국 전통적 요소를 작업에 도입하였다. 그 결과물인 

<천서>는 „쉬빙 현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23

 설치 미술이라는 서구 형식에 중국적 내용을 담으며 중국 

현대미술의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24

 현재 중국 

미술계에서의 쉬빙의 위치는 <천서>가 이 시기 중국 미술계에 미친 

영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기존의 

85신조에 대한 연구에서 <천서>는 거의 항상 언급되지만, 쉬빙에 대한 

연구에서는 85신조라는 미술사적 배경보다는 그의 개인사가 더욱 

강조되곤 한다. 85신조에서 쉬빙의 문자작업이 갖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쉬빙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 이면의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작업의 예술성과 그의 작업이 중국 

미술사에서 갖는 위치를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다. 

생애사적 배경으로는 쉬빙의 문혁기 경험과 중앙미술학원 

(中央美術學院)에서의 수학기, 그리고 199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경험 

등을 살펴보며 쉬빙이 문자와 중국 전통이라는 두 요소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문화대혁명의 경험은 쉬빙이 문자의 

유일무이성 및 진실성 등에 대하여 회의를 갖도록 하며 그의 이후 

작업에 영향을 주었다. 중앙미술학원에서 쉬빙은 판화를 전공하였는데, 

목판화는 이 시기는 물론 이후의 작업에서도 주요한 매체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쉬빙은 다양한 서구의 이론과 현대미술사조를 접하며 

영감을 받았고, 이는 그의 작업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가 중국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작업에 활용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III장에서는 쉬빙의 문자작업을 살펴보며 각각의 작품에서 문자와 

중국 전통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쉬빙의 

                                                       
23 Reiko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An Art-Historical 

Biography of Xu Bing,” Xu Bing, p.105. 
24 尹吉男, 「徐冰, 呂勝中, 藝術的觀後」『中國美術報』 第46期, (中國藝術研

究院美術研究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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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제작 시기 및 재해석 방식에 따라 그의 문자작업을 두 분류로 

나누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의 작업, 즉 <천서>부터 

1994년 발표된 <네모글자(新英文書法)> 시리즈까지의 초기 문자 

작업에서 쉬빙은 문자를 해체, 재조합 한 반면, 작업에 도입한 책 편집 

및 제본 기술이나 인쇄기술, 전통 서법과 같은 다양한 중국 전통적 

요소는 있는 그대로 차용하였다. 또한 미국 이주 직후 제작한 

작업에서는 한자와 영어, 동물과 문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며 

중국과 서양, 자연과 문화라는 서로 다른 개념 간의 대립 및 상호 

관계에 대하여 환기시켰다. 1999년 이후부터는 작업 방식이 변화하여 

점차 문자와 이미지를 혼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자의 추상성과 이미지의 

구상성이 병치되거나 혼재하는 이 시기 작업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는 기호학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이러한 작품세계의 변화와 함께 

전시기획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작가 자신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구축된 

이미지도 함께 변화하였으며, 이는 쉬빙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상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IV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쉬빙의 위치 및 상황에 따른 전략과 대외적 

이미지의 변화 과정을 양면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그의 작업을 설명하는 다양한 특징 중에서 „열려있는 작품‟이라는 

설명과 „중국 전통‟이라는 키워드에 담겨있는 모순 혹은 상반된 

메시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를 표현하는 „문인(文人) ‟이라는 단어를, 

작가가 미국 이주 후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자주 

언급한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의 구호와 

대비시켜 볼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통하여 쉬빙이 어떠한 대외적 

이미지를 내세우고자 하였으며, 내포된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쉬빙은 현재도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로,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하나의 해석을 내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쉬빙의 작업에서 일관되게 사용되고 있는 

문자와 중국 전통이라는 두 요소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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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빙이 자신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취한 태도 

변화와 연계해봄으로써 그의 작업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작업에서 나타나는 문자 및 중국 전통 재해석 

방식의 변화와 작가가 대외적으로 보여준 태도 이면에 담긴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그의 작품 세계의 방향성을 파악해보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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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쉬빙의 문자작업 형성 배경 

1. 미술사적 배경: 85신조 

1) 85신조의 시작 

1976년 9월 마오쩌둥의 죽음, 그리고 사인방(四人幇)의 체포와 함께 

10여 년간 중국 사회에 불안과 혼란을 안겨준 문화대혁명은 막을 내렸다. 

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저우언라이(周恩來, 

1898-1976)가 이미 주창한 바 있는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에서의 4대 

현대화는 마오쩌둥의 사망 이후 복직한 덩샤오핑(鄧小平, 1904-1997)의 

주도하에 적극 진행되었고, „베이징의 봄‟으로 불리는 자유와 개혁의 

바람이 사회문화 전반에 불며 중국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미술계도 빠르게 변화하였다. 먼저 문혁에 대한 반응이 

상흔미술(傷痕繪畵)과 향토사실주의의 형식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에 선전 

목적으로 이용되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문혁을 비판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었다. 미술대학을 중심으로는 사실주의 경향이 

형성되었으나, 재야 미술계의 젊은 작가들 사이에서는 사실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서구 모더니즘 사조를 통하여 미술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는 

성성화회(星星畵會)였으며, 이들은 그동안 중국의 전시회에서 볼 수 

없었던 추상적 화풍과 사회 비판적 소재의 작품을 선보이며 이후 나타난 

여러 미술 경향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서구 사상의 유입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1983년부터 약 1년간 

시행된 반정신오염운동(反精神汚染運動)은 변화하는 중국 미술계의 

흐름에 제재를 가하였지만, 동시에 젊은 작가들을 자극하며 85신조(新潮) 

라는 새로운 움직임의 단초가 되었다. 85신조의 시작은 서구의 철학 및 

근현대 미술 사조의 유입, 그리고 미술잡지와 미술 평론 등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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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라는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서적을 통해 서구의 이론이 유입되었고, 문혁기에 금지되었던 

서구의 근현대 미술이 미술 잡지와 전시회를 통하여 중국에 다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9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19세기 프랑스 

전원 풍경화전》을 시작으로 해외 미술의 전시가 베이징 및 상하이 

등지에서 활발히 개최되며 중국 예술가들이 서구의 미술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5

 더욱이 이 시기에는 『미술(美術)』이나 

중앙미술학원의 『미술연구(美術硏究)』등 기존의 미술 잡지들이 복간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에는 『미술사조(美術思潮)』, 『중국미술보(中國 

美術報)』 등의 영향력 있는 잡지가 개간되었다. 미술평론도 활발해지며 

중국 미술계에서 시작된 새로운 실험들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일조하였다.
2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85년 85신조에 영향을 준 두 전시가 

개최되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주최한 대규모 전시 《제6회 전국 

미술작품전람(第6會全國美術作品展覽)》이었다. 당시 미술계의 젊은 

작가들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이 전시를 비난하였다.
27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전시가 기존의 사실주의 양식과 상흔미술 등 문혁 이후 

나타난 여러 미술 형식을 개괄하고, 당시 중국 작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였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8

 두 번째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진 중의중국청년화전(前進中的中國靑年畵展)》으로 근현대 

                                                       
25 이 시기 개최된 전시의 예로는 피카소, 뭉크의 전시(1983년), 캐나다 현대미

술 전시, 프랑스 인상주의 전시, 그리고 중국미술관에서 열린 로버트 라우셴버

그의 전시(1985년) 등이 있다. 
26 Martina Koppel-Yang, Semiotic Warfare: The Chinese Avant-Garde, 1979-1989, A 

Semiotic Analysis (Hong Kong: Timezone 8, 2003), pp.51-57. Wu Hung, Contemporary 

Chinese Art: Primary Documents.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2010), p. 35 

재인용. 
27 Martina Koppel-Yang, Warfare: The Chinese Avant-Garde, 1979-1989, A Semiotic 

Analysis, p.35. 
28 高名潞, 「85美術運動」『美術通信』第4期(1986)에 게재된 글을 『中國前衛

藝術』(1997), pp.107-125에 재게재. Wu Hung, Contemporary Chinese Art, pp.53-54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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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미술형식을 받아들인 작업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85신조의 

시작을 알린 전시로 여겨지고 있다. 

85신조는 1984년 무렵부터 전국 각지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수많은 

미술가 단체(群體)의 활동을 일컫는다. 전국 각지에서 80개 이상의 

단체가 활동하였으며, 대부분의 단체는 미대를 갓 졸업하였거나 

졸업하기 전인 20대의 젊은 예술가로 구성되었다.
29

 이들의 실험 

형식이나 내용, 그리고 이들이 활동의 바탕으로 삼은 이론은 다채로웠다. 

어떤 단체가 일시적으로 구성되었다가 해체되기도 하였으며, 하나의 

단체 안에서 작가별로 각기 다른 형식의 작업을 선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것은, 이 시기 작가들의 작업에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미술을 실험하고 탐구함으로써 중국 사회와 

미술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와 시대정신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시기 

작가들은 중국과 서양, 근대와 전통 간의 충돌 속에서 중국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답을 구하였으며, 이를 서구 미술의 새로운 

형식에서 찾았다. 그렇기에 이들은 당시 유입되던 서구 미술 형식을 

연대(年代)나 논리적 바탕과 상관없이 받아들였고, 이러한 점에서 그들의 

실험은 당시 일부 평론가들에 의해 서구 미술의 무분별한 모방으로 비판 

받기도 하였다.
30

  

85신조에 대한 평가는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금씩 

엇갈리지만, 85신조가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단절되었던 기존의 

근대화 흐름을 다시 이어나갔다는 점에는 다수가 동의한다.
31

 반면에 

85신조를 미술 운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데, 한 예로 리시엔팅(栗憲庭, 1949-)은 85신조를 미술 운동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해방으로 본 반면,
32

 가오밍루(高名潞, 1949-)는 

                                                       
29 Wu Hung, Contemporary Chinese Art, p.51. 
30 高名潞, 「對85美術運動的評價總術」『中國美術報』47(1986), p.2. 
31 Wu Hung, Contemporary Chinese Art, p.51. 
32  리시엔팅은 중국에는 서구와 같이 어떤 미술 형식이 형성되고 전개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부재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85신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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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신조가 중국 현대미술의 시작이 된 중요한 미술 운동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각기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85신조는 

중국 미술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 시기 

작가 및 평론가 다수가 이후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되며 중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기반이 되었다. 

2) 관념미술과 문자작업 경향 

서구 미술과 철학을 빌려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찾고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미술 양식을 개혁하고자 하였던 85신조 작가들의 활동은 

이후에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1987년 무렵부터 

초기의 85신조 경향에서 드러나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집단적 성격에 

반대하는 입장이 생겨났다. 이들은 거대한 사회정치적 목표를 버리고, 

창작 과정 및 예술적 경험 등 예술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가오밍루는 85신조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의 작가들을 

관념미술(觀念美術)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였다.
33

 

관념미술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북미와 영국 등에서 발생한 

개념미술(Conceptual Art)이 중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
34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미술계를 지배한 것은 색면 추상과 

                                                                                                                                          

들은 이러한 바탕 없이 서구 근현대 미술 형식을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85신조

는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동기부여된, 이데올로기적 해방

(ideological liberation)이라고 보았다. 栗憲庭, 「重要的不是藝術」『中國美術報』
28(1986), pp.1-2. 

33 가오밍루는 85신조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85신조 단체들의 경향을 이성회

화(理性繪畵), 생명지류(生命之流), 관념미술(觀念美術)의 세 분류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Gao, “The ‘85 Movement: Avant-Garde Art in the Post-Mao Era,” pp.116-117; 

pp.148-149. 
34 개념미술은 중국에서는 ‘관념미술(觀念藝術, guannin yishu)’ 혹은 ‘개념미

술(槪念藝術, gainin yishu)’로 번역되었는데, 관념은 개념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 

가오밍루는 서구와 같은 논리적, 역사적 배경이 없는 중국의 개념적 미술은 관

념미술이라는 용어로 더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Gao Minglu, 

Total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in Twentieth-Century Chinese Art (Cambridg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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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트, 그리고 미니멀리즘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 반모더니즘적 

사고와 반미니멀 형식의 미술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개념미술은 

이러한 경향 중 하나였다.
35

 서구의 개념미술이 순수예술이라는 영역 

내에서 시작되고 전개된 내적인 움직임이었던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 

배경에서부터 차이가 있었다. 중국의 근현대 미술은 지속적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고, 따라서 순수예술이라는 구분이 모호했기에, 

관념미술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미술사적 고민 혹은 논의가 부재하였다. 

즉, 중국의 관념미술은 서구의 개념미술처럼 예술에 대한 어떤 미술사적 

질문을 토대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단지 특정 시기에 유입된 개념이 

중국 내에서 번역과 재해석의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경향이다. 따라서 

중국의 관념미술을 서구의 개념미술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중국 관념미술은 개념미술과 다른 특징들을 

보유한다. 그 예로 기존의 체제와 관습들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저항적 

예술정신과 반예술적 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개념미술보다는 다다이즘에서 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36

 

                                                                                                                                          
London: MIT Press; In association with China Art Foundation, 2011) p.199. 

35 개념미술가들은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가 주창한 모더니스

트적이며 형식주의적인 미학에 반대하며, 형식이나 재료보다는 ‘미술은 무엇인

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미술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탐구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언어적 설명과 논쟁을 적극 활용하였다. 동시에 개념미술가들

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작가성(authorship)이란 개념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사회가 

미술가에 부여해왔던 권위와 가치에 대한 회의와 고민을 드러냈다. 
36  아방가르드 미술이 지향한 것이 혁명이라면, 다다이즘이 지향한 것은 무의

미와 무목적을 통한 기존 가치체계의 파괴일 것이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은 20세기 초 과학의 발전과 함께 확대된 인간의 이성, 그리고 

실증적, 논리적, 합리적 사고에 대한 서구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러한 상

황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다다이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다다이즘은 기존 합리주의에 반발하

고, 작품의 고유성과 유일성에 근거를 두는 전통 미학에 도전하며, 이성적인 계

획이나 미학적 고려에서 벗어난 반예술적, 반윤리적 성격의 예술을 지향하였다. 

중국의 관념미술가들 또한 기존 체제 및 사고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

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국 관념

미술가들은 역설, 모방, 차용 등의 해체주의적 전략을 취하며 반유토피아적이며 

작가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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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개념미술과 구분되는 중국 관념미술의 또 다른 특징은 작품 

속에 시각적 미(美)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37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구 개념미술은 형식이나 재료보다는 작업의 아이디어를 더 

중요시하였고, 심지어 작품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실제로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관념미술가들은 개념적인 

부분과 시각적인 부분을 함께 담아내는 방식을 통하여 작품의 개념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한 예로 뒤에서 다룰 쉬빙의 <천서(天書)>는 수천 

개의 유사 한자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한자 서체의 균형미와 작업 자체의 

스케일, 웅장함 등을 유지하며 시각성과 관념성을 모두 담고자 하였던 

경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 관념미술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선(禪)불교 사상에서일 것이다. 선 사상은 남북조시대(420-589)에 

중국에 유입되었고, 6세기 초 보리달마 선사가 선종(禪宗)을 일으키며 

중국 전역 및 한국과 일본으로 확산되었다. 경전을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좌선과 명상을 통한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한 선종은 이후 전통 

문인(文人)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종파가 되었다. 

관념미술가들은 어떠한 교리 경전이나 제도적 권위도 부정한 선종의 

사상을 받아들여 활동의 기초로 삼았다. 

관념미술가들은 선불교에서의 화두(話頭), 혹은 공안(公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38

 화두란 참선수행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선사들이 던지는 질문들로, 수행자는 그 문답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행자가 기존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서 세상을 

                                                       
37 Gao, “The ‘85 Movement: Avant-Garde Art in the Post-Mao Era,” p.152. 
38 Peter D. McDonald는 쉬빙의 작업이 야기하는 불편함(conceptual disruptiveness)

이 작업의 최종 목적이 아니며, 작가가 의도한 것은 그의 작업을 통하여 관객들

이 새로운 관점 및 개념적 토대를 찾도록 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하였다. 이

에 대한 근거로 그는 선불교의 ‘화두’ 개념을 들며 이를 쉬빙의 제작의도와 연

결하였다. Peter D. McDonald, “The Space Between: Ways of Looking at the Art of Xu 

Bing,”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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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고 생각하도록 하여 깨달음의 단계로 이끄는 것이 화두의 

목적이다. 이와 유사하게 관념미술가들은 스스로의 작업을 관객으로 

하여금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매개로 

여겼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의 관념미술 작업 중 다수가 은유적이며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점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처럼 선불교는 

관념미술가들이 작업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으며 중국식 

개념미술을 실현해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관념미술은 반예술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며 예술의 의미와 

창작 과정, 그리고 개념성을 중시하였고, 선불교의 영향에서 보여지듯 

중국의 사상 또한 담고자 하였다. 일부 작가들은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담는 매체로 한자를 선택하였다. 쉬빙과 구원다(谷文達, 1955-), 우샨주안 

(吳山專, 1960-) 등의 작가는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형성과 

관념성, 그리고 오랜 역사에 걸쳐 한자가 구축해온 중국 내에서의 

권위와 그 의미에 주목하여 한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내고자 하였다.
39

 

한자는 약 3,400여 년의 역사 동안 중국 대륙을 하나의 국가로 

통일시키고, 중국 문화의 형성 및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중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모든 문화에서 문자는 그 

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중국인에게 한자가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
40

 음성언어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하지만, 의미를 담아내는 표의문자인 한자는 

                                                       
39 서구 사조와 85신조 등에 영향을 받아 중국화(國畵)와 서법(書法) 분야에서

도 현대화의 바람이 일었다. 이들은 한자를 재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추상

서법, 수묵서법, 표현적 서법 등의 경향으로 이어졌고, 1990년대까지도 한자와 

서법을 다룬 작품이 다수 나타났다. 최병식, 「中國 當代美術에서 漢字와 書法

의 활용 분석」『동양예술』Vol.21, 2013, p.342. 하지만 이러한 작품은 한자의 관

념성보다는 조형성에 주목하고 있어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자작업 경향과 

구별된다. 
40  한 예로, 중국인들은 한자의 기원을 전설화시켜 믿어왔다. 창힐(倉頡)이란 

인물이 새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그 모양을 본떠 홀로 한자를 만들었다는 전

설은 전국시대(戰國시대, B.C.403-B.C.221)부터 이어내려져 왔고, 한나라(漢, 

B.C.202-A.D.220)에 이르러 창힐은 신격화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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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이질성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하여 한자는 

중국의 오랜 역사를 하나로 연결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방언과 소수민족의 언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며 다양한 문화를 

„한(漢) ‟또는 „중국‟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었다. 한자의 오랜 

역사와 중국 문화에서의 그 역할은 한자에 대한 중국인들의 오랜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으며, 한자는 중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미술 분야에서도 한자는 많은 작가들에 의해 중국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작가들의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한자는 문화대혁명 

등 특정 시대의 상징으로 작업에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데올로기가 

생산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전복을 추구한 중국 관념미술가들에게는 

한자가 갖는 상징성과 권위 역시 그 뿌리를 파헤쳐 보아야 할 대상이 

되었다. 때로는 한자의 역사와 특성이 적극적으로 재해석되며 서법과 

함께 중국의 미학과 관념성을 표현하였다. 

우샨주안은 문혁기 중국에서 문자가 가졌던 공격성과 선동성에 

주목하여, 특정 시대를 상징하는 당대의 언어로 한자를 작업에 

차용하였다. 문혁기에 중국 정부는 정치적 선동과 이데올로기 전파의 

목적으로 문자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때 한자의 시각적인 특성은 

극대화되고, 여기에 글씨는 쓰는 이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중국인들의 

오랜 생각까지 더해져 문자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의 글자나 문장 속에 다양한 의미를 

담기도 하고, 은유적인 표현도 많았으나, 오직 정치적 이념과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문혁기의 문자와 문구들에서는 이러한 

모호성과 은유적 성격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 시기 문자는 오직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문자가 시각적 폭력의 

도구로 활용된 대표적인 예는 대자보이다. 난폭하게 지워진 문자, 

고의적인 오자(誤字), 혹은 위아래가 뒤집어진 문자는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과 혐오를 나타냈으며, 무성의하게 쓰인 문자는 혼란 혹은 어지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특정 단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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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이나 가위표(X), 그리고 붉은색이 사용되곤 하였는데, 이 중 

붉은색은 정치적 불명예와 죽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였다.
41 

우샨주안은 문혁기와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거나 이 시기 사용되었던 

문구 등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이데올로기, 사회체제,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과거를 비판하였다. 우샨주안의 <홍색유머(紅色幽默)> 

(1986-1989) 시리즈42
 중 <대자보(大字報)>(1986)[도1]는 문혁기 대자보 

형식을 차용한 작품이다. 이 작업은 마오쩌둥의 이념을 알리던 벽보, 

현수막, 붉은 책, 그리고 마오쩌둥을 상징한 붉은 태양의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붉은바다(紅海洋)‟에서 영감을 받았다.
43  작가는 

스튜디오의 벽과 천장을 붉은 벽보로 가득 채웠다. 벽보에 적힌 

메시지들은 마오 시기의 정치적 슬로건에서부터 상품의 가격, 광고, 신문 

제목, 고전 시구, 불교의 경문, 도로 표지판의 문구, 그리고 ‘오늘은 비가 

내린다‟ 등의 일상적인 문구까지 광범위한 출처로부터 발췌되었다. 

불규칙적으로 배치된 문구들은 중국 사회에 떠도는 다양한 욕망과 그로 

인한 혼돈을 상징하였으며, 동시에 마오쩌둥의 유토피아적 계획의 

실패를 암시하였다.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문구와 상업 사회의 ‘저급한‟ 

문구가 한 공간에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혼란과 불규칙성, 

그리고 모순은 더욱 강조되었다. 기존의 선동 문구와 소비사회의 문구, 

그리고 당대 대중문화 속 언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우샨주안의 방식은 

작업 속에서 작가성을 제거하며 익명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44

 

                                                       
41 Francesca Dal Lago, “Image, Words, and Violence: Cultural Revolutionary Influences 

of Chinese Avant-Garde Art,” Wu Hung, Chinese Art at the Crossroads: Between Past and 
Future, Between East and West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p.36. 

42  <홍색유머(紅色幽默)>는 <대자보(大字報)>(1986), <홍인(紅印)>(1987), <홍기

는 바람에 펄럭이네(紅旗飄飄)>(1987), <대사업(大生意)(1989)의 네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도장, 홍기(紅旗), 그리고 일상적 상업활동 등 문화대혁명과 일상

생활에서 영감을 얻은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있다. 우샨주안의 작업을 1990년대 

초 나타난 ‘정치적 팝아트’의 발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43 Gao, Total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in Twentieth-Century Chinese Art, p.223. 
44 Gao, “The ‟85 Movement: Avant-Garde Art in the Post-Mao Era,” p.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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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기와 소비주의 시대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작가성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던 우샨주안과 달리, 

구원다는 한자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누려온 위치와 그 의미에 주목 

하였고, 이를 전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구원다는 가짜 문자와 

전서(篆書) 등의 고대 문자를 차용한 그의 작업을 통하여 한자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자의 좌우나 상하를 뒤바꾸거나, 

획순을 달리하거나, 고의로 오탈자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방식은 문혁기 대자보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나 그 목적은 달랐다. 

문혁기 대자보가 변형된 한자의 형태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다면, 구원다는 한자의 형태 자체를 왜곡함으로써 한자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는 그의 문자 대부분이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그의 작품에서 

한자의 형태 및 의미 체계는 파괴된 반면, 서예의 풍격과 아름다움은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왜곡을 더 두드러지게 한다. 

구원다의 <가짜문자(錯別文字)> 시리즈는 그가 본격적으로 문자를 

이용하기 시작한 작업으로, 중국 고대 전서 형태의 글자에 변형을 

가하고 있다. 이 중 <가짜문자-정(遺失的王朝系列我批閱三男三女書寫的 

靜字)>(1985)[도2]에서 작가는 세 명의 남자와 세 명의 여자에게 

고요하다는 의미의 „정(靜)‟자를 쓰도록 하였다. 하지만 쓰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수를 사용하고, 쓰는 사람의 고유한 서체는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여섯 개의 글자 위에 작가는 붉은색을 

사용하여 O 혹은 X표시를 하였다. 그는 모든 글자가 잘못된 가운데 

임의로 몇 글자에만 잘못되었다는 의미의 X표시를 함으로써 올바른 

문자와 잘못된 문자 간의 경계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잘못된 

글자를 통해 문자의 의미를 제거함으로써 문자의 기표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한자는 중국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읽을 수 없는 

유사 한자라는 형태를 통하여 한자의 상징성과 권위, 그 체제를 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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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한자의 형태를 고의적으로 변형한 구원다와는 

달리 쉬빙은 한자의 기본 요소를 해체한 후 그만의 규칙으로 재조합 

하거나, 기본 요소를 알파벳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문자 시스템 속에서 

시대의식이나 역사의식은 암시만 될 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쉬빙의 작업은 문혁기의 경험을 연상시키는 우샨주안의 

작업과는 달리 보다 넓고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 

쉬빙이 동시대 작가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그의 

문자작업이 문자와 중국 전통에 대한 일관되고 밀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가오밍루는 문자를 만들어내거나 

문자의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쉬빙이 구원다, 

우샨주안과 구별된다고 이야기하며, “글자의 특징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다의 글자는 서법(calligraphy), 우샨주안의 문자는 중문(中文, script), 

그리고 쉬빙의 글자는 진정한 한자(漢字, character)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5

 쉬빙은 작업을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점차 한자의 

뿌리를 더 깊게 탐구하기 시작하였고, <문자산수(文字寫生)>와 <살아있는 

문자(鳥飛了)>(2001)와 같은 이후 작업에서는 한자의 상형문자적 역사와 

관념성을 담아내었다. 한자는 다른 중국 전통과 함께 작품 속에서 

재해석되거나 그 바탕이 되며 작가의 의도를 구현하는 매개가 되었다. 

또한 쉬빙의 작품에 중국적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의 작업이 국제 

미술계에서 다른 개념미술이나 문자미술 작품과 차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45 楊心一,「閱讀徐冰的藝術槪念」『中國藝術』第1期, 2004, p.19 재인용 (원

출처 미기재). 

http://proxy-net.snu.ac.kr/51c5264/_Lib_Proxy_Url/oversea.cnki.net/kcms/detail/%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20/kcms/detail/search.aspx?dbcode=CJFD&sfield=au&skey=%e6%9d%a8%e5%bf%83%e4%b8%80&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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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사적 배경: 문혁기 경험과 미국 이주 

쉬빙의 생애사적 배경은 그의 작품을 논의할 때 거의 항상 언급되곤 

한다. 특히 중국 밖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그의 성장기 및 개인적 

경험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비 

서구권 작가들을 바라볼 때 흔히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격변기라 할 수 있는 1980년대, 중국의 근대화와 마오쩌둥의 집권, 

문화대혁명, 그리고 천안문 사태를 모두 겪은 쉬빙과 동세대의 작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는 당시 중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흥미로운 시선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시기 

작가들의 작품에는 1980년대의 사회정치적 상황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한다. 작가들은 때로는 이러한 현상을 적극 

활용하기도 하는데, 쉬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왕광이(王廣義, 1957-)의 

<대비판(大批判)>(1990-2007) 시리즈처럼 마오와 홍위병의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작품과는 달리 쉬빙의 작업에서는 시대적 경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가는 여러 인터뷰와 글, 그리고 

다양한 세미나 및 작가와의 대화 등의 행사를 통해 문혁기와 그 이후 

시기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 경험들을 그의 

작품과 연결하며 작품에 대한 특정 해석을 유도한다. 이 장에서는 

쉬빙의 문자작업에 영향을 준 경험들을 통하여 그의 작업세계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문화대혁명의 경험 

어린 시절과 간자체 정책 

베이징 대학 역사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같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쉬빙은 어린 시절 대학 

캠퍼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책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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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린 나이부터 글씨를 익혔으며,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매일 

아버지의 지도로 서예를 연습하고 서체를 공부하였다. 일찍 글을 배웠던 

쉬빙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간자체 정책을 통해 처음으로 문자에 대한 

혼란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역대 왕조에 주어진 임무이기도 하였던 언어와 문자의 

통일은 거대한 중국 대륙을 하나의 이념 아래 통일시키고자 했던 

중화인민공화국에게도 필수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간자체 정책, 이체자46
 

정리방안, 그리고 표준 중국어 보급정책의 세 가지 언어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자 개혁을 통하여 중국의 

한족과 화족, 만주족, 그리고 53개의 소수 민족에 중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의 언어정책 중 간자체 정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당시 80%에 달하던 문맹률 극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었다. 한자는 표의문자로, 통시적으로도 중국의 

정통성을 이어주며, 중국 전역의 각기 다른 구어들을 하나의 문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민족 간 소통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획수가 너무 많아 배우기가 쉽지 않으며, 

어휘를 구사하기 위해서 외우고 있어야 할 글자 수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여 보다 수월하게 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는 근대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이는 한자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거나, 한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자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였기에, 중국 

정부는 대신 점진적으로 한자를 개량해나가며 표음화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간자체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47

 1955년 10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문자 개혁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전국 문자개혁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한자 간체화 방안 수정초안>과 <제2차 

                                                       
46 음과 뜻이 같으면서도 형태는 다른 글자 
47 중국의 언어정책에 대한 내용은 다음 연구논문 참조. 이강재, 이상의, 문수

정, 「중국의 언어정책과 중화주의 언어담론」『中國文學』Vol.44, 2005, pp.29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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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자 정리표 초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1956년부터 1958년까지 중요한 

관련 방침인 <한자 간체화 방안>과 <한어병음 방안>등이 확정, 

공포되며, 점진적인 문자 개혁이 시행되었다. 

본격적으로 한자의 간체화가 시작되던 시기에 학생이었던 쉬빙은, 

정부에 의한 문자 개혁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였다. 작가는 한 인터뷰에서 

이 시기 경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세대는 간자체 정책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글자가 연이어 공포되고, 내가 이미 익힌 옛 글자는 

버려졌다. 새로운 글자가 변형되고, 그러다 결국 소멸되고, 기존 글자가 

다시 부활하는 상황은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을 개조하였고, 나의 어린 

시절 교육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
48

 

정부 정책에 의하여 글자가 생겨나고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한 쉬빙에게 

문자는 더 이상 형태 불변의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었고, 이때부터 

언어의 의미 및 순수성에 대한 작가의 회의적 입장이 생겨났다. 

이러한 문자에 대한 회의 혹은 의문은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더욱 

깊어졌다. 문화대혁명의 불씨는 1966년 여름 베이징 대학에서 

시작되었고, 아직 12살이던 쉬빙은 정치적 불안과 폭력을 바로 

가까이에서 목격하였다. 마오쩌둥의 이념을 대중에게 알리는 목적의 

대자보와 각종 현수막은 곧 문화대혁명의 상징이 될 정도로 온 거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대자보는 마오쩌둥을 홍보함과 동시에 체재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문자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선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자신의 가족이 그 시각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49
 자신은 살아남기 위하여 정치적 

                                                       
48 Xu Bing, “The Living Word,” Britta Erickson, The Art of Xu Bing, p.14. 
49 교수였던 쉬빙의 아버지 또한 지식인 계층으로 분리되어 비난과 탄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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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을 써내야 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은 쉬빙의 문자, 문자와 정치, 

그리고 문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켰다. 

 

상산하향(上山下鄕) 운동 

지식인은 노동자 및 농민 속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을 주창하던 

마오쩌둥은 상산하향(上山下鄕) 운동을 단행하였다. 시행 배경에는 

도시의 인구 과밀 및 취업 문제 등 당시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중국의 농촌을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었다. 1950년대부터 시험적으로 실시되다가 

196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정책은 도시 청년들을 참된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재교육‟을 주 목적으로 내세웠으며, 

중고등학교 졸업생 등 도시의 지식 청년들을 일정 기간 동안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켜 국영농장이나 농촌 인민공사의 생산대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도록 하였다. 1972년까지 약 40만 명이 재교육을 위해 농촌으로 

보내졌고,
50

 파견된 청년들은 농촌의 각종 생산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농촌 발전에 일조하였다. 강압적으로 시행되며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으나,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농민들 또한 재교육되는 효과, 

그리고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다. 

청년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농촌의 삶을 직접 경험하며 현실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었고,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문화, 과학 등의 지식을 농촌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청년들은 농촌에서 공동 

의료활동, 소형 수력발전소 설립, 야간학교 설립 등에 적극 참여하였고, 

현대극을 공연하거나 혁명가를 만들어 부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51

 

                                                                                                                                          

상이 되었고, 이러한 불명예는 쉬빙에게도 이어졌다. 
50 Britta Erickson, “The Quiet Iconoclast,” The Art of Xu Bing, p.21. 
51 중국 상산하향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논문 참조: 팽가명,「중국 지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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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빙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1974년부터 1977년까지 3년간 베이징 

북서쪽에 위치한 농촌마을의 후아펜 공사(花盆公社)에 파견되었다. 생활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였고 일은 고되었으나, 쉬빙은 어떤 압박도 없고 

아무도 그의 가족 배경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다. 그는 이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 회고하며 재교육 기간 후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방학기간에 다시 이 마을을 찾기도 하였다.
52

 

이 마을에서 쉬빙은 네 명의 다른 학생과 농촌 일에 참여하였고, 

밤에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제작하였다. 그가 주로 그린 것은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나 농촌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었다. 

쉬빙은 도시로 돌아간 이후에도 농촌 풍경화를 소묘와 판화 형식으로 

제작하였는데, 1977년부터 제작된 목판화 연작[도3]에는 그의 농촌 

생활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난다. 그는 이 연작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그의 스승 구유안(古元, 1919-1996)의 스타일, 그리고 전통 

인쇄 방식 등 여러 양식을 실험하였다.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담은 이 

작은 크기의 목판화 연작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1978년에서 

1983년까지 제작된 128점의 판화 작업은 1986년 『쉬빙: 목각소품(徐冰: 

木刻小品)』이란 제목의 책자로 출간되기도 하였으며, 『인민중국(人民 

中國)』이란 일본어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농촌 

풍경 작업은 그의 산수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이는 그의 이후 

작품인 <문자산수>의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쉬빙은 주변 마을에 파견된 이전 학우 다섯 명 및 그 

지역의 중학교 문학 교사와 협업하여 『란만샨후아(烂漫山花)』[도4] 

라는 이름의 계간지를 발행하였다. 이 소식지는 제작을 맡은 학생과 

마을 주민의 시나 수필, 소설, 혁명가(革命歌), 그리고 간단한 소묘 등을 

                                                                                                                                          

년 상산하향전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 논

문, 2012. 특히 상산하향 운동이 농촌에서 공헌한 점과 이뤄낸 성과에 관련된 내

용은 pp.273-286 참조. 
52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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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냈다. 쉬빙은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았으나 소식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담당하였고, 주민들과 다른 학생들의 글을 

소식지에 옮기거나 관련된 삽화를 그리며 그의 재능을 발휘하였다. 

소식지를 디자인하고 제작한 경험은 쉬빙으로 하여금 다양한 서체와 

로고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목판이나 등사판 등 여러 인쇄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쉬빙은 이 시기의 경험을 통해 문자작업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였다. 쉬빙의 서예 실력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때때로 

그에게 신년(新年), 혼례, 장례, 그리고 그 외 행사를 장식할 현수막의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위한 문자의 경우 일반적인 글씨와 다르게 쓰는 풍습이 있었다. 주로 네 

글자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문구를 적었는데, 네 글자를 따로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로 합쳐 적곤 하였다. 한 예로 부(富)를 

기원하는 „황금만냥(黃金萬兩)‟의 경우 도판에서처럼 네 글자가 마치 한 

글자인 것처럼 조합된 형태로 쓰였다[도5]. 여러 개의 문자를 하나로 

합친 이러한 합성문자 형태는 문자를 해체하고 재조합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쉬빙의 이후 작업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그의 

<네모글자> 시리즈에 영감을 주었다. 

이 시기는 또한 마오쩌둥이 주창하던 „인민을 위한 예술‟을 

체감하는 기회이기도 하였다. 1942년 마오쩌둥은 이후 중국 공산당 문예 

방침의 토대가 된 „옌안문예강화(延安文藝講話)‟
53 에서 문예는 노농병 

(勞農兵) 인민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문예에 있어서의 보급(普及)과 제고(提高)의 관계 및 두 개념의 통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의 보급은 대중화의 의미로 소련 공산주의 

                                                       
53 정식 명칭은 „옌안(延安)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로, 1942년 5월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문예좌담회에서 마오쩌둥이 발언한 서론과 결론을 문장화한 것이

다. 1943년 10월 19일자 『해방일보』를 통하여 활자화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문예강화(文藝講話)‟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5464&cid=40942&categoryId=31768 

(2014.10.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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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이론에서의 민족성(narodnost)
54

 개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제고는 예술적, 미적 기준의 향상을 의미한다.
55

 이처럼 마오쩌둥의 

„인민을 위한 예술‟은 사회주의를 위한 예술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예술의 정치적 표준화를 암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작가들에 

의하여 이 구호는 문혁기 이후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예술이 해야 할 

계몽적,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기도 하였다. 쉬빙도 

이러한 작가 중 하나로, 그는 작가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된 이후 

본격적으로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문화열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함께 10여 년간 지속된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다. 이후 중국은 본격적인 개혁개방의 시대를 맞이하고, 

덩샤오핑의 집권과 함께 실용주의 노선이 대두되었다. 문혁기에 우파, 

당권파, 수정주의자, 반동적 학술권위자로 몰리며 가장 핍박을 받았던 

지식인과 학생의 권위도 1978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복권되었다. 문혁 이후 이들에게 요구된 것은 새로운 중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이었다. 대다수의 지식인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그들이 직면한 시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중국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급속히 유입된 서구의 문학, 철학, 예술 

사조 등의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술 및 예술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한편, 중국 전통은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54 소련의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핵심 이론은 다음의 다섯 가지 개념으로 구

성된다: 당에 대한 충성(Partiinost), 올바른 이데올로기의 제시(Ideinost), 민중과의 

교감 및 친밀도, 혹은 민족성(Narodnost), 계급의식의 올바른 표현(Klassovost), 유

형적 전형성(Tipichnost).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890-1930』(휴머니스

트, 2008), p.338. 
55 사실 이 두 개념이 서로 공존하기에는 본질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개념

들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결국 „보급‟의 개념이 더욱 중시

되는 결과를 낳았다. David Elliott, ‚ Xu Bing: Tradition, Representation, and 

Language,‛Tomii et al., Xu Bing,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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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빙의 경우 특정 그룹에 소속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술작품 제작보다 읽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고 회고할 

정도로 다양한 이론과 철학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배우며 

당시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6

 그는 정신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는데, 그 해답을 서구의 책이 아닌 동양의 

선(禪) 사상에서 찾았다. 그가 특히 공감한 것은 일본의 승려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 1870-1966)의 『선학입문(禪學入門)』(1949)이었다. 

쉬빙은 이 책을 통하여 계속 유입되던 서구 철학의 압력으로부터 

해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57

 이 책에 대한 쉬빙의 애착은 그가 중국의 

선(Chan) 사상보다는 일본의 선 사상(Zen)에 더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게 한다. 

이 시기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쉬빙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1977년 쉬빙은 베이징 중앙미술학원(中央美術學院) 판화과에 입학하였다. 

학부를 졸업한 후에도 강사로 학교에 머물렀으며, 이후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판화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중앙미술학원 시절 그는 다양한 

서구 근현대 미술 사조를 접하였고, 그중에서도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과 라우셴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 그리고 앤디 

워홀(Andy Warhol, 1928-1987)의 작품을 인상 깊게 보았다. 특히 앤디 

워홀이 실크스크린 기법을 통하여 구현한 반복적이고 평면적인 작업 

형태는 쉬빙에게 친숙한 판화와 연결되며 그의 작품에도 영향을 주었다. 

쉬빙은 판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좌우 도치, 단순화, 

그리고 반복의 과정에 관심을 가졌고, 동시에 판화라는 매체에 내재되어 

있는 재생산성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작업에도 변화를 가져와 

판화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인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56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20. 
57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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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제작된 작은 목판화 연작은 

하향 시절 그가 접한 농촌의 일상적인 풍경을 간결하고 담담하게 

담아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형식의 작업을 

지속하기보다는 판화의 제작 과정과 반복이라는 특성에 주목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처음에 그는 전통 탁본을 재해석한 듯한 작업을 제작하였다. 

그는 강기슭의 돌을 로프로 휘감거나 모래 덩어리 등으로 문질러 판화로 

찍어내는 등, 사물의 외관을 물리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을 탐구하였다.
58

 

이러한 실험은 1986년 그가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제작한 <큰 

타이어(大輪子)>[도7]란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작업에서 쉬빙은 잉크를 

묻힌 대형 트럭 바퀴를 종이 위에 굴려 바퀴의 표면을 그대로 

인쇄하였다. 

그가 1987년도 석사학위 졸업 작품으로 발표한 두 개의 목판화 그룹 

또한 판화의 복수성과 재생산성이라는 특성에 주목하였다. 1987년 10월 

『미술(美術)』에 게재한 「회화적 복수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재인식 

(對複數性繪畵的新探索與再認識)」이란 글에서도 판화의 매체적 특성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이 글에서 그는 졸업작품의 목적을 판화의 

가능한 한 가장 순수한 언어를 탐구하는 것이라 밝히며, 판화 제작의 

핵심적인 단계인 찍는 과정(imprinting)에서 이 순수한 언어를 찾았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찍는 과정은 판화가 회화나 소묘 등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며, 이 단계가 내재하고 있는 „재생산성‟에 의해 판화가 

„복수성(multiplicity)‟이란 특징을 갖게 된다.
59

  

그의 졸업 작품 중 두 번째 그룹은 그의 미국 첫 개인전에도 전시된 

작품으로 판화의 복수성과 제작 과정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열한 점의 프린트로 이루어져 있는 <반복에 대한 다섯 개의 

연작(五個複數系列)>(1987)[도8]이란 제목의 이 작품은 목판을 새기는 

                                                       
58 최정원, 「쉬빙의 문자작업이 함축한 문화정치적 의미」 p.33. 
59 쉬빙, 「회화적 복수성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 재인식(對複數性繪畵的新探

索與再認識)」『美術』1987. 가을호(no.278).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86 재인용 (번역: Jess Robert Coff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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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연속적으로 인쇄된 각각의 프린트는 여러 

단계에 걸친 조각과 인쇄 과정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 프린트는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상태에서 인쇄한 것으로 잉크의 색만 나타나 

전체가 검은색이다. 점점 조각이 진행되면서 프린트에도 도식적 

기호들로 이루어진듯한 농촌 풍경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된다. 중간 

프린트는 완전한 이미지의 형태를 보여주지만, 이후 프린트에서는 

계속되는 조각 과정으로 인해 이미지가 점차 소멸되고, 결국 마지막 

프린트의 아주 흐릿한 경계선이나 흔적만 남게 된다. 작업 발표 당시 

쉬빙은 작업에서 보이는 복수성과 반복성을 현대 사회의 표준화 및 

정상화 경향과 연결한 바 있다.
60

 하지만 이 작업의 제작 배경에는 서구 

개념미술 및 앤디 워홀의 영향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국으로 유입된 수많은 사상과 미술사조는 쉬빙에게 자극제가 되며 

그의 작업에 영향을 주었지만, 동시에 언어와 관련된 또 다른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쉬빙은 이 시기 유입된 수많은 책과 글을 읽으며 

“기근으로 고통받던 이가 갑자기 많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난 후에 

느끼는 역겨움”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61

 나중에는 결국 글에서 

의미가 사라진 것만 같이 언어에 피로를 느끼게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62

 문혁기에는 읽을 수 있는 글이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문혁기가 

끝난 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글을 읽음으로 인해 글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쉬빙의 경험은, 간자체 정책 및 문혁기의 경험과 함께 

그의 문자작업으로 이어졌다. 

3) 미국으로의 이주 

1988년 발표되어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 쉬빙을 알린 <천서>는, 

발표 초기에는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받아들여지며 

                                                       
60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87. 
61 Xu Bing, “An Artist’s View,” Silbergeld et al., Persistence-Transformation, p.99. 
62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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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중국/아방가르드(前衛藝術展)》전에서도 주요 작품 중 하나로 

전시되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의 아방가르드 미술 움직임을 견제하던 

공안당국은《중국/아방가르드》전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하다 결국 

전시를 중단 시켰으며, 63  변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천서>에 대한 

평가 또한 비난의 어조로 바뀌었다. 게다가 같은 해 6월 4일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여 1,200만 권에 달하는 책과 잡지, 비디오 등이 압수 

폐기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었고, 미술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다수의 작가들은 해외 이주를 

선택하였으며, 쉬빙 또한 중국 미술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1990년,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다. 

쉬빙은 이주 후 1년도 채 안된 1991년 미국에서의 첫 전시를 열게 

되고, 64  곧 국제적인 영향력을 넓혀나간다. 쉬빙이 미국에서 빠르게 

정착하며 국제 미술 무대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시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던 다문화주의가 있다.65 1960년대부터 확산된 흑인, 

여성, 동성애자 등의 인권운동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류의 정통성과 문화적 억압에 반기를 들고, 소수집단 문화도 미국인의 

                                                       
63 중국 공안당국은 전시 첫날부터 몇몇 작품에 대하여 트집을 잡아 철거하도

록 하였으며, 전시 내용 중 총을 쏘는 퍼포먼스가 벌어진 후에는 작가들을 체포

하고 전시를 일시 중단시켰다. 결국 2주 후 당국은 폭탄 테러 우려를 이유로 전

시를 중단시켰다. 
64 《Three Installations by Xu Bing》,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엘베헴 미술관

(Elvehjem Museum of Art), 1991.11.30-1992.1.19. 
65 다문화주의의 시작은 1950-19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으로 볼 수 있다. 흑인 

민권운동은 영국계 백인 개신교도(WASP)를 주류로 하는 사회문화적 체계에 균

열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이민자를 토착화시킨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한 „미국주의(Americanism)‟ 원칙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흑인 민권운동은 

1960년대 후반의 여권운동, 1970년대 인디언, 히스패닉, 아시아인, 그리고 동성애

자 등 다른 소수자 그룹의 인권운동으로 이어졌으며, 각 인종 및 민족 집단의 

뿌리와 고유문화를 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었다. 이현송, 「미국의 다문화주의

의 전개와 현주소」『영미연구』 Vol.26, 2012, 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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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의 일부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확대되었다. 쉬빙이 

미국으로 이주한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미술계에서도 타자로 머물러있던 소수집단 미술가들의 전시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였다. 1989년 6월 4일 일어난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세계의 이목이 쏠렸고, 특히 소련과 아직 냉전 관계에 

있던 미국에게 사회주의 성향을 띤 중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는 큰 

이슈였을 것이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관심은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작품을 통하여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를 비판하던 중국 

미술가들에게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쉬빙에 

대한 관심에는 이러한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맞물려 쉬빙은 미국 이주 후 빠른 시간 내에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다. 

미국 이주는 쉬빙의 사회와 미술계에서의 위치 및 정체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 미술계의 중심부에서 중국 아방가르드 미술을 

이끌던 쉬빙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는 미술계에 다양성과 

다문화적 요소를 더하는 주변부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이제 중국인이 아닌 중국 교포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디아스포라 작가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변화된 정체성에 대한 작가의 

고민은 이주 직후부터 정착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제작된 작업에 

반영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미국 이주 직후 작업들은 중국 

문화와 서구의 문화를 비교하고 병치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하지만 점차 

이러한 동서의 이원적 비교는 약화되고, 그는 점차 그가 새로이 속하게 

된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보이게 된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쓰인 『서유기(西遊記)』의 텍스트를 사용하여 작업한 <몸 밖의 몸 

(身外身, Body outside of Body)>(2000)[도9]에서 작품이 다루고 있는 언어와 

문화의 범위가 중국에서 동아시아로 확대된 데에서도 볼 수 있듯, 

쉬빙은 서서히 아시안 아메리칸 그룹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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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작업 <선생님, 아시아 소사이어티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請問, 亞洲協會在哪;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the Way to 

Asia Society?)>[도10]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미국 

뉴욕의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술관(Asia Society Museum) 계단 옆에 설치된 

이 작업에서 작가는 마치 새로운 땅에 처음 온 사람처럼 관객들에게 

아시아 소사이어티에 가는 길을 물어본다. 하지만 사실 질문을 받는 

관객은 이미 아시아 소사이어티 내에 서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단순히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소사이어티라는 장소의 성격에 대한 

근원적 물음이자 작가가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가지게 

된 의문을 나타낸다. 

미국 이주를 통해 쉬빙이 대면하게 된 언어적 장벽과 문화적 차이는 

그의 작품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다. 반면 쉬빙의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동양성이라는 두 요소가 이전보다 

더 크게 개입하게 되었다. 쉬빙은 국제 미술계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그의 작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실험하게 

되고, 이는 그의 중국 전통의 재해석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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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문자작업에서 나타나는 중국 전통과 그 의미 

1. 1987년-1998년: 차용과 재조합 

1) <천서(天書)> 

미술에서의 개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전 작품에 나타난 과정에 

대한 탐구는, 문혁기와 문화열을 거치며 형성된 작가의 문자에 대한 

회의 및 감정들과 어우러져 쉬빙을 세상에 알린 작품인 <천서(天書)>  

(1987-1991)[도11]의 제작으로 이어졌다. <천서>는 작가가 만들어낸, 

한자의 형태를 하고 있으나 읽을 수 없는 수천 개의 유사 한자가 인쇄된 

두루마리, 책, 벽보 등으로 구성된 설치작업이다. 수많은 „가짜 문자‟가 

내세우는 무의미함, 그리고 그 무의미한 글자들을 만들어내고 인쇄하기 

위하여 소요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은 중국 및 국제무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천서>의 원래 제목은 <석세감-세기말의 책(析世鑒- 

世纪末卷)>으로 당시 중국 사회 및 문화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태도를 암시하였다.
66

 1988년 베이징 중국미술관(China Art Gallery)에서 

개최된 쉬빙의 개인전에서 처음 전시된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이해할 

수 없는 글‟이라는 의미의 „천서‟라는 제목이 붙었고, 이후 „하늘에서 

내려온 책(book from the sky)‟이 영어 제목으로 선택되면서 이 명칭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67

  

<천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법 및 서체, 그리고 전통 책 제작 

방식에 대한 작가의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사 한자는 

한자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부수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가짜 

                                                       
66 쉬빙은 때로 이 제목의 의미를 “세상을 분석하는 책(分近世界的書)”으로 풀

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천서>의 여러 제목과 그의 번역 및 해석과 관련하여서

는 Abe, “No Questions, No Answers,” p.178 참조. 
67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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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이다. 하지만 한자 구성의 기본 원칙을 참조하여 재조합의 과정이 

이루어지며 한자의 균형미가 유지되었다. 그 외의 인쇄라는 작업 방식, 

서체의 선택, 그리고 두루마리나 책 등 작품을 구성하는 매체의 선택 및 

제작 방식은 모두 중국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문자는 기존 형태를 

해체 및 재조합하고 중국 전통은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을 통하여 쉬빙은 

그의 유사 한자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차용된 중국 전통적 요소는 관객에게 „가독(可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며 작가가 의도하였던 언어에 대한 불편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구현해냈다. 아래에서는 <천서>에서 나타난 문자의 해체 및 재조합 방식, 

그리고 중국 전통의 차용 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천서>의 유사 한자는 『강희자전(康熙字典)』(1716)
68 에 따라 

디자인되었다. 쉬빙은 이 사전의 체계를 참고하여 유사 한자를 위한 

새로운 법칙을 만들었고, 기존 한자의 필획을 바꾸고 기존 부수와 그 외 

요소들을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점점 더 많은 획순의, 더 복잡한 형태의 

글자들을 만들어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는 어떤 소리나 의미와도 

연결되지 않아 읽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형문자로부터 기원하는 

한자의 역사는, 실제로는 아무 의미도 담고 있지 않는 가짜 글자인 유사 

한자의 형태로부터도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작가도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쉬빙은 한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며, 물(水)과 산(山)이란 기존의 두 

글자를 위아래로 합친 가상의 글자( )를 예로 들었다. 이 결합 문자는 

실재하지 않고, 따라서 읽을 수 없는 문자이지만, 상형문자인 두 문자를 

결합함으로써 이 새로운 문자가 자연의 무엇인가를 의미하고 있을 

                                                       
68 이 사전은 18세기 초 청나라의 강희제(康熙帝, 1654-1722) 시절 제작된 권위

있는 사전으로 214개의 부수 그룹으로 분류된 한자들은 또 다시 획순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이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옥편 체계의 모범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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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상상해보도록 한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69

 <천서>의 유사 

한자도 앞의 예에서처럼 읽을 수는 없지만 한자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표의문자라는 한자의 특성은 관객으로 하여금 유사 한자를 해독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유발한다. 작가는 그 기대를 전복시키면서 문자에 

대한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쉬빙은 <천서>를 서예가 아닌 활자로 제작하였는데, 이 또한 작가의 

의도가 담긴 선택이었다. 역사 속에서 책으로 발행된 것은 주로 유교나 

불교의 경전, 혹은 법전 등의 공식적인 텍스트이며, 이러한 관습에 따라 

관객들은 인쇄된 텍스트를 접하였을 때 그것이 가치 있고 공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쉬빙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공적이고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압도적인 수의 단어를 

인쇄하였다. 그리고 이는 단어들이 인쇄되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서구 관객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들은 

인쇄물을 보면 그것이 진실이거나 혹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천서는]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또 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어떤 모순과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오직 책의 외관이 잘 다듬어지고 공적으로 

보여야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외관은] 관객이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확신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70

 

이처럼 쉬빙은 중국에서 인쇄물이 갖는 권위에 주목하여 <천서>의 제작 

방식으로 목판인쇄를 택하였고, 작가가 직접 새긴 수천 개의 목각 

                                                       
69 쉬빙과 야마무라 라이스(Yamamura Rice)의 인터뷰 중에서, 「쉬빙-가짜문자

를 만들다, 한자와 알파벳의 새로운 만남（徐冰氏、偽漢字を作る、漢字とアルフ

ァベット新たな出会い」『本とコンピュータ』, 1999년 여름, p.22,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24 재인용. 
70 앤드루 솔로몬과 쉬빙의 2008년 인터뷰 중, Reiko Tomii et al., Xu Bing,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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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도12]
71는 전통 책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쇄소와의 협업을 통하여 

전통 방식으로 인쇄되었다. 

<천서>의 유사 한자에 일종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작가 개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또 다른 선택은 서체와 관련한 

것이었다.
72  작가는 유사 한자를 인쇄할 글씨체로 명조체를 선택하였다. 

명조체는 고대 송체에서 발전한 것으로, 해서(楷書)보다 전각에 용이하여 

당시 공인(工人)들에 의하여 송대(宋, 960-1279)부터 명대(明, 1368-

1644)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다듬어졌으며, 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명대에 표준화되어 책 인쇄에 널리 사용되었다. 당시 서예가들은 

공인들에게 해서로 쓴 글을 넘겨주었고, 공인들은 이 문장을 목판으로 

옮길 때 명조체를 사용하였는데, 쉬빙 또한 활자 제작 과정에서 이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73

 그는 만들어진 문자를 우선 해서로 기록하였고, 

이 중 시각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적합한 글자만을 골라 작업에 

사용하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명조체는 그 형태가 갖는 높은 가독성으로 

공식 문서와 신문 잡지, 그리고 일반 서적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명조체는 작가 혹은 목판이나 목활자를 제작하는 공인의 흔적이 제거된, 

인쇄를 위하여 표준화된 글씨체이며 정부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식 

서체로, 쉬빙이 의도한 익명성 및 공식성을 모두 담고 있어 작품 속에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내고 있다. 

<천서>는 작업 구상 단계에서는 오직 책 형식으로만 제작될 

계획이었으나, 작가는 생각을 바꿔 관객이 유사 한자에 둘러싸여 압도될 

수 있는 엄숙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거대한 규모의 설치작업은 

천장에 설치된 불경(佛經) 형태의 두루마리, 바닥에 놓인 실로 제본된 

                                                       
71  쉬빙이 몇 개의 글자를 만들어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1988년 첫 

전시 때 그는 2,000여 개의 크고 작은 글자 블록을 제작하였고, 1991년 미국 전

시에서 선보인 <천서>의 최종 버전은 4,000여 개의 블록으로 인쇄되었다. 
72 Xu Bing, “An Artist’s View,” Silbergeld et al., Persistence-Transformation, p.103. 
73  이 시기에는 목판 인쇄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쉬빙은 목각 활자를 제작하

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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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방식의 책, 그리고 벽보 형식의 신문이라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었다.
74

 이 중 책의 경우 그 형태가 발전하여, 1991년 미국에서 

전시된 최종 버전은 네 권으로 이루어진 책 100세트와 각 세트를 위한 

전통 방식의 호두나무 상자로 구성되었다[도13]. 네 권의 책은 각각의 

목차 및 해설과 인덱스까지 갖추고 있었다. 책들은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유사 한자로 쓰여 있어 그 내용을 읽을 수는 없으나, 

글 종류에 따른 전통 편집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이를 통해 서로 

구분되었다[도14].
75

 제1권은 표준 책의 형태, 제2권은 의학 서적 및 서평 

등의 다양한 인쇄 형식, 제3권은 『삼자경(三字經)』 76 과 시 등 여러 

문학 장르 및 종교적 철학적 작품의 형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제4권은 

다시 표준 책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뒷부분에는 용어집, 사전, 단어 

목록 등을 수록하였다. 이러한 전통 편집 및 제본 방식의 충실한 반영은 

유사 한자로 쓰인 이 책들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천서> 발표 초기에 중국 미술계가 보인 반응은 대다수가 긍정적인 

것이었다. 첫 전시 이후 <천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되었는데, 작가와 평론가, 교수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천서>는 

설치미술이라는 서구의 형태에 중국적 내용을 담아내며 중국 아방가르드 

                                                       
74  1988년 첫 전시에서는 아코디언 형식으로 제본된 책, 문자가 인쇄된 천, 

그리고 <천서>의 가짜 영어 번역서도 함께 전시되었으나, 최종버전에서는 제외

되었다. 
75 책의 권수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를 정(正)‟자였다. <천

서>의 모든 문자들이 읽을 수 없는 유사 한자였던 것에 미루어볼 때 실재하는 

한자가 쓰인 것은 매우 두드러지는 경우였는데, 엘베헴 미술관 전시 도록은 쉬

빙의 „정(正)‟자 사용을 투표 및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작품에 내포되어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쓰인 글에 기초한 고대 중국 문화는 투표권이 없다면 다 무의미

하다‟라는 정치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쉬빙이 이러한 의미를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렇게도 해석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

다. Britta Erickson, “Process and Meaning in the Art of Xu Bing,” Three Installations, p.12. 

스탠리 에이브는 작가의 원 의도와 거리가 있는 이러한 해석이 중국을 바라보

는 특정한 시선, 그리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해석이 이후의 연구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e, “No 

Questions, No Answers,” p.181. 
76

 옛날 중국에서 어린이들에게 글자를 익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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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의 한 방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호평받았다. 그러나 85신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은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고, 

《중국/아방가르드》전에서 주목받았던 <천서>에 대한 반응도 

급변하였다. 1989년 12월, 『광명일보(光明日报)』는 ‚천서예술(天書 

藝術)‛에 대한 논평을 실었다. 여기서의 ‚천서 예술‛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술이란 의미였지만 <천서>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였다. 쉬빙의 스승이었던 구유안(古元)은 쉬빙의 작업을 "외래 

사상에 빠져 인민을 위한 미술이라는 대원칙을 배반한 것‛으로 

비난했다.
77

 85신조 미술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인 

중앙미술학원의 교수 양청인(揚成寅)은 1990년 6월 『문예보 

(文藝報)』에서 <천서>를 85신조에서 나타난 10가지 경향의 완벽한 

본보기라고 비난하며, ‚<천서>는 앞서 말한 표현적이지 못한 미술처럼 

인간의 사고와 행위, 예술적 창작을 […]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품이다. 중국의 신조 미술은 본질적으로 미술의 법칙에 

위배되며,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78

 경직된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는 쉬빙이 중국 미술계에 한계를 느끼고 미국으로 

이주하는 원인이 되었다. 

<천서>의 핵심은 오랜 시간과 노동력을 들여 만들어지고 인쇄된 

수많은 유사 한자가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경험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계속하여 수많은 문자 중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몇 개의 고대 문자를 

찾아냈다.
79

 한자의 서체 및 형태를 재현해내고 있는 유사 한자뿐 아니라 

                                                       
77 이지은, 「노동과 글쓰기: 슈빙의 슬로우 테크놀러지」 p.149 재인용. 
78 양쳉인, 「新調美術講論」『文藝報』1990.6.2, p.5. 이지은, 「노동과 글쓰기: 

슈빙의 슬로우 테크놀러지」 p.148 재인용. 양청인이 든 신조미술의 10가지 경

향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주의, 2) 형식주의, 3) 추상, 4) 비이성, 5) 퇴폐, 6) 아름

다움의 손상, 7) 비(非)예술, 8) 장식성, 9) 반(反)전통, 10) 극단주의.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120. 
79  <천서>의 유사 한자를 문자로 받아들이고, 이 문자를 읽고자 하는 관객의 

욕구와 관련하여 몇몇 학자들은 이를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트룹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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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방식이나 형태 그대로 차용된 인쇄 및 제본 방식, 그리고 사용된 

재료 등의 중국 전통적 요소가 만들어지는 „진위성‟의 환상은 <천서>를 

읽고자 하는 관객들의 욕구를 야기하였다. 문자는 읽을 수 없는 가짜의 

문자이지만, 원래의 형태 그대로 차용된 이러한 전통 요소들은 관객들이 

쉽게 읽어낼 수 있는 것으로, 관객들이 유사 문자를 마주하며 느낀 혼란 

혹은 놀라움을 만들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 미국 이주 직후의 작업 

미국 이주 후 쉬빙은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경험은 그의 이후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그가 이주 후 

처음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은 바로 언어의 장벽이었다. 중국에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버린 문자, 그리고 

간체자 정책과 문혁기의 대자보 및 홍서(紅書) 등을 통하여 작가가 

느끼게 된 문자에 대한 회의와 소통의 단절은, 이주 이후에는 영어라는 

언어적 장벽 앞에서 더 심화되고 다층화되게 된다. 그는 그의 새로운 

언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문자작업을 계속하고자 하였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구 

관객들도 그가 <천서>의 수천 개의 유사 한자를 통해 의도하였던 경험, 

즉 작품 속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기대와 그 기대가 전복되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Stroop Effect)‟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존 스트룹(John Ridley Stroop)이 1935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색채 단어와 유색 잉크를 조합해 단어를 읽는 속도를 측

정한 실험에서, 단어의 의미와 글자의 색상이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색상을 

읽을 때의 속도가 더 느렸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이거나 감각적인 

신호보다 문자를 가장 먼저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동적 처리

(automatic processing)에 의한 것으로, 평소 사람들은 단어 읽기를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읽기‟라는 과정이 색상의 인지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다. <천서>와 스트룹 효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글 참조: McDonald, 

“The Space Between: Ways of Looking at the Art of Xu Bing,” p.187; Robert Harrist Jr., 

“Book from the Sky at Princeton: Reflections on Scale, Sense, and Sound,” Silbergeld et al., 

Persistence-Transformation, 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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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주 후 처음 제작한 작업은 <A, B, C…>(1990-1994)[도15]로, 

도자기로 만들어진 목활자 형태의 정육면체 블록 38개를 병치한 

작품이다. 이 작업에서 한자는 알파벳 26자 각각에 해당하는 발음에 

상응하는 글자들로, 아무 변형 없이 본래의 형태 그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쉬빙은 소리(音)를 기준으로 한자를 영어와 병치하고 두 문자를 

재조합하며 작품에 의미를 담아내었다. 각 한자는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에서 알파벳과 소리를 기준으로 한 곳에 

나열된 한자들이 조합되어 만들어내는 문장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80

 

영어가 한자로 변환되고 그 과정에서 한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과정을 

구현하며 쉬빙은 영어로 소통하며 느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쉬빙의 실험은 계속되어 신약성서와 현대 통속 소설의 글귀를 한데 

엮어 읽을 수 없도록 구성한 <후약성서(後約全書, Post-Testament)>(1992-

1993)[도16], 그리고 점자 책에 실제 내용과는 무관한 제목을 붙여 

명기한 <문맹문(文盲文, Brailliterate)>(1993)[도17]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작업들은 영어와 한자, 혹은 영어와 점자라는 상반된 두 언어를 그대로 

가져오고 있으나, 한 공간에 뒤섞거나 병치하는 방식을 통하여 두 

언어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의미의 올바른 읽기 

혹은 해석을 방해하는 공통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책 자체의 형태는 

실제 책의 형태와 똑같아 보이도록 기존의 제본과 편집 방식 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천서>와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업들은 <천서>의 작업 형식을 영어에 맞게 변환한 것으로 

<천서>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한편 미국에서 쉬빙은 그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 간의 충돌과 대립을 경험하였다. 이주 초기 이러한 

경험은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고 있는 형태로 작품에 드러났다. <문화적 

                                                       
80 쉬빙은 이 작업에 대하여 “그럴듯한 논리로 시작되었을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 주제인 음역(音譯)을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다. Lee, 「Representing Identity in Flow」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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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文化談判 혹은 大卓子, Cultural Negotiations)>(1992-1993) 

[도18]에서 쉬빙은 앞서 언급한 <후약성서> 300여권과 <천서>의 책 

300여권을 함께 긴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조용히(QUIET)‟라는 주의 

문구가 전시실의 한 벽을 차지하며 엄숙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긴 

탁자와 의자는 유광의 검은색으로 칠해져 중국의 옻칠한 가구를 

상기시켰으며, 유사 한자로 이루어진 <천서>의 책과 함께 중국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서구 문화를 상징하는 <후약성서>의 책들이 함께 

병치되거나 그 위에 놓이며 동서 문화의 대립과 둘 사이의 소통 

불가능성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동서 문화의 병치 혹은 대비는 동물을 사용한 작업에서도 

나타났다. 1993년 말부터 쉬빙은 동물 등 자연물을 작업에 도입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 스스로 느낀 그의 문자작업에 대한 어떤 한계 

때문이었다. <천서>와 <후약성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서>의 유사 

한자들이 실제로는 읽을 수 없는 것이고, <후약성서>는 신약성서와 현대 

통속 소설을 한데 합쳐놓은 것이라는 점을 우선 인지하여야 한다. 

이처럼 그동안의 쉬빙의 문자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작업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체계를 우선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었다. 언어 및 

문화의 장벽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쉬빙은 

작품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더 직접적인 

표현방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초 자연에서 그 답을 찾았다. 

두 마리의 살아있는 돼지를 사용한 퍼포먼스 작업 <하나의 전환 

사례연구(一個轉換案例的研究, A Case Study of Transference)>(1993-

1994)[도19]는 동물을 도입한 첫 번째 작업이었다. 이 작업을 위해 

쉬빙은 암수의 돼지 한 쌍을 구해왔는데, 이들은 미국 요크종(父)과 

중국 장백(長白)종(母)을 교배한 첫 번째 세대였다. 81  동서(東西)의 

유전자가 결합된 종을 선택한 쉬빙의 이러한 결정에서부터 중국과 미국, 

혹은 동서 문화 간의 대립과 상호 교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자 한 작업 

                                                       
81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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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드러난다. 쉬빙은 각각의 돼지에 잉크로 유사 한자와 영어를 

적었는데, 수컷에는 영문을, 암컷에는 유사 한자를 적으며 앞서 언급한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고 있다‟는 주제를 암시하였다. 갤러리 안에 

설치된 우리 바닥에는 문자와 문화를 상징하는 여러 권의 책을 

깔아두었다. 관객 앞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선 한 쌍의 돼지는 그들이 

밟고 있는 책이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들은 개의치 않고, 사전에 

훈련받은 대로 짝짓기를 시작하였다. 순수한 본능에 따라 짝짓기를 하는 

돼지의 모습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바로 관객들이었다. 쉬빙은 이 

작업에서 한자와 영어, 문자와 동물, 그리고 동물과 인간을 한 공간에 

배치하며 중국과 서양, 문자와 자연,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하면서도 대립하는 관계에 대하여 환기시켰다. 이후에도 쉬빙은 

누에와 양 등 동물을 사용한 몇 가지 작업을 더 진행하였는데, <하나의 

전환 사례연구>에서 두드러졌던 동서 문화의 만남이라는 주제는 자연과 

문화의 대비라는 형태로 변화되어 나타났고, 동물은 자연을 상징하는 

매개로 활용되었다. 

미국 이주 초기 쉬빙은 미국에서 새로이 느끼게 된 언어 및 문화와 

관련된 경험을 작업에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천서>의 

경험을 미국의 새로운 관객에 맞게 변환하여 다시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약 5-6년간의 기간동안 쉬빙은 한자와 영어, 그리고 문자와 

동물을 함께 배치하고 대립시키는 조합을 실험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문자작업은 <천서>의 전략과 시각언어를 영어에 맞게 변환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동물 작업도 <천서>만큼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시기 

작업에는 동양성의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중국적 요소가 부재하거나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작업들의 부진(不振)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천서>나 만리장성의 벽을 탁본한 <벽을 두드리는 귀신(鬼打墙, Ghosts 

Pounding the Wall)>(1990-1991)[도20]에서 암시되었던 정치적 

메시지가 이 시기 문자작업에서는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이주 후 쉬빙의 다양한 

실험들이 결실을 맺은 것은 1994년 발표한 <네모글자> 시리즈부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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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은 미국 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쉬빙이 국제 무대에서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3) <네모글자(新英文書法)>82 

다양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주 초기의 작업은 <천서>의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였고, 쉬빙에게는 중국성을 드러내면서도 작가가 

의도한 반전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그의 작업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1994년 처음 발표된 

<네모글자(新英文書法, Square Calligraphy)> 시리즈로 이어졌다. 쉬빙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문화들 간의 경계에 있다”
83 고 설명한 바 있는 

네모글자는 영어의 한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을 하나의 한자와 같은 

형태로 조합한 것으로, 하향 시기에 접한 전통적인 조합 문자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네모글자는 한자와 영어를 병치하며 두 문화를 

비교하거나 대립시켰던 이전 작업들보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두 언어 

간의 소통의 문제를 풀어내고 있다. 

쉬빙은 네모글자를 본 모습이 가려진(masked) 단어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이 외관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84

 네모글자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 대상 관객은 주로 한자가 

친숙하지 않은 서구권의 관객이었는데, 이들은 네모글자를 처음 

접하였을 때 이 문자를 한자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였다. 관객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네모글자 프로젝트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자의 구조와 관련된 

일련의 법칙들과 중국 전통 서법 때문이었다. 여기서도 쉬빙의 차용과 

                                                       
82 이 작업에 대한 중국 제목으로는 „신영문서법(新英文書法),‟ „영문방괴자(英

文方块字)‟가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문 제목(Square Calligraphy)을 따라 

„네모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83 Xu Bing, “An Artist’s View,” Erickson, The Art of Xu Bing, p.105. 
84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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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의 방식이 적용되었다. 쉬빙은 네모글자가 중국 서법에 따른 것은 

아니지만, 중국 서법 기술의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85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쉬빙은 네모글자를 만들며 한자의 

기본 원칙을 적용하였고, 네모글자를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관객들에게 중국 서법을 함께 소개하였다. 

소리에 기반을 둔 알파벳을 한 줄로 써 나가는 영어의 글쓰기 

시스템을 네모 틀에 기반을 둔 한자 형태의 문자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것이 네모글자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86

 네모글자에서는 알파벳이 결합 

문자 형태가 되고, 한자는 표음문자화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쉬빙은 

한자가 여러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네모글자를 

만들었다. 그는 우선 „네모단어 구성요소 표‟[도21]를 만들어 각 

알파벳에 그와 형태가 유사한 한자 부수를 대응시키거나 직접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부수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알파벳 „O‟는 

네모글자에서 „입 구(口)‟로, „W‟는 „뫼 산 (山)‟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이 중 알파벳 A, I, T의 경우 대문자와 소문자의 형태 모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부정관사 혹은 관사 „a‟와 주어로 자주 쓰이는 „I,‟ 

그리고 관사 „the‟를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알파벳을 하나의 

네모글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된 기본 원칙은 한자의 획순을 

연상시킨다. 한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그리고 „바깥쪽에서 안쪽‟ 순서로 네모글자의 형태를 채워나갔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구조 혹은 결합 방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이 더해져 예외적인 경우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자 구조의 기본 규칙이 반영된 하나의 체계를 갖춘 네모글자는 

어떤 영어 단어도 변환할 수 있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었다. 자연히 

네모글자는 다채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로 구현되었다. 가장 먼저 시행된 

작업은 관객들에게 네모글자의 체계를 교육하는 것이었고, <신영문서법 

                                                       
85 앤드루 솔로몬과 쉬빙의 2008년 인터뷰 중, Reiko Tomii et al., Xu Bing, p.49. 
86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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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新英文書法入門)>(1994-1996)[도22]이 발표되었다. 이 책은 중국에서 

어린이가 서법을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교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네모글자의 기본 형태 및 규칙뿐 아니라, 붓을 쥐는 법, 먹을 가는 법, 

글 쓰는 자세 등 전통 서법의 기본을 네모글자 및 삽화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책과 함께 직접 글자를 따라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교본도 발행되었으며[도23], 이 두 교본은 관객 참여형 설치작업인 

<신영문서법교실(新英文書法敎室)>(1994-1996)에 사용되었다[도24]. 

네모글자를 읽고 쓰는 과정은 중국인들이 서예 작품을 읽는 과정과 

유사하다. 실제로 중국인들은 초서(草書) 등 가독성이 낮은 서체로 쓰인 

서예 작품을 볼 때 자신이 직접 그 글자를 써내려가듯 손으로 글자의 

획을 따라가며 글자를 해독하곤 하는데, 네모글자를 읽고 쓸 때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적은 수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영단어를 

변환한 경우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한눈에 그 네모글자가 어떤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볼 수도 있지만, 한 단어를 구성하는 알파벳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네모글자의 형태 또한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네모글자를 쓰는 순서 및 그 기본 원칙을 

적용하여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읽어나가야만 한다. 이처럼 네모글자 

프로젝트는 관객들이 네모글자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한자의 구조 및 

규칙, 그리고 서법의 기본을 접하도록 하고, 관련된 중국의 여러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네모글자> 프로젝트는 

그동안 서구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던 한자와 서법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이를 일상 속으로 끌어왔다. 

네모글자는 <문자산수> 등 이후 작업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최근에는 산수화 전통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한 <도화원의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桃花源的理想一定要實現, Travelling to the Wonderland)>(2013)
87

 

와 함께 이 작품의 바탕이 된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 

                                                       
87 쉬빙, 《Travelling to the Wonderland》2013.11.2-2014.3.2,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미술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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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記)』를 네모글자로 쓴 작업이 함께 전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네모글자는 지속적으로 쉬빙의 작업에 활용되며 그의 작품에 중국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소통 가능한 독특한 수단으로 

역할 하고 있다. 

2. 1999년 이후: 기호학적 재해석 

쉬빙의 문자작업은 1999년 이후 점차 문자와 이미지를 혼용하는 

작업으로 변화해간다. 문자만을 사용한 이전 작업의 핵심이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기대와 반전이었다면, 문자와 이미지를 혼용한 

작업은 동물을 사용한 작업에서도 시도되었던, 보다 직접적인 

표현방식을 위한 탐색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쉬빙은 점차 

문자와 이미지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이를 통한 보편적 소통을 향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한자의 상형문자적 기원이 집중적으로 탐구되었다. 이는 중국 문화 

속의 기호성을 탐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쉬빙은 문자의 

추상성과 이미지의 구상성을 하나의 공간 속에 다루면서 추상적인 

문자가 형상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도록 만들었다.
88

 이를 통해 그의 

문자작업은 문자와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어떤 형상과의 

관계를 환기시키며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를 기호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문자산수> 이후부터 쉬빙의 작업은 점차 문자의 이미지화를 향해 

나아가며, 이 과정에서 한자는 점차 집약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기호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88 馮博一, 「徐冰文字的延续与延伸」 『美術觀察』第1期, (中國美術家協會, 2

002),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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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산수(文字寫生)> 시리즈 

제작배경 및 작업 분석 

<문자산수(文字寫生, Landscript)> 시리즈는 1999년 핀란드의 키아스마 

현대미술관(Kiasma Museum of Contemporary Art) 주최로 진행된 <헬싱키-

히말라야 교류 프로젝트 (Helsinki-Himalayan Exchange)> 경험을 바탕으로 

구상되었다. 이 시리즈를 통하여 쉬빙은 문자와 이미지를 한 화폭에 

담아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서화동원론 

(書畵同原論) 개념 및 시서화(詩書畵) 전통, 그리고 전통 산수화의 

다양한 요소가 재해석되며 작업의 틀을 형성하였다. 

<헬싱키-히말라야 교류 프로젝트>를 통하여 쉬빙은 약 한 달간 다른 

다섯 명의 작가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이곳의 자연이 

만들어낸 풍경을 스케치하며 그는 나무(木), 물(水), 풀(草), 개천(川) 등의 

자연 요소를 그리는 대신 그에 해당하는 한자를 적는 방식으로 그림과 

글을 결합하였다. 네팔의 오염되지 않은 거대한 자연과 마주한 그는 

“그동안 알았던 서체는 모두 잊혀지고, 오직 가장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서체만이 남아있었다”
89 며 당시의 경험을 회상하였다. 한자를 작업의 

시각적 요소로 포함시키려는 생각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작가는 

말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된 것은 <히말라야스케치>(1999)를 

통해서였다. 이 작업에서 쉬빙은 오직 문자만을 사용하여 그가 본 

풍경을 그려냈다. 나무, 풀, 돌 등 주로 상형문자에서 발전한 문자들이 

사용되었지만, 때때로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혼용되어 특정 사물을 

가리키거나 크기나 색, 개수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판[도25]의 

스케치에서는 작은 풀(小草), 배추(白菜), 한 개의 광주리(一个筐子) 등의 

문자를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나무나 바위의 수와 문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반복을 통하여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는 각 

문자들은 때로는 촘촘히, 때로는 널찍하게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일부 

                                                       
89 Xu Bing, “An Artist’s View,” Silbergeld et al., Persistence-Transformation,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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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그룹은 더 진하고 두꺼운 필치로 쓰인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재 풍경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구도 등을 

고려하여 생략과 추상화(抽象化), 그리고 붓질의 강약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말라야 스케치> 이후 쉬빙은 보다 큰 크기의 문자산수 작업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전 스케치에서 볼 수 있던 동사구(句)나 

형용사구를 통한 풍경 묘사는 화폭에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며, 

이미지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도26].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말라야 스케치>는 작업 전체가 문자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이미지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문자의 경우에도 점차 갑골문자나 전서처럼 

상형문자 형태에 가까운 서체가 사용되며 문자와 이미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도판[도27]의 작업에 그려진 집의 문에는 문(門) 

대신 전서로 쓰인 술(酒)이나 물고기 형태의 문자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들은 이전 작업에서 보여진 문(門)이나 

창(窓)처럼 어떤 건축 형태를 나타내기보다는 각 건물을 물고기, 술, 

비단, 농사와 사냥 등과 연결하고 있다.
90

 쉬빙은 „주(酒)‟처럼 전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물망처럼 보이는 문자에서처럼 본인이 고대 

서체처럼 보이는 새로운 문자를 고안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쉬빙의 상형문자 기원 및 고대 서체에 대한 연구과정을 보여준다. 

쉬빙의 문자와 이미지의 혼용 방식에서도 <문자산수> 시리즈에 

영감을 준 또 다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대련(對聯)[도28]으로, 대련의 글씨들은 간혹 산과 강과 같은 자연적 

요소와 유사한 형태를 띠며 풍경화를 연상시키곤 하는데, 이러한 문자와 

이미지의 결합은 <문자산수> 구상에 영향을 주었다.
91

 

쉬빙의 <문자산수>는 대부분 그가 실제로 본 풍경을 나타내거나 

                                                       
90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138. 
91 대련이란 중국에서 현관문이나 그 외 건축 구조의 양 옆을 장식하는, 의미

는 다르나 동일한 형식을 갖춘 시구(詩句)를 말한다.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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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구상한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그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작업한 <쑤저우 문자사생(紙抄紙)>[도29]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고전 산수화를 재해석하였다. 중국 쑤저우 박물관(蘇州博物館)이 

소장하고 있는 17세기 산수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네 점의 

족자 형식의 산수화로 구성되었다. 쉬빙은 쑤저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 작품들 대부분이 그보다 더 전에 제작된 작품들을 모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에서 이 작업을 제작하였다.
92

 <쑤저우 문자사생>도 

박물관 소장 작품들처럼 그림 위쪽에 모방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 등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네모글자가 활용되었다. 기존의 유명한 

그림을 모방하며 배우는 것은 중국 문인화의 전통적인 관습이며, 쉬빙은 

이를 재해석하여 작품을 통해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의 소통, 그리고 

본인의 반복에 대한 관심 등을 담아냈다. 또한 이 작업에서도 

갑골문자와 전서 형태에 가까운 서체가 사용되어 문자와 이미지 간의 

경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를 통하여 상형문자 기원의 탐구를 통한 

자연과 언어 간의 간극을 좁히려는 작가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문자산수>는 평면의 수묵산수뿐 아니라 설치작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12회 시드니 

비엔날레에서 쉬빙은 <시드니 문자산수(写生悉尼, Landscript Sydney)> 

[도30]란 문자산수를 활용한 장소특정적 설치작업을 선보였다. 쉬빙은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New South Wales Museum) 로비의 거대한 유리창 

위에 한자 및 네모글자로 이루어진 풍경화를 그려냈다. 이 문자산수 

작업은 창밖의 풍경을 그대로 그려낸 것으로, 관객들이 바닥에 표시된 

특정 지점에서 이 작업을 바라보면 문자산수와 밖의 풍경이 겹쳐 보여 

문자와 그것이 상징하는 대상물이 일치를 이루었다. 따라서 한자나 

네모글자를 읽을 수 없는 관객도 자연이나 건물의 실재 모습과 문자산수 

작업을 함께 보면서 각 문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문자산수>는 화폭을 벗어난 입체작업으로도 제작되었다. 

                                                       
92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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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산수>에서 파생된 <풍경을 읽다(讀風景, Reading Landscape)>[도31] 

시리즈에서 쉬빙은 나무와 새 등 기존 풍경화의 자연적 요소를 

문자산수의 그림문자로 바꾸고 이를 입체적인 글자로 제작하여 전시 

공간으로 가져왔다. 관객들은 입체 문자로 가득해진 공간을 걸으며 

풍경을 즐길 수 있었다[도32]. <풍경을 읽다>는 200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롤리 미술관(North Carolina Museum of Art in Raleigh)에 

처음 전시되었다. 작가는 미술관 소장 작품 중 17세기 플랑드르 

풍경화와 현대 사실주의적 작품을 선택하여 그 주변에 문자산수의 

그림문자들로 이루어진 공간을 구성하였다. 같은 해 미국 워싱턴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에는 두 번째 버전이 전시되었으며, 이 

작업은 미술관 소장품인 청대(淸, 1616-1912) 작품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대한 이전 작품들과는 달리 

<문자산수>는 한자의 상형문자적 기원을 탐구하며 문자와 자연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문자가 점차 그것이 의미하는 본래의 형태에 

가까워져 갈수록 실제 자연 혹은 사물과 그 문자 간의 거리는 좁혀진다. 

문자가 점차 이미지화 되어갈수록, 문자와 자연을 연계하여 그림문자를 

이해하는 것은 더욱 용이해진다. 쉬빙은 문자를 재조합하고, 중국 전통 

요소를 차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와 이미지를 기호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문자와 이미지, 문자와 자연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이는 1990년대 초 <하나의 전환 사례연구> 등의 동물을 사용한 

작업에서도 드러난 바 있는,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향한 작가의 노력의 연장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문자산수>에 반영된 중국 전통 

<문자산수>는 상형문자와 고대 서체, 대련(對聯), 그리고 문인화의 

모방을 통한 학습 문화 외에도 다양한 중국 전통 요소를 재해석하였다. 

우선 <문자산수>의 개념적 바탕으로 서화동원론 (書畵同原論)을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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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자와 이미지의 기원이 같다는 서화동원론은 당대(唐, 618-907)의 

장언원(張彦遠, 815-875)이 그의 저서 『역대명화기(歷代名畵記)』에서 

제기한 „서화동체(書畵同體)‟와 „서화용필동법(書畵用筆同法)‟에서 비롯 

되었다. 이는 이후 원(元, 1264-1368)의 조맹부(趙孟頫, 1254-1322)가 

이야기한 „서화본래동(書畵本來同)‟과도 연결되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미술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며 중국 문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93

 

„서(書)‟는 문자와 서법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문자산수>에서도 두 의미로의 이론 적용이 가능하다. 우선 회화와 

문자가 근원이 같다는 측면은 한자의 상형문자적 기원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문자산수> 속의 산(山), 목(木), 암(岩), 천(川) 등의 문자를 

통해 재해석되었다.
94

 상형문자에 기원을 두고 있는 문자 외에도 

<문자산수>에 쓰인 한자와 네모글자 또한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어 

사용되며 본래의 대상과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쉬빙은 이처럼 

상형문자라는 형태를 통하여 문자와 그림의 일치점을 자연에서 찾았으며, 

이 둘을 작업 속에 조화롭게 담아내었다. 

반면에 서법이라는 의미에서의 해석은 <문자산수>에 반영된 

시서화(詩書畵) 전통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중국,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문학과 서법, 그리고 그림을 분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쉬빙은 <문자산수>에서 반복을 통한 시적 

리듬감 구현, 문자의 이미지적 사용, 그리고 기존 문인화 전통에서 

나타나는 필법의 언어화에 대한 재해석 등의 방식으로 이 전통을 그의 

                                                       
93  장언원의 이론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한 왜곡 및 확대해석의 과정을 거쳐 

„서화동원론‟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안영길, 「'書畵同

原論'의 형성과 그 의미 고찰」『미술사학보』Vol.21, 2004, p.9. 
94

 장언원의 이론에 따르면 상형문자는 서와 화가 분리되기 이전에 실재 사물

을 본떠 만들어진 독립된 도상이며, 그 자체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의문자

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형문자가 문자와 그림이 동체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서와 화가 일찍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상형문자라는 문자가 나타났다

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현대 서양의 몇몇 문자학자들은 인류가 창조한 표의

문자 발생 전에 „도화문자(pictograph)‟가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 안영길, 「'

書畵同原論'의 형성과 그 의미 고찰」,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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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반영하였다. 

전통 문인화에서 필법이 언어와 같이 쓰인 문화 또한 <문자산수>에 

반영되었다. 중국에서는 회화를 „사물을 쓴다‟는 의미의 „사생(寫生)‟이라 

하며 그림 그리는 것과 글 쓰는 것을 하나로 보았다. 또한, 글을 쓰기 

위하여 서체의 여러 요소들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처럼, 전통적인 중국 

문화에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자연 

요소들을 나타내는 붓 기법을 익히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문인화 

전통에서는 명인들의 필법(筆法)이 모방을 통하여 후대까지 전해져 

왔는데, 이러한 필법의 관습화와 언어화는 <문자산수> 시리즈의 또 다른 

착안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쉬빙이 이 시리즈에 대하여 설명하며 

자주 청대 초기의 화보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을 언급한 점을 들 

수 있다[도34, 35]. 

『개자원화전』은 1679년 남경(南京)에서 처음 발간된 화보로 

명인들이 산수화를 구성하는 산, 나무, 바위, 풀 등의 요소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데 모아 보여주며 특정 대상을 어떻게 그려야 하며 어떤 

필법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 주로 

북송대(北宋, 960-1127) 명인의 그림이 게재되었으며, 각 도판 옆에는 

그에 어울리는 유명한 시인의 시구가 실렸고, 또한 각 그림의 출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때로는 작가 및 장르에 대한 짧은 설명이 함께 

제시되었다. 이 모음집은 발간 이후 300년 이상 널리 사용되며, 그 

자체도 하나의 고전이 되었다. 제시된 모범 이미지는 널리 확산되어 

이후에는 하나의 언어처럼 활용되었다. 쉬빙은 『개자원화전』을 그림을 

그리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사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며 명인들의 필법이 하나의 언어가 되어 사용된 점에 주목하였다.
95

 

쉬빙은 <문자산수>에서는 문인화 전통에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필법의 

                                                       
95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151. 쉬빙은 『개자원화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두루마리 형식으로 제작한 <개자원산수권(芥子園山水卷)> 

(2010)[도36, 37]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8%8A%A5&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8%8A%A5&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8%8A%A5&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8%8A%A5&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5%9C%92&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5%9C%92&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5%9C%92&direct=false
http://hanja.naver.com/search?query=%E5%82%B3&direct=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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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진짜 한자 혹은 네모글자의 문자로 대체하며 기존 필법의 

역사적이며 관습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대신, 상형문자, 혹은 자연의 형태 

그 자체가 갖는 보편성을 더하였다. 

쉬빙의 산수화와 자연에 대한 관심은 문자작업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라이트 박스 안에 폐품 등을 이용하여 

기존 산수화 작품을 재현한 <이야기의 뒷면(背后的故事, Background 

Story)> 시리즈, 그리고 산수화를 장소특정적 입체 작업으로 재해석한 

<도화원의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2013) 등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 

중국 산수화 전통은 쉬빙에게 문자작업 외 다른 한 갈래의 작업 세계를 

열어주었다. 

2) 문자의 상형성을 다룬 설치작업 

문자산수가 한자의 상형문자적 특성 및 중국 전통 산수화 기법의 

언어적 특성에 주목하였다면, 2001년 제작된 <살아있는 문자(鳥飛了, The 

Living Word)>
96

[도38]와 <원숭이가 달을 잡다(猴子捞月, Monkeys Grasp for 

the Moon)>[도40]는 한자의 상형문자적 특성과 그 역사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미국 스미소니언 새클러 갤러리(Arthur M. 

Sackler Gallery)에서 전시된 쉬빙의 개인전 《언어게임(Word Play)》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서로 유사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한자의 상형문자 

전통을 설치작업으로 재해석하였다. 

<살아있는 문자>의 중국어 제목은 „새가 날아갔다(鳥飛了)‟이다. 

제목 그대로 이 작업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새 형태의 글자 400여 

개로 구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문자>는 새라는 의미의 한자 „조(鳥)‟의 

간체자 형태부터 고대 서체까지 서체의 변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한자의 상형문자적 전통을 재해석하고 있다[도39]. 전시장 바닥에는 새에 

                                                       
96  이 작업의 중국어 제목은 “새가 날아갔다(鳥飛了)”이나, 이 글에서는 영어 

제목(Living Word)를 번역한 “살아있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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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적 의미가 적혀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새의 무리가 시작된다. 

간체자인 „鸟‟로 시작된 새의 형태는 점차 „鳥‟로, 이후에는 고대 문자로 

점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마지막에는 새의 이미지로 변형되어 

전시장 위의 창밖을 향해 날아간다. 새에 대한 사전적 의미, 새를 

나타내는 문자, 그리고 새의 이미지가 함께 병치되었다는 점에서 이 

작업은 조셉 코수스(Joseph Kosuth, 1945-)의 <하나인 동시에 세 개인 의자 

(One and Three Chairs)>(1965)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쉬빙은 서구의 

개념미술 등을 접하는 과정에서 코수스의 작업들도 인지하고 있었고, 

어느정도의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쉬빙의 „새‟는 

하나의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의 전환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수스의 „의자‟와 구별된다. 또한 쉬빙의 작업은 

한자의 뿌리, 그리고 사회에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도교적 사상 등 

중국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 개념적 작업에 역사적, 철학적 

깊이를 더한다. 

문자의 이미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아이디어는 이후 <원숭이가 달을 잡다>라는 작품으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새클러 갤러리의 아트리움을 위하여 제작된 20미터 높이의 

설치작업이다.
97

 천정에서 아래까지 수직으로 설치된 이 작업은 맑고 

고요한 우물에 비친 둥근 달을 진짜 달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건지려고 

서로의 팔과 꼬리를 이어 우물에 내려간 원숭이들에 대한 중국 

옛이야기를 표현하였다. <원숭이가 달을 잡다>에서 원숭이의 형태를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다양한 국가의 언어이다. 쉬빙은 중국어 및 

한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힌디어, 히브리어 등 동서양의 20여 

                                                       
97 이후 <원숭이가 달을 잡다>의 두 번째 버전은 베이징에 있는 주중미국대사

관에 설치되었다. 한편 200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주미중국대사관의 새 건물에

도 건축가 I.M. Pei의 요청으로 쉬빙의 작업 <보라색 산들바람이 동쪽에서 불어

오네(紫氣東來, Purple Breeze Comes from the East)>이 설치되었다. 이 작업은 날씨

와 관련된 한자, 즉 공기, 물, 구름, 비, 무지개 등을 나타내는 한자를 그의 문자

산수 형태로 변형시킨 글자들로 이루어진 설치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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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언어로 된 „원숭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추상화 혹은 단순화 과정을 

통하여 원숭이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하였고, 각 단어를 서로 

연결했다[도41]. 원숭이 형태의 문자들은 팔을 뻗어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는 모습을 하고 있으며, 제일 아래에 있는 원숭이는 갤러리 

아트리움 안에 있는 연못을 향해 손을 뻗으며, 옛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살아있는 단어>가 „새‟라는 글자가 현재의 형태로 변해온 과정을 

되짚으며 상형문자의 뿌리를 찾아갔다면, <원숭이가 달을 잡다>는 한자 

외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시각적 요소를 발견하고 그 특성을 표면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른 여러 언어들이 원숭이와 유사한 형태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문자의 의미나 가독성보다는 원숭이처럼 보이는 

시각적 특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를 통하여 문자는 본래의 형태와 

소리로 읽히기보다는 원숭이라는 이미지로 먼저 인식되게 된다. 

<살아있는 단어>에서는 문자의 변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났던, 문자를 그 

문자가 속한 문화로부터 분리하고 자연에 가까운 형태를 찾고자 하는 

생각은, <원숭이가 달을 잡다>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변형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쉬빙은 한자의 상형문자 뿌리에서 자연과 가까운, 

보편적으로 소통 가능한 언어의 가능성을 보았으며, 다양한 문자작업을 

통하여 이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보려는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자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 요소는 작가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으며, 오래된 전통 속에 잠재되어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는 쉬빙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 

최근 쉬빙은 문자와 이미지를 기호학적으로 재해석하며 시도하였던 

상형문자를 통한 시각적, 보편적 소통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지서(地書, Book from the Ground)>[도42]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문자와 이미지의 간극 좁히기가 최대치로 이루어져, 

현대사회의 여러 아이콘을 적용한 픽토그램만을 사용하여 소통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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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자작업에서 나타나는 양면성과 그 전략 

1. ‘열려있는 작품’의 양면성 

쉬빙의 문자작업을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작품 자체에는 

특정 메시지나 시대성이 드러나지 않아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작품을 통해 관객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선불교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작가 스스로도 그의 작업을 어떤 특정한 경향과 

관련짓는 것을 피하고자 하며 작품의 메시지나 의미의 모호성을 

강조한다. 그는 1989년 게재한 글에서 “사회에 자신의 작품을 

넘겨준다는 것은 동물을 도살장에 보내는 것과 같다”며 작품의 의미는 

관객과 사회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98

 2008년 진행된 

앤드루 솔로몬(Andrew Solomon)과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99

 하지만 쉬빙의 작업이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주지했다시피 작가 자신은 글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자신의 

활발히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쉬빙의 문자작업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쉬빙의 작품이 „열려있다‟는 이미지의 양면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전시되는 맥락에 따라 가장 다양한 해석과 반응을 불러일으킨 

                                                       
98 Xu Bing,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in a Quiet Place,” 『北京靑年報』

1989.2.10, Stanley K. Abe, “No Questions, No Answers,” p.189 재인용. 
99 이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업을 개념적이라고 할 수 있냐는 솔로몬의 질문에 

쉬빙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나의 작업을]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그것을 

어떤 범주에 넣지 않고, 모호한 채로 놔두는 것이다. 나는 작업의 이러한 모호

성과 어색함을 선호한다. 바라건대 이를 통해 나의 작업들은 [특정 경향과 연결

짓는] 꼬리표와 분류들로 설명될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다양한 해석들에 스스

로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Towards a Universal Language: Andrew Solomon 

interviews Xu Bing”(2008) Tomii et al., Xu Bing,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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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은 바로 <천서>이다. 중국에서 제작된 <천서>와 <벽을 두드리는 

귀신>에서 정치적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한자나 

만리장성이 중국에서 갖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유도한다. <천서>에 대한 발표 당시와 《중국/아방가르드》전 

이후의 반응 차이만 보아도 보는 관점과 맥락에 따라 작품에 대한 

해석이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발표 초기에 <천서>는 

중국 내에서 중국 현대미술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85신조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경직됨에 따라 

<천서>에 대한 반응도 급변하였다. 

쉬빙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의 사회적 상황이라는 원 맥락에서 

벗어나 미국이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전시된 <천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주 후 마주하게 된 새로운 관객들은 중국에서 이주해 

온 작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선불교, 유교, 자연, 

서법 등으로 형성된 중국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마오쩌둥과 문화대혁명, 천안문 사태 등 중국의 사회적 상황은 이런 

선입견을 굳혔다. 이런 중국의 정치적 상황 및 동양성과 관련한 

선입견은 쉬빙의 초기 작품에 대한 해석에도 크게 반영되었다. 특히 

미국의 전시기획자들과 학자들은 작품의 배경이 된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더욱 강조하며 당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암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제작 연도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작품을 1989년 

천안문 사태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석에서 <천서>의 다양한 전통 요소는 중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100

 

한편 작가는 작품에 부여된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수용하고 더 열린 

                                                       
100 몇몇 학자들은 „천서‟라는 단어에는 민란이 일어났을 때 하늘이 백성의 편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에게 도덕적 명분을 주는 문서라는 의미도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제목이 반동적이며 혁명적이라 설명하였다. 이는 이들이 <천서>

를 해석함에 있어 당시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

을 보여준다. Elliott, ‚Xu Bing: Tradition, Representation, and Language,”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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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101

 그는 그의 이러한 태도가 작품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02

 하지만 사실 미국으로 이주한 직후의 그의 미국 미술계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해석이 당시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더라도, 국제 미술계 진입이라는 큰 장벽을 앞둔 

그에게 이러한 해석과 그에 따른 관심은 전략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다. 

쉬빙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스스로가 이런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쉬빙은 글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그의 작품을 중국의 역사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당시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지었다. 이렇게 

암시되는 메시지는 때로는 서로 모순되었다. 한 예로, <벽을 두드리는 

귀신>을 위한 탁본 작업을 진행하면서 쉬빙은 중국 미술 평론가 

호우한루(侯翰如, 1963-)에게 ‚만리장성은 항상 중국 역사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지만, 그 자신은 만리장성을 특이한 건축물, 흥미로운 장벽 

정도로만 느낀다‛고 말했다.
103

 하지만 미국 이주 후 쉬빙은 만리장성이 

매우 보수적이며 말이 되지 않는 사고방식, 중국 정치의 고립을 

상징하는 아주 폐쇄적인 사고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앞선 인터뷰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였다.
104

 이처럼 쉬빙은 중국에서 이 작품을 구상할 

때에는 의도하지 않았을 의미들을 이후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그는 새로운 관객 앞에서 그의 작품이, 주로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미를 갖도록 유도하였다. 

                                                       
101 Lee, 「Representing Identity in Flow」 p.256. 
102  쉬빙은 자주 관객들이 자신들만의 해석으로 작품 자체의 „비어있는‟ 부분

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하였다. Gao Minglu, “Meaninglessness and 

Confrontation in Xu Bing’s Art,” Fragmented Memory: The Chinese Avant-garde in Exile, 

Julie F. Andrews and Gao Minglu eds. (Columbus: Wexner Center for the Arts, Ohio State 

University, 1993), p.28. 
103 侯翰如, 「徐冰,在冰峰尖上」 『雄狮美術』Vol.5, 9월호, 1990, p.135, Erickson, 

The Art of Xu Bing, p.50 재인용. 
104 1991년 9월 작가 인터뷰, Erickson, The Art of Xu Bing, p.5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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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브리타 에릭슨은 쉬빙이 미국 이주 초기에 천안문 

사태라는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서구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특정 이미지와 타협하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105

 에릭슨은 쉬빙이 일종의 방책으로서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한 

정치적 억압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하게 된 것은 아닌지 물었다. 

또한 미국의 관객들이 쉬빙의 작품에서 정치적 억압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작가에 의해 본래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관객이 스스로 

그러길 바라서였는지에 대하여 환기하며, 이러한 현상이 오리엔탈라이징 

(orientalizing), 혹은 자동-오리엔탈라이징(auto-orientalizing)에 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하였다. 사실 쉬빙의 미국에서의 첫 전시를 살펴보면, 

작가가 이 부분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첫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 중 <벽을 두드리는 귀신>은 만리장성의 아우라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전시되었으며, <천서>의 기념비적 

스케일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상징, 그리고 중국의 

정치적 상황과의 연결점이 없었다면 쉬빙의 작업이 미국에서 그만큼 

주목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처럼 

쉬빙은 그의 작품이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미국 

이주 초기 이러한 태도에는 <천서> 등의 초기 작업에 대한 미국의 

정치사회적, 오리엔탈리즘적 해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또한 작품 자체의 의미는 비어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작가 자신은 상황에 따라 글과 인터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열려있는 

작품‟이라는 이미지의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105 Erickson, The Art of Xu Bing,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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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전통’에서 드러나는 동양성과 중화주의 

쉬빙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중국 전통적 요소의 이면에 담긴 의도 

또한 검토가 필요하다. 쉬빙의 작업, 특히 문자 작업에서는 한자와 함께 

전통 서법이나 수묵, 산수화 등의 중국 전통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작가는 그의 작업을 설명하면서 중국 서법이나 

선불교의 영향, 그리고 한자에서 나타나는 중국인의 사유 방식 등에 

대하여 언급하며 그의 작품이 중국 전통과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미국 이주 초기 <천서>나 <벽을 

두드리는 귀신> 등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는 미국 관객들의 

동양에 대한 환상과 선입견을 자극하였다. 하지만 작가의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가 안정되어 가면서, 이러한 중국 전통은 서구 

현대미술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요소로, 즉 서양 문화에서 결핍된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이후 그의 중국 내에서의 입지가 안정되어가고 2008년 

중앙미술학원의 부학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나타나는 

중국 전통이 초기에는 어떻게 서구 관객들의 동양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작가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며 여기에서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천서>를 비롯한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중국 전통문화의 요소는 

지속적으로 차용되고 재해석된다. 그의 주요 매체는 목판화 및 수묵이며, 

전통 서법과 인쇄기술, 책 제본 기술, 그리고 산수화 등의 전통문화는 

쉬빙의 문자작업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형식과 소재, 매체적인 면에서 도입된 전통적 요소는 시각적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서구 관객들은 직관적으로 이들이 중국적인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천서>의 경우 서구권의 관객 중 중국어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천서>의 핵심 요소인 „읽지 못함‟의 경험을 인지할 

수조차 없었지만 한자적 형태 및 서법 등의 중국적 요소는 읽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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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에 <천서>는 다분히 미학적인 작업으로 해석되곤 하였다. 이때 

<천서>가 전시된 공간은 이국적 문화와 동양성에 대한 환상을 

충족시키는 장소로 탈바꿈 되었다.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선불교의 영향이다. 많은 학자들은 쉬빙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선불교의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쉬빙 또한 작품의 목적이 관객들의 사유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는 발언 등을 통하여 이러한 영향을 강조하였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천서>의 제작 과정이 선불교와 연결되어 

설명되기도 하였다.
106

 쉬빙이 1980년대 후반부터 개념적 작업을 

해오면서 선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작가 스스로 이를 

강조하는 것은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선(禪), 특히 일본어로 된 용어 

„젠(Zen)‟에 대한 환상을 염두에 둔 행위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까지 쉬빙의 작업은, 시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서 

드러나는 중국적 정체성을 통해 서구에서 정형화된 중국, 그리고 동양에 

대한 이미지의 틀 안에서 해석되었다. 쉬빙 또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서법, 중국의 전통 인쇄문화, 선불교적 영향 등을 자주 언급하였고, 작품 

제작의 영향으로는 그의 문혁기 경험을 강조하며 서구권의 입맛에 맞는 

해석을 위한 단서들을 제공하였다. 서구의 동양에 대한 환상과 타협하고 

이에 편승하였다는 비난도 있으나, 이러한 전략을 통해 미국에서 쉬빙의 

작업은 타자화됨과 동시에 차별화되며 미국과 국제 미술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변화하기 

시작한다. <문자산수> 이후 쉬빙은 중국 전통의 더 추상적이고 사유적인 

부분을 언급하기 시작한다. 특히 상형문자적 기원을 자주 언급하면서 

이러한 역사가 중국인들이 문자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106 Jonathan Hay, “Ambivalent Icons: Works by Five Chinese Artists Based in the United 

States,” Orientations, 23(7), 1992,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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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고 설명하였다.
107

 이후 픽토그램만으로 이루어진 <지서>라는 

작업을 설명하면서도 그는 이러한 점을 언급한다. <지서>의 중국성은 

표면적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은 역시 

중국의 상형문자와 서법 전통이다. 쉬빙은 <지서>에서 드러나는 그의 

기호 언어에 대한 감성은 중국어의 이미지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작가 자신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 문화의 „이미지 읽기‟ 습관에 

익숙하다고 이야기하였다.
108

 그는 한자의 시각적 성격을 강조하고 서체 

및 한자의 형태 등 한자의 시각적 요소를 통한 의미 전달이 오랜 서법 

전통 속에서 중국인의 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자의 형태 및 중국어가 기초로 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 시스템에서 

국제적 언어의 잠재적 모델을 찾은 프랑스의 이론가 장 두에(Jean Douet) 

등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한자의 우수성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든다.
109

 

뿐만 아니라 쉬빙은 중국 전통적 요소를 작품에 도입하게 된 이유를, 

그가 서구 현대미술에서 느낀 한계에 대한 답을 중국 전통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중국 고대의 전통 

문화나 마오쩌둥 시기의 문예관 중 현재까지 큰 영향력을 전수하고 있는 

것들은 그 안에 합리적이고 받아들인 만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며, 

이들의 강점과 독특성은 서양에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10

 

그러면서 미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서양 현대미술의 많은 문제를 

깨달았으며, “서양 현대미술에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 전통 

안의 생명력 있는 부분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 

                                                       
107 Xu Bing, “Landscript Series,” Vainker et al., Landscape Landscript, p.126.  
108 Xu Bing, “Regarding Book From the Ground,” p.45. 
109 Xu Bing, “Regarding Book From the Ground,” p.39. 
110 장혜와 쉬빙의 인터뷰, 2013.3.26, 張慧, 「文字何以成爲圖像徐冰文字藝術硏

究」,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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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빙은 점차 서양 현대미술에는 어떤 결함과 문제점이 있으며, 중국 

전통과 문화가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는 오랜 

시간 해외에서 타자의 입장으로 활동해온 원로 작가의 회고적인 

의견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기 쉬빙이 중국 미술계 

내에서 차지하게 된 확고한 위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발언은 

친중국적으로 변화한 그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까지의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드러나는 중국 

전통적 요소는 서구 관객의 동양성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성격이 확연히 변화하게 된다. 기존 

서구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중국 문화적 측면, 혹은 

중국인의 사유방식에 대하여 소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쉬빙은 

이를 통해 중국과 서구의 문화 및 사고방식을 대비시키곤 한다. 그리고 

그는 때로는 이러한 중국 전통과 사고방식의 우수성을 암시하기도 

하면서 서구의 현대미술과 문화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중국 전통과 문화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쉬빙의 중국 내에서의 위치 변화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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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인’과 ‘인민을 위한 예술’ 

쉬빙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문인(文人)‟이다. 이러한 

수식어는 그의 가족 및 작가 자신의 지식인적 배경, 그리고 현재 그의 

위치를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그가 주요 매체로 수묵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 서법과 산수화 등 전통 문인 문화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작가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표어로 마오쩌둥의 „인민을 

위한 예술‟이란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하지만 지식인 계층의 

순수예술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문인‟과 대중성을 내포하는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두 키워드는 분명 상반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검토하며 이 안에 담긴 작가의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쉬빙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중국 전통 요소는 대부분이 민간의 문화나 

신앙 등에서 비롯된 것이기보다는 중국 전통 문인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천서>에서 드러나는 중국 전통 서법과 서체, 책이나 족자 등의 형태, 

그리고 작업에 암시되고 있는 유교적, 선불교적 사상은 본래 중국 

지식인이 영유하던 문화이다. 이후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산수화와 

시서화 전통, 서화동원론의 미학, 그리고 『개자원화전』의 인용을 통해 

드러나는 고전의 모방을 통하여 배우는 문화 또한 모두 문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인 문화는 작가의 지식인적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서구 관객들이 상대적으로 친숙한 

문화이기도 하였다. 쉬빙은 지속적으로 문인 문화의 요소들을 그의 

문자작업에 도입하고, 그 역사와 철학을 기반으로 그의 작업을 발전시켜 

나갔다. 

한편 미국 이주 후 그의 작업에서는 엘리트주의적인 문인 문화와는 

대비되는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네모글자>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관객 참여적, 교육적 성격은 그 이후 작업에서도 꾸준히 등장하였고, 

쉬빙은 글과 인터뷰를 통하여 예술의 실용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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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글자> 프로젝트에서 예술의 실용성과 사회적 기능은 비디오 

자료와 교본,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관객 체험 및 학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신영문서법교실>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전시장에는 칠판과 책상, 

의자가 설치된 교실과 같은 공간이 꾸며졌고, 관객들은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비디오 영상을 통하여 중국 전통 서법과 네모글자를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미국 내 몇몇 미술관에서는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근 학교에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후 쉬빙은 

전문가와 협업하여 네모글자를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성을 

말씀해주세요(Your Surname Please)>(1998)
111와 <신영문서법 컴퓨터 폰트 

프로젝트(新英文書法字库软件)>(1998)
112 는 예술에 실용적인 기능을 

더하며 사회를 위한 예술을 실현하였다. 픽토그램으로 이루어진 글인 

<지서>도 <네모글자>처럼 컴퓨터 폰트와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영어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바로 그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에는 중국어와 영어를 그림문자로 번역해주는 채팅 

소프트웨어로까지 발전하였다[도43]. 또한 2012년 상해 전시에서 

<지서>는 세계화 시대에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소비자‟라는 정체성에 

주목하여113
 책 출간 기념행사 및 팝업 스토어의 형태로 전시되기도 하며 

대중적 성격을 보였다[도44]. 

<문자산수> 시리즈에서는 관객들이 그림문자 사이를 거닐 수 

있도록 한 <풍경을 읽다>라는 작업을 통해 대중성을 가미하려는 시도를 

                                                       
111 스페인에서 처음 소개된 작업으로,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그리고 영어 

성을 네모글자로 변환하여 주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관객이 컴퓨터에 자신의 

성을 입력하고 그 네모글자 버전을 인쇄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112 일본 NTT사의 인터커뮤니케이션 센터(ICC)와 협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

로젝트로, 네모글자 시스템을 컴퓨터 폰트화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소

프트웨어는 관객이 입력하는 문자가 쉬빙의 네모글자 시스템에 따라 변환되어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한다. 
113 Borysevicz, “Extension from the Ground-Exhibition, Etc.,” The Book About Xu 

Bing's Book from the Ground, .pp.68-69. 

http://cndic.naver.com/zh/entry?entryID=c_32f1bfe7ac75
http://cndic.naver.com/zh/entry?entryID=c_32f1bfe7ac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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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 있다. 쉬빙은 <풍경을 읽다> 전시에서 관객들이 각각의 

그림문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등장하는 문자의 이미지와 그 

의미를 적은 월텍스트(wall text)[도28]를 제공하기도 하며 작품의 교육적 

측면 또한 강조하였다. 쉬빙의 문자산수를 애니메이션화 한 최근작 

<한자적성격(漢字的性格)>(2013)은 17분 길이의 작업으로 쉬빙의 문자와 

자연에 대한 관심을 교육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조맹부(趙孟頫, 1254-1322)의 <작화추색도(鵲華秋色圖)>(1296)가 재해석 

되었으며, 산수화 속의 나무와 바위 등 자연요소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상형문자가 나오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었다. 

<포레스트 프로젝트(木林森計劃)>(2008)[도45]와 <피닉스 프로젝트 

(鳳凰)>(2008-2010)[도46]에서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목표가 사회 기여라는 형태로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포레스트 프로젝트>는 쉬빙이 1999년 참가한 《헬싱키-히말라야 

교류전》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쉬빙은 케냐 산 국립공원(Mount 

Kenya National Park)을 여행하며 케냐의 환경, 경제, 사회정치적 문제가 

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상 깊게 보고, 지속 가능한 나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114

 그는 우선 현지 어린이들에게 한자의 木, 林, 

森의 의미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다양한 문화에서의 글, 서예, 

그리고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 이 그림들은 

이후 프로젝트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매에 붙여졌으며, 수익금은 

나무를 심는 데 사용되었다. 쉬빙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예술의 의미는 미적인 것보다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다고 말하였다.
115

 작가의 한자와 상형문자,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포괄하고 있는 <포레스트 프로젝트>는 예술을 

                                                       
114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250. 
115 쉬빙의 <포레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비디오인터뷰(Lidia Rossner과Alexander 

Rossner 제작), http://hk.asiatatler.com/culture-lifestyle/arts/xu-bing-and-the-forest-project 

(2014.10.30 검색),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255 재인용. 

http://cndic.naver.com/search.nhn?query=%E5%A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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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작가의 노력을 보여준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본래 베이징에 건립될 새로운 세계 

금융센터와 관련된 커미션으로 시작되었다.
116

 쉬빙은 공사 현장을 

찾았을 때 목격한 열악한 노동 환경과 그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해를 사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총 2년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제작 과정에는 쉬빙에 의해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디자인 및 제작에 참가하여 작품의 의미를 

더하였다.
117

  

같은 맥락에서 쉬빙의 문자작업에서 드러나는 서법과 산수화 등의 

문인문화적 요소를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다. <천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지식인들만이 향유하였던 한자, 책, 그리고 서법이라는 문화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쉬빙의 유사 한자는 사회적 지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가 읽을 수 없는 것으로, 유사 한자 앞에 선 모두를 

평등한 위치에 서게 하였다고 평가되었다.
118

 또한 <네모글자>나 

<문자산수>에서 나타나는 서법과 산수화 또한 기존 문인화 전통에서 

보유하고 있던 권위를 잃고, 폐쇄성을 상실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 또한 예술을 대중에게 

                                                       
116  작품 제작 이후 작품의 거칠고 투박한 외관을 본 원 투자자들은 지원을 

거부하였고, 커미션은 취소되었다. 하지만 타이완의 한 경매회사(Ravenel Art 

Group)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는 재개되었으며 2010년 3월 베이징 금일미술관(今

日美術館)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시되고 있다. Tomii, “The 

Slow Formation of Ice in Fourteen Phases,” p.245. 
117  <피닉스 프로젝트>의 제작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뉴욕의 리디머 교회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소속 단체인 Center for Faith & Work(CFW)에 의하여, 

“인간다운 노동(humanizing work)”이라는 개념 전달을 목적으로 “Xu Bing and the 

Phoenix”라는 제목의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다(Jonathan Seale 감독). 

동영상 주소: http://youtu.be/hu4sD4c6yXA (2014.10.1 검색). 
118 엘리엇은 <천서>를 쉬빙의 첫 대중적 작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

기하면서, 중국 정부 및 <천서>를 비난하던 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

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Elliott, ‚Xu Bing: Tradition, Representation, and Language,‛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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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쉬빙이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대중적 요소를 고려하고 

연구하는 것을 단순히 작가 개인의 관념이 변화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도 작가의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쉬빙은 인터뷰나 글을 통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그의 

생각을 마오쩌둥의 „인민을 위한 예술‟이란 구호로 요약하였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의 바탕으로 문혁기 하향한 경험이나 마오쩌둥의 정책의 

영향을 언급하기도 한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 교육을 통해 주입된 

마오쩌둥 및 사회주의의 영향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자신은 그 

시기 방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고, 그중 “예술은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하였다.
119

 이러한 발언에서 

문혁기 경험의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이 시기 서구 사회가 비판하였던 

중국 정부의 폭력성 등은 거의 암시되지 않고 있다. 마오쩌둥의 문예론 

또한 그 정치적 성격과 목적은 배제되고, 대중(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부분만 언급되고 있다.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이주 

초기에는 전시기획자나 미국의 학자들에 의하여, 때로는 작가 본인에 

의하여 비교적 부정적으로 설명되었던 그의 문혁기 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탈바꿈되어가는 모습이다. 물론 작가 본인의 사고방식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의 중국 

내에서의 위치, 그리고 국제 미술계 내에서의 위상에 따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민을 위한 예술‟이란 구호는 서구 

현대미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작가의 대안으로도 설명되곤 

하였는데, 이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119 장혜와 쉬빙의 인터뷰, 2013.3.26, 張慧, 「文字何以成爲圖像徐冰文字藝術硏

究」,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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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쉬빙은 문자와 중국 전통에 대한 일관되고 밀도 있는 연구와 

재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그의 문자작업에서 „읽기‟를 방해하거나 돕는 

방식을 통하여 문자와 문화 및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다양한 문자와 중국 전통적 요소는 작품 안의 새로운 체계 안에서 

해체되고, 재조합되고, 재배치되며 의미를 만들어나간다. 중국에서 

제작된 <천서>, 그리고 미국 이주 직후 작업 등의 초기 작업은 문자에 

변형을 가하거나 서로 다른 문자들을 한 곳에 혼재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읽을 수 없는 문자, 혹은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전통적 요소는 본래의 형태 그대로 작업에 차용되며 

관객이 작업 속의 가짜 문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이후 작업에서 쉬빙은 점차 문자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업에서 문자의 추상성과 이미지의 구상성은 기호학적으로 

재해석 되었고, 문자는 점차 이미지의 형태로 변화해갔다. 문자는 결국 

<지서>라는 프로젝트에서는 픽토그램의 형태로 변화하는데, 문자가 

형상화 되어가는 과정은 문자와 이미지 간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보다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소통을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 시도를 반영한다. 

중국의 역사와 미학, 그리고 서구의 현대미술 사조 및 철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쉬빙의 문자작업은 그 자체로도 다층적이다. 여기에 

작품이 전시되는 시기와 장소,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작가의 생애사적 배경,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 그리고 서구의 동양성에 대한 선입견 등이 개입하고 

있어, 그의 작업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쉬빙 자신도 

글과 인터뷰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작품에 대하여 발언하고, 때로는 

특정 해석을 유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층적인 쉬빙의 문자작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작가의 위치에 따른 전략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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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연구는 85신조라는 미술사적 흐름과 생애사적 배경을 

통하여 쉬빙의 문자작업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쉬빙은 빠른 속도로 유입되던 다양한 서구의 현대미술 사조와 

이론들을 접하였고, 이는 그의 작업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쉬빙은 그가 

전공한 판화와 개념미술 등의 이론을 접목시켜 판화라는 매체와 제작 

과정에 주목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험들은 이후 한자와 

결합하여 <천서>라는 작업으로 나타났다. 이 작업은 설치미술이라는 

서구의 형식 속에 중국적 내용을 담으며 중국 현대미술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을 제시한 중국 현대미술사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반면 쉬빙의 문화대혁명의 경험, 그리고 미국 이주의 경험은 그가 

작업에 문자와 중국 전통이라는 두 요소를 도입하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간자체 정책과 문혁기의 대자보는 작가로 하여금 

문자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였다. 더욱이 미국 이주를 통해 마주하게 된 

또 다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그의 작업에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미국 이주의 경험은 국제 미술계 진출과도 직결되며 그의 

작업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관객들은 문화대혁명과 천안문 

사태 등 당시 중국의 사회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중국에 

대한 환상을 바탕으로 쉬빙의 작업을 바라보았다. 이 시기에 미국에 

전시되었던 <천서>와 <벽을 두드리는 귀신> 등의 작업에 대하여 때로는 

정치적 해석이 너무 강조되어 비약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쉬빙은 다양한 

해석에 열려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서구의 반응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내에서 어느 정도 정착한 

이후에도 그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해냈다. 

이 연구는 양면성이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전략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쉬빙의 문자작업이 전개되어 오면서 반복되고 있는 

다수의 키워드 중 „열려있는 작품,‟ „중국 전통,‟ 그리고 „문인‟과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수식어를 선정하였다. 이 단어들은 쉬빙의 작업세계가 

전개되고, 작가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가 변화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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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거나 모순된 의미를 담게 된 것들이다. 연구자는 이 키워드들을 

다시 검토하며 그 이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쉬빙이 „열려있는 작품‟이라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작업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해석을 유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때로는 

상반된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였다. 

더불어 문자작업의 주요한 요소인 중국 전통의 이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도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중국 전통은 미국 이주 초기에는 서구 관객들이 갖고 있는 중국과 

동양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점차 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였으며, 때로는 중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측면을 쉬빙의 중국 

내에서의 위치 변화와 연결하여 바라보았는데, 중국 전통에 담긴 의도가 

변화하는 시기가 쉬빙이 중국에서도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립하게 되는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쉬빙은 이 시대의 문인이라고 소개되곤 하지만, 그 

자신은 „인민을 위한 예술‟이라는 구호를 통하여 예술의 실용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작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으며, 마오쩌둥의 구호를 상기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검토해보았다. 마오쩌둥의 „인민을 위한 예술‟은 사실 

정치적인 구호이며, 현재 쉬빙이 내세우고 있는 예술의 실용성과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본래 구호의 표면적인 부분만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쉬빙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이 구호를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혁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감소하는 효과도 낳았다. 이 연구는 

그 이면에는 역시 작가의 중국 내에서의 위치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2014년 1월, 대만 타이베이 미술관에서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의 

쉬빙의 작품을 돌아보는 작가의 첫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이는 문자와 



 

76 

 

중국 전통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작업을 선보여 온 쉬빙의 

작업의 미술사적 의의를 다시 확인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쉬빙이 취한 

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가 현재까지도 세계적 

미술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에는 문자작업 자체가 갖고 

있는 예술성이 있다. 기본적인 예술성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작가가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취한 전략적인 태도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연구는 쉬빙이 그의 중국 및 국제 미술계에서의 

위치에 따라 취한 태도 변화를 토대로 그의 작업을 살펴봄으로써 또 

다른 관점으로 쉬빙의 작업을 바라보고자 하였다. 문자작업에서 

나타나는 문자와 중국 전통 재해석 방식의 변화와, 작가가 대외적으로 

보여준 태도의 이면에 담긴 전략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인 그의 

작품 세계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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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ulti-faceted Interpretation  

of Xu Bing‟s Text-based Works 

 

 

Bae, Yeon Kyung 

Arts Managem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xt and Chinese tradition are two main elements of the works by a 

contemporary Chinese artist Xu Bing(徐冰, b.1955). Instead of adopting 

text merely as a linguistic symbol or an artistic motif, the artist delves into 

its system and history. Chinese aesthetics and other traditional elements are 

also incorporated and reinterpreted in Xu’s text-based works. The way Xu 

brings in these elements has changed over time, and this study relates this 

change to the artist‟s biographical background, especially his position in the 

art world. This study also argues that although Xu often insisted that his 

works are open to diverse interpretations, he, on the other hand, actively 

created certain meanings of his work through various channels, from artist 

statements to interviews. The change in the method of adopting text and 

Chinese traditional elements, as well as the image the artist tried to construct 

for himself, serves a strategic purpos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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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arena.  

In earlier works such as Book from the Sky(1987-1988) and the Square 

Calligraphy series in mid-1990s, pseudo-texts were created through the 

process of d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This was to alienate the act of 

seeing and reading, and the work presented the audience an experience of 

linguistic twist. In order to heighten this effect, various traditional elements 

were brought into the work to present the pseudo-texts an authentic 

appearance. Xu‟s work, however, began to change as he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and his later works such as Landscript series and Living Word in 

early 2000s show semiotic interpret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hese 

works, word and image share the same space, and pictographic root of the 

Chinese characters was more deeply investigat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the text and Chinese traditional elements 

changed as Xu settled in the United States and secured his position as an 

international artist. Xu moved to the United States in 1990, and there, Xu‟s 

earlier works were often read as the critique of the Chinese sociopolitical 

situation. This political interpretation prevailed over other formal readings 

of Xu‟s works. Xu aptly and strategically played with the situation. He 

himself began to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earlier works and 

his personal experience of Cultural Revolution(1966-1976), Tiananmen 

Incident(1989), and his eventual e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Chinese characters and traditional elements also touched upon the orientalist 

preconception towards China. As Xu secured his position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the sociopolitical implication began to diminish. 

Xu started to emphasize Chinese tradition and suggest it as the good 

complement to the Western contemporary society and art. Around the same 

time, Xu also began to emphasize the social role of art through the M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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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dong(毛澤東, 1893-1976)‟s slogan of “Art for the People,” while his 

text-based works maintained the strong implication of traditional literati 

culture. 

Even to this day, a large number of researches on Xu Bing rely on the 

artist‟s personal experience and sociopolitical situation of China in the 

1980s to 1990s. Moreover, many of them cite what the artist has said about 

his work word by word, disregarding the larger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ore critical view of looking at Xu Bing‟s text-based 

works by analyzing his works in terms of the artist‟s strategy and his 

position in China and in the international art world. One should not overlook 

the aesthetic quality or the art historical meaning of Xu‟s works;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read Xu‟s works in a larger context, being aware of 

what kind of message the artist is trying to deliver and why. This would 

allow for the better understanding of Xu Bing‟s works, those from the past 

and those that are to come. 

Keywords : Xu Bing, Word and Image, Text in Art, Guannin Yishu 

(Chinese Conceptual Art), 85 New Wave, Diaspora Artist 

Student Number: 2009-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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